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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의 작업은 ‘본다’는 감각과 ‘안다’는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깨닫고,
회화적 환영에 불신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본인은 지각과정에 대
한 무의식적 수용을 중단하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작업의 주
요 특징으로 모호함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암시적인 공간을 위한 구조화
방법, 표현상의 특징 등 문제의 인식부터 주제의 실현, 결론에 이르기까
지 작업을 풀어내는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이미지에 대한 지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접수, 기록하는 수동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각하는 주체와 그를 둘러싼 세계의 끊
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 적극적
인 창조 활동이다. 이런 사고 작용은 작업의 제작과정 뿐 아니라 감상
시에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감상자는 작품으로부터 특정한 것을 떠올리
도록 제시된 신호를 받아 그림을 해석한다. 이 때,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인식의 주관적인 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본인은 이와 같은 인식과정에서 서로 다른 맥락들이
만들어 내는 혼동을 이용하여 공간의 암시를 이루고자 한다. 본인의 작
업에서 이미지의 불확정성은 ‘암시적 공간 구축’이라는 목표의 출발 지점
이자 작업 전반에 걸친 방법론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에나멜 페인트의 물성을 이용해 형태를 생성하고, 이를 흘리는
방법을 통해 작업 과정에 우연성을 개입시킨다. 그렇게 생성된 에나멜
얼룩들은 쌓거나 겹치는 방법으로 조합되어 공간의 층을 만들고, 이 덩
어리들은 다시 모여 화면 속에서 불연속적이고 모호한 공간을 이루게 된
다. 이것은 모호한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 모호하게 읽힐 수 있
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화면의 구조화에 힘입어 얼룩들
은 비어있는 화면에 암시적 공간을 부여하게 되고, 이로써 2차원의 평면
위에 공간의 구축이 이루어진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본인의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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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뚜렷하고 강한 물질로 이루어진 허물어질 듯 약한 풍경 이미
지라 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기록된 경험들과 현재적 지각이 만나는
지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선명해지며, 사실상 보는 이에게 관련된 것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때, 공간에 대한
인식은 비단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방향에 대
한 유추와 물질적 상상력에 힘입어 화면 밖, 물리적 공간으로도 확장된
다.
본인의 작업은 기존의 그림들에서 읽어낸 의미를 재구성하여 본래의
맥락에서 탈의미화 시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미지가 원래의
의미로부터 분리되어 다시금 다양한 의미 대입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갈
때,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는 우리의 시각 경험을 재구성하게
된다. 결국 본인이 ‘암시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인식의 공간’
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공간의 구축, 암시, 우연적, 맥락의 충돌, 이미지 지각, 인식
의 가변성, 모호함, 공간과 평면, 불연속적 공간
학 번 : 2008-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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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작품을 시각화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의 내적·외적 메
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표현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문
점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의문을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들도 변화한다.
본인의 작업 역시 그림을 그리면서 생긴 궁금증을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
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는 단계들을 거쳐 왔다. 본
인은 작업의 핵심과 관련된 의문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그것으로부
터 전개 되어온 작업의 변화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의문은 실제와 같은 견고한 환영을 위해 이용했던, 기본적으
로는 원근법과 같은, 재현 방법과 관련하여 파생되었다. 사실적 재현을
둘러싼 작용들에 대한 궁금증은 평면에서 3차원의 공간을 볼 수 있게 하
는 지각과정에 대한 의문으로 구체화 된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이미지의 지각은 어떻게 성립되며, 작업에 무의식적으로 사용된 지각
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속성들을 앞으로 본인의 작
업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지각
과정의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두 번째는 그림을 제작할 때, 이후의 감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가변성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첫 번째 질
문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미지 인식의 불완전함에 대해 주목하
게 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의미의 층이 넓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조
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미지의 제작과 감상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 대한 이 같은 의문들
은 본인의 직접적인 작업 경험들로부터 얻어진 것들이지만, 지금까지의
회화 역사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된 질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것이 모
든 회화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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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작업의 의미와 긴밀한 유기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이에 본인은 Ⅱ장에서 본인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 이에서
비롯된 의혹을 풀기위해 실행한 연구의 사례, 그 연구에서 파생된 관심
과 작업의도를 각 절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드러
나도록 사고의 흐름에 따라 절의 순서를 구성하려한다. 이렇게 선후관계
를 설명함으로써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암시적 구조를
이루려는 작업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지각의 불확실함에 대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작
업의 구조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작품을 이루는 다층의 구조와
그것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본인이 이
질적 맥락들을 어떻게 작업에 적용시키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작업 전반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법적인 측면에서 형태의 생성과 조합의 방법을 살피
고, 결과에서 추출되는 특성들의 작용과 효과를 서술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본인의 작품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2008-2012년 사이
에 제작된 것들로 총 24점이다. 2006-2007년 사이의 작업 13점은 지각과
정에 대한 의혹을 하나씩 풀고자 시도했던 것들로, 주로 Ⅱ장에서 이미
지 지각에 대한 연구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된다.
처음으로 이미지 인식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작업으로 연결시켰던
2006-2007의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인에게 큰 의미가 있다.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한 작업이 이후 작업의
발판이 되고, 관심의 이동을 일으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 좀 더 명확해 질, 현재 작업의 개념과 방법들이 앞으로
의 작업에도 설득력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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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결정적 이미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실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회화를 전공하고
그림을 그리는 본인에게는 ‘본다는 것’이 그러했다. 본 것을 그리는 것과,
그 그림을 다시 보는 과정 사이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틈이 존재한다
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본인의 작업은 시작된다.
우선, 보는 것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망막에 비친 상과 인간이 지각
(知覺)1)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James
Jerome Gibson)은 전자에 ‘시각장(視覺場)’, 후자에 ‘시각세계(視覺世界)’
라는 전문용어를 부여하였다. 시각장은 망막에 의해 기록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여 자신
의 시각세계를 구성한다. 인간이 망막을 자극하는 감각 인상과 자신이
본 것을 구별한다는 사실은 다른 정보원을 통한 감각자료들을 이용하여
시각장을 수정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2)
이 같은 시각과 지각결과의 불일치는 이미지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 가
능성을 만들어 내는 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이 지각의
틈은 ‘암시적 공간 구축’이라는 주제의 출발 지점이자 방법론을 이루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지각(知覺)'은 3개의 의미로 표기되어 있다.「1」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2」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3」
『심리』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 또는 그런 작용. 그 작용의 결과로
지각체가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번째 의미의 '지각'에 대해 논한다.
2) Hall, Edward T. 『숨겨진 차원』, 최효선 역, 한길사, 2002,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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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관적 재현방식에 대한 재고
일반적으로 환영(幻影)이란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3)으로, 감각의 착오를 불러 일으켜 실재는 아니지만 실재와 같은 이
미지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회화에서 이러한 환영을 발견하는 것은 매
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져 왔다. 사실적 표현에서는 물론이고 기하학적
인 선의 조합, 두껍게 덧발라진 물감 층 속에서도 ‘그럴듯한’ 무언가를
찾는 일은 계속되었다.
회화적 환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모사에 관련된
것으로, 그림과 재현 대상 간의 시각적인 유사성을 환영의 조건으로 전
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모사하지 않은 그림도 재현 방식에
익숙해짐에 따라 사실적으로 보이게 될 수 있다. 이미 경험 하였거나 교
육받았던 재현 방식의 관습적 영향은 본인이 그림에서 무의식적이고 반
사적으로 환영을 찾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그림에
서 환영을 발견하고, 재현적인 그림을 제작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재현방식에 대한 친숙함은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환영을 수용
하게 만들었다. 특히 원근과 관련하여 공간적 환영을 발생시키는 것에
더욱 그러했다. 본인에게 있어 회화 공간의 구조화는 일정한 방식으로
강요되어 온 면이 있다. 이것은 습관과도 같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과 그것의 재현 대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상응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림은 그것의 재현
대상과 물리적으로 같을 수 없다. 정확한 모방은 이차원의 대상을 이차
원으로 옮기는 일대일 상응의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삼차원의 대상을
편평하고 움직일 수 없는 매체를 통해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무심코 놓치는 상응하지 않는 측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환영주의적 그림이 주어진
순간에 특정 지점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는 본인
의 믿음은 깨지게 된다. 재현적 결과에 대한 불신은 ‘완벽히 닮은’ 인상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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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에 대해 회의적(懷疑的)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회화
의 환영적 본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게 하였다. 과연 정확한 묘사, 닮음
의 재현을 통해서만 회화적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캔버스 위에서 조합된 물질들이, 물감덩어리가 두껍게 올라간 붓 터치가
특정한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의 답은 경험과 관련되는 지각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회화
적 환영은 그림이 단지 이차원의 캔버스일 뿐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삼차
원의 환영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성에 의해 유지된다. 평면 위에 그려진 3
개의 면, 9개의 선이 정육면체로 보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러스킨
(J. Ruskin)은 평면에서 입체를 지각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입체적 형상을 지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험의 문제이다. 우리는 오직 평면의 색채
들만을 본다. 회색이나 검은색 자국은 입체적 실체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
또는 엷은 색조는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
는 것은 오직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서이다.4)

본인은 시각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입체적 형상에 대한 맹목적 믿음
을 잠시 유보하고, 추상적인 물질의 흔적 속에서 ‘무엇인 것 같은’ 형태
를 찾는 과정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본인의 작업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럴듯해 보이는 환영이 정확한 모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완전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완
전하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작업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이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지각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개입하는지, ‘완
전한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이미지 인식의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4) John Ruskin, The elements of Drawing, 1857, ed. Bernard Dunstan, London,
1991. (오연경, 「E.H.곰브리치의 환영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 대학
원, 2001, p.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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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지각의 불확실성

(1) 경험이 종합된 기억구조의 반응
우리는 매 순간 시각적 자극을 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류, 확인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자극 재료에 대해 적용하게 되는 것이 ‘지각 카
테고리’이다. ‘지각 카테고리’란 자극재료의 구조, 기본적으로는 형태의
구조에 의해 환기되는 형․크기․비례․색채 등의 범주를 말한다.
많은 경우, 이 분류와 확인의 과정은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우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그 분류 과정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습
관화되고 무의식적이 되었으며 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5) 자극
형태6)의 구조가 명료하고 항상적(恒常的)일수록, 또 그 자극이 반복적일
수록 지각 카테고리의 적용에 따른 분류의 결과들은 대상에 대한 확증으
로 작용한다. 지각 대상을 그만큼 결정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자극 형태의 구조가 명료하지 못하다면 그 대상은 결정
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각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렇게 지각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서야 비로소 우리는 경
5) 신명희, 『지각의 심리』, 학지사, 1995, p. 35.
6) 본 논문에는 ‘형태’, ‘형상’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인다. 일상적으로는 비슷
한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뜻의 차이를 미리 구분해 놓겠다.
‘형태(形態)’는 사전 상에 표기된 4개의 의미 중 주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뜻으
로 사용한다.「1」사물의 생김새나 모양.「3」『심리』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 ≒게슈탈
트. 보통은 첫 번째 의미가 쓰이지만, 형태심리학의 측면에서 지각을 설명할 때는
세 번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형상(形象)’은 사전에 2개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다.「1」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2」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
는 그런 형태. 첫 번째는 ‘형태’의 뜻과 거의 같은데, 본인은 두 번째의 의미로 ‘형
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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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비추어 보는 분류와 확인의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식
하게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추상적인 얼룩을 보고도 특정
형태를 찾아내는 경우, 예를 들어 잉크 자국(참
고도판1)을 박쥐 또는 나비로 해석하는 것은 지
각적인 분류가 다르게 실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류체계 속에서 선택된, 일찍이 보았거나 알고
있었던 그것이 누구에게는 '나비'이고, 또 다른

참고도판 1

누구에게는 ‘박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각하는 주체 나름대로 잉크
자국에 자신에게 잠재해 있던 의미를 부여한 결과이다. 사람에 따라 저
장하고 있는 기억의 데이터는 다르고, 그에 따라 지각 대상에 무의식적
으로 부가되는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시각경험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여행지
에서 묵었던 숙소 벽에 물이 스민 형태가 개의 모양으로 보인 것(참고도
판2)과 천연 비누의 단면에 나타난 마블링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생각
되었던 것(참고도판3)이 그런 경우이다. 애매한 형태로부터 얻었던 주관
적인 해석의 경험들은 기억구조를 통해 적극적인 탐색 과정을 거치는 지
각의 특성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참고도판 3

참고도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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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에서와 같은 시각적 경험은 그림을 감상할 때도 일어난다.
우리는 어떤 상(像)을 무료하게 찾다가 형체들이 단순하게 집약된 것으
로 보이는 데에서 실마리를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체 이루
기(shape-building)’를 실행한다. E.H.곰브리치(E.H.Gombrich)는 그의 저
서 『예술과 환영』에서 이를 ‘유도 투사(guided projection)'라 하고, 이
미지를 해독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무엇이
딱 들어맞는가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Space-building>은 화면 안에 형체이루기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들
을 만들고, 그 조건들이 어떻게 읽힐 수 있는가를 직접 검증해 보면서
진행했던 작업이다. 본인은 이미지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감상자가 되는
역할의 전환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화면을 구성해나갔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도록 흘려진 물감의 자국들을 보면서 산이나 나무와 같
은 형상들을 찾아내고, 그 단서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화면에 걸쳐 공간
이루기(Space-building)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1. <Space-building>, Enamel, acrylic on canvas, 각145.5x97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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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들>(그림2)의 경우, 얼핏 보면 한
데 쏟아 부은 페인트들이 마구 섞여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
면 개구리의 특징인 발가락 모양이나, 눈
처럼 보이는 나란한 점 2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실마리는 페인트 얼룩에 개
구리의 색상이나 무늬, 형태 등을 투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나멜 페인트가 섞여
들어가면서 애초에 표현했던 개구리의 형
태는 왜곡되고 추상화 되었으나, 남아있는
특징적 형태들로 인해 개구리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개구리들>
,Enamel, oil on canvas
,60.5x72.5cm, 2006

이처럼 이미 알고 있는 특정 대상과의 유사함을 찾아 유추함으로써 이
미지를 파악하는 사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자
극을 추상화시켜 저장하는 데 얼마나 능숙한지 알 수 있다.
경험의 종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과정을 본인은 표 1과 같은 순환
고리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기억구조의 반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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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각적 자극이 주어지면 기억의 구조가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는 경
험하고 배운 내용을 변형시키고 구조화하여 저장한다. ‘기억’은 이미 일
어난 감각적 인상들과 지각들(perceptions)이 저장된 것이다.7) 지각대상
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억의 내용들을 끄집어내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
게 들어맞는지 대입해 본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나무를 지각할 때, 그
대상이 지닌 감각 자료(sense-data)가 우리에게 나무라는 ‘인상’8)을 갖도
록 자극을 주고, 그 인상이 이전에 알았거나 보았던 나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우리는 지각하고 있는 대상이 나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9) 이 과정에서 형태구조의 단순화, 추상화가 일어난다.
(B) 이런 분류와 확인을 거친 지각 대상은 또 하나의 시각적 경험 사례
로 저장되고, 기억의 구조는 갱신된다. 이 기억의 구조를 또 다른 시각적
자극이 활성화 시키면서 (A), (B)과정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지각과정에 개입하는 경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어떤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면 경험을 종합한다.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외부자
극에 과거 많은 경험의 내용을 혼합한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보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은 보는 데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커다란
적응력을 키우고 과거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10)

결국 지각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 감각이고, 지각의 경험이 더해져 기
억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불변하는 이미지 지각은 있을 수 없
다.

7) Erikson, Joan M. 『감각의 매혹』, 박종성 역, 에코의 서재, 2008, p. 47.
8) 경험주의자들은 대상이 우리의 감각 기관에 주는 자극을 ‘감각 자료’, ‘인상’ 등으
로 설명하는데, ‘인상’은 감각을 체험하는 주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9) 홍옥진, 「메를로 퐁티:지각적 의미의 예술적 표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대학
원, 2009, p. 11.
10) 앞의 책(주2),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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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한 이미지 만들기
‘무엇을 그릴지’의 문제보다 ‘무엇이 어떻게 보일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본인의 2006-2007년의 그림들은 불확실한 이미지에 대한 실험적
성격을 띤 작업들이다. ‘경험의 패턴 찾기’가 이 시기의 작업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총칭했던 제목이다.
축적된 시각적 경험들 속에서 그림을 읽기 위해 골라내는 본보기는 그
경험의 빈도가 높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인은 불확실한 이미지를 제
시했을 때, ‘빈도수가 높은 시각경험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더욱
활성화 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이런 인식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그 인
식 과정을 의식적으로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의 패턴 찾기’라는 제목
을 붙이게 되었다. 본인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불
확실한 이미지를 위한 방법을 한 가지씩 고안하고 실행해보기 시작했다.
① 우연성의 개입
‘경험의 패턴 찾기’와 같은 의도의 작업에서는 그려진 형태가 너무 명
확해도, 너무 추상적이어도 흥미가 유지되기 힘들다. 때문에 대상을 두고
재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려진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도록 설명적인 표
현을 자제하려고 하였다. 그리는 데 있어서 통제가 완벽하지 않도록 우
연성을 개입시키는 방법이 불확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적
용한 방법이었다.
본인은 바닥에 펼쳐진 캔버스나 종이 위에 에나멜 페인트를 나이프로
떠서 흘리는 방법으로 드로잉을 시도하였다(그림3). 원하는 모양을 정확
하게 그릴 수 없는 방법적 특성 때문에 이 드로잉들에서는 이미지의 왜
곡이 일어나게 된다. 본인은 에나멜 페인트를 이용한 이와 같은 드로잉
의 방법을 본 논문에서 ‘에나멜 드로잉(Enamel drawing)’으로 통칭하겠
다.
페인트를 나이프로 떠서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특유의 점성 때문에 떨
어지는 페인트의 줄기가 끊김 없이 이어진다. 나이프에 묻은 페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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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나멜 드로잉> series, Enamel on paper, 각 39.4x54.5cm, 2006

모두 떨어질 때까지 도중에 드로잉을 멈추기는 힘들다. 때문에 드로잉은
짧은 시간 동안 단번에 끝나게 되고, 이러한 즉흥성으로 인해 선에서는
속도감이 그대로 느껴지게 된다. 페인트를 흘릴 때 대상을 그리는 손의
궤적은 이미지가 그려지는 화면 위, 공중에 위치한다. 손과 화면 사이의
간격과, 그리는 눈과 손이 따라잡기 힘든 페인트의 낙하속도는 그려지는
형태를 왜곡하거나 추상화 한다. 한편, 형태를 설명하는 선 이외에 여분
으로 흘려진 선들은 특정한 형상의 지각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숨은
그림찾기>(그림4)에서 수없이 얽혀진 선들은 모여서 특정 형태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추는 역할도 한다. 그로인해 관객은 본인이
애초에 제시한 형태로만 선들을 그룹 짓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흘려진
여분의 선들을 한 영역으로 묶음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읽어내기도 한다.
이 그루핑(grouping)의 효과는 <숨은그림찾기>의 부분 이미지들(그림5,
6, 7)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모양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보는 사
람에 따라 그림 5에서처럼 말과 같은 형상을 읽기도 하고, 그림 6에서와
같이 개구리의 형상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 드로잉은 바닥에 펼쳐놓은
상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사방에서 감상을 시도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림 7에서와 같이 그림 5를 방향만 바꾸어 다시 읽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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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숨은그림찾기>, Enamel on canvas, 2006

▲◀그림 5. <숨은그림찾기>
-부분 이미지
▲그림 6. <숨은그림찾기>
-부분 이미지
◀그림 7. <숨은그림찾기>-부분
이미지 (그림 5를 시계 방향
으로 90° 회전시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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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태의 소실
불확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시도한 두 번째 방법은 형태상의 ‘빈
틈’을 만드는 것이다. 본인은 ‘빈틈’을 온전한 상(像)에 빠르게 접근하는,
자동적인 지각 과정에 대한 방해요소로 작용시키려 하였다.
‘한선으로 이어서 드로잉 하기’의 결과물(그림8)을 보면 본인이 의도적
으로 형태의 일부를 소실시킴을 알 수 있다. 이 드로잉에서는 종이에서
손을 떼지 않고 드로잉 하도록 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형태
의 설명을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도록 만들었다. 형태가 완벽하게 설명되
지 않는 빈 부분을 만듦으로써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달을 지
연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폭넓은 탐색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빈
부분에서 흥미로운 해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줄무늬 드로잉>(그림9)에서는 형태를 설명하는 선과 면의 연결을 끊
고, 단절을 발생시키는 줄무늬를 넣음으로써 확실한 이미지로 읽히는 것
을 차단하였다. 분절화 된 선과 면은 점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불연속적
인 선, 면들은 그들끼리 조합 되어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본
인은 형태에 틈이나 간격이 있으면 그 빈 부분을 채우거나 닫아서 완결
된 형태로 만드는 지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각적 특성
은 게슈탈트(Gestalt)11) 심리학에서의 ‘폐쇄성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

▲그림 8. <한선으로 이어서 드로잉 하기>의 결과
물, 종이에 크레용, 각 27x39cm, 2006
▶그림 9. <줄무늬 드로잉-고양이>, 혼합재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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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칙은 ‘거의 폐쇄된 시각 요소는 시각상 폐쇄되어 형태로 보인
다.12)’는 것이다. 솔소(Robert L. Solso)는 폐쇄성의 원리가 성립할 수 있
는 심리적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인간에게는 지각의 구조나 의미의 완전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성을 지각하
지 못하면 긴장, 불안, 초조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형태에 완전성을 부
여하기 위하여 없는 부분을 상상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전한 것으로 완성, 지각한다.13)

<떼>(그림10)에서는 불완전한 형태로부터 완결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림의 왼쪽
으로 갈수록 홍학 무리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오른쪽으로는 모자를 쓰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더욱 형태를 불분명하
게 표현한 중간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그 반대로 점차적인 형태
의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위, 아래 여백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형태들은 그 내
용의 유사함과 상관없이 하나의 무리로 보여 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안에서 새의 부리 모양, 긴 다리, 사람의 옆 얼굴모양 등의 시각적 단
서는 이미지에 대한 연상을 돕고, 그를 바탕으로 전체 이미지의 완결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11) 게슈탈트(Gestalt)-20세기 초엽 베르트하이머(Wertheimer), 퀼러(Kohier), 코프카
(Koffka) 등이 주축을 이룬 심리학의 한 학파가 주요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
되었다. 게슈탈트는 ‘조형’을 의미하는 Gestaltung을 어원으로 하는 독일어로서
영어로는 'shape', 'form'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말로는 ‘형태’라고 번역되어 쓰여
지고 있다. 하지만 게슈탈트는 단순한 형태의 의미가 아니고 구조의 개념이 강조
된 ‘전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주된 원리는 지각되는 대상은 그것이 놓여 있는 전체 여건
내지 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과
관련한 게슈탈트 원리는 장내에서 어떻게 그루핑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준다.
(Zakia, Richard D. 『시지각과 이미지』, 박성완 역, 안그라픽스, 2007, p. 34.)
12) Zakia, Richard D. 『시지각과 이미지』, 박성완 역, 안그라픽스, 2007, p. 81.
13) Solso, Robert L. 『시각심리학』, 신현성․유상욱 역, 시그마 프레스, 2000,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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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떼>, Enamel on canvas, 138x49cm, 2007

③ 물질의 강조
불확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세 번째 방법은 물질 자체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에나멜 페인트의 원색적 색감과 매끈하고
광택 있는 표면을 강조하는 것은 화면 안에서 환영이나 이미지를 찾는
동시에 캔버스 위에 도톰하게 올라간 물질의 상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
이다. <무제>(그림11)와 <매달린 개구리>(그림12)가 이 방법을 처음 적
용했던 그림들이다. 이 그림들에서는 페인트가 만들어낸 모양이 어떤 형
태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에나멜 페인트라는 물질 자체에 대
한 인지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
<매달린 개구리>(그림13)에서는 더 나아가 지각 대상의 범위가 확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이 애초에 수평방향으로 그렸던 개구리
그림(그림12)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서 매달았다. 그 결과
단순한 개구리 그림은 천정에서 내려온 와이어 줄에 거꾸로 매달린 개구
리 그림으로 읽히게 되었다. 여기에는 비교적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정사각 비례의 캔버스와 정중앙에 위치한 개구리의 형태가 중요한 조건
으로 작용하였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중앙에 연결되어야 했던 와이
어와 그 축을 함께하는 개구리의 위치 덕분에 매달려 있는 캔버스와 개
구리의 물리적 상황이 동일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형태들을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려 하거나, 하나의 덩
어리로 인지하려는 근접성의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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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이미지가 화면 안에 한정되어 읽히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
현실 공간까지 확장 되어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더
불어 ‘매달린 개구리’라는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와이어와 연결 지어 이미
지를 인식 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지각에 있어서 명명(命名)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2. <매달린 개구리>의 원
래 그려진 방향, Enamel on
fabric, 70x70cm, 2007

그림 11. <무제>, Enamel, oil on canvas,
116.8x91cm, 2007

그림 13. <매달린 개구리> 디스
플레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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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6-2007년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들은 비록 일회적이거나 가벼운
놀이처럼 진행되었으나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고 감상하는 것을 통
해 지각에 대한 의혹을 풀고, 지각의 특성들을 체득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사용 되었던 각각의 방법들은 인식의 가변성을 확대시
키는 수단으로, 작업의 발전적 단계에서 좀 더 수정되고 심화된다. 그림
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면서 짧게 언급한 ‘우연성의 개입’, ‘형태가 소실
된 빈틈의 형성’, ‘물질의 강조’ 등의 방법은 현재 본인의 작업에 있어 주
된 방법론으로 발전하여 작품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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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호함을 통한 의미의 생산

(1) 모호한 이미지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은 고정되지 않은 지각과정을 이용하여, 명확하
게 인식되지 않는 ‘모호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에 흥미를 가져왔다. 모
호하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는 것인데, 곰브리치의 다음 설명에서 이 ‘각기 다른 해석’이 모호한 이
미지의 성립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극이란 무한한 모호성을 지니
고 있으며, 이러한 모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같은 윤
곽형태에 합당한 각기 다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만 추론될 수 있다.14)”
제스퍼 존스(Jasper Johns)는 인터뷰에서 여러 방향으로 시도되는 주
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사물의 모호한 상태를 이야기 한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본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도, 다른 방
식으로 보고, 그래서 다른 사물을 보게 된다.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가 ‘사물’이라고 부르
는 것은 매우 애매한 상태의 것이고 또한 유동적이다. ...사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하나의 사
물을 배치하는 동안, 나는 그 사물 자체에서 물러나와 그림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
게 된다. ...15)

즉, 반응이 자극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주체의 견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모호한 이미지는 이
주관성이 확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 Gombrich, E. H.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열화당, 2008, p. 293.
15) Sylvester, D., "Interview," Jasper Johns: Drawings, London: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1974, p.9. (이금희,「20세기 회화공간에서 시지각과 신체의 상관성
에 관한 연구」,『조형예술학 연구』, 한국조형예술학회, 2007, p.1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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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표2)과 같다.
(a) 이미지 자극이 주어지고 그것을 지각하기 위한 틀이 조직화 된다.
(b) 조직된 ‘지각의 틀’은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우선 앞의 표 1에서 정리했던, 기억구조가 반응하는 지각
의 과정과 동일하다. 하지만 모호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표 1의 (A)과정
이 동시에 2개 이상 활성화 될 수 있다. 지각의 틀이 다르게 형성되면
그에 따라 대상의 상(像)도 달리 보일 수 있다. 즉, 대상이 어떻게 보이
는가는 대상에 어떤 지각 틀을 대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미지의
모호함은 지각 과정에서 대상에 대입하게 되는 판단 기준이 두 가지 이
상일 때 발생된다는 것이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주관적
반응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시각적 양식이 그 자극에 귀속되는 경우
나, 지각된 하나의 양식(또는 그 이상의 양식)이 하나 이상의 다른 대상
의 상(像)으로 보여 질 때 가능한 것”16)이라고 설명한다.

표 2. 모호한 이미지에 대한 지각 틀의 형성

이 두 가지 이상의 시각적 양식에 따른 과정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면서 인식의 가변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양식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게 될수록 주관성은 크게 발휘될 수 있다.
16) Arnheim, Rudolf.『예술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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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의 충돌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반응은 단지 지각의 영역에 국한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real-virtual>series(그림14)는 2절에서 다루었던 작
업들의 연장선에서, 이미지 지각에 혼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시작한 작업
이었다. 실제 몸에 프로젝터의 빛으로 투명한 토르소의 이미지를 덧입힘
으로써 실제와 가상의 이미지가 충돌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신체의 뒷면
에 토르소의 앞모습 이미지를, 여성의 몸에 남성 토르소의 이미지를 투
사하였다. 이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는 몸의 앞, 뒤 특징이 함께 나타나
고,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이 겹쳐지면서 묘한 불일치를 느낄 수 있다.
이 작업의 시작 단계에서 본인은 지각적 측면으로 접근했지만, 이미지
안에 대립항들을 혼재하도록 제시하면서 의미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
다. 지각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도 혼동을 일으
키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인식과정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4. <real-virtual>series, Digital print on light panel, 각 60x60cm, 2007

결국 본인의 작업에서 모호함이란 단순히 기억의 차원이나 형태 지각
의 차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식의 코드가
두 가지 이상의 맥락으로 의미해석에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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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중적 구조화
보통 ‘모호하다’고 하면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구조화 되지 않
은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호하게
보이도록 구조화 되어있는 것이다. 본인의 그림에는 배타적이고 이질적
인 구조들이 조합되어 있다. 협응(協應)되지 않는 질서 사이에서는 충돌
이 생겨나게 되고, 이 이질적 구조들은 그림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자리 잡는다. 두 가지 이상의 맥락으로 그림에 대한 주관적 해
석이 가능해지면서 그림의 모호한 성격이 형성된다. 모호함을 발생시키
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회화를 다층적 의미구조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을 보는 행위를 지각의 영역 뿐 아니라 그림에 내포된
의미, 그 의미의 원천, 해석이 이루어지는 맥락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인
식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본인이 조정 대상으로 삼는 화면의
이중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실제 작업에서 어떤 맥락들을 구
조화시켜 제시하는지, 그를 통해 구축된 암시적 공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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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이한 맥락의 조합
그림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양식과 도상학의 내재적 분석이나 사
회적․종교적 배경 등의 외재적 연구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연구 방법에서는 그림의 물질적 형태나 물질성과 관련된 개
념이 배제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본인은 화면의 구조에 주목
하고, 그림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물질적 틀이자 동시에 회화적 이미지
임을 상기시킨다. 이 두 측면 사이의 상호작용과 긴장이 본인이 조정하
려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접근방식은 이미지, 물질, 문화배경 사이의 기존
경계를 이용하고 충돌시키는 작업 방법의 발단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1) 화면의 이중적 구조
회화는 2차원 평면과 3차원 공간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성질을 포
함하고 있다. 본인은 두 속성을 한 화면에 다루는 방법에 대해 주목한다.
이것은 Ⅱ장에서 밝혔던 평면 위에서 3차원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각적 의문이 화면의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노버트 린튼(Norbert Lynton)은 화면의 구조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면 위에 흔적이 그려지는 순간부터 공간성을 암시하게 되는 것은 회피할 수 없
는 일이다. 한쪽 면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허용되는 회화, 그 평면 위에서 공간이 탄
생하고 있다는 자각은 나름의 도식을 설정하게 만들었는데 회화는 시지각에 의해 평
면과 공간이 동시에 읽혀지는 이중적 구조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17)

이와 같은 이중적 구조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은 두 축 간의 긴
장을 발생시키면서 생성되는데, 이 때 공간과 평면 중 어디에 비중을 두
17) Lynton, Norbert.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1993,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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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면을 구조화 시키느냐에 따라 시각공간의 성질은 변하게 된다. 공
간과 평면을 인식하도록 하는, 회화적 장치에 대한 조절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양상들의 사이에 생략된 흐름이 있
겠으나, 본인 작품에 적용되는 ‘회화적 공간을 구조화하는 측면’과 ‘회화
의 물질성, 평면성에 대해 강조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화면 속 공간에 대한 강조
평면이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물질적 바탕으로 제한되었을 때, 캔버스
는 회화 공간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투명한 ‘창’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공간을 보여주는 비물질적 틀로서 ‘순수한 평면’은 관념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면이 실질적인 존재로 지각되기 위해서는 현실
공간에 물체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평면이 가지고
있는 회화 공간의 특수성은 상실되고 만다.
회화의 공간은 평면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공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
었는데, 공간을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원근법이었다. 존
버거(John Peter Berger)는 원근법에 대해 ‘인지, 인식 구조를 평면상에
놓고 극점으로 밀어내는 시각의 구조화 기술’18)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는 “투시 원근법은 회화의 세계와 실재
하는 세계, 이들 상반된 영역들을 투명함으로 종합하는 데 종사한다.”19)
고 화면의 틀 너머로 펼쳐지는 장면의 깊이를 보장하는 원근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근법은 예술가와 감상자에게 화면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선을 제공한
다. 예술가는 소실점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획해 나가고, 감상자는 작품
속에 내재된 원근법의 논리에 따라 재현된 공간 구조에 맞추어 시선을
움직인다. 이로써 원근법은 평면에 통일적 공간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내
게 되는 것이다. 원근법이 적용된 예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
마인데르트 호베마(Meindert Hobbema)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길
18) Berger, John. 『이미지』, 편집부 역, 동문선, 1997, p. 244.
19) 이희영, 「회화공간 변형의 비평적 조건: 관람자의 도임을 위한 시론」, 『조형
지, Vol.1』, 성신여자대학교, 2000,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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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nue at Middelharnis)>(참고도판
4)이다. 이 그림에서는 지평선 중앙의 소실
점과 나무, 길 등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투
시선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원근법은 견고한 회화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평면에 대한 인식을 생략시
참고도판 4. 마인데르트 호메

킨다. 때문에 원근법이 선명하게 나타날수 바,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Oil
on
canvas,
록 평면은 약화되었고, 원근법에 의존할수 길>,
록 회화의 평면과 공간은 이원화 되었다.

103.5x141cm, 1689

② 실제적 평면에 대한 강조
한편으로는 평면과 공간을 조절하는 회화적
장치가 투시 원근법으로부터 회화의 평면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회
화의 평면성이 부각되면서 원근법적 공간은 무
의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는 인상주의 시
기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원
근법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공간과 형태의 구조
보다 표면의 색이 더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에 이르러서는 회화만이 가지고 있
참고도판 5. 장 포트리에,
No.3>, Oil on
on
canvas,
14x11inch, 1945

는 물질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질성을 배제했 <인질
던 원근법에 의해 기능적 수단에 머물렀던 평 paper
면은 물질성이 부각됨으로 인해 실질적 평면으

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앵포르멜(Informel)의 경우 형식주의적 형태관
을 거부하고 표면의 마티에르를 중시한다. 대표적인 앵포르멜 작가인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의 <인질 No.3>(참고도판5)을 보면, 기법 면에서
구상과 추상, 평면과 입체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

20) 김정현, 「앵포르멜에 나타난 표현 기법연구: 마티에르를 중심으로」, 『기초조
형학연구 vol.6 no.3』, 2005,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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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내부의 물질에 대해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림은 편평한 표면
을 채우는 무의미한 물감 자국의 집합체로 감축된다.21) 이러한 물질성에
대한 강조가 극단까지 간 경우를 미니멀리즘 미술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는 캔버스 전체의 형태를 변형시킴으로
써 평면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 하는 Shaped canvas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랭크 스텔라의 다음 발언(1964)은 회화의 모든 상징적 주제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형식, 물질만을 남기려는 그의 의도를 드러낸다.
나의 회화는 거기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단지 거기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것은 진
정 하나의 대상이다.…모든 것은 자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당신은 어떤 혼란도 없
이 전체 개념(whole idea)을 볼 수 있다.…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다
(What you see is what you see).22)

<Mas o Menos(Plus ou moins)>
(참고도판6)에서와 같이 캔버스 지
지대가 그림을 돌출되게 함으로써
벽면에 얇은 그림자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회화 표면과 회화에서
평면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양감이
없던 평면이 두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도판
6.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Mas o Menos(Plus ou
moins)>, 1964

21) Michael Polanyi and Harry Prosh, "Works of Art" Meaning,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pp. 91-92.(이희영, 「회화공
간 변형의 비평적 조건: 관람자의 도임을 위한 시론」, 『조형지, Vol.1』, 성신여
자대학교, 2000, p. 123.에서 재인용)
22) Lucy R. Lippard, ed., "Questions to Stella and Judd,"Min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ed., Gregory Battock(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158.
(홍지석, 「프랭크 스텔라에 있어서 토톨로지 구조의 형성과 해체」, 『조형예술
학연구 Vol.5』, 한국조형예술학회, 2003, p.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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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한 맥락의 조합
본인은 앞서 공간과 평면에 대한 중요도를 달리하는 회화적 장치들을
살펴보면서 이 둘을 비등한 관계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
다. 물질적 평면성이 화면 속에 드러나는 공간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을 표현하는 요소와 평면을 부각시키는 요소를 결합하기 시작
했다.
<구조>(그림15)에서 본인은 평면적인 표현을 가지고 입체적인 구조를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입체적이고 거대한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직선적
인 건물의 공간을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을 조직하
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우선 공간의 사진을 면으로 분할하고, 패턴의
크기 ․ 방향 ․ 명도를 바꾸어 넣으면서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과정에
서 본인은 패턴의 관계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평면과 공간
이 모두 읽힐 수 있도록 중립적 경계를 찾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평면회화 작업과 반대로, 실제의 공간에 반복적인 패턴의 천을 입히는
방법으로 공간의 시각적 깊이를 약화시키는 설치작업(그림16)도 실행 하
였다.

그림 15. <구조>, Acrylic on fabric, 각 70x70cm, 2007
그림 16. <구조>, 서울대 미
술대학 내 설치, 2007

이와 같이 ‘상반되거나 서로 갈등하는’ 회화적 장치를 결합시키는 방식
은 감상자가 이미지를 낯설게 느끼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자동적인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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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폴라니(Michael Polanyi)는 “묘사된 공간
과 화면의 평면성 간의 갈등”과 같은, 회화에서의 “감각적 모순들”은 “그
림의

총체적

의미

속으로

통합됨”으로써

“감각의

혁신(sensory

innovation)”을 일으킨다고 보았다.23)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개별적인
시각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도출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해석은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으로 발생한, 낯
선 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경함의 효과는 작품 속 메시지의 모호한 제시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호함은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코드가 이전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 다른 의미로 적용 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규칙에서 벗어난 코드의 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코드들의 다수성 및 맥락들과 상황들의 무한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똑같은 메시지
가 다양한 관점들에서 또 다양한 관습 체계들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기본적인
외시는 발신자가 이해되기 원하는 대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함축들은 바뀔 수 있다. 수
신자가 발신자의 예상과는 다른 읽기의 경로들을 따른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24)

한편, 노먼 브라이슨(Norman Bryson)은 회화가 가지는 의미작용의 두
가지

층위를

ⅰ)

(denotation)의미,

1차적으로
ⅱ)

2차로

표면에서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드러나는

지시

의미를

함축

(connotation)의미로 구분한다.25)
이 같은 인식 코드의 개입은 회화를 열린 체계로 만든다. 결국 그림을
읽는 행위는 단순하게 작가가 제시한 지시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 코드가 작동하는 함축의미에 대해 감상자가 능동적인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개의 코드를 작품에 제

23) 앞의 책(주21), pp. 89-90.
24) Eco, Umberto.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p. 233.
25) 윤진이, 「N. 브라이슨의 회화적 재현론에 대한 고찰: 원근법에 대한 비판과 대
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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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경우, 함축의미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복합적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시된 코드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해석은 작품이 전달
하는 내용을 바꾸어 놓는다. 이 과정은 코드를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코
드에서 생각지도 않은 구석과 미지의 유연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26)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은 앞서 설명한 <구조>(그림15, 16)의 작업 방식에서 힌트를 얻
어, ‘회화적 공간’과 ‘물질적 평면’을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함께 제시해
나간다. 이 두 가지의 코드는 각각 지시의미와 함축의미를 지니며, 그것
들은 맥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 된다. 여기서 밝혀 둘 것은, <구조>
와는 다르게 이 코드의 조율은 화면 속 공간 인식의 관점을 기준으로 실
행된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3은 본인이 사용하는 코드들
을 회화적 공간 인식의 맥락에서 의미작
용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다. 산수양식은
분명하게 공간을 설명하는, 원근법이 적
용된 회화보다 함축적 의미작용이 큰 쪽
으로 내려가 있다. 그리고 물질을 강조하
는 추상적 표현은 그보다 더 아래에 위치
한다. 이 두 가지 코드가 합쳐져서 해석
되는 본인 그림은 예리하게 한 부분을 차
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의미의 작용이 표 3. 공간인식의 맥락에서 본
활발한 위치에서 중간지점을 넓게 점유하

코드들의 의미작용

게 된다. 이는 두 개의 코드가 합쳐지면서 더 넓은 함축의미의 영역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 것을 뜻한다. 하지만 맥락의 변화에 따라 함축
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가 역전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간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물질을 강조하는 제작 방식을
혼용하는 것은 비물질적 공간과 물질화한 평면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표현 방법들을 결합시키면서 상이

26) Eco, Umberto. 『구조의 부재』, 김광현 역, 열린책들, 2009,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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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의 요소들은 화면 안에 재구성되고, 새로운 형식의 표현이 나타
나게 된다. 즉, 본인은 기존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를 대립시키면서 그것
들의 잠재적인 의미를 재검토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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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축적 회화 공간
화면 안에서 회화적 공간과 물질적 평면을 동시에 드러내려 하는 것은
방법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회화적 공간은
물질적 평면 개념을 제거할수록 견고해지고, 반대로 물질적 평면의 존재
가 부각될수록 회화 공간의 환영성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둘
을 결합하는 것은 깊이를 가진 공간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단순한 물질로
보일 수도 있는, 양면성이 부각되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회화 공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인식 과정이 일어날 수
있고, 이 탐색의 과정에는 보는 사람의 주관성이 투영될 수 있다. 본인은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선 투시도적 원근감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원근법을 이용한 견고한 공간 구축의 원리를 역으로 제거함으로써 불완
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통일된 하나의 시점으로 구획된 공
간이 아닌,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는 공간의 표현을 위해 본인은
동양 산수화의 형식적 특징들을 차용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이러한 산
수양식의 사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공간표현
의 방법으로서 그림에서 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백이나 다층적 시점을 통해 인식되는 공간에 대한 함축의미의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함축의미의 확대는 기억의 이미지화를 통
해서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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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 인식의 패턴(pattern)으로서 산수양식
‘패턴(pattern)’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건이나 행동이 연속되거나 반복될
때에 그 반복되는 요소, 혹은 반복적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 패턴이 ‘지
각 요소’로 주어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도록 ‘심상(心
像)27)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의 인식을 경험하게 한 이미지의 형식
은 공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전형(典型)으로 자리 잡는다. 화가에 의해 지
각적으로 조직된 생경한 이미지였던 것이 서서히 세상의 문화적 조직으
로 바뀌는 것이다.28) 그렇게 정착된 전형적인 공간 이미지 중 하나가 동
양의 산수화이다.
감상자는 동양화와 같은 이미지가 제시되었을 때 그에 대한 견해에 예
술에 관하여 배운 갖가지 선입관-미, 진리, 재능, 문명, 형태, 지위, 기호
등등-을 대입시킨다.29) 때문에 본인의 그림에서 산수양식은 감상자로 하
여금 공간을 떠올리도록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관념화(觀念化)된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거릿 보든(Margaret A. Boden)은 ‘관념화 된다는 것’에 대해 “산문
이나 시를 쓰는 방법, 조각이나 회화 혹은 음악의 스타일처럼 특정한 사
회집단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내재된 사고방식을 갖는
것“30)이라고 설명한다. 보통 이러한 관념화된 사고방식은 자신이 속한
문화 혹은 동료 집단으로부터 습득되지만 때로는 다른 문화에서 얻게 되
기도 한다.
결국 본인의 작업에서 감상자가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들로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화면이 이미 알고
있는 공간표현의 형식, 즉 관념화된 ‘산수’의 공간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27) 심상(心像)-「1」『문학』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2」『심리』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 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8) 앞의 책(주24), p. 391.
29) 앞의 책(주18), p. 29.
30) Boden, Margaret A. 『창조의 순간』, 고빛샘 외 역, 21세기북스, 201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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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객에게 산수의 도입은 이미지의 해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물을
찾아야 하는지, 풍경을 찾아야 하는지, 인식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효과
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형식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 작업이 계속될수록 산수의 양식적 특성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본인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이다.
<A Look>(그림17)은 본인이 산수의 양식적 특징을 이용해 공간을 표
현한 대표적 그림이다. 여기서 산수화적인 것은 그려진 내용일 수도 그
림의 형식일 수도 있다. 산수의 전형적 특징들 중 ‘화면의 비례’와, ‘여백
의 사용’ 등이 본인의 공간 표현에 이용 되는데, 이런 특징들의 파악을
통해 감상자는 산수화의 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이 그림에서 각 화
면이 가지는 아래로 긴 비례나 짝수로 진열되는 디스플레이 방식은 병풍
형식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관념적 공간인식을 일으키는 형식으로 작용
하기도 하지만, 여백의 사용과 함께 공간의 암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인은 병풍 형식과 여백을 불완전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
한 주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데, 본인의 그림에서 이 방법들이 갖는 의
미와 효과는 뒤에서 더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그림 17. <A Look>, Enamel on canvas, 각 160x8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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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상으로 완결되는 심리적 공간
회화의 공간은 작가의 미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조형적 공간이
자 모든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상상적 공간이다.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이러한 공간에 대해 ‘열린 공간’이라 지칭
한다.31) 인간의 공간조직은 기본적으로 시각에 의존32)하기 때문에 한 사
물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소규모적이며 제한적이다. 하지만 공간이
열리면 인간의 인식적 사고는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한다.
본인의 그림에서는 이 확장적 사고에 힘입어 페인트 얼룩의 조합이 공
간이미지로 인식되게 되는데, 이 사고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작업노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눈은 머릿속의 온갖 정보들을 좇으며 빈 캔버스에 점을 찍고, 선을 이어나간
다. 그 궤적을 따라 흐르는 에나멜 페인트 얼룩들, 그것들은 어느새 스스로를 움직여
조합되고 익히 알고 있던 그림 형식으로, 경험의 풍경들에 도달하게 만든다.
-2009 작업노트 中-

작업노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작업에 표현되는 공간은 장소
나 지형적 배치로부터 자유로운 심리적 공간개념에 가깝다. 때문에 추상
화되고 가변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증식할 수 있다. 이러한 함축 의미
가 반영되는 열린 공간은 본인의 그림에서 산수 양식의 적용, 기억의 이
미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① 산수화의 불연속적 공간
산수화의 공간은 확장적이고 유연하며, 그 자체로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산수양식에서는 감상자가 화면 밖에서 산수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
라 화가와 함께 풍경 속에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33) 감상자가 창의적
31) Arnheim, Rudolf.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336.
32) Tuan, Yi-Fu.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1995,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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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주관적인 사유를 표현한다는 ‘사
의성(寫意性)’은 동양화의 주관적이고 함축적인 특성을 이루는 중요 개념
이다. ‘의경(意境)이 드러났다’는 것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객관 대상의
상(象)에 창작자의 정감과 사상이 모두 녹아든 의(意)를 최대한 표현했
다는 것이며,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예술작품에서 창작자의 의가 함축적
이며 암시적으로 생동해 감상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창작자의 의경을
재창조하여 활성화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34) ‘이것이면서 저것이기도
한’, 불확실성과 미결정성에 바탕을 둔 이 같은 사유방식은 여백과 다층
적 시점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
산수화의 여백은 화면 속 공간이 잠재적이고 확장적인 성격을 가지도
록 작용한다. 생략적이고 함축적인 이미지는 상상력을 통해 환영성을 갖
게 된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빈 여백을 통해 사물의 위치나 의미를
생성하고, 이로써 공간의 완성을 꾀하는 것이다.
석도(石濤)의 <위명육선생산수책(爲鳴六先生
山水冊)>(참고도판7)에서는 여백의 과감한 사용
을 볼 수 있다. 근경을 생략하면서 구름의 띠는
화면의 바닥 쪽으로 깔리게 되고, 그 결과 그림
의 외곽부분이 여백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여
백(無)과 형상(有)은 서로 밀어내고 스며들면서
하나의 리듬을 이루고35), 형상을 넘어선 형상으
로서 여백은 구름으로, 바다로, 그 정체를 바꾸
면서 확산된다.

참고도판 7. 석도, <위명

빈 공간이 살아있고 스스로 생식하는 능력이

육선생산수책(爲鳴六先

개념36)에

힘입어, 본인의 生山水冊)>, 1694
그림에서도 여백은 하늘, 땅, 혹은 구름이나 물

있다는 동양의 공간

로 해석될 수 있는, ‘암시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33) Shlain, Leonard. 『미술과 물리의 만남』, 김진엽 역, 도서출판 국제, 1995, p. 208.
34) 김연주,「동양회화의 사의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04, p. 68.
35) 김정연,「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동, 서양회화의 조형공간과 예술적 특징」, 중앙
대 박사학위논문, 2009, pp. 18-19.
36) 앞의 책(주33),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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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은 공간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지된 하나의 시점에 근
거하지 않고, 다층의 순간과 개별적이고 불확실한 시점을 조합한다. 이
같은 유동적인 시점은 삼원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장파는 삼원법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움직이며 변한다.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깊은
곳에서 다시 가까운 곳으로 왔다가 다시 평원을 거쳐 횡으로 먼 산을 바
라보면서, 리듬화된 행위를 이룬다.37)"고 표현한다. 다시점으로 표현되는
불연속적 공간은 통일되지 않은 공간들의 대립적인 구조를 융합시킨다.
이를테면 <Landscape of thinking>(그림18, 19)에서처럼 지층의 단면과
같은 덩어리를 따라가다 공중에서 조감한 듯한 땅덩어리로 급격한 도약
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andscape of thinking>(그림18, 19)에서 풍경 안을 눈으로 거닐 수
있는 이동 시점은 화면 안에 여러 형태와 크기로 배치된 여백과 함께 불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여백은 풍경에 완전히 에워싸이기도 하고,
화면 여기저기로 뚫려있기도 하다. 풍경은 평평해지고 통일된 완전한 공
간은 보이지 않는다. 이 공간은 어느 한 지점에서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 탐색을 통해 천천히 그 면모가 조금씩 밝혀지도록 공간
과 시간을 결합한다.
같은 맥락에서 동양의 산수화가들은 산속에서 몇 년간을 소요(逍遙)한
후 그 체험들의 축적을 평정한 마음 상태에서 재구성38)하여 산수화로
표현해 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여러 시점의 다양한
형상을 조합하였던 것이다. ‘종합에의 의지’39)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공간
조직의 방법은 산수화의 방법과 맞닿아 있다. 본인은 화면 속에 서로 다
른 개별적 공간을 종합하면서 단일 차원을 벗어나 다차원적인 새로운 공
간을 구성하려 한다.

37)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공역, 푸른숲, 1999, pp. 243-244.
38) Sullivan, Michael. 『중국의 산수화』, 김기주 역, 문예출판사, 1992, p. 26.
39) "삼원법은 하나의 '종합에의 의지'이다."/ 김병종, 「산수화, 땅의 그림」, 『조
형, vol.22』,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9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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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Landscape of thinking>, Enamel, acrylic on canvas,
116.8x80.3cm, 2009

그림 19. <Landscape of thinking>, Enamel, acrylic on canvas ,
80x100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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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억의 이미지화
본인은 무의식 속에 저장된 풍경들을 끄집어내어 공간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때 선택되는 이미지들은 실제 목격했던 광경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진이나 영상 속 풍경들이다. 또는 전시나 책에서 접했던 풍경
화나 산수화와 같은 그림이거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가상의 공간 이
미지들이기도 하다. 경험의 순간 저장되는 ‘초기 기억 이미지(primary
memory image)’는 빠른 속도로 희미해져서 한층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이 되어 버린다.40)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 속에 축적되고 뒤섞여 그 정확
한 출처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모호해진 기억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그림에 가져와 표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미 표현대상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기에 암시적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Landscape of data>(그림20, 21)는 기억 속 이미지의 선택을 설명하
기 위해서 처음 시도했던 그림이기도 하다. 본인은 그림의 제작자로서 '
본인의 기억'과 제작된 '그림의 이미지', 그리고 감상자가 그림의 '해독
에 적용하는 기억'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경험적 시각 자료들이 조합
된 '데이터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 풍경에서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경험의 데이터가 모여 만들어진 가상의 풍경만이 있을 뿐이
다. 이곳에서 본인은 감상자로 하여금 발견적인 방법으로 풍경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찾게 한다.

그림 20. <Landscape of data>, Enamel
on canvas, 각 80x40cm, 2008

그림 21. <Landscape of data>,
Enamel on canvas, 각 100x50cm, 2008

40) 앞의 책(주5),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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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 space>(그림22)는 다른 종류의 기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애니메이션 속 이미지나 초현실주의 작품과 관련된 영역이다.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왼쪽편의 덩어리들은 뾰족하게 흘러내린 아랫
부분의 모양들로 인해 마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힌 것처럼 보인다. 더
불어 전체적인 덩어리들의 모양과 배치는 공간의 논리에 제한받지 않으
며 어떤 토대와의 연결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녹아내리거나 날아다
니는 것과 같은 율동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비현실적인 상상이 일
어나기도 한다.
본인이 이 그림의 출처로 떠올릴 수 있는 유사한 이미지는 르네 마그
리트(Rene Magritte)의 <피레네의 성 (Le chateau des Pyrenees)>(참고
도판8)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메이션 속 장면(참고도판9, 10)
이다. 마그리트는 <피레네의 성>에서 마치 중력의 저항이 없는 듯, 하늘
위에 붕 떠있는 바위를 형상화 했다. 공간을 초월한 이 같은 ‘배치’는 사
물의 본질을 낯설게 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열린
형식으로 기능한다. 그런가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이미지에서도 공중에 떠있는 덩어
리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들과 초현실주의
의 이미지 사이에 공통된 특성은 표현되는 공간이 비현실적이며 상상적
이라는 것이다. 피오나 브레들리(Fiona Bradley)는 "정신활동을 주제로
삼거나 혹은 주관성을 우선시하는 예술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41)"고 말하는데, 주관적 해석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본인이 위와 같은 이미지들을 의식한 이유를 이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
겠다.

41) Bradley, Fiona. 『초현실주의』, 김금미 역, 현대미술운동총서, 2003,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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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loating space>, Enamel, acrylic on canvas, 145×226cm,

2010

참고도판 9. 미
야자키 하야오,
<천공의 성 라
퓨타>의

원화,

1986

참고도판 8. 르네 마그리트,
<Le chateau des Pyrenee
s>, Oil on canvas, 200.3x
130.3cm, 1959

참고도판
10.
미야자키 하야
오, <하울의 움
직이는 성>의
원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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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의 강조와 추상적 표현
(1) 흔적과 얼룩을 통한 물질성의 강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미술사의 흐름 중에는 추상표현주의 ․ 앵포르
멜과 같이 재현에서 벗어나, 물질성과 평면성을 강조한 사례들이 있어
왔다. 이 선례의 영향으로 본인은 환영적 공간에 대한 방해 요소로서, 물
질성이 강조되는 추상적 표현을 선택한다.
본인의 그림에서 페인트의 흔적들 자체―원색적 색감과 광택을 가진
표면의 질감, 흘려진 모양들―는 지시적 코드로 작용하고, 미술사적 맥락
으로 읽힐 수 있다. 한편으로, 구체적 재현이 되어있지 않은 페인트의 얼
룩을 어떤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은 감상자가 상
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암시적 코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인은 이러한 추가적인 코드를 통해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과 ‘은폐
(隱蔽)하는 것’을 동시에 시도하고, 본인의 그림이 완전히 설명적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 이것은 구상과 추상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
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이한 맥락들을 조정하면서 그 중간지점을
점하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그 예시로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과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베이컨은 추상적인 표시들과 구상적인 묘사들의 대립 속에서 리얼리티
를 붙들고자 했다.42) 설명적이기를 거부하는 표시들에 대한 베이컨의 관
심은 1959년경에 그려진 그의 작품 <머리 초상(Portrait Head)>(참고도
판 11)에서 잘 드러난다. 빠르고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붓질은 얼굴의
윤곽선 정도만 남기고 대상을 알아볼 수 없게 뭉개버렸다. 베이컨은 이
42) Alexandra Hennig, Francis Bacon: Portraiture after Representation, in Francis
Bacon and The Tradition of Art, exhibition catalogue, Wilfried Seipel, Barbara
Steffen, and Christoph Vitali (eds.), Skira, 2003, p. 215. (이민수, 「프란시스베
이컨 회화의 이론적 재조명:리얼리즘의 이중구조에 대한 분석적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5, p.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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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이미지는 추상과 비슷하겠지만 실은 추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그것은 구상적인 것을 보다 폭력적이고 보다 날카롭게 신경 시스템
위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43)라고 설명한다. 결국 베이컨에게 추상적
인 표현들은 이미지의 정체를 암시적으로 만들기 위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베이컨의 의도는 그림에서 공간을 암시적으로 읽히게 하기
위해 추상적 표현을 시도하는 본인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리히터의 경우는 사진과 회화, 그 어느 쪽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애매
모호함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리히터는 두 축을 양립시켜 재현의 양식
으로도 추상 양식으로도 볼 수 없는 “양식 없는”그림44)을 만들고자 한
다. ‘over-painted photograph’ series의 작품들은 ‘그림’과 ‘사진’ 어느 쪽
에도 속하지 않고 나란한 병치를 보여주면서 그 중간쯤으로 존재한다.
<over-painted photograph_1.7.94.>(참고도판12)를 보면 물감 덩어리가
종이에 눌렸다 떨어지면서 생기는 나비의 날개 무늬와 같은 흔적들이 사
진을 뒤덮고 있는데, 이 물질의 흔적은 재료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무
언가를 재현하는’ 사진의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참고도판 11. 프란시스 베
이컨, <머리 초상(Portrait
Head)>, Oil on canvas,
38.1x31.7cm, 1959

참고도판

12.

게르하르트

리히터,

<1.7.94>,

Enamel on photograph, 1994

43) Sylvester, The Brutality of Fact, p. 12 (이민수, 「프란시스베이컨 회화의 이론
적 재조명:리얼리즘의 이중구조에 대한 분석적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5, p.
16.에서 재인용)
44) 백지윤, 「사진을 통해 확장된 회화의 가능성-게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의 작품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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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화면 속 공간 인식에 대한 견제의 요소로 베이컨의 추상성, 리
히터와 같은 물질성을 강조하면서, 앞에서 제시된 산수화의 장르적 특성
은 전복(顚覆)된다. 화면의 비례나 구도 면에서 비슷한 두 그림―셋슈 토
요의 <파묵산수(破墨山水)>(참고도판13)와 본인의 <Space-building_4>
(그림23)―을 함께 놓고 보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화면 속 공간을
눈으로 더듬어 보았을 때, 딱딱하고 무게가 느껴지는 조형요소들이 화면
위에 확고한 물질로 놓여 있는 것과, 이와 대조적으로 물질적인 무게를
잴 수 없는 조형요소들이 '둥둥 떠 있음'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현상이
다.45) ‘먹과 한지’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스며드는 특성을 가진 재료
인 반면, 본인이 사용하는 ‘페인트와 캔버스’는 중량감이 느껴지고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파묵산수>와 같이 먹과 한지가
만들어내는 부유하는 산수 공간은 본인의 그림에서 페인트와 캔버스의
사용으로 강력한 중력의 힘을 받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참고도판 13. 셋슈 토요(Sesshu),
<파묵산수(破墨山水)>,
종이에
수묵, 147.9x32.7cm, 1495

그림 23.<Space-building_4>,
Enamel, acrylic on canvas,
160x80cm, 2010

45) Kandinsky, W.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2004,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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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의 물리적 공간 암시
본인의 작업에서 흘리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페인트 얼룩들
은, 이와 같이 상이한 맥락을 조정하는 역할 외에도 현실의 물리적 공간
을 암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강한 물성의 흔적들은 중력이 작용한 작
업의 기록들로 기능하면서, 그것이 조형된 당시의 물리적 공간을 암시한
다.
회화는 '인덱스(index)'46)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
(Rosalind Krauss)는 1950년대 미국의 회화는 인덱스적인 요소를 대단히
강조했다고 설명한다.47)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이 화폭 위에
뿌린 자국들(참고도판14)이나 모리스 루이스(Morris Louis)가 세심하게
배치한 물감이 흐른 자국들(참고도판15)은 인덱스와 관련된다. 이 표지
들은 그것들이 만들어진 상황, 행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이다. 고
전 회화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붓 자국의 흔적들 역시 마찬가지다.
붓의 터치에서는 주관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화가

참고도판 14. 잭슨 폴록의
작업 광경

참고도판 15. 모리스 루이스, <Theta>, Acrylic
resin on canvas, 262.9x431.8cm, 1961

46) 찰스 퍼스(Charles S.Peirce)가 의미하는 인덱스Index는 "일종의 기호 또는 재현
으로서 그 재현 대상과 얼마간 닮거나 유사해서, 그리고 재현 대상이 소유하는
일반 속성들과 관련이 있어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인덱스는 한편으로
개별 대상과, 다른 한편으로 인덱스를 기호로 사용하는 사람의 감각이나 기억과
공간성을 지닌 역동적인 연관 속에 있기 때문에 대상을 지시한다"./Charles S.
Peirce, Écrits sur le signe, Gérard Deledelle(Ed&Trans.), Paris, Seuil, 1978,
p.158p[불어판 역주](Krauss, Rosalind E.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 최봉림 역,
궁리, 2003, pp. 272-273.에서 재인용)
47) Krauss, Rosalind E.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 최봉림 역, 궁리, 200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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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이 암시하는 현실 공간은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인 동시에
이미지가 생산될 당시의 ‘작업 공간’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공간 속에서
그림을 생산하는 작가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연상으로도 이어진다.
ⓛ 중력 작용의 수용
현실 공간 속에 위치한 사물의 방
향은 관찰자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체험된다.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은 서 있음으로 해서 수직
방향을 견지한다.48) 물감이 흘러내린
자국들은 인간이 수직방향으로 서 있
게 하는 힘과 나란한 수직의 방향성
을 가지면서 동일한 공간적 질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페인트가 캔버스의 표면에 중력 방
향으로 흐르면서 생겨난 형태들은 또
한 그림이 생산되는 현장을 떠올리게
만든다. 에나멜의 방향성 있는 흐름은
공간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물
질의 운동은 공간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만든다. 본인의 그림
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흘려진 물감자
국들은 그 자국들이 만들어진 시점의
공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만든다. 그림
에 남겨진 물질의 흔적을 통해서 그
흔적들이 생성된 방법, 환경적 조건,
그림 24. <Pull&fall>, Enamel, acryli
c on canvas, 200x80cm, 2010

공간의 작용 등을 유추할 수 있도록

48) Klind, B.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오근재 역, 미진사, 2001,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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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본인의 그림에서는 중력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형태들이 등장한다.
<Pull&fall>(그림24)은 제목에서 그림의 제작 과정에 개입된 요소를 드
러내고 있다. 당기고(pull) 떨어지는(fall), 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단
어의 선택은 물질에 대한 중력 작용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려 했음을 짐작
하게 해준다. 본인은 작업 과정에서 지표면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인 중
력을 이용한다. 캔버스 위에 에나멜 페인트를 흘려놓고, 그것이 중력 방
향으로 흐르게끔 캔버스를 기울여 형태를 만든다. 이 형태들은 화면 안
에서 중력의 작용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아래로 흐르거
나 떨어지는 동일한 형질을 가진, 형태적, 물질적 유사성을 가진 것의 이
미지를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제>(그림25, 26)는 물감이 흘려진 방향에 따른 느낌 차이를 보기 위
해 제작했던 그림이다. 그림25는 중력 방향 그대로 하강하는 느낌이지만,
그림26은 똑같이 흘려서 만든 그림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물속과 같은 무
중력상태를 연상시킨다. 본인은 이 상반되는 감각에 흥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중력 방향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Space-building>의
부분도(그림27, 28)에서는 중력을 역행하는 물감자국을 볼 수 있다. 본인
은 고여 있는 물감의 상태와 화면의 위아래로 흘린 물감의 자국들을 혼
재시킴으로써 화면을 더욱 모호하게 읽히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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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무제>, Enamel, oil on

그림 26. <무제>, Enamel, oil on

canvas, 116.8x91cm, 2007

그림 27. <Space-building>(그림1)의

canvas, 116.8x91cm, 2007

그림 28. <Space-building>(그림1)의

부분 이미지

부분 이미지

- 47 -

② 신체 움직임의 반영
‘뿌리기’와 ‘흘리기’를 통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즉흥성을 가진 드
로잉으로도 볼 수 있다. 즉흥적 표현은 시간, 공간과 유기성을 가지면서
신체의 흔적을 드러내게 된다. 조형요소들이 나타내는 운동감은 실제의
운동과는 달라 정확한 속도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운동감이라든
가 아니면 느린 운동감과 같은 상대적 느낌을 줄 수는 있다. 느린 운동
은 그 운동을 이탈하고 빠른 운동은 궤적으로서의 선을 따라 흐른다.49)
<Boiling over>(그림29)에서 축축 늘어진 물감의 흐름이나 율동감이
느껴지는 선들은 풍경의 모습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자기장 같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영향 받는 몸과 감정의 흐름과도 닿아 있다. 흘러내리거
나 미끄러지고 뒤엉키는 운동감은 에나멜 페인트의 질료적 특성을 이용
하는 몸의 움직임과 그 속도를 드러내어 작가의 신체를 암시하는 것이
다.

그림 29. <Boiling over>, Enamel, acrylic on canvas, 50x65cm, 2010
49) 위의 책,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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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풍경>(그림30)은 보다 크고 빠른 신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4개의 정사각 캔버스를 큰 정사각을 이루도록 이어서 눕혀 놓
고, 그 위에 4개의 화면을 교차하도록 페인트를 부은 것이다. 합쳐졌던
화면이 분리되면서 하나로 이어진 페인트 얼룩은 조각나게 된다. 이 조
각들은 사진과 같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디스플레이 되면서 서로 밀어내
는 인상을 준다. 때문에 화면들은 독립된 4개의 풍경으로 존재할 수 있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합되었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도록 연결성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의 원래의 페인트 얼룩보다 규모가 더 확장되
는 효과도 생긴다.

그림 30. <4개의 풍경>, Enamel, acrylic on canvas, 각
60x6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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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완전한 공간 표현
본인은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우연성을 이
용하고, 그것들을 '겹치기와 쌓기'의 방법을 통해 조합한다. 조합된 큰
덩어리들은 화면에 불연속적으로 배치되어 공간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결과로 여백과 상이 함께 존재하는 모호한 화면은 감상자의 해석이 다각
도로 일어나도록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과정상의 순서에 맞게 1. 우연적 형태생성, 2. 겸치기와 쌓기, 3. 분
할된 틀, 4. 상(figure)과 배경(ground)의 모호한 관계로 절을 구성하여
살펴보겠다.

1. 우연적 형태 생성
본인은 캔버스 위에 형태 생성을 하는 과
정에 있어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우연성을 개입시킨다. 우연성이 개입된 물질
의 흔적은 구체적인 형태가 제한되거나 거
세되어 있다. 본인의 그림에서 색이 뒤섞이
고 형태가 어그러진 페인트 얼룩들은 붓고
흘리는 방법을 통해 우연성이 작용된 결과 참고도판 16. 에나멜 얼룩의 두께
이다. 페인트 얼룩들은 화면 안에 배치되면
서 ‘추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우
연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을 통한 추상성의
획득은 페인트 얼룩을 형태가 아닌 평면위
의 물질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에나멜 페인트'는 특유의 점성과 응집력
으로 인해 퍼지거나 섞이는 속도가 느리고,
참고도판 17. 에나멜 얼룩의 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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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중량감이 느껴지는 재료이다. 펴 바르지 않고 흘리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에나멜 페인트 얼룩은 도톰한 두께감(참고도판16)과 반질반질
한 광택의 표면(참고도판17)을 갖는다. 이것은 물질로서의 에나멜 페인
트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1) 마블링 효과
한편, 서로 다른 색의 에나멜 페인트를 혼합할 때는 페인트의 양과 섞
는 정도를 조절함에 따라 예상치 않은 마블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혼합된 페인트가 캔버스 위에 부어지면서 얼룩 내부의 무작위적인 무늬
형성이 일어난다.
페인트 얼룩은 하나의 형태나 외곽선으로 완결되려고 하지만 그 내부
에서 요동치는 또 다른 색선들의 흐름은 지층이라든가 물살, 나무껍질과
같은 물질구조를 연상시키면서 에나멜 얼룩에 구체적 형상을 대입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물질구조란 물질이 이루어진 얼개, 짜임새를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직물은 날실과 씨실이 교차되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위아래로
교차되면서 짜인 선들의 구조가 직물의 물질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때 그 구조가 매우 규칙적이고 고른 모습이라면 어떤 형상을 대입
하기가 쉽지 않다. 벽지, 프린트된 천, 융단의 모양의 규칙적인 구조는
평면적이며 장식적으로 느껴진다. 보다 생생한 형상의 효과를 주는 것은
불규칙한 구조이다. 본인의 그림에서 마블링 효과로 만들어지는 에나멜
얼룩의 내부 경계선들은 불규칙하다. 때문에 에나멜 면의 내부구조는 형
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각요소가 된다.
다음에 제시되는 본인 그림들의 부분도를 보면 물감이 섞이면서 형성
되는 마블링 무늬로 인한 경계(그림31)뿐 아니라 물감을 정방향, 역방향
으로 부으면서 생기는 물감 앞, 뒷면의 전환에 의한 경계(그림32), 물감
을 흘리는 속도가 변함에 따라 생기는 마블링의 결절(그림33)등이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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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 면의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부구조들은 어
떤 물질구조와 비교할만한 적당한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즉 본인의 그
림에서처럼 풍경과 같은 이미지가 전제되었을 경우에 돌이나, 물, 나무를
연상시킨다.

그림 31. <Triplets>(그림 그림 32. <4개의 풍경> 그림 33. <A Look>(그
(그림30)의 부분 이미지
35)의 부분 이미지
림17)의 부분 이미지

형식구조는 때로 물질을 대리하고 그것을 암시한다.50) 예를 들어 단면
의 형태로서 나뭇결은 나무 그 자체를 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재의
입체적인 내부구조를 대신한다. 나무 무늬 장판이나 대리석의 표면 결을
모방한 타일처럼, 본인의 작업에서 에나멜 페인트의 마블링 무늬는 어떤
물질을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형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 Look>(그림34)을 보면 페인트의 마블링 효과는 암석의
내부 구조, 지층의 단면(참고도판18)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물질구조에
대한 연상에 힘입어 페인트 얼룩들이 무리를 지은 모습은 기암괴석의 이
미지로 인식된다. 또한 색상, 명암차이가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색으로 만
들어 진 마블링 무늬는 튀어나오고 홈이 파이는 돌의 입체적 표면으로도
보일 수 있다.
지질의 생성에 대한 상상을 계기로 제작하게 된 또 다른 그림은
<Triplets>(그림35)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에나멜의 마블링은 지질층이
나 산맥의 입체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같이 여겨지기도 하며 색이 다른

50) 앞의 책(주48),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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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나멜 얼룩의 경계들로 앞과 뒤에 대한 원근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인
은 캔버스에 부은 3개의 물감이 한 방향으로 흘려지면서 단번에 섬이나
산과도 같은 형태가 생성되는 것이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지각변동
으로 인해 갑자기 산맥이나 협곡이 생겨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되었다.
세쌍둥이라는 뜻의 제목 ‘triplets'도 동시에 생성된 에나멜 얼룩들과 관
련한 본인의 상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림 34. <A Look>(그림17)의 부분

참고도판 18. 지층의 사진

그림 35. <Triplets>, Enamel, acrylic on canvas, 50x65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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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성의 유희
우연적인 방법의 사용은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유희
적 측면을 제공한다. 그림의 제작과정에서 물질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본
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그 일탈성에 대한 기대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우연성의 유희에 대해 립스(Lipps)는 “자
유로운, 변화가 풍부한, 법칙 속에 끼워 넣어질 수 없는 자연력의 유희로
서 우연적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51)라고 말한다. 쿠키슈우조우는 동양
의 도기제작에서 일어나는 우연성 개입을 설명한다. 동양의 도기 제작에
있어서 요변(窯變)52)에 대한 생각은 에나멜 페인트를 우연적 방법을 통
해 다루는 본인의 태도와 유사하다. 도기 제작에서는 가마 속의 불이 만
드는 이의 의도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제작에 참여하며, 그로부
터 생겨나는 형태의 일그러짐이나 빛깔의 변화가 감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본인이 작업에서도 캔버스 위에 흘려진 페인트가 공기, 중력 작
용을 비롯한 환경에 반응하면서 예상치 못한 왜곡이나 효과를 만들어 낸
다. 비결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의외성을 가지는 결과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는 작업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

51) Theodor Lipps, Ӓstbetik, Ⅰ, 2 Aufl. S. 205. (쿠키슈우조우, 『우연이란 무엇인
가』, 김성룡 역, 이화문화사, 2000, p. 259.에서 재인용)
52) 도자기를 구울 때에, 불꽃의 성질이나 잿물의 상태 따위로 가마 속에서 변화가
생겨 구워 낸 도자기가 예기치 아니한 색깔과 상태를 나타내거나 모양이 변형되
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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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겹치기와 쌓기
본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생성된 형태들을 조합하기 위해 겹치기와 쌓
기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연적 방법을 통해서 생성된 에나멜 얼룩은 점
과 같이 단일한 단위로 두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에나멜 얼룩을
겹치거나 쌓아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 낸다.
1차로 부어진 에나멜 페인트가 마르기 전, 그 위에 일부가 겹쳐지도록
다른 에나멜 페인트를 부으면 그 둘은 섞이지 않고 경계를 유지한다. 하
지만 그 경계는 표면의 높이 차이 없이 매끈하게 이어진다. 때문에 본인
은 이것을 통합된 하나의 얼룩으로 보고, 이 통합 방법을 ‘겹치기’라고
표현한다.
한편, ‘쌓기’는 1차로 형성한 에나멜 얼룩이 마른 후, 그 위에 역시 일
부가 겹쳐지거나 아예 덮이도록 2차 에나멜 얼룩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건조된 에나멜 위에 다른 에나멜을 부으면 '겹치기'와 마찬가지로 얼룩
의 경계가 유지되지만, 경계 부분에서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 본인은
도톰한 두께의 에나멜 얼룩들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을 통해 물질의 실질
적인 층을 만들어 낸다. 이 ‘쌓기’의 방법을 통한 두께의 축적은 <Go
up>(그림36, 37)에서 볼 수 있는데, 비슷한 형태이지만 <A Look>(그림
38)이나 <Mountain>(그림39)에서의 ‘겹치기’ 방법과 다른 두께감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겹치기'를 통한 표현은 실질적 두께를 갖기 때문에
평면 위에 압축된 부조로 느껴지기도 한다.
겹치고 쌓는 방법은 화면 안에 공간적 차원을 만들어 낸다. 하나의 단
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려질 때, 화면에는 깊
이감이 생겨난다. 겹치는 행위는 부분을 덮어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그 자리에 존재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53) 참
고도판 19는 순수한 기하학적 개념만을 가진 고립된 두 개의 사각형이
다. 이과 다르게, 참고도판 20에서는 겹쳐진 여러 요소들 간에 복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데, 중앙에서 나와 바깥으로 이어지는 선분이 정사각형
53) Arnheim, Rudolf.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2003,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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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다각형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깝고 먼,
원근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이러한 중첩의 구조는 3차원적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게 된다. 본인은 '겹치기'와 '쌓기'의 방법으로 이러한 중첩의 효
과를 얻고, 깊이에 대한 표현을 시도한다.

그림 36, <Go up>, Enamel, acrylic on canvas,
193×112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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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Go up>(그림36)의 부분

그림 38. <A Look>(그림17)의 부분

참고도판 19

참고도판 20

그림 39. <Mountain>, Enamel,
acrylic on canvas, 145.5x89.4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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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된 틀
본인은 분할된 틀을 불연속적인 공간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다. 본인의 작업 중에는 이어지는 하나의 이미지를 2개 내지는 4개의 캔
버스로 분할한 것들이 있다. <Space-building>(그림40, 41), <Landscape
of thinking>(그림42)이 그 예이다. 이 작업들을 제작할 때에는 우선 분
리된 화면을 나란히 붙여 놓고, 화면들 사이에 공유되는 형태가 생기도
록 하였다. 각각의 화면을 연결하는 얼룩들이 만들어진 후에는 다시 화
면을 분리하여 따로 이미지 제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 전
체를 놓고 봤을 때, 형태가 공유되는 부분과 연결 되지 않고 단절되는
부분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은 이 작업들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
에 있어서 분리된 화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었는데, 이를 통해 각
화면을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전체 화면을 아우르는 이미지 인식
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Space-building>(그림40, 41)과 같은 작업은 병풍의 형식적 특징에서
‘분할된 틀’을 가져온 경우이다. ‘병풍’이라는 틀은 실제의 공간을 분할하
는 역할과 동시에 병풍 틀 안에 그려진 그림을 분리하는 역할도 한다.
이 때, 감상자는 분리된 화면들은 연결 지으면서 확장하는 사고 작용을
일으킨다. 나누어진 이미지의 빈틈을 감상자 스스로 채워서 인식하는 것
이다. 이미지를 분할하는 틀은 오히려 상상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확
보해 주면서 공간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병풍은 전체
공간에서는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만, 병풍 이미지는 회화적 표현에서 전
체 공간을 표상한다.54)”고 한 우훙의 설명에서 병풍의 한정된 부분들로
부터 인식되는 공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4) 우훙, 『그림속의 그림』, 서성 역, 도서출판 이산, 199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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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Space-building>, Enamel, acrylic on canvas, 각 160x80cm, 2010

그림 41. <Space-building>, Enamel, acrylic on canvas, 각150x66cm._2010

그림 42. <Landscape of thinking>, Enamel, acrylic on canvas, 각100x50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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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s>series(그림43, 44, 45, 46)는 하나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각각 연결성 없이 독립된 이미지들이다. 정사각의 형태로 분할된
틀과 그 틀마다 표현된 불연속적인 공간은 이 중 어떤 조각을 뽑아 나열
하여도 그것들이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마치 퍼
즐을 바꿔 끼우는 행위처럼 느껴진다.
숨김과 드러냄을 교차시키면서 불연속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공간들이 뒤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왼쪽 위) 그림43. <Fragments_3>, Enamel, acrylic on canvas, 70x70cm, 2010
(오른쪽 위) 그림44. <Fragments_1>, Enamel, acrylic on canvas, 70x70cm, 2010
(왼쪽 아래) 그림45. <Fragments_4>, Enamel, acrylic on canvas, 70x70cm, 2010
(오른쪽 아래) 그림46. <Fragments_5>, Enamel, acrylic on canvas, 60x6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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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figure)과 배경(ground)의 모호한 관계
본인의 그림에서 ‘형상(figure)과 배경(ground)’55)의 구분은 명확해 보
인다. 원색적 색상에 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나는 에나멜 페인트는 무광
에 백색, 또는 그에 가까운 연한 색의 캔버스와 질감의 대비를 이루면서
분리되어 있다. 에나멜 페인트 부분이 형상을 나타내고 캔버스의 바탕이
배경이라고 상정한다면 상과 배경의 분명한 분리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Ⅲ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본인의 그림에서 배경은 단순한 바탕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함축적인 공간으로서의 여백이다. 여백은 간접
적인 힘과 긴장을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이다.56) 이 빈 곳은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암시하기도, 비어 있는 공허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상과 배경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배경으로부터 형상이 읽힐 수도, 페
인트 얼룩부분이 배경이 될 수도 있는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과 배경의
관계에 대해 모리츠 에셔(M.C. Escher)
는 “두개의 인접한 형태 사이에 있는 경
계선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경계선 양
쪽의 형태가 서로 동시에 인식되려 하기
때문이다.”57)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에셔
의 세계(참고도판21)에서 흑백의 형상대
비는 한 형상이 다른 형상을 부정함으로
써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형상을 참고도판 21. 모리츠 에셔, <원형
완전히 무시함으로써만 하나의 형상을 극한Ⅳ>, Woodcut, diameter41.6
cm, 1960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58)

55) 형상과 배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루빈(E. Rubin)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 그에 따르면 에워싸인 표면은 도형이 되려고 하고, 반대로 에워싸고 있는 표
면은 배경이 되려고 한다. 또한 재질감이 강한 대상은 형상이 되고, 약한 것은
배경이 되려고 한다.(Arnheim, Rudolf.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2003, p. 221.)
56) 앞의 책(주48), p. 202.
57) 앞의 책(주12), p. 6.
58) Escher, M. C. 외, 『M,C.에셔, 무한의 공간』, 김유경 역, 다빈치, 2004,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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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상과 배경의 관계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인
다. 둘 중 하나를 무시해야 화면을 선명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쪽이 조형요소로서 밀접하게 작용해야 비로소 암시된 공간을 읽을 수 있
다.
<Waterfall>(그림47, 48)이 상과 배경의 모호한 관계를 이용하여 공간
의 암시를 이룬 경우이다. 가느다란 줄기형태로 아래를 향해 쭉쭉 흘려
진 물감의 자국들은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를 연상시킨다.
이 연상 작용에는 빈 배경을 읽는 측면과, 물감의 형태를 읽는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 중력방향으로 쭉 떨어지는 페인트의 흔적을 폭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형태적 유사성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폭포
와 페인트가 떨어진 흔적이 성질․모양․형식면에서 비슷하게 대응되는
‘동형구조(isomorphism)’인 이유도 있다.
한편, 상과 배경의 역할이 바뀌는 역전현상은 비어있는 배경에서도 물
줄기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희거나 투명한 물줄기의 특성 때문에 밝은
배경 그대로가 드러난 빈틈이 물의 영역으로 인식되는데, 이때 진한 에
나멜 페인트의 영역은 밝은 물줄기를 드러내어주는 배경으로 역할 하거
나 물줄기, 또는 물 아래 위치하는 바위나 절벽의 형상으로 기능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종합되어 폭포를 인지할 때, 하나로 이어진 평면적
배경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물과 하늘로 나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주관적 경계(subjective contour)’(참고도판22)의 작용 때문이다.
주관적 경계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선이 지각되는 것을 말하
는데, 불완전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친숙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59)
상과 배경의 모호한 관계는 주관적인 시각 경험을 일으키는 요소로,
본인의 그림에서 점과 선등의 조형요소에 관계하는 시각적 질서가 공간
의 인식을 가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59) 앞의 책(주12),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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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Waterfall>, Enamel, acrylic on canvas, 100x40cm, 2008

그림 48. <Waterfall>, Enamel, acrylic on canvas, 100x40cm, 2010

참고도판 22. 주관적 경계의 예- 물고기들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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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가변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 아래 전개되어 온 본인의 작업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습관적인 시지각 작용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작업들을 Ⅱ장에서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작업에 있어 핵심적 배
경이 이미지 지각의 불확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불완전한 공간을 회화적으로 구축하는
본인의 작업을 화면의 구조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인이
회화 공간을 이중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맥락들을 분석하고,
불완전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들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의 양
상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작업 전반에 걸친
방식들이 모호함을 위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작업 성향으로부터 기인
함을 알 수 있었다.
비판적 사고 없이 실행되었던 재현적 그림그리기와 환영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이미지 인식에 대해 연구하면서 지각 과정에 경험의 틀이 개입하는 것을
알았고, 때문에 그것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불확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2006-2007년의
작업들은 '우연성의 개입', '형태의 소실', '물질의 강조'로 그 방법을 분
류하였는데, 이로부터 현재의 주된 작업 방식들이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은 모호함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본인이 비결정적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미지에 대한 지각주의적 관심은 주관적 해석
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회화의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본인은
평면과 공간을 동시에 드러내는 회화의 이중적인 구조를 조정의 대상으
로 삼고, 이 두 축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상이한 맥락들을 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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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맥락들 중, 산수양식은 회화공간에 대한 관
념화 된 인식을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주관적 해석이 확대될 수 있는 조
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불명확한 기억 속의 풍경이
미지를 표현하는 것 또한 함축의미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질성과 추상성의 강조는 회화적 공간에 대
한 인식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중력과 신체의
힘이 작용한 물질의 흔적을 통해 현실공간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도록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각 맥락이 하나 이상의 의미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알게 되면서, 이 조합들을 통해 새로운 해석이 시도될 수 있는 조
건이 만들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인트를 뿌리고 흘리는 방법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본래 물
질을 강조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위해서 선택된 방법이었지만, 이 과정에
서 만들어지는 마블링 효과는 자연물질들의 구조를 떠올리도록 역할하기
도 했다. 이는 페인트의 얼룩에서 구체적 형상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우연성의 개입은 예상치 못한 조형 결과들을 발생시키면서 본인에
게 유희적 측면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겹치기와 쌓기라는 중
첩의 방법은 화면 속에 공간의 층을 생성하였고, 다층적 시점과 분할된
화면의 적용된 불연속적인 공간 표현은 그림 속 공간에 대한 사고의 확
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의 그림에서 여백과 페인트 얼룩은
어떤 것이 상(像)이 되고 배경이 되는지 모호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시각 경험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았다. 이 표현상의
특징들은 시각적인 모호함을 만들어 화면 속 공간을 불완전하게 약화시
키도록 역할을 한다.
본인은 이번 연구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사고 과정을 역추적 하여 동
기의 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보았다. 본인이 보편적일 수 있는 시지각의
문제를 작업의 내용으로 삼게 된 것은, 그것이 본인의 작업 방식, 작업에
임하는 태도의 근원과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그림을 그리
는 것’은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주제에 가까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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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은 작품 해석의 다양한 층위들을 나누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작
업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결국, 지금까지의 작업 과정은 본인이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
해 스스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자칫
형식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형식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작업에 대입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의미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증
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증명은 본인을 거쳐 만들어진 작업 결
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이디어에 가까운 찰나의 생각들은 ‘작업의 반복’을 통해 점차적으로
체계가 생기고, 그 결과물들에 대한 ‘종합과 분석의 과정’은 작업의 의미
를 명확하게 해준다. 이 내용은 다시금 작업의 동기, 배경으로 작동하고,
작업은 ‘새롭게 시작’ 된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본인의 작
업 과정이 이와 같은 순환을 거쳐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의 순환을
한 단계 마무리 하는 의미로서 이 논문이 앞으로의 작업에 다시금 동기
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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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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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ual structuring of
pictorial space based on uncertainty
Kim, In Young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work begins from realizing the discord between the sense of
seeing and the perception of knowing, and having a distrust in the
painterly illusion. I attempt to stop unconscious reception of the
perceptive process, "look," "paint," and then question the things that
intervene in the process of "looking again."

In this thesis I

systematically presented the process of how I unravel my work, from
perception of the problem, realization of the theme, and to conclusion,
including the reason why I chose obscurity as a main characteristic
of my work, how I structure suggestive space,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Perception of an image does not end in just the passive process of
accepting and recording an object as it is. It is an active creation
proces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given by the objec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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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less interaction between the subject of perception and the world
surrounding him/her. Such thought process takes place endlessly not
only

in the production of the artist's work,

appreciation

by

viewers.

Spectators

interpret

but also during
the

paintings

by

receiving signals designed to make them think of certain things as
they look at the works. At this time, the viewer perceives the object
based on a reflection of his/her own experience, which serves as a
background to compose the subject aspect of perception. My goal is
to use the confusion that takes place in such perceptive process as
different contexts collide, thereby forming a suggestive space. In my
work, the uncertainty of the images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goal
of "building suggestive space," and the grounds for the methodology I
use throughout my work.
Through the method of us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enamel paint
to create shapes and letting them flow, I bring coincidence into the
work process. The so created enamel stains form layers of space by
being stacked up or overlapped, and these clusters of paint gather to
establish discontinuous and obscure expressions of space on the
picture-plane. This is "building a structure" that can be read
obscurely, rather than "representation" obscure space. Empowered by
the structuring of the picture-plane, the paints stains give "suggestive
space" to the "empty picture plane," and consequently a space is built
on the two-dimensional plane. My works, in which such factors take
motion, are vulnerable landscape images consisting of visually clear
and powerful matter. The images only become clear as the recorded
experiences meet with present perceptions, and because this is
reduced to something related to the viewers, diverse interpretations of
the images become possible. In this case, the perception of th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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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take place only within the picture-plane, but is also
extended to outside the picture plane, to physical space, owing to
analogy of the direction of gravity and material imagination.
My work can also be explained as something that re-composes the
meanings read from existing works to desematize them from their
original context. When an image is separated from its original
meaning and is returned to a state where diverse substitution of
significances is possible, the result of "new perception" of this
recomposes our visual experience. Ultimately, my construction of
"suggestive space" is a process of creating a "new space for
perception."

Key

words:

construction

of

space,

suggestion,

accidental,

collision of contexts, image perception, variability
of

perception,

obscurity,

discontinuou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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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and

pla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