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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창작의 동기가 작품의 제재와 주제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반영된 세상과 미술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리고 태도
가 만들어 낸 작품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특정 형상이 갖는 내용보다도 그것의 시각적 특징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연을 닮은 모호한 모습에 더욱 매료된
다. 이는 현대기계문명으로 귀결된 서구의 이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다. 이성은 모호하고 미세한 차이들이 제거된 상태를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오늘날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까지도 획일화되었다. 나는 이와 같은 현대의 흐름에 반(反)하
여 고정된 것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질서 정연한 것보다 예측
불가하고 혼란스러운 것, 분명한 것보다 모호한 것에 집중한다.
쉽게 규정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도 나는 생명이 가진 근원적 힘
에 주목한다. 기계적 직선이 주를 이루는 현대 도시에서 자연물을
보았을 때 받는 긍정적인 인상과 개인적 신앙을 통한 정신적, 영적
차원의 생명이 갖는 신비한 힘의 경험이 이에 주목하게 된 계기이
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생명의 영역에 대한 관심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미시적 생물과 유기적 구조의 형상에 주목하게 된
요인이다. 자연은 언제나 생성, 소멸의 과정 중에 있으며, 그 와중에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의 유기적 구조는 앞으로 성
장, 변화해 갈 모습에 대한 상상을 자극한다. 나는 분명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끝없는 유기적 성장을 암시하며, 다양한 개체가 자라날
것 같은 모습을 그리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그 결과 그림은 자
연을 닮은 유기적 추상형상이 주를 이룬다.
그림 속 형상은 지시대상이 모호하고 그 형상의 생김새, 색상, 질
감 등의 조형적 특징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다. 화면의 추
상형상은 특정 지시대상을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
체의 형태, 색상, 질감 등을 가진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형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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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작을 지속할수록 그 초점에는 변화가 생겼다. 작업 초기
에 나는 생명의 근원적 힘과 같이 무한한 세계를 보기 위한 수단으
로 유기적 추상형상을 그렸다. 그러나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는 예상외의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
견하였다. 그리고 이 발견은 내가 ‘아는 것’보다도 ‘그릴 수 있는 것’
이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러
한 생각의 변화는 그리기를 단순히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가 아니라, 그리는 행위 자체와 그 과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 원인이다.
그리기는 나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지점에서 시작되며, 우연성,
개방성, 가변성 등을 통한 비정형적이고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진행
된다. 이는 재료가 만들어낸 우연의 흔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
며, 대체로 손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맹목적으로 특정 선을 반복하
여 그어가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미세한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한다.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들은 오려지게 되고, 불규칙적으로 조합,
축적된다. 조합과 축적을 통해 개별 형상들간의 관계는 모호해지며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이처럼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그리기를 어떤 하나의 고정된 내용을 갖는 것
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구체적 사건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형적 그리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혹
은 특정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작업은 시작된다.
그리하면, 그리는 행위와 그 과정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의 연
속이 된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린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보다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성해 나가는 것 자체이다. 앞으
로 그리기의 소재와 방식은 계속 변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그리기
와 그려진 형상의 의미 또한 확장되어 갈 것이다.
주요어 : 비정형적 그리기, 반복하여 선긋기, 조합과 축적,
유기적 성장, 유기적 추상형상, 생명의 근원적 힘
학 번 : 201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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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림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나는 그림의 창작
과 그 결과물의 감상을 통해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우며, 말로는 형
용할 수 없는 층위의 경험을 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체
험 중에 나를 사로잡는 몇 가지가 있다. 주로 기하학적 특성과 반대
되는 유기적 형상의 사물들이 그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의 색상, 질감, 모양, 크기 등과 같은
시각적 특징에는 대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
불식간에 심리적,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물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유독 자연의 유기적 구조와, 이와 유사한 형상에 매료된다. 그 결과
나의 작품은 자연을 암시하는 형상이 주를 이룬다. 주변 자연의 모
습과 화면에 구현된 유기적 형상은 이어서 파생될 이미지에 대한
상상을 자극한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을 그리기를 통해 구
체화하며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과, 그려진 형상을 통해 또 다른 이
미지를 상상하고 구현하는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은 내가 지금껏
창작을 지속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자연을 닮은 유기적 형상에 대한 관심은 일관되어 왔다. 나는 이
형상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이며, 자연을 암시하는 유기적 형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태도가 작품의 제재와 창작 방
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
은 이러한 질문들에서 시작된다.
연구대상은 2012년부터 그린 그림들로 삼는다. 나의 작품들을 대상
으로 창작의 동기와 이 동기가 작품의 제재, 주제를 형성해 가는 과
정,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각 장에서는 작업
을 해오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해결해가도록 하겠다. 이 질
문들이 내가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된 요인을 제공했을 것이라
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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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창작의 동기에 대해 설
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스스로의 사유를 제한하는 이성적 사고방식
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이 태도가 생명의 근원적 힘에 대한
관심과 주변의 형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였다.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한 생명의 근원적 힘에 대한 믿음은 앙리 베르그손
(Henri Bergson)의 생(生)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반(反)이성적 태도는 미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그림의 제재가 되는 유기적 추상형상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의 모습에 집중하게 된 요
인이다. 특히 나는 자연의 자가 생성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 또한 자연 중에서도 어떠한 모습에 더욱 매료되는지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연을 닮은 형상 중에서도 유독 추상적 형상
에 집중한다. 이 형상을 그리는 이유와 추상에 대한 나의 생각, 그
리고 화면 속 추상형상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는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창작을 하며, 꾸준히 표현 방식을
확장해 왔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그림을 그린 방식을 분석하며,
앞 장들에서 언급한 나의 태도, 그림의 양상, 그리기 방식과의 관계
를 탐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창작을 할수록 창작 행위의 목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그리기 태도의 변화와 창작의
새로운 초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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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명과 형상
이 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여기서 비롯된 창작의
동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종속하는 이성의 작용으
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이성적
이해와 인식을 초월해 있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
도 나는 생명의 근원적 영역에 집중한다.
반(反)이성적 태도는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
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대상의 기능과 용도보다도 시
각적 특징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학습된 정보를 통하기에
앞서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내가 주변을 ‘있는 그대
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물에 대
한 감각적 인식은 내가 미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1. 생명의 근원적 힘
나는 물과 같이 고유의 특성은 잃지 않은 채, 얼마든지 다양한 모
습으로 존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향은 서구 데카르트 합리주의
에서 계몽주의로 그리고 오늘날의 기계문명으로 이어진 이성의 획
일화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나의
관심사는 주로 고정된 것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질서 정연한
것보다 예측 불가하고 혼란스러운 것, 분명한 것보다 모호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관
심은 스스로의 이성적 이해를 뛰어넘은 영역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성은 모호한 것, 유동적인 것 등이 가진 불분명한 차이들이 제거
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한 지점에는 옳
고 그른 것, 필요한 것과 쓸모없는 것,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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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가 없다. 또한 어떤 요소가 새로이 생성되거나, 변해갈지 알 수
없기에 섣불리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처럼 ‘알 수 없는 것’ 중에서도 나는 생명이 가진 힘의 근원에 주
목한다. 이는 내가 자연이 뿜어내는 에너지에서 유쾌한 경험을 해왔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명 존속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지점에 생
명 본연의 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또한 개인적
신앙체험에 의해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정신적, 영적 차원의 생명과 그 근원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 논하는 생명은 정신적, 영적 차원의 생명에 가깝다. 이
는 본능적, 직관적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자연물
특유의 왕성한 생명력 못지않게 정신적, 영적 차원의 생명에도 분명
풍요롭고 다채로운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생(生)철학과 신비적 직관주의의 대표 철학
자인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철학은 데카르트의 합리론으로 대변되는 서양의 합리주의
사고에 반(反)하여, 그 가치가 절하되어 왔었던 비이성적인 측면들
즉 자연적 존재로서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욕구나 감정, 충동, 의
지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 생철학에서 논하는 생(生)은 하나
의 용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생명체의 복합적인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자체를 가리킨다. 베르그손은 서구의 합리주의가 인간의 생명과
삶의 기저에 깔린 생의 풍부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전의 합리적, 추론적 인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직관적, 본능적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였다.
베르그손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개
별적 차이들 이면에는 우주적 차원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
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 확장하며, 그 과정 중에 예측 불가한 방식
으로 수없이 많은 개체들과 종들로 분화된다. 그는 모든 생명의 다
양한 진화나 변화를 추진하는 근원적 힘을 “생명의 비약(é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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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e)”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계속 유동하는 생명의 연속적인
분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생명은 지속하는 한 끝없이 생명의
비약을 거듭한다고 주장하였다.1)
내가 주목하는 것은 거대한 근원적 생명의 흐름에서 어떤 개체가
분화되어 나오기 이전, 즉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는 이 모습을 창작의 과정과 결과를 통
해 보고자 한다. 특정 개체로 구체화되기 전의 모호한 상태를 보고
자 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물들이 개별 특징에 맞게
분화되기 이전, 혹은 학습된 특정 개념으로 자신과 주변을 규정짓기
이전의 상태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사물 본연의 모습이 있을 것
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림 1>은 어떤 개체가 고유의 특징에 맞게 자라나기 전의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오히려 그 대상 본연의 모습을 사실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 그림은 각 이미
지의 뚜렷한 차이가 흐려지고 서로 동화되면서, 어떤 하나의 모호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 형상은 생명체를 암시하는 어떤 것이 다
채롭게 생성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며 장차 여러 개체가 자라
나갈 것 같은 풍부함을 지니고 있다. <그림 1>에 그려진 사물 본연
의 모습을 당장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답이 없는 무한의 자유
속에서 창작을 통해 이를 차츰 발견해 나가거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

이찬웅, 「들뢰즈의 생성의 존재론과 긍정의 윤리학」,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p.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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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떤 덩어리, 2013, 디지털이미지, 29.7×42cm

또한 나는 생명의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하며 끝없는 자가 생성적
속성에 주목한다. 생명이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초월하며 새로운 개
체를 생성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의 영역 안에
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초월해 가고자 한다. 공유된 외부의 현실보
다도, 인간의식 기저의 생명의 작용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 이처럼 나
는 인간의 삶과 의식 구조는 논리보다도 근원적 생명의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같은
무한의 세계를 탐험하며, 스스로의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수단이 그
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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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에 대한 감각적 인식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있는 무한하고 신비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주변을 학습한 대로가 아닌, 이를 감각했을 때의 직관적 느낌 그 자
체로 받아드리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사물의 형상에는 개체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특정 대상이 가진 형태, 색상, 질감
등의 조형적 특징과 만들어진 방식만으로도 그 대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기 이전에는 주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느
꼈을 것이다. 오히려 각 사물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주변 사
물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물의 다른 면모를 보지 못하게 되었을
수 있다. 대학교 때 과제로 을지로를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다. 다양한 상점들을 다니면서 낯선 물건
들을 관찰하였다. 이름을 비롯하여, 아무런 정보 없이 사물들을 보
았다. 물론 특정 쓰임을 위한 기능과 이름을 가진 사물들이었지만,
나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몰랐기에 그저 하나의 이미지로 보게 되
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흥미로웠던 사물들을 구입했다. 각 사
물의 기능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가진 색, 질감, 형태, 등의 시각
적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는 선
풍기 날 모양의 그라인더였고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 못 피스였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주변 사물들을 감각 경험의 대상으로 바라보았
을 때, 이 사물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이 열릴 수
있다. 지각(perception)을 통해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미묘한 감각적
경험이 그 어떤 보편화된 개념어를 통한 것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
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모든 인식의 시발점은 감각적 경험에 있다. 우리는 “물체 그 자체
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 인상을 지각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2) 또한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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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계와 삶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이성이 아
니라 ‘신경작용’에서 비롯되는 감각, 달리 말해 감각기관과 이런 감
각기관들의 법칙이다.”3)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의 자극을 느끼
는 일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각한 감
각은 우리 의식의 일부가 되는 동시에 또 다른 의식을 생성한다.4)
이처럼 인간의 사유는 이성의 작용보다도 감각작용에 의해 생긴 정
서가 이루는 감성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논하는 형상(形象, figure)은 ‘어떤 대상의 형상’이
아닌 대상과 동등한 존재가치를 획득한 독자적인 개체이다. 형상의
지시적 내용과는 별개로 이것이 가진 시각적 특징 자체만으로도 내
용을 가질 수 있다. 어떤 형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각은
반드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각인 동시에 언제나 ‘지각하는 자의
느낌’을 동반한다. 지각의 대상은 나의 시선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지각은 내가 그것을 감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의 것’이기도 하다.”5) 즉 특정 대상을 지각하였을 때, 받는 느낌

É. B. de Condillac, Traité des Sensations, (Euvres philosophiques de
Condillac (Paris: édition 'Auteurs Modernes', 1947), p. 257, 나카무라 유지로,
양일모․고동호(역), 『공통감각론』, 서울: 민음사, 2003, p. 110에서 재인용.
3) Friedrich Nietzsche, Giorgio Colli, Mazzino Montinar(ed.), Kritische
Studienausgabe in 9 Bände, München 1980, p. 501, 이상엽, 「니체의 감성의
복원시도-삶의 미학을 위하여」, 『감각하는 인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 177에서 재인용.
4)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common sense를 글자 그대로 해석
하면, ‘공통감각’이라는 뜻이 된다. 나카무라 유지로에게 ‘공통감각(common
sense)’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감각들을 통합하여 얻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감득력으로, 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정상적인 판단력, 즉 상
식과 대응하면서 상식의 기초로서 상정된다. 즉 상식은 안에 있는 공통감각이
겉으로 드러난 형태인 것이다. 즉 그는 우리의 상식 또한 주변 자극의 감각을
느끼는 것에 기반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상식이 아닌 공통감각이라는 측
면에 착안하면 일상의 모든 경험적인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
한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지평 그 자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한다.
나카무라 유지로, 앞의 책, pp. 16-17, p. 193 참조.
5) 지각(perception)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에 접근하는 인간의 중요한 인
식능력이다. 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서구 철학의 합리주의를 지성주의
라 칭하며, 가시적인 현상을 평가 절하해 온 기존의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
고 “사물 자체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제대로 지각하
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세계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 그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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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가 그 대상의 형상이 갖는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림 2> Lyrical Mass,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스티커, 50×50cm

<그림 2>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의 독립된 사물로 존재한다. 화면의 형상을 이루는 각기 다
른 모양과 색상, 질감 등이 주는 미묘한 정서의 차이 자체가 이 그
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혜영, 「M.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회화론 고찰」,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p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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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갖는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이 사물의 형상을 대하는 태도는 미
술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편적으로 미술작품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된다. 대개의 경우 미
술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정해놓고, 이에 적합한 형식을 찾
아나간다. 관객 역시 작품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는 가정 하
에, 드러난 형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추론한다. 나는 미술작품의
창작과 수용에서의 이 같은 관례적 전제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담론, 개념으로 보고
형식을 작품을 이루는 조형원리와 제작방식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부정하고,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창작을 한다. 특정 형상을 보았
을 때의 단순한 좋고 싫음의 감정 또한 창작의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형원리와 제작방식 자체가 창작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나에게 미술 작품은 구체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
라,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본능적, 직관적, 감각적 체험의 장
(field)이다. 나는 작품의 이미지들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
며,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체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기를 바란다.
생명의 알 수 없는 근원적 힘에 대한 관심과 주변의 형상 자체가
주는 감각적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은 모두 우리를 제한하
는 이성적 사유방식에 대한 저항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심사와 주변을 대하는 관점은 Ⅲ장의 그림의 양상과, 추후에 창작
의 초점이 되는 Ⅳ장의 그리기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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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기적 추상형상
생명의 근원적 힘에 대한 관심은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게 된 계기
이다. 그리고 주변 사물의 시각적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은
사물이 지시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형상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와 작용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여러 형상들 중에서도 추상
적 형상은 지시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시각적 특징에
보다 집중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림은 유기적6) 추상형상7)이 주를 이룬다. 다음
에서는 작품 속 추상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에 유기적 추상의 출처와 특징, 그리고 이 형상이 화면에 구현된 양
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추상의 개방성
일반적으로 추상미술은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지 않기
에,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양상의 작품을 말한다. 그러
나 추상은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냐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일례로, 클래식
음악은 구체적 대상을 묘사하지 않고도 그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미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적’이란 단어의 현대적 의미는, 19세기 말의
아르 누보 양식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890년대 아르누보 양식의 갑작스
러운 유행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생물학적 드로잉에 대한 인식에서 비
롯된 것으로 당시 미시적인 하등 생물의 형태가 가지는 구조와 균형적 조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다. Jack Burnham, Beyond Modern Sculpture,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8, pp. 49-56, 황신원, 「바실리 칸딘스키의 파
리 시기 회화: 생물형태의 이미지」, 『추상미술 읽기』, 서울: 미진사, 2010, p.
21 에서 재인용.
7) 화면에 그려진 모양들이 어떤 구체적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생
성하며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림 속 형상은 추상에 가깝다. 나는 유기
적 형상 중에서도 추상적 형상을 주로 그리는데, 이 점에서 유기적 ‘추상’형상이
라 한정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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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낸다. 미술 또한 비슷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 ‘사실적으로 닮
게 표현된 것’은 구상뿐 아닌 추상에도 적용된다. 단지 사물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추상적 내용이 하나의 사물로
서의 이미지와 닿을 수 있다.”8)
추상은 구상보다 훨씬 더 즉물적이고 즉각적인 인식, 즉 “사물 자
체에 대한 감각”을 요구한다. 추상미술의 의미는 그려진 형상이 어
떠한 성격이든 형태와 색채, 그려진 방식 그리고 질감 등을 관람자
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9) 추상은 서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 각자의 고유하고 내밀한
경험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추상이 갖는 의미는
화면에 드러난 구체적인 사건(그려진 형상들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들이 관람자의 상상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생성된다. 추상의 모
호함에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성이 있다. 관객은 구체
적 이름을 갖지 않은 형상을 보면서 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거나
연상되는 이야기들을 따라 여러 가지를 상상해보며, 보편화된 의식
너머를 체험해볼 수 있다.
<그림 3>은 각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모양, 색채, 그려진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암시한다.
일례로 이 그림 가운데의 붉은 형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
변과 그림 전체의 이미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은 구상이 가진 고정된 의미에 저항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만약 그림에 구체적 대상이 그려져 있다면,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미지의 표면, 사용된 재료, 그려진 방식 등의 화면 이미지
자체가 주는 감각적 경험보다도, 묘사된 대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
혹은 그 대상의 알레고리에 집중하기 쉽다.
8)
9)

Mel Gooding, 정무정(역), 『추상미술』, 파주: 열화당, 2003, p. 10.
Mel Gooding, 같은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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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triguing World 2,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시트지,
116.8×91cm
1

그러나 나는 그림의 물리적 실제 이상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의미
중심적인 작업보다, 관객의 시선과 사고를 그림의 표면을 마주하였
을 때의 감각적 경험에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 나는 언어의 약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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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내가 그려낸 형상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며, 보편화된 인식 너머의 사유를 경험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고체계로 이해하거나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보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우리의 사고를 구체적 대상이나 개념
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은 이에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추상은 재현미술에 깃든 합리의 획일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이다.10)
흔히 추상미술을 ‘비대상’ 혹은 ‘비구상’미술이라 하지만, 추상은 구
체적 대상의 부재가 아니다. 또한 추상은 어떤 대상을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화면의 추상형상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물이다. 오히려 그림을 그릴 때 구체적 대상의 이미지는 나에게
방해요소가 된다. 어떤 구체적 대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행위를 철저
히 통제해야 한다. 그리기가 모방의 기능에서 벗어났을 때, 그림에
는 잘못 그려진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려질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 또한 다양해진다. 그리고 화면의 모든 것이 각자 나름의 의미
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11)
추상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은 포스트모던의 대표철학자인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관점에도 잘 나타나있다. 들뢰즈 또한 “비재현적” 관점에서 사유하
는 것과 사유를 그것의 재현적 이미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게 “재현”으로서의 사유는 서구 플라톤 철학부터 이어져 온 “동일성”, “유사
성(resemblance)”의 원리에 의한 것인데, 들뢰즈는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
한다. 왜냐하면 “재현”으로서의 사유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맺음이
아니라 매개를 통한 작용으로서,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1점 투시의 원근법 회화가 화면의 모든 사물들을 유일한
중심인 소실점으로 집중시키는 것처럼, 유사성은 감각적으로 지각된 개별 요소
의 미세한 차이들을 제거하고 유일한 중심으로 거칠게 환원시킨다고 주장한다.
김상민,「“재현의 논리”에 대한 G. 들뢰즈의 비판과 그 극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1 참조.
11)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élix Guattari)는 “예술은 애당초 출발부터 추
상적이며, 그 기원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없었다.”는 르루아 구랑
(André Leroi-Gourhan)의 주장에 주목한다. 유럽의 고전적인 환영주의적 공간
이란 원래 추상적이었던 미술 내에서 후대에 이루어진 발전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다. 추상이란 환영주의적 공간을 벗겨낸 결과라기보다는 그것에 선행하는 그
무엇, 맨 처음에 등장한 그 무엇인 것이다. 추상은 르루아 구랑이 밝힌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최초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최초의 것이다. 왜냐
하면 고전적인 거리를 지니고 중심화된 방식으로 윤곽과 형식을 보여주는 것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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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 암시적 모양
내가 그리기를 멈추는 지점들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대개의
그림은 미시의 세계를 확대한 것 같기도 하고, 우주나 심해의 풍경,
혹은 신비로운 다른 차원의 세계를 그린 것 같기도 한 여러 모습을
띤다. 결과적으로 내 작품은 무정형의 모호한 형상이지만, 자연의
유기적 성장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에
서 그리기를 멈추게 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연의 자가 생성
나는 자연 중에서도 작고 섬세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이파리들이
모여 있는 수풀덩어리, 식물도감 속 낯선 식물의 이미지, 인간의 육
안으로는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심해의 산호, 그리고 세포, 미생물
등의 미시적 이미지 등에 더욱 집중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생성, 성장해가는 유기적 구조를 지닌 모양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
연물은 한 개체에서 발견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
이 있다. 그리고 나는 미세한 차이에서 오는 시각적 떨림에 예민하
게 반응한다.
하나의 상태로 고정된다는 것은 그 존재와 의미가 제한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연과 같이 유동적인 사물은 지금의 모습
너머에 대한 상상을 자극한다. 자연은 끝없이 스스로 생성하며 성
장, 변화한다. 어떤 구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수단삼지
윤곽도 경계도 없고, 형식도 중심도 없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잠
재력을 한정하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John Rajchman, 「추상미술을 보는 새로운 안목」, 『현대미술의 지형도』, 서
울: 시각과 언어, 1998, pp.84-84 참조.
이 글은 추상이 구상에 비해 개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Ⅱ장과도 관련하여, 스스로의 이성적 이해 가능성을 벗
어난 알 수 없는 지점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추상이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설
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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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자연의 자가 생성처럼, 나 역시도 반드시 무언가를 그려야
한다는 목적 없이 그리기 행위를 지속하며 이미지를 생성해 나간다.
오히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때, ‘내가 아는 것’에 스스로
갇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기를 하는 그 순간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자가 생성적 특성은 이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나
는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며 그려내는 다채로운 모습에 집중한다. 자
연 스스로 생성하는 원리가 자연의 유기적 구조를 만들어내며, 이
구조는 어떤 요소가 여러 방향으로 새로이 자라날 것 같은 유기적
성장을 암시한다.
어떤 사물의 형상은 그 자체의 특성이 외화된 것이다. 자연은 고유
의 유기적 구조에 의해 특정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끝없는 생성과 성장을 암시하
는 자연의 형상에서 받은 인상은 이미지로 축적된다. 이렇게 이미지
로 축적된 인상은 창작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4>는 우주나 심해 등 자연의 한 모습을 암시하며, 화면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새로운 요소가 자라나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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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약,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50×50cm

이 그림의 형상에는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적인 기하학12)에
저항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있다. 현대기계문명의 질서 정연한
12)

‘기하학(geometry)’은 ‘땅의 치수’를 뜻하는 말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년 범
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망가진 토지를 항상 새로 측량해야했다. 그런 작업이 기
하학으로 불렸던 것이다. 기하학은 질서와 법을 세상에 복구하는 원리라고 간주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땅을 측량하는 일은 원, 정삼각형, 정사각형 등의 원
초적인 기하도형들을 지배하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Robert Lawlor, 박태섭(역), 『기하학의 신비』, 서울: 안그라픽스, 1997, p. 6 참
조.
후에 기하학적 형상은 르네상스 선 원근법의 그리드(grid)를 기점으로 하여 인
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기하추상으로 대변되는 서구 모더니즘의 강한 주체의식의
상징물이자, 일망감시체제(panopticon), 기계문명 등과 같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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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직선적 구조들은 우리를 개념적, 심리적으로 엄격한 통제 아
래 놓여있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기하학적 성격에 대응되는 끝없는
생성의 성격을 가진 자연물의 속성과 그 모습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반(反)기하학적 태도는 ‘언제 그림을 멈추는가.’에 영향을
준다. 무엇을 지시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생성되면서,
자연처럼 유기적 구조와 유기적 성장을 암시하게 되는 지점이 그것
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차 파생되어갈 또 다른 모습을 상상하
는데, 이것이 다음 작품의 단초가 된다.
2) 생물 형상적 이미지
나는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개체들을 계속 찾아서 수집한다. 물리
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생명체나, 가까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미세한 차이들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집된 이
미지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상상의 이미지는 수집된 이미지와 함께 작품 속 형상의 원천
이 된다. 이 이미지들을 통칭하면 “생물 형상적(biomorphic)”13) 이미
지라 할 수 있다. 생물 형상적 이미지는 생명체를 암시하면서 실제
생명체처럼 점차 성장, 변화를 거듭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는 그의 저서 Topics in
american art since 1945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생물 형태적(biomorphic)’ 이미지는 공간과 시간 속에 자리 잡은 생명력을
지닌 어떤 개체, 다시 말하면 자체 증식과 번식을 거듭하는 자율적 생존구조를
지닌 생명체의 형상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외형이나 생명 현상을 암시한 형태를
말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유기체를 묘사하지 않으면서 유기적 성장을 제시할
수 있고, 진화상의 최종적인 성장 단계를 거친 확정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3) 이 용어는 “생물 형상적” 혹은 “생물 형태적” 등으로 번역된다. 아직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일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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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화된 발달 과정의 생명체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물 형태적 이미지는 기하학적 특성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유
기적인 특성을 가진다.”14)

생물 형상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특정한 유기체를 묘사하지 않
으면서 유기적 성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속성
은 내가 그림을 통해 보고자 한, 미분화된 개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자라나갈 것 같은 모습과 닮아 있다. 다음에서는 작품 속 생물 형상
적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①세포
<그림 5>는 세포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가 하나의 형상으로 이
루어져 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자가 분열을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변형, 성장시켜 나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세포는 우리의 신체 내부에서 왕성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양상을 ‘그려 내고’있다. 또한 세포는 유기적 형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근원적 요소라는 점에서 장차
갖추어 나갈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14)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는 생물 형태적(biomorphic)이라는 용어를
생명, 생명 현상 또는 생물 기관과 연관되거나 관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복합적
형태라는 의미의 ‘Bio’와, 한 기관 또는 부분의 형태 및 구조가 집합적으로 이루
어진 형태라는 뜻을 지닌 ‘Morphology’의 합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Lawrence
Alloway, Topics in american art since 1945,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p. 17 에드워드 루시-스미스의 <에술 용어 사전>에는 ‘생
물 형상적’이란 “자연 형태 속에서 발견되는 형태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규칙
한 추상 형태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Edward Lucie-Smith,
Dictionary of Art Term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p. 28, 황신원,
앞의 책, p. 21의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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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제, 2013, 종이에 아크릴 물감과 세포사진, 21×16cm

<그림 6>은 <그림 5>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그림 5>
에 사용된 세포의 사진, 색상, 모세혈관같이 미세하게 그려진 선들
과 그 아래 이미지의 조합이 주는 인상에 착안하였다. 이처럼 하나
의 그림 속 작은 요소 혹은 전체가 또 다른 그림을 낳는 관계는 나
의 작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 20 -

<그림 6> 무제, 2013, 종이에 아크릴 물감과 수성잉크, 세포사진, 스티커
121×16cm

②산호
<그림 7>을 먼저 그린 후에, 여기서 발견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림 8>과 <그림 9>를 그렸다. 세 그림에는 세포보다 심해의 산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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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그림 7>, (우)<그림 8>,
(아래)<그림 9> 무제, 2013, 종이에
수성잉크, 21×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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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많다.
이처럼 원숙한 성장을 이루기 전의 배아단계의 형상에 흥미를 갖
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조형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일 뿐 아니
라, 어떤 존재로 구체화되거나 개념화되기 이전의 상태 즉 여러 가
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요소가 새로이 생겨나
며, 특정 요소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즉 그
림 속 형상은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어떤 요소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며, 무엇으
로든지 파생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비유하자면, 그려
진 형상은 고체가 아닌 액체이다. 화면의 형상은 언제나 주변 환경
에 따라서, 여러 요소가 자유롭게 침투해 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③ 이파리
나는 스스로에게 낯선 모양을 찾아나가는 방편으로 식물도감을 참
고하기도 한다. 도감을 살펴보는 중 낯설기에 흥미로운 형상을 발견
하면 사진을 찍거나 드로잉을 통해 이를 포착해 놓는다. <그림 10>
과 <그림 11>은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두 그림에서 나는 수집한 사물의 형상에서 받은 긍정적 인상 자체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그림 속 모양은 ‘식물을 암시하
기는 하나 확실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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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그림 10> 무제,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25.8×17.9cm

(좌)<그림 11> 무제,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22.7×15.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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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시와 거시의 순환
작은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그리고 바닷물이 증발되며 생
성된 수증기가 다시 하나의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미시와
거시의 순환관계는 필연적이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마찬
가지로 나의 작업에서는 세포, 산호, 이파리 등에서 영향을 받은 모
양들이 그림을 이루는 미시적 단위가 되어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
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전체’는 이보다 거대한 형
상의 ‘부분’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나의 작업에서는 한 그림의 미시
적 요소가 다른 그림에서는 거시적 요소가 되고, 한 그림의 거시적
요소가 또 다른 그림에서는 미시적 요소로 쓰이기도 한다.

<그림 12> A Mass,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시트지, 스티커,
150×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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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형상은 ‘씨앗’과 같다. 작은 씨앗 안에 앞으로 생성될
모든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화면의 형상을 이루는 미세한
형태요소 또한 앞으로 파생될 무수한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거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아무리 물리적으로 크고
복잡한 형상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씨앗의 단계에 불과하다. 이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세계의 일부를 이루는 미시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Breathing Landscape,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시트지,
1스티커, 50×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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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와 같이 <그림 13>도 화면의 부분과 전체의 양상이 비
슷하다. <그림 13>의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와 이를 이루고 있는 가
장 작은 단위의 형상 그리고 그림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묶어보았을
때의 모습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형상을 다룬
태도와 이를 조합해간 태도의 유사성에서 비롯된다. 그림의 형상들
은 유기적 성장을 암시하는 이미지와 특정 색에 대한 단순한 호감
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화면의 형상들은 임의로 조합되며 점차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가 되고, 그 과정 중에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관계들이 생성된다. 나는 그려지는 형상이 장차 갖게 될 모습을 기
대하는 마음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는다. 그
리기에 대한 태도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그림 14>의 형상들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기에 언제든 다른 이미
지가 추가될 수 있으며, 혹은 그림의 일부가 다른 그림의 요소로 사
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그림들과 이들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유연
한 관계는 확고한 정의, 개념 등을 부정하고, 불확실함과 예측 불가
한 것을 긍정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 결과 그림은 구체적 대
상을 지시하는 듯한 이미지와 불명료한 것들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
이 작품의 완성과 형상을 대하는 유연한 태도는 미시와 거시의 불
확실한 관계를 야기하며, 이 관계는 지각의 혼란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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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ntriguing World 1,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시트지,
1스티커, 145.5×112.1cm

<그림 15>는 매우 작고 섬세한 세계의 일부를 확대한 것처럼 보
이기도 하며, 마치 거대한 우주 혹은 자연세계가 생성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림 속 형상은 이처럼 작게 보이기도 했다
가,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림의
해석 또한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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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In the Process,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시트지, 스티커,
260.6×324.4cm
1

<그림 15>가 해석의 다양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화면의 형상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계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림 15>를 이
루는 네 캔버스들의 위치와 배열방식은 유동적이다. 어디에 어떤 이
미지를 그리느냐에 따라서도 형상간의 관계는 변하지만, 캔버스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는 또한 변한다. 그리고 각 이미지들 간의 경
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형상들이
서로 침투하고 영향을 준다. 특정 해석으로 고정될 수 없는 이 상태
는 무한하고 새로운 해석과 상상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
럼 나의 그림은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공간
이며, 이에 반응하는 관객의 상상력이 중요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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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하면서,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오르는 모호한 이미지들
보다도, 화면에 이를 구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들이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접 형상을 그리며 이미
지에 대한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리기의 초점은
단순히 유기적 추상형상 자체를 구현해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그리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리기 방식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기
방식을 점차로 다양화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폭이 확장되
었고, 이렇게 구현된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상상으로 이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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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정형적 그리기
스스로의 이해를 초월한 생명의 근원적 영역과 이에서 비롯된 유
기적 추상형상에 대한 일관된 관심은 그리기 방식과 그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작업을 지속하면 할수록 창작 방식에는 점차
많은 변화가 생겨왔다. 같은 그림의 형상일지라도, 이전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기적 추상형상은 여전히 작품을 이루
는 주된 요소이지만 이를 보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무언가
를 그리는 행위가 우선하고 행위의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형상을
관찰하는 데 주목하기 시작했다.
추상적 형상이 갖는 개방적 특징뿐만 아니라, 나는 그림을 그려나
가는 데 있어서도 우연성, 가변성, 개방성 등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리기는 ‘내가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속
하고 싶지 않은 심리에서 기인한다.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
리면 완성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과정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리기를 통해 장차
형성될 모습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
된다.
나는 새롭고 흥미로운 조형요소들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하기 위해
서 그리기 방식을 다양화해 왔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다양한 행위와 재료 등이 섞이면서 형성되는 불명료함, 불완전
함, 미세한 차이, 우연, 예측 불가의 모습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한다.
비유하자면, 나의 그리기 방식은 잘 정돈된 정원이 아닌 여러 식물
이 우거진 밀림과 같다. 시작과 끝도 알기 어렵고 우후죽순으로 여
러 요소가 생겨나며 복잡한 모습을 만들어간다. 그리기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으며, 이는 그림을 그리는 순서에 착안하여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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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의 흔적
그리기는 주로 유동적 재료의 흔적에서 시작된다. 이는 나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지점에서 예상외의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하는 데 효
과적인 방법이다. 나는 유동적 성질의 재료가 만든 얼룩의 한 지점
을 임의로 선택하여 특정 이미지를 그려 나간다. 또한 때로는 즉흥
적인 행위를 통해, 화면에 흔적을 만들어놓고 작업을 시작하기도 한
다.
형상이 지시하는 내용이나 조형적 특징보다도 이를 만들어낸 방식
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진 형상일지라도 이를 만들
어낸 방식을 보면, 창작자가 그리기와 재료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좌)<그림 16> 무제, 2013, 종이에 유성 물감, 21×16cm
(우)<그림 17> 안녕, 2013, 종이에 유성 물감과 스티커, 21×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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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마블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일부를 오려내어 조
합한 그림이다. 물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된 물감의 패턴을 종이에
그대로 포착한 후, 미분화된 생물체를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오려
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 이미지 조각들을 찾아서
장차 특정 개체로 구체화되어 갈 것 같은 인상을 주도록 조합하였
다.
<그림 17>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물의 흐름에 의해 생성된
물감 얼룩을 따라서 수집해온 자연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
는 부분을 오려내고 보니, 마치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얼굴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두 형상이 결합되며 생성되는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 Growing Mass, 2012,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 섬유용 물감,
우드락 물감, 50×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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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유동적 재료가 만들어내는 우연의 효과를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재료가 만나면서 자연스
럽게 만들어지는 형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 그림은 정방형의 캔
버스의 중앙에 스포이트로 물감을 반복해서 짜 넣은 것이다. 미디엄
을 각기 달리 넣은 아크릴 물감과, 우드락(woodlark) 물감, 섬유용
(fabric) 물감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화학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
들끼리 충돌하면서 그림과 같은 형상이 만들어졌다. 나는 물감끼리
충돌하며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앞
으로 생성되어 갈 무수한 이미지를 상상하였다.
<그림 19>는 <그림 18>과 비슷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방법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19>는 한 가지 색상의 물감을 붓
을 이용해 전면에 발라 건조시킨 후, 다른 색상의 물감을 같은 방식
으로 겹쳐 바르는 작업을 반복한 것이다. 그 결과 각각의 물감 층에
는 균일하지 않은 얼룩이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물감의 얼
룩끼리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양상이 만들어졌다.
나는 물감 층을 쌓아가면서, 자연의 유기적 성장을 암시하는 듯한
흥미로운 형상을 하얀 물감으로 포착해놓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
정은 몇 차례 반복되었다. 화면 가운데 하얀 형상은 많이 겹쳐져 있
을수록 선명한 흰색을 띤다. 그 결과 마치 하얀 형상 안에 어떤 구
심점이 있고, 이로부터 점차 형상이 자라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준
다. 나는 물감이 우연하게 만든 흔적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렸지
만,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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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무제, 2012,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55×70cm

작업 초반에는 생명의 근원적 힘에 주목하였지만, 작업을 지속할수
록 화면의 형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화면에 그려지는 형상
이 반드시 이 힘을 연상시켜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을 특정 범주로 제한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생
각의 변화는 비정형적인 그리기 과정에서의 흥미로운 요소의 발견
을 통해, 내가 ‘아는 것’보다도 ‘그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하
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서 비롯된다.
위 작품들과 같이 나의 통제를 벗어난 지점에서의 그리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혹은 특정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작업은 시작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창작을 시작한다면,
그리는 행위와 그 과정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의 연속이 된다.
- 35 -

2. 반복하여 선긋기
나는 우연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단위를 반복적으로 그려나
가면서 개체수를 늘리며 이미지를 확장해 나간다. 반복은 계속 무언
가가 생성되며 증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이다. 나는 선 하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른 채 그리기 시작
하지만, 선의 반복을 통해 점차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간다. 계획된
이미지 없이 계속 특정 행위를 반복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은 원래 부여된 속성에 따라서, 스
스로를 생성하며 유기적으로 성장, 변화한다. 자연의 자가 생성처럼
나 또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특정 선을 반복하여 긋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무
언가를 그려 가는 중에, ‘내가 아는 것’ 너머의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 상태에서 선긋기를 멈
추고 그 이미지를 오려놓는다. 혹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양을 따라가다 불현듯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떠오
른 이미지를 그리기도 한다.
<그림 20>은 특정 행위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조합
한 것이다. 선긋기는 주로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는 낙서하듯 손
을 움직이며 그릴 때의 손끝의 촉각적 느낌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
는 이미지를 관찰하는 데 집중한다. 주변 사물의 시각적 패턴을 소
재로 삼아서 선을 긋기도 하지만, 선긋기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적 낙서와 유사하다. 나는 맹목적으로 특정 선을 반복한다. 완
성된 모습을 계획하지 않기에 특정 행위의 맹목적 반복에 더욱 집
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습관적 선긋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상상한다. 그리고 습관적인 반
복을 통해 나오는 이미지에서, 나는 불현듯 새로운 세계가 생성되어
갈 단초를 발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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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0> 무제, 2013, 캔트지, 한지, OHP필름, 스티커, 시트지에
1유성잉크, 수성잉크, 흑연,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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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림 20>의 세부

개인의 손에 내재된 손의 강도, 감각은 개인 고유의 성격과 특징을
보여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나 특유의
감각을 통해야 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손이 그림의 표면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받게 되는 손끝의 떨림
을 경험했을 때, 마치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나 자신이 더 긴밀
한 관계를 맺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또한 손으로 그
리는 것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표현하
기에 효과적이다.
이처럼 나는 그림의 대부분을 손으로 직접 그리기 때문에, 그려지
는 이미지에 불가피한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그림
에서의 오점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나는 신체가 갖는
불완전함과 이를 통해 생기는 미세한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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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복은 작업에 집중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나는
반복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더욱 집
중한다. 특정 행위를 단순하게 반복할 때, 나는 오로지 그 행위에만
몰입하게 된다.15) 그리고 몰입에서 오는 유희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집요한 노동을 반복하며 이미지를 만든다. 자신마저 잊어버리게 되
는 몰입의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보다도 내면에서 일어
나는 본능적, 직관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개인 본
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원초적 차원의 언어가 될 수 있
다.

15)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이와 같은 몰입의
상태를 ‘플로우(Flow)’라 명명한다. 플로우란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
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이다.
Mihaly Csikszentmihalyi, 최인수(역), 『Flow』, 서울: 한울림, 200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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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과 축적
화면의 형상들은 각각의 조형적 특징에 따른 고유의 리듬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배치되었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려
졌느냐에 따라 또 다른 리듬을 만들어 낸다. 조금씩 상이한 형상과
리듬이 조합, 축적되면서 여러 요소가 한 화면에 공존할 수 있게 되
며, 강한 시각적 에너지를 생성한다. 주로 유기적인 것/ 기하학적인
것, 자로 그려진 것/ 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 손으로 그려진 것/ 기
계로 그려진 것(인쇄물), 매끈한 표면/ 거친 표면, 엷게 칠해진 것/
진하게 칠해진 것, 가는 선/ 두꺼운 선, 직선/ 곡선, 투명/ 반투명/
불투명 재질의 차이, 색상의 차이, 명암의 차이 등으로 그려진 모양
들이 화면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들의 조합과 축적을 통해
이미지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조합이 수평적으로 이미지를 붙여나가면서 전체 이미지를 물리적
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축적은 수직적으로 이미지를 쌓아 층과 두
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나는 특히 투명, 반투명 재질의 소재를
활용하여 축적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은 또 다
른 이미지와 합쳐지며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의미
또한 끝없이 생성된다.
1) 조합

<그림 22>는 화면 상하좌우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원형캔버스를
눕혀서 작업한 것이다. 유기적이고 섬세한 형상이 불규칙적으로 뻗
어 나가는 데 있어서,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네모난 캔버스는 적합
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원형 캔버스를 사용하게 되었다. 초기 작
업에서는 주로 고채도, 고명도의 색을 위주로 사용했다. 색채 간의
강한 대비가 그림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
- 40 -

<그림 22> 무제, 2013, 캔버스에 먹, 모래, 종이, 세포사진, OHP필름, 지
름 50cm

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관심사는 점차 형상에 대한 것으로 옮겨 갔
으며, 형상과 각각의 형상을 이루는 질감에 집중하기 위해 색을 배
제하기 시작하였다. 색채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매우 강해서, 화면
의 형상 자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색은 ‘그 사람만의 색이 분명하다.’라는 말처럼, 관용적으로 어
떤 개체의 고유한 개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무엇이라 규정지을 수 없는 상태, 즉 ‘뚜렷한 색을 입기 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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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림 22>는 이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 중
하나이다. 미세하게 다른 형상이 가진 시각적 패턴과 표면질감 그리
고 명암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진폭들이 만들어 내는 시각적-촉
각적 전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려진 형상은 앞서 언급한 그림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재료적
인 측면에서 기존에는 물감을 이용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여기서
는 종이, 투명 필름지, 모래 등 각기 다른 질감을 조합하였다. 각각
의 재료가 가진 특성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캔버스의 표면을
매우 곱게 다듬었다. 그리고 표면에 그려진 것 위에 다른 요소를 덧
그리거나 붙여서 다양한 차이들을 더 만들어냈다.
<그림 22>에서 네모난 캔버스가 화면 속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원형캔버스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캔버스가 가진 프레임은
그림 속 이미지와 강하게 충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림 23>에서는 처음으로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하게 되었
다.
<그림 23>은 주로 각기 다른 그림에 있던 형상들을 오려내어 조합
한 것이다. 다른 그림에서 이 그림에 어울릴 법한 형상을 오려 붙여
가면서 이미지를 벽면 전체로 확장시켜 나갔다. 그리고 새로 붙여진
이미지 사이사이에, 이들을 이어줄 수 있는 요소를 그려 넣어서 하
나의 조화된 전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맥락에 있던 개체
가 한 화면에 조합되면서, 각각의 요소들은 다시금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화면의 이미지는 그것이 어디에 조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역할을 달리 하는 열린 구조를 띠고 있다. 이처럼 내 작업에
있어서 조합은 개방적 구조와 의미를 가진 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유기적 전체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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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무제, 2013, 혼합재료, 가변설치

나에게 그리기는 외부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특정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계속 무언가가
자라날 것 같은 모습의 이미지들을 조합하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
지를 연이어 그린다. 처음 그린 것과 그 다음의 이미지는 서로 비슷
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이미지가 파생될수록 처음의
것과는 다른 모양이 된다. 이미지는 생성된 순으로 배열되기도 하
고, 때로는 <그림 23>과 같이 그려진 순서에 상관없이 임의로 배치
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며 새롭기에 흥미로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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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또 다른 착상으로 이어진다.
2) 축적
<그림 20>은 고정된 프레임 없이, 조각난 모양들을 축적하여 만든
형상이다. 순간의 단편이 쌓여 삶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듯, 각기 다
른 순간에 한 행위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이미지가 성장한다. 검정
계열과 붉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였지만, 같은 계열색이어도 재료에
따른 미묘한 색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상은 더욱 풍
부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나는 동일 계열 색상 내에서의 다양한 질
감을 활용하였다. 비슷한 느낌 안에서의 다양하고 섬세한 차이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OHP필름을 활용하여 필름 밑에
그려진 이미지와, 필름 표면에 그려진 이미지를 쌓아서 미세한 감각
적 차이를 극대화하였다.
필름 표면에 반복적으로 그려진 섬세한 이미지와 아래의 다른 재
질에 그려진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한층 더 복잡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 그림을 통해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실험해보면서, 이
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자연물의 형상뿐만 아니라, 재료의 다양한 물성을 통해서도 조형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림 24>를 그리기 시작할 때, 나는 가장 먼저 종이에 무수한 수
의 직선을 수성펜으로 빼곡하게 그었다. 어떠한 것을 표현해야 한다
는 생각 없이 선 긋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
진 이미지와 물이 만나 형성된 효과를 단초로 이미지를 그려 나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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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 2014, 종이에 수성 잉크, 트레팔지,
OHP필름, 200×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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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그림 24>의 세부

이 그림은 트레팔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이다. 트레팔지는 하
얀 빛깔의 반투명한 종이여서 많이 축적될수록 점차 뚜렷한 흰색을
띤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화면의 하단에 많은 양의 트레팔지를
축적해 놓았다. 그리고 트레팔지에 그려진 이미지를 오려내고 남은
자투리까지도 조형요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필요 없다
고 생각되어 오려내었던 부분 또한 형태요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여러 반투명한 이미지를 층층이 쌓음으로써, 변화의 미묘한
층위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축적을 통해 개별 형상의 뚜렷한 구분이
흐려지고 형상 간의 위계가 제거되면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덩어
리가 된다. 그러면서 형상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이렇게 모호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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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내부에 다양한 요소들이 잠
재되어 있고 점차 특정 모양과 방향을 갖춰갈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나는 이를 보면서 앞으로 자라나게 될 이미지를 상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
가는 단초가 된다.
이처럼 축적된 이미지들 간의 관계, 즉 어떤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하
나의 고정된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
는 사건(accident)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리는 행위와 과정이 창작에 있어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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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공간으로의 확장

<그림 26> 기양伎癢-그려진 손끝의 가려움, 2013, 혼합재료, 가변설치,
서울대학교 우석홀 전시 광경

<그림 26>은 전시 공간의 벽면 전체를 활용한 그림이다. (<그림
27>은 <그림 26>에 포함되지 못한 그림의 부분이다.) 이는 화면 속
형상뿐만 아니라 형상이 있는 공간이 확장되었을 때, 생성될 수 있
는 관계들 또한 풍부해지리라는 자연스러운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물리적으로는 이전의 작업들보다 많이 확장되었고, 그려진 이미지의
수도 많아졌지만 <그림 26>은 여전히 하나의 그림이다.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조합한다고 하여서,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물방
울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물방울을 만들어 내듯, 서로 다른 이
미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 작품에서는 이전까지 시도해온 방식을 총 동원하여 하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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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그림 26>의 부분

면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기를 할수록 내가 그려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다도, 이를 지속하며 끝없이 무언가를 생성해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즉 어떤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행위
와 그 과정에서의 예측 불가한 발견들이 그리기의 초점이 되었다.
이 그림은 전시 양상이 가변적이다. 작품 설치를 할 때마다 이미지
의 배치가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 이처럼 화면의 이미지는 유동적으로 계속 변화되
며,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들어 낸다.
전시장이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면서, 그릴 수 있는
이미지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또한 넓고 딱딱한 벽이 화면이
되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제스처의 폭 또한 넓어졌다. 전시
공간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서, 나는 창작
을 시작하는 조건이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전시 공간이 작품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은 화면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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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커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공간 자체가 그리기의 재료
가 된다. 같은 형상일지라도 그것이 놓여있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계가 만들어 진다. 특정 이미지가 그려진 공간 또한 그
형상의 일부가 되고, 그 결과 그려진 형상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확장된다.
그리고 관객 또한 전시 공간 전면을 활용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작품의 감상보다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림 26>에서는 관객의 동선 또한 고려해야 했는데, 나는 <그림
26>의 가장 오른쪽 이미지부터 왼쪽으로의 방향을 생각하였다. 이
방향은 내가 그림을 그려나간 방향이기도 하다. 이처럼 방향을 설정
하고 그리기를 시작한 것은 하나의 작은 지점에서 시작된 이미지가
그림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실험해
보기 위한 시도였다. 화면의 이미지는 해당 전시장 벽에 직접 그려
진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형상은 기존에 그려져 있던 것들을
오려 붙인 것이다. 이렇게 조각난 이미지는 탈부착이 자유로웠기 때
문에, 다양한 배치를 하는 데 용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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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내가 세상과 미술을 대하는 태도와 그림의 양상, 그리기 방식 간의
긴밀한 연결은 작업 전반에 걸쳐 일관되어 왔다. 세상을 보는 반이
성적 태도는 유기적 추상형상에 대한 관심과 그리기를 대하는 태도
를 만들어 내었고, 이들이 작품의 형식을 만들어 내었으며, 그 형식
이 결국 작품의 내용이 된다.
스스로를 종속하는 이성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
구는 나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
서도 내가 일상에서 그리고 개인적 신앙을 통해 체험한 생명의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관심은 주변 자연의 모습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
었다.
그러나 주변 사물의 쓰임이나 기능보다도 시각적 특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은, 자연의 이미지를 그것이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
용보다도 이미지 자체의 조형적 특징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지시대
상이 모호한 추상형상은 그 조형적 특징에 보다 주목하게 하는데,
이점에서 나는 추상적 형상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연은 언제나 변화 중에 있다. 그리고 자연 고유의 유기적 구조는
앞으로 계속 변화할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나는 이과 같이 지속적
인 유기적 성장을 암시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고자 하였고, 그 결
과 화면은 유기적 추상형상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추상은 하나의 고정된 내용을 갖지 않기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추상으로 이루어진 화면은 작게도 혹은
크게도 볼 수 있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각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같이 불명료하고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형태요소와 의미를 상상할 수 있
는 폭이 넓어진다.
그동안 나는 당연히 작품을 통해 유기적 추상형상에 대한 이야기
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형상이 암시하는 바가 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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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한 유익 중 하나는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했던 생명의 근원적 힘은 내가 이 형상에 관
심을 갖게 된 동기로 작용할 뿐이라는 점이다.
나는 재료의 우연성, 신체의 불완전함, 그려진 이미지들의 임의적
조합과 축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그림
을 그린다. 끝을 열어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열린 태도는 스스로의
인식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계획 상태에
서의 자유로운 그리기 행위와, 그 과정을 통해 예측 불가하고 다양
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도 ‘그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조합과
축적을 통해 하나의 형상이 다른 이미지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보
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구체적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에게 내가
그린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나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그리면서, 무언가를 끊
임없이 생성해 내는 것 자체에 주목한다. 작업 초기 관심사의 영향
이 너무도 강해서 여전히 유기적 추상형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작품의 양상과 창작 방식에도 계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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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typical
Drawing of Abstract Organic
Figure
-based on my works-

Yang, Gi-jin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form of my work which is a
result of my attitude. And I intend to explore the process of
shaping a theme with the motive of creation. My attitude of
examining life and art is reflected in this process.
I am easily captivated by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figure rather than its meaning. This is especially true for
a vague figure that implies nature. My interest in this figure is
the result of my struggle against Western reason-centered
thinking, which led to the modern machine civilization. Reas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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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are based on this condition where ambiguous and
subtle differences are removed. As a result, today’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human senses have become standardized. I am
definitely against this tendency of the modern world. I aim to
focus on matters that constantly change rather than those that
are fixed. Matters that constantly change are not predictable but
confusing in comparison to matters that are in a perfect order
and are ambiguous instead of matters that are clear and obvious.
Among matters that are not easy to define, I becam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fundamental power of life. My
positive impression of organisms in modern cities, which is
mostly full of mechanical straight lines, and my experience of
mysterious power of life through personal religion in a
psychological and spiritual level, were motivations to my
interests.
My interests in the area of life, which is beyond our
understanding, led me to become interested in microorganisms
and the figures of organic structures that are difficult to observe.
Nature organisms are always in the middle of generation or
extinction, and show variety while going through these processes.
Also, the organic structures of these organisms stimulate my
imagination for how these structures would develop and change.
I want to see a scene that implies organic growth, which also
may produce numerous creatures even if they are difficult to
define. As a result my painting is filled with abstract organic
figure.
Figures in my painting abstracts do not have specific
referent. Moreover, figures in my paintings exist as an
independent entity that have its own color, texture, and form
rather than a metaphor or symbol of a particular referent. As a
result, an organic abstraction of a drawing has the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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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penness that can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However my viewpoint in art making has changed. In the
early stages of my work, I drew abstract organic figures as a
means to see the infinite root of life. But, I came to discover
many interesting elements. I was not able to predict in myself in
the course of creating figures without any specific plan for
completion. This discovery led me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thing I can draw' could be much more concrete and
abundant rather than 'the thing I know'. This change of thinking
made me realize that drawing is not a simple means to express
something, but drawing has meaning in the self and same as the
process of the drawing.
Drawing started out of my control in an atypical and
unpredictable way. For example, contingency, openness, and
variability were some key characteristics. Mostly, drawing began
from the coincidental trace of material. Drawing is usually
performed by hand. I actively embrace detailed differences
demonstrated by the imperfection of the hand. Typically, I draw
certain lines repeatedly and blindly, and I embrace fine different
details made in this process. Then, the interesting parts of the
figures I draw are cut and become one big image that irregularly
combines and accumulates these pieces. While observing a
process in which one drawn piece becomes a part of another
figure, I realized that the drawing is an accident that consistently
grows and changes, and does not have a fixed meaning.
Art making is started with a assumption that a new
meaning could be discovered or expend itself by atypical
drawing. Therefore, drawing itself and its process become
continuous expectation of new discovery. However, the important
thing is not about a meaning of figure on my painting, but
drawing itself. In advance a meaning of drawing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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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ed with the change of a material and method of drawing,
and in common with a figure as a result of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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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ical drawing, drawing a line repeatedly,
combination and accumulation, organic growth,
abstract organic figure, fundamental power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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