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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을 통해 익숙한 현실이 주는 고정관

념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고의 생성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자 본인의

회화에 관한 분석이다. 연구자의 회화는 사물이 지닌 의미와 성질을 무

효화하고, 그것을 재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사물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자에게 있어 고정관념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도식화된 일상 경

험, 정형화된 학습체계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실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

면서 인간의 잠재성을 위축시킨다. 연구자는 현실의 제한된 조건을 파기

하고 변화와 생성이라는 세계의 본질을 환기하기 위해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이라는 회화적 방법론을 선택한다.

연구자의 회화 작업은 기존의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방법론들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현실의 논리에서 벗어난 세계로서의 ‘초현실’을 화

면에 시각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현실은 ‘의외성’, ‘시적(詩的) 모호성’,

‘상사(相似)’의 개념으로 제시된다. 의외성은 선험적 인식근거와 경험에

의한 연상 작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습관적 사고에 길든 현대인

의 정신에 일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적 모호성은 익숙한 이미지

들을 ‘시적 허용(poetic licence)’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다각

적이고 풍부한 해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상사는 시뮬라크르

(simulacre)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대상과 이미지가 맺는 새로운 관계를

부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상투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

한 것이다.

작업의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 연구자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연구자의 회화 작업에서 ‘역설(paradox)’은 의미론적 차원의 역설, 공간

적 차원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표현법은 재현된 대

상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감상자에게 반전(反轉)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사물 이미지의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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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지 않지만, 시간적 암시를 주는 사물, 공간적 특성이 강한 사물을

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화면 안에서 불합리하게 배치했을 때

역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된 사물들은 인

과 관계의 파괴, 보는 것과 읽는 것의 불일치라는 결합 원칙에 의해 구

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결국 논리의 어긋남을 일으켜 회화에 초현실성을

대두시킨다.

또한, 연구자의 회화를 구성하는 조형적 특징으로는 단색화면과 흑

백 이미지, 파스텔 계열 색의 사용, 사물 이미지와 여백의 관계가 있다.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절제된 바탕 처리는 연구자의 관심이 회

화의 표면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인식의 영역에 있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바탕에는 주로 인공적 느낌을 주는 파스텔 색

조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이미지들이 구축하는 비현실적인 인상

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지들의 묘사에 채색

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대상의 생생한 표현보다는 그것들이 지닌 기호

적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자는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개별적 이미지보다는 여백을 통한 공간성 자체를 강조한

다. 이러한 화면 안에서 이미지들이 만드는 관계는 시선의 흐름을 유도

하고, 화면에 리듬과 생동감을 부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론들이 이미지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

면서 회화가 초현실성을 띠게 되는 과정을 검증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자의 회화가 감각의 영역을 새롭게 개편하고 사고의 자율성을 촉진하면

서 감상자들의 ‘인식의 확장’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어: 초현실적 회화, 인식의 확장, 의외성, 시적(詩的) 모호성, 리듬

학번: 2004-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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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사회의 통념과 획일적 사고는 개인의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

한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일상과 학습 체계로부터 비롯된 고정

관념을 회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연구자 본인과 우리 모두

의 제한된 현실 인식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연구자

가 습관적 사고를 경계하고 인식의 고정성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는 인간

의 상상력을 현실에서 재발견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를 올바로 이해

하기 위한 정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회화

를 통해 지향하는 ‘인식의 확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참모습을 올

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오랜 시간 모색해 온 초현실적 회화를 인

식의 확장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선택과

구성이 보는 이들의 지각과 이해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가를 고찰

하고, 오늘날 초현실적 회화가 갖는 ‘인식 확장 기능’에 관해 함께 생각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논문 전반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연구자의 회화가 목표로 하는 ‘인식의 확장’은 무엇인가?

둘째, 연구자의 회화는 어떻게 ‘인식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가?

셋째, 동시대의 ‘초현실적 회화’는 어떠한 미술사적 정당성과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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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가?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을 기초로 하여 의도적인 ‘모호함’과 명

확한 이미지의 ‘비논리적인 결합’에 집중하는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한다.

특히, 회화라는 시각 경험을 통해 정신적 일탈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의 해방에 다가가고자 하는 연구 작품의 동기와 목적 또한 객관적으

로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의 이와 같은 목적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현

재 연구자의 예술적 위치와 한계를 확인하는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

며, 차후 진행될 작업에도 결정적인 도움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연구자는 회화 작업 이외에도 아티스트 북1), 구체시(concrete

poetry)2)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작업을 함께 시도하고 있다. 이

러한 실험들 또한 우리의 습관적 인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눈에 보

이는 것 너머의 가능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 현재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다 다루지 않고, 초현실적 회화에만 전념해온 2004년부터

1) 아티스트 북(artist book) 형식을 이용한 연구자의 ‘책 시(冊詩, layered poetry)’작업

은 책장을 자르거나 접는 행위를 통해 문자, 단어, 문장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작업 역시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예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시(concrete poetry)’는 의미, 맥락, 비유 같은 문법적 요소로 형성되는 언어의 논

리성과 의미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언어에 의한 음성의 청각성과 문자의 시각성을 중

시하는 시의 형식을 의미한다. 구체시는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연

구자의 경우 주로 ‘아티스트 북’에 포함된 형태로 작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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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의 작업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회화’로 한정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작업

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북 아트, 구체시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해져 자칫 산만하고 표면적인 연구로 머물 우려가 있기 때

문이며, 둘째, 연구자의 작업이 발전해온 경로를 되돌아보았을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작업의 근간은 ‘회화’ 작업이라는 결론으로 수렴되

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자의 모든 작업 중 특히 회화 작업이 연구자의

예술 담론을 포괄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간의 회화 작업이라는 다소 넓은 연구 범위가 설정된 이

유는 연구자의 ‘초현실적 회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산발적인 시도가 아

니라, 뚜렷한 목적의식 안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작업임을 보여주기 위

해서이다.

먼저, 연구의 초반부인 Ⅱ장 ‘미술과 인식의 확장’에서는 N. 굿맨

(Nelson Goodman)이 제시하는 미적 경험으로서의 인식 개념의 정의와

이러한 인식 개념을 바탕으로 한 미술사의 선행 사례들을 논의할 것이

다. 또한, 연구자 본인이 회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인식의 확장이 구

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 여러모로 고찰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보여주는 이미지 구성의 동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Ⅲ장 ‘초현실주의와 초현실적 회화’는 연구 작품이 보여주는 초현실

적인 특성들을 보다 분명한 개념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절 ‘초현실

주의의 배경’을 통해서는 초현실주의의 시대적, 정신적 배경을 먼저 기술

하고, 2절에서는 초현실주의자들 중 연구자 작품과 많은 이론적 유사성

을 띠는 마그리트의 작품 사례를 주요하게 인용하여 연구자의 ‘초현실적

회화’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절 ‘초현실적 회화의 특징’

은 연구자의 회화에서 다루어지는 초현실성의 의미를 특정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연구자 회화의 ‘초현실성’을 ‘의외성’, ‘시적 모호성’, ‘상사(相

似)’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Ⅳ장 ‘인식의 확장을 위한 역설적 표현’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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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작품의 표현법에 관한 것이다. 연구 작품은 사고방식의 다양성을 창

작의 기반으로 삼고, 변화와 생성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써 ‘역설

적 표현’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역설을 ‘의미의 역설’, ‘공간의 역

설’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의미의 역설에서는

회화에 나타난 ‘명확한 이미지의 반전(反轉)’, ‘불합리한 상황의 연출’을

다루고, 공간의 역설에서는 상대적인 지각 경험을 환기하기 위한 시도로

서의 ‘뒤집기 그림’ 등을 다룰 것이다.

Ⅴ장은 연구자 회화에 등장하는 사물 이미지가 어떻게 선택되고 사

용되었는가에 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일상적 사물 이미지를 크게 시간

성과 공간성 측면에서 고려하여 채택하는데, 1절에서는 그것의 선택 동

기 및 특성을 밝힌다. 이어서 2절 ‘사물 이미지의 배치와 리듬’에서는 이

렇게 채택된 소재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감상에 개입하

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Ⅵ장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의 원리’는 연구 작품이 초현실적 형식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다. 우선, 1절 ‘비논리적인 결

합’은 ‘인과 관계의 파괴’, ‘보는 것과 읽는 것의 불일치’로 나누어진다. 1

항 ‘인과 관계의 파괴’에서는 ‘시공간적 질서의 해체’, ‘무중력 공간’, ‘다

시점(多視點)적 구성’에 주목하고, 2항 ‘보는 것과 읽는 것의 불일치’에서

는 그림과 제목, 대상과 관념의 고정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한

편, 2절은 ‘바탕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논의로서, ‘단색화면과 흑백 이미

지’, ‘파스텔 계열 색의 효과’, ‘사물 이미지와 여백의 관계’라는 세 가지

항으로 나누어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바탕의 특성을 고찰

할 것이다.

Ⅶ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구 목적과 문제 제

기에 따른 결과 및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반성이 있을 것이다. 또

한, 연구 작품에 관한 객관적, 이론적 분석을 개진한 이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자의 작업 방향까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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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연구자의 회화 작업은 초현실적인 이미지의 구성을 통해 인식의 확

장에 이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 용어인

‘인식(cognition)’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연구자는 넬슨 굿맨(Nelson Goodman, 1906∼1998)3)의 논의를 환기

하여 ‘인식의 확장’ 개념을 부연한다. 그가 제시한 미적 경험으로서의 ‘인

식’은 작품 감상이 보는 즐거움, 즉 정서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 안에서 보이는 새로운 패턴을 인지하고4) 그것을 식별하는 과정까지

도 포괄함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굿맨의 논의는 감각과 지각을

거쳐 인식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연구자 회화의 ‘인식’ 개념을

적절히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인식’이라는 용어를 미적 경험

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설명한 후에, 연구 작품을 분석하기 위

한 도구로서 연구자의 회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초현실적 특성 중 ‘의

3) 미국의 분석철학자로서 주요 저작으로는 학위 논문인 『성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Qualities』(1941)를 비롯하여, 『현상의 구조, The Structure of Appearance』

(1951),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Fact, Fiction and Forecast』(1955), 『예술의 언

어들, Languages of Art 』(1968), 『문제와 기획, Problems and Projects』(1972),

『세계 제작의 방법들, The Ways of Worldmaking』(1978),『마음과 다른 물질에 대

하여, Of Mind and Other Matters』(1984), 『철학과 예술, 과학에 있어서의 재구상,

Reconceptions in Philosophy and Other Arts and Sciences』(1988)등이 있다. 특히

굿맨은 예술을 ‘언어’로 보면서, 이미지의 의미 생산과 소통의 문제를 기호학적 관점

으로 설명한다. 그는 세계란 일종의 ‘세계 기호판’이며, 기호 없이는 결코 세계를 파

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다양한 기호 체계와 개념 틀을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 다수의 세계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세계 제

작’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은 아니다. 그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인식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전통

적 의미의 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것이라고 말한다. 김희정, 『굳맨, 세계 제작

의 방법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2005 참조
4) 여기에서 패턴의 인지란, 작품의 일정한 형태나 유형, 양식 등을 구분하고 판독하는

지각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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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 ‘시적(詩的) 모호성’, ‘상사(相似)’, ‘역설(逆說)’의 개념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이 개념들을 분류하고 작품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초현실적’이

라는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인식의 확장

에 관여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인식 개념을 바탕으로 한 회화의 미술사적 사례로

서 ‘초현실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끌어들인다. 연구자의 회화 작업을

‘초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미술사적 근거는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를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자들에서 찾아진다. 연

구자는 이들 중 데페이즈망 기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마그리트에

주목하여 초현실주의 회화의 ‘인식 확장’ 방식을 추출하고 그것을 선행

연구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작품 사

례를 비교 분석하여 21세기의 시대적 환경에 따른 정신적, 조형적 차별

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초현실주의 회화를 비중 있게 다루

는 이유는 이것이 합리적인 이론 검증 절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미술에서 ‘초현실’이 여전히 유의미한 미적 경험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연구 작품의 사례 분석을 연결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은 연구자의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의 객관적, 미학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과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자가 10년간 꾸준히

써온 작업 노트와 일기 그리고 전시 평문 등에서 발췌한 내용 또한 활용

할 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인식의 확장에 대한 연구자 관심의 근거로써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용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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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술과 인식의 확장

눈앞의 사물은 감각 기관을 통해 그 외관의 정보가 전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물에 대한 지적 정보와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지각된

다. 이렇게 지각된 대상은 ‘인식(cognition)’이라는 작용에 의해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해의 영역으로 옮겨 간다. 이처럼 인간은 인식 작

용을 거침으로써만 사물과 현상에 관해 사고할 수 있으므로, 인식은 우

리의 삶과 현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회화는 경험한 현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식’을 미적 감상에 관계시키고, 또 그것을 확장함으로써 습관적인 사

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본 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미술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에게 인식과 인식의 확장은 각각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가? 둘째, 인식의 확장을 위해 선행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셋째, 연구자가 말하는 인식의 확장은 무엇을 위

한 것인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자 회화의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1. 미적(美的) 경험으로서의 ‘인식’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인식’은 이성과 명료한 사고에 의한 정신 활동

을 일컫는 말로써, 과학, 철학과 같은 학문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 13 -

‘인식’은 언제나 참에 근거해야 하며, 지식 또는 앎에 관련된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N. 굿맨은 앎에 해당하는 ‘인식(cognition)’ 행위

와 느낌에 관여하는 ‘정서(emotion)’ 행위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비판하고

미학적인 경험에서 감정과 인식이 서로 엉켜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

락에 의해 ‘인식 작용’은 언어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만이 아닌, 상상, 지

각, 감각, 감정 등의 미학적인 이해의 복합적인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을 뜻하게 된다. 작품을 감상할 때 보는 즐거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

니라, 그것이 새로운 패턴과 같은 것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작품 이해

에 기여할 때 비로소 미적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굿맨에게 인지

적(cognitive)이라 함은 지각적 구별로부터 패턴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통찰을 거쳐 논리적 추론에 이르는 ‘앎(knowledge)’과 ‘이해

(understanding)’의 모든 국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

서 이해라는 말은 대상을 탐구하고, 창안하며, 식별하며, 발견하고, 관련

시키고, 배열하고, 조직하며, 채용하며, 검증하며, 거부하는 능력들을 발

휘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 과정이 성취하는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5)

굿맨은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오류의 근원이었던 정서, 상상, 감각, 감정

을 ‘세계를 포착하고 탐구하고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방법’으로 제

시함으로써, 과학이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

찰과 이해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이러한 인식 개념은

시각적 즐거움과 앎, 감각과 관념을 통합하여 미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연구자는 이러한 굿맨의 인식 개념으로부터 인식의 확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 계기를 마련한다. 연구자의 회화는 현실의 대상들을 익

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을 화면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의 배열은 보는 즐거움을 넘

어 현실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그림 1)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패턴의 현실을 제시

5) 강태희 외, 『미술, 진리, 과학』, 서울:도서출판 재원, 2002,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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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러한 회화

의 방법론은 서구

모더니즘 미학 출

현 이전의 재현 논

리와는 전혀 다른

미학적 기준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 이전까지 회화는 주로 아름다움, 혹은 진리라는 본질적 목

적에 이르기 위해 시각적 사실성의 도움을 받아왔으며,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미학적 기준을 주로 ‘모방(mimesis)’이라는 개념에 의존해 왔다. 이

러한 서구의 모방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들, 즉 전형적인

그리스인들의 전제에 의거한 것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은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중세에는 또 다른 전제가 등장했는데, 예술은 가시적인 세계

보다 더 완벽하고 영원한 세계를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실

재의 직접적인 재현보다는 ‘상징’이라는 수단에 의해 더욱 용이하게 이루

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모방 이론은 잠시 쇠퇴한 듯이 보였

고, ‘이미타티오(imitatio)’6)라는 용어 또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7) 르네

상스에 이르자 모방은 다시금 재현의 기본 강령으로 떠오른다. 부르넬레

스키(F. Brunelleschi)나 알베르티(L.B. Alberti) 같은 르네상스 천재들은

모방의 가장 이상적인 법칙으로 ‘원근법’을 제안하고 그것을 철저히 수호

하고자 했다. 이후로 서양 미술은 사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6)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는 존재론적 닮기를 의미한다. 훗날 이

것이 라틴어 ‘이미타티오(imitatio)’로 번역되면서 모방은 인식론적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즉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의 모방을 ‘미메시스’라고 한다면, 고전의 모방

을 ‘이미타티오’라고 부른다.
7) W.타타르키비츠(W. Tatarkiewicz),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손효주 역, 서울:미진사,

1997, pp.314-315 참조.

[그림 1] What I See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35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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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이론의 지배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서양 미술사에서 앎을 향한 열망은 그 시작부터 가시적인 물

질세계에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에, 서구 회화는 정신적인 것의 표현에

있어서도 대상의 물리적 양상에 의지하며 발전해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근대기에 들어 회화가 시각적 모방의 전통을 포기함으로써 이미지

들은 형상의 사실성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었고, 회화는 형상의 닮음 없

이도 관념을 모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8) 이에 따라 회화는 기

존의 ‘닮음’이 주는 안정감을 기초로 한 정서의 환기라는 기존의 목표에

서 벗어나,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모더니즘 회화에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칸딘스키나 몬드리안, 말레비치와 같이 대상의 형상성과 재현 이미

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순수 추상을 통해 정신적인 영역에 도

달하고자 했던 경우와, 초현실주의처럼 사실적 형상을 통해 현실에서 존

재하지 않는 것들과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에 도달하고자 했던 경

우가 그것이다. 칸딘스키는 순수한 형태와 색채의 구성을 통해 화음, 음

계, 음정 등의 음악적 개념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전통적 재현 방식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를 미술에 편입시켰다. 이외에도 몬드리안, 말레비치와

같은 20세기 초의 추상 화가들은 가시적 현실을 모방해야 하는 강박관념

에서 벗어나 오직 관념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 비해 초현실주의에 속하는 달리나 마그리트는 비교적 사실적

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상성을 제시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의미의 미메

시스 규범에서는 벗어난다. 대상 하나하나는 사실에 가깝게 묘사되어 시

각적 현실을 모방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배열되고 구성되는 원칙은 현실

8) 반 호트의 말처럼, 현대 회화는 (객관적) 의미의 세계가 그 자명성을 잃고 취약성을

드러낼 때에만 어떤 대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 조성령, 『라캉과 미술』, 경성

대학교 출판부, 201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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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혀 참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마그리트는 대상과 이미지의 관

계를 교란하여 사물의 일반적 가치를 훼손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운

화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야말로 감상자의 인식 확장에 직접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인식의 확장이 가능한 영역은 다름 아닌

무의식의 공간이다. ‘깨어있는 시간을 번역한 것이 꿈이라면, 꿈은 깨어

있는 시간의 번역일 것이다’라는 마그리트의 말은 현실과 꿈(무의식)을

구분된 것으로 보지 않는 초현실주의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는 자신의 회화를 폴 델보(Paul Delvaux)의 몽환적 분위기나 달리의 타

락한 환상, 이브 탕기의 환각적 풍경과 같은 자동기술법과는 다른 행동

법칙의 결과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정도와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

도, 의식의 한계에 대해 평생 문제의식을 지녀온 마그리트가 결국 무의

식 세계를 예술적 대안으로 삼았음은 다른 초현실주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9)

연구자의 회화 역시 사실적으로 재현된 형상 이미지를 전통적 재현

에 반(反)하는 방식으로 배열함으로써 인식의 확장이라는 회화의 가능성

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그리트와 비슷한 계열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연구자가 회화를 통해 탐구하려는 영역은 무의식이나 꿈이

아니다. 오히려 의식의 세계 안에 여전히 머물면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사고와 연상을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여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회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된

정신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상을 주시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논리나 법칙에 의거한 재현의 결과가 아니라, 정서, 상상,

감각 등이 상호작용하여 만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결과로서의 미적 경

험, 그리고 이를 통한 인식의 확장을 추구한다.

9) 수지 개블릭(Gablic, Suzi), 『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 천수원 역, 서울:시공

사, 2011, pp.7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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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내지는 어떤 현상

을 범주화하는 단순한 도식을 말한다. 고정관념은 대부분 뚜렷한 근거가

없고, 집단적인 판단 때문에 형성되며, 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이

러한 고정관념은 사회 전반에 깔려 있고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

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과 사고가 무의식중에 습관적인 것들의 지

배를 받는 것을 용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현실에 대한 인

식을 방해하여 인간의 잠재성과 창조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특히 연구자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찾아낸 사회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연구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도식화된 일상 경험

연구자가 생각하는 ‘인식의 확장’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과 다

른 현상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은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의 습관일 뿐이지,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대상 자체에 내재한 필연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우리는 잠시 후 일어날 아주 사소한 사건조차도 예상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사건에 이어 일정한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도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인과율(Law of causality)’10)에 의한 판단은 단지 우리의 예측이고

10) ‘인과율’은 어떤 상태(원인)에서 다른 상태(결과)가 필연적으로, 즉 법칙에 따라서 일

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인과율의 개념은 우리가 대상 간의 어떤 관계를 경험할 때 생

겨난다. 이때 우리는 ‘A가 B의 원인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A와 B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흄(D. Hume)은 다음의 세 가지 관계를 지적한다.

첫째, '근접 관계'이다. A와 B는 항상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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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기대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 필연은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에 따라서도 현실은 전혀 다른 사건들

의 연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에 당연하게 느꼈던 사실도 다른 맥

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매우 돌발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11)

이처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도식화된 일상

경험이 만들어낸 정신의 습관에 불과하다.

‘일상(日常)’이라는 말은 해가 매일 뜨고 지는 항상성, 반복성, 연속

성, 루틴(routine) 등의 개념들을 함의하는데, 이와 같은 ‘일상’의 특징들

은 사고의 도식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일

상이 주는 안락함에 길들어 있으므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정해진 일과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을 낯설게 여

기거나, 심지어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잘 짜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필연적 인과 관계라는 것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단지 우리 자신이 만들

어놓은 사고의 패턴 속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결과일 뿐, 결코 절대

적인 규칙에 의한 것은 아니다.

둘째, '시간의 선행성'이다. A가 B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다.

셋째, A와 B의 일정한 결합이다.

넷째, 이 세 관계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근접 관계도, 선행성도, 일정한 결합도 필연적 관계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조중걸, 『플라톤에서 비트겐슈타인까지; 서양 철학사 인식론적 해명』, 서울:지혜원,
2014, p123

11) 이러한 연구자의 관점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파리 유학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는 한국 사회의 도식화된 삶과 획일화된 가치 기준에서 해

방되는 ‘자유로움’과, 늘 당연시해왔던 의미, 가치들이 부정되거나 다르게 받아들여지

는 ‘생경함’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가장 자신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쓸모없는 것이 되

었고, 익숙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대신 아주 쉬운 말부터 어린 아이처럼 새롭게 배워

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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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철학자 흄(David Hume, 1711∼1776)은 어떤 현상을 경험적

지식의 필연성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들의 계기(sequences

of events)로 보자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A가 지금까지 항상 B를 수반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올 A가 B를 수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결코 자기모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A가 나타나

면 B를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 A와 B의 ‘필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인과적’ 지식은 단지 두

사건 사이의 연합에 관한 지식일 뿐, 그들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특정 사건의 계기가 인과적 연쇄에 의한 것이라

는 신념은 그 연쇄에 대한 단 한 번의 관찰에 의해서도 역시 야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과적 연관성에 의한 판단은 유사한 사물이 유사한 상

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일반화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는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

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인과적 연관성에 대한 신념은 습관적

인 기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흄의 주장이다. 이러한 흄의 관점은 사

물의 성질, 상호 간의 유사성 등이 존재론적 토대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

라, 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의 산물이라고 보는 굿맨의 인식론12)을

뒷받침한다.

연구자 회화의 사물 이미지들 또한 사실들 간에 필연적인 연관 관계

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결합과 분리를 반복한다.(그림 2) 우리는 화면에서

익숙한 사물들을 발견할 때 어떤 종류의 기대감을 품고 바라보게 된다.

예를 들어, 벽시계는 벽이라는 배경이 필요하고, 나무는 그것이 심겨질

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러한 ‘기대감’과 관련된 판단이다. 이런 식

12) N. 굿맨은 우리의 인식이 정신에 의존한다는 비실재론적 입장을 보인다. 세계는 객

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다수의 버전(version)이

기 때문에,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존재 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비실재론의 핵심적 의도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실재론과 관념론 등 철

학적 이론들의 대립적 구도를 거부하는 것에 있다. 김희정, op. cit., pp.3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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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는 비행기는 하늘을 날 것이라는 사실과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다. 이처럼 우리는 반복

적 경험, 일반화된 기대감에 의해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연

구자는 사물에 내재한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변칙적 상황에 적용하면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일상적 이해 습관을 전복한다. 그래서 화면 안에 대

상들을 비상식적으로 배치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감상자들이 의식하

도록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정신을 고정관념과 일반화의 오류로부

터 해방하고, 일상을 넘어서는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한다.

2) 정형화된 학습 체계

고정 관념을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정형화된 학습 체계’이다. 여기

에서 정형화된 학습 체계는 크게 ‘언어’에 관한 것과 ‘그림’에 관한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의 방법과 사고의 생산에 관련한 이 구분은 연

[그림 2] Wonder Wall,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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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성장기를 거치며 받아온 교육 과정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13)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이미지의 형태로 세계를 받아

들인다. 그리고 사물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배워나간다. 이러한 언어 교육은 대상과 그것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고

착’하는 과정이다.14) 엄마는 연필을 지시하며 그것을 ‘연필’이라고 발음하

도록 아이에게 반복 학습시킴으로써,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

을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사고하는 법을 배

우며 사회화된다.15)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는 ‘언어적 체계’를 넘

어서는 어떤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경직된다. 한 예로

‘낱말 카드’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실제 사물이나 낱말 카

드의 이미지를 통해 단어를 습득하고, 세계에 대한 ‘앎’을 형성해나간다.

낱말 카드는 그림과 글자를 매우 일의적이고 고정된 관계로 묶는다. ‘꽃

13) 연구자는 미술대학뿐만 아니라, 예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중·고등학교 과정도 거

쳤다. 연구자에게 언어를 통한 지식 습득과 미술을 통한 표현능력 습득은 동시에 이

루어졌으며,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육은 문자와 이미지의 고착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4) 일상에서 사물을 접할 때 우리는 ‘동물’, ‘식물’, ‘기계’ 등 교육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범주 안에서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다. 그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범주들을 무장해제당한 상태에서 사물을 접하는 경우, 그것은 어떤 막연한 느낌

이나 기분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때 불현듯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가 서있는

바탕을, 우리가 거기서 출발했으나 오래전에 잊어버린 근원을, 이른바 ‘존재와 존재론

적 차이’를 보게 된다. 진중권, 『Icon』, 서울:씨네21북스, 2011. p.90
15) 언어의 원초적인 기능은 협동을 목적으로 의사교환을 성립시키는 일이다. 언어는 명

령이나 통지를 전달한다. 언어는 규정하거나 서술한다. 어느 경우에나 언어의 기능은

사회적이다. 언어가 기술하는 사물들은 인간의 업무를 위해서 인간의 지각이 실재적

인 것에서 절단해낸 것들이며, 언어가 지시하는 속성들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사물들

의 호소이다. 따라서 제작된 방식이 동일할 때 단어도 동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의 정신은 여러 사물에 동일한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한

다. 요컨대 정신은 동일한 방침이나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동일한 단어가 야기되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물들을 동일한 관념 하에 군집시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단어와 관념들이 유래한다. 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사유와 운동』,

이광래 역, 서울:문예출판사, 2004, p.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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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아래에는 ‘꽃’이라는 단어가, ‘자동차 이미지’ 아래에는 ‘자동차’라

는 단어가 일대일 대응 관계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 체계의 반

복 속에서 낱말 카드의 형식이 곧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

장 적절한 형식이라고 믿게 된다. ‘나무 이미지’는 ‘나무’가 아닌 다른 것

이 될 수 없으며, ‘책 이미지’는 ‘책’의 의미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전을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사전은 발음, 의미, 용법, 어원 등을 낱낱이 수록함으

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낱말 카드의 의미 규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문법’이라는 언

어 체계 역시 필요로 한다. 문법이라는 것은 통사(統辭)16)적 원칙에 따

라 단어들을 제 위치에 맞게 배열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이다. 주어 다음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와야 하고,

마지막으로 서술어가 있어야 의미를 지닌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

다. 아무리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 자

리에 배치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했다 하더라도 전후의 다른 문장들과 문맥에 맞게 배열하지

않으면 의미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의 체계는 문법에 맞지 않는 것,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

러나 우리의 복잡한 현실은 언어의 합리적인 체계만으로는 모두 구현될

16) ‘통사’(Syntax)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단어들을 제 위치

에 맞게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학습을 통해 훈련해온 이러한 문법이

나 통사론은 그 나라의 언어 체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언어권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한국어의 어순

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문장은 당연히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연구자는

성인이 된 이후 외국어인 프랑스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 이 경험은

모국어의 어순, 단어의 뉘앙스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해준 계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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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현상이 실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지 ‘이해할 수 없는(indefinite) 것, 신비한(mystical)’ 것이기 때문이

다.17) 이처럼 정형화된 언어 체계로부터 그것을 넘어서는 확장된 인식으

로 이행하기 위해서는18)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논리나 규칙들을 부정

하고 그것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자는 이 ‘부정’의 행

위를 회화로 표현하고, 사물과 사건들을 다른 방식으로 배치, 배열하는

방법론을 선택한다.(그림 3) 회화의 조형적 차원은 언어적 논리와 많이

유사하지만, 형태, 색, 리듬, 크기 같은 조형적 요소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정형화된 학습 체계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상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잘 그리는’ 것이라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잘 모사하고자 할 때, 이를 실현해 줄 특정한 방

법을 필요로 한다. 원근법과 명암법 등이 바로 이 특정한 방법이다. 그러

나 우리는 이 방법들이 과연 대상의 실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원근법과 명암법으로 구축된 ‘사과 이미

지’는 사과의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제한적 상태일 뿐, 그것이 사과

자체의 실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이렇게 파악된

형상 외에도 수없이 다른 많은 방식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19) 이처럼

17) “실로 언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드러난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비

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역, 서울:책세상, 2013, p.116
18) 1929년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언어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은 선험적으로는 헛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안

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넘어가려는 경향은 그 무

엇인가를 암시해준다. ... 나는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오히려 경

의를 표하고 싶다.” L. Wittgenstein, Philosophical Review 74, No. 1, 1963, pp.13-16.

김복영,『이미지와 시각언어』, 파주:한길아트, 2006, pp.59-60에서 재인용.
19) N. 굿맨은「세계가 존재하는 방식(The Way the World is)」(Review of

Metaphysics 14권, 1960, pp 48-56)에서 ‘세계는 참되게 기술되고 보이고 그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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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잘 ‘모사’했다는 것과 사과의 다양한 측면들을 그림에 그대로 잘

담아냈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란 무엇인가?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들, 혹은 그 세계를 기술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 말한다

는 것은 ‘세계-기술’ 혹은 ‘세계-그림’들에 관해 말한다는 것이지, 기술되

거나 그려지는 어떤 고유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물론

있는 많은 방식대로 존재하며, 세계가 존재하는 정해진 방식이란 것은 없다’고 말한

다. N. 굿맨, 『예술의 언어들, Languages of Art』,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24 참조.

[그림 3] A Boy in Another P lace , 2012, 캔버스 위에 아크릴, 160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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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기술되거나 그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함축하지도

않는다.20)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객관적’ 법칙에 맞게 그린다는 것은 결

국 ‘정육면체-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처럼 법칙에

맞게 재구성된 정육면체는 실제 우리가 관찰한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정육면체를 객관적으로 모사하는 투시도법도 결국 ‘나’를 중심으

로 세계를 바라보는 르네상스적 시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물의 실체

를 온전히 담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모사에서 ‘나’의

시점이 움직인다면, 이에 따라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변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를 기점으로 설명된 사물이나 세계가 진실을 담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시각은 필요와 편견에 의해서 지배되기도

한다. 시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그것을 취합하고 만들

어낸다. 더욱이 우리는 이렇게 취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를 그것의 속성과

결부시켜 바라본다. 나무, 사람, 책상, 자동차, 가방 등을 본다는 것은 그

냥 그것의 외관을 냉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속성을 지

닌 어떤 사물로서 그것의 용도와 관련지어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은 이처럼 관찰자의 ‘선입견’과 분리될 수 없다. 곰브

리치도 이미 지적했듯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21)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오랜 시간 학습으로 형성된 ‘시각-재현’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지 구축 공식을 깨는 회화법을 시도하게 되

었다. 그 시도 중에는 2013년과 2014년에 진행했던 ‘퍼즐 페인팅(Puzzle

painting)’이라는 작업이 있다.(그림 4) ‘퍼즐 페인팅’은 전통적 회화의 법

칙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없애고, 순수한 미적 유희 자체를 목적

으로 고안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회화법을 실현하기 위해 그림 액

자 형태의 오브제를 목재로 제작하고 그것을 절단한 후 퍼즐 놀이처럼

20) Ibid, p.24
21) Ibid., pp.2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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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타블로(tableau)’22)가 함의하는 폐

쇄성, 고정성, 한정성을 극복하고 ‘회화’를 새롭게 재인식하기 위한 것이

다.23)

연구자에게 이와 같은 일련의 회화적 실험은 대상에 고정된 정의,

언어적 논리 등을 어긋나게 하여 ‘많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드러

내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무의미나 혼란을 가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들의 다양한 변이를 통해 한 가지 측면으로만 대상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려는 ‘전통적 재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22) ‘액자(frame)에 넣어진 독립된 회화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3) 연구자의 ‘퍼즐 페인팅(puzzle painting)’(그림 4)에서 그림 액자를 ‘절단’하는 행위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폐기’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유희적인 태도로 그

림을 ‘창조’하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이다. 즉 그림을 절단함으로써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re-create) 아이러니를 보여주고자 한 것

이다. 둘째, 그림 액자를 ‘절단’하는 행위는 그림이 지닌 폐쇄성, 한정성, 고정성을 깨

려는 의미를 지닌다. 회화 작업이 익숙한 ‘현실’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재구성한 것

이라면, 이는 ‘그림(tableau)’이라는 대상 자체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셋째, 화

면과 프레임을 평면적 윤곽선으로 함께 절단하는 행위는 3차원적 오브제로서의 액자

를 2차원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퍼즐 페인팅이 오브제나 조각이 아닌 회

화라는 규정성 안에서의 실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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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1, 2013, 나무 패널 위에 우레탄 도색, 액자 , 가변크기

3. 변화와 생성의 세계 인식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것은 수많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부단

히 변화와 생성을 거듭한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적 사고는 다양한 가능

성이 잠재된 세계를 단순한 질서나 법칙으로 환원하려 하고, 개별적인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길 좋아한다.24)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명의 발전 논리 안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으며,

다양하고 상대적인 결과보다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일반화에만 몰두하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냈다.25) 이에 대해 베르그손은 사회적 관습, 규율,

24)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서울:그린비, 2016,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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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들은 생명의 존재 방식에서 비롯된 거대한 습관 체계일 뿐이라고 말

한다. 그리고 현실의 질서는 이러한 습관 체계에 대한 복종에 의해 구축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결속을 지향하는 본능에 토대를 둔 사회는 자

신이 속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폐쇄하고, 다른 사회와의

경쟁과 자기 보호에 몰두하게 한다는 것이다.26)

연구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은 이러한 습관의 체계가 지배하는

폐쇄적인 세계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일상 경험’과 ‘학습 체계’의 고정관

념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화를 위한 제한적 인식 행위를 전복하

는 경험으로서의 회화를 실천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가 궁극적

으로 바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인정하고,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연속되는 세계를 광범위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특히 ‘변화’와 ‘생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식과 생명 자체가 지닌 본성이기도 하지만,27)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무한한 잠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변화와 생성에 대한 인식은 고정된 생각과

25) 실제로 우리의 모든 언어 방식이나 사유 방식 혹은 지각 방식에는 부동성(浮動性)과

불역성(不易性)이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거기에는

운동과 변화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본질상 변화하지 않는 그 어떤 사물에 마치 우

연적인 것처럼 부가된다고 하는 주장도 함축되어 있다. 앙리 베르그송, op. cit., p.87
26) 김재희, Ibid., p.402
27) 베르그손의 배아적(胚芽的) 무의식은 자기 자신과의 차이를 산출하려는 경향, 스스

로 변화하려는 경향,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물질적 무의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신적 힘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며, 하나의 삶을 어디까지나 개체 초

월적이고 탈(脫)인간중심적인 흐름 안에 놓인 전체와의 연대 속에 있는 것으로 바라

본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를 뛰어넘는다. 생명의 약동(élan vital)은 모든 생명체들이 동

일한 생명적 근원에서 비롯되었기에 상호간에 존재론적 위계를 정할 수 없는 다양한

경향성들의 실현이라는 것, 따라서 서로 긴밀한 상호 관련성과 상보성을 가질 수 있

다는 것, 무엇보다 개체의 변화와 소멸은 또 다른 생성과 변화로의 개방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함축한다. Ibid.,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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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안에서는 생겨날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현실, 즉 ‘세계와 존재

의 비결정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생각 안에서는 개체의

소멸까지도 또 다른 생성과 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삶의 연속선상에서 활기찬 ‘생명의 약동’을 지닌 것으로 나

타난다.28) 따라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관은 우리의 현실이 단편적이지 않

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함으로써, 현실과 일상의

습관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회화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사물’, ‘시간’,

‘공간’의 관계 문제이다. 우리는 ‘사물-사물’, ‘사물-시간’, ‘사물-공간’을

고착화하여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의미를 띨 수 있듯

이, 하나의 대상은 그것이 놓인 시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

한 해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29) 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위해 연구자

는 시간과 공간을 다른 여러 사물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얼마든지 결

합과 분리가 가능한 요소로 파악하고 다룬다.

28) Ibid., pp.351-352 참조.
29) 이는 사물이 지니는 기호 체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의 사

물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 외에는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학자

들이 말하듯이 시각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적색 신호가 고속도

로에서는 ‘멈춤’을 의미하고, 해상에서는 ‘항구’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자극이

라도 각각 다른 상황 하에서 다른 시각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N. 굿맨,

op. cit.,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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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ucy in the Sky with a Diamond,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x100

예를 들어 <Lucy in the Sky with a Diamond> (그림 5)에 등장하

는 시계, 수영장은 각각 ‘시간성’과 ‘공간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일상의

사물들이 더해지면서 익숙한 ‘현실’은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물들은 기존의 관념에서 멀어지면서, 각각의 도구적 역할을 상실한다.

수영장 물이 튀어나가는 방향으로 도약하는 무용수가 나타나고, 나비와

함께 부유하는 벽시계가 보이며, 그 아래로는 거꾸로 된 자동차, 생일 케

이크의 촛불, 얼룩말, 나무 등이 눈에 보이는 연관성 없이 배치된다. 이

들은 어떤 상징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축하게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들은 초현실적인 상호 관계 안에서 관찰자의 다

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면서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물론 이 생동감

은 관찰자에 따라 의미들이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에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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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관심은 인간 실존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언어적 논리 체계’라는 조건을 넘어서는 실재 그 자체에 대한 경험

및 그것을 통한 인식의 확장 가능성에 있다.30) 연구자는 인간적 필요에

따른 언어적 체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인간적 조건을 넘

어서는 실체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회화를 통해 인식하고자 노력한다. 즉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을 부정성과 결여가 아닌, 차이를 생산하는 잠재력

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식적인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창조적 삶의 주체로

긍정하기 위한 것이다.31) 이때 실재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리

고 부단히 달라지는 ‘열린 전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 우리가

지닌 창조적인 잠재력은 비로소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의 회화는 의미의 전환이 아니라 의미의 생성

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를 부

정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의미가 한 가지 가

능성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매번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32)을 긍정

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자는 ‘인식의 확장’ 개념을 무엇을 알아가는 지식

이나 정보의 축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과정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물들이 획득한 새로운 의미

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면서 다

른 의미 부여가 가능해지는 환경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환

30) 김재희, op. cit., p.417
31) Ibid.
32) 자신을 단어에서 해방시켜 사물들의 자연적인 연관관계를 발견하고 실험을 통하여

문제에 깊숙이 파고들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때 정신이 계속 경이와 맞부딪힐 것이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구체적 실재와 우리가 선험적으로 재구성한 실재, 이

두 실재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커다란가! 단지 비판적이기만 한 정신은 이와 같은 재

구성에 그친다. 왜냐하면, 그 정신의 역할은 사물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앙리 베르그송, op. cit.,

pp.106-107



- 32 -

경 안에서 현실은 끝없는 변화와 생성이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공간

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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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현실주의와 초현실적 회화

앞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식’ 개념이 미적 경험의 산물이

며, 이 경험에 의거한 ‘인식의 확장’이 일상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변

화와 생성의 세계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Ⅲ장에서는 이러

한 ‘인식의 확장’을 추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택한 ‘초현실적 회화’의 특

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장은 연구자 작품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초현

실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미학적 성과를 알아본다. 특히 초현실주의 작품

중에서 마그리트의 회화는 연구 작품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

요하게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초현실적’ 회

화가 초현실주의 회화와 어떻게 차별되는지도 설명하고자 한다.

1. 초현실주의의 배경

초현실주의는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정신적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현실 비판적

태도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20세기 새로운 현실 창

조의 혁명적 강령을 따랐으며, 아방가르드의 최전선에서 집단적 움직임

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인간 본연의 욕망을 억압하고, 세계를 편

협한 질서의 틀에 가두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

체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

의 영역을 밝혀야 하며, 예술 또한 현실을 재생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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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꿈,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공상(백일몽), 무의식,

자동기술법(automatism) 등을 그들 예술의 중요한 단서로 여기며 세계

의 내적 현실에 도달하고자 했다.(도판 1)

초현실주의가 태동한 1918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등장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

운 성찰 방법이 사회 전반에 제기되었다. 무

의식의 세계, 꿈, 토템과 터부 등에 대한 관심

은 시대적 요구의 결과였으며, 20세기의 새로

운 사유 방법의 제재로서 예술, 종교, 도덕,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탄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 이해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될 무렵에도 서구사회의 현실적

발전 논리는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합리주의와 실증주의의 전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합리주의자들은 세계의 모

든 현상을 법칙의 필연성과 인과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과 의식까지도 과학적 기계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려 한다. 이성의 시

대는 결국 진실의 근사치보다는 수학적 명료함에 집중했고, 인간의 자유

의지도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하곤 했다. 생명과 정신의 잠재성까지

도 필연의 법칙에 얽매인 것, 결정론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실재

세계의 복잡성과 합리적 인식 능력의 괴리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이러한 모순적 시대상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성의 논리와 지성에

속박된 경험주의 과학과 주지주의(主知主義)적 태도를 거부하고 감정과

행동의 배후에 주목하는데, 이들은 지적(知的)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유의 확장을 꾀하게 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의식이 감지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와 같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세계와 존재의 바탕으로 판단

[도판 1]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음울한
경기, 1929, 마분지 위에
유화, 콜라주, 44.4x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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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존재와 세계의 실재는 논리나 상식, 그리고 경험 등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단언했다.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의 규칙에 집

착하는 태도의 한계를 간파했던 초현실주의자들이 인간의 온전한 인식에

이르기 위해 사고의 전형(典型)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였다. 한편,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이 모든 관념과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필연적 악순환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1918년 취리히에서 발표된 ‘차라의 선언’33)은 다다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성과 필연적 법칙을 반대하고, 동시에 참된 현실은 오직 우연과 직관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마

그리트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의 해방으로서 다다이스트들의 현실적

대안이자 다음 단계이기도 했던 초현실주의를 잘 보여준다.

“초현실주의는 순수한 정신적 사고의 참된 작용을 말이나 글,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성적 통제가 없는 상태, 또 모든 윤리

적, 예술적 구속, 선입견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서술된 사고이며, 일체의 선입관

과 이성의 제한이 배척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사고의 진실한 기록이다.”34)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는 초현실주의 현실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의학을 전공한 초현

실주의자 브르통도 프로이트에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브르통의

33) “혐오감이 부정의 정신일 때 그것은 다다이다. 파괴적 행동이 바로 항의일 때, 그것

은 다다이다. 안일한 정신과 정치, 공부, 성 등에 의해 지금까지 추방되어 왔던 모든

방법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다이다. 논리의 파괴, 창조불능자의 춤, 그것

은 다다이다. 모든 대상, 개개의 오브제, 인간의 여러 감정, 모호함, 평행선, 이 모든

것에 충격을 가하는 어떤 출현, 그것은 다다이다. 자발성의 직접 산물인 개별적 신에

대한 신앙, 그것이 다다이다. 자유는 다다이다. ‘다다’, ‘다다’, ‘다다’라는 경련적인 고

통의 울부짖음, 상반되고 모순된 전체, 기과함과 자가 당착의 뒤얽힘, 즉 삶.”

트리스탄 차라(Tzara,Tristan), 『앙드레 브르통, 다다와 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영

역,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7, pp.13-24 참조.
34) René Magritte, Ecrits Complets, Paris: Flamarion, 1979,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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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억압된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을 이용하여 의식

적인 이미지와 전통적인 예술이 지니는 형식적인 요소들까지도 자유롭게

혼합하는 것이었다. 꿈 해석, 히스테리 연구, 성 본능 이론 등 주로 무의

식에 관련한 담론으로 이루어진 프로이트의 학문 체계는 그의 관심을 끌

만했다. 1900년에 프로이트가 발표한 『꿈의 해석』은 정신분석이라는

심층심리학을 확립하는데 획기적인 이바지를 했으며,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심리 상태를 무의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프로이트

에게 무의식의 산물인 꿈은 인과율에 따르지 않으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적인 이미지

들을 언어로 번역해야 하고, 꿈 꾼 사람의 자유 연상과 함께 그것을 해

석하는 사람의 상징 이해가 종합되어야 한다. 프로이트는 꿈이 깨어있을

때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인식’의 한 방법으로서, 정신이 그 자체를 드러

내는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무의식적 욕망과 정신의

비밀스러운 상징체인 꿈을 밝혀냄으로써 의식 체계와 무의식 체계 사이

의 조화로운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고자 했다.35)

마송과 에른스트 같은 초현실주의자들도 프로이트 심층심리학의 영

향을 받아 무의식의 영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프로이트

의 자동기술법을 회화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이처럼 신속하게 무엇인

가를 완성해야 하는 기법은 회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

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무의식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모래(sand) 그림, 그라타주(grattage), 프로타주(frottage), 콜라주(collage)

등 우연성이 강한 새로운 기법들을 찾아내었고, 미술의 재료적 가능성까

지 확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형적 실험을 통해 의식, 이성, 의지, 개인

적인 취향에서 벗어난 화면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었다.36)

35)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동아출판사, 1992, pp.32-35
36) 에른스트는 1925년에 나무의 표면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 혹은 목탄 등으로 세게

문질러 표면의 결을 종이에 그대로 옮긴 후 그것을 손질하여 구상적인 데생을 완성

하는 ‘프로타주’ 기법을 발명하였다. 무의식적인 자연과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하는 반

(反)자동적인 스케치 방법에 매력을 느낀 에른스트는 그로부터 얼마 후 ‘그라타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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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초현실주의는 ‘미지의 것’, ‘자아의 진정한 모습’을 탐색하

는 과정, 그 자체에 역점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면서 자체적 발전을

끌어냈다.37) 초현실주의는 문명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하려 했고, 이를

위해 이성에 억압되었던 무의식은 물론, 경험주의적 논리에서 소외되었

던 존재의 돌발적 양상까지도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에 결부시켰다.

2. 르네 마그리트(R. Magritte)의 초현실주의 회화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경향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 한스 벨머(Hans Bellmer) 등과 같

이 무의식 세계에 바탕을 두고 변형된 현실을 회화로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도판 2)와 조르주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처럼 명료한 시각 경험 안에서 현실의 참모습을 발견하

고자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경향은 주제와 방법론적인 측면

모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전자에 속하는 작가들이 회화의 다양한 ‘기

법’들을 개발하여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가시적인 차원으로 드러내고

자 했다면, 후자에 속하는 작가들은 가장 전통적이고 아카데믹한 회화

는 기법 또한 개발하였다. 나뭇결 위에 캔버스를 깔고 물감을 바른 후 그것을 칼 따

위로 긁어내는 것이다. 이때 물감이 벗겨지면서 캔버스에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를 추가로

그려 넣음으로써 무의식의 신비로운 광경을 표현할 수 있었다. 요아힘 나겔, 『초현

실주의』, 황종민 역, 서울:미술문화, 2011, pp.24-35
37) 이와 같은 초현실주의의 지향성은 이미 19세기 보들레르(Baudelaire)의 시에서 태동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폴리네르(Apollinaire)에 이르러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적극적

으로 탐색되고 구체화된다. ‘상형시’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그는 「새 정신(Esprit

nouveau)」이라는 글에서 “진실은 숭고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 속에 있으

며, 경이(驚異)야말로 모든 예술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여 이후 다다와 초

현실주의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Ibid., p.76



- 38 -

기법38)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구성’을 통해 현

실의 모호한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 중

특히 마그리트 회화는 사물의 형상에 대한 최

초 지각과 그것의 최종 인식 간의 거리 두기

가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경우에 속한다. 연

구자의 회화는 변형된 현실을 회화 이미지로

제시하는 전자의 경향과는 거리가 멀며, 사실

적 이미지의 자유로운 구성을 통해 초현실성

을 구축하려 하는 후자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그리트가 초현실주의 회화에 관심을 두

기 시작한 시점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인 1925년 무렵이다. 이 시기에 마그리트는 정기 간행물『빌로리 플라

스타치 Vaiori P lastici』에서 발행된 카탈로그를 통해 조르주 데 키리코

(Giorgio de Chirico)의 작품 <사랑의 노래> (도판 3)를 우연히 접하게

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외과 의사의 고무장갑과 고대 조각의 머리라는

의외의 결합은 마그리트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으로 각인된

다. 마그리트는 키리코의 작품을 통해 회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감지하

였고, 이 시기부터 그는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결합하는 회화 작품에 천

착하게 된다. 마그리트의 그림은 양식과 기질이 정밀한 사실성에 맞추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 오히려 인식의 불확실성을 보

여준다. 마그리트는 이와 같은 개념의 역설을 통해 일상적인 현상에 예

기치 않은 결과를 부여하고, 보는 이들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시각적인

‘신비’를 경험하도록 한다.39)

38) 마그리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채색법을 이어받았으며, 피터 브뤼겔, 히에로니무

스 보슈, 프리드리히 카스파 디비드, 오딜롱 르동의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으로부

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Ibid., p.36
39) 수지 개블릭, op. cit., p.123

[도판 2] 이브 탕기(Yve
Tanguy), 보석상자 속
의 태양, 1927, 캔버스
위에 유화, 115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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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리트가 현실의 이미지를 변형시

키지 않는 이유는 이미 경험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보일 때 느껴지는 심리적 충

격이 더욱 낯선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0) 마그리트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초현실’은 가상의 세계

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과는 ‘다른 종류의

현실’41)이라고 말함으로써 ‘현실 너머 혹

은 현실 위(sur-)의 초현실’을 새로운 인

식의 조건으로서 제시한다. 그는 회화의

목적이 단순히 현실을 모방하는 것에 그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

의 철학적 사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마그리트는 주관에 따라

대상의 외관을 왜곡시키기보다는 ‘구성 방

식의 변경’이 주는 효과에 더욱 집중한다.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 간에

발생하는 임의적인 연관 관계, 상식을 뒤엎는 시각 경험이 사실적인 오

브제와 충돌하면서 경이와 신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상식

적으로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이 결합하여 생경하고 당혹스러운 느낌을 발

생할 때 그것을 보는 이들의 정신은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예를 들어 그의 화면에서는 신발과 발이 합쳐지기도 하고, 낮과 밤

이 한 장소에 공존하기도 하며, 튜바, 나무의자가 바다 위에서 서로 마주

치기도 한다. 오브제에 깃든 모든 타성(惰性)은 화가에 의해 역전되고 새

로운 의미 창출의 동기가 된다. 마그리트가 연출한 오브제들의 배열들은

모두 이렇게 사물과 의미의 연상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미스터리를 낳는

다.42)

40) 신현숙, op. cit., p.235
41) 수지 개블릭, op. cit., p.71

[도판 3] 조르주 데 키리코
(Giorgio De Chirico) , 사랑
의 노래(Song of Love),
1913-1914, 캔버스 위에 유
화, 72x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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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그리트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

는 가장 익숙한 오브제를 이용해 논리나 상식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위해 마그리트는 사물과 사물이 갖는 관계를 단지

우연성에만 열어놓지는 않는다. 그의 작업 노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것은 여러 가지 실험과 숙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된 결과라는 것이

다. 마그리트는 모호한 것, 해석될 수 없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그

들 간의 보이지 않는 연관 관계를 찾아냄으로써, 언어가 아닌 이미지를

통해서도 사고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

다.

이처럼 마그리트의 회화는 ‘가시적 현상’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신

비’, 요컨대, 의미의 역설을 다룬다. 그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신비’에 관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 그림은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은 가시적 이미지이다. 내 그림은 미스터리

를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고 ‘이게 뭘 의미하지? ’라고 묻는다.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스터리

는 알 수 없는 것일 뿐이다.”43)

마그리트가 말하는 ‘신비’는 기호의 순환을 파괴하는 특성을 보인다.

대상과 공간, 대상과 대상의 연결이 때로는 알 수 없는 환상적 혼합체로

나타나거나 전혀 엉뚱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림의 제목 또

한 그림의 내용을 지시하지 않으며, 잘못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마그리트의 회화는 극도의 절제와 이성적인 냉철함을 견지하고 있

지만, 반면에 수수께끼 같고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그의 작

업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중 이미지’라는 장치가 종종

42) 마그리트는 “나에게 있어서 초현실주의는 작품이며, 그것은 미스터리를 전개시키는
사유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시나 슈지, 『최초의 현대 화가들』, 권영
주 역, 서울:아트북스, 2005, p.214 참조.

43) 박정자, 『마그리트와 시뮬라크르』, 서울:에크리, 201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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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이중 이미지’는 주로 얼굴과 신체, 인간

과 사물, 배경과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의 스케

치에서 바이올린은 소녀의 머리를 묶는 리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뱀으

로 뒤얽히기도 하다가, 연주자의 옷깃과 넥타이 위의 얼굴이 되기도 한

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

인 기능으로부터 해방하여 그 이면

의 절대적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

다고 생각했다. ‘정신적인 오브제

(mental object)’44)로서의 마그리트

이미지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

는 사물에 대한 이해와 상식을 완전

히 뒤엎고 있다.

마그리트의 관심은 오브제들 자

체 간의 결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단어와 오브제의 관계, 대상과 이미

지의 연상 관계에도 꾸준히 많은 관

심을 보였다. 마그리트는 특히 <꿈

의 열쇠>를 통해 이러한 관심을 회

화로써 실험하기도 했는데, 그는 굳

이 이름 붙일 필요 없는 명백한 오브제에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이미지

와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엉뚱하게도

‘칼’ 그림에는 ‘새’(L'oiseau), ‘가방’ 그림에는 ‘하늘’(Le ciel)이라는 명칭

이 붙여져 있다.45) (도판 4)

마그리트는 사물은 이름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적합한 이름을

44) 마그리트의 그림 안에서 두 오브제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 만남은 정신적 오브제

(mental object)를 형성한다. Bernard Noel, Magritte,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77, p.24
45) 그림 속 단어들의 프랑스어 표기를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L'acacia-아카시아, La

lune-달, La neige- 눈, Le plafond-천정, L'orage-우뢰, Le désert-사막

[도판 4] 르네 마그리트, 꿈의
열쇠, 1930, 캔버스 위에 유화,
81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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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우리가 생

각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어와 오

브제에 관한 마그리트의 성찰은 『초현실주의 혁명지(La Révolution

surréaliste)』에 실린 「언어와 이미지」46)라는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은 마그리트 회화 작업의 기제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

상, 언어, 이미지 간의 모든 함수 관계에 관한 화가의 실험을 잘 보여준

46)「언어와 이미지」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그 이름과 그다지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과 더 잘 어울리는 다른

이름을 찾아줄 수 있다.

2. 이름이 필요 없는 대상들이 있다.

3. 단어는 때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4. 대상은 자신의 이미지와 만나고, 자신의 이름과 만난다. 이 대상의 이미지

와 이름이 서로 만나는 경우도 일어난다.

5. 대상의 이름은 이따금 이미지를 대신한다.

6. 말은 현실에서 대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7. 이미지는 한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8. 대상은 그 뒤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9. 모든 것은 대상과 그것을 표상하는 것 사이에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10. 다른 두 대상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언어들은 이 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11. 한 화폭 속에서 언어는 이미지들과 같은 속성으로 되어 있다.

12. 한 화폭 속에서 이미지들과 언어들은 다르게 보인다.

13. 어떤 형태도 대상의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다.

14. 대상은 결코 그 이름이나 그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15. 현실에서 대상들의 가시적인 윤곽들은 모자이크처럼 서로 인접해 있다.

16. 분간하기 어려운 형체들은 명확한 형체들만큼이나 꼭 필요하고 완벽한

의미를 갖고 있다.

17. 이따금씩 그림 속에 적힌 이름들은 뚜렷한 사물들을 지칭하고, 막연한

사물들의 이미지들을 지칭한다.

18. 혹은 그와 반대의 경우다.

조윤경, 『보는 텍스트, 읽는 이미지』, 서울:그린비, 201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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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

<이미지의 배반> (도판 5)이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그리트

의 언표는 더 이상 언표의 대상을 재현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마그리

트의 그림에서 이 둘은 서로 관계성을 지니고 결합하는 연접

(conjunction)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에 분리되는 이접

(disjunction)의 관계를 지니고 연결된다는 것이다.48) 마그리트는 이러한

비-관계적 관계로 그림과 제목의 관계 또한 상정한다. 마그리트가 이처

럼 언표와 가시성을 일치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유사에 대한 상사(相似)

의 우위를 회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49)

지금까지 고찰한 마그리트의 회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

리된다. 첫째는 이미지의 구성이 비상식적이고 의외적인 성격을 지닌다

는 것, 둘째는 해석상의 모호함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 셋째는 사물과 이

미지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 유사(類似)와 상사(相似)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다음절을 통해서는 마그리트의 이러한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이 연구자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7) Ibid. p.26
48) 푸코는 관계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관계를 ‘비-관계적 관계

(non-relation)’라고 불렀다. 박정자, op. cit., p.50
49) 전통적 회화 공간에서 ‘비슷함’이란 서로를 지시하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

다. 즉 전통 회화에서 사과의 그림은 사과를 가리키고, 파이프의 그림은 파이프를 가

리켜야만 했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대상과 이미지의 확언의 관계를 모두 지워버리고,

이미지들을 자유로운 시각적 유희의 세계로 진입시킨다. 가시적이고 분명한 파이프의

이미지는 단 하나의 확언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말해지

는 순간,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확언의 가능성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

러 개의 확언들이 자유롭게 유희하는 공간이 바로 마그리트가 보여주는 상사의 세계

이다. Ibid., pp.85-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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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르네 마그리트, 이미지의 배반, 1929, 캔버스
위에 유채, 60x81

3. ‘초현실적 회화’의 특징

1) 의외성

익숙한 일의 방법이나 순서를 임의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는 시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50) ‘의외성’은 우리에게

권태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을 개시(開示)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은 모든 사건에 대한 통계나 대안을 신속하고 광범위하

게 제시함으로써 원인에 대한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쉽게 한다. 특히 미

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자율성보다는 외부로

50) “산책은 익숙한 일상에 ‘의외성’을 부여하여 현실을 전혀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 있

게 한다. 그래서 나에게 ‘산책’은 공간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일탈, 정신적인 일탈 또한 의미한다.” 정규리, 『작업 노트』, 2011 (unpublish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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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주어진 획일화된 판단에 더 익숙하도록 한다.51) 이러한 시대의 흐

름 안에서 연구자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만들어 내는 ‘의외성’의 즐거움

을 사고의 도식화, 기계화52)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의외성’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 먼저 우리는 시간, 공간, 인과관계라는 선험적

근거에 의해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53) 여기에 언어, 사회적 관습, 편견,

고정관념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총체적인 틀이 만들어진

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저 보기만 하는 감각 행위가

아니라, 그 대상을 우리의 인식 틀 안으로 견인해오는 인식 행위까지 포

함하는 것이다. 즉, ‘본다’는 것은 경험과 학습이라는 틀에 의해 인식한다

는 의미를 가지며, 대상이 이러한 틀을 벗어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의

외적’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눈앞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의 현실에

는 그 의자가 놓인 시간적, 공간적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의자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다. 의자가 땅에서 갑자기

솟아올랐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자를 ‘의자’로서 이해한다

51)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은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자 할 때 인

터넷을 이용해 얻는 정보의 내용에도 의미가 있지만, 컴퓨터라는 미디어와 우리의 몸

이 만날 때 생기는 신체적, 감각적 변화가 미디어가 전달하는 근본적인 의미라고 말

한다. 미디어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근원적인 메시지이고 인간의 신체에 작용해

서 새로운 무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곧 미디어 그 자체의 특질이다.

같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매체가 다르면 메시지도 달라지고 수용자가 세계를 인식

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셜 맥루한(Marc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Understanding Media:Extensions of Man)』,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965, pp.28-33 참조.
52) 사고의 기계화(Einstellung effect)는 심리학자인 러친스가 주장한 것으로, 사고의 전

회를 하지 못하고 습관적 사고에 사로잡힌 생각의 상태를 말한다.
53)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실재로서 인식하게 하는 근거는 사물이나 사건들 간의 연결

관계(connection)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연결 관계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 관계로 인해 현실 세계는 우리에게 필연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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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러한 인식 근거들에 의해 그 의자의 존재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자가 존재하는 시공간이 분명치 않고, 그것의 필

연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가 아닌, 이

해할 수 없는 의외의 사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순수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다른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며 바라

본다. 이러한 연상은 대부분 우리가 삶을 통해 축적해온 관습이나 경험

에 따른 것이다. 연구자의 작품 <Wonder Wall 2> (그림 6)이 의외성을

유발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연상 작용만으로 화면의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면에서 사물들이 작동하는 방식은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기획되어

[그림 6] Wonder Wall 2,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90x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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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그림 속에서 액자는 액자가 아닌 다른 것처럼 작동하고, 바닥은

하늘처럼 기능하며, 시계는 허공에 멈추어져 있다. 화면 왼쪽의 다이빙하

는 남자는 당연히 수영장에서의 장면을 떠올리지만, 그 주변에는 출근길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인들과 거대한 자명종 시계만 있을 뿐이다. 마

찬가지로 화면 하단의 비행기는 하늘을 연상시키지만, 그 옆에는 새나

열기구가 아닌 갓난아기가 배치됨으로써 우리의 인식 작용을 방해한다.

또한, 이 작품에는 하늘과 땅, 전경과 후경의 구별도 나타나지 않는

다. 일단 배경이 평평하게 삭제되어 장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그림에서 후경에 해당하는 화면 상단에 하단보다 크

게 사물들이 그려지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상단에는 길을 걷는

행인들이, 그리고 땅이라고 짐작하는 하단에는 뒤집힌 비행기가 배치된

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곗바늘이 가리키는 두 개의 시점이 공존하는 것

역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연구 작품은 이를 가능케 하면서 ‘의외

성’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선험적 인식 근거, 일상 경험에 의존하는 연상 작용을 가로

막는 연구자 회화는 일탈의 체험으로서의 의외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연

구자가 의외성의 세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회화의 목표와 관심이 기성 가

치의 전복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외성의 세계를 회화적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반복된 경험으로 그 가능성이 축소된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시적(詩的) 모호성

마그리트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신비와 모호함의 세계를 옹호한다.

“미스터리라는 것이 없다면 어떠한 세계도 어떠한 사고도 가능하지 않다. 어떤

교조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사물의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바가 어떠하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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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하다. 즉 그 나타나는 것과 숨겨진 것이 모든 인지와 무지, 삶과 죽음,

낮과 밤 같이 말이다.”54)

‘모호하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한계가 분명하

지 않아서, 그 개념이 전하는 내용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음

을 뜻한다. 즉 ‘모호한’ 것들은 어디에도 분류되거나 완전히 속할 수 없

으며, 그 자체로서 한계나 범위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호함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

움,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모호성은 또 다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석

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정확함이 요구됨으로

써 오히려 다양한 사고가 제한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모호성의 역할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詩)’는 모호성을 통해 논리적 언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

한 감정까지도 포괄한다. 이처럼 시에 모호성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이유

는 문법적 질서만으로는 세계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소설가 콘래드(Joseph Conrad, 1857∼1924)는 ‘문장이

지니는 자연스러운 질서로부터 이탈하여 문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정

신에 대하여 빛을 조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는 명백한 의

미, 명백한 논리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신의 측면

이 우리 안에 실재한다는 것을 환기한다.

연구자 회화에서 시적 의미의 창출은 이미지의 병렬, 대조, 통합, 대

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시적(詩的)’이라는 말은 사물들의 결

합이 ‘반향’과 ‘울림’을 일으킴으로써 내면에 어떠한 감정이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55) 반향이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상이한 측

54) René Magritte, op. cit., p.525
55) 시적 이미지의 존재는 인과관계와는 다른 반대 방향에서 ‘울림’이라는 것 가운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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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확산하는 것이

라면, 울림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심층을

일깨워 존재의 심화에

이르게 한다. 시의 표

면적인 풍요로움과 내

면적인 깊이는 이와

같은 반향과 울림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

다.56) 연구자는 현실에

서 익숙한 사물을 시

적 허용(poetic

licence)57) 안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재생산

하여, 화면 전체가 ‘시

성(詩性)’을 띠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연구자의 작품 <Time blossoms> (그림 7)은 이미지의 시성이 감상

에 개입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구자는 정사각형의 연한

하늘색 바탕 위에 두 개의 시계, 만개한 꽃송이, 나비, 인물의 이미지를

함께 병치해 놓음으로써 초현실적인 장면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만개한

꽃의 이미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삶의 유한

바르게 가늠된다. 이 울림 속에서 시적 이미지는 존재의 소리를 가진다. 가스통 바슐

라르, op. cit., p.43 참조.
56) Ibid., p.50-51
57) 시적 이미지는 말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가(認可)한다. 말을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작시법들은 작시의 허용 또는 파

격을 나름대로 규정해 놓았었다. 그러나 현대시는 이 자유를 바로 언어의 본체 속에

존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현대에서 ‘시’는 하나의 자유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Ibid.,

p.57 참조.

[그림 7] Time Blossoms, 2014, 캔버스 위에 아
크릴, 10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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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덧없음도 암시한다. 시계 주변을 나는 나비들은 시간의 불가역성을

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를, 그리고 화면 하단에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진 남자는 시간의 흐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떠올리면서 서로 대치한다. 화면은 삶과 죽음, 유한과 무

한, 자유로움과 무력함 등이 결합하여 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이미지들이 지니는 이중적인 속성은 화면의 시성을 강화하

는 역할을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호성’은 단순히 막연한 어떤 느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한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모호성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미

결정 상태여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단번에 드러냄으로써 파악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모호성의 개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또한, 여

러 가지 사물을 동시에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이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관념을 지시하게 함

으로써, 하나의 진술이 동시에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58)

이미지들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시적 모호성을 갖추게 된 그림은

내면의 정서를 환기하는 역할 또한 하는데, 이러한 환기 작용은 상상력

의 작용과 직결된다. 여기서 상상력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

58) ‘시적 모호성(애매성)’이란 두 가지 이상의 지시내용이나 상이한 태도와 감정을 나타

내기 위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시적 자질을 의미한다. 원래 영

어인 'ambiguity'는 어원적으로 '두 길로 몰고 간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것

은 외연(denotation)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일상 대화나 과학적 언어에서는 배제되어

야 할 언어적 자질이었다. 그러나 내포적(connotative) 의미를 중시하는 시적 언어에

서는 모호성이 하나의 시적 장치로 옹호된다. 이처럼 모호성이 일반적 언어 용례를

넘어서서 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인정된 것은 W. 엠프슨(W.

Empson)의 『애매성의 일곱 가지 유형(Seven Type of Ambiguity)』(1930)를 통해서

이다. 신비평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I. A. 리챠즈의 제자인 엠프슨은 시어의 난해

성과 다의성(多義性)에 주목하여 모호성이 갖는 시적 의의를 본문의 내용과 같이 몇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승훈, 『시론』, 서울: 고려원, 1979 , M. H.

에이브람즈,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역, 서울:보성출판사,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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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오히려 지각 작용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미지들을 주관적으로 변형

하는 능력을 말한다. 상상력은 애초의 의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

동성을 지니며, 그 어원이 제시하는 것처럼 실제(reality)의 이미지를 형

성하는 능력이 아니다.59) 그러니까 연구자의 작품 <Time blossoms>의

의미는 사물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들의 단순한 ‘합(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을 통해 그것들을 변형시켜 받아들이는 능력, 즉 (시적)

상상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면에 제시된

사물들의 시적 결합은 ‘모호한 경험’으로서, 작가, 작품, 관객을 연결한

다.60) 이러한 모호성의 작용은 사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감각 자료의

일방성 그리고 의식에 투영된 감각 표상의 고정성을 극복하고,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소통과 인식의 확장에 이르도록 한다.61) 그래서 연구 작품

에서 이미지들의 결합은 단지 시각적 생경함이나 보는 즐거움에 국한되

지 않는다.

데리다와 들뢰즈도 표상이 현실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없앤다고 선언

하고, ‘표상적 사유에 대한 반발과 그러한 사유에 의해 억압된 차이들을

자유롭게 해방하고자’ 했다.62) 연구자의 작품은 바로 이러한 표상의 제한

59) 이미지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것이며, 외계의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에게

이미지의 아름다움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통틀어 미적 가치의 근거였던 미메시스

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서울:민음사, p.27
60) 바슐라르는 시적 이미지의 연원이 ‘마음, 영혼, 존재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파악될

때, 시적 이미지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어떤 작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 그에 의하면, 개별자로서의 상이한 체험과 기억, 작가와 대상, 대상과 관객의

구분을 넘어서는 인간 정신의 가동성에 의해 이미지는 주관성의 한계를 넘어 비로소

보편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 Ibid., p.88 참조.
61) 관념의 전달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세계나 세계 속의 어떤 것에 관한 감정의 표현에

도 기여하지 못하는 많은 기이한 표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곧 이러한 표현들은 ‘시적 이미지’ 자체, 가상적 경험으로서의 시를 구성하며,

이 시적 이미지는 시인의 것도 우리들의 것도 아니라, 시인과 우리의 상상적 지각 속

에 존재하는 것이다. 수잔 랭거(S. K. Langer),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고려원,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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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호성을 부각하여 현실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견지한다. 물리적 대상에 고정된 사고의 전형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

하면서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도하고, 이로써 대상과 ‘나’ 사이

의 위계(位階)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사물과 사

건의 표면에 갇힌 의미를 해체하고, 그곳에 시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것

들을 재인식하려는 과정에서 창출되기에, 연구자의 회화는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3) 상사(相似)

연구자의 회화는 ‘상사(相似)’의 방식을 따른다. 왜냐하면, 여기서 재

현된 이미지들은 실제 사물을 모방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

물의 비재현적 반복까지도 가능한 시뮬라크르(Simulacre)63)의 유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마그리트와 마찬가지로 화면 속

의 이미지가 3차원의 두께를 지닌 실재의 사물이 아니라, 정신 속에 존

재하는 관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화면에 배치한다.64) (도판

6), (그림 8) 이 때문에 연구자의 작품은 3차원 가시 세계의 논리와 상식

을 뛰어넘어 비현실적으로 결합하는 이미지들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듯 이미지의 전통적 재현 논리에서 벗어나 이미지들의 새로운

62) 박영욱, 『데리다 &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서울:김영사, 2009, p.23

참조.
63) 시뮬라크르는 형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이 그릇된 사

본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을 보장해줄 그 어떤 원본도 없기 때문이다. 상사는 원본

없는 이 시뮬라크르들의 끝없는 반복이다. 박정자, op. cit., p.180
64) 특히 마그리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회화 작품은 두께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가가 있는 나의 작품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물질적 두께를 지니지 않는

다. 시가의 두께는 정신 안에 있다. 만약 진리에 대한 몰입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러

한 그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같은 몰입으로 인식되고 그려진 그림은 ‘이미지’

에 대한 명료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의 이미지인 것이다.” 수지 개블릭, Ibid.,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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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유희가 가능한 회화적 방법, 즉

‘상사(相似) 재현’은 연구자 작품에

초현실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원인

이 된다.

그렇다면 유사(類似)는 무엇이

고, 상사(相似)는 무엇인가? 유사와

상사는 둘 다 ‘비슷함’을 의미한다.

즉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사물들 사

이의 닮음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푸

코에 의하면 유사는 재현에 봉사하

고 상사는 반복에 봉사한다. 또한, 유사는 주인을 가지고 있으며, 상사는

주인이 없다고도 말한다. 여기에서 주인이란 비슷한 대상들을 질서 있게

배치하여 등급을 정하는 기원적인 요소를 말한다. 푸코는 플라톤의 이데

아 사상을 회화에 적용해 유사

를 전통적인 ‘미메시스’의 영역

에 집어넣는다. 여기에는 언어

적 지시성과 마찬가지로 회화

의 유사성도 언어처럼 무언가

를 지시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

다. 이러한 재현의 관념이 감상

자가 그림 자체가 아닌 그림

속의 대상에 집중하도록 촉구

한다는 것이다.65)

연구자의 작품 <Give me

one more chance> (그림 9)를 보면, 화면 우측에 자리 잡은 액자와 그

틀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액자

의 안과 밖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영인지를 구별할 수 없

65) 박정자, op. cit., p.148

[도판 6] 르네 마그리트, 골콩드
(Golconde) , 1898, 캔버스 위에 유
화, 80.7x100.6

[그림 8] F lying, 2006, 캔버스 위에 아

크릴, 90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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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다. 화면 전체를 분할하는 실선에 의해 안과 밖이 서로 연결

된 공간처럼 보이다가도, 사물들의 배치는 서로 상관없는 다른 맥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자의 화면에서 현실과 환영, 대상과

이미지는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이미지들은 모두 다 이미지 자체일

뿐이기 때문에, 주사위가 아이보다 크지 못할 이유가 없고, 허공에 파라

솔이 떠 있지 못할 이유도 없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상사의 세계는 실재가 아니므로, 현실의 시공간

이나 인과 관계에 얽매일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그림 9] Give me one more chance , 2006, 캔버스 위에 아크릴, 160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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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이미지, 현실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이미지, 시공간을 초월하

여 운동하는 이미지, 자유롭게 결합하고 분리될 수 있는 이미지, 이것이

동시대를 사는 연구자의 회화가 가지는 독특한 위상이다. 그럼으로써 연

구 작품은 원본과 사본의 진실 관계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지 않고, 이

미지들의 새로운 차원성을 감상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결국, 회

화에서 보이는 ‘상사적 유희’는 ‘이미지-형상’의 고착 관계가 만들어 온

전통적 사고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감각 경험에서 인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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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식의 확장을 위한 역설적 표현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자의 회화 작업을 ‘초현실적’이라고 부를 수 있

는 근거를 밝히기 위해, 특히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에 주목하여 연구자

의 작품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연구자가 제시하

고자 하는 ‘초현실’이 의외성, 시적 모호성, 상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을 확인했다.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한 검증은 연구자의 초현실적 회화가

기존의 초현실주의와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발현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한 단계로써 이루어졌다. 본 장을 통해서는 연구 작업이 지향

하는 ‘인식의 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법인 ‘역설

(paradox)’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의미의 역설

화가의 응시는 순간적인 현상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자유롭고 적절

한 지점에서 시각장(visual field)을 관조함으로써, 재현 대상에 새로운

의미 부여의 기회를 만든다.66) 이 안에서 대상들은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치며 일상적 가치에서 다른 가치로 전환되는데, 이때 대상에 대한 우

리의 인식은 확장의 계기를 맞는다. 이러한 논리에서 연구자는 인식의

66) “화가의 응시는 눈앞에 놓여있는 현전의 영원한 계기를 통해 순간적인 현상들의 흐

름을 멈추게 하고, 또한 유동하는 지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적절한 조망 지점에

서서 시각장(visual field)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작품을 관람하는 주체는 위

와 같은 일차적인 구현을 온전히 재창조함으로써, 관람자로서의 주체의 응시를 기초

적인 지각과 하나로 통일시킨다.” Norman Bryson, Vision and Painting: The Logic

of the Gaz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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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표현법으로서 ‘역설’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역설’은 이율배반(二律背反), 역리(逆理), 배리(背理)라고도

하며, 인정되는 규칙이나 생각에 대립하는 주장, 혹은 일관성 없는 언어

의 사용과 같은 비논리적 상태를 가리킨다. 현대의 비평가들은 ‘역설’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수사학적 비유법에 국한하지 않고, 평범한 지각이나

낡은 견해의 수정, 또는 그것들로부터의 일탈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까

지 확대했는데, 본 연구에서의 ‘역설’ 역시 ‘이율배반’이라는 제한된 의미

보다는 위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써 사용된다.

본 절은 연구 작품에 나타나는 ‘의미의 역설’을 다루면서, 이 의미의

역설 작용을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 연구자의 회화를 ‘명확한 이미지의

반전(反轉)’, ‘불합리한 상황의 연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

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 명확한 이미지의 반전(反轉)

연구자의 작품은 ‘의미 규정의 불가능성’을 회화로 표현함으로써 알

수 없는 것이 주는 신비감을 표출한다. 사물의 외형은 고스란히 간직된

채 나타나지만, 그것들의 상호 관계와 처한 상황은 모순적인 것으로 전

환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이처럼 현실의 이미지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

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경험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보일 때 느껴

지는 반전의 효과가 인식의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67)

이처럼 연구자는 사실적 묘사를 전제로 의미의 역설을 만들어 낸다.

67) 이러한 관점에서 인식의 불확정성을 인식 확장의 관문으로 보는 연구자의 회화 작

품은 마그리트 회화의 불확정성과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마그리트가 보여준

정확성과 불명확성의 역설적인 결합은 확률 통계를 위해 우연적 연관 관계가 버려져

야 했던 근대 물리학의 위기와 시대적, 정신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회화의 양식과 기질은 정밀함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초월해서 그의 그림

은 불명확한 실재를 지시한다. 수지 개블릭, op. cit., p.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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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모방하는 사실적 이미지가 오히려 그림의 의미를 애매하게 만들

고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해석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형

태의 확실성과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게 만들고,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이미지를 새로운 차원에

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림 10) 다만, 연구자의 작품은 이미지에서

그 의미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지의 독특한 존

재 방식으로 또 다른 의미의 창출이 가능해지게 하는 데 집중한다. 이처

럼 명확한 대상 이미지와 그것의 불명확한 존재 방식은 역설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가설을 발생시킨다.

[그림10] Here and There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91x116



- 59 -

연구자는 대상의 시각성과 그것의 언어적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유

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화면의 세밀하고 사실적인 이미지 묘

사는 재현의 완성도가 아닌, 예술가와 감상자의 사고 과정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실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현실

이미지와 재현된 이미지의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의 역설로 인한 사고 과정을 회화 행위에 편

입한다. 대상의 물질적 구현보다 대상을 통한 인식 작용에 주목하고, 사

물의 위치, 크기를 변경하여 모순적 상황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기’68)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낯익은 물체

라도 일상적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뜻하지 않은 곳에 놓이게 되면 감상

자들에게 반전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의 회화는 원

근법에 의한 공간 구성이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아 상당히 평면적으로 보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화의 2차원적 평면성을 인정하지도 않

는 모호한 공간성을 견지한다. 이 안에서 사실적 형태를 견지한 사물들

은 공간 차원의 불확실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역설의 생성에 개입한다.

이때 사용되는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69) 기법은 미술에

서 의미와 공간의 역설을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이다. 이 기법은 현

68) 로만 야콥슨은 1933년 강의「시란 무엇인가?(What is poetry?)」에서 ‘기호와 대상

사이의 모순이 없다면 개념의 운동성과 기호의 운동성도 존재할 수 없으며, 개념과

기호의 관계는 자동 기계적이 되어 버릴 뿐 아니라 현실 인식은 죽어버린다’고 말했

다. 이는 수사학적 비유인 ‘낯설게 하기(ostranenie)’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클롭

스키(Viktor Shklovsky 1893-1984)'에 의하면 ‘익숙해진 우리의 지각을 낯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포스터(Hal foster)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Art since 1900』,

서울:세미콜론, 2012, p.35
69) ‘데페이즈망’이란 어떤 사물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사물

의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현출시키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수지 개블릭은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을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한

다. 고립(isolation), 변형(modification), 잡종화(hybridization), 조우(accidental

encounter), 크기 변경(change in scale), 이중적 이미지(double image), 역설

(paradox), 반전(conceptual polarity). 수지 개블릭, op. cit., p.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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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존재하는 물질, 공간, 시간, 인식이 만드는 안정된 조화가 아주 쉽

고 빠르게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페이즈망’은 화면에 ‘불

합리한 상황’을 구축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2항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불합리한 상황의 연출

연구자의 화면이 보여주는 의미의 역설은 명확한 사물 이미지를 장

소성이 배제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사물

-시간-공간’의 고착된 관계 속에서 지각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물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

계를 모두 파기함으로써 화면에 생경함을 연출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초현실주의자들이 ‘데페이즈망’을 통해 꿈이나 무의식

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했다면, 연구자가 선택한 기호화에 따른 역설은

의도적으로 논리의 유희를 연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각각의 사

물들이 지니는 형태의 명확함, 즉 기호적인 성격은 관습적인 상징체계를

교란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불합리한 상황의 연출을 통해 구현된 ‘생경함’은 이질적인 것

의 총합에 따른 단순한 시각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독특한 관계

의 연출을 위해 연구자는 대상이나 사건에 어떤 요소를 첨가하거나 기존

의 성질 중에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들이 지닌 맥락이나 질서

를 깨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화면 속의 공간은 ‘현실’

에서 ‘초현실’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한다. 즉, 연구자의 ‘데페

이즈망’은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지각이나 의사소통 체계를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가능

성을 지닌 세계의 본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nto the frame> (그림 11)과 <From the frame> (그림 12)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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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향해 다이빙하는 여자와 액자로부터 빠져나오는 남자의 이미지를

연작 형태로 제작한 연구자의 작품 사례이다. <Into the frame>의 액자

는 시계의 틀 이미지와 함께 ‘틀 안의 틀’(mise en abîme)로 구조화되는

반면, <From the frame>은 액자의 절단면에 맞추어 화면의 일부를 흰

물감으로 칠해 시각적으로 흰 벽면과 연결된 느낌이 들도록 하여 화면

속에 묘사된 인물의 동선을 화면 밖으로 열어주고 있다. 이 두 그림은

나란히 병치되어, 틀 안과 틀 밖으로라는 서로 반대되는 운동을 보여준

다. 하지만, 전자는 인물이 입수하기도 전에 시계 자판에 이미 물의 파동

이 일어나는 등 인과관계나 상황이 모두 깨져 있고, 후자는 그림 안의

인물이 그림 밖으로 빠져나오려 하지만 오히려 틀 안으로 뛰어드는 것처

럼 보이는 등 행위의 모든 과정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 어떤

상징적 의도도 없이, 시계는 수영장도 되고, 액자는 탈출구도 되면서 작

품의 내러티브는 통일성을 잃는다.

[그림 11] I nto the frame , 2012,
캔버스 위에 아크릴, 45x45

[그림 12] From the frame, 2012,
캔버스 위에 아크릴, 45x45



- 62 -

2009년도 작품 <Rain or sunshine> (그림 13)도 이와 유사한 방식

으로 역설을 보여주는 연구자의 작품 사례이다. 이 작품에서는 거대한

벽시계가 수영장에 빠지는 장면이 연출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촛불과 거

대한 수영장의 물, 시계를 향해 다이빙하는 인물과 바닥에 거꾸로 날아

가는 비행기, 우산을 쓴 사람들과 일광욕하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며 비

일상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림에서 사물 하나하나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만

들어내는 불합리한 상황은 사물이 지닌 고유의 성질, 관념, 의미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연구자의 작품 <Life- go-round> (그림 13) 역시 데페이즈망에 의

한 비논리적인 상황의 연출을 보여주는 예이다. 회전관람차의 옆에는 새

장이 있고, 새장 옆에는 열린 새장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회전목

[그림 13] Rain or sunshine , 2009, 캔버스 위에 아크릴, 192x227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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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있다. 그리고 회전목마의 위쪽으로는 허공을 부유하는 벽시계가 있

고, 더 위쪽으로는 네모난 하늘이 마치 수영장처럼 기능하고 있다. 작품

에 나타난 사물 이미지들은 서로 간에 어떤 일관성도, 서사성도 지니지

않은 채, 전혀 개연성이 없는 상황을 구축하고 있다. 현실에서 양립 불가

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상황들이 이 그림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없

이 서로 화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감상자들은 기존의 경험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화면

속의 상황 앞에서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숙고하게 된

다. 물론, 그 사고는 비결정적이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이루어

[그림 14] Life- go-round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160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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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연구자에게 역설의 상황은 이처럼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형이상학적 지식의 수단’에 다름

아니다.70) 그래서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환영과 실재, 물과 불,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 등의 상반되는 개념들이 한 화면에서 병치되고 있는 경우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가 이러한 개념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에 의한 시각적 충격보다는 역설을 통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이미지에서 한정된 의미를 읽는 습관

적 행위를 멈추고, 형상과 의미의 밀접한 관계를 느슨하게 하여 그것들

이 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의미의 발생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대립쌍들의 결합은 <Rain or Sunshine(비 또는 햇살)>, <A

Blessed Disaster(축복받은 재앙)>, <Here and There(여기와 저기)>,

<Day and night(낮과 밤)>, <Come and Go(오고 가는 것)>와 같은 그

림 제목들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사물의 현실적 의미를

지탱하는 이분법적 위치를 교란하는 데 주목할 뿐, 화면 상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체계 잡힌 대안이나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마그리트의 경우,

물질세계의 독단을 붕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로써 개념의 역설을 회

화에 개입시켰다면, 연구자는 사물과 공간 그리고 시간에 대한 평가 유

보(留保)의 수단으로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사물의 일상

적인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우리의 기계적인 판단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하고, 새로운 인식의 토대 위에서 세계의 본모습을 바라보고자 제안하는

것이다.

2. 공간의 역설

연구자의 회화는 1절에서 살펴 본 ‘의미의 역설’ 이외에도 ‘공간의

70) 수지 개블릭, op. cit.,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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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 또한 다루고 있는데, 연구자의 회화 작업에서 이러한 공간의 역설

은 화면을 180도 회전시켜도 그림이 성립하는 ‘뒤집기 그림(Reversed

picture)’을 통해 주로 표현된다.71) <Living in a big cube> (그림 15,

16), <Red sol> (그림 17, 18) 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뒤집기 그림의 전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큐브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조화한 것이다. 거대한 큐브 속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 도약하는 사람, 기어가는 아기,

총을 조준하는 사람, 다이빙 하는 사람, 길을 걷는 사람, 뒤돌아 서있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등의 다양한 인물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시계, 하

늘, 자동차, 비행기, 새, 계단, 나무 등의 사물 이미지 역시 찾아볼 수 있

다. 여기에서 풍경은 한눈에 낯선 세계처럼 인지되지만, 각각의 요소들은

현실 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상의 편린들이다. 화면 속에서 이

러한 편린들은 배열을 뒤섞어놓은 퍼즐처럼 전혀 다른 세계의 구성에 참

여하게 된다. 이 때 캔버스를 180도로 회전시키면 이들이 지니고 있던

일상적 의미는 또 한 번 변질된다.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오는 사

람으로, 도약하는 사람은 추락하는 사람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으로 그 성질을 바꾼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가 처

한 공간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

른 성질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것

이다. 이 때 공간의 뒤집힘은 의미의 뒤집힘에 연관되면서 화면에 반전

을 일으킨다.

71) 미술사에서 ‘뒤집기 그림’의 예는 이탈리아 마니에리스모(Manierismo) 화가인 아르

침볼도(Guiseppe Archimboldo, 1527-1593)의 몇몇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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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위 그림의 180도 회전 상태.

[그림 15] Living in a Big Cube , 2006, 캔버스 위에 아
크릴, 197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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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Red sol.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30x110

[그림 18] 위 그림의 180도 회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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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ol> (그림 17, 18)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을 180도 회

전시켰을 때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르게 읽히는 구조를 가진다. 부서져

내리는 벽돌들과, 아래로 추락하는 의자는 그림을 놀려놓았을 때 허공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형국으로, 바닥에 놓인 셔틀콕은 천정 가까이 떠있는 상태로 그 상황이

반전된다. 큐브 안에는 밤과 낮이 공존하며, 바닥과 천정의 구별 또한 없

다. 가라앉는 것은 떠오르는 것이며, 올라가는 것은 동시에 내려가는 것

이 된다.(그림 19, 20)

[그림 19] Red sol.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30x110

[그림 20] 위 그림의 180도 회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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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lying Cubes> (그림 21)는 화면을 돌리지 않고도, 동일한

형태의 도형에 각각 다른 시각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서 그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것이다.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진 네

개의 정사각형 캔버스 안에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평면 공간이 하나

씩 놓여 있다. 하지만, 이 공간에 ‘실선’을 어떻게 구획하느냐에 따라 도

형은 다르게 만들어 진다. 이때 도형은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본 것이

되기도 하면서 바라보는 감상자의 위치까지 바꾼다.

첫 번째 그림은 도형에 모서리를 연상케 하는 실선과 의자를 첨가한

것이다. 두 개의 의자는 중력의 방향을 암시함으로써 그것이 놓인 면을

실내 공간의 바닥으로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그림도 마찬

가지로 사람 이미지가 도형 위에 그려짐으로써 도형은 한쪽 면이 뚫린

커다란 상자의 외형으로 인지된다. 세 번째 그림은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이미지가 첨가되었는데, 이에 의해 도형은 터널처럼 양쪽 면이 뚫

린 상자로 전환된다. 네 번째 그림은 여기에 창문 이미지가 그려짐으로써

마치 건물의 외형처럼 보이게 된다.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네 가지

[그림 21] F lying cube , 2006, 캔버스 위에 아크릴, 각
25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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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네 가지 사건의 구체적인 재현이 목표

가 아니라, 같은 공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다채롭게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circulation> (그림 22, 23)이라는 연작 또한

있다. 이 연작은 원형 캔버스를 이용한 연구자의 작업으로 여러 방향으

로 돌려가며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원형 캔버스는 모든 방향

으로 회전이 가능하며, 동일한 도형이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공간의 역설이 새로운 공간의 인식, 나아가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새로운 인식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인지

하고, 이로부터 ‘인식의 확장’ 가능성을 찾는다. 연구자가 보여주는 공간

에 대한 의미 규정의 불가능성은 공간이 고정된 것, 단일한 것이라는 인

식을 깨고 그것을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지닌 것,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게끔 돕는다.72)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면에 역설적인 상황을 만

72) 실재는 그 고정성(固定性)과 단일성(單一性)을 뛰어넘어, 사물의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림 22] circulation, 2008, 원형
캔버스 위에 아크릴, 지름 30

[그림 23] circulation, 2008, 원형

캔버스 위에 아크릴, 지름 30



- 71 -

들고, 그것을 ‘사고의 연동(聯動)’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역설은 이처럼

어떤 현상을 추리하고 분석하는 심상의 작용이 자동적으로 잇달아 생겨

나는 ‘사고의 연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의 생성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에게 이 과정은 작품의 물질적 완결성보다 더 중요하다.

나타나는 새로움과 그 움직이는 독창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앙리 베르그송,
op. cit.,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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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물 이미지의 선택과 특징

연구자 회화에서 사물 이미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나

름대로 개인적인 동기와 의미를 지니고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

구자에게 사물 이미지의 선택은 대부분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접점에

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화면 속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의미를 속단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잠재적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

하다.73)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물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를 결정짓는 연

구자의 의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 회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미지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1절에서는 ‘시간성을 지니는

사물’, ‘공간성을 지니는 사물’이라는 두 항으로 나누어 그 선택 동기와

근거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러한 사물의 배치가 만들어 내

는 ‘리듬’을 변화와 생성의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일상적 사물 선택의 배경

1) 시간성을 지닌 사물

연구자가 일상적 사물을 이미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표현하

고자 하는 ‘초현실’의 근원지가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기 때

문이다.74) 연구자는 특히 인터넷이나 잡지 등에서 이미지를 수집하는 경

73) 홍명희,『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서울:살림, 2016, p.65
74) “무엇보다 내가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선택하는 이유는 익숙한 것이 낯선 것으로,

평범함이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정규리,『작업 노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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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은데,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들은 데이터로 저장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된다.75)

연구자의 회화 작업에서 ‘시간성을 지닌 사물’로는 ‘시계’, ‘사람’, ‘초

(candle)’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시계’는 연구자의 작업에서 가장 빈

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이다. ‘시계’ 이미지의 선택은 ‘시간’ 자체에 대한

연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은 내 능력의 형식, 시간은 내 무력함의 형식이라고 라뇨(Lagneau)가 얘기했듯이,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평면의 사각 공간을 카메라의 뷰파인더처럼

집어 든다. 작업실의 동그란 시계 자판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원이 가지는 신비한 마력

에 대해 생각했다. 줄은 열린 조직이라서 그것에서 이탈한 경우라면 돌아올 수 있지만,

원은 한번 닫히면 돌아갈 수가 없다. 시계 자판에서 이탈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라는

영원한 인간적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성이 운명처럼 태양의 주위를 맴돌 듯이, 모

든 살아있는 것들은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시곗바늘은 이미 셀 수 없이 같

은 자리를 맴돌았고, 그 작은 궤도는 반복됨으로써 ‘무한’이 된다.”76)

위의 작업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가 사용하는 ‘시계’ 이미지

는 시간을 표상하면서, 삶과 죽음, 유한과 무한, 속박과 자유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특히 눈금이 선명한 아날로그 시계의 형태는 숫자로 분

할될 수 없는 시간을 수학적인 개념으로만 사고하게 하는 절대적 시간관

의 전형을 나타낸다.77) 시간은 인간의 삶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75) 연구자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발견된 오브제(object trouvé)’,

그리고 뒤샹이 ‘레디메이드(ready-made)’로서 오브제를 다루는 방식과 유사한 맥락에

서 이루어진다.
76) 정규리, 『Va et Vient: 정규리 개인전』도록, 2001, 서울:갤러리 인데코, 작가 노트

중 발췌.
77) 베르그손은 과학이 지속이라는 실제적인 경험을 왜곡하여 (마치 시계가 그러한 것처

럼) 공간적으로 표상하는 경향에 대해 분개했다. 그런 경향에 따르면 15분이란 시간

은 분침이 지나가는 90도짜리 원호(圓弧)가 되어버린다. 스티븐 컨(Stephen K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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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강박적(强迫的)인 틀

처럼 사고하며 우리 자신을 그 틀

안에 끼워 맞추려 한다. 그러나 시

간의 본질은 모든 것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것, 충만한 가능성을

산출하는 것에 있다. 시간 자체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것이며, 공간

처럼 각각의 단위로 분할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본질을 망

각하고, 단지 사고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왜곡된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는 ‘시간’을 표상하는 ‘시계’ 이미지를 결합과 분리가 가

능한 자유로운 것으로 다룸으로써 시간에 대한 강박을 극복하고자 한

다.78)(그림 24) 연구자의 작업에서 이러한 시계 이미지는 벽시계뿐만 아

니라, 모래시계의 형태로도 등장한다. 모래시계를 통한 시간의 측정은 중

력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서 부유하는 모래

시계는 오히려 중력의 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느낌을 주기에 적당하다.

연구 작품 <I don't know where you are> (그림 25)는 어린 아기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연령대의 인물들을 보여준다. 화면

속에서 아기는 엎드려 자고 있고, 청년은 하늘을 향해 높이 도약한다. 성

인들은 바쁘게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고, 노인은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박성관 역, 서울:휴머니스트, 2004, p.81
78) 어린 시절부터 입시 교육을 받았던 연구자는 시간에 대한 강박을 심하게 느끼며 성

장했다.

[그림 24] The Weightless
Dreams,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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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몸짓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단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들 사

이에는 어떠한 서사적 연계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각자의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

구자가 이와 같은 표현에 주목하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혼재하는 파리

(Paris)라는 도시에서 생활했

던 연구자 개인적 경험이 크

게 작용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구성원 간의 상

호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

그렇다고 서로 크게 충돌하

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연구자에게 깊은 인상

을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도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

는 그 도시의 특성은 연구자

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79) 이 시기 연구자에게 시간은

멈춰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실제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시계의 한 눈금에 해당하는 동일한 길이의

시간인데도, 내면의 상태나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로 느껴지

곤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혼성적인 시공간의 경험은 자기중

심적인 질서에 갇혀 살아왔던 연구자의 삶을 뒤돌아보게 했을 뿐 아니

라, ‘시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상대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확장할 수

있게 도왔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놀이기구에서 빠져나온 것

79) 정규리, 『작업 노트』, 2006 (unpublished document)

[그림 25] I don't know where you
are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45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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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은 어린이의 동심과 성인의

일탈에의 욕망을 동시에 연상시킨다.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유년

기의 순수함을 숨기고 사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촛불’ 또한 시간의

추이를 암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연구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현실에

서 점화된 초는 그것이 모두 연소하

기까지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생일 케이크에 꽂힌 초는 ‘태어남’을

연상시키지만, 동시에 자신을 태워

버리는 ‘소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림 26) 연구자는 촛불과 같이 시

간성이 강한 소재를 선택하고 그것

을 ‘비-시간적’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자 한다. 여기서 ‘비-시간적’ 공간이란 어떤 사건이 순차적으로 혹은 개

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벽시계, 모

래시계, 촛불은 시간의 강박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시간의 본질적

인 속성, 즉 변화와 생성을 환기하며 새로운 또 하나의 현실을 구축한다.

2)공간성을 지닌 사물들

연구자의 회화에서 ‘큐브(cube)’ 이미지는 현대 사회에 대한 은유를

유발하는 장소로 자주 사용된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큐브 공간 속에서

태어나 큐브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 기준만을 정답으로 여기며, 스스로의 잠재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러한 환경은 현실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의 ‘세

계’마저도 규격화된 형태로 떠올리게 한다.(그림 27)

[그림 26] A Blessed Disaster ,
2009, 캔버스 위에 아크릴,
130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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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Living in a Big Cube , 2006, 캔버스 위에 아크릴,

197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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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 이미지 역시

‘큐브’와 마찬가지로 제

한된 공간성을 보여주

는 사물에 속한다. 연구

자의 작업 <Come and

go> (그림 28)에서 ‘액

자’ 이미지는 사물들이

현실의 구속 없이 자유

롭게 출현할 수 있는

‘회화 공간’, ‘창(窓)’, 또

는 ‘거울’을 동시에 의

미할 수 있다.80) 특히

고전적이고 장식적인

형태의 액자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파리 유학 시절 루브르(Louvre) 박물관에서 액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

상을 펼쳤던 기억이 무의식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에게

루브르의 전통적인 액자들은 현실과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 혹은 과

거를 비추는 신비한 거울을 연상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타블로

80) 단색의 깔끔한 화면에 물, 시계, 사람, 인형, 주사위, 새장 등이 무중력 상태에 떠있

는 듯 그려져 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아이콘이 하나 있다. 액자, 즉 프레임(frame)

이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사진을 찍었던 과거 어느 특정 시간

으로 잠시 의식의 여행을 떠날 때가 있다. 같은 순간에 현재와 과거, 두 세계를 오간

것이다. 프레임은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한다. 정규리의 그

림에서 프레임의 의미는 더욱 확장된다. 프레임은 꼭 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

지 못하는 무의식의 깊은 세계로의 입구, 혹은 공존을 상징한다. ... 서로 다른 공간과

상황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프레임 놀이를 이해하면, 그의 그림에서 여러 아이콘은

비교적 용이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MBC 문화부 기자 김소영,「내가만난 청년 작가-정규리」, 고양문화재단, 2012에서

발췌.

[그림 28] Come and go , 2007, 캔버스 위에 아

크릴, 150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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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가 지닌 권위, 폐쇄성을 강하게 환기하게 하기도 했다.

연구자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는 ‘비행기’, ‘새’, ‘열기구’, ‘낙하산’

은 공간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된 사물들이다. 이 이미지

들은 날아가는 방향과 함께 ‘하늘’에서 움직이는 공간적 특성을 동반한

다. 하늘에 관련한 다른 어떤 단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사물들의 출

현만으로도 감상자들은 그 공간이 하늘이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

다. 이때 ‘비행기’와 ‘새’는 하늘에서의 수평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열기

구’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상승하는 운동성을, 낙하산은 아래를 향해

수직으로 하강하는 운동성을 갖는다. 반면에 ‘걸어가는 사람’, ‘자전거 타

는 사람’의 이미지는 ‘땅’이라는 공간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공간적 특성이 강한 이미지들을 논리에 맞지 않게 결합하고

배치하는 방식은 시각적 의외성을 유발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연구자

가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서사의 구성이 아니라, 사

물의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어긋남 자체이다. 이처럼 공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화면의 상태는 이해하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

서 연구자의 회화는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감상자들에게 심리적 갈등

을 유발한다. 곰브리치도 이미지와 공간성에 관한 논의 중 시각적 재현

이 만드는 심리적 갈등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예술과 환영』에서 투

시 원근법의 공간에 같은 크기의 인물 실루엣을 배치할 경우 후경으로

갈수록 더 크게 지각되는 사례를 보여준다.(도판 17) 크기와 거리가 원

근법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경의 인물은 같은 크기임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보임으로써, 공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혼

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곰브리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크기와 거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경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매우 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와 같은 결론은 옳다. 그리고 만약 그림에 상반되는 단서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평면상에 하나의 패턴으로 세 개의 이미지가 동일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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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더 큰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예상과 확신

의 움직임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실측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81)

그러나 곰브리치는 상상을 현실로 환

원하여 그림을 해석하는데 아직 미숙한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림문자로 채워진 평

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환영

(illusion)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부연한

다.82) 이와 같은 생각이 암시하듯이, 일루

전은 인식의 주체에 의해 탄생한다. 대상

은 그대로이고 그 대상에 다른 해석이 용인될 때, 일루전은 고유한 이미

지의 속성을 넘어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자 회화는

대상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를 통해 일루전을 조성하고 기존 ‘사물-공간’

개념을 교란하여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연구자의 ‘초현실’은 대상의 실제 성질을 왜곡하지 않아도 자연스

럽게 인식의 확장으로 나아간다.

2. 사물 이미지의 배치와 리듬

연구자의 회화에서 비행기, 낙하산, 열기구, 자동차, 자전거, 사람처

럼 뚜렷한 방향성을 지닌 이미지들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화면에

81) E. H. 곰브리치(Gombirich, Ernst),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파주:열화당, 2008,

pp.266-267
82) A. R. E. Chapanis, W. R. Garnner, C. T. Moergan, applied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and London, 1949, p.113

[도판 7] 크기와 거리의 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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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리듬감을 생성한다.83) 사물의 배치를 통한 리듬감의 표현은 생성

하고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미술적-음악적 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작품 <Round and round> (그림 29)는 이러한 리듬감이

특별히 잘 느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을 보면, 화면 속의 거의 모든

이미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성과 움직임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왼편의 남자가 장전한 화살, 던져진 작은 공들과 주사위, 세발자전거, 회

전하는 팽이, 사다리를 타는 남자의 운동,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기 위

해 균형을 잡는 인물, 원을 그리며 도는 아이들, 날아가는 새장, 새장 안

에서 중심을 잡는 남자, 발레리나의 도약 등 이미지 하나하나가 사선으

로, 원형으로, 혹은 수직, 수평으로 힘의 방향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러

한 이미지들이 원근법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크기로 화면에 배치됨에 따

라 시각적인 리듬감은 강화된다.

‘사물 이미지의 배치와 리듬’을 잘 드러내는 연구 작품의 사례는

<Where the story begins> (그림 3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도 방향성이 뚜렷한 사물들이 화면 전체에 나타난다. 다양한 크기로 그

려진 회전목마, 얼룩말, 배, 새, 물살, 풍선, 사람 이미지는 각각 다른 방

향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정지 상태로 보일 수도 있는 회화의 화면

83) 리듬의 어원인 ‘rhuthmos’는 ‘흐르다’를 뜻하는 ‘rhein’에서 파생된 단어1)로서, ‘강이

흐르는 형태’를 지칭한다. 즉 리듬은 형태인 동시에 운동이고, 질서인 동시에 질서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운동’과 ‘변화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형태’

의 개념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브니스트는 ‘rhuthmos’라는 말

이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에는 ‘부분들의 특징적인 배열’, ‘적절한 형상이나 배치’의 의

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형식을 지칭하는 또 다른 개념들-도식

(schema), 형상(eidos), 형태(morphe)-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맥락에 따라 움직이

고 변화하는 어떤 순간 속의 형식, 조직적인 일관성을 지니지 않은 형식, 고정적이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으며, 늘 움직이는 대상 자체의 배열, 배치, 지형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루시 브라사 (Brourassa, Luci), 『앙리 메쇼닉: 리듬의 시학을 위하여, Henry

Mechonic: Pour une poétique du rythme』, 조재룡 역, 서울: 인간사랑, 2007, p.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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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리듬감은 사물들이 갖는 다양한 시공

간적 특징-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성, 하늘, 땅, 물과 같

은 공간성-에 리듬감을 더하여 삶의 약동을 보여준다. 연구자의 회화를

볼 때 감상자가 받는 첫인상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화면

의 리듬감일 것이다. 다양한 방식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사물 이미지들이

특별한 맥락 없이 등장하지만, ‘리듬’이라는 하나의 ‘정서적 결속’에 의해

화면에 활기가 부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작품에서 감상자들은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일종

의 ‘심리적 요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심리적 요동’은 이미지들을 ‘본

다’는 것을 마치 음악처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상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이미지들의 형태 자

[그림 29] Round and round,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98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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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니라, 이미지들이 구축하는 시점, 크기, 각도의 역학적 관계가 만

들어내는 리듬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시선의 움직임은 일관성을 지니지

않은 형식, 고정적이지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늘 움직이는 어떤 것

의 총체적인 배열을 경험하도록 한다. 걷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정면

에서 바라보면 동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 각도

를 틀어서 옆면이나 45도 위쪽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큰 동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차이는 관찰자와의 거리에 따라서도 민감한

것으로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아주 큰 움직임으로도 달리 지각될 수

있다. 물론 여백이 많은 화면을 밀도 있게 조직하면서 리듬감을 표현하

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위치, 시점, 각도,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등이 다

[그림 30] Where the story begins,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160x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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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회화에서 리듬은 이처럼 많은 종류의 것들이 서로 얽히며

형성되는 것이다. 형상의 확대와 축소, 특정한 것과 불특정한 것, 분산과

융합,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화면

의 리듬에 참여하면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자면, 연구자

작품에서 리듬은 ‘감각들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감각들은 다채

로운 차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현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하

지만 연구자 회화의 리듬은 자칫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회화 이미

지들을 하나의 생동감 넘치는 정서로 통일시켜준다는 점에서 감상의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84)

84) 들뢰즈 역시 회화에서 얻어지는 이 리듬을 ‘감각들의 종합’이라고 말한다. 그는 “리

듬은 그림을 주파한다. 그리고 있는 감각들을 관통하거나, 그 감각들을 타고 넘으면

서 그림이 움직여 간다.”라는 표현으로 회화의 리듬을 여러 감각들이 서로 독특하게

관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박성수,『들뢰즈』, 서울:이룸, 2004,

pp.196-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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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의 원리

앞서 우리는 사물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가 인식의 확장에 어떠한 방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은 이 이미지들이 만들어내

는 ‘인과 관계의 파괴’, ‘보는 것과 읽는 것의 불일치’라는 두 가지 구성

원리의 목표 및 전개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돕는 동시에, 화면의 초현실성을 강화하는 ‘바탕’의 의미와 역

할 또한 고찰할 것이다. 연구 작품은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

라 현상을 지각하는 일상적 틀을 깨고 그것을 재구성하여 인식 확장의

기회로 삼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 다루어질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에 관

한 분석은 연구 작품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와 구성법으로 실

천되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1. 비논리적인 결합

1) 인과 관계의 파괴

⑴ 시공간적 질서의 해체

현실에서 모든 사건은 대부분 ‘인과 관계(causality)’를 통해 파악된

다. 전통 논리학은 ‘실재 세계 내의 존재나 사건에는 반드시 그것을 발생

시키는 근거가 있다’라는 법칙을 존재의 필연적 법칙으로 보고 이를 ‘인

과율’이라 부른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다면 어떠한 현

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인과 관계’란 일정한 조건(근거)에

대해 일정한 현상(귀결)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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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맥락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이다. 이처럼 인과 관계라는 것은 시간, 공간과 함께 인간

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그림 31] A Day in the Life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98x147 

연구자는 사물들의 인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감상자

들의 자연스러운 인식을 방해한다. 연구자의 작품 <A Day in the Life>

(그림 31)는 이러한 인과 관계의 파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

나이다. 화면의 가장 상단부에는 작은 크기의 헬리콥터가 그려져 있다.

헬리콥터는 하늘을 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 아래로는 실내 공간에서

나 볼 수 있는 전구가 달려 있다. 전구의 왼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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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인용 테이블과 의자가 보인다. 2개

의 의자 중 하나는 중력의 방향으로 낙하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바다

에 떠 있어야 할 요트와 땅에 심어져야 할 나무가 인접해 있고, 성인 남

자보다 큰 양팔 저울이 화면의 하단에 나타난다. 커다란 액자의 한 모서

리를 가리고 있는 벽에는 그것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려짐

으로써 현실의 공간 논리가 파괴된다. 이러한 공간 논리의 파기를 통해

사물과 사물의 관계는

단일하고 고정된 서사

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

니라, 수많은 상상을 일

으키는 작용을 하게 된

다.

또 다른 연구자의

작품 <A Rainbow of

Coincidence> (그림

32)에서도 인과 관계의

파괴는 명확히 드러난

다. 액자 안에는 남자

한 명이 서 있고, 그 액

자로부터 투명한 물줄

기 하나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그 위에는 펼쳐진 책 한 권이 떠 있

고, 얼룩말, 주사위, 남자, 여자, 나무, 배의 이미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

다. 이러한 배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액자, 물줄기, 책, 얼룩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된 것인가?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규칙도, 인과 관계

도 없이 일반적인 연상 작용을 깨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을 뿐이다. 물과

는 아무 상관없는 액자라는 공간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른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 액자의 내부 공간을 보아도 역시 물줄기의 근원을 알아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물줄기와 책 역시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

[그림 32] A Rainbow of Coincidence , 2011,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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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는 종이의 특성상 물줄기와 책은 전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다.

연구자의 또 다른 작품 <World-Word> (그림 33) 역시 사물 이

미지의 비인과적인 연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기서도 사물

과 사물의 관계는 그림의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과적

연관성을 깸으로써 감상자들의 자연스러운 인식 작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특히 이 작품은 그림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마치

‘끝말잇기’를 하듯 차이를 생성하는 세계의 모습을 떠올린다. 끝말잇기는

하나의 문장이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가의 동일성에

의해 차이 나는 낱말을 연결하는 말놀이다. 예를 들면, ‘사과-과자-자석’

처럼 어떤 낱말의 끝음절을 첫음절로 갖는 다른 낱말들을 찾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연구자의 회화에서 이미지들은 이처럼 하나의 문장

이나 이야기를 구축하지 않는다. 단지 끝없이 생성되는 ‘차이’만을 생산

[그림 33] World-Word , 2011, 캔버스 위에 아크릴, 90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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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이다.

이러한 비인과적인 연쇄는 결국 감상자에게 ‘본다’라는 경험이 자연

스러운 인식으로 이행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새로운 인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성된다. 감상자들은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와

사물의 일반적 의미로 관계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관계에 대

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물들은 시공간의 논리에

서 벗어나 있고, 이야기를 이끄는 화면의 주인공도 나타나지 않는다. 모

든 인과 관계가 사라진 공간이 주는 의외성과 모호성은 보는 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것에 대해 사고할 것을 촉구한다. 학습된 인과 관

계에 따라 사물과 세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눈과 정신은 이미

지와 이미지의 황당한 연결 관계 안에서조차 어떤 단서나 답을 찾아내고

자 하기 때문이다.85)

⑵ 무중력 공간의 설정

연구자의 작업에서 인과 관계를 파괴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조

형적 장치인 ‘무중력 공간’은 사물들 사이의 현실적인 연결 고리들, 즉

중력이나 시간의 현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지칭한

다. ‘중력’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의

한 사물, 사건의 질서는 항시적인 것으로 인간 지각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그래서 ‘중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물의 물

리적 위치도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가 법칙처럼 정해놓은 경계

85) 카터(C. L. Carter)는 회화의 캔버스는 그 자체가 연속 구조는 아니지만, 이를 기초

로 요소들의 연속적 구조를 갖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계획한다고 주장한다. 연속적

구조의 징후로서, 그는 회화에서 조형적 요소들이 ⑴ 좌우로 배열되거나 ⑵ 전후로

배열됨으로써 하나의 끈을 이루는 경우를 예로 든다. 그에 따르면, 회화의 연속 체제

는 언어 체제의 독해와 마찬가지로 회화를 독해하는 눈의 운동(eye movement)을 연

구함으로써 이를 검증할 수 있음을 버스월의 연구를 예로 들어 확인시킨다. Guy

Thomas Buswell, How People Look at Pictur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5, p.16 참조. (김복영, op. cit., p.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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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질서 또한 무너진다. 따라서 화면에서 중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

히 물리적인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익숙한 지각 및 인식

체계가 붕괴된 공간을 보여준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이처럼 중력이 상

실된 공간에서 일상의 사물들은 기존의 정해진 용도나 고정된 위치로부

터 벗어나면서 현실의 개연성과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연구자의 작

품 <In your

paradise> (그림

34) 에서 세 개의

벽시계, 구겨진

종이, 네모난 하

늘과 땅은 허공에

고립된 섬처럼 나

타난다. 임의적이

고 의외적인 관계

로 연결된 이 사

물들은 현실과는

다른 생경함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긴장감을 화면에

조성한다. 화면의

하단에는 작은 조각배가 보이고, 새장 위에는 도약하는 인물이 보인다.

거대한 새장이 부유하는 고속도로, 새장 안을 나는 비행기도 보인다. 고

속도로에 비해 새장이 큰 것인지, 아니면 새장에 비해 고속도로가 작은

것인지, 우리는 평면도 입체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서 사물에

대한 지각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사물과 풍경들이 무중력 공간 안에서 결합되면서 현실에

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공간을 체험하게 하게 한다.

[그림 34] I n your paradise, 2012, 캔버스 위에 아크
릴, 150x150



- 91 -

연구자의 또 다른 작품 <Round and round> (그림 35) 역시 중력으

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성을 보여준다. 그림 속의 모든 사물들은 마치 중

력에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연구자가 이와 같

은 이미지 구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구성된 결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원칙이 깨진 공간의 형식 자체

이다. 이러한 공간 형식을 경험하면서 어떤 이는 과거의 기억을, 어떤 이

는 상상 속 이야기를, 어떤 이는 교육 이전의 아이의 관점을 떠올릴 것

이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감상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과로서의 ‘해독’

이 아니라, ‘해독하기’라는 ‘인식 과정’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성과 습관에 길든 인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에게 ‘무중력 공간’은 사물 존재의 원초적인 물리 조건

인 중력 법칙을 교란하여, 사물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화면에서 이 공간은 고정관념이나 선

입견을 벗어버린 사물들이 그들에게 잠재된 존재 형태로의 전환을 실현

하는 곳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인식적 변이’를 요구하게 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는 기존의 재현 체계,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

사소통의 체계를 거부하고 ‘의미 관계에서의 전복’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

에 따른 것이다.86)

[그림 35] Round and round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4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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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다(多)시점(multiple perspectives)적 구성

회화가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더는 자

연을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점(視點)’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재현

의 세계에서 모든 활동은

이미지들을 ‘단일 중심화’

하는 방법에 의해 수행됐

으며,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하나의 단일

중심으로 모아져 왔다.

‘원근법(perspectives)’과

‘소실점(vanishing point)’

역시 인간의 눈을 통해

지각된 세계를 인간 자신의 척도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세계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고안된 탁월한 모방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

근법은 단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형식적 체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또한 함의한다. 1점 투시 선

86) “정규리의 무중력 공간 안에는 일상 공간과 사람, 사물들이 떠다닌다. 이는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우리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단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A는 Z가 될 수 있는 작금의 현실과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

이다. 사물들은 기존의 현실가치 체계와는 상관없는 공간에 위치하며 그 사물로써 이

미지를 전개시켜나간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념적 형태와는 또 다른 상황을 선사하

는 것이다. 대상을 서로 다른 환경에 배치시킴으로써 사물이 갖는 의미를 확대된 형

태로 강조하는 그의 작업은 우리에게 각 이미지 갖는 주관적인 의미들의 조합으로

수용자적 입장에서 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황인성, 「Rain or Sunshine」, 『정규리 개인전: Rain or Sunshine』전시 도록, 서

울:갤러리 인, 2009에서 발췌.

[그림 36] Air tree , 2011, 캔버스 위에 아크
릴, 10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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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이 갖는 중앙 소실점은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의 시점이 되고 그

주체를 중심으로 3차원의 환영을 구축함에 따라, 주체는 자연스럽게 세

계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주체의 시점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대

상의 구도 역시 단번에 무너지게 된다. 이처럼 일점 원근법은 우리에게

불안한 한순간의 시점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87)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현실 세계는 인간 개인의 편협한 시점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체

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오히려 다양한 단편들이 한 공간에 구성되었을

때 화면은 진실에 더욱 가까

이 다가갈 수 있다.(그림

36)

연구자의 작품 <Bird's

Eyes> (그림 37) 는 모든 이

미지의 시점과 원근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화면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미지들은 여기서

다양한 시점으로 구성됨에 따

라 2차원의 평평한 화면은 3

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적 공간

으로 확장한다. 화면 속 이미

지들은 일관적인 시점 없이

각각 다른 방향과 각도에서 관찰된 모습들로 나타난다. 열기구가 아래에

서 올려다본 것이라면, 바로 옆의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나

타난다. 그리고 그 아래 날아가는 새는 거꾸로 뒤집혀서 마치 화면의 위

쪽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보인다.

<Red sol 2> (그림 38) 역시 화면 전체가 여러 개의 소실점으로 구

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Bird's Eyes>가 평평한 단색 바탕 위에 다시점

87) 박정자, op. cit., p.180

[그림 37] Bird's Eyes, 2007, 캔버스 위
에 아크릴, 45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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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를 구성한 것이라면, <Red sol 2>는 여러 개의 소실점을 지

닌 입방체(cube)들이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어긋나게 맞물린

입방체들은 뒤틀려 보이기도 하면서 공간적 모순을 만든다. 이처럼 어긋

난 구조에 도로, 계단, 액자와 같은 공간성을 지닌 이미지를 삽입함으로

써 비합리적인 투시 공간을 한층 더 강조한다. 특히 차선이 그어진 도로

이미지는 역(逆)원근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여러 가지 가능

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2) ‘보는 것’과 ‘읽는 것’의 불일치

연구자에게 ‘읽는 것’(언표)과 ‘보는 것’(시각 경험)의 문제는 그림과

제목 그리고 대상과 그 대상이 지닌 의미 관계로 나타난다. 연구자의 작

업에서 이러한 관계는 서로 간에 일치하는 관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의적인 관계도 아니다. 풀 수 없는 암호를 해독하

듯이 감지 작용을 혼란케 하여 미지의 상황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을 기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설정 안에서 그림과 제목, 대상과

그 대상이 지닌 의미의 관계를 ‘느슨하게’ 완화해 새로운 의미 생성의 빌

[그림 38] Red sol 2,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33x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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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제공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제목’은 그림의 분위기를 암시할 수

는 있지만, 그것이 그림의 내용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들었던 음악의 제목 혹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가사 일부분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88) 이렇게 연구자가 붙인

그림의 제목은 그림을 직접 설명해주지는 않지만, 작업하는 연구자의 내

면적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과 제목이 갖

는 연관성은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혹은 연구자 본인도 알 수 없는) 주

관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림을 보는 관객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왜 그림과 제목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

놓는 것인가? 이처럼 숨겨진 연관성은 그림을 해석하는 데에 어떤 역할

을 하는가? 연구자가 언표와 시각 경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는 내 그림이 쉽게 이해

되거나 해석되는 것을 방해하는 제목들을 붙인다.’고 말한 마그리트의 의

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제목의 부적절함에서 파생된 ‘의미의 공백’이

감상자의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관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회화에 있어 언표와 시각 경험의 이질적 결합은 작

품마다 정도의 차이를 지니지만, 이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

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림과 제목 사이의 관계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 정도의 ‘매

우 느슨한’ 결합 관계이다. 연구자의 작업 <You don't bring me a

flower> (그림 39) 에서 영문으로 된 그림의 제목은 그림 속 이미지들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제목 역시 그림의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을 위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작업 도중 반복해서 듣던 음

88) 작품 제목의 대부분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며, 한편으

로는 한국어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가능한 모호한 것으로 남겨 두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한국어 제목은 한국어에 더

익숙한 연구자 본인에게 너무나 강한 ‘의미 지시성’과 ‘회상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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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한 소절이 그대

로 작품의 제목으로

붙여진 경우이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해

서 그림과 제목이 완

벽한 우발적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아니다.

연구자가 그 소절을

제목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나름의 무의식

적인 원인이 작용했

을 가능성도 크기 때

문이다.

둘째는 작품 제목이 그림의 내용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를 줄 수 있

는 ‘약간 느슨한’ 관계이다. <The Weightless Dreams> (그림 40)의 경

우, 작품의 제목이 그림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림에 대

한 암시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새장’, ‘나비’, ‘구겨진

종이’의 이미지들은 작품의 제목에 담긴 ‘무게 없음’과 ‘꿈’이라는 표현이

주는 연상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사’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미지와 이미지, 그림과 제목, 이미지와 대상의

관계가 전자보다 덜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림의 제목을

통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물론 연구자는 그림과 제목, 대상과 그것의 관념 사이의 관계가 쉽

게 표면적으로 읽히지 않는 전자의 경우가 더욱 인식의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림 해석을 위한 단서가 불충분할수록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것에 대해 더 집요하게 고민하며 읽어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9] You Don't Bring Me A F lower,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192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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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탕의 역할과 의미

1) 단색화면과 흑백 이미지

연구자의 단색화면은 대부분 10∼15겹 정도로 반복해서 칠해짐으로써

붓 자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평평하고 밀도 있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색을 반복해서 두껍게 칠하는 이유는 이미지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여백이 화면의 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

다. 또한,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절제된 표면 처리 방식은 연구자의

[그림 40] The weightless dreams, 2007, 캔버스 위에 아크
릴, 150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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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회화 표면의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인식

의 영역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절제되고 평

평한 바탕 위에 연

구자는 작은 크기의

흑백 형상을 그려

넣는다. 균일하게 채

색된 바탕과는 달리

이미지들은 언제나

사실적이고 객관적

인 방식으로 묘사된다. 흑백으로 처리된 이미지들은 단색의 평평한 바탕

과 대비를 이루면서 배경과의 이질감을 불러일으킨다. 연구자의 이미지

들은 실물을 빼닮았지만,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을 획득하지 못한다.89) 특히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구조는 현실적인

89) 정규리의 그림은 마치 마그리트의 그림에서처럼 모든 것들이 붕 떠있다. 전면균질회

화를 연상시키는 플랫한 평면 위에 이미지를 오려 붙인 듯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미

지들은 상호간의 연계성을 상실한 채 마치 섬처럼 서로로부터 고립돼 있으며, 일관성

의 맥락으로부터도 동떨어져 있다. 추상화면을 연상시키는 무표정한 평면과 그 위에

얹힌 사실적인 모티브가 서로 대비되면서, 화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모티브들

은 손에 잡힐 듯한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면과 일체를 이루지도 못한다. 그림 속 모티브들은 그것들이 서 있거나 놓여진 바

탕도 없고, 게다가 실제를 암시하는 그림자마저도 없다. ... 작가의 그림은 대개가 현

실이라고 믿고 있는 감각적 현실이 사실은 무중력의 공간 속을 부유하는 그림 속 모

티브들처럼 비현실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자체 한갓 꿈일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그러니까 현실감이란 그 자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기보다는, 다만 인식행위의 소산

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주지시킨다. 고충환, 「무중력의 공간과 큐브로 공간화된 삶

의 풍경」, 정규리 개인전 전시 서문, 서울:금호미술관, 2006 중 인용

[그림 41] Life is Beautiful, 2005, 캔버스 위에 아
크릴, 8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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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더욱 상쇄시켜 현실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미지들의 묘사에 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대상의 생생한 표현보다는 이미지의 표상 자체가 지니는 기호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검은색은 자연의 다양한 색들이 보여주는

감각적인 성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부터 생겨나

는 객관적 표상을 그대로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그림 41)

한편 이와 같은 단색 바탕에 흑백 형상을 배치하면서 연구자는 또

하나의 배경 요소로 공간을 구획하는 가느다란 ‘실선’을 등장시킨다. 큐

브 공간의 모서리처럼 사선 방향으로 한 번 꺾인 가느다란 실선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암시적이다. 이는 평평한 화면에 최소한의 부피와 공간

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흑백으로 등장한 ‘형상을 서술적 재현으로부터 고

립하는 감각의 장소’90)로도 사용된다. 이 실선은 형상 이미지가 3차원에

속했던 것임을, 혹은 여전히 3차원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하

다가, 재빠르게 형상 이미지에 대한 서술적 해석을 가로막는 역할 또한

한다. 연구자가 이 실선과 같은 공간 장치를 화면에 개입하는 이유는 공

간이 일단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규정되어야 이미지들이 그 공간의 원칙

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42) 화면 구성을 위한 이러한 몇 가지

조형적 장치는 연구자가 회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재현이 아니라, 비서술적 세계의 시각적 구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

90) 모호한 공간에 현실적 공간감을 암시하게 하는 이 실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술사적으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의 회화의 ‘윤곽’이 바로 그

것이다. “들뢰즈는 베이컨 회화를 구조(Structure: 아플라(Aplat: 윤곽 바깥의 평평한

단일 색조 배경)로 이루어진 골격 혹은 물질적 구조), 형상(Figure: 재현을 거부한 감

각적 형태), 윤곽(Contour: 형상을 서술적 재현으로부터 고립하는 감각의 장소, 주로

트랙(piste), 동그라미(rond) 그리고 입방체(cube)로 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

하는데, 그는 베이컨의 회화가 이 요소 간의 긴밀한 관계로 나타나 진다고 설명한다.”

이재걸,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

형학회(2016. 02), p. 463.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pp.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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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스텔 계열 색의 효과

회화 작업에서

‘색(color)’은 ‘형태

(form)’와 함께 일

차적으로 지각되는

회화의 기본적인

시각 요소에 해당

한다. 특히 연구자

의 회화에서 바탕

의 색채는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자는 흑백 이미지가 놓이는 바탕 면의 채색에 주로 파스

텔 계열의 단색을 사용한다.(그림 42) 파스텔 계열의 색이란, 흰색과 혼

합된 색의 계열들, 예를 들면 연청색, 연노랑색, 연녹색, 연보라색, 연분

홍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색채들은 대부분 고명도 색에 속하며, 자

극적이거나 강렬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모호한 느낌의 정서를 자아낸

다. 그 이유는 흰색의 혼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색이 주는 단순함과 명

료함에서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다. 색은 이처럼 형태로 다 전달될 수

없는 표현성을 지니며, 같은 계열의 색상이라도 명도, 채도, 면적 등에

따라 감상자들에게 다른 느낌을 제공해 줄 수 있다.91)

연구자가 이러한 파스텔 계열의 색조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의도적으로 혼합하여 만든 인공적인 색채가 보는 이들에게 ‘비

현실적 정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색은 현실성으로

91) 루돌프 아른하임,『미술과 시지각, Art and visual perception』, 김춘일 역, 2003,
p.328

[그림 42] I n Your Voice , 2012, 캔버스 위에 아크
릴, 69.5x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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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가장 독립적인 요

소이다. 이미지의 실루

엣이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바

탕의 색채는 현실을 전

혀 모방하지 않는다. 또

한, 이러한 모호한 색채

는 사색적인 느낌을 강

화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림 43)

둘째, 파스텔 계열

의 색채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온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흑백 이미지들이 수수께끼의

단서처럼 사고에 관련된 영역을 자극한다면, 배경의 색은 우리의 눈을

정서, 감각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한

다. 연구자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구성에 밝고 안정적인 색채를 사용함으

로써 다양한 사물들이 변화와 생성을

일으키는 복잡한 세계를 긍정하고자 했

다.(그림 44)

셋째, 공간의 확장 효과를 위해서이

다. 파스텔 계열의 색채들은 흰색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원색이나 저

명도의 색채에 비해 그 면적이 팽창되

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자

체의 면적보다 더 확장되어 보이는 바

탕은 화면 안의 작은 이미지들과 대조

[그림 44] Time goes by,
2006, 캔버스 위에 아크릴,
30x19

[그림 43] Time goes by, 2005,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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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느껴지면서, 공간 자체를 최대한 부각한다.

연구자의 작품 <The weightless dreams> (그림 45)를 보면, 연분홍

색(pale pink) 화면의 하단에 새장이 있고, 그 안에 노란 새가 들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홍색은 화사하고 따뜻한 색이라는 고정관념

이 있지만, 이 경우 분홍색은 낮은 채도로 인해 몽환적이고 사색적인 느

낌을 감상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색의 사용은 ‘무게 없는 꿈(The

weightless dreams)’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정감을 시각적으로 강조

[그림 45] The weightless dreams, 2009, 캔버스 위에 아크릴,
150x150 



- 103 -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3) 사물 이미지와 여백의 관계

연구자는 화면 전체의 크기에 비해 이미지들을 상대적으로 작게 그

려 넣음으로써 여백의 효과를 강조한다. 연구자가 개별 이미지의 외형이

나 상태보다 여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미지들이 화면 안에서 어떠한

배열과 패턴으로 존재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여

백은 사물 이미지의 울림과 반향을 통해 화면이 시성(詩性)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구자의 화면에서 여백은

화면을 조직하는 회화의 적극적 요소이며, 형체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요

소로서의 힘을 가진다.

루돌프 아른하임(R. Arnheim)은 ‘시

각적 힘’이 감각, 또는 사고하는 어떤 것

만큼이나 실재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각 형태의 화면 내부는 힘의

장(場)이며, 이 힘이 지배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여백 자체가 표현성

을 지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미 작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예로 화면에 꽉 찬 이미지와 여백에

둘러싸인 작은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전

혀 다른 효과를 제공한다. 화면에서 여백의 면적이 커질수록 사물로부터

발생하는 공간의 공명, 흐름은 강하게 드러나고, 반대로 그 면적이 작아

질수록 사물 자체의 현존감은 강조된다. (도판 7) 이러한 이미지와 여백

의 관계는 여백이 제재 이상으로 시각적, 심리적인 효과와 표현성을 지

닌다는 사실을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다.

연구자의 화면에서 사물 이미지는 단색바탕 위에 작고 또렷하게 묘

[도판 7] 르네 마그리트,
The Listening Room, 캔
버스에 유화,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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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상태로 드러나면서, 바탕과의 대비를 통해 서로의 현존감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시각적 대비는 화면 전체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도기도 한다. 또한 이미지들은 그림자 또한 갖지 않음으로써 배경과의

물리적 연관성까지 파기한다. 연구자가 이처럼 사물 이미지를 바탕과 철

저히 분리된 것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현실적 논리

안에서 고착된 것으로 파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자는 화면

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안에서 ‘초현실적’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에서 적극적인 요소로 기

능하는 ‘여백’은 연구자의 회화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

첫째, 연구자의 화면에서 여백은 이미지의 배열, 이동, 결합, 분리가

이루어지는 ‘생성’의 공간으로서 감상자들에게 상상력을 유발한다. 이 공

간 안에서 이미지들의 관계는 제한된 의식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에 지배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배열될 가능성을 가진다. 여백은 가시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과 연상 작용을 통해 화면을 구

체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이미지는 더욱 함축적인 표현 효과를

지니게 된다.(그림 45)

둘째, 여백은 화면 밖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심리적 시야의 확장을

유도한다. 불필요한 요소들이 제거된 단색화면은 시야를 화면 밖의 외부

공간에까지 확장해 무한의 공간을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백

은 감상자에게 정신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미지들의 완충’은 여백이 이미지들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화면에서 이미지들은 고립된

상태로 나타나지만, 여백은 이들의 울림과 반향을 가능케 함으로써 비가

시적인 공간에서의 결합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효과는 S.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의 페이지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라르메에게

여백은 활자들이 인쇄되는 단순한 ‘지면’이 아니라 이미지와 함께 호흡하

는 ‘바탕’이다. 이 공간에서 여백은 시어와 시어 간에 불연속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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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시적 공간을 구성하게 하

는 역할을 한다. 이처

럼 여백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움직여 물질적

세계에서 관념적 세계

로, 가시적인 것의 한

계를 벗어나 비가시적

인 세계로 인식을 확장

하게 돕는다.(그림 46)

마지막으로 넷째는

시각적 집중 및 시선의

유도 효과이다. 연구자

의 화면을 보면, 이미

지의 크기에 비해 여백

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여백은 오히려 화면의 이미

지로 시선을 유도하고, 형태 혹은 배열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형

태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시각은 단순한 형태보다는 특수한 형태에, 일률

적이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이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연구자의 회화에서 여백은 ‘상상력의 유발’, ‘정신의 자유

로움과 해방감 제공’, ‘시성(詩性)을 통한 비가시적인 것의 인식’, ‘시각적

집중 및 시선의 유도’라는 의미와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효과 안에서 여백은 회화를 시적 허용의 공간으로 전환하며, 사물 이미

지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게 돕는 방식으로 인식의 확장에 동참한

다.

[그림 46] The I ncidental Life , 2007, 캔버스
위에 아크릴, 80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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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정규리 개인전 전시 전경, 갤러리 인, 서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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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이 우리가 살

아가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작품과 일정 부분 방법적 원

리를 공유하는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회화를 주요한 비교 분석의 대상

으로 삼고,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여러 각도에서 타진해 봄으로

써 연구자가 ‘초현실’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장 개념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인식의 확장’은 현실의 모든 사건이 서로 연

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한 현상과 다른 현상 사이에 필연적

인 연결은 없다고 보는 흄(D. Hume)의 관점을 떠올린다. 말하자면, 우리

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의 습관’일 뿐이지, 대상 자체가 서로

‘고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단 5분

후에 닥칠 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뿐

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집단이나 문화에 속해있는가에 따라서도

일상은 확연히 다른 배열로 나타난다. 기존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대상도

처한 환경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연구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

는 고정관념에 의해 왜곡되고, 인간의 잠재성 또한 위축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세계는 예측 불가하고 끊임없이 생성과 변화가 계속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과론적인 것으로서만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패턴은 단지 반복된 경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고착화하여 우리의 판단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자 본인의 인식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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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조건에서 탈피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구자

가 극복해야 하는 현실의 조건이란 인간 실존의 한계가 아닌, 현실 경험

의 심층적 배후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사고 패턴이다. 연구자는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습관이 우리의 한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일

상적 사물을 현실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회화를 통

해 인식의 확장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지향하는 인식의 확장은 초월적 실재에 관한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참모습을 환기하고 그것을

긍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일

상 경험에서 배제됐던 시적 상상력을 일깨우고, 그것을 자유롭게 실현하

기 위한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확장된 인

식의 토대 위라면, 개개인의 잠재성이 일상에서 실현될 가능성 또한 더

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자의 작품 세계를 스스로 조망하고, 연구자가

서론에서 제기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

되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회화가 목표로 하는 ‘인식의 확장’은 무엇인가?

둘째, 회화는 어떻게 ‘인식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가?

셋째, 동시대의 ‘초현실적 회화’는 어떠한 미술사적 정당성과 의미를

가지는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사, 미술론의 객관

적 검증 방식과 함께 연구자의 실제 작품에 대한 세심한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연구자의 예술 담론을 공고히

해 주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초현실주의 이후의 ‘초현실적 회화’가 타당

한 이유로 존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본 논

문의 성과는 연구자 회화의 역할과 의미를 21세기의 독특한 정신적 환경



- 109 -

안에서 요구되는 ‘인식 확장’ 측면에서 재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시

대에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제한하는 것은 ‘고정관념’임을 지적하고, 회

화를 통해 관습, 기호, 소통 체계를 의식적으로 교란하여 이를 극복하고

자 한 것은 이성에 반기를 들고 무의식 세계로 인식을 확장하고자 했던

모더니즘의 ‘초현실주의’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후속 작업의 향방을 밝힘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고착화된 사고 패턴을 깨고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작업한다. 그래서 회화 작업에 사

고의 연동, 리듬과 같은 시간적 요소를 개입함으로써 회화가 지니는 부

동성의 문제 또한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2차원의 평면에 이미

지를 고정하는 회화의 특성상 연구자가 지향하는 변화와 생성의 과정

(process)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방법론적인 한계에 오랫동안 봉

착해온 것이 사실이다. 작품 논문이 작품의 한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

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에 대한 분석

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본 논문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

는다.

그러나 본인 회화에 대한 객관적, 이론적 분석을 개진한 이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연구자는 회화 이외의 다양한 매체들을 후속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화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작업에 더욱 주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실재

라고 믿고 있는 고착화된 현실 관념을 깨고, 약동하는 삶의 본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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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ansion of Cognition 

through the Surrealistic Composition of 

Images

Chung, Curi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uthor's own painting works with a focus

on overcoming stereotypes given by our habituated rea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diverse thoughts through the surrealistic composition

of images. The author's paintings carry an objective to neutralize our

existing cognition towards objects, whilst introducing to a new dimension of

experiences and cognitions by making them subject to reappraisal.

To the author, the causal element in creating stereotypes is what we

have regarded as the 'norm,' such as schematized experiences in our

ordinary daily lives and standardized learning processes. Such accustomed

behaviors ultimately shrinks the cognitive potential of human beings through

strictly stipulating the limit of the reality. The author chose to employ a

painting technique called the 'surrealistic composition of images' to null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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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conditions given in the reality and to evoke the essence of the world

represented by variation and naissance.

The author's painting works visualize the surrealism as a 'meta-reality'

on a canvas, whilst sharing some techniques appeared in existing surrealistic

artworks in certain aspects. Such 'surrealism' appears as concepts of

'unexpectedness,' 'poetic ambiguity,' and 'similitude.' The 'unexpectedness'

is meant to produce a psychological deviation of the modern people living on

habitual thoughts given through transcendental cognitions as intentionally

disturbing their process of association. The 'poetic ambiguity' is meant to

establish a groundwork for multilateral and luxuriant interpretations by

colligating familiar images through a poetic licence. The 'similitude' is

meant to illustrate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s and images in the

reality being governed by simulacres and to liberalize our sense of vision

from all conventional things thereby.

In implementing the subject of the artworks, the author employs

paradoxical expressions. In her painting works, the 'paradox' diverges into

two types: 1) semantic paradox; and 2) spatial paradox. Such expression

techniques tear down the painting description and provide a joy of reversal

by making an ordinary interpretation about replicated subjects impossible.

Although there is no restriction in material selection preset by the author, she

primarily employs images that offers spatio-temporal suggestions. It is

because their semantic and spatial paradoxes can be seen more effectively

when those images are illogically placed in a spatio-temporal framework.

Those images are arranged by a combination principle characterized with the

demoli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and the discordance between 'what is

seen' and 'what is read.' Such composition ultimately creates a surreality by

placing a logical di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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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as formative elements that constitute her canvas,

solid-colored backgrounds, monochrome images, effects of pastel col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images and the background are used.

The restrained background with no intervention of subjective emotions tells

that the author's interest lies on the domains of thought and cognition, far

beyond the surface of the painting. The reason behind why she rejects a

use of colors when depicting images derives from her intention to place more

emphasis on the deterministic character of images, rather than simply

portraying the vibrant expression of the object. In addition, the author

mostly uses small images floating on the marginal space to create more

emphasis on the spatiality itself rather than emphasizing the individual

images. In a such space, a presence of various forms of images induces

gaze-shifts and creates a sense of rhythm and liveliness within the canvas.

For the background, a pastel-family single color is principally used to

intensely emphasize the unrealistic impression of which the images evoke.

This study verifies the process of how surrealism can be manifested in

painting through an active use of such techniques in the composition of

images. Moreover, it confirms that such author's challenge in her paintings

restructures the domain of our senses, promotes the autonomy of our

thoughts, and involves in the expansion of the spectators' cognition.

Keywords: surrealistic painting, expansion of cognition, unexpectedness,

poetic licence, similitude, paradox, rythme

Student Number : 2004-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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