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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눈앞에 있는 것이든, 마음속에 떠오른 심상이든,

대상을 정하고 파악하여 그것을 화면에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대상을 ‘선택’하고

‘파악’하는 것이 언제나 힘들게 다가왔다. 따라서 나의 작업은 대상 인식

의 어려움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대

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 나는 본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지각과정이 어떠한 구조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지와 같

은 가장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았다.

눈앞의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과정 중에는 ‘어떤 것을 본다’는 감각 경험

이 이루어지는 ‘지각’ 단계와, 그것을 자신이 가진 기억과 지식을 토대로

언어적으로 판단하는 ‘재인’ 단계가 함께 일어난다. 그중, 우리는 재인 단

계에 의심 없이 의존하기 쉽고, 따라서 자신이 보고 있는 대상을 습관적

이고 관성적으로 판단하며 맹신하기 쉽다. 나는 그림으로 이러한 판단이

일어나는 재인 단계에 혼선을 일으킴으로써 지각과정에 틈을 만들고자 한다.

나는 어떤 것을 자동기계적으로 재인하는 지각과정에 틈을 내기 위한 방

편으로, 작업 과정에서 화면을 구기고 그 위에 이미지를 그린 후, 다시 화

면을 펼쳐 그 이미지를 파편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파편화의 방법은 이

미지를 낯설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자,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움을 드

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작업의 소재에 따른 파

편화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나아갔다. 따라서 나의 작업들

은 방법상의 공통점을 가지지만, 소재와 파편화의 의도에 따라 작품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볼 수 있다.

첫째, 나의 시야에 보이는 인물이나 풍경의 형상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파편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상을 단편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판단으로 인식

하기 쉬움을 드러내는 시도이다. 이는 대상 인식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

한 문제제기이자, 대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작업

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하여 ‘어째서 대상을 제

대로 인식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오히

려 언어적으로 약속된 의미를 가진 대상을 즐겁게 흔들어보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로 진행한 일련의 기호작업들이다. 일상에서 고

정된 의미를 가진 대상들 중, 각각의 상징을 가진 시각 기호는 특정한 색

상과 특정한 형태를 가진 시각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나는 이러

한 특징을 가진 상징 기호를 그리기 과정에서 파편화하여, 일상 기호의

맥락이자 그림의 맥락으로 작품을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재인 과정을 재고해보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상징 기호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도형, 바

탕색, 숫자, 글자 혹은 하위 개념의 상징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러한 상징 기호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호의 일부분을 파편화하는

것으로 상징 기호에 포함된 문자언어를 언어유희적으로 활용한 작업 또한

진행하였다. 문자언어를 부분적으로 파편화시키거나 문자언어를 제외한

바탕을 파편화시키는 것을 통해, 나는 기호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재의미

화해보고자 하였다.

이렇듯 대상을 재인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만들고 강조하기 위하여, 나

는 화면을 접은 후 그림을 그리는 제작방식에 따라 생긴 구겨진 흔적을

부각시킨다. 이는 구겨진 흔적을 화면에 남겨, 화면에 그려진 이미지에 몰

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림이라는 대상을 재인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을 낯설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김을 더욱 강조

하여 제시함으로써, 나의 작업을 소재가 되는 기호가 일상에서 다루어지

는 방식과 연결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나의 작업은 화면을 구겨 기호를 반복적으로 해체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일상에서 기호는 반복되어 제시되기에 그 의미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강조되지만, 나는 이를 전복시켜 반복을 통해 의미를 무화시키고

자 한다. 나는 화면 안에서 기호를 거듭 파편화하거나 기호를 파편화한

작품들을 동시에 제시하여 의미를 생소하게 만들고, 그것을 시각적 요소

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의도에 따라, 일상에서 발견한 특정한

시각 기호를 기록하듯 반복적으로 파편화하여 관객의 해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의미화 하였다.

나의 작업은, 대상을 마주할 때 인식에 한계를 느끼지만 이를 기꺼이 받

아들임으로써 그 한계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대상

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의심이 들고 한계가 느껴진다면, 그것에 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의문을 던지며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통해 보다 의식적인 사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가 일상의 대상을 볼 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각과정에 틈을 만들어,

인식을 환기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지각과정의 틈, 지각과 재인, 수용, 인식의 환기, 상징 기호, 이미지

의 파편화, 이미지의 이중 맥락화, 이미지의 재맥락화, 화면의 구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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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상에서 마주하는 주변의 대상들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주의를 기

울여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익숙하게 마주하는 대상들을 이미 알

고 있는 것이라 치부하고, 이를 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바라보며 쉽게 지

나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 익숙한 대상들에 대해 골똘히 바라보

며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볼 기회가 생기면, 나는 문득 그 대상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낯선 느낌을 주는 것은 내가 마주한 대상

이라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그 대상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우리는 경험들 속에서 쌓여가는 기억과

지식을 토대로 눈앞의 대상을 재단하며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나는 내가 눈앞의 대상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의심

스러우며, 나의 인식에 대해서 무력감마저 느끼곤 한다. 이러한 자신의 인

식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바라보고 인식하는 지각과정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점차 쉽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감을 바탕으로 그리기에 대한 의심이 드는 상황을 회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오히

려 의심이 드는 사실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넘어설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나는 내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수

용하고 대상을 보다 의식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작업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 나는 일상의 삶에서 피상적으로 마주하

기 쉬운 대상들에 주목하고, 작업으로 이러한 대상들을 바라보는 과정에

생각의 여지를 만들어 우리의 인식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시도로 시작된 나의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와 방법을 통

해 시각화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작업들을 중심으로 나의

작업을 분석할 것이다. 나는 이 기간 동안 대상 인식에 대한 의심을 공통

적인 주제로 하여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로 그림 그리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물에 대한 검토·반성을 거쳐, 주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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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업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나의 작업들은 이전

작업으로부터 실마리를 얻어 보완을 이루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글을 전개함에 있어, 나의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되어왔는

지 시간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작업을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작업의 동기를 먼저 밝힌 후, 작업

의 변화과정을 시간 순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방법론 및 형식적 특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본론의 첫 장인Ⅱ장에서는 눈앞의 대상들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한 작업의 동기를 우선 밝히며, 보는 것의 한계를 수용하고

보다 의식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는 작업의 의의를 ‘지각

과정의 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작업들의 방법론과 그 의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나는 작품 제작 방식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작업들을 시간 순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분석해볼 것이다. 이 장의 1절에서 작업의

방법론을 처음 사용하게 된 작품들을 먼저 살펴본 후, 2절에는 ‘상징 기

호’라는 보다 구체적인 소재에 집중한 작품들의 방법론과 의도에 대해 분

석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2절에서 다룬 작품에서 더 나아가 상징

기호를 언어유희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형식적 특징을

‘화면의 구겨진 흔적’과 ‘반복’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

이다. 각 절을 시간 순에 따라 전개하여 형식적 특징의 변화 양상을 드러

내고,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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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림을 통한 인식의 환기

1. 그리기에 대한 질문

그림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그림은 그린다는 행위는 언제나 자

연스러운 일이었다. 시야에 보이는 대상을 ‘모방’하여 그려내건, 또는 바라

보는 것을 그림으로 ‘구성’하건, 또는 나의 내부에 있는 특정한 감정을 그

림으로 ‘표현’하건,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기에 그

리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나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짧지 않

은 회화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례의 그리기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활

용, 변주하여 그림을 그리는 데 흥미를 가져왔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나 자신의 작업을 하려 하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그림을 ‘왜’ 그리는지,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와 같

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

럽고 편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다. 다양한 기법들을 익히는

것, 혹은 회화의 역사와 그 사례들을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겐 그림을 그

리는 능력과 지식을 쌓는 것이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데 장애물로 다가온

것 같았다.

‘어째서 그림을 그리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떠나서 보더라도 나

는 ‘무엇’을 ‘어떻게’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대상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그림의 형식적인

방식들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 어렵고

행위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상태에서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점차 작

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린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따라서 나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에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단한 채, 그림

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드로잉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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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리기(아홉 사람과 함께 있던)>을 위한 드로잉,

2011, 종이에 펜, 각각 14×14cm

그림 2 <그리기(아홉 사람과 함께 있던)>, 2011, 캔버스에

혼합재료, 194 × 1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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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자유롭게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각기 다

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그림 1]을 보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장면이나

집중하는 대상을 모방해서 그린 것, 보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화면에 구

성한 것, 자신의 현재 기분을 표현적으로 그린 것 등, 상황을 인식하는 관

점들과 그것을 드러내는 그리기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

다. 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각기 다른 관점을 각각의 방식

으로 자연스럽게 그려낸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그리기 방식으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린 이미지들을 겹쳐 그리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

개개인에 따라 무언가를 보고 그리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듯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대상 선택과 그리기 방식이 드러나는 그림들

을 하나로 모아서 화면을 구성하는 실험을 통해, 인식의 다양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즉, 대상을 인식한

결과물로서의 그림이 오히려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대상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대상을 어떻게 인

식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라

면, 차라리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시도하는 것이 작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보다는, 그림을 통해 나의 인식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것이 잠정적으로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에 관한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 나는 본다는 것이 무엇이

며, 우리의 지각과정이 어떠한 구조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가장 원

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았다. 즉,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있어 전제 조

건인 ‘대상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되짚어 봄으로써 자신의 그리기

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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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각과정

2. 지각과정의 틈

1) 지각의 과정

우리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고 지

각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지각경험을 통해 어떤 사물이

나 상황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스스로의 태도를 되

돌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는 우리 인체의 지각과정이 눈치 채지 못할 정

도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특별할 일 없이 반복되는 일

상적인 경험들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일상적 지각경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대상의 인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쌓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나

의 작업은 지각경험 중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본다는 행위’를 되돌아

보고 질문을 던지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다는 행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지각과정에 어떠한 조건과 장해

가 개입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시각적 자극을

접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는 지각과

정을 거친다. 우리의 지각과정은

시각적 이미지의 자극을 받아들여

‘어떤 것을 본다’는 감각 경험이 이

루어지는 지각(perception)의 단계와 그것을 범주화해서 분류하여 판단하

는 재인(recognition) 단계가 함께 일어난다.1)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

우리는 행위(action)를 하게 된다. 비록 지각과 재인 그리고 행위를 편의

상 일련의 단계로 설명하지만, 이 지각과정은 어디가 출발점이고 종착점

인지 알 수 없는 역동적인 과정[표 1]이라 할 수 있다.2)

1) E. Bruce Goldstein. 『감각과 지각』. 제7개정판. 김정오 외(역). (서울: 센게이지러닝코

리아), 2011, pp. 6-11.

2) 위의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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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

지각과정 중 지각의 단계는 의식적인 감각경험 자체를 가리킨다. 자신의

시야에 나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나비를 바라보면 그 나비의 상

이 망막에 있는 시각 수용기에 맺힌다. 이 시각적 자극은 다음 단계에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한다. 다시 말해, 망막에 맺힌 나비에서 반사한 빛의

패턴이 수천 개의 시각 수용기를 거치며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다른 신경세포들의 망을 따라 뇌로 이동한다. 뇌로

전달된 전기신호가 시각정보로 변형되어 나비를 보는 감각경험을 하게 되

는데, 이것을 지각이라고 한다.

이 단계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보면, 지각의 순간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아직 ‘나비’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은 감각경험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판단 이전의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지각과정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지각의 순간에 자신

이 가진 지식과 정보가 개입되는 재인 단계가 함께 시작된다.

(2) 재인

재인이란 우리가 대상을 ‘나방’이 아닌 ‘나비’라고 판단하게 되는, 즉 의

미를 가진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본 것

을 언어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인은 지

각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신경학자 올리버 색스

(Oliver Sacks, 1933-)는 자신의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람>에서

Dr.P라고 소개하는 환자를 통해 지각과 재인의 단계가 서로 다르게 작용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연주자이자 음악 교수인 Dr.P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는 금세 알아차리지만, 얼굴을 보면 자신 앞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그는 주차미터기를 사람으로 착각하여 말을 걸고, 가구 손

잡이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시력검사에서

그의 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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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곧 드러난다. Dr.P는 뇌종양으로 인해 물건을 재인하지 못하는

실인증(agnosia)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물체를 지각하고

그 물체의 부분은 볼 수 있지만, 전체 물건이 무엇인지 부분적인 것들을

결합하여 재인하지 못한다.3) 예를 들어 장갑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고 물어보면 Dr.P는 ‘중간이 펼쳐진 연속적인 표면인데, 그런 단어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다섯 개의 바깥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4)라고 말하

며, ‘무언가를 담는 물건, 예를 들어 크기가 다른 다섯 가지 동전들을 담

는 주머니 같은 것’5)이라고 답한다. 이는 시각을 통해 감각경험을 하게

되는 지각의 단계와, 그 시각 이미지가 무엇인지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고

언어적으로 판단하는 재인 단계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Dr.P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긴 하지

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인 단계에 의심 없이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을 섣불리 언어적으로 판단하고 맹신하기 쉬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Dr.P와 달리 일상에서 마주

하는 대상을 재인하는 순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치부하고 습

관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온 언어적인 생각이나 습관에 얽매여 현재의 순

간을 오롯이 보거나 관찰하지 못하는 것을 임상심리학자들은 ‘인지적 융

합’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인지적 융합이란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한 경향이 행동을 조절하는 다른 유용한 자

원을 압도하게 되는 경향’6)을 지칭한다. 이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것

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로 취급하고, 그 언어화된 생각에 따

라 자신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7). 가령 우

3) 올리버 색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사람』(위의 책, 9 페이지에서 인용)

4) 위의 책.

5) 위의 책.

6) Jason B. Luoma · Steven C. Hayes and Robyn D. Walser.『수용전념치료 배우기』.

최영희 외(역). (서울: 학지사, 2012), p. 34.

7) 이에 관해 임상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직접 경험한 세계’와 ‘언어적으로 개념화된 세계’

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은 단순히 보이는 대로 존재하

는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는 세상이 실제로 직접 경험과 생각이 혼합된 결과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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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와 같이 언어적으로 생

각하며 재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반응에 지배되어 편

견을 가지기 쉽고, 판단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능성은 차단되기 쉽다.

우리는 매 순간 지각과정을 반복하고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기억과 학습

에 의한 언어적인 판단의 영향을 간과하곤 한다. 그러하다면 나는 오히려

지각과정 중 이러한 판단이 일어나는 재인 단계에 주목하고 이를 작업으

로 흔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인식방식을 환기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

하였다.

2) 인식의 한계와 수용

(1) 지각과정의 틈 만들기

나는 지각과정에서 우리가 눈앞의 대상을 자신이 아는 맥락대로 범주화

하고 분류한다는 점에 실마리를 얻어, 재인 과정에 의도적으로 틈을 만드

는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을 통해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해 섣불리 이루어

지는 범주화와 분류의 과정을 교란시킬 틈을 만들 수 있다면, 감상자의

판단과 확신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림에서 익숙한 대상이 낯선 상태로 제시된다면, 그 그림은 습관

적으로 대상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 하던 우리의 판단을 잠시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것을 본다’는 감각 경험이 이루어지는 ‘지각’의

단계와 그것을 범주화해서 분류하여 판단하는 ‘재인’ 단계가 함께 일어나

는 지각과정 중, 재인 단계가 교란되어 틈이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

다.8) 보통 익숙한 대상을 바라볼 때에는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여 지각하

고 그것을 재인하는 과정이 마치 쭉 뻗은 고속도로를 차로 달릴 때와 같

이 거침없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일 때면 그것을 분류하는 재인 단계에서 혼선이 일어나게 된다. 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융합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언어적인 내용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경험의 직접적인 수반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위의 책, p. 60.

8) E. Bruce Goldstein. 앞의 책, p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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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쩌면 차를 운전하다가 장애물을 마주한 것과 같다. 이때 우리는 어

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잠시 망설이게 된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비로소 지연되

는 것이다.

이처럼 그림으로 지각과정에 틈을 만들면, 습관적이고 관성적으로 판단

하려는 감상자의 의식을 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즉, 감상자는 자신이 이

미 가지고 있는 관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림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

떠한 맥락으로 그려졌는지를 해석하고 사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

상자들은 그림으로 그려진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해석

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림으로 익숙한 일상의 대상을 낯설게 함으로써 관객의 해석을 능동적으로

추동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인식을 되짚어보며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림으로 감상자의 관성적인 사고

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판단에 대

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만들고자 한다.

(2) 수용, 기꺼이 하기

이처럼 작업을 통해 인식을 환기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는 그리기를 통해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심해보려는 의

도를 가진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의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

심해볼 수도 있다. 즉, 의심은 하나의 능동적인 판단행위이기도 한 것이

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가 특정한 관점

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의심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판단을 중단하고 긍정과 부정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9)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관성적이고 관

념적인 사고를 넘어설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대상에 대

한 의심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심해 본다면, 보다 주도적으로 삶에 다

9) 안드레아스 우르스 좀머.『의심의 기술: 회의적 사유로의 초대』. 최철(역)(서울: 산해,

200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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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익숙한 것들을 관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

리의 현실이라면, 나는 끊임없이 그것에 의문을 던지며 재구성하려는 시

도를 통해서 의식적인 사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한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수용이란 체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계를 포용하고 담아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임상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수용(acceptance)’을

‘기꺼이 하기(willingness)’라고 칭하기도 한다.10) 그들은 기꺼이 하기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

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 전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

의’11)한다. 즉, 기꺼이 하기는 자신이 가진 생각의 틀에 얽매이는 것을 넘

어 보다 순간에 주목하여 자신이 느끼고 보는 것과 함께 현재에 존재하게

끔 한다.12)

나는 내가 보는 것에 대해 습관적인 언어적 재단을 경계하며, 작업을 통

해 이러한 태도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 기꺼이 하기 즉, 수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대

상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의심이 들고 나의 인식에 한계가 느껴진다

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주목하는 것을 통해

보다 습관적인 인식을 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작업은 인

식의 한계에 주목하고 지각과정에 틈을 만들어 이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10) Jason B. Luoma · Steven C. Hayes and Robyn D. Walser. 앞의 책, p. 58.

11) 위의 책, p. 57.

1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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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미지의 파편화

이번 장에서는 대상을 자동기계적으로 재인하는 지각과정에 틈을 내기

위한 작업의 방법상 특징과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들은

방법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소재와 의도에 따라 작품들을 구

분 지어볼 수 있다. 이는 이미지를 낯설게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을

작업의 소재와 의도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방법상의 공통점을 가진 작업들을 의도에 따라 크게 세 부

류로 나누었다. 우선, 1절에서는 인물이나 풍경을 형상화하는 것을 통해

나의 단편적인 인식을 강조하여 시각화하고자 한 작품들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징적 시각 기호

를 소재로 하여 그림을 이중적인 맥락으로 바라보도록 의도한 작업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앞선 작업에서 더 나아가 상징적 시각

기호에 포함된 문자언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맥락화한

작업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인식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한 이미지 깨트리기

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지각하는 것 자체도 특정한 시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단편적일 뿐더러, 그것을 재인하여 언어적으로 판단

하는 나의 생각도 단선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나의 인식

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고민과 한계상황을 감추고 회피

하기 보다는 그림을 통해 드러내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작업

을 통해 단편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판단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 오히

려 대상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의 가능성을 환기해 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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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에서 엇나가는 그림

어떤 대상을 그림으로 온전히 형상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

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다각도로 대상을 바라보기 쉽지 않을뿐더러 우리

가 보는 시야의 대상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려진

형상 또한 실체에서 엇나간 것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어보고

자 하는 우리의 의지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야의 단편을 잘라내어

이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먼 브라이슨(Norman

Bryson, 1949-)은 실체를 고정된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실체를 일정한 경계를 지닌 하나의 고정된 형상Form으로 안

정시키는 것은, 오로지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가 차단되

고 또한 실체가 변형의 보편적 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에

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실체 개념은 오로지 각각의 실체

주변에 어떤 지각의 프레임을 부과하는 하나의 시각optic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 같은 지각의 프

레임은 장으로부터 하나의 단편cut을 잘라내서, 그 단편을 정

적인 틀 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프레임

이 철회되자마자, 그 대상은 어디에서도 잘라낼 수 없는 유동

적인 연속체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다.13)

브라이슨은 ‘꽃’에 빗대어 이야기를 이어간다. “만약 그 대상이 꽃이라

면, 그것의 현존은 오로지 씨와 먼지 사이의 점진적인 변형들의 한 국면

phase으로서만, 즉 꽃이라는 사태의 연속적인 탈피나 혹은 동요 속에서만

존재한다”14)고 말하며, “어떤 영속적인 형상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15)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온전히

13) 노먼 브라이슨. “확장된 장에서의 응시”.『시각과 시각성』. 포스터, 핼(편), 최연희

(역)(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pp. 178-179.

14) 위의 책, p. 179.

1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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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떼어낼 수 있는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상은

시공간 상의 모양과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연속체이고, 그것의

의미 또한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바

라보는 주체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주체

또한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신체로서의 양

태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

하고 해석하는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달리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시야의 객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 또한 고정적

이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가 대상을 형상화한 것은 실체에서 엇나간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체인 ‘나’와 내가 바라보는 시야의 객체가 유동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형상화한 그림은 당연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

기 때문에 다채롭고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보고 그리는

행위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고민을 되짚어보고자, 나는 이처럼 단편적으

로 보고 그릴 수밖에 없는 인식 과정을 노출시키려 하였다.

2) 단편적 인식의 노출을 위한 파편화

대상의 형상을 그린 하나의 그림이 실체에서 엇나간 단편적인 것이라면,

나는 동일한 대상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그린 그림들을 한 화면에 제시하

는 것을 통해 자신의 단편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인식을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림들 여러 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도, 이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판단하

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업 방식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

선 장에서 언급했던 <그리기(아홉 사람과 함께 있던)>[그림 2]과 같이 각

각의 그림을 겹쳐 그려보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고, 혹은 한 화면 안에 각

기 다르게 보고 인식한 그림을 나열하듯 그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이러한 경우에는 나 자신이 임의로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화면 안에 나름의 배치와 구도를 생각하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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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 구긴 화면 위에 이미지를 그리고 펼쳐 깨트리는 방법의 예시

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계획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그

림의 배치를 통제하지 않고 숨통을 틔워 줌으로써, 인위적인 구성없이 각

각의 그림들을 하나의 화면에 그려낼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나는 구긴 화면 위에 형상을 그린 후 화면을 다시 펼쳐 이미

지를 깨트리는 방법을 고안하여, 계획적인 화면구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참고그림 1과 같이 붉은 원 하나를 그리려 한다고 가

정해보자. 구겨진 화면 위에 붉은 원을 그리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펼쳐

질지 예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화면의 구성에 대한 생각에서 좀 더 자

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느 방향이 그림의 위

혹은 아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며, 어떠한 각도와 간격으로 이것이 펼쳐

진 화면에 배치될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구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내가 온전히 그림을 그리면서도 화면을 펼침으로 인해 그

림을 해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느꼈다. 그림을 그린

후 화면을 펼치면, 내가 그린 그림은 우연적으로 화면에 조각나 산포하게

된다. 나는 이처럼 온전히 그린 그림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 내가 형상화

한 그림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그린 후 깨트리고, 다시 그 위에 형상을 그리고 깨트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드러낸다면, 형상을 고정적으로 그려내기보다는 다각도로 바라

보고 그리려 하는 의지를 또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기(Portrait)>[그림 3]는 눈앞의 시야를 바라보는 주체이자 객체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한 ‘나’를 대상으로 하여 그려낸 형상들을 반복하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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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리기(Portrait)>, 2011, 광목에혼합재료, 140 × 140cm

트린 작품이다. 나는 한 달 동안 매일 반복하여, 내가 바라보는 시야로부

터 잘라낸 단편들로 대상(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그

림 4] 한 달 동안 매일 반복한 작업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우선

그림의 바탕이 되는 천을 구긴 후 구겨진 천위에 나의 모습을 그린다. 그

리고 그날의 그림이 완성되면 구긴 천을 다시 펼친다. 다음 날이 되면 동

일한 천을 다시 구겨서 자화상을 완성한 후 이를 펼치는 과정을 반복한

다. 이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해 단편적일 수 있는 시점과 생각을 바탕으

로 형상화한 나의 모습을 매일 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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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리기(Portrait)>의 작업과정

이에 따라, 한 달간 반복하여 그린 형상들은 파편화되어 화면 위에서 서

로 뒤섞이게 되고 구체적이던 이미지가 모호해진다. 나는 이처럼 모호해

진 이미지가, 즉각적으로 이것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 인물화라고 판단

하는 인식에 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상을 단편적으

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할 수 있지

만,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나의 인식을 끊임없이 깨트리려

는 노력을 통해 자신을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단편적인 인식을 깨트리려는 시도로서, 나는 특정한 그룹이나 공

간과 같이 이름은 정해져 있지만 언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가 유

동적일 수 있는 대상이나 풍경을 파편화하는 작업을 연이어 진행하였다.

<그리기(서울, 1월)>[그림 5] 또한 이러한 시도로 진행한 작품이다. 나는

‘서울’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살아가며 바라보는 서울의 단편들을 매일 그

림으로 그리고, 이를 파편화하는 작업을 한 달간 이어갔다. 그런데 이 작



- 18 -

그림 5 <그리기(서울, 1월)>, 2013, 광목에아크릴물감, 157 × 157cm

업을 진행하며, 나는 나의 작업들이 원래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때 환기하고자 하는 인식은 눈앞의 대상이

나 장면을 바라보는 시각의 측면뿐 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언어적인

판단과 생각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그런데 단편적인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에서, 결국 두드러지는 것은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

한 시점의 측면뿐인 것 같았다.

<그리기(서울, 1월)>의 작업과정[그림 6]을 보면 형상화한 대부분의 그

림들이 각각의 특정한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들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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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리기(서울, 1월)>의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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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완성된 결과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편화되어 뒤섞인 그림들은 서

울을 마치 큐비즘(cubism)처럼 다각도로 바라본 시점이 부각될 뿐, ‘서울’

에 관한 나의 단선적인 인식이나 언어적인 생각이 다양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내가 다룬 대상들은 그것에 대해 언어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모

호하고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눈을 통

해 고정된 시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대상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인식을 형상화하고 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단편적일 수 있는 나

의 언어적인 인식의 측면까지 환기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나의 눈

에 비친 시야를 형상화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결국 단편적인 자신의 시

점들을 드러내는 데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들 중 의미가 고정된 대상, 다시 말해 언어

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대상을 흔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

겨났다. 작업으로 특정한 인물이나 장소와 같은 언어적으로 정의하여 판

단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인식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일상의 대상들에 대한 나의

인식도 보다 유동적으로 바꾸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하여 ‘나는 어째서 대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오히려 언

어적으로 약속된 의미를 가진 대상을 즐겁게 흔들어보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따라서 나는 이어진 작업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들 중 의미가 고정된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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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 최고속도제한 30km/h 교통안내표지판

2. 상징 기호의 파편화를 통한 이미지의 이중 맥락화

1) 고정된 의미를 흔들어보기 위한 대상: 상징적 기호

일상에서 고정된 의미를 가진 대상들에 주목하여 그것을 낯설게 바라보

고, 이에 대한 판단을 뒤틀어보는 작업의 방향성을 설정한 후, 나는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마주하는 시각적 기호들에 주목하였다. 지금 내가 사용

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세상에는 기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

지만, 시각 기호들은 우리의 생활반경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것임과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나를 포함한 지금 여기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 기호들을 바라보며 나는 자연스

럽게 그 고정된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각 기호들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상

(Icon), 지표(Index) 그리고 상징(Symbol)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16) 그중

에서도 나는 특히 ‘상징’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징은 임의로 만들

어진 기호로서, 기호와 그 기호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연

16) 기호학자 퍼스는 기호를 ‘도상’, ‘지표’, ‘상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다. 본문에서

언급할 상징을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을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도상(Icon)은 대

상체와 유사한 기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상과 물리적으로 유사한 사진, 표상하는

대상과 비슷한 ‘멍멍’과 같은 말은 도상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지표(Index)는 기호와 대

상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기는 불의 지표이고, 커피 향은 커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복합적인 유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호도 있기에,

나의 작업의 소재가 되는 기호에 도상적 기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의

주된 관심은 상직적 기호에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데이비드 크로우.『보이는 기호

학』. 서나연(역). 서울: 비즈앤비즈, 201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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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무제>, 2013, 광목에아크릴물감, 81 × 81cm 

관성이 없다.17) 상징은 해석자가 학습한 바에 의존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

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도제한표지판[참고그림 2]은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우선, 아라비아

숫자로 적힌 ‘30’이라는 숫자는 ‘삼십’이라는 개념과 논리적 연관성은 없지

만,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학습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이를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흰 바탕과 그것을 둘러싼 빨간 원형의 테두리 안에

‘30’이라는 숫자가 적힌 기호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약속인데, 이 또한 기호와 의미가 자의적으로 연결

된 것이기에 상징적 시각 기호라 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자의적으로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설정된, 합의된 규칙을

통해서 기능하는 상징적 기호를 소재로 삼아 나의 인식을 자유롭게 변화

시켜보고자 하였다. 다소 엉뚱할지라도 일상에서 당연해 보이는 대상들의

의미부터 뒤흔들어 보는 것이, 일상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인식을 곱씹어

볼 용이한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절의 서두에서 밝힌 내가 주목하는 소재, 즉, ‘일상에서 고정된 의미

를 가진 대상’은 상징적 기호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작업에서 다루었던 이태리 타올이나 점자 블록 그리고

‘어서오십시오’라는 글자가 적힌 업소용 매트와 같은 사물들도 이에 포함

17) 위의 책,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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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무제>, 2013,광목에아크릴물감, 64 × 64cm 그림9 <무제>, 2013,광목에아크릴물감149 × 149cm

될 수 있는 것들이다.[그림 7, 8, 9] 그러나 그 대상을 보게 될 때 부피와

질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사물과는 달리, 지시하는 언어적 의미만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각 기호의 특징이 나의 작업의도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

이 들어 점차 기호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징적 기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

문에 그것이 어느 곳에 시각화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다시 최고속도제한 30 표지판을 예로 들자면, 이 기호는 하나의 개

념으로서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에 그것이 울퉁불퉁한 바닥

에 그려졌거나, 웹 화면에 떠 있거나, 강철 위에 새겨져 있거나 심지어 이

논문에 프린트되어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표면의 질감이나 사이즈가 아

닌 그 의미를 읽어낸다. 앞서 말한 일상의 사물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아무리 비슷하게 모방하여 그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물의 환영일 뿐 사

물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일상의 상징적 기호는

그림으로 그려지더라도 기호 자체로서, 그 기능과 의미를 잃지 않는다. 나

는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각 기호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를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

는 것과 읽는 것 사이에 위치한 모호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나

와 관객의 인식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인쇄물, 간판, 상

표, 표지판 등과 같은 시각 기호들은 특정한 규격 속에 이미지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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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1 , 12 , 13 <Fig.> , 2014, 한지에 아크릴물감, 각각 30 × 42cm 

으로써 단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르게 읽힐 여지를 없앤 것들이다. 나

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각 기호들을 바라보며 원래의 의

미를 떠나서 엉뚱한 의미를 부여해보는 공상에 빠지곤 하는데, 이러한 공

상 속에서 작업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시각 기호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어디에 제시되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특정한 개념의 일종이기에, 부피나 질감과 같은 물질적 특성을 갖기

보다는 색이나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상징 기호라 할 수 있

는 문자와 숫자의 경우, 그것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때에는 특정한 색과

넓이를 가진 형태로 구현된다. 즉, 우리가 어떠한 문자 혹은 숫자를 바라

볼 때 즉각적으로 의미를 재인하지만, 이것을 시각적으로만 바라보면 특

정한 색상과 특정한 형태를 가진 면으로 바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나는 <Fig.>[10, 11, 12, 13]와 같이 상징적 기호의 이러한 특징을 이

용하여 그리기 과정에서 파편화의 방법을 쓰는 작업을 통해, 나의 인식에

틈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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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편화를 통한 이미지의 이중 맥락화

그림의 사전적 정의가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18)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은 바탕이 되

는 천이나 물감과 같은 물질적인 차원의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 역시 ‘평면성만이 회

화예술에 고유한 특수한 성질’19)이라고 주장한 바 있듯이, 이차원의 평평

한 바탕 위에 물감과 같은 안료들로 선이나 색채가 그려진다는 점이 그림

의 전제조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이처럼 회화는 물질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떠한 대상이나 공간의

환영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들 역시 바탕천과 물감이 덜 두드러질

뿐 물질적 특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가 어떠한 그림을 볼 때, 그 안에 그려진 특정한 형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물감과 바탕 그 자체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형상을 그린 그림이 그려진 대상을 재인하게 하면서도 물감의 색이

나 붓질의 흔적과 같은 물질적 속성 또한 드러내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정

한 두 측면을 거칠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는 지식체계 속에 있는 언어적인

내용과 조합하여 대상을 재인하는 의미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눈앞

에 있는 가시적 대상으로서 색상과 면적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물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시각 기호들의

의미적인 측면을 떠나 색 면과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형태들로 낯설게 바

라보기를 시도하자, 보잘것없어 보이던 일상의 시각 기호들에서 마치 추

상미술을 감상할 때 볼 수 있는 색의 조합과 색 면의 리듬감과 같은 아름

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은 대상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그려진 대상의 실체에서

엇나가는 물질성 또한 갖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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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조주연,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02,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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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ig.(Priceless)>, 2013, 광목에 아크릴물감, 80 × 80cm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정한 두 측면을 그림

과 연결시키자면, 그림으로 그린 시각 기호의 형상은 그 의미를 재인하게

할 것이고, 물감자국과 같은 그림의 물질적 속성은 선과 색 같은 시각적

요소로 집중하여 바라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 두 가지 측

면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면, 그려진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의미가 이미 고정

되어 있는 시각 기호를 선택하여 그리기 과정을 통해 이를 파편화하는 작

업을 진행하였다.

<Fig.(Priceless)>[그림 14]는 일상에서 할인이나 염가판매를 보증하는 기

호로 사용되는 쇼 카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선 절에서 밝힌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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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Fig.(Priceless)> 작업 과정

이 이러한 시각 기호는 머릿속

에 각인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시각화되어 있든지 간

에 우리는 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나는 이에 착안하여,

무작위로 구긴 지지체 위에 일

상의 기호를 그렸다.[그림 15]

구겨진 천위에 그린 일상의 기

호는 다만 표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 그려져 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일상 기호의 의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구겨진 천위에 온전한 형태로 그린 쇼 카드는 다

시 펼쳐지는 천의 특성과 그에 따라 분절되는 물감의 특성에 의해 우연적

으로 파편화되며, 화면 이리저리 산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곧바로 인식

가능했던 쇼 카드라는 기호는 선이나 색 면과 같은 회화적 요소로 치환되

며 익숙함을 잃어버린다. 즉, 기호의 시각적 요소가 그 의미로부터 잠시

분리되는 것이다.

이처럼 색 면과 선들이 산포되어 있는 화면을 바라보면[그림 16, 17, 18,

19], 이것이 캔버스 천이나 종이 위에 물감으로 그린 것이기에 미술에 관

한 기억과 지식을 떠올려보게 하며, 이것을 그림의 맥락으로 바라보게 된

다. 이는 마치 일상생활에서 기호를 마주하면 그 의미에 대해 반응하는

것처럼, 그림을 볼 때에도 ‘나는 그림을 보고 있다’와 같은 생각 속에 가

지고 있는 언어적인 내용에 맞추어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눈앞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맥락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림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색 면 또는 선 자

체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특정한 형상과 글자 같은 단서들이 눈앞

에 떠오른다. 이때, 조건을 설정한 그리기 과정으로 인해 화면에 남아있는

구겨진 흔적들이 그려진 이미지와 상호 관계를 맺고 특정한 이미지가 쪼

개어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관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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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7, 18, 19 <Fig.(Priceless)>, 2014, 광목에 아크릴물감, 각각 80 × 80cm

그림의 맥락으로 이미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파편화된 이미지와 주름

이라는 단서에 따라 이를 특정한 이미지로 역추적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 자신이 아는 것에 기대어 파악

하려 하는 과정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우리는 파편화된 이미지를 보면

서도, 그것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따로 떼어내어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되살려 그려진 이미지를 전체화하려 하는 것

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분을 전체로 체제화하여 바라

보는 것을 지각적 조직화(perceptual organization)라고 정의하고, ‘지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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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법칙’으로 불리는 여섯 가지의 법칙들을 제안한 바 있다.20) 이 법

칙들 중 ‘좋은 형태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자극 패턴은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구조를 내를 방향으로’21) 본다고 한다. 그런데 게슈탈트 심리

학자들은 어떤 대상에 예민한 시각적 중추체계에 수용기가 있다거나 지각

을 위한 특수한 신경 에너지가 있어서 이런 지각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다.22) 대신에 그들은 학습에 기초한 설명으로 환경적 확률 원리를 제시한

다.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지각하는 형태는 ‘감각과정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여러 가지 경험의 효과로’23) 생기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를 보는’24)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으로 파편화되어 제시된 이미지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아는

가장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재인하려 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징적 기호를 파편화하는 나의 작업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

보면 특정한 일상 기호를 그리기 과정을 통해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며 작품을 이중적인 맥락으로 보도록 유도하지만, 관객들에게는 그림으로

제시된 파편화된 이미지를 특정한 이미지로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을 경험

하게 한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들은 무작위로 구겨진 천위에 시각 기호를 그

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창작자는 온전한 기호의 의미를 읽어낸 상황

이기에 그림을 기호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의 물질적

특성에 의해 펼쳐진 천위에 파편화된 시각 기호는 시각적 요소가 부각되

기에 회화적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작가는 온전한 시각 기호를

그렸지만 작업과정을 통해 기호그림의 회화적 맥락을 두드러지게 함으로

써 작품을 이중적인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

20) 지각적 조직화 법칙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법칙을 제안한다. 좋은 형태 법칙

(law of pragnanz), 유사성 법칙(law of similarity), 좋은 연속성 법칙(law of good

continuation), 근접성 법칙(law of proximity), 공통운명 법칙(law of common fate), 친

숙성 법칙(law of familiarity). E. Bruce Goldstein, 앞의 책, p. 115.

21) 좋은 형태 법칙은 좋은 도형(law of good figure) 또는 단순성 법칙(law of simplicity)

으로 부르기도 한다. 위의 책 p. 116.

22) 김경희.『게슈탈트 심리학』(서울: 학지사, 2000), p. 98.

23) 위의 책, p. 96.

24)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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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면, 캔버스 천위에 그려진 색 면과 이름을 붙

일 수 없는 형태를 바라보는 것으로 감상을 시작한다. 이때 ‘나는 미술 작

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그림을 회화의 맥락으로 바라보게 된

다. 하지만, 화면에서 발견하는 단서들과 구김을 통해 파편화하기 이전의

이미지를 재조합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억에 저장된 기호

를 떠올리기에 다시금 기호의 맥락으로 되돌아와 그림을 바라보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나의 기호 작업은 그림의 맥락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다시

그것을 재조합하고 역추적해보는 과정에서 기호의 맥락을 떠올리게 되는

이중 맥락적인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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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유희를 통한 의미의 재설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는 기호를 파편화하여 이중 맥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작품을 통해 자신이 아는 맥락대로 의미를 읽어내려

하는 재인과정을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습관적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나와 관객의 인식에 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작업

의 주요한 동기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재

인의 과정을 되짚어보기 위한 시도로 행해졌다는 동기와, 작품을 이중 맥

락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호를 파편화하는 작업과정에 의해 제작되었

다는 방법론만 명확할 뿐, 어떠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진 않는다.

결국,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재인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경험을 해볼 가능

성은 있으나, 완성된 작품에서 작가의 특정한 의도나 입장을 전달받기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작업이 방법론만 재차 강조해서 드러낸

것처럼 보이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떠한 역

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작업에서 이러한 한계를 느끼며, 작업을 통해 보다 주도적인 이야

기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나는 작업으로 관성적일

수 있는 인식과정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의 사적 경험

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작업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통해, 일상

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

었다. 따라서 나는 파편화의 방법은 사용하되, 보다 주체적인 입장으로 재

설정한 의미를 기호에 부여하여 사유의 매개체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나는 기호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파편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이어서 하게 되었다.

하나의 상징적 시각 기호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도형이나 바탕색 그리고 숫자나 글자 같은 하위 개념의 상징 기호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하나의 시각 기호의 전체 규격에서 이러한 부분

적인 요소들을 따로 떼어내어 바라보면 기호가 가진 약속된 의미를 벗어

난 맥락으로 읽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단적인 예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 라빈스 31(Baskin Rob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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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3 배스킨 라빈스 31 로고

31)의 상표[참고그림 3]는 특정한 기업을 지칭하기 위해 고안한 로고

(logotype)이다. 배스킨 라빈스 31의 로고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지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의미는 임의로 부여된 것이기에 상징

적 시각 기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로고는 색 면과 색 띠로 바탕이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 상징 기호라 할 수 있는 숫자와 글자

(‘31’과 ‘baskin robbins') 또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배스킨 라빈스 31

로고와 같은 시각 기호를 특정한 의미의 상징으로 단번에 읽어낼 수 있지

만, 시각 기호에 포함된 글자나 숫자와 같은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어 그

자체로도 상징으로 바라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즉, 나는 로고에서 ‘31'과 같은 하위 개념의 상징을 그 밖의 요소와 분리

해 바라보면, 숫자 ‘31’을 아이스크림 기업의 의미에서 떼어내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고에 포함된 ‘baskin robbins'

와 같은 글자는 b, a, s, k, i, n, r, o, b, b, i, n, s 라는 철자로 이루어진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나는 이 알파벳들을 자의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

면 ‘bask', ‘ask', ‘skin', ‘in', ‘rob', ‘bin'과 같은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상징적 시각 기호에 주목하여, 숫자와 글자 같은 문자언어를 분리해내어

유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관객에게 내가 자의적으로 재설정한 의미

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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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1년간 ‘음악의숲’에서마신Cass>, 2016,광목에아크릴물감, 120 × 120cm

<1년간 ‘음악의 숲’에서 마신 Cass>[그림 20]는 Cass 맥주 로고를 파편

화하여 또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언어유희적으로 활용하여 Cass 로고를 나의 사적 경험과 연결시켜 재의

미화한 작업이다.

어느 날 넌 왜 맛도 없는 똥 맛인 그 맥주를 마시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맥주 맛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먹어왔던 것 같다. 나에게 이 맥주는 맛이 없는 걸까? 진짜 이

맥주가 맛이 없는 걸까? -작가노트, 2015-

한 술집에서 일 년간 마신 맥주의 라벨을 뜯어내어 수집하고, 그 양만큼

천위에 반복해서 Cass 로고를 파편화한 이 작업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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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스스로를 자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작업의

계기가 된 ‘Cass 맥주는 맛이 없다’는 말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받아들이

는 입장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맛이 없다’

의 의미는 ‘아무런 맛을 의식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지인이 ‘똥 맛’이라

고 평했듯, 어떤 이에게는 ‘맛이 좋지 않고 심지어 역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똥 맛’이라고 평한 지인의 말과 연결

되듯 Cass 상표를 조각내면 이와 흡사한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우선

‘Cass’를 부분적으로 파편화한다면 그것이 엉덩이나 항문을 뜻하는 ‘ass’

로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산포된 기호의 조각들 중 ‘Ca’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똥을 의미하는 ‘caca’를 연상

시키기도 한다. 마치 너무나도 익숙하여 Cass 맥주를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듯이, 어떤 이는 해체된 기호 속에서도 Cass 상표를 곧바로

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즉각적인 선택을 멈추고 생각해보

면 맛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각난 기호들에서 ‘ass’나 ‘caca’처

럼 다른 단어를 발견해 낼 수도 있다. 실제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조각난 기호들에서 자신이 아는 대로 재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흥미롭게 느껴졌다. 따라서 일 년간 마신 맥

주의 양을 제시하는 이 그림에서, 나는 Cass 기호를 파편화하는 것을 통

해 관객들로 하여금 상표 그 자체를 떠올려볼 수도 있고, 혹은 그 안에서

다른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양가적인 입장에서 기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런데 <1년간 ‘음악의 숲’에서 마신 Cass>는 일 년간 마신 양 만큼의

상표를 특정한 규칙을 세우지 않고 무작위로 반복하여 해체한 그림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ass’나 ‘Ca’와 같은 단어들 외에도 독립된 알파벳,

도형형태의 작은 기호조각 그리고 물감자국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는 해체된 기호를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떠나 열린 의미로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바라볼 때 관객들

이 자유롭게 해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기호의 부분을 파편화하여 제시한다면 내가

재설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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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Fig. 1(Cass)>, 2016,광목에아크릴물감95.3×120cm

그림22<Fig. 2(Cass)>, 2016,광목에아크릴물감95.3×120cm

그림23<Fig. 3(Cass)>, 2016,광목에아크릴물감95.3×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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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ig. 1(Cass)>, <Fig. 2(Cass)>, <Fig. 3(Cass)> 설치 전경

<Fig. 1(Cass)>, <Fig. 2(Cass)> 그리고 <Fig. 3(Cass)>[그림 21, 22,

23]는 맥주병에 붙은 라벨의 모양을 유지하되 이를 확대하여 각각 하나의

Cass 상표를 해체한 그림이다. 나는 각각의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상표의

부분을 쪼개어 총 세 개의 그림을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Cass 상표를 위

아래로 쪼갠 것, 상표의 양옆의 알파벳을 쪼갠 것, 그리고 왼쪽 알파벳만

쪼갠 것이 각각의 그림에서 드러나는데, 얼핏 이 작품들은 기호를 쪼개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파편화한 부분의 차이

에 의해 특정한 문자언어가 각각 강조되어 보이는 세 개의 그림을 함께

보면 ‘Cass as ass’와 같은 문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그림 24] 나는

관객들이 완벽하지 않은 문장일지라도 ‘똥 같은 카스’라는 뉘앙스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현실에 대해 재고해보

려는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30연작>[그림 25, 26, 27, 28, 29, 30, 31]은 교통안전표지에 포함

된 숫자와 글자를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을 파편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

회적으로 약속된 기호의 의미를 색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게 변화시키

고 나의 감정을 일상기호에 투영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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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30(여기부터)>, 2016, 광목에아크릴물감, 150 × 150cm

작업의 주된 소재인 ‘최고속도제한 30’ 표지판은 도로이용자가 규정 이상

의 속도를 내기 쉬운 구간에 설치하여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준

수하게 만들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는 교통안전표지 중에서 도로교

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 혹은 금지 등의 사항을 알리는 규

제표지에 속한다.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

는 이 표지판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며 도로를 이용한다.

비록 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 또한 생활동선 안에서 ‘최고속도제한

30’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고 이를 의식하게 된다.

나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의미로 쓰이는 ‘속도제한 30’표지판에 새겨진 숫

자 ‘30’에 때마침 맞이한 서른이라는 나이를 주관적으로 개입시켜 의미화

하고 언어유희의 수단으로 삼고 싶었다. 교통안전표지판을 사회적 약속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서른이라는 나이를

세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특정한 생활태도를 기대하는 것도 암묵적으

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러한 서른에 대

한 통념을 비꼬아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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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30(결빙구간)>, 2016, 광목에 아크릴물감, 150 × 150cm

그림 27 <30(미끄럼주의)>, 2016, 광목에 아크릴물감, 150 × 150cm

‘최고속도제한 30’표지판은 외따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조표지나

규제 혹은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지판에는 짤

막한 글이나 특정한 상황을 시각화한 픽토그램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최

고속도제한 30’표지판의 규제내용을 부연설명 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가

진다. 숫자 ‘30’과 함께 설치된 글자와 픽토그램은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삼십

대에 해당하는 삶의 지침이나 경고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작업을 통해

30대에 듣게 되는 조언들과 현실적인 삶에 대한 생각, 조금은 불안한 감

정 등을 투영해보며 생각의 여지를 가지고자 하였다.

‘최고속도제한 30’표지와 여타 표지에 새겨진 ‘30’과 글자 그리고 픽토그

램이 교통정보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은 특정한 색과 도형으로 이루

어진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규격과 디자인의 미묘한 차이는 있

을 수 있으나 원, 삼각형, 역삼각형 혹은 직사각형 등의 모양을 가진 교통

안내표지의 바탕 형식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하나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

데, 그러한 바탕을 벗어난다면 표지판에 새겨진 숫자, 글자, 픽토그램은

그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착안하여 나는 일상에

서 수집한 표지판의 이미지를 천위에 옮겨 그릴 때, 숫자 ‘30’과 여타 표

지에 있는 글자 혹은 픽토그램은 온전히 놓아둔 채 나머지 바탕을 해체하

는 것을 원칙으로 <30연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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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30(천천히)>, 2016, 광목에 아크릴물감, 150 × 150cm

그림 29 <30(위험)>, 2016, 광목에 아크릴물감, 150 × 150cm

우선, 나는 수집한 표지판 이미지의 실제 크기와 배치를 토대로 숫자

‘30’과 글 또는 픽토그램을 천위에 그려 넣는다. 그리고 천을 구겨 ‘최고속

도제한 30’표지의 바탕을 그린 후 이를 펼쳐서 파편화한다. 그 후 다시 천

을 구긴 채로 보조표지나 규제표지 또는 주의표지의 바탕을 그리고 천을

펴서 해체하는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그림에서 살

펴볼 수 있듯이, 파편화된 색 면과 선들 사이에서 숫자 ‘30’과 ‘여기부터,

결빙구간, 천천히, 위험, 절대감속, 추락주의’와 같은 글 혹은 픽토그램이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던 ‘최고속도제한 30’과

여타표지들의 본래 기능은 상실되고, 화면 위에 두드러져 보이는 숫자와

문자, 픽토그램은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열리게 된다. 이처럼 의미가 자유

로워진 ‘30’이라는 숫자, 함께 제시된 여러 글, 픽토그램을 전유하여, 나는

서른이 되는 자신의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과 생각들을 시각기호에 이입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림들은 ‘30’이라는 숫자를 반복하고 있기에 마치 이 숫자가 의미심장

한 듯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와 함께 경고하는 듯한 갖가지 글과

다소 위태로워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시하여 압박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쩌면 경고하고 으름장 놓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그림이 ‘안전

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표지일 뿐인 것과 같이, 내가 서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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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30(절대감속)>, 2016, 광목에 아크릴물감, 150 × 150cm

그림 31 <30(추락주의)>, 2016, 광목에 아크릴물감, 150 × 150cm

며 ‘삼십대에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또한 허구적으로 주입된

‘안전하고 원활한 삶’을 위한 사회적 약속일지 모른다. 나는 <30연작>을

통해 사회적 통념 상 ‘인생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30이라는 나이에 대한

감정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허구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떠나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랐다.



- 41 -

Ⅳ. 화면의 구김

1. 구겨진 흔적의 양상

나는 구겨지는 천의 물질적 특성을 이용하여, 내가 그리는 이미지를 파

편화시킨다.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이처럼 천을 구기는 방법은, 그려진 형

상이나 상징적 기호를 자동기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틈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형상이나 상징적 기호를 낯

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는 완성한

작품을 제시할 때에도, 작업 과정에서 생긴 화면의 구겨진 흔적이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성된 회화작품은 보통 우리가 캔버스라 부르는 상태, 즉 바탕천이 프

레임에 팽팽하게 당겨진 채로 제시된다. 캔버스 이전의 회화들도 그려진

바탕의 재질이나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고정된 바탕에 시각화되

어 왔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돌 위에 그린 것

이고, 고대와 중세를 거치는 시기에는 회화가 그려지는 장소가 건축물의

벽면으로 옮겨왔으며, 벽화를 그리기 여의치 않으면 나무 패널에 그린 그

림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5세기에 이르러 유화가 보급된 이후

에 등장한 캔버스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각형의 틀에 고정된 천의 형태

로 사용된다. 이처럼 회화의 역사에서 그림의 지지체는 고정된 형태로, 거

슬리는 것 없는 평평한 상태로 대부분 제작되어 왔다.

나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캔버스천이 고정된 채 평평한 상태로 다루어지

는 방식을 뒤틀어 다르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보통의 상태처럼 거슬릴 것

없는 바탕에 선이나 색 등으로 그려진 그림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재인하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화면을 그림의 맥락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몰

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 나의 작업은 화면의 구겨진 흔적을

활용하여 관객이 화면에 그려진 색 면과 선과 같은 그림의 맥락에만 집중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유도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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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리기(후추스)>, 2013, 광목에아크릴물감, 100 × 100cm

의 인식을 낯설게 만들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나는 비록 그림이라는 매체를 다루지만, 잘 구성된 그림을 만드는 것에

는 관심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파편화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

이고 그중에는 충분히 의도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지

만, 이보다는 천의 우연적인 구김을 이용하여 의도치 않은 방향과 위치로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화면에 산포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태도에서 기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잘 구성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나

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다’고 쉽게 재인할 수 있는 화면을 낯설게 만듦으

로써, 그림을 인식을 뒤흔들어보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생겨난 화면의 구겨진 흔적을 활용한

다.

형상의 단편들을 그리기 위해 파편화의 방법을 처음 사용한 작업들[그림

32]에서 나는 화면의 구겨진 흔적을 의도적으로 두드러지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화면의 구겨진 흔적은 내가 인식한 대상의 단편들을 반복해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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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ig.>, 2013, 광목에 아크릴물감, 91 × 91cm

트리는 과정의 부산물이었을 뿐이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천의 구겨

지는 속성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파편화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였다. 따라

서 나는 천이 구겨지기 쉽도록, 젯소(gesso)를 바탕에 두텁게 바르지 않

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묘하게 천의 구김이 화면에 드러나긴

하지만 구겨진 흔적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징적 기호를 다룬 작업은 화면에 구겨진 흔적을 보다 강조하고

자 하였다. <Fig.>[그림 33]는 ‘경적 금지’를 나타내는 교통표지판을 파편

화한 작업이다. 나는 이 작품을 보통 그림이 제시되는 방법처럼 벽에 걸

어서 제시하였다. 이는 파편화된 기호의 조각들을 그림의 맥락으로 바라

보게 제시함으로써 기호를 재인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틈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면에 이리저리 산포한 정의하기 어려운 모양의 면들

과 색깔을 회화작품을 접하듯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은 작품들을 그림의 맥락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그치

지 않고 일상적 기호의 모습으로 재조합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나는 화면에 두텁게 젯소를 칠하여 그리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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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구겨진 흔적이 보다 강하게 남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화면에 두

드러진 구겨진 흔적은 색 면들이 그려진 화면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림의 제작 방식까지 유추하게 하여 일상의 기호를 재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돕는 역할로 기능한다.

교통표지판과 같은 상징적 기호는 일상에서 철판 위, 바닥, 벽면 등 다양

한 곳 위에 제시되는 것이지만, 내가 다루는 기호들 중에는 보다 특징적

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깃발의 경우에도 상징적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벽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중에 매달린 채로 제시된다. 나는 상징적 기호를 파편화한 작업들을 벽

에 거는 형식으로 설치하면서, 깃발을 파편화한 작업은 그것이 본래 제시

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공중에 띄운 상태로 설치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림 34] 이러한 시도를 통해, 나는 기호들이 일상에서 제시되는 방식,

즉 다루어지는 방식과 작품을 제시하는 방식을 연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착안하여, 일상에서 구겨지는 지지체 위에 제시되는 상

징적 기호를 파편화할 때 화면의 구김을 더욱 강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아래의 작업[그림 35]은 칵테일 냅킨에 그려진 문양을 그린 작품이다.

음식점, 주점 그리고 숙박업소 등 일상의 여러 장소에서 마주하는 칵테일

냅킨에는 장미 도상과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는 천을

구긴 상태에서 이 문양을 그리고, 완전히 펼치지 않은 채 글자 부분이 자

연스레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작품을 제시하였다. 장미로 보이는 도상부

분은 비교적 온전하므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이 제시되는 방법과 달리 화면에 구

김이 심하게 간 상태로 제시되어 있기에 구김 자체가 화면에 몰입하는 것

을 방해하고, 화면은 바탕이라기보다 물질적 대상으로 두드러진다. 나는

꽃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물질적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그림을 그림이라고 재인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장미문양 아래쪽에 보다 심하게 파편화된 문자를 재조합해보는 과

정을 통해 감상자는 이것이 칵테일 냅킨을 소재로 한 것임을 역추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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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작품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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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Fig.> 설치모습, 2014, 광목에 아크릴물감, 146 × 1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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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나는 칵테일 냅킨의 문양을 재인해보는 것과 화면에 강조된

구김을 연결지어보는 것을 통해, 그 대상이 일상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떠올려보게끔 하고자 의도하였다. 칵테일 냅킨은 그것에 적혀있

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거칠게 다루어지고 쉽게 버려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칵테일 냅킨은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데 나는 이것이 애틋하게 느껴지곤 한다. 칵테일 냅킨이 다루어지는 방식

대로 구겨짐을 강조한 채 제시하는 나의 칵테일 냅킨 작품을 통해, 우리

가 그림이라고 재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호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동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였다.

<Fig.(Mr.Goodbar)>[그림 36]또한 같은 맥락으로 진행한 작품이다. 이

작업은 초콜릿 회사 허쉬(Hershey's)에서 나온 Mr.Goodbar 초콜릿의 포

장지를 그린 것이다. 나는 포장지에 새겨진 로고와 상품명을 파편화한 후,

벽에 걸지 않고 구김이 심하게 간 상태로 벽과 바닥 사이에 기대어 제시

한다. 얼핏 보면 벽면에 걸어두었던 그림이 설치상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

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오히려 평평한 상태로 제시될 때 드러나지 않

는 천의 구겨지는 물질성을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는 캔버스의

일반적인 조건에 감추어져 있던 그림의 물질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통

해, 우리가 재인하는 그림의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작품의 소재인 과자의 포장지는 내가 작품을 구긴 채 제시한 것처

럼, 일상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역할을 하면서도 알맹이가 꺼내어진

다음에는 쉽게 구겨진 채 버려진다. 나는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허쉬 초

콜릿 포장지를 재인하는 과정에서 과자껍데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떠

올리게 하고자 의도하였다. 특히, 나는 초콜릿 포장지에는 초콜릿을 의인

화한 Mr.Goodbar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표피적이고 일회용으로 맺

어나가게 되는 인간관계 또한 떠올려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

리는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인상에 이끌려 다가

가기도 하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기도 한다. 구긴

채로 바닥과 벽 사이에 기대어 제시한 이 작품을 바라보며 감상자는 버려



- 48 -

그림 36 <Fig.(Mr.Goodbar)> 설치모습, 2014, 광목에 아크릴물감, 156 × 13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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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과자껍데기 뿐만 아니라, 벗어 던져진 옷가지나 길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연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화면의 구겨진 흔적을 활용하여, 그림의 맥락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림’으로 재인하게 되는 것은 어떠

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림을 바라보는 나

의 인식을 뒤흔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품의 소재가 되는 기호가 일상

에서 다루어지는 방식과 화면의 구김을 연결 지어 일상에서의 우리의 인

식과 태도를 곱씹어보기도 한다. 화면의 구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화면에 드러나는 구김을 강조함으로써 그림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식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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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을 통한 화면구성

우리는 일상에서 상징적 시각 기호를 바라볼 때 자신의 지식과 기억을

토대로 예상 가능한 답을 곧바로 도출해낸다. 하지만 나의 작업으로 시각

기호를 의미에서 잠시 분리 시켜보기 위해 파편화하면 예상 가능한 값이

그대로 도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미지가 의도치 않는 모양으로 분절

되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화면에 산포되기 때문이다. 나는 같은 기호를

반복하여 파편화하더라도 언제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흥미를 느낀

다. 마치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 다르게 파편화되

는 색 면과 선들에서 나는 일종의 신선함을 느끼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대상의 이미지를 파편화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그 대상에

대한 정의나 의미를 망각하는 상태에 빠지길 즐기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반복하여 되뇌면, 어느 순간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의미 과포화(Semantic Satiation)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일종의 미시감(jamais vu)이라 할 수 있다. 미시감은 일

명 데자뷔(deja vu)라 불리는 기시감의 반대 개념으로 기억 오류의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결코 본 적이 없는 대

상으로 느끼거나 잘 알고 있는 장소인데도 처음 보는 장소로 느끼는 현상

이다.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반사적으로 재인하는 것에 오류를

일으키기 위해 이처럼 이미 아는 것을 생소하게 바라보는 방법에 관심이

있다.

일상에서 상징적 기호를 자동기계적으로 재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반

복적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징적 기호는 ‘반복’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그것의 의미에 익숙해지

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를 전복시켜 나의 작업에서 ‘반복’을 과포화시

킴으로써 기호의 의미를 생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의미를 ‘무화’시키고

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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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Fig.(50m)>, 2013, 광목에 아크릴물감, 84 × 84cm

1) 화면 안에서의 반복

나는 작업을 진행하며 화면 속에 그린 기호를 한 번만 파편화하지 않

고, 그림에서 일종의 리듬감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듭하여 쪼개고 화면에

산포시키는 것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그림의 요소를 부각시켰다.

아래와 같은 작품[그림 37]은 기호를 파편화하는 행위를 거듭 반복하고,

이를 시각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그림의 맥락으로 받아들이게끔 집중한 작

업이라 할 수 있다. 한 화면 안에서 기호를 깨트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나

는 우연적으로 나오는 색 면의 다양한 조각들을 통해 점차 의미를 무화시

켜 나갔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기호의 원래 의미는 생소해지고 다양한

색 면과 선의 흐름들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품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징적 기호를 파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작품을 이중적인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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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Fig.(50m)>, 2014, 광목에 아크릴물감, 194 × 194cm

는 반복된 파편화를 통해 기호의 모습은 점차 생소해짐으로써 기호의 원

래 의미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림의 맥락과 일상 기호의 맥락을 이중적으로 떠올려 보길 원하는 나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호의 본래 모습

을 재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한 작품 안에서 반복하는 횟수

를 줄이면서, 사람들이 기호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정도로 파

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그림 38]

한편, 나의 작업은 소재가 되는 상징적 기호가 각 그림마다 다르다 하여

도 같은 파편화의 방법을 반복한 것들이기에, 이를 한데 모아보면 파편화

된 색 면의 조각들이 공간에 나열된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그림 39]

제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기호의 파편들이지만, 한 공간에 함께 제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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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작품 설치 전경

되면 기호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인상이 강해진다. 각

각의 작품에서 기호는 재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편화하지만, 파편화의

행위를 반복한 작품들을 함께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에 나열된 파편

들을 더욱 생소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2) 반복을 통한 기록

나는 <1년간 ‘음악의 숲’에서 마신 Cass>[그림 20]과 같이 상징적 기호

를 활용하여 사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작업들에서도 기호를 반복적으로 파

편화한다. 그런데 이때의 ‘반복’은 기호의 의미를 생소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나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특정 시각 기호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각 기호 자체가 이미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러한 반복을 축적하여 그것에 사

적인 일상기록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1년간 ‘음악의 숲’에서 마신 Cass>는

습관적으로 특정 술을 마시는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기 위해 맥주 로고를

파편화한 작업이다. 나는 이 작품에서 일 년간 내가 마신 맥주의 개수만

큼 맥주 로고를 파편화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나는 일상에서 반복적으

로 마신 맥주의 양만큼 맥주 로고를 파편화함으로써 나의 습관을 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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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집에서 작업실까지 마주하는 나의 미래와 세계화> 설치 전경

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나는 한 화면 안에서 파편화를 반복하여 일상에서 마주한 기호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특정 기호를 파편화한 작품들을 반복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집에서 작업실까지 마주하는 나의 미래와 세계화>[그

림 40]는 나의 생활동선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담배간판들을 파편화하

여 기록한 작업이다.

작업은 설치 공간에 파편화한 그림들을 나열하듯 반복적으로 걸어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우선적으로 동일한 소재와 형식의 작품들을

동시에 감상함으로써 조각난 색 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시각적인

피로를 느끼고, 원래 기호의 의미에서 생소해진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

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 다가가 각각의 작품들[그림 41, 42, 43, 44]

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이내 담배간판을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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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Fig. 2>, 2016,광목에아크릴물감50 ×50cm 그림42<Fig. 7>, 2016,광목에아크릴물감, 50 ×50cm

그림43 <Fig. 8>, 2016,광목에아크릴물감50 ×50cm 그림44<Fig. 11>, 2016,광목에아크릴물감50×50cm

그리고 파편화된 작품들과 함께 제시하는 지도 작업[그림 45]을 접하게

되면 이것이 특정 장소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작업실까지 마주하는 나의 미래와 세계화>라는

제목의 지도 작업에 표시한 위치들을 확인하면, 전시공간에 반복적으로

제시한 담배간판들이 작가의 출근길에서 발견한 것을 기록한 것임을 깨닫

게 된다. 또한 이와 함께 제시하는 텍스트 작업 <KT&G(Korea

Tomorrow and Global)>[그림 46]을 통해 나는 감상자들이 특정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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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집에서 작업실까지 마주하는 나의 미래와 세계화>, 2016,

갱지에 프린트 및 색연필, 112 × 7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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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KT&G(Korea Tomorrow and Global)>, 2016, 종이에담배우린물, 112 × 7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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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업의 의미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리 부정적

인 의미로 읽히지 않는 ‘한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화’라는 문자는, 텅 빈

종이 위에 소심한 듯 쓴 손 글씨라는 점(작품정보에서도 밝혔듯이 손글씨

에 사용한 잉크는 내가 피운 후 모은 담배꽁초를 우려낸 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KT&G(Korea Tomorrow & Global)의

사명이자 기업 이념이라는 점, 그러한 텍스트와 함께 제시된 그림들이 출

근 동선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담배간판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통해

관객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에 대하여 유추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작업은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의 출근길에 작가가 ‘미래와 세계화’를 마주하는 곳이 결국

담배를 판매하는 곳일 뿐이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

의 삶이 팍팍하여 마치 낙관적인 미래가 상실된 것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나는 ‘미래’에 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작

가의 일상이야기를 수단으로 삼아 느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일상적 경험을 의미화하기 위해 담배간판들을 반복적으로 파편화하여 기

록한 나의 작업이, 각자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현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처럼 나는 반복적으로

기호를 파편화하여 원래의 의미를 생소하게 만드는 동시에, 일상에서 마

주한 기호를 기록하듯 반복적으로 파편화하여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작

업에 대한 관객의 해석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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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화면의 구김을 이용하여 그림을 파편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인

식을 환기하고자 시도한 작업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보고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감이 생기는 상황에 주목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 인

식의 한계를 작업을 통해 이해하고, 이러한 한계상황을 수용하고자 하였

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행위

는, 이미 우리 자신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내용에 맞추어 이

루어지는 것이기에 정확치 않을 수 있다. 나는 대상을 마주할 때 즉각적

으로 일어나는 지각과정이 자신의 언어화된 생각에 맞추어 바라보려 하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지각과정에 틈을

만드는 작업을 고안하게 되었다.

첫 시도라 할 수 있는 눈에 비친 형상들을 파편화한 작품들이 나의 인식

이 단편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강하다면, 상징적

기호를 파편화한 작품들은 고정된 의미를 언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틈을

만들어 우리의 재인 과정을 환기해보기 위한 일련의 실험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상징 기호를 파편화하는 것을 통해 그 고정된 의미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의미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이미

지를 맥락에서 떼어내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상징적 기호

를 부분적으로 파편화하여 언어유희적으로 활용한 작업들을 통해 살펴보

았다.

결국 나의 작업은 의심이 드는 스스로의 인식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

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바라보는 형상의 단편들을 조각내

었던 첫 시도에서 사용한 파편화의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그림의

조건과 역할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시각화하며 회의감을 드러내는 작업에서 벗어나, 작업을 통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징적 기호와 같이 의미가 정해져 있는 소재를 자유

롭게 흔들어보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 60 -

되었다.

따라서 나는 지금껏 이어온, 그림을 파편화하는 것을 통해 나의 언어적

인 인식을 환기하고자 했던 작업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시도들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자언어를 활용하여 본래의 의미를

뒤틀고 재맥락화하였던 작업들과 같이, 의도에 따라 기호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의미를 재설정하는 것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형상이나 시각 기호를 파편화하며 단편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이중적인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작업들도 인식을 환기해 볼 수 있는 역할

을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가 정해진 기호를 재맥락화하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보며, 이야기를 전달하는(storytelling) 작업의 가능성에 대

해 좀 더 연구해보고자 하는 필요를 느낀다.

반면에 지각과정에 틈을 만들어 언어적인 인식을 흔들어보고자 하는 작

업의 표현방식이 파편화의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 좀 더 다양

한 방법론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이 남는다. 천의 구김을 이

용한 파편화의 방법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의 표현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작업을 분석해봄으로써 자신의 관심사와 방법론을 정리해 볼 기회

를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작업에서 본 논문을 통해 드

러난 문제점과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와 분석이 이루어짐

으로써 나의 작업에 생산적인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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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consideration of Perception

through Fragmentation of Images

- Based on my works –

Chun, Changhwan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ct of painting involves choosing a subject, understanding it and

materializing it on the picture-plane, whether that subject is something

before one’s eyes or an image in one’s mind. For me this most basic

act of ‘selecting’ and ‘grasping’ the subject has always been difficult in

the course of painting. Therefore, the goal of my work is to recognize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subject perception, and to overcome

these obstacles. In order to search for possibilities of new perceptions

toward such subjects, I returned to the most basic questions of “What

is seeing?” and “Through what kind of structure is our perceptive

process activated?”

The process of perceiving a subject before our eyes involves two

simultaneous stages: the stage of perception, in which the sensing

experience takes place, and the stage of recognition, in which we

linguistically determine our initial perceptions based on our memories

and knowledge. It is particularly easy for us to rely on the recognition

stage without any doubt, leading us to judge the subject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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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according to habit or inertia, to believe blindly. By causing

confusion in this stage of recognition, where such judgments are made,

I intend to create a gap in the perceptive process through my painting.

As a means to create gaps in the perceptive process of

auto-mechanically recognizing something, I crumple the picture-plane,

paint an image on it, and re-open it in an attempt to fragment the

image. The method of fragmentation was attempted as a method to

defamiliarize the image, and to reveal the difficulty of perceiving a

subject, which I gradually developed while carefully considering the

role of fragmentation according to the subject matter of each work.

Therefore my works have common methodology, but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subject matter and the intention of

fragmentation.

The first is the attempt to reveal how easy it is to perceive subjects

based on fragmentary perspectives and linear judgment through works

that involve painting figures or landscapes in my sight and repeatedly

fragmenting them. Such works present a problem to reveal the

difficulty of perception, and also reveal my will to view subjects from

various angles.

The second category includes a series of sign works, which were

carried out with the intent to make a meaningful result from joyfully

shaking certain subjects with linguistic meaning based on social

agreement. This was going one step further from repeatedly asking

the question: “Why can’t we perceive the subject as it is?” Among the

subjects that have fixed meanings in our everyday life, visual signs,

each with its own symbol, can be seen as visual objects with specific

color and shape. In the process of painting these symbols with specific

characteristics, I fragmented them so that viewers could see the work

in double layers—in the context of everyday symbols an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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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f painting—thus leading them to reconsider our process of

recognition.

Meanwhile, symbolic signs carry significance in themselves, but also

often include shapes, background colors, numbers, text or symbols of

subordinate concept. Taking note of the characteristics of such

symbolic signs, I also made works that play with the text or words

included in the signs by fragmenting them partially. Such partial

fragmentation of language text and fragmentation of only the

background surrounding the text were attempts to re-establish the

meanings of, or re-signify, the given signs.

Thus in order to create errors and to emphasize them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subjects, I purposefully emphasize the creases made by

painting on the folded canvas and later opening it. This is to leave

crease marks on the picture-plane, which will interfere with viewers

being immersed in the painted image and also make our perceptions

about recognizing the painting unfamiliar. Moreover, in some cases, the

creases are presented with further emphasis in order to lead viewers

to connect the work with how the subject matter—signs—is dealt with

in daily life as they interpret the work.

My work is characterized by the crumpling of the picture-plane in

order to repeatedly deconstruct signs. The meanings of signs are

emphasized in our memories because they are presented over and over

in daily life; however, I try to nullify such significance through

subversion and repetition. I repeatedly fragment signs within the

picture-plane, or simultaneously present works that fragment signs in

order to make their meanings unfamiliar, so that they can be seen as

visual elements. I also repeatedly fragment specific visual signs I

discover in everyday life, as if I were documenting them, re-signifying

them with the expectation that spectators will interpret them in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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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Hence my work can be seen as a process of embracing limits—the

limits I feel when I face my subjects, but choose to happily accept

them. This is because I think that in the event of feeling doubt and

limitations about the perception of a certain subject or situation, a

more conscious contempl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attempts to

embrace them, questioning them, and recomposing them, rather than

being captured by them. In short, my intention is to create gaps in

our superficial processes of perception when we see objects in our

daily lives, to evoke more expanded and diverse perceptions on the

viewer’s part.

Key Words: gap in the perceptive process, perception and recognition,

acceptance, evocation of perception, symbolic sign, fragmentation of

images, dual contextualization of the image, re-contextualization of the

image, crumpling the picture-plane, repetition

Student Number: 201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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