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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의 작업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소재로 하여 풍경
이면에 있는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익숙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들에 주목하기 위해서 나는 특정 공간과
그곳에서의 정서적 체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안락함이나 불편함, 익숙함이나 낯섦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데, 나는 이러한 정서들이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의 어떤 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나는 내가 체험한 정서로부터 일상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서의
표현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나의 일상 공간이자 도시적 특성을 지닌
공간인 서울에서의 정서적 체험 때문이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주변
공간에 무감각해지거나 공간과 밀접히 관련할 수 없어서 느끼는 소외감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공간과 개인 사이의 거리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도시에서는 공간이 자주 변하며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개인과 공간 사이의 거리 또한 유동적인 것이 된다.
나아가 도시 공간은 벽이나 울타리와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지켜주는
구조물들로 이루어지며, 이것들은 여러 차원으로 공간을 나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는 안락함을 느끼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공간은 비어 있는 영역과 물리적 구조물의 복합체이기에 공간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포함한 여러 감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여러 장소를 걷고 관찰하면서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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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사소한 사건들에 주목하는데, 이를 회화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각적 요소를 통해 정서적 체험을 환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의 작업은 공간의
구상적 특징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정서적 체험을 통해 변화한 공간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공간의 이미지는 변형되는데, 이러한
변형은 고유의 색을 대체하거나 공간의 깊이를 제거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특성을 배제함으로써 행해진다.
전체 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표현방식은 특정한 색을 선택하여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색채는 온도나 촉감 같은 감각적
경험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색과 관련한 과거의 강렬한 기억 또한
떠오르게 한다. 나는 색채의 이러한 특성이 정서적인 분위기 또한 암시할
수 있다고 보고, 인공적인 사물이나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 시끄럽게
느껴지거나 고요하게 느껴지는 색 등을 설정함으로써 색이 가진 정서의
환기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공간에서의 특정한 경험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목한 공간의 특성은 작업의 형식에도 반영되었다.
내게 표피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으로 보였던 공간의 성격은 평면성이
강조된 화면으로 표현되었고, 도시 공간의 분열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은
단위면적을 반복하거나 화면의 분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작업에서 공간의 구체적 형태는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일종의
환영이나 비실체적인 이미지처럼 보이게 된다.
사람이나 어떤 움직임을 암시하는 요소의 배제는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려진 공간 속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사람이나
사건이 부재하는 공간은 그 곳에서 있었거나 앞으로 생길 사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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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데, 나는
이처럼 기대했던 무언가가 부재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상실과 소외의
정서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공간에서 경험한 감각과 정서를 시각화하려는 나의 작업은 관찰재인식-시각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내게
권태와 소외 등의 정서를 경험하게 했던 일상의 공간을 이해하고,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는 관찰 과정에서 경험한 감각과 정서가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흔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서를 표현하는 일이 현재의 삶의 특성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주요어 : 일상화된 공간, 공간의 재인식, 반복과 동질화, 분할된 공간,
공간으로부터의 소외, 정서의 시각화, 색채를 통한 감각의 환기, 표피적인
이미지
학 번 : 2010-23477

iii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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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일상의 공간 ............................................................ 4
1. 일상화된 공간 ................................................. 6
2. 공간의 재인식 ................................................ 12
3. 익숙한 낯섦 .................................................. 17

III. 도시 공간과 소외 .................................................... 22
1. 반복과 동질화 ................................................ 24
2. 분할된 공간 .................................................. 31
3. 공간으로부터의 소외 ........................................ 35
IV. 정서의 시각화 ........................................................ 41
1. 색채를 통한 정서적 체험의 환기 ........................... 42
2. 표피적인 이미지 ............................................. 48
3. 부재 상황의 연출 ............................................ 54
V. 결론 .................................................................... 58

그림목록 ........................................................................... 61
참고문헌 ........................................................................... 63
Abstract ........................................................................... 65

iv

I. 서론

우리는 흔히 어떤 공간이 자신에게 가깝다거나 멀다고 느낀다. 애착이
가서 머물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피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시간을 보낸 장소를
‘친숙하다’고 느끼며,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주
접하여 친숙한 공간에서도 ‘낯선’ 요소는 발견되며, 자신과 가깝다고
느꼈던 공간이 갑자기 멀어지기도 한다. 한 공간은 그 곳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간과 사람
사이의 거리 또한 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공간과 가깝거나 멀다는 감각이 자주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공간에 기대한 유대나 안락함이 안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에게 똑같은 공간에서도 낯익음과 낯섦, 안락함과 불편함 등의
상반된 정서를 경험하게 했다. 나는 공간이 가진 어떤 특성이 이러한
정서를 유발하는지 궁금해하는 한편, 일상의 공간들에서 느끼는 권태와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떨쳐내려는 생각으로 자주 가는 길이나 장소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것은 한 공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이
되며, 누군가에게 일상화된 공간이 어떤 정서적 체험을 유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는 공간을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다.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는 판단이 오히려
우리를 가까운 공간들에 무뎌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소에
간과하기 일쑤인 공간에 다시 주목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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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일상의 공간을 소재로 하는
나의 작업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작업에서
일상의 공간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경험한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이
공간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작업의 동기와 관심사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2장에서는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는 전략이 어떻게 그보다 큰 공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공간의 관찰은 처음부터 작업을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 공간을 주제로 작업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목의 전략’을 사용하는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글을 참조하고, 회화 작업에 선행했던 공간에 관한 기록으로
작업의 예를 대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찰을 통해 이해하게 된 도시 공간의 특징과 정서에 대해
다룬다. 내게 일상이 된 공간이었던 서울은 다수의 삶이 진행되는
장소이자 도시적인 특성을 지닌 공간이었다. 그 때문에 공간에서
경험하는 정서 또한 다양했는데, 나는 이러한 정서들을 토대로 도시
공간의 특성을 유추하고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사회의 어떤 측면을 감정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내가 주목한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삶과 도시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문화
이론가들의 의견을 참조하려고 한다.
공간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회화로 표현하는 나의 작업은 다중의
감각을 통해 느낀 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는 일이다. 이를 위한
표현의 방식은 공간의 형태와 색을 변형하거나, 공간에서 읽히는 상황과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형태와 색이 어떻게 감각적 체험을
-2-

환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작업에서 형태와 색이 실제 대상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공간의 모습과
원근감을 조절함으로써 화면 안에서 시선을 유도하고 공간에 주목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소하고 흔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일상화된 공간에 관한 나의 관점을 표현하고자 한 작업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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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상의 공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은 대부분 순수한 허공이 아니라
벽이나 문 같은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둘러싸인 복합체이다. 1 이처럼
공간은 어떤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어 있는 영역’과 공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물리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공간은 구체적인 위치를 가지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장소라는 말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위치 혹은 장소가 가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들이다. 이 때문에 나는 내가 관찰하는 장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물리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어떤 영역을 언급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중의적으로 쓰이는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한다.
공간에 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개인이 자신의 일상 공간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느끼면서 생활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공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간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해줄 수 있느냐이다.

어디 출신이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누군가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두 가지 요소다. 장소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장소는 그에
따른 물리적, 역사적, 문화적 속성과 함께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1

공간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간을 다루는 학자들의 해석을
참조하였다. 이진경은 집과 같은 주거공간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벽과 문을 통해
정의되는 방들의 복합체라고 설명하였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서울: 소명출판, 2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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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보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공간을 이루는 특징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생활방식을 가졌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공간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사로 인해 나는 일상의 공간들과 그것을 관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2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역 (파주:
두성북스, 201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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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화된 공간

어떤 이미지를 보고 우리는 일상의 장소를 떠올릴 수 있을까?
누군가는 가정집의 실내에서 일상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동차가
가득한 거리, 혹은 상품진열대에서 일상의 단면을 발견한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일상의 장소가 있지만, 흔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공간은 ‘반복적인 일과가 행해지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사람들은 날마다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는 것에 익숙한데, 이에 따라
개인의 삶의 공간 또한 한정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된다.
나에게 일상 공간이란 자주 접하여 친숙하고 편한 것인 한편 때로는
지루하고 권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공간으로부터 이러한 정서를
느끼는 과정에서 내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어떻게 특정한 공간을
‘일상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가였다. 나는 여러 차례의
이사와 여행을 통해 처음에는 신선하고 새롭게 여겼던 공간이 권태로울
정도로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한 공간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 의해서 일상화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처럼 ‘어떤 작용으로 일상의 성격을 띠게 된 공간’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상
공간’이라는 보편적인 어휘보다 ‘일상화된 공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 공간이 누군가의 일상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공간이 익숙해졌다는
것을 넘어 개인이 어떤 공간으로부터 일상의 성격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상화된 공간을 이야기하기 앞서 일상의 성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상은 매일의 생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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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큰 사건이 터지는 격동의 날들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평이하고 반복적인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상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흔한 것이기에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친숙한 것이기도 하다. 3 이처럼 우리가
일상의 특성으로 보는 친숙함, 지루함, 사소함 등의 특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 흔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자주 보는 것, 가까이서 매일 접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친다. 반면에 처음 접하거나 자주 볼 수 없는 것에는 주의를
집중하고 신비롭게 여긴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감정이나 감각이 예술작품에 주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대상은 즉시 정서적인 인상을
유발한다고 썼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경험을 예로 든다. 그에 의하면, 아이에게는 모든 세상이 새롭고
정서적인 인상을 유발하는 대상이 된다. 아이는 새로운 사물들을
예민하게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해 학습해나가고, 학습이 축적됨에 따라
“온 세상은 점점 매혹을 잃어간다.”

4

처음이라는 이유로 강렬했던

경험들은 점차 신비롭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것이 된다.
나에게 ‘매혹을 잃어가는 온 세상’이란 내 주변의 공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길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잘못된 길로 들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누구를 보고

3

4

여기 말한 일상의 정의와 특징은 현대 사회에서의 삶의 방식과 연관이 있다. 일
상의 성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오늘날 도시인들이 경험하는 일터와 집, 반
복적인 일과 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보며, 이러한 요소들이 매일의 삶을
반복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25.
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서울:
열화당, 200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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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를 지나쳤는지 떠올릴 수 없는 때가 있다. 이처럼 나는
일상화된 공간을 무관심하게 지나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공간들에 다시 집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나에게 인상적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으려 애쓰곤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느끼는 새로움보다는 익숙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일상에서 특별한 것, 나의
인상을 자극하는 것의 부재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특별하고 인상적인
무언가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구심조차 들었는데, 이러한 의구심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변의 평범한 풍경들을 관찰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평소의 삶에서 접하는 사물 중에는 애초부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 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사물이 많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눈여겨보고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 인상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평범하고 흔한 것, 일상이 되어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에 의식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일상을 주제로
창작하는

작가들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5

소설가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은 『사물들』에서 일상 공간의 모습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그는 『사물들』에서 했던 방식으로
공간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결과물인 <The Street>에서 페렉이
제안하는 관찰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5

일상에 관한 미술가들의 언급이나 이론을 소개한 앤솔로지『The Everyday』에
는 ‘poetics of noticing’이라는 챕터가 있다. 이 챕터는 ‘주목의 시학’이라는
주제하에 조르주 페렉을 포함한 저술가와 작가들을 소개했는데, 이들은 주목하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섬세하게 경험하고 시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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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을 써 보라.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아무것이나.
당신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줄 아는가?
당신에게 인상을 주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당신에게 인상을 주지 못한다. 당신은 보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좀 더 천천히, 거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보아야
한다.
흥미가 없는 종류의 것, 가장 명백한 것, 가장 흔한 것, 가장 색이 없는
것에 대해 쓰도록 자신을 밀어붙여라.
[…]
계속 하라
장면이 믿을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이 인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짧은 순간들을 위해서, 당신이 낯선 마을에 있거나,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까지, 모든
장소가 낯설어질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마을, 거리, 건물,
6

보도라고 불렀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질 때까지…

페렉이 가진 관찰 방식은 어떤 것에 주목함으로써 ‘인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익숙한 것이 ‘낯설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흥미를 끌었다.
나는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 새로운 것, 그리고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이면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낯설어진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익숙한 낯섦을 발견하기 위한
페렉의 전략은 나의 작업과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The Street>에서 페렉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관찰의 사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가령 길가의 여러 카페 중
6

Georges Perec, “The Street,” in The Everyday, ed. Stephen Johnstone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105에서 재인용. 원전은 Georges Perec,
“La rue” in Espéces d’espaces (Paris: Galilée,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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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앉아있을 곳을 선택하기 위해 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어디인지 담배는 피울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자리에
앉아서는 길가를 지나는 자동차의 수를 세거나 행인의 모습을 글로
적는다. 관찰 내용을 나열한 그의 글은 시선의 이동 경로를 글로 옮긴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순차적이며, 그가 집중한 한가지 것에 주목되어
있다. 따라서 글을 읽는 것은 곧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일이 된다.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경험한 이러한 시선 공유는 머리 속에 장소와
사물,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봄으로써 실제로 그것들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했다. 내가 일상 공간을 묘사함으로써 하고자 했던 것 또한
이러한 시선 공유이다. 내가 말하는 시선 공유란 일차적으로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며, 이차적으로는 그 지점을
바라보고 느낀 정서와 견해를 공유하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내가 서 있었던 위치에 서 보게끔 하는 것이다.
나는 관찰의 결과 경험한 것을 화면 안에서 유도되는 시선의 위치와
움직임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예를 들어 집 앞 복도의 모습을 그린
<사라진 공간>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은 중앙에 있는 문에 고정된다.
그림에서 이 시선을 따라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흐리게 표현된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갈수록 그림은
선명해진다. 나는 이러한 형식적 요소를 통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주목의 과정이
그림에서 드러나도록 하였다.
일상화된 공간의 관찰은 흔하고 일상적인 것이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에는 익숙한
것에서 느끼는 지루함과 권태 등의 부정적인 정서 또한 뒤섞여 있었다.
내가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관찰 대상인 일상화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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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공간의 특성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상의 공간을 관찰하는 방식은
공간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유도하는데, 나는 이를 통해 공간의 특성을
보다 복합적이고 예민하게 경험하고자 했다.

<그림 1> 사라진 공간, 2012, 캔버스에 유채, 53×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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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의 재인식

개인에게 일상화된 공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공간임에도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공간에 주목하기보다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극에 집중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이 공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하거나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음악 등에
집중하는 동안은 내가 특정한 공간 속에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나는 공간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극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공간에 주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자잘한 소음과 냄새 같은 사소한
것들, 실제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꾸밈 없는 사물의 배치 등이 그러한
예이다. 나아가 나는 이와 같은 감각들로부터 특정한 정서를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장소는 매일 걷는
길이었다. 이 길은 내게 익숙한 목적지 사이의 반복적인 경로였으나,
나는 걷기를 통해서 공간을 새롭게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걷고 있을
때,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들, 작은 사고들, 냄새들, 이미지들, 소리들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7

걷는 행위를 모티브로 한 작업으로 잘 알려진

프란시스 알뤼스(Francis Alÿs) 8 는 걷기가 “생각을 진행하는 완벽한

7

8

Francis Alÿs, "Interview with James Lingwood," in The Everyday, ed.
Stephen Johnstone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140-41.
프란시스 알뤼스는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한다. 런던의 거리를
돌아 다니면서 제작한 <Railings(2004)>는 난간을 막대기로 쳐서 나는 소리들
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후속 프로젝트에서 이를 악기처럼 연주하여 음악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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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소”이며, “디지털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적 공간”이라고 말한다.

나는 알뤼스의 견해에서 직접 한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언제든 인터넷에 접속하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생활에서의 푸념이나
생각이 가장 빠르게 다른 이들에게 공유되는 곳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가상의 장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적 경험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사적인 삶을 원치 않아도 속속들이
알게 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최근의 삶에서 사적
영역이 침해 받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점점 더 간접 경험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보고 찍은 사진과 그곳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럴듯한 가상의 경험을 얻는 것이다. 이 가상의 경험들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실제 공간에 가보았을 때는 과거에 본 이미지 외의
것은 놓치거나 실망을 하는 등 직접적인 경험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이에 반해, 공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작은 감각들에 집중하게 하며,
평범하고 실제 삶과 가까운 광경들을 볼 수 있게 한다. 나의 작업 중에서
이러한 작은 감각들에 주목하여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던 작업은 <귀가>
연작이다. 이 작업은 집으로 돌아갈 때 반복적으로 걷게 되는 길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밤 풍경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당시의 경험을 서술한 노트가 있는데, 이 글이 내가 표현하고자 한
분위기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늦은 밤, 조명에 의해 여러 가지 색과 방향으로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9

작업이었다.
위의 책,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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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걷는 길에서 가장 새롭고 신비해 보이는 요소이다. 귀가 시간의
그림자는 인공조명의 색에 의해 다양한 색과 방향으로 드리워지며,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순간적으로 그림자가 강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어떤 때는 주황이나 초록빛으로 보이기도 한다. 내게
이러한 그림자의 색들은 귀갓길의 노곤함, 주어진 일과와 사람들로부터
떠나 조용히 걷는 경험, 주변에서 들리는 인기척 등과 결합해서
10

공허하면서도 안락한 색으로 기억되었다.

나는 걷기를 통해 공간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빛의 나타남과 사라짐,
모호하게 뒤섞여 들리는 주변의 소리 등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미세한
감각들에 집중하고자 했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한
부분인 만큼, 이 관찰에는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폴 비릴로(Paul Virilio)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11 라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도시 안에서 완벽한 공허, 혹은 무(無)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에는
항상 배경이 되는 소음, 어떤 징후, 사인, 냄새가 있다.”12 나에게 이러한
섬세한 징후들은 공간을 직접 경험함으로써만 알아차릴 수 있는 값진
경험으로 여겨졌다.
비릴로가 말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일상의 순간을 의미하는 듯하다. 작업

10

작가 노트 발췌 (2012년 3월).
Paul Virilio, "On Georges Perec," in The Everyday, ed. Stephen Johnstone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109.
12
폴 비릴로는 1970년대 말 Cause Commune이라는 잡지에서 페렉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의 도시지리학적인 접근과
는 달리 ‘infra-ordinary’한 것, 평범한 것들을 이루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주목
함으로써 도시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위의 책, 1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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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에서 나는 사건이 부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특별하고
인상 깊은 일이 드문 현실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화된 공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명확하게 감지되는 변화나 사건이 없다고 해서 동일한 공간에서 항상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큰 소리가 없을 때 작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듯이 나는 같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더라도 미묘하게 다른
감각들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은 나의 심리 상태와 생각의 변화에
따라 매일 다르게 보인다. 이러한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반응들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귀갓길에서의 경험을 그린
<귀가> 연작(그림2, 3, 4)은 불충분하게 기억에 남은 감각들을 더듬어
나가며 찾듯이 그려낸 작업이다.

<그림 2>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97×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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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53×65cm

<그림 4>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53×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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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숙한 낯섦

익숙한 공간을 관찰할 때 처음에는 어떤 것을 본다기보다 예전에 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관찰해나갈수록
미묘하게 달라지는 나의 반응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공간이 가진 낯설고
새로운 면도 발견하게 된다.
익숙한 것에서 낯설고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말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가깝고 친숙한 상황에서야말로 낯섦을 느끼기 쉽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눈에 익지 않거나 처음 보는 것일 때 낯설다고
말한다. 즉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것의 반대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낯섦은 감각자가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일 뿐 실제 그 사물을
처음 접한 것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 익숙한 공간에서도 낯섦을 느낄
수

있으며,

낯선

도시사회학자인

공간에서도

게오르그

익숙함을

짐멜(Georg

느낄

Simmel)은

수

있는

‘대도시와

것이다.
정신적

삶’이라는 논문에서 이방인이 도시에서 느끼는 감각과 낯섦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낯섦은 “하나의 특수한 상호 작용의 형식”13 이다.
그는 만일 시리우스 별에 사는 주민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멀고
가까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14 그가 말하는 시리우스 별의 주민들이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먼 존재를 의미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낯섦은
이처럼 전혀 무관한 요소들 사이에서는 경험될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오히려 어떤 공유지점이 있는 집단, 어떤 관련이 전제된 요소들 사이에서
13

Georg Simmel,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역 (서울: 새물결,
2005) 80.
14
위의 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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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섦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낯선 것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혹은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친숙한 공간에서야말로 낯섦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처음 가 본 장소에서는 본래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익숙한 장소에서는 아주 사소한
변화마저 알아챌 수 있다. 나는 평소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공간에서 사소한
변화를 발견함으로써 그 공간이 누군가의 삶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은 적이 있다. 어느 날 밤 나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생수병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의아하게 생각되었는데, 밝을 때 다시 와서 보니 생수병이 혼자
힘으로 벽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밤에는 안 보였던 빨랫줄이 병의
아랫부분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것들은 벽으로부터 빨랫줄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이처럼 첫 눈에는 이해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은
사물의 배치들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익숙한 공간에서 발견한 낯선 것들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인 동시에 거기 사는 누군가의 흔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이에 따라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장소인 주거지역을 관찰의 장소로
정하고 작업을 위한 자료로서 사진으로 기록하였다(참고그림1, 2, 3).
참고그림1은 내가 발견한 익숙한 낯섦을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사진 속
주차공간 한쪽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의자 부속물이 놓여 있다. 망가진 의자
일부로 보이는 이 주황색 쿠션은 버려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등받이 부분이
벽에 기대어 있어 의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관찰
당시 아무도 없었던 이 공간은 의자가 놓인 기묘한 상황 때문에 어떤
- 18 -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이처럼 우연히 포착된 상황들은 일상화된 공간이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그림2와 3은 카메라의
시각으로 공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화면 속 공간의 형태가 낯설게 보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이것들은 자주 접하는 공간들을 여러 시간대와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발견한 낯선 풍경이었다.

<참고그림 1> 자료사진I, 2009

<참고그림 2> 자료사진II, 2009

<참고그림 3> 자료사진II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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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상황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리처드 웬트워스(Richard Wentworth, 1947-)가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임시변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오브제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나는 그 중 몇몇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한밤중 생수병을 발견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참고그림 4> 리처드 웬트워스, Making Do and Getting By 프로젝트의 일부,
1978, 컬러 사진, 43.5×51×6.5cm
<참고그림 5> 리처드 웬트워스, An Area of Outstanding Unnatural Beauty
프로젝트의 일부, 2002, 컬러 사진, 가변크기
<참고그림 6> 리처드 웬트워스, Making Do and Getting By 프로젝트의 일부,
연도불명, 컬러 사진,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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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 속 오브제들은 원래의 기능과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함으로써 낯선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모습은 일부러 꾸며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순간들이다. 내가 찍은 자료사진I(참고그림1)와 웬트워스의 작품(참고그림
6)에서 보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순간들은 일상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장면들에

주목함으로써 일상화된 공간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길가의
흔한 풍경에서 사람의 흔적과 공간이 사용되는 방식 등을 읽게 되면,
공간은 금세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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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 공간과 소외

내가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공간들은 대부분 길이나 주거지역 같은
도시의 일부 지역들이다. 이는 내게 일상이 된 공간이 도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 결과 나는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성격과 정서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 감정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며, 반복적인
체험이 축적된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감동이 무언가 특정한 사물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법칙이나 관계항,
나를 지배하고 조건 짓는 구조라는 틀 속에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5

즉,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의미체계를 지닌 객관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감정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감정은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문화의미들과 사회관계들” 16 이며,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유도한 ‘문화의미들과 사회관계’가
어떤 것인지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내가 도시에서 경험한 정서들이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시시각각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폭 안에서 특정한 정서들이
반복되는데, 그 중 대부분은 무료함이나 권태, 공간으로부터 느끼는
15
16

Julia Kristeva, 『공포의 권력』, 서민원 역 (서울: 동문선, 2001) 33.
Eva Illouz,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파주: 돌베개, 20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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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에 관한 것이다. 무료함이나 권태는 친숙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정서이고 소외는 공간으로부터 배격되었다는 판단,
혹은 내가 가까이하고자 하는 공간이 멀리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공간에서 느낀 구체적인 정서들이
공간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느냐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도시 공간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거리감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사회적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적이며/이거나
서로 포개진다.” 17 라고 말한다. 경계가 분명하고 서로 포개어질 수 없는
물리적 공간과 다르게,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하나의
공간이 동시에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들 간의
상호침투와 포개짐은 “공간의 각 파편이 단 하나의 사회적 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게끔 한다. 18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간의 한 파편은 여러 가지 ‘지층’ 혹은 ‘겹’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도시 일부분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간의 특성을 추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도시의 파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속 사물들을 관찰하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17
18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서울: 에코리브르, 2011)153.
위의 책,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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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과 동질화

집이나 공장 같은 건축물이 벽이나 울타리에 의해 나누어지듯이 도시는
다양한 경계들에 의해 작은 단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단위공간들은
대부분 어떤 필요나 요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인데, 이 인공의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상업적인 필요나 자본주의적 효율성이 관여한다.
예를 들면, 유행하거나 생산이 편리한 사물이 우선적으로 생산되는 식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비슷한 질과 형태의 사물들을 만들어 내며, 나아가
그것들이 이루는 도시 공간 또한 반복적인 것이 되게끔 한다.
도시의 사물들을 살펴보면, 가로등이나 자동차처럼 자연적이기보다는
인위적이고 유일하기보다는 반복적인 것이 많다. 이러한 반복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하는데, 다른 나라의 도시들을 관찰해보면 금세
낯익은 풍경과 사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는 “모든 것이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현대 도시들과 그 도시들의 근교 지역,
19

새로운 건축물 등을 오래도록 연구할 필요도 없다.” 라면서 현대의 공간이
20

점점 동질화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 도시 내에 있는 여러 공간들과 또
다른 도시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는 “공간적 배치”가 공간을
특정한 양상으로 배열하려는 욕망이며, 공간을 특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욕망의 배치”라고 한 바 있다.

21

이처럼 도시

공간이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 따른 배치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동질화와

19
20

21

위의 책, 137.
동질화는 르페브르가 현대 공간의 한 특성으로서 사물들이 점점 비슷해지는 현
상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나는 이 단어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 쓰
기보다는 논문 전체에서 일관적인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서울: 소명출판, 2000)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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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동일하고 반복적인 사물들을 필요로 하는 현재
삶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의 삶은 일터와 집, 여가생활과 같은 비슷한 일과의 반복이다. 또한,
현대인들은 자연재해나 천적, 질병들에 시달려야 했던 과거의 시대와
다르게 대부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안락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권태를 느끼거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무감각해지기도 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와 무감각은 도시에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 공간이 가진 특성에 의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도시는 다양한
상품들과 문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환경은 권태와 무감각함을
느낄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외적∙내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흥미를 갖고
반응하는 일에 지치게 된다. 게오르그 짐멜은 대도시의 정신적 현상 중
하나로 ‘둔감함’을 든다. 그가 말하는 둔감함이란 “사물의 차이에 대한 마비
증세”인데, 사물의 차이를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차이들이 지닌 의미나 가치, 나아가 사물 자체를 공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다.22
오늘날 이러한 마비 증세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은 더욱 복합적이다.
도시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극들이란 실상 비슷한 사물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내부 공간을 가진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인기 있는 상품처럼 동질의 사물들은 곳곳에서 반복되며, 익숙해질 틈도
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반복과 끊임없는 변화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은 나에게 특정하고 유의미할 수 있는 공간들을

22

Georg Simmel,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역 (서울: 새물결,
200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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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보게 했다. 비슷한 사물들이 어디에서나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친숙하게 느꼈던 공간에서 낯선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 친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낯익은 사물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나는 도시 공간을 분열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사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서 느끼는 이와 같은 정서를 서울의
전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도시를 멀리서 보면, 도로나 거리 같이
건물들 사이에 있는 공간은 보이지 않고 건축적 형태들만이 뒤엉켜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는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서울 한복판을 바라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따라 산을 타고 올라가는듯한 건축물을 볼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어지럽게 뒤엉키면서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곤 했다. <서울I(그림5)>과 <서울II(그림6)>은 도시가 가진 시각적
형태가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상상을

표현하기

위해

수직∙수평으로

나누어지는 색면의 반복을 통해 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도시 공간이 반복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는 만큼 나의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 또한 반복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 건축물 이외에도 가로수,
전봇대, 자동차 등을 소재로 하는데, 이것들은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물의 반복은 나에게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와
친숙함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그 중에 자동차는 도시 공간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상징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다. 때로 이것은 하나의 조각 작품처럼 감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광고나
영화에서 자동차는 속도와 모험, 일상에서의 탈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볼 때 일상의 지루함과 무미건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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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렸다. 이는 자동차가 가진 비슷한 형태와 움직임, 도시 공간에
자리잡는 방식 때문이었다. 도로가 내려다보이는 장소에서 관찰하는 도시
풍경은 언제 보아도 별다른 차이 없이 정해진 방향과 속도로 나아가는
자동차들로 가득했다.
나는 일상을 주제로 한 초기의 그림에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자동차를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오늘날의 일상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등장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작업의 예인 <풍경I(그림7)>은 풍경화의 전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나무와 평원 위에 도시 공간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중첩시킨
것이다. 화면에는 어딘가로 가는듯한 사람들과 자동차의 실루엣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수집한 사진들을 콜라주 하듯 화면 위에서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그려졌다. 그림 속 사물들은 크기와 시점이 다소 어긋나있어서
인위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나는 이러한 특징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으로서의 도시 공간을 암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한 화면에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이 혼합 배치되는 방식은 회화 작업을
통해 도시 공간을 다루는 다른 작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마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화면을 합성하거나 여러 층의 이미지를
겹쳐놓은 것처럼 한 화면 안에 다양한 시점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보여주는 작가는 주로 선을 사용하여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이
뒤엉켜 있는 회화작품을 보여주는 줄리 메레투(Julie Mehretu, 1970-)와
코린 바스무트(Corinne Wasmuht, 1964-)가 있다. 이들의 작업은 도시
공간의 특징을 분절적이고 혼란스럽게 얽혀 있는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도시의 풍경을 다룬 나의 작업과 공통적인 면이 있었다. 길가의 풍경을
소재로 한 바스무트의 작업(참고그림8)을 살펴보면, 행인들과 자동차가
길가의 풍경에 중첩되어 있으며 일부는 명확히 그려지거나 일부는 흰 바탕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여러 찰나에서 본 거리의 모습이 한 화면에 포개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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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잠들기 전에 눈을
감았을 때나 꿈을 꿀 때 보이는 중첩된 영상들처럼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나는 이러한 언급이 공간을 일종의 이미지로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23

<그림 5> 서울I, 2010, 나무 패널에 유채, 80×100cm

<그림 6> 서울II, 2010, 나무 패널에 유채, 80×100cm

23

Carina Krause, "Corinne Wasmuht," in Vitamin P, Thomas Bayrle and
Valérie Breuvart (London; New York: Phaidon, 200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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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풍경I, 2010, 나무 패널에 유채, 각 80×100cm

<참고그림 7> 코린 바스무트, Brückenstr., 2009, 나무 패널에 유채, 227×5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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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그림에서 다뤄진 건축물, 자동차와 같은 소재는
인위적으로

생산되며,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나는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같은 개인을 초월하는 힘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물들의 반복은 도시가 특정한 단위의 공간들로
분할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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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된 공간

도시의 삶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공간이 여러 차원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간의 분할은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간에 분명치
않은 공간에 경계를 짓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소유권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공간을 나누는데, 이러한 경계 짓기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24

편의, 혹은 특정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도시 공간을 더욱 복잡하게 경험하게 하고 공간의 배타적인
성격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들은 그 안에 속한
이에게는 안락함과 내밀함을 제공하지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배타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내가 속한 공간과 속하지 않은 공간을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도시에서
공간은 일종의 자본이자 누군가의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인식과 포화 상태에 가까운 인구가 공간의 분할을 여러 겹으로 진행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성격은 도시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공간 즉, 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집은 “이용자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등의 모든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이며, 그것이 공적인 시선,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내밀한 공간” 25 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사적 공간은 내밀성과
연관되는데, 내밀성이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것, 자신의
내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밀한 사적 공간을 친밀한
사람 이외에는 개방하기를 꺼리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지키고 싶어한다.
24
25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파주: 한울, 2005) 452.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그린비, 201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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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밀집한 지역은 내밀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간을 분할하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세운다. 울타리, 벽, 문과 같은 구조물들은 한 공간이 어느
정도 개방되거나 닫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나는 이와 같은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의 분할 또한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나는 주거
지역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도시의 건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공간의
분할을 암시하고자 했다.
<그림자의

색>이라는 제목하에 그린 4점의 그림들은

신림동과

신대방동 일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림자의
색I(그림8)>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은 도로를 따라 서
있는 가로등과 전신주, 전깃줄, 그 뒤편에 있는 주거용 건물들이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이러한 풍경을 자주 보았는데, 그려진
공간을 처음 접했을 당시 인상 깊었던 것은 무질서하게 늘어선 건물과
전깃줄이었다. 이러한 소재들이 가진 선적인 형태들은 도시의 풍경을
칼로 자르듯 분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적 공간을 지키기 위한 공간의 분할은 대부분의 공간이 주인 이외에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장소가 되도록 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내가 도시
공간을 관찰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누군가의 소유인 공간에서
내가 접근하고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한계는 내가 특정한 공간에 유대를
갖는 것을 막았으며, 공간에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멀리서 그 표면만은
바라보게끔 했다.
<그림자의 색IV(그림9)>은 내가 관찰하는 풍경이 매우 제한적이고
표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풍경의 형태를 화면에
평평하게 중첩하여 표현한 작업이다. 이 그림에서 공간을 분할하는
요소인 전봇대와 철제 다리 등은 수직으로 화면을 가르면서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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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려는 시야를 가린다. 이에 따라 뒤쪽에 보이는 공간은 더욱
평면적이고 침투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처럼 공간의 분할은 공간을 평면적이고 표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실체로 경험되는 공간보다는 일종의 이미지처럼 보이는 공간이 더 많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장∙단기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한 공간에서 친밀함과 소속감을 느꼈던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배격되고 소외되기도 한다. 때로는
익숙했던 공간이 더는 관여할 수 없는 남의 것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사적인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에 공간으로부터
느끼는 소외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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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자의 색I,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그림 9> 그림자의 색IV,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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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으로부터의 소외

1) 가변적인 거리의 감각

일반적으로 소외라는 용어는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를 일컫기 위해 쓰인다. 이 현상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감정적으로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데, 소외를 느끼는
개인은 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고립, 자아 소외 등의 상태를 겪는다. 26
소외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혹은 그 사이의 거리에 관한 현상이므로
사회와 개인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가진 ‘개인을
소외시키는 요소’와 ‘개인이 느끼는 거리감’ 중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소외 현상의 원인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나는

소외가

일종의

거리를

느끼는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여

공간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개념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소외의 정의를
적용하면, 공간으로부터의 소외는 ‘개인과 공간과의 관계 혹은 그 사이의
거리에 관한 현상’이며, 개인과 공간이라는 두 요소 모두는 소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공간이 가진 배타적 성격과 분할된
공간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간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외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공간으로부터 소외를
느끼는 개인’에 주목하여 소외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가
현재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공간 이전에 어떤 공간을 접했으며, 그것이
공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형성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과거에 공간으로부터 친밀함과 안락함을 느꼈던 사람은 이후에 접하게

2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1995)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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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친밀함을 기대하게 된다. 내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크게 변화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나는 과거의 경험들 덕분에 집이라는 공간을 유일무이하고 지속적으로
자리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20대 이후 경험한 집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임시적이고,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공간이었다.
<그림자의 색> 연작에서 다룬 신림동과 신대방동 일대는 이러한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장소이다. 이 동네에서 내가 살았던 집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것이었는데, 시간을 보냄에 따라 나는 그러한
불안정함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다. 연작 중 가장 먼저 그린 <그림자의
색I(그림8)>은 과거에 살았던 이 동네를 우연히 지나면서 본 풍경을 소재로
한 것이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거리는 구조나 내용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 곳에 어떤 연고도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낯설게
변해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장소에 익숙해지거나 멀어지는 경험은 공간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항상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그 공간에 길드는데, 익숙했던 공간도 변화가
생기거나 멀어지면 금세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낯선 공간이 된다. 이러한
경험은 공간을 둘러싼 계획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시에서 공간의 형태나 소유권, 용도, 나아가 공간의 존립 가능성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게오르그 짐멜은 도시에서는 “관심을 끄는
자극들이 도처에서” 밀려오는 한편, “삶은 점점 더 개인적 색채들이나 비교
불가능한 특성들을 몰아내는 비인격적 내용들과 제공물들로 채워진다.” 27

27

Georg Simmel,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역 (서울: 새물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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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대도시라는 공간은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문화의 터전으로 기능하며, 개인은 “무시해도 좋은 존재”, 혹은
“사물들과 세력들의 거대한 조직에 비해서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로
격하”된다.28 이에 따라 도시는 개인과의 관련이나 연대를 중시하기보다는
거대한 세력이나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에 맞춰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시 공간의 모습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유사한
재료와 구조로 만들어져 어디선가 본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공간이 있는
한편 극단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은 나에게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공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

<그 밤 하늘(그림10)>은 이처럼 나에게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게 받아들여진 도시 공간을 밤 풍경의 모습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림 10> 그 밤 하늘,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28

위의 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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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감에서 기인한 복합적 정서

특정 공간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나누어진 경계의 어느 한 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할된 공간에서 어느 한 경계의 밖에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다른 공간 안에 속해 있음이다. 어떤
공간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떤
공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으로부터

경험하는

소외란

완전히

부정적이고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고립감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다. 공간 속에서 혼자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주변 공간을 여행하듯이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평소와 달리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공간은 나에게
익숙함과 낯섦을 동시에 경험하게 했다. 이에 따라 나는 소외라는 감각이
매우 복합적인 정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공간을 소재로 하여 이와 같은 복합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예로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의 작업을 들 수 있다. 그가
그린 일요일 아침의 거리 풍경(참고그림8)은 도시가 잠시 고요하게 비어
있는 순간을 보여 준다. 이러한 풍경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평소의
혼잡함과 대비되어 낯선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를 통해 공간은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대상으로 변화한다.
호퍼가 즐겨 다루는 공간들은 호텔이나 휴게실, 길가의 음식점 등
우리가 자주 마주치지만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공간들이 많다. 이러한
장소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다. 이 통과의
장소들은 세계 어느 곳이나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익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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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며, 기묘하게 친숙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간이음식점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낯선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 나는 이처럼 도시 속에서 기묘한
친숙함을 주는 공간과 시간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내가
선택하게 된 대상은 늦은 밤, 자동차나 사람이 없는 거리였다.
도시의 밤 풍경은 나에게 낮의 풍경보다 더 많은 상상을 불러 일으켰다.
낮에는 사람들과 사건들, 목소리와 소음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비어 있는
모습은 같은 공간임에도 전혀 달라 보였고, 나를 둘러싼 공간이 더 넓고
거대하게 느껴지도록 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이나 주의를 빼앗는 소리
같은 것이 없어서 공간 자체가 가진 모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했다. 귀갓길에 접하곤 했던 풍경을 소재로 한 <귀가> 연작에서 나는
이처럼 밤이라는 시간대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 11은 어두운
길에서 보았던 조명과 그림자를 강조하여 그린 귀가 연작의 일부이다. 이
비어있는

거리의

풍경은

내가

무미건조하고

피곤하게

지나쳤던

귀갓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뒤섞여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나는 공간의 모습을 빛과 그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단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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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8> 에드워드 호퍼, Early Sunday Morning, 1930, 캔버스에 유채,
89.4cm×153cm

<그림 11>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서울대학교 우석홀 설치장면(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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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서의 시각화

일상화된 도시 공간을 낯설게 보려는 나의 시도는 도시의 일상적인 삶
이면에 있는 공간의 이질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공간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도시 공간만의 특정한
성격을 말하는데, 나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들에서 경험한 정서와 감각에 주목하였다.
반복적인 사물과 풍경을 접하는 데서 느끼는 권태와 무감각, 여러
차원으로 분할된 공간과 그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배격될 때 느끼는 소외감
등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정서들을 통해 공간이 가진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장은
이러한

정서들을

적합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나의 작업에서 정서를 시각화하는 방식과
그러한 표현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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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채를 통한 정서적 체험의 환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재현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구상적
요소들을 그림 안에 묘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분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느꼈던 정서와 감각들을 함께 드러내고자 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정서와 감각은 온전히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신체의 감각을 통해 공간에서 느끼는 것들은 공간이 가진 특성과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해 복합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나의 회화 작업에서 감각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해주며, 평소에 무감각하게 보았던 일상화된 공간을 재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술 작품을 “감각의 블록, 즉 지각과 감응의
복합체”

29

라고 서술한 바 있는 들뢰즈와 가타리는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의 회화를 분석한 글에서 감각이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감각이란 쉬운 것, 이미 되어진 것, 상투적인 것의 반대일 뿐만
아니라, <피상적으로 감각적인 것>이나 자발적인 것과도 반대이다.
감각은 주체로 향한 면이 있고(신경 시스템, 생명의 움직임, <본능>,
<기질> 등 자연주의와 세잔 사이의 공통적인 어휘처럼), 대상으로 향한
면도 있다(<사실>, 장소, 사건). 차라리 감각은 전혀 어느 쪽도 아니거나
불가분하게 둘 다이다. 감각은 현상학자들이 말하듯이 세상에 있음이다.

29

Ronald Bogue, 『들뢰즈와 음악, 회화, 그리고 일반 예술』, 사공일 역 (서울:
동문선, 2006) 260. “어떤 양태가 다른 양태의 촉발/변용에 응하여 갖게 되는
감정/정서를 감응이라고 한다. 역으로 다른 양태에 특정한 느낌을 야기하는 것
또한 감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응에 대한 이 설명은 역자가 다음의 책을 참고
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진경, 『노마디즘2』 (서울: 휴머니스트, 200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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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감각 속에서 되어지고 동시에 무엇인가가 감각 속에서 일어난다.

그의 의견에서도 감각은 주체나 대상 중 어느 한 쪽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의견에 따르면 그는 감각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상투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감각하는 세계에 들어감으로써만 가능하다. 들뢰즈/가타리의
이러한 정의는 여러 감각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는 순간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때에도 눈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함께
동원한다. 예를 들면, 공간 속에서 걷거나 서 있는 다리의 감각,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 크고 작은 소리와 같은 복수의 감각들의 영향을
받으며 눈 앞의 풍경을 보는 것이다.
나는 공간을 경험할 때의 복합적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주목한 것은 색채를 통한 감각의 환기 가능성이었다.
색채는 우리의 기억과 연결되어 과거에 보고 경험한 것을 연상시킴으로써
특정한 사물이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예컨대 우리는 노란색을 보고
레몬을 떠올린다거나 붉은색을 보고 코카콜라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색채는 감정이나 감각 같은 추상적인 경험
또한 불러 일으킨다. 색을 연구한 여러 학자와 화가들이 색채를 통해
차고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색채가
복합적인 감각의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색채론』에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색채현상을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대변되는 밝음과 어둠의 만남으로 보았으며,

30

Gilles Deleuze,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서울: 민음사, 199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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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자체가 인간의 감각과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31

요제프 앨버스(Josef Albers) 또한 『색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색은
상대적으로 차거나 따뜻하게 느껴지며, 그 사이에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색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32 이는 색을 통해 온도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들이 주는 온도의 감각을 가지고 상대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하학적인 색면을 공간에 설치하여 광학적 착시를 유도하는 작가
까를로스 크루즈-디에즈(Carlos Cruz-Diez, 1923-)는 “우리가 색과
접촉하면 소리나 만짐, 냄새나 맛과 마찬가지로 거부나 애정의 감정이
생긴다.” 33 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색채는 빛, 밀도, 투명도, 거리,
재료 등과 같은 무작위적 사건들에 의해 경험된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에
의해 감각되는 색채는 물리적인 작용이자 심리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을 통해 색을 볼 때, 우리는 시각을 포함한 다른 감각적 경험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각적 경험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색의 심리작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간을 쾌적하게
하려고 색을 고르기도 하며, 어떤 색이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색이 특정한 감각과
분위기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작업에 적합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색들의 조합을 찾고자 했다.

31

그의 이론에서는 색채현상을 생리색-물리색-화학색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그
중에 괴테만의 독창적인 연구로 평가 받은 부분은 생리색이다. 그는 색채가 우
리 눈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색채현상이 경험된
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색채는 인간의 감각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다. Johann Wolfgang von Goethe, 『 색채론 』 ,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3) 10-11.
32
Josef Albers, Interaction of color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5) 59.
33
Carlos Cruz-Diez, “Reflecion on Colour,” in Colour, ed. David Batchelor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105에서 재인용. 원전은 Carlos CruzDiez, Reflecxion sobre el color (Caracas : Fabrianr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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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색채를 선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 방식은
실제와 유사한 색을 선택하여 기억에 남은 공간의 모습을 가능한 한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며, 두번째 방식은 실제 공간의 색과 상관없는
색으로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의 변화는 작업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별 작업에서 다루는 내용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공간과

유사한

색을

선택하여

그렸던

그림의

예로는

<창문(그림11)>을 들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벽의 색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림 대부분을 이루는 이
벽돌의 색은 햇빛을 많이 머금고 있어 오후라는 시간대와 온도를
떠오르게 했으며, 쌓인 먼지와 오래된 건축물의 느낌을 보여주는
색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감각들을 드러내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의 색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풍경의 색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하더라도 실제 장소에서 느낀 나의 신체의 감각을
포착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간으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경험에 집중한 이후의 작업은 실제와 다른 색채를 사용하고 공간의
이미지에도 변형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서울I(그림5)>, <서울II(그림6)>, <풍경I(그림7)>에서는 실제 공간에서
관찰된 색이 아니라, 내가 그 공간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정서에 집중하여
주요색을 선택하였다. 공간이 동질화된 작은 단위들로 반복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대부분 자동차나 건축물 같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했던 이 작업들은 색채 또한 인공 안료의 느낌이 드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I(그림5)>과 <풍경I(그림7)>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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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과 핑크색 종류는 나로 하여금 식물이나 꽃과 같은 자연물을
연상시키는 색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유로 물감이 가진
인공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색이었다. 이에 주목하여 <풍경II(그림13)>는
<풍경I(그림7)>과 동일한 장면을 보다 채도가 높은 녹색과 핑크색을
사용하여 다시 그려본 것으로, 실제 풍경의 색을 왜곡하여 그린 작업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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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창문, 2009, 캔버스에 유채, 97×130cm

<그림 13> 풍경II, 2011, 캔버스에 유채, 각 80×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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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피적인 이미지

도시 공간에서 경험한 복합적인 감각은 나의 작업에서 일종의 시각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된다. 이 이미지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황만 따져보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회화, 조각상, 광학적 환영, 지도, 다이어그램, 꿈, 환각, 스펙터클,
투사상, 시, 패턴, 기억, 심지어 관념조차 이미지라고 부른다.” 34 나는
이처럼 다양한 것들을 이미지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게 해주는 공통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나의 작업에서 표현된 이미지의 성격을 설명하려고 한다.
W.J.T. 미첼(W. J. Thomas Mitchell)은 ‘이미지’가 지칭하는
다양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미지의 계열을
나눈다. 첫번째 전제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그래픽적이고 회화적인
표상, 구체적인 유형의 대상”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두번째 전제는
이러한 이미지의 개념으로부터 “심적, 언어적, 지각적인 이미지의
개념들”이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35

이 두 가지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파생된 이미지의 개념들은 실제로 그림과 상관이 없는 영역들을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표상’에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비시각적인 개념들’을 시각물을 매개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지의 이러한 특성이 내가
그림을 통해 다른 감각을 환기하려는 시도를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단어는

대상의

실체보다

형상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밀랍에 청동 반지를 눌렀다가

34

35

W. J. Thomas Mitchell, 『아이코놀로지: 이미지 텍스트 이데올로기』, 임산 역
(서울: 시지락, 2005) 22.
위의 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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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고 나면 밀랍 위에 반지는 남아 있지 않고 그 형상만 남아 있는 것을
예로 드는데36, 이 주장에서도 이미지는 실체가 없이 형상만 닮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작업에서 도시 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표피적인 이미지처럼
다뤄지는데, 이는 실제 공간이 어떤 심리적 경험을 통해 왜곡되어 보이는
비현실적인 순간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도시를 관찰하면서
공간의 배타적인 속성을 경험할 때, 공간은 형체가 없어 손에 잡힐 수
없는 허상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경험을 일종의 심적 이미지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색면 사이의 경계와 화면의 평면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지하철(그림14)>과

<나무들(그림15)>에서

형상은

분절된

색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색면들 사이의 경계는 좌우로 흔들리는 듯
흐려져 있다. 나는 이를 통해 기억 속의 이미지, 혹은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일시적인 영상처럼 공간을 그려내고자 했다. 내가 묘사한
공간이 분명한 형체가 없는 심적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물감이
발린 상태는 최대한 평평하고 얇게 유지하였다.
표피적이고 비고정적인 것으로서 도시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 색면
사이의 경계를 처리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경계는 점점 불분명해지면서 사라지지만, 색의 대비 때문에 형태는
비교적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한 가지 색조를
갖거나 차이가 크지 않은 색들을 사용하여 공간의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더욱 흐릿한 화면을 만들었다. 흐린 이미지는 나에게 시간의
경과, 즉 과거에는 선명했던 어떤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분명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상기시켰다. 나는 구체적 공간의 모습을 이러한 흐린
36

위의 책,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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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대체함으로써 내가 공간으로부터 느끼는 소원함과 거리감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림자의 색II(그림16)>은 멀리서 보면 푸른 색의
캔버스에 흐린 얼룩이 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흐린 대비로
표현된 도시의 풍경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묘사된 공간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뿌옇게 흐려지는데, 이에 따라 공간의 깊이감이나 대상의 앞뒤
관계는 모호하게 뒤엉킨다.
이와 같은 그림들이 가진 평면성은 내가 사진 기록과 기억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나는 주로 유화로 작업하고
천천히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공간이 가진 구체적인 특징과 경험을
떠올리게 해줄 자료가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참조하게 된 사진은 나의
기억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간에 관한 이미지를 변하게 했다. 나는
기억에 적합하도록 사진 이미지를 변형했으며, 사진을 통해 공간에 관한
기억을 선별하고 구체화했다. 나아가 공간에 대한 나의 기억은 마치
영화의 영상처럼 평평한 이미지의 움직임으로 떠올려졌는데, 평소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간을 접했던 경험이 내가 직접 체험한 공간을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처럼 어떤 매체에 관한 경험이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음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사진 영상은 언제나 우리들의 감각을 장악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는 모든 감각이 은연중에 마치 사진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사진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의식 속에 파고들어 오며 감각 중추에
‘사진’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끼워 넣는다. 그것은 단지 시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촉각적, 청각적, 시간적, 공간적인 모든 감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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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이며, 감각은 어느 사이엔가 ‘사진적’으로 포착, 해석되어
37

일상을 진행시킨다.

나는 이처럼 매체의 특성이 나의 감각과 기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진과 기억이 가진 공통적인 측면을 그림에 드러내고자
했다. 그것은 이미지가 가진 불완전함이었다. 사진과 기억 모두는 내가
보고자 한 대상 이외의 것들은 뚜렷하게 보지 못하며, 시선 혹은 의식이
주목하고 있는 한가지 것만을 기록/기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완전한
파편이었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의 형태를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가가 표현상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사진
이미지는 비교적 철저히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장소에 있는 듯한 감각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이를 이용하여 내가
보았던 시야를 재현하고 공유하는 한편, 위에서 설명한 불완전한 지각의
상황을 환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용한 방식은 이미지가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색면의 반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지하철(그림14)>과 <나무들(그림15)>을 살펴보면,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제한된 색 영역이 반복되면서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간의 형태는 추상에 가까울 정도로
불명확해진다.

나는

이처럼

분절된

색면의

조합을

통해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불완전하고 표피적인 이미지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업에서, 공간에 관한 나의 기억은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표피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내가
대상으로 삼은 도시에서 체험한 바와 연관이 있는데, 나는 도시 공간이
37

Toshiharu Ito, 『사진과 회화』, 김경연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4)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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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배타성으로 인해 공간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 표면만을 보는
것에 머물곤 했다. 이러한 상황은 관찰과정에서 한계로 작용했지만, 나는
이 또한 공간이 가진 하나의 측면으로서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작업이 가진 평면성과 표피적인 성격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림 14> 지하철, 2011, 캔버스에 유채, 53×218cm (각 53×72.7cm 세 점)

<그림 15> 나무들, 2011, 캔버스에 유채, 각 162×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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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림자의 색II,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 53 -

3. 부재 상황의 연출

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을 그린다. 내가 이러한
부재 상황에 흥미를 느낀 것은 우리가 빈 공간을 볼 때, 그곳에 없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기대함으로써 느끼는 정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텅 빔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어떤 것을 지각의 표상에 집어넣고 그것의 부재(不在)를
현재의 속성으로 주목하고 있음”38 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생기 있는
활동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기로 예상되는 장면은 이상하게 정지된 상태로
보이며 ‘텅 빔’이 튀어나올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39 그런
까닭에 관찰 당시 ‘비어있는’ 다시 말해,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이
부재하는 공간은 나로 하여금 그 공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마치 소설 속의 복선처럼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 어떤 분위기를 암시하는 부재의 장면들이 나온다. 주인공이
사는 공간을 비춰준다거나 사건의 전개가 일어날 장소를 미리 보여주는
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림에서 부재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공간이 과거에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자 했다. 이러한 호기심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라도 공간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간이 현재
비어 있다는 감각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한다.
나는 실제로 관찰할 때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공간도 텅 빈 곳으로 바꿔
38

Rudolf Arnheim,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2004)
138.
39
위의 책, 138.

- 54 -

그린다. 사람이나 어떤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했는데, <하루(그림17)>라는
작업을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그림은 내가 매일 지나는
번화한 거리를 소재로 한 것인데, 나는 풍경을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움직이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흐리게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어떤 면에서는 생기를 잃어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기 없음, 부동성, 사건의 부재 등이 공간
자체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완전히 멈췄거나 아주
느리게 흐르는 듯한 화면이야말로 공간을 찬찬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대했던 무언가가 부재하는 공간은 일종의 상실감과 고립감,
허무함 등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의 작업은 공간으로부터
느끼는 정서, 특히 무감각함과 소외와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하는 까닭에 부재 상황의 연출은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연출하려는

소외와

고립감

등의

정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완전히 부정적 의미만을 가진 단절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단절을 통해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감각, 사적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등을 느꼈다. 이처럼 ‘공간으로부터의 소외’는 여러 모순적인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표현한 그림은 밤 풍경을
소재로 한 <귀가(그림11)>와 <밤 여행(그림18)> 등이다. <귀가>에 비해서
<밤 여행>의 공간은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묘사된다는 점에서, 늦은
밤 길을 걸으면서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던 경험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그림들은 공통적으로 어두운 색조로 그려져 밤을
암시하지만, 완벽히 어두워진 캄캄한 밤은 아니다. <밤 여행>에서는 가장
어두운 부분인 남색이 빛을 암시하는 밝은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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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대기 속에 어떤 빛이 머물고 있는 듯 표현하고자 했다.
화면 안에 인물이나 사건을 암시하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부재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나의 그림에서는
그려진 소재 자체와 화면 구조상의 특징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먼저 <귀가>, <밤 여행>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걷는 거리는 나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뻗어있는 거리의 모습은
그림으로 옮겨지면서 화면 밖 어딘가의 소실점, 혹은 길모퉁이 뒤로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거리를 바라보는 나, 혹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설정되며, 그림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느낌이 정해지게 된다.
나의 그림 속에서 그림을 보는 사람은 거리의 왼편과 오른편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리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어떤 공간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 채 거리라는 중간 지점에서 눈앞에 놓인 공간을 바라보는 혼자인
사람,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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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하루, 2012, 캔버스에 유채, 53×65cm

<그림 18> 밤 여행, 2012, 캔버스에 유채, 53×7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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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 공간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에 의해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특정한 것이 된다. 나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일상 속
공간들로부터 경험하는 정서적 체험들이 현재의 공간들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특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에게 일상의 공간이었던 도시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계 등이 뒤엉킨 복합적인 공간이었는데,
나는 도시가 가진 이러한 특성이 공간을 보다 예민하게 경험하게 하며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내가 관찰하고 느낀 것을 토대로 발견한 도시 공간의 복합적인 특성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작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도시에서 나는 공간을 향해 느끼는 거리감이 항상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했는데, 공간의 유동성에 기인한 이 가변적인 거리감은 나로 하여금
무감각함과 권태, 소외 등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공간으로부터 기대한 어떤 것의 부재, 공간과의 단절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정서를 온전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시 공간이 가진 이질적
특성, 그리고 공간 속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였다.
공간으로부터의 소외를 완전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관점은 작업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 생긴 변화였다. 이에 따라, 나는 같은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면서도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관찰과정에서 얻게 된 감각적 경험과 정서는 공간의 특성에 의해 유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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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간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심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공간과 정서의 관계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서를 시각화하는 나의 작업은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회화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이다. 때문에 작업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공간에서의 비시각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지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나는 색채를 통해서 도시 공간에서
느낀 인공성이나 혼란함 등의 정서를 환기하고자 했으며, 도시의 풍경이
가진 기하학적인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반복, 동질화라는 도시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공간의 형태를 드러낼 때, 캔버스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도시에서 경험한 표피적인 공간을
암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내가 평소에 간과했던 일상의
공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익숙하고 사소한
것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게 해주었다.
본 논의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공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러한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삶과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던 나의 작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했다.
논의를 통해 나는 인상 깊은 대상을 찾는 것보다 익숙하고 가까운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작업에서 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은 내가 속한 공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단서로 기능하였으며, 익숙한 것이야말로 그것을 다시 보게끔 하는
표현의 방식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서들에 비하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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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다루는 공간에서의 경험은 특정 정서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특정 주제와 정서로 논의를 단순화하는
것을 통해 작업의 동기와 표현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작업 내용의 폭을 넓히는 것은 향후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가
일상 공간을 관찰하고 그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작업의 토대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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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록

<그림 1> 사라진 공간, 2012, 캔버스에 유채, 53×56cm
<그림 2>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97×130cm
<그림 3>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53×65cm
<그림 4>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53×65cm
<그림 5> 서울I, 2010, 나무 패널에 유채, 80×100cm
<그림 6> 서울II, 2010, 나무 패널에 유채, 80×100cm
<그림 7> 풍경I, 2010, 나무 패널에 유채, 각 80×100cm
<그림 8> 그림자의 색I,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그림 9> 그림자의 색IV,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그림 10> 그 밤 하늘,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그림 11> 귀가, 2012, 캔버스에 유채, 서울대학교 우석홀 설치장면(서울,
한국)
<그림 12> 창문, 2009, 캔버스에 유채, 97×130cm
<그림 13> 풍경II, 2011, 캔버스에 유채, 각 80×100cm
<그림 14> 지하철, 2011, 캔버스에 유채, 53×218cm (각 53×72.7cm 세
점)
<그림 15> 나무들, 2011, 캔버스에 유채, 각 162×130cm
<그림 16> 그림자의 색II, 2012, 캔버스에 유채, 130×194cm
<그림 17> 하루, 2012, 캔버스에 유채, 53×65cm
<그림 18> 밤 여행, 2012, 캔버스에 유채, 53×7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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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 자료사진I, 2009
<참고그림 2> 자료사진II, 2009
<참고그림 3> 자료사진III, 2009
<참고그림 4> 리처드 웬트워스, Making Do and Getting By 프로젝트의
일부, 1978, 컬러 사진, 43.5×51×6.5cm
<참고그림 5> 리처드 웬트워스, An Area of Outstanding Unnatural
Beauty 프로젝트의 일부, 2002, 컬러 사진, 가변크기
<참고그림 6> 리처드 웬트워스, Making Do and Getting By 프로젝트의
일부, 연도불명, 컬러 사진, 가변크기
<참고그림 7> 코린 바스무트, Brückenstr., 2009, 나무 패널에 유채,
227×519cm
<참고그림 8> 에드워드 호퍼, Early Sunday Morning, 1930, 캔버스에
유채, 89.4cm×15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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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isualization of Emotion
through Reinterpretation of Routinized Spaces
- Based on my works -

Kim, Bo-young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my artwork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routinized space are expressed via emotive
expressions, and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my interest in space
and emotions. The subject matter in my paintings is objects and
landscapes that can be often seen in daily life. I wish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hidden behind the seen landscapes
via using the ordinary and trivial objects. One can experience
emotions

such

as

comfort

and

discomfort,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all within one space. I believe that such emotions are
not personal or short-termed, but rather induced by the space’s
certain characteristics. I am to understand such characteristics of
daily spaces through the experienced emotions.
The reason why I became interested in such topics was because
of my experience in Seoul: the space of urban traits as well as my
routine space. I often experience numbness in the sur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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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s, and sense of alienation due to the closely un-relatable
spaces. Such experiences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distance
between space and individual fluctuates. The spaces in cities
frequently change and similarly repeat, therefore the distance
between space and individual also constantly shifts. Furthermore,
city spaces include structures that keep individual and private
spaces such walls and fences, and these divide the spaces into
many dimensions. An individual feels comfort within his or her
private space, but feel alienated outside those spaces.
Spaces are combination of empty areas and physical structures;
one must pay attention to many senses including sight in order to
be immersed in spaces. I focus on sounds, colors and minor events
as I walk and observe in various spaces, then transform the
sensual and the emotional into visual imagery.
This research can also be a study of how emotional experiences
can be induced through visual elements. My artwork reflects on the
cognitive change towards a space through emotional experience
whilst the figurative characteristics remain unchanged in the space.
The real space is changed, and such changes are carried out by
substituting the original color, deleting the depth in space, or
removing any implication that an event could happen in the space.
The overall expressive method was to choose a specific color to
direct certain atmosphere. Colors associate sensual experience such
as temperature and touch, as well as strong past memories related
to the color. I saw that such characteristics of color suggest
emotional atmosphere and therefore I researched the possibility of
emotions enticed from colors such as artificial and natural objects,
loudness

and

quietness

by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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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accordingly.

Furthermore, the coloring method accentuating the canvas’ flatness
reveals the quality of spaces that seemed only shallow and
immaterial. The space’s concrete form is obscured, resulting in the
space looking similar to an illusion or disappearing space. Another
method to emphasize the flatness of the canvas is to repeat a
certain unit of space or divide the space; this is to convey the
repetitive and divisive qualities in urban environment. I also
exclude any figures or element that hints movement from the
canvas. This guides the viewer into thinking that he or she is alone
in the painted space and directs the viewer’s attention to the
subject I paid attention to. I then relate my sense of alienation with
the viewer’s and also the shift of attention is revealed in the
making process.
The senses and emotions experienced when viewing the work is
important in my work; it is the process of observation—
reinterpretation—visualization.

I

have

become

to

observe

surrounding spaces more carefully and understand the identity of
the space where I am in. This research discusses the observation of
routinized spaces and the visualizing method of the spaceemotions. Additionally, I sought to find out how ideas can be
earned through trivial, everyday things and look at them in new
perspective. This research also is to explain how expression of
emotions, which are often considered private and subjective, can be
compressive depiction of presen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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