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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 중 식물을 소재
로 하는 작업들을 대상으로, 그 창작의 동기와 목적, 제작과정에서 나타
난 이론적 근거, 소재의 선택과 형식적 특성 등을 연구하고 후속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 논문은 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소재로 하여 원본
과 복제된 이미지를 대비하거나 경계 해체하기, 인쇄물 이미지를 해체하
고 재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한 본인의 지난 5년 간의 작품에 대한
글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작품에서 어떤 소재와 방법이 사용되
었고, 어떻게 이를 발전시켜가는지를 밝히고 정리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원본과 복제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이
미지로 구체화되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사유를 진행해 나가게 하는 것
이 목적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원본과 복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비판적 시각
을 견지하고 제작해 온 작품의 목적과 작품 제작 방식을 비롯해, 전체
논문의 구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장은 획일화에 대한 저항 의식을 조경 식물을 통해 표현한 작품
에 대한 설명한 장이다. 1절에서는 획일화와 관련된 현상과 직접 획일화
를 경험한 체험에 대해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이러한 획일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식물을 통해 표현한 작품에 대한 설명
i

을 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식물과 복제 이미지를 대비하거나 경계를 해체하는 방
법으로 표현한 작품에 대해 분석하였다.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대비는
대상이나 주제를 더욱 부각하게 하고, 경계의 해체는 장자의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화면 내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복제된 이미
지가 화려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장면을 통해 원본의 식물을 소극적으로
묘사하였다.
제 4장은 재현된 잡지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식물을 표현
한 작품을 설명한 장이다. 인쇄된 이미지 중 하나인 잡지의 이미지를 재
현하고, 그 이미지에서 색상과 색의 조합을 추출하여 조경 식물의 모습
으로 표현한 과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식물을 소재로 하여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관
계를 다룬 작품들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계와 결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식물, 원본, 복제 이미지, 획일화, 해체, 이미지의 재구성
학 번 : 201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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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식물을 소재로 하여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표현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작품이 시작된 계기와 이를 어떻게 발전시
켜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글의 목적이다.
본 연구자는 식물 중에서 평소 도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경 식물
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본래 동양의 관점
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깊이 결부시켜 왔다. 1
사물의 외관이 보여주는 차별성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적 동일성
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
켜 왔다.2 예컨대 사군자도 군자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 빗대어 정
취를 담아낸 것이다. 사군자의 소재들은 여림, 유연함에서 강직함, 강인
함까지 다양한 속성을 담을 수 있기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고 여겨진다. 3 식물은 단순한 사생의 대상일 뿐 아니라 보다 넓고 다양
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1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p. 14.

2

박영택, 위의 책, pp. 14~15, 참조.

3

임태승은 사군자에서 다루는 소재들의 이러한 예술적 반복은 나아가 본래

의 사물을 사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특정한 심상을 담는 대체물로
보게 된다고 언급한다. “ 사물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예술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는 것은, 역시 내 눈앞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
이 아니라 예술가가 그러한 사물의 신비한 효과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사람들도 이제 대나무를 자연사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덕성의 대체물 혹은 상징물로 인식하게 된다. ” (임태승, 『 아이콘과 코
드』, 미술문화, 2006, pp. 157~159.)

1

현재에도 많은 작가들이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본인의 생각과 감
정을 자연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본인도 식물이라는 대상에 본인 스스
로를 투사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경 식물이 획
일적으로 전정되는 광경을 마주하고 전정된 향나무에 본인을 대입시킨
경험은 작품의 창작에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이후 획일화된 환경에서
원본의 고유성을 상실하고 이에 저항하는 태도에서 시작하여 원본과 복
제 이미지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된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식물은 이러
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로 사용했다.
이렇게 식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식물에서 비롯된 생각을 표현한 작
품의 의미를 전하고 표현하는 데에 회화라는 매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
긴다. 식물과 교감하는 일과 회화를 감상하는 일 모두 주체자의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물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큰
움직임이 없고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회화 역시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직접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 다 수동적
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람자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힘을 발
휘할 수 있기에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진 대상이다.
논문을 통해 작품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를 제한한다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작의 의도를 전하는 것은 관람객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토대로
관람자가 작품을 대할 때 더욱 확장된 의미의 감상을 하도록 돕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의 주제 의식
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2

다.
제 2장에서는 작품 제작의 동기가 된 획일화 현상과 체험에 대해 서
술하고, 획일화에 저항하는 의지를 향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을 정리
하고자 한다. 전정이라는 인위적 행위로 획일화되는 향나무에 본인을 투
사한 경험은 획일화 현상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향나무가
외부에 의해 본래의 모습 대신 획일적으로 꾸며진 모습이 된 것에 저항
의식을 느끼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내용과 원본과
복제 이미지에 대해 탐구하게 된 계기도 서술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원본으로서 실제 식물과 벽지에 그려진 식물의 복제된
이미지를 대비시키거나 경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그린 작품에 대해 설
명할 것이다. 원본을 구분해 낼 수 없이 복제 이미지로 둘러싸인 현대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복제된 이미지와 관련하여 푸코의
‘유사’, ‘상사’의 개념을 논하고, 경계의 해체와 관련해 장자의 이론을 함
께 논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최근의 작업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원본보다 복제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은 실제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쇄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
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잡지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이 중에서 색감
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해체한다. 추출된 색을 토대로 다시
재구성하여 조경 식물이 소재로 사용된 이미지를 만든다. 현실 세계의
복제 이미지인 인쇄된 이미지가 다시 새로운 원본이 되는 과정을 통해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것과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
망해보려 한다.
3

Ⅱ. 획일화된 조경 식물의 표현

식물은 흙을 근본으로 하여 뿌리를 내리고 자라 이동의 제약을 가진
대상이다. 한 번 뿌리내린 곳에 순응하고 그 곳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으
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식물은 외부에 의해 옮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니던 것과 조금은 다른 속성을 갖게 된다. 특히 조
경 식물의 경우 균일한 간격에 일렬로 심기기도 하고, 외형도 같은 모양
으로 다듬어지기도 한다.
이 장은 이러한 조경 식물의 전정 장면을 목격한 체험에서 시작한다.
이 체험으로 인해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가 작품에 등장하게 되었고 획일
화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었다. 거주 공간에서 체험한 획일화 현상을 언
급한 후,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동조현상에서 찾아보았다. 획일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조현상이 한국이라는 유대성이 강한 공동체에서
더욱 잘 발현되고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획일화, 특히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을 담은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
진다.

1. 획일화의 현상 및 체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은 정원,
화단, 화분 안 등에 있는 식물일 것이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비교적 관악산의 나무들을 볼 기회가 많이 있지만, 학교
4

내부에서 건물 사이를 이동할 때에 보는 식물들은 주로 보도 블록 사이
에 같은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나무들과 조성해놓은 화단에 심겨 있는
화초들이다. 본부 앞쪽으로는 넓은 잔디밭이 있으며 그 주위로는 단정하
게 다듬어진 향나무들이 같은 모양과 간격으로 있다. 멀리 뒤로 보이는
관악산과 정원이 한 시야에 들어오면서 정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의
모습과 더욱 대비된다. 학교 안 화단은 잘 다듬어진 유럽의 바로크식 정
원4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정원은 인류가 정착하여 작물을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
을 인간의 의지대로 경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연 속에서 살았
던 인간이 자연을 향해 울타리를 치면서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인 ‘담장
이 쳐진 공간(fenced) ’ 이 시작된 것이다. 동양에서도 ‘ 원(園) ’ 이라는
단어를 담장이 싸인 공간으로 풀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 넓은 의미
에서 정원은 인간과 자연과 함께하는 방식인 것이다.
엄격한 규칙을 가진 바로크 정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풍경식 정
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정원 모두 각자 특징이 다르지만,
자연을 가공하여 보다 가까이에 두고 향유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성적으로 자란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다듬은 식물 형상에, 자연적으로
뿌리내린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옮겨 심어 조성한 공간을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4

유럽 정원은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정원을 예로 들 수 있는 바로크 정원 양식과 계몽주의 사상이 대두하면서 형성
된 영국의 풍경식 정원 양식이 대표적이다. 바로크 정원은 군주들이 자신의 권
위를 드러내기 위해 척박한 땅을 개척해 만든 정원으로 만평 이상의 규모로 직
사각형이며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고정희, 『바로크 정
원 이야기』, 나무도시, 2008, pp. 19~32, 참조.)
5

오경아, 『정원의 발견』, 궁리출판, 2013, pp. 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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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정원의 역할은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삭막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인에게 역시 정원이나
정원에 있는 정원수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연히
전정하는 장면을 보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정원수는 단순한 풍경의 일부
가 아닌 본인을 투사하는 대상이 되었다.

개인적인 체험: 전정되는 나무에 자아를 투사
길을 지나다 정원사가 큰 전정가위로 향나무를 다듬는 장면을 본 적
이 있다. 뾰족한 모양으로 자라는 측백나무 계통의 가이즈카 향나무를
둥근 모양으로 다듬는 중이었다.
일반적으로 다른 수목들은 생장에 도움을 주며 바른 모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전정한다. 그러나 향나무의 경우 싹이 나는 힘인 맹아력이 강
해 관상용 수목으로 자주 활용되며 전정 역시 외형을 기하학적 형태인
원추형, 반구형 등으로 둥글게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곤 한다. 회양목도
마찬가지이다. 육면체로 화단을 빙 둘러있거나, 구형으로 정원과 보도를
구분 짓고 있는 회양목도 자주 볼 수 있는 화단의 관상용 식물이다.

[도판 1] 프랑스 보르비콩트 성의 고전적인 화단6

6

17세기에 처음 조성된 보르비콩트 성의 고전적인 자수화단이 원래 문양대

로 복원된 장면이다. 앙드레 르 노트르가 1656년에서 1661년 사이에 조성한 보

6

이 나무들이 재단된 모습으로 있을 당시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사실
이었다. 정원사가 1미터 남짓 되는 전정가위를 크게 벌렸다가 두 팔을
힘껏 안쪽으로 모으는 큰 몸짓으로 가위질을 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삐죽하게 나와 있던 새로 자란 향나무 가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곤 했다.
새로 자란 가지는 원래 띠어야 할 형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단되
고 있었다.

【작품 1】<전정된 향나무>, 60×60㎝, 장지에 채색, 2011

향나무 가지를 다듬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작품 1】)은 정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연을 소유하려는 것 그리고 소유한 것을 오로지 인간의
의지대로 조절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는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화단을 비롯하여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화분 등이 억압되고 불완전한 요소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르비콩트 성의 정원은 르 노트르의 중요한 선 개념이 가장 돋보이는 정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 복잡한 설계의 정원은 소용돌이 문양을 이루는 왜성 회양
목,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정한 나무와 조각상 들로 이루어져 있다. (퍼넬러피
홉하우스, 최종희·윤상준·고정희 역,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서양정원사 』 ,
대가, 2015, p. 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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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잘 다듬어진 향나무에 본인을 투사하게 되었다. 외부의 의지가
투영되지만 그것에 투쟁하기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에서 본인의 모습과 닮
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테면 1928년생 할머니와 한 가정에서 자
란 본인은 세대 간의 갈등을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경험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에 따르면 할머니는 식민지∙전쟁 체험세대로
1920~30년대 말 출생 7 해 일제 식민지체험을 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인
간관계를 상하 위계서열로 파악하는 권위주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
시하는 집합주의, 물질적 성공 보다는 예의, 염치, 신의, 인정 등의 가치
를 중시하는 정신주의적인 특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두드러진다.8
대가족의 가정 환경에서 할머니에게 교육 받은 전근대적 여성으로서
의 역할과 현대적 여성의 역할의 갈등,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과 진
정 스스로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모습으
로 갈등해왔다. 그러나 고뇌하면서도 스스로를 사회에서 배타적인 구성
원이 되지 않기 위해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 온 경험들이 떠올랐다.
향나무를 전정하는 모습은 정원사에게는 일상이었을 것이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상 속 풍
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내재되어 있던 획일화에 대한 생각
을 발전시키게 된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체험으로 정원수는 본인을 투

7

1945년 해방을 기준으로 해방 이전 세대와 해방 이후 세대로 나눌 수도 있

지만 공식교육기관에서의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본다면 30년대 말에 태어난 세
대부터 엄격한 의미에서의 한글세대로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 경험 여부
의 중요성, 언어가 사물의 인지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대략 1940년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실질적인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았고, 언어의 측면으로
도 해방 이후 처음 공식교육기관에서 한글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점에서 이전세
대와 구분된다. (박재흥,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2005, p. 59.)
8

박재흥, 위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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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대상으로 작품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 계획도시 거주와 획일적 주거 양식에 의문
개발계획을 통해 새로 형성된 신도시 분당은 체계적인 도시이고 동시
에 유사성이 강한 도시이다. 도로와 거주지의 구획이 분명하고 바둑판식
으로 정렬되어 있기에 특정 주소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효
율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공간의 배치나 활용은 모두 유사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연결된 백화점, 그리고 그 백화점 옆을 지나는
넓은 도로와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육교’는 각기 다른 지역인
수내역과 서현역이 동일한 형식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며, 외관상으로
도 거의 유사하다. 집중하지 않고 길을 지나다 보면 서현역에서 보았던
풍경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내역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풍경으로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은 도시를 가로지를 때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위를 둘러보면 집들이 반복되는 아파트가 서 있고, 그 아파트들이 반
복되며 단지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 공화국』에서 한국인들의 아파트 선호에 대해 의문을 가진
프랑스 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서술하듯이 프랑스에서는 아파트가 결코
고급스러운 주거 형태가 아닌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고급스러운 주거의
형식에 아파트가 포함된다. 9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평면도와 구성을 가

9

1970년대 초반까지 좋지 않던 이미지를 주던 한국의 아파트단지는 그 이후

로 오히려 중간계급이나 부유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아파트단지를
‘ZUP’나 ‘그렁떵성블’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렁떵성블’이라는 표현이 반포, 잠실, 압구정단지를 지칭한다면 프랑스어
에 스며있는 관리 부실, 볼품없는 건축미, 저급한 생활환경 등의 부정적인 의미
를 지우기 힘들 것이다. (발레리 줄리조,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pp.
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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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동 주택의 형태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고, 또 주거하기를 희망하
는 것이다. 아파트의 구조 상 면적이나 건축사에 따라 다른 평면도가 주
어지기는 하지만 이 평면도에는 개인의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힘
들다.
단지의 구조 상에서 보면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 역시 단일하며 직선
적이다. 먼저 동을 찾고, 해당 층수에 도착하고 나면 해당 호수에 찾아가
는 식이다. 결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에 도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방법이 아니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10
분당이라는 도시에 와서 받은 반복에 대한 인상과 반복 속에서 특정
한 집을 찾으려 했던 경험을 시작으로 도시의 반복적인 양상 그리고 획
일화된 흐름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효율성을 주된 가치로 추구하
고, 반복적이고 단선적이며 획일적인 주거 공간이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
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라
는 주거 양식을 추구하는 보편된 취향과 아파트 자체에서 향유하게 되는
환경의 유사성은 획일화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이자 근거가 될 수
있다.

동조현상과 한국의 세대문제
사회심리학에서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한 행동 양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동조(conformity)현상이 있다.11 동조행위는 주
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하는 행위이다. 유행을 따르
거나, 나아가서 붕당을 이루는 행위도 모두 동조행위로 설명할 수 있

10

박인석, 『아파트 한국사회』, 현암사, 2013, pp. 307~309, 참조.

11

이동원 외, 『사회심리학』, 학지사, 2000,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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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도판 2] 애쉬의 선분실험
애쉬(Asch)의 선분실험 13 은 이러한 동조행위를 잘 설명하는데, 피실험
자는 본인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결과를 보인다.
실험에서 제시된 문제는 왼쪽의 기준선과 같은 길이의 선이 무엇인지를
묻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단순히 우매한 대중의 실수라고 여
길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최고 관료들에게서도 동조압력에
의한 미숙한 의사결정이 일어났었던 것 14 을 보면 이 현상은 광범위한 영

1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1995,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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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 맞추기 실험은 7~9명의 피험자(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험협조자)를 긴 책상에 일렬로 앉히고는 [도판1]에서 보이는 두 개의 카드를
약 3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키고 왼쪽 선분의 길이와 똑 같은 선분은 오른
쪽 카드에서 어느 선분이냐를 맞추게 하는 과제를 제시한 실험이다. 둘러앉은
순서대로 응답을 소리 내어 하게 하였는데 의자 배열을 조정하여 항상 진짜 피
험자가 대답을 맨 나중에 하도록 하였다. 몇 번의 시행을 거쳐 모든 사람들이
실수 없이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똑같이 틀린 답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에 평균적으로 3번에 한번 꼴로 틀린 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람들도 ‘집단 압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틀린 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 잘못 지각하여 그런 답을 말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한규석, 위의 책, pp. 364~365, 참조)
14

피그만 침공사건은 완전히 실패하여 침공군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살되거

나 체포되었는데, 이 작전은 거의 실행불가능 것이었다. 이를테면 침공지점과
재집결지인 에스캄브리 산악 사이에는 약 117km에 달하는 늪지가 펼쳐져 통과
하기가 불가능했지만 도상에서는 이것마저 확인이 되지 않았었다. 작전이 실패
로 돌아간 데에 대해서 Janis(1982)는 당시의 국무회의 의사록을 분석하여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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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조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집단의 크기, 결집력, 개인과 집단
의 거리,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애쉬의 실험 당시 형성한 집단
은 피실험자에게 있어 우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었지만 집단의견이 일치
될 때에 동조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
는 것은 곧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이탈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척에
대한 두려움이 동조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우연적인 집단이 아닌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가 공고한 집단인 경우 이러한 동조현상이
더욱 강력하게 발현된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강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 혹은
가족공동체에서의 동조압력을 예견할 수 있고, 다수의 영향력을 많이 받
는 이 점은 세대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20세기의 격변기를 거친 한국
에서는 전혀 다른 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가치관을 세대들이 공존하게 되
면서 세대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은 유
교 문화의 가족중심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송나라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부터 ‘가(家)’중심의 체제를 수립하려 했던 노력은 중반기에 이
르러 여러 성리학자들을 배출하면서 ‘가(家)’를 중심으로 하는 ‘예치(禮
治)’ 국가를 확립하게 된다. 15 근대화 이후에도 이러한 가치관은 존재론,

만 상륙작전 계획을 심의하던 국무회의가 집단사고의 병폐를 드러냈다고 주장
한다. 당시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던 아더 슐레진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지만 회의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의견
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한 미움을 사기 싫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누군
가 반대만 했다면 대통령이 계획을 파기했었을 것이라고 술회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Janis, 1972, p. 39: 한규석, 위의 책, p. 373에서 재인용)
15

함재봉,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정치문화- 禮治와 家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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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차원에서 아직 남아있는데, 특히 친근함의 표현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회 관계에서도 친밀해지고 나면 상하
관계에 따라 ‘형, 언니, 누나, 오빠’ 등의 표현을 하는 점, ‘친해지다’는 말
자체에서 친(親)이라는 글자에서 부친, 모친, 등의 가족 관계를 연상시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주의적인 언어 외에도 친함의 척도를 서로
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즉 입학시험을 치를 때 도와주고 응원하며, 서로
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아주고 함을 지어주며, 상을 당하면 상가에서
장례의 제반 절차를 돕는 등 실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가족 중심
행사의 일환으로 초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16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反)가족주의적이고 개인
중심적으로 나아갔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은 각자의 성씨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집성촌
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현재에도 우
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아직 가족 중심적인 특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 단위의 공동체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있는 특
수한 한국의 사회에서는 동조의 압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피실험자 스스로 정답이 아닌 줄 알지만 구성원에서 배타되고 소외되
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동조현상이 나
타나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본인의 생활 방식이나
취향 등에 있어서 대세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경
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소외감, 상실감 역시 크다. 평범하게 산
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곧 유행에 맞추어 옷을 입고, 비슷한 구조의 집에

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pp. 205~208, 참조.
16

함재봉, 위의 책, pp. 188~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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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유대감이 깊은 공동체의 특성은 사회 개개인의 동조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사회 경험을 한 다양한 세대간에는 더욱 극심
한 세대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20세기는 급속한 근대화
로 인하여 ‘동시대의 비동시대성’ 17 의 명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사회에서 살아가
고, 그것이 긴장을 야기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구절이 어느 고대 동굴벽화에 새
겨져 있었다는 것처럼 세대 차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 칼 만
하임(Mannheim, 1952)은 인간이 출생과 사망을 통해 세대 교체를 겪는다
는 점에서 생물학적 기초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사회적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역사적인 세대를 형성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18 그는 출생
시점의 차이가 차등적 경험을 하게 하며 이것이 사고∙감정∙행위 양식의
차이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대를 개념화했다.19
이렇듯 세대 차이는 각 세대의 역사적∙문화적 경험 차이에서 비롯되
기 때문에 안정된 사회에서보다는 급격한 변동을 겪은 사회에서 보다 확

17

‘동시대의 비동시대성(the non-contemporaneity of the contemporaneous)’명제

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미술사가 핀더(W. Pinder)의 핵심사상이다. 이 명
제에는 연대기적으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내면적 시간을 달
리하는 상이한 세대들로 구성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세
대들은 역사적 경험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주어진 상황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관적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동시대인이라 할지라도 동
시대적으로 볼 수 없다. (박재흥,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2005, p. 47.)
18

세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세기 사상가들에게서도 엿보이지만, 그에

관한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가 칼 만하임(Mannheim, 1952)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Bengton, Furlong & Laufer, 974;
Pilcher, 1994; 박재흥, 위의 책, p. 80에서 재인용)
19

박재흥, 앞의 책, pp. 8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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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같은 사회 변동이라도 동시대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영향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
르다.20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점에 어떠한 사건을 겪는지에 따라 다른 가
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면, 현재 한국에서의 세대 구분은 20세기
의 어떤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박
재흥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구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으로 일제하의
식민지 경험 여부, 한국전쟁, 1960~70년대 경제성장과 장기집권,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등이 있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세대를 구분해보
면 식민지∙전쟁 체험 세대, 산업화∙민주화 운동 세대, 386세대21, 탈이념∙정
보화 세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22
모든 개인이 각 세대의 집단적인 의식과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자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대에 어떤 사회적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속성으로 동조현상을 살

20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라도 연령집단이나 세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경험

하게 된다. 같은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차별적 효과
는 만하임의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박재흥, 위의 책, p. 51)
21

386세대라는 표현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1980년대 학생운동 경력을 가

진 정치지망생들의 정치권 대거 진입과 때를 같이하며 1990년대 말 대중매체에
서 널리 사용됐다. 386세대란 통상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시
기에 대학시절을 보낸 세대를 의미하는데 386은 1990년대 전반 개인용 컴퓨터
의 기종을 가리키는 익숙한 용어였기에 더욱 빠르게 확산됐다. (박재흥, 위의 책,
p. 66.)
22

박재흥, 위의 책, pp. 63~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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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고, 이러한 동조현상은 공동체 의식이 강할 때 더욱 잘 발휘된다
는 것, 그리고 한국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사상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
이 강하다는 점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의식도 세대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사회적으로 어떠한 환경을 겪었는지에 따라
나누어질 것이다.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는 동조현상과 공동체 의식이 강
하던 기성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등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 주요 창작 동기가 되었다.

2. 획일화에 대한 저항 의식 표현
둥근 모양으로 다듬기 쉽게 생장하는 향나무는 전정되지 않을 때면
길고 뾰족한 모양으로 자란다. 잘린 부분이 더 잘 자라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정원에 심겨졌다가 더 이상 다듬어지지 않는 향나무들은 더욱 뾰
족하고 기괴한 모양으로 자라기 마련이다.
전정되는 장면을 목격할 당시, 향나무의 생장보다는 정원사의 의도가
더욱 강조되는 전정 장면은 본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잣대를 떠올리게 했
다. 이러한 잣대에는 앞서 언급한 기성 세대의 보수적인 기대뿐 아니라
예술가에 대한 인식 역시 포함된다. 가령 예술가라면 자유로워야 한다거
나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기괴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인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모 혹은 사회에서의 기대를 충
족시키고자 하는 성향과 이를 억압으로 인식하는 경계에 서 있는 본인은
전정되는 나무에 스스로를 이입하게 되었다.
그 후 작품 속에서 깔끔하게 전정된 나무는 외부의 자극이나 조건에
대해 굴복한 상태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이는 생명력이 약한 존재로, 플
16

라스틱 꽃인 조화 역시 외양은 실제 꽃 못지 않지만 생명력이 없는 존재
의 의미를 지닌 소재로 표현되곤 했다. 이에 대비되는 소재는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이다.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여 길고 뾰족한 형태를 강조하였
으며 군집을 이루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더하고자 했다.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식물의 특성은 전정하는 상황을 더욱 폭력적
이고 극적으로 느끼게 했었다. 역동성은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는 전정
된 향나무와 한 화면에 등장하여 대비되며 서로의 의미를 서로 더욱 강
하게 부각시킨다. 전정되지 않는 향나무는 군집을 이루며 역동성을 강조
하고, 전정된 향나무 혹은 정원 식물, 조화는 더욱 단정하고 정적으로 표
현된다.

【작품 2】<공중 정원>, 90×60㎝, 장지에 채색, 2011

【작품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정된 향나무와 전정되지 않은 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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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한 화면 안에 대비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작품 3】, 【작품
4】에서는 직접적으로 전정된 향나무와 대비시키지 않았더라도 단정하게
꾸며진 잔디, 조화(造花) 등의 소재를 통해 화면 내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전정된 나무가 누군가의 의지대로 획일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자
각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잘 다듬어진 나무를 전정되기 전 모
습이었던 나무와 대비되는 형식을 취했다. 각 대상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주체 혹은 주체의 가치관과 동일시하려는 태도는 나무를 인
위적인 형태로 다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잘 전정되어 둥근 모양을 하는 향나무와 전정되지 않아 원래의 뾰족
한 모양을 하고 있는 향나무의 대치는 시각적으로 보다 선명하게 대비를
이룬다. 전정된 향나무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다듬어지고 획일화된 대상
이라면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는 그러한 압력에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들로 화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저항의 의
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수와 함께 파고다 공원을 소재로 삼으면서 내용의 측면에서 세대
간의 대비를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파고다 공원에 사용되는‘Pagoda’
의 본래의 뜻은 ‘사찰의 탑’이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은 ‘탑골공원’으
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파고다’라는 단어 혹은 파고다 공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단순히 탑이나 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먼저 ‘파
고다’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 파고다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파고다어
학원’을 연상시키고, 기성세대들에게는 ‘파고다공원’을 연상시킬 것
이다. 사찰의 탑이라는 본래의 의미보다 세대별로 다르게 더 강한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단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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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左) 파고다 어학원 CI,

(中) 파고다 공원 드로잉, (右)

【작품 3】의 부분

서로 다른 의미를 포함한 기표인 ‘파고다’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드로잉과 【작품 3】에서는 직
접적으로 ‘PAGODA’라는 글씨가 들어갔지만 다른 작품에는 제목의 형태
로 보다 은유적으로 등장한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안에서 다른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르게 해
석되는 두 가지 의미는 각 세대의 관심사를 드러내기도 한다. 먼저 취업
과 연관된 어학 성적을 받기 위해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찾는
대표적인 어학원으로서의 파고다를 들 수 있다. 파고다는 유학, 취직 등
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형 어학원으로 강남역의 대형 본사 건
물을 필두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는 등 규모가
큰 어학원이다. 그만큼 미디어 등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파고다 어학
원의 CI 서체 역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파고다’라는 단어의 서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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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그를 위한 무대>, 162.2×130.3㎝,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4】<파고다 공원>, 91×116.8㎝, 장지에 채색, 2012

또 다른 의미로 이미 사회에 정착한 세대들이 어학원 대신 떠올리는
공원으로서의 파고다가 있다. 예컨대 파고다공원은 남성 노인들이 모이
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버이연합의 활동 배경이 되기도 했다. 파고다공원
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닌 일부를 연상시키는 장치
일 수 있다.

【작품 5】<파고다 공원을 위한 드로잉 1>, 60×75㎝, 화선지에 과슈,
2011
【작품 6】<파고다 공원을 위한 드로잉 2>, 60×75㎝, 화선지에 과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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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라는 단어 하나로 기성세대와 사회에 진입하려는 세대의 대비
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공원이 본래의 자연에서 옮겨 심
겨져 누군가에 의해 담장이 쳐지고 그 안에서만 공유되는 것처럼 파고다
역시 두 세대를 가르고 서로에게 담장을 치는 결과를 보인다. 【 작품
5】, 【작품 6】에서 전정된 나무 없이 경계를 강조하여 담장만으로 표
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파고다’는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두 주체에 의해 서
로 전혀 다른 원본을 갖는 대상이 된다.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 속에서
파고다라는 기표는 보는 대상에 따라 다른 기의로 읽힌다는 점이 파고다
공원을 소재로 삼은 이유이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시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파고다 공원의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들이 화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은 특정 세대의 억압으로부터 획일화되지 않
으려는 강한 저항의 표현이다.
이제까지 조경 식물을 소재로 하여 획일화에 저항하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획일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
지에 대해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 개체의 개성 혹은 원본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획일화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는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 원본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생각은 복제 이미지들로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원본을 찾는 일이 무의미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매체의 발달은 복제 이미지를 대량으
로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또한 수많은 복제 이미지들
사이에서 무엇이 원본이었는지 구분해내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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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식물과 복제 이미지의 표현

활짝 만개해 있는 꽃을 보고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가 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인 경우 꽃이 만개해 있는 시간은 전체 식물
의 생장 시기 중에서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꽃은 금
새 시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조화나 꽃의 이미지를 다룬 벽지 등에서는
가장 온전하고 모습으로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은 때로 실재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원
본인 실제 식물보다 벽지 이미지가 더욱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
을 통해 복제된 이미지가 현실을 앞서는 역전된 현상을 표현한 작품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식물과 벽지가 함께 있는 풍경을 그린 작업들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벽지와 실제의 식물이 존재한다. 하나는 벽지가 실제의 식물보다 더욱
도드라지게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벽지의 이미지와 식물의 이미지의 경
계가 모호하게 나타난다. 즉, 작품 안에서 실재와 이미지는 대비되어 표
현되기도 하고, 경계가 사라져 무엇이 원본이었는지 모호한 장면으로 표
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두 개의 화면 혹은 한 화면 안에서 원본과 복제
이미지가 대비되는 장면을 표현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이어
서 한 화면 안에서 실제 식물과 식물 이미지의 경계가 사라지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대비하거나 경계를 해체함
으로 인해 원본보다 복제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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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대비
화분 속 식물과 식물의 이미지를 복제한 벽지가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보자. 벽지는 실재보다 더욱 화려하게 존재감을 과시고 있다. 여기에서
벽지는 패턴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벽화처럼 식물의 이미지로 가득
차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에서 공통된 것은
실재하는 원본 식물을 재현한 복제된 식물 이미지가 더욱 생동감 있고
화려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복제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미지
와 원본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벽지가 화사하거나 큰
규모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 외에 실제 식물을 대비적으로 왜소하게
표현함으로써 대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화면 안에서 실제 식
물은 아주 작고 볼품 없거나,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쓰러져 있는 화분으
로 과거에 있었을 수 있겠다는 추측으로만 흔적만이 남아 있거나, 혹은
아예 빈 자리로 표현되었다.
【작품 1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란다 밖의 작은 화분 안 식물과
실내에 있는 화병에 꽂혀있는 조화, 그리고 식물 이미지가 반복된 벽지
이다. 화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벽
지 속 이미지들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화병에 꽂혀 있는 조화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화면 끄트머리에 반쯤 잘려서 잘 보이지 않는 실제 식물
이 발견될 것이다. 실제 식물과 벽지의 이미지는 그 규모와 양에서 대비
된다. 화려한 이미지에 비해 실제 식물은 더욱 왜소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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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빈 자리를 대신하여 1>, 45×53㎝,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8】<빈 자리를 대신하여 2>, 45×53㎝,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7】, 【작품 8】은 벽에 펼쳐진 거대한 산세베리아의 이미지
와 의자, 사람의 뒷모습 일부 등만 보일 뿐, 화분이 쓰러져 흙이 나온
것 외에 실제 산세베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벽으로 둘러싸인 바
닥의 모양이나 의자가 있는 점 등을 통해 실내 공간임을 유추할 수 있고,
빈 의자를 통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없는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실제적이라고 느껴지기 보다는 환각처럼 느껴지
기도 한다. 저 화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식물인 산세베리아가
벽면 전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나 벽이 특정한 빛의 방향에 의해 명암
이 생기지 않고 편평하게 단색으로, 혹은 라인테이프를 붙인 듯이 색선
으로 벽의 구분이 그려진 점 등이 낯선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화분이 쓰러져 일부가 깨져 있고, 흙이 나오는 모습은 사실적으로 표
현된 데에 비해 벽면의 식물 이미지는 낯선 분위기 때문에 벽을 잠깐 비
추는 것 같은 일시적인 인상을 주기도 한다. 관객은 화면에서 실제 식물
이 보이지 않지만 식물이 자라는 데에 꼭 필요한 흙과 화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식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작은 화분에 있었을
실재했었을지 모르는 식물의 왜소함, 결국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원
본인 식물의 모습은 복제된 이미지인 화려한 벽면과 대비되어 복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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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
<파고다 공원>에서의 연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작품이 화면 내에서
의 대비를 이루었다면 【작품 9】, 【작품 10】처럼 한 작품이 두 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서 두 화면의 병렬을 통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두 폭의 화면의 병렬은 4장에서 설명할 최근 작품에서 더
욱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이다.

【작품 9】<백합, 벽지>, 각 90×40㎝, 비단에 채색, 2013
【작품 10】<벽지, 모란>, 각 90×40㎝, 비단에 채색, 2013

<백합, 벽지>와 <벽지, 모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총 네 폭의 작품이
된다. 순서대로 실재 백합, 백합 이미지의 벽지, 모란 이미지의 벽지, 실
재 모란이다. 각 화폭은 모두 같은 면적이지만 두 벽지 이미지들이 있는
화면에서는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화려한 꽃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다.
이에 비해 실재 백합과 모란은 만개하기 이전의 상태이거나 꽃이 피었다
가 지고 난 후의 모습이다. 꽃은 거의 보이지 않고, 꽃이 만개해 있을 예
정이거나 만개해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다. 오히려 벽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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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만개하여 화려하고 전형적인 꽃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보여지는 대상으로써의 식물은 보는 이의 고정된 관념 속에 존재하는 형
상에 시각적 화려함을 빼앗긴 듯하다. 벽지 속 이미지가 화분의 이미지
보다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보다 그것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더욱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
다. 이것은 기존의 실재와 이미지의 관념이 역전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폭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서로 대비할 때에 이러한 대비는 더
욱 극적으로 보이지만 벽지가 그려진 작품들에서도 벽지 한 가운데에 화
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빈 자리가 보인다. 벽지의 작품 하나에서도
실재의 부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작품 11】<조화, 화분, 벽지>, 84×60㎝, 2012
【작품 12】<역전의 풍경>, 162.2×130.3㎝, 2013

이렇게 빈 자리를 통해 실제 식물의 부재를 암시하는 형태는 【작품
12】에서 잘 드러난다. 벽은 화려한 식물의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다.
벽 앞에 화분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리는 비어있다. 이때에 벽은
배경이 되고 빈 공간은 실재 화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형태가 되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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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그림자가 있는 것을 통해 단순히 빈 자리가 아니라 실제
식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만 지금 화면 안에서는 보
이지 않는다. 마치 왜소해지던 실제 식물이 이미지로 재현된 사물, 관념
들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과정처럼 보인다.
이미지가 실재보다 화려하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복제가
원본을 앞서는 역전된 현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실재 대상
이 재현되는 이미지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작품 11】에서 가장 위에 실제 식물이 원본으로 존재하고, 물
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생화를 복제한 조화가 다
음 단계, 이미지로 복제된 벽지가 원본의 성격을 가장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면 안에서는 이 위
계가 전복되는 것이다. 다른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제 식물은 재
현된 이미지인 벽지보다 상위 단계에 있다는 인식이 작품 안에서의 상황
에서는 역전되는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마그리트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유사(類
似)와 상사(相似)의 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다. 유사와 상사 모두 ‘비슷함’
이라는 의미이지만, 유사는 주인이 있고 상사는 주인이 없다. 즉, 유사는
근원이 되는 요소가 주인이 되어, 그것에서부터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가
거듭될수록 그 사본들은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반면 상사는 되풀이
되지만 시작도 끝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서열
에도 복종하지 않는다.23
위의 작품들은 유사 관계의 전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23

미셸 푸코, 김현 역,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p.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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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 주인이고, 이와 기준으로 벽지의 이미지는 재현된 것이라는 점에
서 식물과 이미지는 유사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 역할
인 식물에게 복제된 이미지는 주인보다 흐려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주인보다 더욱 화려하고 공간을 잠식하여 역전한다. 전복된
유사 관계인 것이다.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작품들은 상사의 개념과 연
관 지을 수 있다.

2.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경계 해체
실재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유사 관계에서의 위계를 전복한 것이 대
비를 통해 이미지를 강조한 작품들이라면, 경계 없애기의 방법을 사용하
는 작품들은 실재와 이미지가 상사 관계에 있으면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푸코는 상사 관계를 마그리트의 <재현>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 설
명하고 있다. 해당 작품인 [도판 4]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공 놀이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왼쪽 위로 작은 난간이 서 있는데, 그 난간 사이
의 공간 안에 오른쪽 공간과 아주 똑같은, 그러나 비율은 좀 작아진 장
면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 중 무엇이 원본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4 유사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었
던 원본과 복제본의 위계가 상사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24

미셸 푸코, 같은 책, p. 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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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재현(représentation)>, 1962

원본이 되는 주인이 없고, 따라서 원본을 재현하여 생기는 복제본도
없는 상사의 관계는 유사의 관계가 갖는 직선적인 위계를 거부하는 것이
다. 즉, 유사는 원본을 재현하고 위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데아, 이데
아의 속성을 분유하는 현실의 사물, 그리고 현실의 사물을 재현한 이미
지의 위계를 제시한 플라톤의 진리론과 맞닿아있고, 유사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위계를 거부한 것이 바로 상사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이러한 상사는 경계의 해체라는 방법을 통해 드러난
다. 벽지 이미지와 실제 식물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벽지 이미지와 실제
식물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아간 것이다. 경계가 해체된다는 것은
위계를 형성해야 하는 두 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경계가
없어지면서 실제 식물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실재가 이미지보다 더욱 원
본의 특성을 갖는다는 관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 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는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의 개념
이 해체된 것과 다르지 않다. 고유한 성질로 규정되는 주체의 동일성을
해체하고 매 사건에 감응하고 그에 맞춰 모습을 변화해가는 모습을 장자
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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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가 그의 사상에서 동일성과 차이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
은 『장자(莊子)』의 33편 중에서 장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내편(內篇)」 일곱 편 25 중 제물론(齊物論) 편이다. 제물론은
모든 사물이 한결같다는 뜻으로 자칫 모든 사물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물론’이라는 편명의 해석에서도 의
견이 분분한데, 송대 이후

“사물에 대한 여러 이론(物論)을 고르게 하기

(齊)”라는 해석도 있지만, 오히려 “제물(齊物)에 대한 논의(論)”의 관점이
일반적이다.26 제물에서의 ‘제(齊)’, 즉 ‘고르다’, ‘가지런하다’는 의미를 갖
는 이 말은 ‘획일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조화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즉 세계의 각 개별
자들은 다른 개별자와는 다른 고유성인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에 기반하
여 상호 거래하면서 관계를 맺지만, 각 개별자들의 차이는 우주적 연대
라는 그물망 속에서 하나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28
제물론의 첫 우화에서 남곽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잃고 있는 모습[吾
喪我]을 통해 ‘천뢰(天籟)’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자아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각 개별자의 시각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를 성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아(喪我)란 자기를 장사 지낸다는 의미로 허심(虛心)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자아의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다. 천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천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 소리는 만
가지로 다르지만, 스스로 그럴 뿐이고 스스로 취한 것일 뿐 소리 나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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逍遙遊, 齊物論, 養生主, 人間世, 德充符, 大宗師, 應帝王
제물론 편명의 해석에 대해서는 조한석이 논문에서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

였다. (조한석,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편명 해석의 역사적 변천과 철
학적 의미」,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19권 0호. 2006, pp. 403~427.)
27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09, p. 159.

28

정용선, 위의 책,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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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29 고 답하는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피리
소리는 바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피리만 가지고도 날
수 없으니 각기 다른 바람과 피리에 의해 만 가지로 다르게 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스스로 취해지는 것이며 어떤 일관되거나 초월적
인 존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장자는 나아가 제물론의 마지막 우화인 <나비의 꿈>에서 세계의 동
일성과 자아의 동일성 모두를 해체하기에 이른다. 장자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이 우화 전체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그는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다
녔다. 자기 자신은 유쾌하게 느꼈지만 자기가 장주임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꿈을 깨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그러니 장주가 꿈에 나비
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
었다 장주와 나비에는 반드시 분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만물
의 조화(物化)’라 부른다.30

장자는 세계와 자아가 연속성을 지닌 상태에서 31 먼저 세계의 실체성
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 꿈이라는 장치를 사용한다. 이 세계
는 꿈처럼 허구적인 것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장주가 나비가 될 수는 없

29

장자, 제물론, 子綦曰, 夫吹萬不同, 而使其自己也, 成其自取, 怒者其誰邪?

정용선, 위의 책, p. 71
30

장자, 제물론, 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

然覺，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 則必有分
矣. 此之謂物化. 김학주 역, 앞의 책, pp. 98~99.
31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니 또한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장자 제물론, 天地與我竝生, 而萬物與我爲一, 旣已爲一矣, 且得與言乎? 김학주
역, 위의 책,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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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꿈 속에서 자기가 장주임을 모르고 나비를 실재라고 여겼던 것처럼,
꿈에서 깬 장주가 자신을 실재라고 여기는 것 역시 허구적인 것이다. 이
러한 것을 꿈으로 표현한 것 또한 세계와 자아를 실체로 보는 의식의 허
구성을 해체하고, 세계의 해체와 자아의 해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을 경
계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장자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자 하
는 세계, 대상은 꿈과 같이 허구적인 것이다. 대상과 자아도 실체성이 없
고, 오직 변화하는 과정(物化)만 남을 뿐이다.32
동일성을 구축할 수 있는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면, 유사 관계에서 주인과 재현된 대상들의 구분 역시 무의미
한 것이 된다. 상사 관계에서처럼 어느 것이 원본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가 되는 것이다. 장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식물이 이미지가 된 것인지 이
미지가 식물이 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2

정용선, 앞의 책, pp. 87~89, 참조.

32

【작품 13】<의자, 화분, 접힌 공간>, 63×80㎝, 비단에 채색, 2013

【작품 14】<화분, 접힌 공간>, 62×50㎝, 비단에 채색, 2013
【작품 15】<확산된 회양목>, 63×50㎝, 비단에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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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3 】 에는 빈 의자와 화분이 놓여진 실내 공간이 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화분에는 꽃이 심겨 있는데 꽃이 화면 왼쪽까지 이어져
있다. 화면 왼쪽에서 보면 벽과 바닥의 경계가 뚜렷하고 벽에는 꽃의 이
미지가 가득 차 있다. 벽과 바닥의 경계가 뚜렷한 것을 통해 보는 이는
왼쪽이 복제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실제
식물처럼 보이는 오른쪽 원본과 경계가 뚜렷하게 생기지 않는다.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어디까지가 원본이고 복제일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작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벽에 그려진 복제 이미지
와 실제 식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또 그것이 복제 이미지라
는 것은 벽과 공간의 경계가 뚜렷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작품 13】,
【작품 14】에는 화분에 식물이 심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물의 그림
자 없이 화분의 그림자만 생기기도 한다. 【작품 12】에서 빈 자리에도
선명하게 있던 그림자와 비교해보면, 화분 속 식물의 존재감이 없어졌다
는 것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 작품 15 】 는 화분 대신 회양목이 뿌리째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
화분이 실제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
제하는 도구라면, 뿌리는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
러내는 요소이다. 회양목은 특히 조경 식물로 앞선 작품들에서 전정되지
않은 조경 식물의 경우 획일성에 저항을 표현하는 소재이기도 했다. 그
러나 이 작품 안에서 회양목은 뿌리가 보이지만 흙 밖에 드러나 있고,
전정되지 않았지만 실재와 이미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생동감이 느
껴지지 않는다. 온전히 생명력을 가진 능동적인 대상으로서의 소재로 보
기 힘들다.
원본과 복제 이미지가 대비적으로 표현되는 작품에서 원본이 화면 안
34

에서 더욱 왜소하게 묘사되어 위축되었다면, 경계가 해체된 작품 안에서
원본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를
그리며 원본의 특성을 없애려는 획일화에 저항하던 태도는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다루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원본은 복제 이미지에 둘러싸
여 보잘것없이 보이거나, 혹은 존재감마저 상실된 것처럼 경계가 해체되
었기 때문이다.
복제 이미지가 원본을 전복하는 현상은 비단 작품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매체의 발달로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 인쇄된 이미지를 활용한 이유를 서술하고, 이미지를 해체하
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제작한 작품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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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쇄물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이제까지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대비시키거나 둘의 경계를 해체하여
표현하는 등 식물을 소재로 하여 원본보다 강조되는 복제 이미지를 표현
한 작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복제 이미지는 화면에서 표현된 공간의 대
부분을 차지하며 원본보다 강한 생명력을 보인다.
실재보다 이미지가 더 두드러지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특성이 되었다. 앞선 장에서 다룬 작품들은 그러한 현상 자체를
표현하여 다소 수동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
에서는 복제된 이미지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원본의 특
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표현해보고자 했다.
인쇄된 이미지는 원본의 대상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이미지이
다. 여러 인쇄된 이미지 중 잡지 이미지를 택하여 재현하였다. 이 재현된
잡지 이미지는 작품 안에서 ‘색(色)’이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해체되고 재
구성되면서 원본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이미지는 조경
식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재현하였는지, 그리
고 재현된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변형했는지 등에 대해 이 장에서 서술
하고자 한다.

1. 잡지 이미지의 재현
매체의 변화는 사회와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사고 방식, 그리고 예
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가 급격해진 산업사회에 많은
36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대표적으로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사진과
영화가 가져온 예술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서 논의된 아우라
(Aura)의 개념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벤야민이 무엇
보다도 예술을 사회적 산물로 인식 33 하고 매체의 변화가 가져온 예술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 만큼, 예술에서 사회적인 변화는 상호작용을 일으
키는 요소이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은 예술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인은 잡지의 일부를 재현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잡지라는 매체는
흔히 값싸고 쉽게 소비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매체이다. 매월 발행되
는 잡지의 경우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최신의 상품과 내용을 담고 있어
야 하며 발행 주기가 있어서 생명이 짧다. 잡지에 실리는 광고는 매달
소비되는 잡지의 이미지보다는 생명이 길 수 있지만 이 역시 한 계절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광고 혹은 잡지의 이미지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최신의 유행을 반영하는 매체이다. 또한 사람들의
취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잡지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처
에 널린 광고로 인해 광고에서 분리될 수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간
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영향력의 정도와 무관
하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각 매체의 영향은 그 파급 과정을 인지하기
힘들만큼 도시인의 삶 도처에 스며들어 있다.
잡지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선별이 먼저 이루어진다.
실제 생활에서 광고 등으로 표류할만한 이미지들, 주로 패션·디자인 잡

33

심혜련, 「디지털 매체 시대의 아우라 문제에 관하여」, 한국철학사상연구

회, <시대와 철학> 21권 3호, 2010,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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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본인의 감각과 취향에 따라 이미지를 하나 선별하고 이를 다시
전통적인 회화로서의 화면에 옮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지를 선택할 때에는 색상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본다. 일상적으로
잡지를 볼 때처럼, 잡지에서 정보를 얻거나 단지 수많은 이미지에 노출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색상이라는 관점으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
이다. 이렇게 잡지 안에서 아름다운 색 조합을 찾는 과정은 스스로의 의
지와 무관하게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오
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앞서 대중 매체
의 영향력을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취향 역시 그로 인해 잠재적인 영향
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잡지에서 이미지를 선별하는 과정은
많은 이미지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찾아 내려고 노력하고 분석적으로 접
근하려는 능동적 시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잡지에서 선별된 이미지를 화폭에 옮기는 과정에서 재현을 통해
이미지가 재배치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실
제 이미지보다 훨씬 크기를 확대하거나, 같은 크기에서 비단이라는 소재
에 평면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다. 잡지의 이미
지를 오려서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화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나 비단 위에 안료로 물질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푸코가 언급한 유사 관계가 전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지의 이미지는 특정한 대상을 촬영한 이미지로서 원본과 복제가 수없
이 이루어진다. 회화와 달리 출판되어 이미지가 셀 수 없이 복제됨에 따
라 원본이 가지는 고유성을 잃은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것이 회화로 옮
겨지고, 새로운 기준, 원본이라는 위치가 정해지면서 일반적인 원본과 복
제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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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after-after april>, (左)118.9×168.2㎝, (右)118.9×84.1
㎝ (전체 118.9×242.3㎝),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7】<after-after p. 34>, (左)21×30㎝, (右)84.1×118.9㎝,
(左)비단에 채색, (右)종이에 채색, 2015

[도판 5] 【작품 1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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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이미지는 잡지의 부분인 만큼 작게는 가로와 세로가 10㎝가
채 안 되는 것부터 크게는 잡지책의 두 폭에 연달아 있는 것까지 대체로
작은 이미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에서 대체
로 실제 이미지의 크기보다 크게 재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
다. 대표적으로 【작품 16】의 경우, 세 폭처럼 보이지만 왼쪽 두 폭은
잡지의 좌·우 페이지를 한 화폭에 그린 것이다. 이런 작은 이미지를 화
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자연히 수많은 공백과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
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상력이 개입되어 그 공백을 메우면서 원본과
차이를 갖게 된다.
반면 【작품 17】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림([도판 5])은 실제
잡지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화폭에 제작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크
기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비단이라는 바탕재를 활용했다. 비단은 예
로부터 귀하게 쓰이던 그림의 바탕재이다. 세밀한 표현과 평담한 표현을
아우르는 데다 그 표면이 매끄럽고 은은한 광채를 품고 있는 바탕재인
것이다.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데에 거침 없을 잡지의 이미지를
귀한 바탕재에 옮기는 것 역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재배치하
는 것의 일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화폭의 크기가 커지거나 회화의
매체를 활용하는 점, 묘사할 때에도 실물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색의 다양성과 조합에 집중하여 표현하고자 하
는 점 등은 단순히 외형을 모방하는 재현이 아니다. 잡지라는 인쇄된 이
미지가 회화라는 매체로 재배치되기 위한 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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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의 해체와 재구성
두 폭으로 이루어진 작품 중 왼쪽 작품이 잡지를 재현한 것이라면 오
른쪽 작품에서는 이미지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미지의 재구
성은 왼쪽 작품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형태, 색감, 구성 등 여러 요소
중에서 색상과 색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이미지의
해체, 분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잡지의 이미지가 원래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 자체가 아닌 오직 색감으로만 이미지를 분석하게
된다.
변환의 양상은 몇 가지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은 초기의 드로잉에서
직관적으로 잘 드러나 보일 수 있다.

[표 1]과 같이 재현된 이미지의 색

감과 변환된 이미지의 색감을 비교해보면 유사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
을 것이다. 잡지의 이미지를 재현하면서 사용한 색감과 색의 비율을 기
준으로 삼아 오른쪽 작품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다.
색을 추출해낸 이후에는 원래의 잡지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이
미지를 생성하기 위하여 색이 아닌 시각적 요소를 파악하기도 한다. 화
면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구성이 조밀한지, 구상적인지, 추상적인지
등 기초적인 조형 요소를 파악한다. 재구성된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와
조형적으로 전혀 다른 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와 <a>는 색상과 색상의 비율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대상과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스카프와 실내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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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A, a>, 각 29.7×21㎝, 종이에 유채, 2013
【작품 19】<B, b>, 각 29.7×21㎝, 종이에 유채, 2013

【작품 20】<C, c>, 각 29.7×21㎝, 종이에 유채, 2013
【작품 21】<E, e>, 각 29.7×21㎝, 종이에 유채, 2014

【작품 22】<F, f>, 각 29.7×20㎝, 종이에 유채, 2014
【작품 23】<G, g>, 각 29.7×21㎝, 종이에 유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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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된 이미지

사용된 색

변형된 이미지

[표 1] 【작품 19】의 색 분석

서로 연관성이 거의 없는 소재이고 <A>가 복잡한 무늬를 가지고 화면
중앙에 밀집해 있다면 <a>는 화면을 가득 채우고 무늬 역시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조형적 변화는 <B>, <b>에도 적용되어 있다. 정물
화를 연상시키는 구상적 장면에서 명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
인 표현으로, 넓고 단순한 구성에서 좁고 복잡한 구성으로 전환한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다른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구도에
서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 <C>와 <d>, <g>가 멀리서 바라본 풍경이면 <c>
와 <D>, <G>는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물, 정물이 있는 풍경이다.
멀리서 본 풍경을 가까이에서 보는 정물과 비슷한 크기로 그렸다. 또한
두 사물은 크게 연관이 없는 사물이기도 하다. 병렬된 두 화면의 표현법
이 확연히 다르거나 전혀 다른 소재를 다룬 것은 색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초기의 드로잉에서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이 다른 구성 속에서 색
으로 연결되어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보다 큰 작품으로 제작할 때에
는 조경 식물의 형상도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왼쪽 화면에는 잡지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이를 재구성한 오른쪽 화면에 조경 식물이 소재로 등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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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after-after p. 114>, 각 118.9×84.1㎝(전체
118.0×168.2㎝),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5】<after-after p. 136>, 각 118.9×84.1㎝(전체
118.0×168.2㎝), 장지에 채색, 2014

재현된 이미지

사용된 색

[표 2] 【작품 17】의 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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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이미지

[표 2]에서처럼 색상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지를 변형하였다는 방식에
서는 기존 드로잉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오른쪽에 있는 작품에 모두
조경 식물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한다. 조경 식물은 전정되지 않은 향나
무의 모습으로 홀로 화면 가득히 등장하기도 하고, 단절하기와 경계 짓
기를 의미하는 다양한 모양의 담벼락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작품 25】에서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담벼락들은
무엇을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 외에 아무
것도 없을뿐더러 담 역시 가둔다는 속성 외에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
은 듯 하다. 다양한 대상을 획일화하려고 했지만 미처 이루지 못한 모습
을 연상시킨다.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고, 나무의 생장과 연관이 없는 전
정을 하려는 상황에서 벗어난 듯한 장면이다.
담벼락 같은 다른 소재 없이 조경 식물이 주된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
다. 【작품 24】에서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가 화면 중앙에 직접 등장한
다. 추상적인 화면 분할로 건물을 암시하는 듯한 배경과 섬세하게 잎을
그려 넣은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의 표현이 대비되어 향나무의 생명력이
더욱 느껴진다. 【작품 17】에서는 단정하게 전정된 향나무가 건물 옆에
서 있고, 화면 가운데에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
다. 화면 대부분을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의 그림자가 차지하고 있고 전
정된 향나무는 건물 뒤편으로 아주 작게 그려져 있다. 전정되지 않은 향
나무는 실제로 보이지 않고 비록 그림자로 암시되고 있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그림자의 크기를 통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획일화되지 않
으려는 의지와 함께 두 소재가 대비된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지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재현된 이미지
를 기준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매번 다르게 주어지는 색과 색의 조
합, 그리고 화면의 비율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반응한 결과로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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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을 형성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색 외에 화면의 구성이
나 조형 요소들을 각각 다르게 반영하고 대비시켜서 오른쪽 화면에 표현
하기 때문에 두 그림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더욱 큰 차이가 생기게 된
다. 예컨대 화면 구성에서 한 작품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다면, 그와
쌍을 이루는 작품은 여백이 충분한 구성이라든지, 한 작품에서 묘사하는
대상의 요소가 복잡하고 조밀하면 다른 한 작품에서는 단순하고 성긴 요
소를 다룬다. 작품은 항상 쌍을 이루어 두 그림이 함께 전시되기 때문에
관객들은 왼쪽과 오른쪽 그림 간의 연관성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인쇄된 이미지를 다시 회화로 재현하고,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든 것은 원본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원본의 특성을
지니려는 노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수없이 인쇄되는
잡지 이미지에서 원본을 찾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를
재현한 왼쪽에 위치한 그림 역시 원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색을 추출해 내었기 때문에
원본의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에서 색을 추출하
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원본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정되지 않은 향나무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면서 획일화에 저
항하고 원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다루는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순수한 의미의 원본은 존
재하기 어렵지만 원본의 특성을 지니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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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식물을 소재로 하여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표현한 본인의
작품의 표현 방식들과 이론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획일화에 대한 저항 의식 표현에 관한 작업에서부터 인쇄된 이미지의 해
체와 재구성을 통해 작업에 이르기까지 석사과정 동안의 작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획일화에서 시작하여 전형적
인 복제 이미지에 대해 탐구하면서 원본과 복제 이미지의 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초기 작품은 조경 식물의 전정 장면을 목격한 체험에서 시작한다. 이
체험으로 인해 전정되지 않은 조경 식물이 작품에 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거주 공간에서 체험한 획일화 현상으로 획일화에 대한 생각이 확장
되었고, 동조현상 이론을 통해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동
조현상이 유대성이 강한 공동체에서 더욱 발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급속
한 근대화를 거친 한국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아보았다. 식물 자체의 생장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에 의해 전정되는 조
경 식물을 소재로 한 이유도 이러한 획일화에 대한 압박을 표현하기 위
함이었다. 이 시기의 작품은 획일화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의식을
담은 작품이었다. 획일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본 고유의 특성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이는 복제 이미지
들로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원본을 찾는 일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
으로 발전했다.
수많은 복제 이미지들 사이에서 무엇이 원본이었는지 구분해내는 일
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원본으로서의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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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제한 이미지가 실제 식물보다 화려하고 생명력 있는 장면을 표현하
였다. 식물과 복제된 이미지인 벽지가 함께 있는 풍경을 그린 작업은 작
품 안에서 실재와 이미지는 대비되어 표현되기도 하고, 경계가 해체되어
무엇이 원본이었는지 모호한 장면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표현법은 다
르지만 두 방법 모두 원본보다 복제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도록
하였다.
최근의 작품은 두 그림이 병렬로 전시되는데 왼쪽 그림은 인쇄된 이
미지를 다시 회화로 재현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를 해체하고 재구
성하여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든 것이다. 원본과 복제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현대 사회에서 온전한 원본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의 특성을 지니려는 노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했다. 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잡지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 왼쪽 그림이
지만, 오른쪽 그림과의 관계에서 왼쪽 그림은 원본의 특성을 지니게 되
었다. 또한 왼쪽 그림을 해체하여 재구성한 오른쪽 그림은 완전히 원본
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초기 작품에서 다루었던 전정되지 않
은 향나무 등을 다시 소재로 사용하면서 원본의 특성을 지니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의 제작 동기와 그것의 표현을 확대해 나가는 전개를
정리한 것이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복제 이미
지로 둘러싸인 현대 사회에서 원본의 특성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복제된 이미지 속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
는 일로 원본의 특성을 지니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
게 정리된 생각과 표현을 더욱 발전시키고, 작업과 삶을 일치시키는 일
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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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the Original and
Duplicate Images of Plants
-Based on my artworks-

Lee Jimin
Oriental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my research are 1) to describe the motive, purpose, theoretical
basis, selection of the material, an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my artistic works of
plants that were produced from 2011 to 2016, and 2)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the follow-up work.
The works, which are based on a plant in the city, were produced by contrasting
the original image with the duplicated one, removing the boundaries, or by
disassembling the printed image and reconstructing it. This study will clarify and
summarize what materials and methods were used in the works and how they were
developed. Furthermore, this study embodies the concept of using original and
duplicate images to create a new concrete visual image and guidelines for drawing
new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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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In Chapter 1, the concept of the composition consisting of the whole paper is
introduced, including the purpose of the works and the way of drawing them.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the phenomenon of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reproduction.
Chapter 2 examines the works as an expression of resisting conformity through
the landscape plants. Section 1 describes the phenomenon associated with
conformity and my personal experiences of conforming to predetermined norms of
society. In Section 2, the works that express the willingness to overcome conformity
are explained.
Chapter 3 analyzes the methods of comparing plants with duplicate images such
as wallpaper or dismantl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m to create the composition.
The contrast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duplicate image makes the object or subject
more prominent, and the demolition of the boundary causes the optical illusion in
the screen as being influenced by the world view of Zhuangzi (莊子). The original
plants were passively depicted in the scenes where most of the space occupied
gorgeously by the duplicate images.
Chapter 4 looks at the approach of representing a plant by disassembling and
reconstructing the reproduced image of a magazine. The processes of reproducing a
mainstream media image of a magazine by extracting a combination of colors from
the image, and expressing it as a landscape plant are investigated.
Finally, in Chapter 5, a descriptions of the works and their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duplicate image are summarized, in addition to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and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nd plans for the follow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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