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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가 1958 년과 1960 년에 집중적으로 제작한 

상품 모양의 조각들은 1950 년대 후반 미국의 뉴욕 미술계에서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존스가 다른 

노선을 지향했음을 잘 보여준다. 존스는 추상표현주의 담론에 따라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작하는 대신, 전구, 손전등, 캔과 같이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대량생산 제품을 모티프로 삼았다. 흥미로운 부분은 존스의 조각들이 실제 

상품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제작자가 일일이 손으로 만든 수공예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존스의 상품 모양 조각들은 기계적인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 경향인 ‘레디메이드(Readymade)’ 혹은 ‘팝 

아트(Pop Art)’와 구분되는 독특한 입지를 지닌다.  

존스가 제작한 상품 모양의 조각들은 모두 고급 미술의 지위를 가지고 

소비되는 미술 작품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작품군을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Hal 

Foster)가 지칭한 바와 같이 ‘상품 조각(Commodity Sculpture)’으로 명명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58 년의 상품 조각에서 처음 나타난 손의 

흔적이 2 년 뒤에는 개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지문으로 발전하였던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스의 상품 조각을 중심으로 그가 미술가의 

개성을 읽을 수 없는 상품 모티프를 선택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지문으로 

개별성을 명시한 전략을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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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가 상품 조각을 처음 제작하기 시작한 1958 년은 그가 뉴욕 

미술계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해이다. 당시 뉴욕 미술계의 주류 미술사조였던 

추상표현주의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대신에 개인의 추상적인 주관과 

감수성을 독창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것을 중시했다. 1950 년대 말에 이르면 

추상표현주의는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미술로 소개되며 

각광받았다. 그러나 몇몇 영향력 있는 미술관 관계자들과 수집가들은 새로운 

미술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전을 통해 공개된 존스의 회화 

작품들은 추상표현주의의 형식적 특징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데에 성공적이었다. 다만, 양식적으로는 주변의 진부한 사물의 모티프를 

가져왔기 때문에 미술가의 감정, 창작의 과정, 자아의 표현과는 거리가 있었다. 

존스가 이미지를 창작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몇몇 아방가르드 예술가와 더불어 

“미술가 내면의 자아로부터 독창적인 예술이 나타난다”는 추상표현주의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 있었다.  

존스가 1958 년의 첫 개인전으로 즉각적인 명성을 얻자 뉴욕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들이 조명을 받았다. 

더불어 향후 1960 년대를 풍미하게 될 여러 예술적 경향을 예견하는 다양한 

활동이 태동하였다. 추상표현주의 규범이 지배적이던 뉴욕 미술계에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존스의 상품 조각은 이러한 미술계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존스의 상품 조각은 모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제품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이는 20 세기 초부터 조각가들이 창조적인 예술 행위를 

강조하면서 조각이 사물과 구분된다고 믿었던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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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는 기계적인 소비재의 외형과는 구별될만한 시각적인 요소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회화에서 엔코스틱(encaustic) 기법을 통하여 촉각적인 붓질을 

남겼던 것처럼, 연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일련의 전구 및 손전등 조각을 

제작한 다음 그 표면에 성형 흔적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958 년 조각에서 손의 흔적이 모양을 다듬는 

과정을 암시하는 데에 그쳤다면, 2 년 뒤의 조각에는 미술가의 존재를 확연하게 

증명하는 장치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1960 년에 존스는 지문에 물감을 묻혀 

의도적으로 조각의 표면에 찍었다. 1960 년에 제작된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Painted Bronze(Ale Cans))>과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Painted 

Bronze(Savarin))>에는 수공예적 특징뿐 아니라, 정체성의 개념을 상기시키는 

세부 요소들과 함께 존스의 지문 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지문은 

1904 년 법정에서 인간의 개별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정된 이후, 사회에서 

신원 식별, 범죄 수사, 인장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손에 대한 존스의 관심은 단순히 제작 과정을 시사하는 흔적에서 

머물지 않고 1960 년에 보다 발전하여, 지문을 통해 그의 개별성을 명시하는 

서명으로 나타났다. 존스가 지문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전략을 고안한 이유는 

시각적 창작물로 개인의 자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존스에게 인간의 자아란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다면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미술 양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반면, 지문은 내면의 심리적 

자아와 달리 변하지 않는 생체학적 무늬이다. 신원을 확인하는 보편적인 수단인 

지문을 통하여 존스는 일상의 진부한 것들을 미술에 사용하는 기존의 작업 

원리를 지속하면서 객관적으로 정체성을 보증할 수 있었다. 지문을 표면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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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할 때 별도의 표현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창작을 억제하려는 존스의 

예술관에도 부합하였을 것이다.  

평범한 사물 위에 찍힌 지문의 형태는 뚜렷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관람자가 지문 자국을 바탕으로 작가의 개성과 취향을 한 눈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문은 관람자에게 작가의 정체성을 직접 찾아내고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예술가가 직접 나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천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장치이다.  

한편, 상품 조각의 손자국은 존스가 1960 년대에 이르러 대중문화의 

모티프를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 자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과정을 보여준다. 존스는 1960 년대에 대중문화 모티프를 사용하는 대신 

손바닥 자국을 포함한 신체 자국을 상당수 남겼다.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손바닥 자국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일은 평범하게 

행해지며, 따로 표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상품 조각에 나타난 손자국에 주목하여 1960 년에 이르러 

존스가 미술가의 존재를 지문으로 드러낸 작업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논의하였다. 1958 년 조각에서 보이는 수공예적 면모는 ‘레디메이드’ 작품들 및 

당대 미술과 차별화된 지점에 있었다. 그리고 존스는 미술가의 존재를 지문에 

한정시켜 나타내는 전략을 통하여 미술가를 시각적 창작물과 일치시켰던 

관행에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고는 존스의 상품 

조각과 함께 1950 년대 후반과 1960 년대 초∙중반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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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가 1958 년과 1960 년에 집중적으로 제작한 

상품 모양의 조각들은 1950 년  후반 미국의 뉴욕 미술계에서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존스가 다른 

노선을 지향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조각들은 무명의 젊은 미술가에 불과했던 

존스가 1958 년 1 월 20 일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Leo Castelli Gallery)에서 

열린 그의 첫 개인전 《재스퍼 존스: 회화들 (Jasper Johns: Paintings)》을 

통해 미술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던 시기부터 만들어졌다. 당시 존스는 예술이 

예술가 개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는 당 의 추상표현주의 담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가와 시각적 창작물을 동일시하는 관행에도 반 하 다. 

그의 첫 개인전에서 공개된 회화 작품들은 중문화의 진부한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그린 깃발과 과녁 그림 등으로 미술가의 개성있는 창작을 

억제하려는 존스의 미술 세계를 잘 보여준다. 존스는 회화에서 중문화 

모티프를 공들여 그리던 원리를 지속하여, 조각에서도 전구, 손전등, 캔과 같이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량생산 제품을 모티프로 삼아 손으로 일일이 

제작하 다. 

흥미로운 부분은 존스는 량생산된 소재를 사용하여 순수 창작 

이론에서 탈피하고자 하 지만, 그렇다고 하여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 개인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존스의 조각들은 얼핏 실제 

상품의 복제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작자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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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흔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존스의 상품 모양 

조각들은 기계적인 외형을 강조하는 예술 경향인 ‘레디메이드(Readymade)’ 

혹은 ‘팝 아트(Pop Art)’와 구분된다. 존스가 조각의 표면에 남긴 손자국 역시 

새로운 주의를 요한다. 이전 작품에서 존스는 손자국을 찍은 바 없었다. 

1958 년의 상품 모양의 조각에서 처음 나타난 손자국은 1960 년의 조각에서도 

꾸준히 나타났다. 조각 표면의 손자국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1958 년에 존스는 연성이 강한 부드러운 매체로 전구와 손전등 조각을 만들며 

손자국을 남겼다. 2 년 후인 1960 년에는 맥주 캔과 커피 캔 조각을 제작하고 

표면에 물감으로 지문을 찍었다.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과 뚜렷하게 찍힌 지문 

자국이 다소 다르게 해석될 여지에 해서는 향후 III 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게 

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본고에서는 지문이 어디까지나 손을 구성하는 

일부임을 인정하여 손자국의 범위를 지문 자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 상을 1958 년과 1960 년에 존스가 상품 

모양으로 제작한 조각 작품들로 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존스만의 독특한 미술 

세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손자국을 중심으로 그의 미술 세계가 성숙해나간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앞서 먼저 이 조각 작품군을 

명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비슷한 시기에 존스가 량생산 제품을 소재로 하지 

않은 조각들도 일부 제작하 기 때문에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서에서 이 조각들은 ‘전구 조각,’ ‘손전등 조각,’ ‘맥주 캔 조각,’ 

‘커피 캔 조각’으로 따로 지칭되었을 뿐, 특정한 명칭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품 조각(Commodity Sculptur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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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용어는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Hal Foster)가 저서 『실제의 귀환(The 

Return of the Real: The Avant-Garde at the End of the 

Century)』(1996)에서 고급 미술의 지위를 가지고 소비되는 상품 모양의 

조각을 지칭할 때에 사용하 다. 포스터는 존스가 1960 년에 청동으로 

제작하고 좌  위에 제시한 맥주 캔 조각이 규격화된 일반 맥주 캔 제품의 

도상을 가졌지만, 미술가가 만든 작품으로 감상되고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상품 조각’에 해당한다고 하 다. 1  본고에서 다루는 존스의 조각들은 모두 

이러한 상품 조각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연구하는 

상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상품 조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본 논문은 상품 조각에 한 당 의 평가에서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존스가 상품 조각을 손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손자국을 

남기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바를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 다. 따라서 본고는 존스의 상품 조각을 중심으로 그가 미술가 개인의 

창작과 개성을 억제하는 작품을 추구하기 위해 기성품의 모티프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작품에서 저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 음을 추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품 조각이 중문화의 모티프와 손자국의 모티프가 존스의 

작품에서 동시에 나타난 거의 유일한 작품군임을 중요하게 보았다. 특히, 

1958 년에 처음 나타난 손의 흔적이 2 년 뒤에는 개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지문으로 발전하 던 점에 주목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품 조각이 

                                                        
1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는 다음의 저서에서 존스의 맥주 캔 조각,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의 진공청소기와 하임 스타인바흐(Haim Steinbach, 1944-)의 농구화를 ‘상품 조각’으로 

명명했다. 필자는 이를 받아들여 상품 조각이라는 명칭을 본고에서 보통 명사처럼 사용할 것이다. 

Hal Foster, “The Art of Cynical Reason,” The Return of the Real: The Avant-Garde at the 
End of the Centur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6), pp. 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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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레디메이드,’ ‘다다(Dada),’ 그리고 ‘팝 아트’와 명백히 구분되는 

수작업의 원리로 제작되었음을 부각시킬 것이다. 또한 존스가 미술가의 존재를 

순수 창작 이미지와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지문 자국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구현하 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존스의 개별 상품 조각을 연결시켜 검토하고 손자국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서들과 

카탈로그들에서는 조각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처음으로 존스의 상품 조각을 연구 상으로 진지하게 다룬 미술사학자들도 

조각들을 지적인 사고를 유발시키는 작품, 상품과 미술의 경계를 흐리는 

작품으로 논의하 을 뿐이다.2 존스의 작품을 총망라하는 규모 있는 전시들과 

연구들에서도 상품 조각은 존스가 처음 시도한 조각 작품, 량생산 제품의 

광고를 참고한 작품, 침묵과 폐허의 이미지를 지닌 작품 혹은 예술가 간 상호 

교류를 보여주는 작품 정도로 다루어졌다.3 이처럼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2 레오 스타인버그(Leo Steinberg)와 앨런 솔로몬(Alan Solomon)은 처음으로 존스의 작품을 

미술사 연구 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 던 미술사학자에 속한다. 지적인 사고를 유발시키는 

작품으로 상품 조각을 언급한 스타인버그의 글은 1962 년『메트로(Metro)』지에 투고되었다. 

Leo Steinberg, Other Criteria: Confrontations with Twentieth-Century Art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p. 17-54; 1964 년 유 인 미술관(The Jewish 

Museum)에서 열린 존스의 회고전과 관련하여 솔로몬은 상품 조각이 상품과 미술의 경계를 

흐린다고 보았다. Alan R. Solomon, “Jasper Johns,” Jasper Johns (New York, 1964), p. 18. 
3 1996 년에 뉴욕 현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열린 《재스퍼 존스: 회고전 

(Jasper Johns: A Retrospective)》전에서는 존스가 전구와 손전등 조각을 시작으로 조각 장르에 

도전했음을 단편적으로 다루었다. Kirk Varnedoe, Jasper Johns: A Retrospectiv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by Harry N. Abrams, c1996); 광고와 예술의 상호작용을 

조명하는 전시《고급문화 & 저급문화: 현  미술, 중 문화(High & Low: Modern Art, 

Popular Culture)》가 1990 년과 1991 년에 뉴욕 현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과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에서 

열렸는데, 이 전시에서는 존스의 맥주 캔 조각이 1935 년의 발렌타인(Ballentine) 회사의 맥주 캔 

광고 이미지를 참고했다고 하 다. Kirk Varnedoe, High & Low: Modern Art, Popular Cultur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by H.N. Abrams, c1990), pp. 330-3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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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각을 상세하게 다루지도 않았고 이 조각 작품군이 존스의 작품 세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밝혀내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조각들은 현  미술사 계보에서는 존스의 표작으로 

손꼽히며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나 여전히 심도 있는 탐구의 상으로는 

간과되었다.  

이렇게 연구 성과가 미미한 주요한 원인은 먼저 존스가 만든 조각의 

수가 매우 적고 제작 시기도 한정되어 별도의 연구 상으로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존스가 주로 화가로서 활동하 기 때문에 그의 

조각들이 제 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몇몇 

향력 있는 미술사학자들이 존스의 상품 조각들을 일찍부터 프랑스의 미술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를 잇는 

작품군이자 1960 년  초 뉴욕 미술계에 등장한 ‘팝 아트’를 예견하는 

작품군으로 피상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상품 조각에 한 분석이 

                                                                                                                                             

회색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전시는 2007 년과 2008 년 시카고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열린 순환전시 《재스퍼 존스: 회색(Jasper 

Johns: Gray)》이다. James Rondeau and Douglas Druick ed., Jasper Johns: Gray (Chicago, 

IL: Art Institute of Chicago; New Haven; London: distributed by Yale University Press, 

c2007); 예술가들의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춘 표 저작은 다음과 같다. Dorothy M. Kosinski, 

Dialogues: Duchamp, Cornell, Johns, Rauschenberg (Dallas Museum of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2005); Joachim Pissarro, Cézanne/Pissarro, Johns/Rauschenberg: 
Comparative Studies on Intersubjectivity in Modern Ar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012 년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에서는 

존스와 긴 한 관계를 맺고 아방가르드 예술관을 함께 공유하며 각자 작업 세계를 발전시킨 

예술가들을 주제로 《신부를 둘러싸고 춤을 추는 예술가들: 케이지, 커닝엄, 존스, 라우셴버그 

그리고 뒤샹(Dancing Around the Bride: Cage, Cunningham, Johns, Rauschenberg and 

Duchamp)》전이 기획되었다. Carlos Basualdo and Erica F. Battle, Dancing around the Bride: 
Cage, Cunningham, Johns, Rauschenberg, and Duchamp (Philadelphia: Philadelphia 

Museum of A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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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되었다.4 처음으로 존스의 작품들을 뒤샹과 관련지은 미술사학자는 로버트 

로젠블럼(Robert Rosenblum)이었다. 그가 1957 년에 존스의 작품을 ‘네오-

다다(Neo-Dada),’ 즉 1950 년 에 새로이 출현한 다다(Dada)라고 지칭한 

이후, 존스의 작품들을 설명하는 여러 저작들에서 ‘네오-다다’라는 용어가 흔히 

적용되었다. 5  이어 1960 년 초에 미술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와 그를 따르는 비평가들도 존스의 상품 조각이 뒤샹의 

레디메이드를 받아들여 편협하다고 혹평하 다. 6  다른 한편에서는 몇몇의 

연구가들이 존스가 중적 이미지에서 소재를 찾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 조각을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팝 아트를 예견한 

‘프로토 팝(Proto-Pop)’ 작품으로 현  미술사의 계보에 위치시켰다.7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존스의 상품 조각이 이전의 레디메이드 작품, 다다,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한 팝 아트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부각되지 못했다. 

개별 상품 조각들을 연구 상으로 다룬 연구는 1990 년 전후에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연구가들은 도상의 분석을 시도하면서도 

                                                        
4 표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Irving Sandler, “Rauschenberg and Jasper Johns,” The New 
York School: The Painters and Sculptors of the Fifties (New York: Harper & Row, 1978); 

Foster, 앞의 책, pp. 3-34, 99-126. 
5 Robert Rosenblum, “Castelli Group,” Arts 31 no.8 (May, 1957), p. 53.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A Retrospective, p. 127 에서 재인용. 
6 Clement Greenberg, “After Abstract Expressionism,”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4: Modernism with a Vengeance, 1957-196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127; 다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평한 1958 년과 1959 년의 사설들은 Steinberg, 

앞의 책, pp. 19-20 에서 참고. 
7 이를 잘 예시하는 표 저작은 다음과 같다. Lucy R. Lippard, "New York Pop," Pop Art (New 

York: Praeger, c1966), pp. 69-138; Rosalind E. Krauss, “Double Negative: A New Syntax 

for Sculpture,”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Cambridge: MIT press, 1981), pp. 243-28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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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과 무관한 특정한 심리학적 의미를 부여하며 논의를 한정시켰다.8 보다 

중립적인 관점으로 존스의 모든 개별 조각들을 처음 고찰한 이는 미술사학자 

프레드 오튼(Fred Orton)이다. 그는 저서 『재스퍼 존스 이해하기(Figuring 

Jasper Johns)』(1994)에서 캔 조각에 한 양식분석 및 제작 동기를 살핀 후에 

“재스퍼 존스: 조각들(Jasper Johns: The Sculptures)”(1996)에서는 연구 

범위를 넓혀 모든 조각의 특징 및 제작 배경에 한 정보를 정리하 다.9 하지만 

오튼은 조각들이 뚜렷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참신하지 못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그쳤다. 10  조슈아 쉐넌(Joshua A. Shannon)은 조각들의 

형태에서 보이는 ‘즉물성’을 강조했다. 쉐넌은 2003 년의 박사학위논문을 

토 로 발전시킨 저서 『소멸된 사물들(The Disappearance of Objects: New 

York Art and the Rise of the Postmodern City)』(2009)에서 존스가 

1950 년  후반 미국의 소비사회 속에서 자아를 소비재로 나타냈음을 

                                                        
8 미술사학자 로버타 번스타인(Roberta Bernstein)은 초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전구와 손전등 

조각이 성기를 리하는 성적인 작품이라고 하 다. Roberta Bernstein, Jasper Johns’ Paintings 
and Sculptures 1954-1974: The Changing Focus of the Eye (Umi Research Pr, 1985); 

미술사학자 웬디 와이트먼(Wendy Weitman)은 맥주 캔 도상을 의미 있게 고찰하 으나 결국 

애수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각의 의미를 제한하 다. Wendy Weitman, “Jasper Johns: 

Ale Cans and Art,” American Art of the 1960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Distributed by Harry N. Abrams, 1991), pp. 39-64. 
9 Fred Orton, Figuring Jasper Joh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Fred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Jasper Johns: The Sculptures (Leeds [England]: 

Henry Moore Institute, Centre for the Study of Sculpture, 1996). 
10 존스가 의도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작품에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침묵을 유지한다는 해석은 

존스의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Moira Roth, “The 

Aesthetic of Indifference,” Artforum 16 (November 1977), pp. 46-53; 피터 맥케피아(Peter J. 

Macapia)는 작품의 의미가 모호한 이유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에 한 

존스의 관심에서 찾았다. 본 논문에서는 존스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1961 년 여름에 접했음을 

고려하여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다. Peter Jason Macapia, “Minimalism: The Problem of 

Meaning (Ludwig Wittgenstein, Frank Stella, Jasper Johns)”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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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사적 관점으로 도출했다.11 한편, 2008 년과 2009 년의 미국 순회 전시 

《재스퍼 존스: 전구(Jasper Johns: Light Bulb)》는 존스의 전구 작품군을 

집중 조명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자료를 보완하 다.12  

앞서 언급한 논의들은 존스가 상품 조각에서 그의 존재를 손자국으로 

드러낸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다만 미술사학자 막스 코즐로프(Max 

Kozloff)가 1970 년의 짧은 논고에서 “그가 상품 조각 표면의 손자국 및 지문 

자국을 통해 작품을 만들고 서명을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를 

주목할 수 있다.13 그러나 이후 코즐로프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상품 조각에 

남은 손자국을 간과하 다.  

한편 조각을 제외한 존스의 작품을 신체 자국과 관련지어 주목한 

연구는 2000 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은 논저 “표면에 한 소고: 평면성의 계보를 

향하여(Notes on Surface: Toward a Genealogy of Flatness)”(2000)에서 

1962 년 작품에 찍힌 신체 자국이 성별과 인종에 한 정보를 주지 않으므로 

                                                        
11 Joshua Shannon, “Black Market: Materiality, Abstraction and the Built Environment in the 

New York Avant-Garde, 1958-1962 (Claes Oldenburg, Jasper Johns, Robert Rauschenber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3); Shannon, “The Disappearance 

of Objects: Johns,” 앞의 책, pp. 49-92. 
12 이 전시는 2008 년과 2009 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학 미술관(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샌디에이고 현  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 Diego) 그리고 헨리 

아트 갤러리(Henry Art Gallery)를 순회하 다. Hugh Davies and Stephanie Hanor, Jasper 

Johns: Light Bulb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 Diego, 2008).  
13 Max Kozloff, “The Division and Mockery of the Self,” Cultivated Impasses: Essays on the 
Waning of the Avant-Garde 1964-1975 ([New York]; Marsilio Publishers 2000, c1999), pp. 

365-37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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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혹은 보편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14 미술사학자 조나단 카츠(Jonathan 

D. Katz)는 논저 “탈멤버십: 재스퍼 존스와 몸의 정치학 (Dismembership: 

Jasper Johns and the Body Politic)”(1998) 에서 존스의 1960 년  초반 

작품에 나타나는 2 차원의 신체 자국을 ‘지표(index),’ 즉 몸을 지시하는 기호로 

파악하 다. 그는 전기적 요소에 집중한 나머지, 존스가 지표로 신체 자국을 

나타낸 것은 동성애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제한적인 결론을 내렸다.15 

이후 미술사학자 제프리 와이스(Jeffrey Weiss)가 저서 『재스퍼 존스: 회화의 

알레고리, 1955-1965(Jasper Johns: An Allegory of Painting, 1955-

1965)』(2007)에서 1950 년  중반부터 1960 년  중반까지의 회화 작품들을 

연결지어 분석할 수 있는 논리로 신체 자국을 언급하 다. 그러나 조각을 논의 

상에서 배제한 결과 신체 자국이 처음 나타난 시기가 1961 년이라고 

하 다.16 문학에 한 존스의 관심사에 주목한 문학자 브라이언 뤼드(Brian 

                                                        
14 David Joselit, "Notes on Surface: Towards a Genealogy of Flatness," Art History, vol.23 

no.1 (March 2000), pp. 19-34. 이 글은 Zoya Kocur and Simon Leung, Theory in 
Contemporary Art Since 1985 (Malden, MA: Blackwell Pub., 2005), pp. 292-308 참고. 
15 Jonathan D. Katz, “Dismembership: Jasper Johns and the Body Politic,” Performing the 
Body/Performing the Text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 pp. 170-185; 존스의 

동성애적 정체성에 집중한 연구들은 개 작품이 그의 동성애 성향을 감추고 있다는 한정된 

결론을 이끌어 낸다. 관련 저작을 시  순으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Jonathan Weinberg, 

“Jasper Johns and the Anal Society,” Genders, no.1 (Spring 1988), pp. 160-176; Kenneth E. 

Silver, “Modes of Disclosure: The Construction of Gay Identity and the Rise of Pop Art,” 

Hand-Painted Pop: Art in Transition, 1955-1962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2), pp. 179-203; Jonathan D. Katz, “The Art of Code: Jasper Johns and Robert 

Rauschenberg,” Significant Others: Creativity and Intimate Partnership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 pp. 189-208. 
16  이는 미국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에서 열린 전시와 관련하여 발행된 

저작이다. Jeffrey S. Weiss, Jasper Johns: An Allegory of Painting, 1955-1965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c2007);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조수진이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쓴 논저「미국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의 몸 이미지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2014)가 있다. 조수진 

역시 조각을 논의 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카츠와 제프리의 선행 연구를 받아들여 1961 년에 

처음으로 2 차원적인 신체 자국을 찍었다고 보았다. 조수진, 「1960 년  미국 네오아방가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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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Reed)는 논저 “재스퍼 존스와 하트 크레인(Hand in Hand: Jasper Johns 

and Hart Crane)”(2010)에서 존스가 시적 자아를 손의 이미지로 묘사한 시인 

하트 크레인(Hart Crane)의 문학으로부터 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17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 자국에 관심을 보인 선행 연구들은 상품 조각의 손자국을 

간과하여, 존스의 신체 자국이 1961 년 전에 이미 시도되었음을 밝히지 못했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존스의 상품 조각에 한 최근의 연구 성과와 

신체 자국을 포함한 작품을 다룬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상품 조각이 제작된 배경, 

과정, 도상 및 미술사학적인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는 연 기적 순서에 따라 개별 

조각들을 고찰하고 손자국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의미를 존스의 예술관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존스는 미술 세계에 하여 말을 아꼈던 미술가 으므로 

그의 예술관을 추적하는 과정에 존스의 작업 노트, 논고들, 인터뷰 자료들은 

유용하다. 존스가 1959 년부터 작성한 작업 노트인 『스케치북 

노트(Sketchbook Notes)』의 내용을 포함하여 존스가 데뷔한 1958 년부터 

작성된 논고와 인터뷰 자료를 수록한 단행본 『재스퍼 존스: 논고, 스케치북 

                                                                                                                                             

미술에 나타난 몸의 전략」, 이화여자 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조수진, 「미국 

네오아방가르드 미술의 몸 이미지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0 

(2014), pp. 125-153. 
17 Brian M. Reed, “Hand in Hand: Jasper Johns and Hart Crane,” Modernism/Modernity, 

vol.17 no.1 (January 2010), pp.21-45; 시인이자 비평가인 존 야우(John Yau) 또한 문학에 

한 존스의 관심사와 연결지어 1960 년  초반 손자국이 나타난 작품들을 다음의 논저에서 

고찰하 다. John Yau, “Chapter 5,” A Thing Among Things: The Art of Jasper Johns (New 

York: D.A.P./Distributed Art Publishers, c2008), pp.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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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인터뷰(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s)』(1996)를 

참고할 수 있다.18  

특히 본 연구에서 1958 년 초부터 1960 년 말까지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상품 조각들이 이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작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존스의 미술 세계에서 1950 년 의 작품에 

집중된 중 문화 모티프와 1960 년  초중반에 보이는 신체 자국 모티프가 

동시에 나타난 거의 유일한 시기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 다. 상품 조각은 

뉴욕의 특수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서 제작되었으므로 동시 의 다른 시각 

요소들과 접한 관련을 맺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해당 시기에 뉴욕 

미술계의 구체적인 상황과 시 적 배경을 고찰하여 조각의 손자국을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를 찾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먼저 제 II 장에서는 존스가 

1958 년에 상품 조각을 만들기 시작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 미술계의 

시 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당시 존스가 추구하던 예술적 

지향점이 미술가의 독창적인 자아와 창작을 중시하는 추상표현주의 논리를 

해체하는 데에 있었음을 그의 회화 작품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존스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다른 예술가들이 어떠한 실험적인 시도를 꾀하 는지도 

함께 언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존스의 상품 조각은 추상표현주의가 지배하던 

                                                        
18 이 단행본은 미술사학자 커크 바네도(Kirk Varnedoe)가 총편집을 맡았다. 재스퍼 존스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서들 부분이 참고한 단행본이다. Kirk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by Abrams, 

c1996); 그 외 최근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가 상품 조각을 작업하던 시기에 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Terry Winters, Jasper Johns: New Sculpture and Works on Paper 
(With a Conversation Between Jasper Johns and Terry Winters) (New York: Matthew Marks 

Gallery, 2011); Basualdo and Battle, 앞의 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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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미술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1958 년을 배경으로 처음 제작되었음을 

고찰한다. 제 III 장에서는 개별 상품 조각의 제작 과정 및 세부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조각들이 차별화되는 지점을 명시할 것이다. 

1958 년의 전구와 손전등 조각에 손으로 일일이 만든 흔적이 두드러진 이유는 

존스가 의도적으로 연성이 강한 매체를 선택하 기 때문이었음을 논의한다. 

2 년 뒤인 1960 년에 제작된 맥주 캔과 커피 캔 조각에는 수공예적 특징과 함께 

지문을 포함한 정체성을 시사하는 여러 요소가 새롭게 추가된 사실에 주목하여 

손자국이 ‘저자(author)’를 나타낸 장치로 발전하 음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존스가 손자국, 특히 지문을 통하여 

존재를 명시하게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구체화하고자 한다. 손자국만으로 

미술가의 존재를 표시하는 독특한 안을 통하여 존스가 미술가의 자아가 

독창적인 시각적 창작물로 구현된다는 추상표현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할 것이다. 존스가 창작의 표현과 미술가의 자아가 무관하다고 여기게 된 

이유를 그가 추상표현주의 담론에서 거론하는 자아의 개념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임을 검토한다. 나아가 1960 년  초중반 존스의 작품에서 

손자국이 지속적으로 출현한 양상을 확인하여 상품조각에서 시작된 손자국이 

중요한 모티프로 반복됨을 확인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재스퍼 존스의 상품 조각에 접근해봄으로써, 본고는 

존스가 창작과 개성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술 작품에서 저자의 존재를 

손자국으로 드러낸 독특한 미술 세계를 조명할 것이다. 예술이란 자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던 추상표현주의의 개념에 항하여 미술가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려는 존스의 실험적인 예술관을 고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동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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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서 비교적 간과되었던 상품 조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소 연구가 

부족하 던 1950 년  후반부터 1960 년  초반 사이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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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스퍼 존스와 1958 년 전후의 미술 

 

존스가 상품 조각을 처음 제작하기 시작한 1958 년은 그가 뉴욕 미술계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해이다. 예술이 개인의 표현이라는 추상표현주의의 믿음이 

만연하던 시기 지만, 존스는 그의 첫 개인전에서 창작을 거부한 새로운 미술을 

제시했다. 이렇게 1958 년 존스의 출현을 필두로 젊은 미술가들의 다양한 

실험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뉴욕 미술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상품 조각 작업이 이러한 시 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1. 1958 년 전후 뉴욕 미술계 

 

1958 년 1 월, 무명의 젊은 미술가가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뉴욕 미술계에 

데뷔했다. 그 전조는 1958 년 1 월호 『아트뉴스(Artnews)』지의 표지에서 

먼저 감지되었다. 당시 뉴욕 미술계의 주류 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의 성경과도 같이 여겨졌던『아트뉴스』지의 표지에 과녁을 

재현한 회화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Target witih Four Faces)>(1955)(도 

1)이 실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19 그로부터 2 주 뒤인 1958 년 1 월 

                                                        
19 미술사가 토머스 E. 크로(Thomas E. Crow)에 따르면 『아트뉴스』지는 당시 추상표현주의 

감수성의 성경으로 통했던 잡지이다. Thomas E. Crow, The Rise of the Sixties: American and 
European Art in the Era of Dissent (New York, N.Y.: Harry N. Abrams, Inc., 1996), p. 33; 

이와 관련하여 존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 다. “전시회가 열리기 전에 페어필드 포터(Fairfiel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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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아트뉴스』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주인공의 첫 개인전이 뉴욕의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Leo Castelli Gallery)에서 열렸다. 전시명은 《재스퍼 존스: 

회화들 (Jasper Johns: Paintings)》이었다. 

전시에는 표지에 실렸던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을 포함한 

동심원의 과녁을 회화 여섯 점, <깃발(Flag)>(1954-55)(도 2)을 포함한 성조기 

회화 네 점, 스텐실 (Stencil)기법으로 개별 숫자를 그린 회화 다섯 점, 그리고 

실제 사물이 부착된  <캔버스(Canvas)>(1956), <책(Book)>(1957), <서랍 

(Drawer)>(1957)(도 3-5) 등이 공개되었다. 전시는 한 달 동안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시 기간 동안 뉴욕 현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는 갓 데뷔한 이 젊은 미술가의 그림을 세 점이나 구매해갔고 전시가 

끝날 즈음에는 존스를 발굴하고 후원하며 개인전을 기획했던 화상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와 존스 본인이 소장하려던 두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작품이 다 팔렸다. 20  미술사학자 로버트 로젠블럼(Robert Rosenblum)이 

“존스가 추상표현주의자들을 물리쳤다”고 평했을 정도로 추상표현주의 계열에 

속하지 않는 작품이 이토록 뉴욕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존스 

                                                                                                                                             

Porter)가 작업실에 와서 소식을 알렸다. 존스의 그림을 표지그림으로 실을 것을 결정했던 사람은 

당시『아트뉴스』지의 편집장이었던 톰 헤스(Tom Hess) 다고 하 다. 이 사실이 놀라웠던 

이유는 그 전까지 헤스는 주로 추상표현주의 작품만을 표지에 선정했었기 때문이다.” Lilian 

Tone, “Chronology: 1930-1958,” Jasper Johns: A Retrospective, p. 128. 
20 개인전이 열린 다음날인 1 월 25 일, 뉴욕현 미술관의 관장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 

1902-1981)가 갤러리에 방문하 다. 그는 3 시간 만에 뉴욕현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 3 점 

<녹색 과녁(Green Target)> (1955),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1955), <흰 숫자들(White 

Numbers)>(1957) 을 구매하 다. 뉴욕현 미술관의 이사진들 역시 1958 년 존스의 개인전에서 

그림을 샀으며 알프레드 바의 추천으로 벤 헬러(Ben Heller), 에 리 트레메인(Emily Tremaine), 

도널드 피터스(Donald Peters), 헨리 엡스틴(Mrs. Henry Epstein)을 포함한 중요한 수집가들도 

작품을 구매했다. Calvin Tomkins, Off the Wall: A Portrait of Robert Rauschenberg (New 

York: Picador, 2005), pp. 132-133; Tone, 앞의 글, p. 128. 
15



  16 

 

이전에는 없었다. 21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미국 미술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제 2 차 세계 전 이후 등장한 추상표현주의는 재스퍼 존스의 등장 

전까지 말 그 로 뉴욕 미술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조형적 

특성은 창작에 몰입하는 화가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붓의 격렬한 

움직임과 거 한 스케일의 캔버스로 요약될 수 있다. 22  추상표현주의는 

무엇보다도 독창성과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을 중시했다. 이는 유동적이고 

율동감 넘치는 필법을 창작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넘버 1(No.1)>(1948)과 공격적이고 거친 필법으로 개인의 표현을 추구한 

윌렘 드 쿠닝(Willam de Kooning, 1904-1997)의 <여인(Woman)> 연작 

(1950-1952)으로 예시된다(도 6-7). 1950 년 에 폴록을 포함하여 독창성, 

자율성,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예술가가 낭만적이고 

소외된 천재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신화가 되어 그 

이후 수십년간 지속되었는데, 사진작가 한스 내머스(Hans Namuth, 1915-

1990)가 1950 년에 찍은 폴록의 사진과 화는 이러한 신화에 일조했다(도 

8).23 

                                                        
21  미술사가 로니 펀스타인(Roni Feinstein)은 1982 년 11 월 7 일 로버트 로젠블럼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답을 들었다. Roni Feinstein, Circa 1958: Breaking Ground in 
American Art (Chapel Hill, N.C.: Ackland Art Museum: Distribut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8), p. 2. 
22 우정아, 「검은 옷을 입은 뉴욕의 수도승: 애드 라인하르트의 <블랙 페인팅>과 오리엔탈리즘」, 

추상표현주의, 『미술사와 시각문화』 2 (2003), p. 200. 
23 Lisa Phillips, The American Century: Art & Culture, 1950-2000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W.W. Norton, 1999), pp. 11-47; 1949 년 『라이프(Life)』지에 

커다란 폴록의 작품과 함께 실린 기사 “그가 가장 위 한 생존화가인가?”는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을 표하는 미술의 반열에 올랐음을 예증한다. Dorothy Seiberling, "Jackson Pollock: Is 

He the Greatest Living Painter In the United Sates?" Life 27, no.6 (August 8, 1949), pp. 4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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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추상 이미지를 추구하며 

독창성과 개성을 드러냈다. 이미지의 형식은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미술가의 

창조적인 내면과 주관에 한 믿음에는 모두 동의했다. 1950 년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모임 ‘스튜디오 35(Studio 35)’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명칭에 하여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미술가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1880-1966)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 는데, 이는 지배적인 정서를 변한다.24  

 

“모든 사람은 가급적 달라야 한다. 우리가 창조적 충동을 가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서로 공통점이 없다. 이로부터 나는 단지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자신을 잘 발견하는 것이다.”25  

 

2 차 세계 전 직후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협하는 관료중심주의와 

냉전 매카시즘(McCarthyism)의 공포 속에서 미술가들은 사회의 권위와 

검열에 저항하기 위하여 미술가의 주관을 미술에 각인시켜야한다고 믿었다.26 

                                                                                                                                             

45. 이 기사는 Pepe Karmel, Jackson Pollock: Interviews, Articles and Review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by H.N. Abrams, c.1999), pp. 63-64 에서 재인용; 

1950 년 폴록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의 유명세를 누렸다. 1950 년 드 쿠닝, 

고르키(Arshile Gorky, 1904-1948)와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Venezia Biennale)에 참여했고, 

뉴욕현 미술관에서는 그의 주요 작품들을 구입했다. Ellen G. Landau, Jackson Pollock (Harry 

N. Abrams, Inc.), pp. 181-206. 
24 ‘스튜디오 35’ 모임은 1949 년 가을부터 1950 년 4 월까지 6 개월 동안 뉴욕 학이 운 하는 

이스트 8 번가 35 번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20 명의 회원으로 시작하 으나 1 년 내에 80 명 

가량의 회원이 참여하 다. ‘스튜디오 35’는 이후 ‘더 클럽(The Club)’ 모임으로 발전하 다. 

Caroline A. Jones, “Cage and the Abstract Expressionist Ego,” Critical Inquiry, vol. 19, no. 4 

(Summer 1993), pp. 628-665. 
25 Debra Bricker Balken, Abstract Expressionism (London: Tate; New York: Distributed in 

North America by Harry N. Abrams), c2005, pp. 30-31 에서 재인용.  
26 관료중심주의 사회에 저항하는 미술가들의 모습에 해서는 Joan M. Marter and Simon 

Anderson, Off Limits: Rutgers University and The Avant-Garde, 1957-1963 (Newark, N.J.: 

Newark Museu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9) 참고; 매카시즘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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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47 년 평론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와 미술가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1915-1991)이 작곡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 건축가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 1883-1950)와 함께 창간한 

잡지 『파시빌리티스 (Possibilities)』에 실린 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극도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7  이 잡지에 에세이 “나의 그림(My 

Painting)”을 투고한 폴록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회화의 일부라고 

느낀다”라는 구절과 함께 내면의 무의식이 거 한 캔버스에 시각적인 회화 

요소로 반 된다는 믿음을 적었다. 28 이후 추상표현주의를 표하게 된 폴록은 

1956 년 타계할 때까지 미술가의 내면의 자아에서 좋은 미술이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폴록의 어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self-discovery)이다. 좋은 예술가는 그 자신을 

그린다.”29  

추상표현주의가 이렇게 미국을 표하는 주류 미술사조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이론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다. 1940 년 부터 추상표현주의를 옹호했던 비평가 클레멘트 

                                                                                                                                             

미국의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에서 나온 이름으로, 1950 년에서 1954 년에 미국을 휩쓸었던 

반(反)공산주의 선풍을 일컫는다. 매카시는 반(反)미활동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문화예술 

검열에 앞장섰다. Phillips, 앞의 책, pp. 40-55 참고. 
27  위의 책, pp. 29-30; 로젠버그는『파시빌리티스』에 투고한 논고에서 추상표현주의는 

미술가의 자전적인 미술로, 미술가 내면의 고통이 추상 이미지에 독창적으로 표현된다고 하 다. 

Hal Foster,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London: Thames 

& Hudson, c2011), pp. 442-448. 
28 Jackson Pollock, “My Painting,” Possibilities 1 (Winter 1947-1948), p. 79. 이 글은 Karmel, 

Jackson Pollock, pp. 17-18 에서 재인용. 
29 폴록은 1956 년 셀든 로드만(Selden Rodman)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 

인터뷰 내용은 Jones, 앞의 글, p. 640 에서 재인용. 
18



  19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와 해롤드 로젠버그가 표적이다. 그러나 사실 

그린버그와 로젠버그의 이론적 관점은 상이했다. 먼저 그린버그는 순수 미술의 

형식적인 양식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추상표현주의가 가장 우월한 미술임을 

주장했다. 30  그린버그에 따르면, 진정한 미술은 세속화된 정치 및 사회와 

분리되어야 하며, 미술가가 각 미술 역에 해당하는 매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31  추상표현주의 회화는 회화의 독자적인 매체, 즉 

캔버스의 네모난 형태와 평면적인 표면, 물감을 강조하는 순수 미술의 형식을 

지녔기 때문에 진정한 미술로 간주되었다. 32  반면, 로젠버그는 그림의 

형식보다는 미술가의 감정, 창작의 과정, 자아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다.33 

그는 양식에 구애 받지 않는 작업 경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액션(act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미국 회화를 설명했다. ‘액션’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역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몸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로젠버그는 이러한 

몸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회화 양식을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고 

명명했다.34 이는 인간이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30김 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이론과 비평」, 『조형과 시 정신: 르네상스미술에서 

현 미술까지』 (서울: 열화당, 1998), pp. 242-243. 
31  그린버그는 미술의 형식을 강조한 순수 추상미술만이 지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형식주의’ 미술론을 1939 년과 1940 년 『파티잔 리뷰(Partisan Review)』지에 기고한 두 글, 

“아방가르드와 키치(Avant-Garde and Kitsch)”(1939) 그리고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Toward a Newer Laocoon)” (1940)에서 적었다. 이 두 글의 내용은 John O’Brian ed.,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1: Perceptions and Judgm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5-37 를 참고. 
32 Clement Greenberg, “American-Type Painting,” Partisan Review (Spring 1955). 이 글은 

O’Brian,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4, pp. 217-223 를 참고. 
33 김 나, 위의 책, p. 255. 
34 Harold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Artnews, vol.51, no.8 (December 

1952), pp. 22-23, 48-50. 이 글은 Harold Rosenberg, The Tradition of the New (New York: 

McGraw-Hill, [c1959]), pp. 23-39 를 참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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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실존주의(existentialism) 철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35 1950 년 에 

추상표현주의를 옹호하는 위의 이론들은 절 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다. 36 

1950 년  말에 이르면 추상표현주의는 전국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따라 그리는 지배적인 미술 양식으로 자리잡았다.37  

추상표현주의는 국외에서도 미국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미술로 

소개되며 해외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각광받았다. 특히, 1958 년 뉴욕 

현 미술관에서 기획한 《새로운 미국 회화(The New American 

Painitng)》전과 함께 잭슨 폴록의 회고전이 유럽 각국을 순회하면서 

추상표현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최초의 미국 미술 사조로 부각되었다. 

                                                        
35 실존주의 철학에 한 로젠버그의 관심은 1949 년에 사무엘 쿠츠 갤러리(Samuel M. Kootz 

Gallery)에서 열린 전시  《인트라서브젝티브스(Intrasubjectives)》를 위한 서문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유명한 저서『존재와 무(L’être et le 

Néant)』(1943)의 구절을 인용하여 논지를 전개하 다. Debra Bricker Balken, 

Action/Abstraction: Pollock, de Kooning, and American Art, 1940-1976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2008), pp. 210-211. 
36 1950 년  말에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이 더 우세했다. 1950 년  말에 그는 “미술계의 

교황” 또는 “미술계의 감독(impresario)”으로 불릴 정도의 권위를 지녔다. 김 나, 앞의 책, p. 

242; 미술사학자 티에르 드뒤브(Thierry de Duve)는 1950 년  말 뉴욕의 비평은 그린버그의 

개념으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Thierry de Duve, “The Monochrome and the Black Canvas,” 

Reconstructing Modernism: Art in New York, Paris, and Montreal, 1945-1954 (Cambridge, 

Mass.: MIT Press, 1990), p. 235. 
37 앨런 캐프로(Allan Kaprow, 1927-)는 1956 년의 논고 “잭슨 폴록의 유산(The Legacy of 

Jackson Pollock)”에서 폴록과 드 쿠닝의 액션 페인팅은 “학교에서 그리는 진부한 그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Artnews (October 1958), 

pp. 56-57. 이 논고는 1958 년에 기재되었지만 1956 년에 쓰여졌다. Joan Marter, “The 

Forgotten Legacy: Happenings, Pop Art and Fluxus at Rutgers University,” Off Limits: 
Rutgers University and the Avant-Garde, 1957-1963 (Newark, N.J.: Newark Museum;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c1999), pp. 1-47; 표적인 컬렉터로 시드니 

재니스(Sidney Janis), 카스텔리, 엘리너 워드(Eleanor Ward), 아이번 카프(Ivan Karp), 마사 

잭슨(Martha Jackson), 티보 드 나지(Tibor de Nagy)를 꼽을 수 있다. Christin J. Mamiya, 

“The Pop Movement and the Institutional Matrix: The Dealers and Collectors,” Pop Art and 
Consumer Culture: American Super Marke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pp.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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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뉴욕은 현  미술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38 한편으로 

몇몇 향력 있는 미술관 관계자들과 수집가들은 새로운 미술을 모색하고 

있었다. 예컨 , 1958 년 1 월 19 일, 당시 뉴욕 현 미술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는 “누군가 추상표현주의에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 적이 없다. …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며 곧 새로운 미술을 보길 바란다”고 했다.39  

이러한 상황에서 1958 년 개인전을 통해 공개된 존스의 작품들은 

추상표현주의의 형식적 특징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데에 

성공적이었다. 존스가 선보인 <깃발>이나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과 같은 

회화들은 중 문화의 이미지를 끌어온 그림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린버그의 

순수 추상미술 이론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림의 물리적인 구조를 보았을 때에 

어떤 추상표현주의 작품보다도 표면은 평면적이었으며 이미지는 전면적(all-

over painting)이었다(도 1, 2). 이렇게 그는 추상표현주의에서 금지되었던 

일상적인 문화 기호를 사용하면서도 추상표현주의적인 형식으로 점수를 

얻었다.40 다만, 존스의 그림들이 지닌 양식적∙기법적인 특징에서 미술가의 감정, 

창작의 과정, 자아의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양식적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주변의 진부한 사물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기 때문에 개성있는 창작 

                                                        
38추상표현주의 작품의 가격도 함께 치솟았다. 예를 들면, 1956 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가을 

리듬(Autumn Rhythm)>을 1 만 달러라는 가격에 사지 않았으나 폴록이 죽은 후 불과 1 년 뒤인 

1957 년에 3 만 달러에 그 그림을 샀다. 1956 년 컬렉터 재니스에 따르면 폴록이 죽자 “한 달 전 

5 천 달러에도 팔기 힘들었던 드 쿠닝의 그림을 1 만 달러에 쉽게 팔았다.” Tomkins, 앞의 책, pp. 

110-119. 
39 Irving Sandler, A- Sweeper-Up After Artists: A Memoir (London: Thames and Hudson, 

2003), p. 229. 
40 Foster, Art Since 1900, pp. 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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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거리가 있었다. 기법적으로는 랍에 물감을 섞은 엔코스틱(encaustic) 

기법으로 물감을 짧은 붓질로 여러 번 천천히 덧칠하 기에 ‘액션’을 나타내는 

폴록과 드 쿠닝의 빠르고 역동적인 필법과는 뚜렷이 구별되었다.41 미술가의 

힘찬 필법으로부터 충동적인 무의식을 읽고, 개성 있는 추상 이미지로부터 

창조적인 세계를 읽을 수 있다고 여겼던 관객들은 존스의 깃발과 과녁 그림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실제로 미술계의 모든 사람들이 존스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했던 그린버그는 존스의 작품이 “표지판이나 

정면 사진처럼 2 차원의 인공적인 기호와 이미지를 재현 미술로 전용한 점”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존스의 작품을 평가절하했다. 

“평면성이 돋보이지만……딱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지 않아도 존스의 작품은 

쉽게 설명된다. 이는 작품이 협소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42  이에 젊은 

미술사가 던 레오 스타인버그(Leo Steinberg)는 한 유명한 추상표현주의 

화가가 존스의 개인전에서 “이런 게 그림이면 난 화가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비아냥거린 일화와 당 의 평론들을 나열하며 “여태껏 그림들을 평가했던 

기준들은…… 설득력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하 다. 스타인버그에 

따르면 새로운 미술 경향을 보이는 존스의 작품을 비난하기만 하는 기존의 

                                                        
41  여기에서 추상표현주의에 부여된 수식어는 로젠버그의 논고에서 참고하 다.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앞의 책, pp. 23-25; 1959 년의 인터뷰에서 존스는 " 나는 

깃발을 디자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과녁과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잇는 것들(things the mind already knows)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답한 적이 있었다. “His Heart Belongs to Dada,” Time 73 (May 4, 1959), p. 58.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81-82 에서 재인용. 
42 그린버그는 존스의 작품이 “신기한 미술(Novelty Art)”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O’Bria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4, pp. 121-133, 250-2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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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들은 그저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 다. 그는 기존의 추상표현주의 

담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43  

사실 존스는 “미술가 내면의 자아로부터 독창적인 예술이 나타난다”는 

추상표현주의에 근거한 주류 미술계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44 이를 

위해 느리고 비개성적인 필법을 구사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추상 이미지의 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 문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존스의 

개인전 이후 감정이 충만한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의 제스처는 과장되고 

허황되게 보이기 시작했다.45  

1958 년의 첫 개인전으로 뉴욕 미술계에 등장한 존스는 즉각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는 추상표현주의가 지배하던 뉴욕의 미술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존스의 개인전 이후 뉴욕에서는 그 동안 

상 적으로 소외 받고 있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조명하는 전시들이 

열렸다.46 몇몇은 개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구분을 뛰어넘는 

미술 세계를 통해 순수 추상 미술과 액션 페인팅의 한계에서 돌파했다. 예를 

들면, 1958 년 뉴욕에서는 목재 인물상을 재현한 마리솔 (Escobar Marisol, 

                                                        
43 Steinberg, 앞의 책, p. 13. 
44 여기서 언급된 추상표현주의의 논리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 다.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앞의 책, pp. 23-39. 
45 Crow, 앞의 책, pp. 18-19. 
46  2 차 세계 전 이후 미국 미술이 추상표현주의의 경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린버그계 비평가들이 추상이 아닌 다른 경향들을 배제하고 평가절하시키거나 

주변화시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관성이 생긴 것이었다. 그린버그 계열의 비평가들은 미국 

현 미술의 전개에 필요한 이론을 만들었고 미술 작업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지만 

이들이 주로 논한 사항들은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마저 50 년 에 이미 

서로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Paul Wood, Modernism in Dispute: Art Since the For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Open University, London, 1993),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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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일상 생활에서 얻은 재료들을 3 차원으로 접합한 작품을 만든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부서진 가구를 담은 상자를 

쌓아 벽을 설치한 루이즈 네벨슨(Louise Nevelson, 1899-1988)의 전시가 

열렸다 (도 9-11).47  

게다가 1958 년은 향후 1960 년 를 풍미하게 될 여러 경향, 즉 

‘해프닝(Happening)’, ‘플럭서스(Fluxus)’, ‘미니멀리즘(Minimalism)’, ‘팝 

아트(Pop Art)’를 예견하는 다양한 활동이 태동한 시기이기도 했다. 1958 년 

앨런 캐프로(Allan Kaprow, 1927-2006)는 처음으로 일상 재료로 복잡하게 

꾸민 공간에서 미리 구성된 퍼포먼스를 펼치는 초기 형태의 ‘해프닝’을 

선보 고, 이 때에 공간을 빌려준 조지 시걸(George Segal, 1924-2000)도 

나름의 해프닝 환경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도 12, 13). 48  이듬해에 조지 

브레히트(George Brecht, 1926-2008)는 관객에게 단순한 행동을 제시하는 

퍼포먼스로 ‘플럭서스’를 예고했다. 49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는 

                                                        
47 Feinstein, 앞의 책, pp. 1-20. 
48  ‘해프닝’이라는 이름은 1959 년 뉴욕의 루벤 갤러리(Reuben Gallery)에서 열린 캐프로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 18 개의 해프닝(18 Happenings in 6 parts)>에서 기원한다. 이후 

해프닝은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의 《거리(The Street)》(1959), 짐 

다인(Jim Dine, 1935-)의《집(The House)》(1959), 에드워드 키엔홀츠(Edward Kienholz, 

1927-1994 의 <록시네(Roxy’s)>(1960-1961)로 이어졌다. Phillips, 앞의 책, pp. 106-115; 

조지 시걸은 캐프로와 달리 실제 크기의 인물상들을 석고로 만들어 해프닝의 무 에 두었다. 

Crow, 앞의 책, p. 95. 
49 조지 브레히트는 1959 년 루벤 갤러리에서 개인전 <이벤트를 향한 편곡(Toward Events: An 

Arrangement)>에서 관객에게 단순한 행동을 제시하는 지시문을 나누어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퍼포먼스를 시도했다. 이 지시문은 ‘이벤트 악보(event score)’라고 불렸다. 그는 캐프로의 

‘해프닝’과는 달리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언어로 이루어진 단순한 ‘이벤트’는 1960 년  

초 ‘플럭서스’로 이어졌다. 우정아, 「라몬트 의 미니멀리즘: 플럭서스로부터 시작된 소통의 

미학」,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6 (2012), pp. 461-486; 미술사학자 벤저민 부클로(Benjamin 

H. D. Buchloh, 1941-)는 개념 미술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탈물질의 미술을 추구했던 

‘플럭서스’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Benjamin Buchloh, “Conceptual Art 1962-1969: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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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회화(Black Paintings)> 연작(1959)(도 14)과 함께 향후 미니멀리즘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하나 다음 또다른 하나(One After Another)”를 언급했고,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은 광고 기법을 활용한 그림으로 

량생산 소비재를 모티프로 기계적인 작품 생산을 추구하는 팝 아트의 출현을 

알렸다(도 15). 다양한 예술가들의 새로운 활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추상표현주의의 웅적인 모델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고, 뉴욕 미술계의 주요 

흐름을 독점하던 추상표현주의의 아성은 하락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1958 년에 혜성처럼 뉴욕 미술계에 등장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던 존스는 이러한 이행기에 미국을 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작업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었다. 존스의 상품 조각은 

이러한 뉴욕 미술계의 전환기와 맞물려 제작되었다. 

 

 

2. 존스의 예술관: 창작의 억제 

 

1959 년 5 월 4 일, 『타임(Time)』지에 실린 기사는 1958 년부터 1960 년 사이 

뉴욕 미술계에서의 미술가 존스가 어떠한 위치까지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29 살의 재스퍼 존스는 미술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신인 미술가이다. 1 년 전만 해도 

존스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 년동안 존스는 세계적인 화가로 

                                                                                                                                             

Aesthetics of Administartion to the Critique of Institutions,” October, vol.55 (Winter 1991), 

pp.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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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 다. 뉴욕의 맨해튼에서 열린 존스의 개인전에서는 모든 작품이 팔렸고, 파리와 

라노에서도 존스의 개인전이 열렸다. 또한 그는 카네기 미술전(Carnegie 

International)에서 상을 받은 유일한 미국인이었다. 뉴욕현 미술관에서도 존스의 

작품을 3 점 사갔다.50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58 년까지 존스는 무명의 미술가 다. 

남부 조지아(Georgia) 주 출신인 존스는 1949 년 미술을 배우기 위해 뉴욕에 온 

이후에도 미술 기관에서 정식 교육을 마친 적도 없었다.51 1951 년 군 복무 중 

포트 잭슨 갤러리(Fort Jackson Gallery)의 운 자로서 그림, 건축, 도자, 조각, 

사진, 조경, 무  디자인을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했고 때때로 뉴욕에서 열리는 

                                                        
50 “His Heart Belongs to Dada,” Time 73 (May 4, 1959), p. 58.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81-82 에서 재인용; 존스는 1958 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1960 년 가을까지 적어도 20 회 이상의 전시에 작품에 출품했다. 주요 

기관에서 열린 전시만 꼽더라도 다음과 같다. 1958 년 6 월 29 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깃발>, 

<녹색 과녁>과 <회색 알파벳들(Gray Alphabets)>(1956) 출품하 고 1958 년 12 월 5 일부터 

1959 년 2 월 8 일까지 열린 카네기 미술전에서 <회색 숫자들(Gret Numbers)>로 미국인 중 

유일하게 상을 수여받았다. 휴스턴 현 미술관(Houston Contemporary Arts Museum)에서 

1958 년에 열린 《세계 콜라주(Collage International: From Picasso to the Present)》전과 

《현  드로잉: 1948-1958(A Decade of Contemporary Drawings 1948-1958)》에도 

출품했다. 1959 년 봄 파리와 라노에서 그의 이름을 건 개인전이 열렸고, 이후 

뉴욕현 미술관의 《새로운 소장품(Recent Acquisitions)》전과 《16 명의 미국인들(Sixteen 

American)》전, 뉴욕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현  미국 미술 

1959 년(1959 Annu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American Painting)》에도 작품이 

포함되었다. Varnedoe, Jasper Johns: A Retrospective, pp. 127-129, 164-169. 
511930 년 5 월 15 일 조지아 주의 어거스타(Augusta)에서 태어난 존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나 뉴욕 미술계에 한 환상을 품고 화가가 되기 위해 뉴욕에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1947 년 17 살이 되던 해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예술학부(th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에 입학했지만 3 학기만에 그만두고 1949 년 

1 월부터 뉴욕 파슨스 디자인 학교(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드로잉, 해부학, 색채이론, 

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미술을 공부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반 년 만에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약 1 년 반 동안은 배송 직원으로 일하면서 생계에만 신경을 쓰다가 1951 년 5 월 25 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컬럼비아 부 에 입 했다. 1953 년 봄에 제 하여 제 군인교육법(G.I. Bill)의 

보조금 혜택으로 미술을 배우기 위해 뉴욕의 헌터 컬리지(Hunter College)에 입학했으나 몇 주 

만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것이 존스가 배운 마지막 정식 미술 교육이었다. Tone, 앞의 

글, p. 119-122; Tomkins, Off the Wall, pp. 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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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보러 다니며 미술에 한 관심을 지속했을 뿐이었다. 제  후에도 그저 

서점 일을 하며 지내다가 1954 년에 직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58 년의 개인전까지 존스는 그 어떤 갤러리에도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전시 활동도 하지 않았다. 52  개인전에서 획기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 깃발과 과녁 그림들이 작품 활동 초기인 1954 년과 

1955 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존스가 활동 초기부터 추상표현주의와 구별되는 미술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에 활발하게 교류했던 몇몇 아방가르드 예술가로부터 

중요한 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추상표현주의의 기준을 거부하는 

예술관을 형성한 것은 1954 년 미술가 로버트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를 알게 된 이후부터 다.53 당시 라우셴버그는 

추상표현주의가 중요시한 미술가의 개성, 정서, 미적 기준에 구애 받지 않는 

작품으로 뉴욕 미술계에 이름을 알린 상태 다. 그는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과 기법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들의 작품을 모방하려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라우셴버그는 드 쿠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1953 년 뉴욕의 

                                                        
52  1958 년 이전 존스의 전시 활동은 다음과 같다. 티파니와 본윗 텔러의 디스플레이 일을 

담당하던 제느 무어(Gene Moore)의 허락 하에 본윗 텔러의 상품 진열창의 배경으로 1956 년에 

<흰색 깃발(White Flag)>(1955-58), 1957 년에 <주황색 배경 위의 깃발(Flag on Orange 

Field)>(1957)을 걸어보았다. 그리고 캐프로의 소개로 1957 년 3 월 뉴욕에서 열린《뉴욕화파: 

2 세 들(Artists of the New York School: Second Generation)》전에 작품을 전시한 것이 

전부 다. 여기에서 존스의 작품을 주목한 화상 레오 카스텔리가 며칠 후 라우셴버그의 

작업실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존스를 만나자 곧바로 1958 년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질 

것을 제안하 다. 그 뒤로 카스텔리의 후원으로 카스텔리 갤러리 전시에 참여하 다. Tone, 위의 

글, pp. 127-128; Tomkins, 앞의 책, p. 129. 
53 1954 년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개블릭(Suzi Gablik)은 존스에게 라우셴버그를 

소개시켜주었다. 존스의 회고에 따르면 라우셴버그는 존스가 처음으로 만난 “진짜 화가”로, 

사교적이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다. Tone, 앞의 글,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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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갤러리(Stable Gallery)에서 드 쿠닝의 소묘 작품을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으로 완성한 <지워진 드 쿠닝 드로잉(Erased de Kooning 

Drawing)>(1953)(도 16)을 전시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하여 그 동안 그가 

배웠던 미술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싶었다고 설명하 다.54  

이러한 작품 세계를 선보 던 라우셴버그가 존스를 직업 화가의 길로 

적극 이끌었고, 1954 년부터 1961 년 여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존스와 

함께 작업실을 나누어 사용하 다는 점은 중요하다. 라우셴버그는 존스의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추상표현주의에 구애받지 않는 미술을 만들자는 

예술관을 존스와 공유했다.55  라우셴버그에 따르면, 그는 매일 존스와 함께 

“폴록과 드 쿠닝의 작품에서 벗어나려는 길고 험난한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첫 비평가가 되어……매일 서로에게 

처음으로 작품을 보여주면서 말 그 로 아이디어를 주고 받고……상 방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긴 한 관계를 가졌다.56 존스와 

함께 작업실을 나누어 쓰는 동안 라우셴버그는 추상표현주의 회화에서 

강조하는 색채, 물감의 질감, 붓질 등이 더 이상 표현의 매체가 아님을 

간파하 다. 신 “회화는 예술과 삶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삶과 

                                                        
54 Mary Lynn Kotz, Rauschenberg: Art and Life (New York: Harry N. Abrams, 1990), p. 82. 
55 1954 년 봄, 존스는 라우셴버그의 권유로 서점 일을 그만두고 신 라우셴버그와 함께 본윗 

텔러와 티파니 매장의 상품 진열창 디스플레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Tomkins, 앞의 책, pp. 124-128. 
56  둘은 1954 년 친 한 동료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발전했고 이 관계는 1961 년 여름까지 

7 년동안 지속되었다. 라우셴버그에 따르면 “존스와 나는 서로의 작업에 한 첫 비평가 고 

진지했다. 존스는 내가 그림에 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했던 첫 화가 다. …존스와 나는 말 

그 로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 받았다. 존스가 나에게 ‘너에게 말해줄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면 나는 그를 위해 멋진 아이디어를 찾아서 말해주어야만 했다.” 위의 책, pp. 99-118; 

Calvin Tomkins, The Bride and the Bachelors: Five Masters of the Avant Garde 
([Harmondsworth, Eng.]: Penguin Books, 1976), p. 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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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간극 사이”에 있는 미술을 중요시했다. 57  그리하여 1954 년부터 

주변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캔버스에 접합한 뒤 그 위를 물감을 뿌리는 

‘컴바인(Combine)’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도 10). 이를 통해 라우셴버그는 

회화와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미술의 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예술 공간을 

만들었다.58 이는 미술 각 역의 고유한 특징에 기반한 순수 미술이야말로 

진정한 미술이라고 일찍이 주장했던 그린버그의 이론에 반하는 것이었다. 

라우셴버그는 존스와 함께 지내던 시기 동안 계속해서 컴바인 작품을 

만들었다.59 

라우셴버그는 존스에게 주변의 뉴욕 예술가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존스는 라우셴버그와 함께 이들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공연 준비를 도우며 

활발하게 교류하 다. 그 중에서 음악가 존 케이지와 안무가 머스 

커닝엄(Merce Cunningham, 1919-2009)은 특히 그들과 자주 교류하던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린버그의 이론을 부정하는 

각자의 작업과 예술관에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60  음악에서 작곡가의 

                                                        
57 Branden W. Joseph, “The Gap and the Frame,” October, vol. 117 (Summer 2006), p. 

44 에서 재인용. 
58 재스퍼 존스에 따르면 “컴바인(Combine)”은 1954 년 말에 라우셴버그가 창안한 용어로 “조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림”을 의미한다. Charles Stuckey, “Minutiae and Rauschenberg’s Combind 

Mode,” Robert Rauschenberg: Combines (Los Angeles, Calif.: Museum of Contemporary 

Art; Göttingen: Steidl, c2005), p. 199. 
59 Sandler, “Rauschenberg and Johns,” The New York School, pp. 180-183. 
60케이지는 일본의 불교 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鈴㊍大拙, 1870-1966)의 선 사상을 전파하면서 

일상의 소리를 사용하며 음악에 우연과 불확정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었고 커닝엄 역시 기존의 

전통 무용 동작에서 탈피하여 일상 동작에 기반한 안무를 만들고 있었다. 케이지는 존스와 

라우셴버그를  “남부의 르네상스”라고 칭하며 미술가로서의 이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 고 

존스와 라우셴버그는 케이지와 커닝엄의 무  설치 및 의상 디자인 제작에 적극 참여하 다. 

미술사가 모이라 로스(Moira Roth)는 존스, 라우셴버그, 케이지, 커닝엄이 냉전과 동성혐오적 

문화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무관심의 미학(The Aesthetic of Indifference)”을 공유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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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배제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던 케이지는 예술이 개인 표현의 수단이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 는데, 존스 역시 케이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61 

이러한 케이지의 생각을 시각 예술로 연결한 이는 존스 다.62 존스는 “작품에 

나의 심리와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아의 개입이 억제된 

작업을 지향했다. 

 

내가 만든 작품은 내가 아니다. 그 어떤 작품도 나의 감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추상표현주의는 예술가의 정체성을 작품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 어떤 작업도 나의 감정과 같아보이지 않았다. 신 내가 아닌 

방법들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것이 작품과 나를 분리할 수 있는 이유이다.63  

 

                                                                                                                                             

공통적으로 수동성, 중립성, 아이러니와 부정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분석하 다. Roth, 앞의 글, 

pp. 46-53. 
61  케이지는  『파시빌리티스』(1947)의 편집자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모임인 ‘스튜디오 

35’와 ‘더 클럽(The Club)’에도 참여한 바 있었으나, 1950 년 에는 적극적으로 추상표현주의의 

자율적인 표현에 한 믿음을 비판하는 인물로서 활동하 다. 이에 관해서는 Jones, 앞의 글, p. 

632; 1952 년 케이지는 작곡가의 자아를 제거하고 화성이론과 조성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4 분 33 초간 침묵을 지킨 공연 <4 분 33 초>을 선보 다. 이 음악은 당황하여 웅성 는 

청자들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Tomkins, The Bride and the Bachelors, pp. 73-75. 
62 미술사가 알렉산더 앨베로(Alxander Alberro)는 케이지의 사상을 시각예술로 연결한 이들로 

존스, 플럭서스(Fluxus), 해프닝을 지목했다. Benjamin Buchloh, Rosalind Krauss, Alexander 

Alberro, Thierry de Duve, Martha Burskirk, Yve-Alain Bois, “Conceptual Art and the 

Reception of Duchamp,” October, vol. 70, The Duchamp Effect (Autumn 1994), pp. 138-

139. 
63 존스는 미술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활동 시기의 작업 방식에 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위와 같이 답하 다. Vivien Raynor, “Jasper Johns: I have attempted to develop my 

thinking in such a way that the work I’ve done is not me,” Artnews, no. 3 (March 1973), 

p.22. 이 인터뷰 내용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 

14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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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와 라우셴버그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시각적 표현과 

미술가의 자아 사이의 연결고리가 결코 자명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64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가 논저 “표현주의의 오류(The Expressive Fallacy)”에서 

전개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당시 이들이 간파했을 추상표현주의의 모순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65  추상표현주의자들은 미술가의 정신, 내면의 

자율적인 감정, 자아의 발견을 강조하며 그림에 자아를 반 하려 했다. 이는 

“그림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좋은 미술가는 그 자신을 그린다”는 

폴록의 어록에서도 예시되었다. 그런데 내면의 자아와 감정을 외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 없이 내면의 세계를 그 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추상표현주의자들은 몸을 움직여 붓질을 하는 과정, 

이로부터 표현된 추상 이미지에서 자신의 개성과 내면 세계를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부분은 표현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미술의 자아가 표현된 

이미지의 결과물에서만 재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개인 

고유의 자아가 추상 이미지로 연결된다고 확신했다. 동시에 이들은 개별 인간이 

독자적이고 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믿었다. 개별성을 증명하기 위해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는 표적인 이미지를 그렸다. 이 

                                                        
64 Joselit, "Notes on Surface: Towards a Genealogy of Flatness," 앞의 책, pp. 292-308. 
65 여기에서 할 포스터가 말하는 ‘표현주의’는 두 부류, 즉 외부의 상을 표현적으로 그리는 

부류와 개인적인 추상 이미지를 그리는 부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추상화의 경우는 

후자, 즉 개인적인 추상 이미지를 그리는 부류로 추상표현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추상표현주의는 

주관적이고 상징적인 내부의 세계를 그리지만 여전히 표현의 형식을 따른 이미지로 나타난다. 

Hal Foster, “The Expressive Fallacy,” Recodings: Art, Spectacle, Cultural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85), pp. 59-77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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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따라 각 화가는 고유의 양식적 특징을 반복해 그리면서 표 양식 혹은 

서명적 양식(signature style)을 정착시켰다. 마치 자신만의 ‘로고’를 디자인해서 

그리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66 예컨 , 잭슨 폴록은 서로 얽힌 물감의 선율, 드 

쿠닝은 아무렇게나 갈긴 듯한 거친 붓질, 한스 호프만은 불규칙하게 무리진 

직사각형이 부유하는 모습을 유지했다(도 6, 7, 17). 후에 ‘색면 회화(Color-

Field Painting)’라고 불린 추상표현주의 그림에서도 각 화가의 표 양식이 

나타났다.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은 수직의 '띠(zip)', 

클리포드 스틸(Clifford Still, 1904-1980)은 찢겨진 듯한 파편,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는 세로로 긴 캔버스를 가로로 구획한 표현 

양식을 지속했다(도 18-20).67  

화가가 반복해서 그리는 이미지가 과연 개인의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표 양식을 강조하는 

미술계의 규범에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1950 년  후반에 라우셴버그는 

두 점의 회화, <진술서 I(Factum I)>(1957)과 <진술서 II(Factum II)>(1957)를 

제작하여 표 양식을 반복하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업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하 다(도 21, 22). 라우셴버그는 추상표현주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패러디하면서 두 캔버스를 나란히 두고 번갈아 가면서 동일한 

요소를 더하여 거의 동일해 보이는 두 작품을 완성했다. 이 작품을 통하여 그는 

                                                        
66  Foster, Art Since 1900, pp. 385-386. 
67 1950 년  말, 액션 페인팅으로 불리던 추상표현주의가 매너리즘에 빠지자 그린버그는 뉴먼, 

로스코, 스틸의 회화를 범례로 안을 찾았다. 그는 이들의 양식을 ‘색면 회화’ 추상표현주의임을 

옹호하며 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지속해나갔다. Clement Greenberg, “After Abstract 

Expressionism,” Art Internatinoal (October 25, 1962). 이 글은 O’Bria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pp. 121-133 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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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추상 이미지를 그리는 추상주의자들의 작업이 얼마나 독창성과 

동떨어졌는지를 진술한 것이었다.68 당시 라우셴버그와 예술관을 공유하 던 

존스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의 표 양식을 풍자하는 작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미술 이미지와 미술가의 자아 사이의 연관성에 의혹을 가지고 그 자신과 

관련이 없는 외부 이미지에 집중하 다. 존스가 1950 년  중반부터 회화에서 

주로 사용했던 모티프는 깃발, 과녁, 알파벳, 숫자와 같이 일반적인 문화 

기호들이었다. 존스는 이러한 모티프에 관심을 가진 이유에 하여 “(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주목받거나 고찰되지 않는 것”인 동시에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69 미술사학자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지적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중문화 이미지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술가 개인의 자아를 뚜렷이 나타내지는 

못한다.70 존스 역시 이를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적 자아와 관련이 없는 

시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존스는 작품을 만들 때에 관습적으로 정해진 

중문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작품의 모티프로 삼았고 이는 1960 년까지 

이어졌다. 이는 회화뿐만 아니라 3 차원의 작품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 다. 

1956 년부터 존스는 책, 서랍, 캔버스와 같이 3 차원의 상까지 소재로 

하여 캔버스에 포함시켰다. 미술사학자 스타인버그가 지적했듯이 존스가 

                                                        
68 두 회화에 거의 동시에 작업하여도 우연과 임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두 작품이 

정확히 같지는 않았다. Branden W. Joseph, “A Duplication Containing Duplications: Robert 

Rauschenberg’s Split Screens,” October, vol.95 (Winter 2001), pp. 3-27 참고. 
69 “His Heart Belongs to Dada,” 앞의 책, pp. 81-82. 
70 Krauss, 앞의 책, pp. 2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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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던 소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부한 것”이었다.71 존스는 

이미 존재하는 사물의 형태와 규모를 그 로 이용하는 작업 원리를 3 차원의 

상을 만들 때에도 유지했다. 이를 테면 <캔버스>(도 3)에는 빈 화폭에 캔버스 

후면의 나무틀을 부착한 뒤 회색 엔코스틱을 칠했다. <책>(도 4)에는 실제 책을 

두 면이 모두 보이도록 펼쳐 합판에 고정시킨 후 펼쳐진 면에 빨간색 

엔코스틱을, 가장자리 면과 표지에는 각각 노란색과 파란색 엔코스틱을 두텁게 

칠했다. <서랍>(도 5)의 경우, 빈 화폭면에 두 개의 손잡이를 나란히 달고 

회색의 엔코스틱을 칠해서 만들어졌다. 펼쳐진 책의 크기가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를 결정하고,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가 서랍의 크기와 깊이를 결정하는 

식이었다.72  

평론가 앨런 솔로몬(Alan Solomon)은 존스의 <책>과 <서랍>이 

<깃발>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엇이 사물이고 무엇이 그림인가? 

무엇이 “실재하는 것”이고 무엇이 “만들어진 것”인가?”와 같이 그림과 사물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 다.73 미술사가 막스 코즐로프는 캔버스라는 

사물이 가진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그림’과 ‘사물’의 경계를 흐리고 

‘그림’과 ‘조각’의 경계도 흐리면서 그린버그의 논의에 도전했다고 보았다.74 

라우셴버그의 컴바인이 “조각 같아 보이는 그림”이었던 것처럼 존스에게 

                                                        
71  스타인버그는 개인전에서 공개되었던 <캔버스>, <책>, <서랍>과 같이 실제 사물을 직접 

포함한 작품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진부한 소재를 다룬다고 평했다. Steinberg, 앞의 책, pp. 

19-21. 
72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 17. 
73 Solomon, 앞의 책, p. 17. 
74 코즐로프는 <캔버스>, <책>, <서랍>을 벽에 걸린 조각처럼 볼 수도 있다고 하 다. Max 

Kozloff, “Jasper Johns,” Renderings: Critical Essays on a Century of Modern Ar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8), pp. 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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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조각과 구분되는 별개의 장르가 아니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존스는 “그림과 조각이 서로 다르게 구분된다는 확신이 없었다.”75 그가 다른 

인터뷰에서 “당시에 제작했던 그림들은 어느 정도의 즉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조각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76 

실제로 1957 년에 존스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3 차원의 조각 작품은 

소묘 작품 <전구(Light Bulb)>(1957)(도 23)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존스는 

전선 끝에 매달린 전구가 천장에서부터 늘어진 모습을 종이에 연필로 그려 

물감으로 칠했다. 이 모습 로 석고 조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 떄에 

석고로 만든 전선이 너무 약해 전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금새 부서지자 

존스는 조각 제작을 잠시 중단했다. 이듬해인 1958 년, 존스가 처음으로 

성공했던 독립 조각 작품인 전구와 손전등 조각 역시 소묘 작품 <전구(Light 

Bulb)>(1958)와 <손전등 조각을 위한 스케치(Sketch for Flashlight 

Sculpture)>(1958)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도 24, 25).77  

                                                        
75 Terry Winters, Jasper Johns: New Sculpture and Works on Paper(With a Conversation 

between Jasper Johns and Terry Winters) (New York: Matthew Marks Gallery, 2011), p. 

141; 미술사가 프레드 오튼은 존스가 1958 년부터 집중적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로 

1958 년 1 월의 개인전을 꼽으며, 개인전을 계기로 존스가 그 동안의 작품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그림 작업에서 나아가 조각을 조각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하 다. 

그러나 1957 년 존스가 이미 그림을 조각으로 재현했던 시도를 고려해보면 1958 년 개인점의 

기점으로 조각을 탐구했다는 오튼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오튼은 존스가 그 동안 

지속해오던 회화를 잠시 멈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으나 존스는 조각을 만들던 시기에 

회화 작품도 활발하게 제작했다.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 19. 
76 Selden Rodman, “The Artist as Antihumanist,” The Insiders: Rejection and Rediscovery of 
man in the Arts of Our Tim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0), p. 36.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 82 에서 재인용. 
77이 드로잉은 1960 년 후반에 석판화로 제작되었고 납 금속판 위에 돋을 새김으로 묘사되었다. 

결국 3 차원의 조각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는데 아마 제작의 한계 때문에 2 차원으로 구현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Hanor, “The Idea of Knowing an Image,”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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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본 장에서는 존스의 상품 조각이 제작된 시기를 전후한 뉴욕 

미술계의 시 적 상황과 흐름에 해서 살펴보고, 1958 년에 존스가 

추상표현주의의 지배적인 담론에 맞서는 미술의 가능성을 제시한 맥락을 

복원하 다. 이를 위하여 존스가 활동 초기부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미술가의 자아와 작품을 동일시하는 추상표현주의 작가들과는 다른 

발상을 추구한 점을 강조하 다. 존스는 자아의 관련이 없는 회화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창작을 배제하고 중문화 이미지를 따르는 획기적인 작업을 

선택하 다. 1958 년의 개인전을 전후하여 존스가 처음으로 도전한 조각 

장르에서도 회화에서 발전시킨 작업 원리를 적용하 음을 확인하 다. 개별 

상품 조각의 시각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존스가 당시에 예술에 

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 고 답을 얻고자 했는지에 하여 풍부한 내러티브를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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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존스의 상품 조각에 나타난 손자국 

 

앞서 언급하 던 것처럼, 존스는 미술가의 자아와 작품을 동일시하는 

추상표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작업 원리를 추구했다. 특히 시각 이미지를 

새롭게 창작하기보다는 중문화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회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작업 원리는 3 차원의 조각 작업에서도 이어졌다. 본 

장에서는 개별 상품 조각의 특징을 제작 연  순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품 조각이 미술사의 계보에서 지니는 독특한 위치를 고찰한다. 

특히 규격화된 소비재의 형태 위에 손으로 일일이 만든 흔적을 눈에 띄게 남긴 

점에 주목하여, 미술사적으로 존스의 상품 조각이 지니는 독특한 의미를 밝힌다.     

 

1. 1958 년, 전구와 손전등 조각  

 

전통적으로 조각이란 조각가가 재료의 성질을 잘 인식하여 새기고 깎거나 또는 

양감을 붙여나가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입체 형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입체 

형상은 어느 공간에서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3차원성을 가지므로 회화와 

구분되며 관람객은 조각의 모든 면을 둘러 보아야 완전한 형상을 알 수 있다. 

특히 조각은 조각가가 물리적으로 제작한 미적 창조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것들과 구분되었다.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게 

마감된 입체 형상의 명료한 구조에는 원히 지속될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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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었다.78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프랑스의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이 전통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나는 

아름답다(Je suis Belle)>(1882) (도 26)같이 조각의 형태와 윤곽선에 제작 

과정을 연상시키는 손자국들, 공기 구멍, 얼룩들을 남겼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로댕의 독창성으로 칭송했다.79 로댕의 비서 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는 로댕이 천재적인 손길로 작품에 

생명을 부여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조각은 일상 물건과 다르며……현자의 

얼굴처럼 신성하고 모든 우연과 시간을 초월한다.”80 이후 20세기 초의 몇몇 

미술가들도 의도적으로 제작 과정을 암시하는 미술가의 표식을 조각의 표면에 

남겼다. 자칭 로댕의 라이벌이었던 이탈리아 조각가 메다르도 로소(Medarde 

Rosso, 1858-1919)의 <아이를 보라!(Ecce Puer!)>(1906-1907)(도 27)나 

로댕의 추종자 던 화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쟈네트(Jeannette)>(1910-1916) 연작(도 28)에서도 손으로 소조를 하여 

주물을 만든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81 미술가의 손길이 남겨진 조각들은 

                                                        
78  조각의 정의에 해서는 미술사가 벤저민 부클로의 글을 참조하 다. Benjamin H. D. 

Buchloh, “Michael Asher and the Conclusion of Modernist Sculpture,” Neo-Avant-Garde 
and Culture Industry: Essays on European and American Art from 1955 to 1975 (Cambridge, 

Mass.: MIT Press, c2000), pp. 1-4; 르네상스 시 에서부터 로댕이 등장할 때까지 조각가들은 

명료하고 논리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명확하게 마감된 구조에 해서는 Foster, Art Since 1900, 

p. 228. 
79 Krauss, 앞의 책, pp. 7-20; 생전에 로댕은 작품 제작의 원리로 창조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오귀스트 로댕, 『(생명을 빚은 거장) 로댕의 예술론』, 김문수 옮김, (서울: 돋을새김, 2010); 

오늘날까지도 로댕의 조각은 천재가 빚어낸 형상으로 회자된다. Ruth Butler, Rodin: The Shape 
of Geni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1993). 
80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의) 로댕(Auguste Rodin)』, 안상원 옮김, (서울: 미술문화, 1998). 
81 Krauss, 위의 책, pp.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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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예술 행위의 산물로 여겨졌고 쉽게 복제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유일성의 아우라(aura)를 지니게 되었다.82 

조각을 훌륭한 미적 창조물로 인식하는 관행은 2 차 세계 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 1950 년  뉴욕 미술계에서 각광 받았던 조각가들은 주로 

손의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용접과 같이 산업적인 방식으로 조각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조각을 조각가의 예술 세계가 반 된 미적 

창조물이라고 믿었다. 예를 들어, 전후 뉴욕의 표적인 조각가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1906-1965)는 용접공처럼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육체 

노동을 요하는 기술로 강철 구조물을 용접한 커다란 조각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개인의 예술성을 공공 생산 작업에 쏟으며 폐차장을 

거니는 고독하고 웅적인 프롤레타리아 남성 이미지를 만들었다. 더불어 2 차 

세계 전 때에 공장에서 용접했던 자전적인 경험을 용접 과정과 결부시켜 조각 

작업을 신격화시켰다. 스미스의 《탱크토템 (Tanktotem)》 연작(1952-

1956)(도 29)처럼 그의 조각들은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향으로 커다란 규모로 

제작되어 개 야외에 놓 다.83 당 의 조각가 존 챔벌레인(John Chamberlain, 

                                                        
82 발터 벤야민이 언급했던 ‘아우라(aura)’는 특정한 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상의 유일성, 즉 

결코 반복되지 않을 개성적인 손길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벤야민은 아우라 개념을 종교 제의에서 

신성시되던 예술의 기원과 연결시키면서 숭배의 상이 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상이 

원본이어야 하며 체물이나 복사본은 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Art in Modern Culture: (An) 
Anthology of Critical Texts (London: Phaidon, 1992), pp. 300-302. 
83 Krauss, 앞의 책, pp. 147-200;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50 년 의 조각들은 개 기념비적인 

규모로 제작되었다. 예컨  국의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는 비스듬히 누워 

기 있는 인물상이나 <왕과 왕비(King and Queen)>(1952-53) 같이 거 한 청동 조각을 

만들었다. H. H. Arnason and Elizabeth C. Mansfield, History of Modern Art: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Photograph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pp. 352-353, 

46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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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과 앤서니 카로(Anthony Caro, 1924-2013) 역시 마찬가지 다. 84  

이들은 주로 "단일한 사물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보다는 풍경 같은 것에서 감 

받은 아이디어”를 금속으로 용접하는 “조각-구축자(Sculptor-Constructor)” 

다.85  

산업적인 방식으로 커다랗게 구축한 조각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여겼던 1950 년  후반에 존스는 전혀 동떨어진 작업 방식으로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존스는 당시 조각가들이 배제하 던 일반적인 사물을 모티프로 

삼았고, 수작업으로 그 형태를 만들었다. 존스가 처음으로 성공시켰던 조각은 

1958 년의 실물 크기의 전구를 좌  위에 배치한 <전구 I>(도 30) 다. 86 

1957 년 전선 끝에 매달린 전구 조각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전구에서 전선과 

같은 맥락을 제거했다. 그리고 좌  위에 수평으로 안치한 전구를 

스케치했다(도 24). 스케치에 그린 로 존스는 규격화된 백열 전구 조각을 

복제하듯이 만든 후 이것을 좌  위에 수평으로 안치했다. 좌 의 경우, 

                                                        
84 스미스의 프롤레타리아 이미지는 1 차 세계 전 때에 르노(Renault)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을 

했던 훌리오 곤살레스(Julio Gonzalez, 1890-1967)의 이미지와 공공을 위해 개인의 미적 경험을 

발휘했던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방법을 결합시킨 결과 다. 사실 용접공으로서 

스미스의 경험은 과장된 것이었다. Buchloh, “Michael Asher and the Conclusion of Modernist 

Sculpture,” 앞의 책, pp. 8-9.  
85 Clement Greenberg, “The New Sculpture,” Partisan Review, vol. 16, no. 6 (June 1949), p. 

640. 이 글은 O'Brian ed.,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2 Arrogant Purpose, 1945-
19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70-275 참고. 
86 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전구 I>과 <손전등 I> 중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지에 하여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바네도(Kirk Varnedoe), 프란시스(Richard Francis), 

오튼(Fred Orton)이 해당된다. 이들은 <전구 I>과 <손전등 I>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쉐넌(Joshua Shanno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처음 성공한 조각 작품은 

<전구 I>이었으며 필자는 샤논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쉐넌의 글은 Shannon, 앞의 

책, pp. 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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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울퉁불퉁하게 눌러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철이 뚜렷이 나타났다.87 

<전구 I> 다음으로 제작된 조각은 <손전등 I>(1958)(도 31)이었다. 존스는 

조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손전등을 위한 스케치>를 그렸다(도 25). 반듯한 

직사각형 나무토막에 철사 두 개를 나란히 세운 뒤 그 위에 손전등을 얹는 

형태 다. <손전등 I> 역시 스케치에 그린 모습 그 로 제작되었다. 좌 는 

<손전등 I>이 <전구 I>처럼 미술 작품으로서 조각의 지위를 지닌다는 점을 

알려준다.88 그러나 <손전등 I>은 <전구 I> 조각과는 달리 손전등 부분과 좌 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손전등 부분은 존스가 주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손전등 제품을 얹은 후 은빛 알루미늄 빛깔이 나는 재료인 ‘금속조각 

(Sculp- Metal)’을 덮은 것이었다.89  

‘금속조각’은 당 에 새로 소개된 재료로, 염색약, 비닐수지(vinyl resin), 

알루미늄 가루,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충전제, 공업용 톨루엔 

(toluol)을 섞은 혼합물이다. 연성이 있는 피자반죽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 

주걱, 물감 나이프, 손가락으로 매만지면 여러 단면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칠 수 

있고 희석제(thinner)를 첨가하면 연성을 조절하여 유화물감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마르는 속도가 빠르며 마르면 무광의 회색 빛을 내지만 어떻게 

문지르느냐에 따라 ‘거울처럼 빛날 정도로 질이 좋은’ 상태도 된다. 1950 년  

『아트뉴스』지에 실린 ‘금속조각’의 광고를 보면 이 “새롭고 독창적인” 매체는 

                                                        
87 1995 년 프레드 오튼이 존스에게 <전구 I>의 제작과정을 물어보았지만 존스는 자세한 제작 

과정을 기억하지 못했다. 오튼은 전구의 형태를 새긴 음각의 틀에 금속조각을 부어서 두 개의 

주물을 하나로 합쳤을 것이라고 추측하 다.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 20. 
88 Hal Foster, "The Art of Cynical Reason," The Return of the Real: The Avant-Garde at the 

End of the Century (Cambridge, Mass.: MIT Press, c1996), p. 109. 
89 Shannon, 앞의 책, pp. 57, 62. 

41



  42 

 

아마추어 예술가들 혹은 일반인들을 위한 일종의 문구 용품으로 “단돈 

10 센트”에 살 수 있는 비전통적인 재료 다(도 32). ‘만들 때는 찰흙 같지만 

굳으면 금속이 됩니다!... 물감 나이프나 손가락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90 

<전구 I>과 <손전등 I>은 은빛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사물로 보이지만 그 

표면을 보면 일반 금속 사물과는 다른 수공예적 질감이 눈에 띈다(도 30, 31). 

존스가 표면을 손으로 다듬으면서 생긴 얼룩과 덧칠 자국, 뭉개진 자국 

때문이다. 이러한 질감은 공장에서 제작된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수작업의 

흔적으로 연성이 강한 재료인 ‘금속조각’의 성질 때문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존스는 <전구 I>과 <손전등 I>을 만든 후에 조각 <전구 II>(1958)(도 33)을 

만들었다. <전구 II> 역시 일반적인 백열 전구 제품의 외형을 가졌지만 

‘금속조각’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좌  없이 바닥에 수평으로 

놓 기 때문에 실제 전구가 바닥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전구 I>과는 달리 

<전구 II>는 두 선을 꼬아 만든 전선이 연결된 빈티지 소켓에 끼워졌다.91  

이 조각 작품들로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상품 조각을 살펴보면, 존스가 상품의 형태를 지닌 조각 부분을 

좌 와 함께 구성한 방식이 모두 다르다. 둘째, 세 개의 상품 조각은 모두 

‘금속조각’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존스는 상품 조각을 통하여 조각과 사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좌 를 다양하게 배치하 던 것 같다. 각 상품 조각을 살펴보면, <전구 I>의 

경우 전구 조각은 좌  위에 놓 고, <손전등 I>에서 손전등은 좌 와 분리된 

                                                        
90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p. 25-26. 
91 Hanor, 앞의 글, pp.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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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철사 받침  위에 얹혀졌으며, <전구 II>에서 전구 부분은 좌 가 없이 

직접 바닥에 배치되었다. 고 에서부터 좌 는 조각을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요소 음을 고려하면, 존스가 전구와 손전등 부분을 좌  위에 

안치하 을 때는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강하게 부여하려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바닥에 놓인 전구 조각는 작품이라기 보다는 일상 사물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듯 존스는 조각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물과 실제 사물같아 보이는 

조각을 만들며 예술과 사물의 경계에 의문을 던졌다. 회화 작품을 만들 때부터 

그는 예술과 사물을 뚜렷이 구분하는 당시의 통념과는 다른 입장을 가졌다. 

개인전에서 공개된 회화 작품 <깃발>에 하여 비평가들이 “이것을 실제 

깃발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깃발을 그린 그림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쟁점을 제기하자 존스는 “둘 다 가능하다”라며 예술과 사물 간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 92  1958 년에는 이에 한 고민을 조각의 역까지 확장하여 상품 

조각의 구성 방식을 통하여 조각과 사물의 경계를 실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존스가 상품 조각 제작에 있어서 ‘금속조각’이라는 재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존스가 ‘금속조각’을 통하여 

회화에서 즐겨 사용하던 엔코스틱 기법의 효과를 얻었을 가능성을 지적하 다. 

실제로 ‘금속조각’과 엔코스틱은 몇 가지의 공통된 속성을 지닌다. 먼저, 둘 다 

전통적으로 숭고하게 여겨지던 조각 매체가 아니었다. 또한 두 재료 모두 

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양을 성형하고 표면에 다른 자국을 새기거나 도장을 

                                                        
92 Selden Rodman, “The Artist as Antihumanist,” The Insiders: Rejection and Rediscovery of 
man in the Arts of Our Tim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0), p. 36. 이 

인터뷰 내용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 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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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을 수 있다. 게다가 둘 다 마르는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이 재료들을 붓으로 

빠르게 덧바르면 붓질한 흔적이 서로 섞이지 않고 명료하게 남는다.93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금속조각’으로 칠해진 표면은 균일하지 않게 굳어진 질감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 엔코스틱 기법으로 칠해진 덧바른 이전 그림들의 표면과 

유사해 보인다. 

  같은 해에 제작된 다른 손전등 조각들의 재료 역시 연성이 강하다. 

<손전등 II>(1958)(도 21)은 회색의 종이 반죽(papier mâché)을 손전등 모양의 

틀에 찍은 다음 따로 만든 좌 와 합쳐 만든 작품이다. 손전등 부분에는 손으로 

반죽을 펴바른 흔적이 균일하지 않다. 좌 에는 엄지와 중지로 표면을 서툴게 

누르고 찝은 흔적이 있다. 94  종이 반죽 역시 ‘금속조각’처럼 만지는 로 

성형되는 연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손전등 III>(1958)(도 22)을 만들 때에는 

회반죽을 사용했다. 회반죽 역시 석고 가루를 물과 섞을 때에 연성을 조절하여 

모양을 성형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재료이다. 손전등 부분은 <손전등 II>에서 

사용했던 틀에 녹슨 듯한 색을 더한 회반죽을 더하여 제작했다.95 좌 에는 물감 

나이프와 손으로 모양을 다듬은 자국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군데군데에 내부를 

구성하는 철사가 튀어나와 있어 좌 의 복잡한 구조를 암시한다. 실제로 좌 의 

형성과정은 복잡했다. 먼저 옷걸이 철사로 만든 지지 에 손전등보다 길고 넓은 

                                                        
93 엔코스틱은 고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에 사용하던 매체 고, 금속조각은 일반인들과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문구용품이었다. 엔코스틱의 연원에 해서는 Babara Rose, “Mapping 

the Mind,” Jasper Johns: Gray (Chicago, IL: Art Institute of Chicago; New Haven; London: 

distributed by Yale University Press, c2007), pp. 151-152; 존스가 즐겨 사용하던 매체의 

공통점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 다. John Yau, “Chapter 3,” A Thing Among Things, pp. 42-50; 

John Yau, “Light Bulbs and Lead Reliefs,” Seeing with the Mind’s Eye (New Haven; London: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in Association with Yale University Press, 2012), p. 88. 
94  <손전등 I>만이 유일하게 실제 사물에 재료를 덮어 만든 조각이다.  
95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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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 막 를 두고 회반죽을 덮었다.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손가락과 다른 

도구들로 외면의 형태를 다듬고 회반죽이 마른 뒤에는 끌로 옆면을 각선과 

수직의 방향으로 긁은 후 양감을 붙 다. 마지막으로 윗면을 겹겹이 쌓은 다음, 

가장 위에 손전등을 얹고 주변에 회반죽을 발랐다.96  

 살펴본 바와 같이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며 조각을 살펴보면, 존스가 

의도적으로 흔적이 잘 남는 연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한 다음, 성형 흔적을 

구석구석에 남긴 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조각을 꼼꼼하게 제작하는 

제작자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혹자는 상품 조각을 통해 과거 로댕의 청동 

조각의 손자국과 얼룩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댕의 조각과는 

달리, 상품 조각의 성형 흔적에서 예술가의 개성 혹은 창조성을 동반한 

‘아우라’를 읽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존스가 창작적인 시각물을 만든 신 쉽게 

접할 수 있는 량생산 상품의 형태를 그 로 따라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존스는 1958 년에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비재의 

형태로 조각을 제작하며 창조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가능한 줄 다. 그리고 당시 

뉴욕 미술계에서 만연하던 “조각가-구축자” 담론에서 말하는 조각가의 

독창성과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에 항하 다. 존스가 제작 과정을 

가시화시키는 재료를 사용하여 조각의 표면에 성형 흔적을 남겼지만, 상품 

조각이 일반적인 제품의 형태를 그 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남은 손의 

흔적들은 예술성을 부여하는 창조적 손길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공예 

제품을 공들여 만드는 장인의 제작 과정 혹은 제작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식에 

가까워 보인다. 

                                                        
96 제작 과정에 관해서는 Shannon, 앞의 책, p. 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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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 년, 두 점의 <채색된 청동> 

 

손전등과 전구 조각을 만들었던 1958 년의 작업을 고려해보면 존스가 2 년 뒤인 

1960 년에 에일맥주(Ale) 캔 조각과 커피 캔 조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겨진다.97 둘 중 먼저 만들어진 맥주 캔 조각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  

 

내가 손전등과 전구와 같은 작은 물건들을 상으로 조각들을 만들 때, 드 쿠닝에 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다. 드 쿠닝은 내 전속 컬렉터 레오 카스텔리에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나 있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다. ‘그 망할 놈의 자식에게 맥주 두 

캔을 줘도 그 놈은 그걸 미술이라고 팔아버릴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맥주 캔 

조각이라…… 굉장하겠는데’라고 생각했다. 맥주 캔은 내가 하고 있던 조각 작업들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맥주 캔 조각을 만들었다. 그리고 예상 로 

카스텔리는 그 맥주 캔 조각을 미술 작품으로 팔았다.98 

 

존스는 석고로 두 개의 발렌타인 맥주 캔의 틀을 만들었고 이들을 얹은 

좌  위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었다. 그 뒤에 청동으로 조각을 완성했다. 

                                                        
97   1959 년 10 월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열린《3 차원 작품(Work in Three 

Dimemsions)》전에는 <전구 I(Lightbulb I)>, <손전등 I(Flashlight I)>, <손전등 II(Flashlight 

II)> 그리고 <손전등 III(Flashlight III)>이 포함되었다. Tone, “Chronology: 1959-1960,” Jasper 
Johns: A Retrospective, p. 166; 1960 년에 만든 조각들은 1961 년 1 월 31 일에 열릴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열릴 《재스퍼 존스: 소묘와 조각(Jasper Johns: Drawings and 

Sculpture)》전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Weitman, 앞의 글, p. 40. 
98 Gene R. Swenson, "What Is Pop Art? Part II," Artnews 62 no.10 (February 1964), p. 43, 

66-67. 이 인터뷰는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 

94 에서 재인용. 
46



  47 

 

청동의 캔에는 실제 발렌타인 에일 맥주 캔의 표면과 같은 색채를 물감으로 

칠했고 캔 몸체와 윗면에는 라벨을 복제하듯이 세심하게 그렸다.99 이렇게 청동 

위에 물감을 채색하여 완성된 조각 작품이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Painted 

Bronze(Ale Cans)>(이하 맥주 캔 조각)(도 36)으로, 드 쿠닝이 카스텔리를 

비아냥거린 일화에 한 반응으로 제작되었다.100 

드 쿠닝의 일화는 그 일화로 인해서 조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외에도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1960 년에 드 쿠닝은 추상표현주의를 표하는 

미술가 고 카스텔리는 추상표현주의가 아닌 새로운 미술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었다.101 오히려 존스는 드 쿠닝이 비아냥거린 맥주 캔이 그의 조각 작업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더불어 그는 카스텔리가 

맥주 캔 조각에 미적 가치를 부여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존스의 조각을 본 몇몇 비평가들은 “좌 에 두 개의 진짜 발렌타인 에일 

캔을 두었다”고 하 다. 한 비평가는 “너무나 형태가 완벽해서 면 히 관찰을 

할 때에도 원형같아 보인다”고 하 고 또 다른 비평가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트롱프뢰유(trompe l’oeil)"로 보았다.102 언뜻 보면 이 조각들은 량생산된 두 

개의 맥주 캔들을 놓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성급한 판단이다.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은 1958 년의 조각들과 달리 캔 모양의 청동 

조각 위에 물감으로 캔의 색깔과 특정 브랜드의 라벨을 채색해 만든 작품으로, 

                                                        
99 손전등이나 전구와 같은 이전의 조각들은 모두 회색의 금속조각으로 만들어져 회색의 

단색이었다. 따라서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은 최초로 채색이 더해진 조각이다.  
100  존스는 1958 년 1 월에 그의 개인전을 보러 온 윌렘 드 쿠닝과 안면을 텄다. Tone, 

“Chronology: 1930-1958,” p. 128.  
101 Annie Cohen-Solal, Leo and His Circle: the Life of Leo Castelli (New York: Alfred A. 

Knopf, c2010), pp. 245-270. 
102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p. 34-3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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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만 따져 보아도 앞의 비평들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전구와 손전등 

조각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라서 <전구 I>과 <손전등 I>로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 그가 <손전등 I>을 작업할 때에 특정 제품을 고집하 음을 

시사하는 인터뷰가 있다. 1965 년 6 월 데이비드 실베스터(David 

Sylvester)와의 인터뷰에서 존스는 그가 선호하는 디자인의 "손전등을 찾는 

데에만 일주일이나" 걸렸음을 고백했던 것이다.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손전등의 이미지에 맞는 것을 사려고 했다. 내가 

생각했던…그 손전등을 찾는 데에만 일주일이나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손전등을 보았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손전등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 기억을 의심할 정도 다.103 

 

미술사학자 쉐넌의 연구에 따르면 존스가 손전등 조각에 사용했던 

모델은 미국의 손전등 브랜드 USA Lite 모델 중 스위치 둘레의 이음부가 

곡선으로 둘러싸 고 몸체에 세로 줄무늬 홈이 장식된 금속 손전등이었다(도  

37). 그가 손전등을 만들었던 1958 년에 이미 그러한 디자인은 구식이었다. 

신 빨간색 플라스틱 손전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스가 

일주일에 걸쳐 어렵게 찾아야 했던 것이다.10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구와 

손전등 조각들은 브랜드명이 없는 일반적인 외형으로 제시된 반면 작업실에 

항상 놓여있던 맥주 캔을 소재로 한 조각에는 특정 브랜드명을 세세하게 

                                                        
103 Jasper Johns, Interview by David Sylvester, recorded for the BBC (June 1965). 이 인터뷰의 

내용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113-121 에서 

재인용. 
104 Shannon, 앞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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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했다. 조각의 표면에는 량생산 캔에서는 볼 수 없는 흔적들이 다수 남아 

있다. 특히 이 흔적들은 1960 년의 캔 조각들을 1958 년의 전구 및 손전등 

조각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앞에서 비평가들이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을 량생산 

상품처럼 여긴 이유는 캔의 모형과 세심하게 묘사된 라벨 때문이었다. 존스는 

실제 캔을 직접 본따서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원기둥 모양의 원본 석고 

모형을 살펴보면 마감 부분은 일정하지 않고 뭉개졌다(도 38). 이는 실제 

캔에서 직접 형상을 모형에서 캔 윗면 가장자리 부분을 칼로 베어 낸 뒤에 

떨어져 나간 부분만 손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다.105 실제 상품에서 모양을 

직접 본뜨는 방법과 손으로 서툴게 마감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다는 

점을 보면 존스는 맥주 캔 조각에 량생산 기성품의 면모와 더불어 개인 

저자의 손길도 포함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청동 채색 및 라벨 표면에도 마른 붓질과 얼룩이 두드러진다. 캔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녹슨 듯한 얼룩이 있다. 각 라벨의 색과 붓질도 서로 

상이하다. 왼쪽에 놓인 캔의 N 아래에는 보다 어두운 색이 칠해졌고 오른쪽 

캔의 라벨에는 노란색 물감이 건조하게 덧칠되었다(도 39). 캔 옆면에 쓰인 

“Brewer’s Gold”은 얼룩이 졌고 이음새 부분은 강조되었다(도 40).106 각 캔은 

좌 와 분리되며 일반 캔보다 무게가 훨씬 무겁다. 이와 같이 캔 표면의 녹슨 

                                                        
105존스는 조각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해서 거의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들의 제작 

과정에 해 다룬 글들이 많지 않으며 존스가 손수 원본의 형태를 석고로 떠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최근 존스는 “원본의 석고 모형 중 일부는 여러 잡동사니에서 본을 떴고 다른 

부분은 내가 만든 틀에서 주물을 떴다”고 밝혔다. 위의 책, p. 77. 
106 이음새 부분에 한 의견은 샤넌의 연구를 따랐다. 샤넌은 존스가 석고 작업을 할 때에 뾰족한 

도구로 깊게 이음매 선을 그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앞의 책,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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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자국, 라벨 가독성을 저해하는 마른 붓질 및 얼룩, 어색하게 두드러진 

이음매와 육중한 무게는 존스가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요소들로 이 조각들이 

실제 캔이 아님을 알려준다. 보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동일해 보이는 두 

맥주캔도 각각 개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왼쪽 캔 윗부분의 뚜껑은 

열려 있지만 오른쪽 캔은 닫혀 있다(도 41). 뚜껑이 열린 왼쪽의 캔은 오른쪽 

캔보다 크기도 조금 더 작고 무게도 상 적으로 더 가볍다. 왼쪽 캔은 윗면에 

삼륜이 그려진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통용되는 캔인 반면 뚜껑이 닫힌 오른쪽 

캔 윗면에는 삼륜이 없어 미국 북부 뉴욕의 캔임을 알 수 있다.107 

1965 년 3 월 『아트 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존스는 관람객이 

실제 맥주 캔같아 보이는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조각이 일일이 제작된 작품임을 

알아내주기를 바랐다. 맥주 캔 조각에 한 월터 홉스(Walter Hopps)의 질문에 

존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작품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속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류의 작업에는 흥미가 없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여전히 통찰력을 유지해서 과거에 

그 상이 무엇이었고 지금은 그 상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진짜 사물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드는 일도 좋지만 작품을 관찰해보면 확실히 실제 사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작품이 더 좋다.108 

                                                        
107 Orton, Figuring Jasper Johns, pp. 184-185 
108 Walter Hopps, "An Interview with Jasper Johns," Artforum 3 no.6 (March 1965), pp. 32-

36. 이 인터뷰 내용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106-113 에서 재인용. 
50



  51 

 

 

물론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 존스의 캔 조각들이 청동 좌  

위에 안치되어 있기 떄문에 예술 작품이며 실제 사물과 구별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와이트먼에 따르면 좌 는 캔 조각들에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두 개의 개별적인 캔을 하나의 조각으로 연결시켜주는 맥락을 

제공한다.109 흥미롭게도 이 좌 에도 존스가 계획적으로 남긴 자국들이 있다. 

좌 의 평평한 수평면 부분에는 노란 물감으로 얼룩진 흔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희미한 물감 얼룩이고, 다른 하나는 물감을 묻혀 찍은 손가락 지문 

자국이다(도 42). 캔은 좌 와 분리된다. 캔을 들고 좌 를 보면 캔의 밑둘레 

자국이 수평면에 나란히 찍혀 있고 그 주변은 검정 잉크 자국으로 얼룩졌다. 

이러한 자국은 제작 중에 우연히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조각 작업 중에 좌 에 물감을 흘리고 물감 묻은 손가락 

지문을 좌 에 묻히는 저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캔 조각의 밑부분에는 각 캔 고유의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쓰여 

있다. 하나는 97843 이고 다른 하나는 98148 이다(도 43). 일련번호는 제품이 

연속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질 때에 부여되는 특정한 번호로 제품의 식별을 돕는 

장치이다. 따라서 일련번호는 각 맥주 캔이 제조 상품임을 증명한다. 동시에 두 

캔이 동일하지 않으며 식별 가능함을 보여준다. 110  요약하자면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의 두 캔은 발렌타인(Ballentine) 제조사 공장에서 함께 

량생산된 표준화된 캔처럼 보이지만 각각 구분될 수 있는 개별적인 특징들을 

                                                        
109 Weitman, 앞의 글, pp. 39-64. 
110 샤넌은 각 캔의 밑바닥에 서로 다른 고유번호가 적혀 있음을 처음으로 논의하고 도판으로 

실었다. Shannon, 앞의 책,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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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특히 일련번호, 지역 표시 라벨과 같은 요소는 좌  위의 지문 

자국과 함께 정체성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지문 역시 개인 신원의 식별을 돕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한 화두는 같은 해에 제작된 또다른 조각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Painted Bronze(Savarin))>(이하 커피 캔 조각)(도 44)으로 

이어진다.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은 맥주 캔 조각이 완성된 뒤에 제작되었다. 

존스는 사바린 커피 캔에 17 개의 붓이 거꾸로 꽂혀 있는 석고 모형을 떠낸 후 

주조소에 보내 청동 조각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채색을 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이 커피 캔은 거의 실제 상품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묘사되었다. 맥주 캔들과 

달리 커피 캔은 하나의 사물처럼 바닥에 직접 놓았다.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좌 가 없어 더욱 실제 커피 캔 제품처럼 보인다.111 그러나 이 사바린 

캔은 실물보다 크기가 작으며 무게는 실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제 제품과 

다르다. 또한 라벨은 비교적 자유롭게 칠해져서 캔에 쓰여 있는 글씨 

‘Savarin’의 첫번째 알파벳 에이(a)는 흘러내린 테레빈유에 흐려졌다. 캔 둘레에 

칠해진 알루미늄 물감 사이로 청동의 표면이 듬성듬성 드러나 있고 빨간색의 

페인트 밑칠 자국이 보인다. 이러한 자국들은 제작자가 직접 손질했음을 

나타낸다.112  

                                                        
111 이와 관련하여 와이트먼은 존스가 조각을 좌  위에 두기도 했지만 두지 않기도 했는데 이는 

<전구 I>과 <전구 II>에서도 그러하 다. 좌  위에 놓은 맥주 캔들은 예술작품으로 읽힐 수 

있지만 붓이 잔뜩 꽂혀 있는 사바린 커피캔은 예술의 지위를 부여해줄 좌 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맥주 캔들보다 뒤샹 식의 레디메이드에 가깝다고 보았다. Weitman, 앞의 글, p. 44. 
112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 연구자들은 이러한 흔적들을 예술적인 손질 방식으로 해석하곤 

하 다. 예컨 , 미술사가 프레드 오튼은 존스 고유의 손질 방식 때문에 이 조각 모든 부분에 

미술가의 주관이 엿보이며 캔, 라벨, 붓의 표면에 나타나는 회화적인 속성들은 고유의 촉감을 

만들어내려는 존스의 정체성으로 읽힌다고 하 다. Orton, “Jasper Johns: The Sculptures,”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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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된 청동(사바린 캔)>에는 붓이 캔에 빽빽하게 꽂혀 있어 보다 

새로운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이 커피 캔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한 용기가 

아닌 그림을 그릴 때에 붓을 꽂아두는 붓통이다. 따라서 표면의 물감 얼룩들과 

채색 자국들은 그림 작업 뒤에 남은 사용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물감 칠이 

벗겨지고 청동이 드러난 부분들도 사용 기간 동안 낡고 바래어 캔의 라벨과 

도료가 벗겨진 흔적으로 보인다. 붓 의 여기저기에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 

회색 등의 물감 얼룩과 함께 지문 자국이 묻어 있다(도 45). 검정 띠가 둘러진 

캔 하단에도 주황색 엄지손가락 지문 자국이 남아 있다(도 46).  

여기저기 찍힌 지문 자국들은 예술가의 독창적인 손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커피 캔에 여러 개의 붓을 꽂고 손에 물감을 묻혀 가며 그림을 그린 

사용의 흔적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이렇게 캔에 붓을 잔뜩 꽂아 두는 사람은 

그림을 자주 그려서 붓을 여러 개 사용하는 화가일 것이다. 따라서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은 작업실에서 그림 작업을 하는 화가의 물건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존스는 작업실에서 테레빈유를 담는 커피 캔에 붓을 꽂아 두고 

사용하 다(도 47). 즉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은 존스가 작업실에서 미술을 

제작하는 존스의 존재를 시사하는 물건인 것이다. 존스 외에 커피 캔에 붓을 

꽂아 놓고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소재로 세심하게 조각을 

만든 이는 존스가 유일하 다. 따라서 커피 캔 붓통의 주인은 존스뿐이다. 

이렇게 존스는 상품 조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었고 완곡하게 그의 

정체성을 암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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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공예적 특징에서 비롯된 차별성 

 

존스가 1958 년과 1960 년에 상품 조각을 손으로 만들면서 표면에 남긴 흔적, 

뭉개진 자국과 물감 얼룩은 제작자가 작품을 공들여 만드는 과정 및 제작자의 

존재를 말해준다. 수작업의 흔적은 미술사에서 존스의 상품 조각을 독특한 

위치에 놓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간과한 몇몇 비평가들은 상품 조각을 주로 

‘레디메이드(Readymade),’ 즉 기성품의 예술을 잇는 작품군으로 연결짓거나 

혹은 1960 년 를 초의 ‘팝 아트(Pop Art)’와 동일시하 다. 존스가 상품을 

모티프로 조각을 만들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품 조각에는 제작자가 

손으로 만든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어 기계적인 외형을 가지는 작품들과 엄 히 

구분된다. 따라서 존스의 상품 조각은 현  미술사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지닌다. 

상품 조각의 특이성이 간과된 채, 레디메이드 작품 정도로 여기는 

입장이 많았던 데에는 존스를 뒤샹과 흔히 결부시켜 논의하 던 당 의 

분위기가 있었다. 존스와 뒤샹을 연결지어 설명한 미술사학자 로버트 

로젠블럼은 1957 년 5 월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열린 단체 전시 《뉴욕(New 

York: Bluhm, Budd, Dzubas, Johns, Leslie, Louis, Marisol, Ortman, 

Rauschenberg, Savelli))》에서 존스의 작품을 보고 ‘네오-다다(Neo-

Dada)’라는 용어를 고안하 는데, 그 이후에도 존스의 작품을 설명하는 여러 

글에서 이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1957 년에 ‘네오-다다’를 

처음으로 언급한 로젠버그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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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의 <깃발>이 성조기를 정확하게 모사했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이 작품이 가진 힘에 

해 설명하기는 힘들다. 뒤샹의  레디메이드에서 느낄만한 합리적인 비논리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작품은 성조기를 모독하는 것일까 혹은 성조기에 존경을 표하는 

것일까? 단순한 것일까 난해한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서 네오-다다의 정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113 

 

주목할만한 부분은 ‘네오-다다’로 존스의 작품을 설명하 던 

로젠블럼조차 이후 이 용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즉, 1960 년의 논저에서 그는 존스를 뒤샹과 같은 

다다 미술가로 쉽게 분류하지 말 것을 주장하 다.114 사실 존스의 상품 조각의 

표면에는 수공예적 성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레디메이드 작품과 

구분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 점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다.  

물론 존스는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잘 알고 있었다. 1917 년 뉴욕에서 

프랑스 미술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 레디메이드 

작품인 <분수(Fountain)>(1917)를 전시하여 파장을 일으킨 이후, 미국에서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잘 알려져 있었다.115 1936 년 뉴욕 현 미술관의 관장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가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다룬 규모의 전시를 

열면서 일부 작품들을 박물관의 구 소장품으로 구입하 다. 1941 년 미술 

                                                        
113 Robert Rosenblum, “Castelli Group,” Arts, vol. 31, no. 8 (May 1957), p. 53.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A Retrospective, p. 127 에서 재인용. 
114  로젠블럼은 “뒤샹의 향을 감지할 수 있지만, 존스의 작업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자와 

관계된다”고 입장을 다소 수정하 다. Robert Rosenblum, “Jasper Johns,” Art International 4 

no.7 (September 25, 1960), p. 77. 
115  뒤샹의 작품 <분수>는 국내에서 작품명 <샘>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우정아, 

「물질의 소멸과 예술의 탄생: 마르셀 뒤샹의 <분수>와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러버보이>」,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7 (2008), pp. 138-167 의 작품명 표기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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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이자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 1898-1979)이 뉴욕에 

지은 금세기 미술관(Art of this Century Gallery)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갤러리에서도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품은 계속 전시되었다. 116  일부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은 초기에 초현실주의의 향을 받기도 했다.117 또한 

존스의 동반자 라우셴버그는 1953 년 봄에 뒤샹의 <숨겨진 소리와 함께(À 

Bruit Secret)>(1916)를 생각하며 <음악상자(Music Box)>을 만들었고 뉴욕의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Sidney Janis Gallery)에서 《다다: 1916-1923(Dada: 

1916-1923)》전도 관람했다 (도 49, 50).118 케이지는 일찍이 뒤샹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잦은 교류를 하면서 아방가르드 예술관을 공유하 고 

자기 표현을 넘어서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우연성을 도입한 음악 연주를 목표로 

삼았다. 케이지는 “초현실주의와 다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다다를 선택할 것이다. 다다 예술가들 중에서는 특히 뒤샹처럼 되고 싶다. 

뒤샹이 했던 것처럼 다다 작업을 한 뒤에는 다시 다다로부터 벗어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뒤샹의 예술관에 동감하고 있었다.119  

                                                        
116 William S. Rubin, Dada, Surrealism, and Their Heritag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68]), pp. 159-160. 
117  페기 구겐하임의 금세기 미술관은 1940 년 에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과 당시 신진 

미술가들이었던 폴록, 마더웰, 스틸이 자주 모이던 장소 다.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automatism)은 추상표현주의의 행위 중심 기법에 향을 미쳤다. 프랑스 미술가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 1896-1987)에 따르면 폴록의 액션 페인팅 기법은 자동기술법을 

극도로 발전시킨 결과 다. Arnason and Mansfield, 앞의 책, pp. 329-330, 405; 폴록은 

피카소와 큐비즘의 향을 강조했지만, 1940 년 에 그린 그림에서 초현실주의 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Landau, 앞의 책, pp. 83-99. 
118 Kosinski, 앞의 책, pp. 17-19. 
119  존 케이지는 1935 년 미국의 수집가 아렌스버그(Walter C. Arensberg)의 캘리포니아 

저택에서 처음으로 뒤샹의 작품을 접했고 1942 년 6 월 페기 구겐하임의 뉴욕 저택에서 뒤샹을 

처음 만났다. Basualdo and Battle, 앞의 책, p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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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도 상품 조각을 만들 때까지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품을 많이 

접했다. 1952 년 일본 센다이 주둔 당시 그는 도쿄에서 일본의 다다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전시를 관람했고 1954 년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에서 

열렸던 《마그리트: 언어와 이미지(Magritte: Word vs. Image)》전에서는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의 1928 년과 1930 년 사이 작품들을 

보았다. 120  같은 해 가을, 당시 그의 작품이 다다 미술가 슈비테르(Kurt 

Schwitters, 1887-1948)의 작품 같다는 말을 듣고 미술관에 직접 슈비테르의 

작품을 확인하러 간 적도 있었다.121  

1957 년 5 월 그의 <깃발>에 하여 로젠블럼이 ‘네오-다다’라고 

비평한 데에서 자극을 받은 존스는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존스는 마더웰이 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한 단행본 

『다다 화가들과 시인들(The Dada Painters and Poets)』(1951)을 읽었다. 이 

책에는 뒤샹의 <분수>와 함께 뒤샹의 친구이자 미국 사진 작가 만 레이(Man 

Ray, 1870-1976)의 <선물(Gift)>(1921) 등의 도판이 실려 있었다(도 48, 

51).122 여기에 흥미를 느낀 존스는 아렌스버그(Walter C. Arensberg) 컬렉션에 

포함된 뒤샹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 라우셴버그와 함께 필라델피아 미술관 

                                                        
120 Tone, “Chronology: 1930-1958,” pp. 122-123. 
121 존스는 정말 자신의 초기 콜라주 작품이 슈비터스의 작품 같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자마자 

이전에 제작하던 작품들을 거의 다 부수고 작업 방식을 새롭게 바꾸었다. Steinberg, 앞의 책, p. 

19; Tone, 위의 글, p. 124. 
122 이 단행본은 1951 년 12 월 6 일 뉴욕에 출간되었고 마더웰이 총 편집을 맡았다. Basualdo and 

Battle, 앞의 책, pp. 311, 319; 뒤샹은 뉴욕의 J. L 머트 철공소(J. L. Mott Iron Works) 에서 

구입한 남자용 소변기 위에 "R. Mutt"라는 익명을 서명한 뒤 <분수>라는 제목으로 미술전에 

출품하여 '저급한' 일상의 사물에 미술작품의 지위를 부여하 다. 만 레이는 다리미의 밑면에 

일렬로 강철 못을 붙여 <선물>을 제작했다. 그 외 존스가 책에서 확인하 을 내용들에 해서는 

Robert Motherwell ed., The Dada Painters and Poets: An Antholog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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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delphia Museum of Art)를 방문하여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 로즈 

셀라비(Why Not Sneeze Rrose Sélavy?)>(1921)(도 52) 등의 작품들을 

보았다.123 1958 년에는 컬렉터 피터스 부부(Donald and Harriet Peters)로부터 

뒤샹의 <여행용 가방(Boîte-en-Valise)>(1941)(도 53)의 복제품을 선물 받기도 

했다.124 얼마 지나지 않아 1959 년 1 월 뒤샹을 직접 소개받은 존스는 이후 

뒤샹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고 이를 계기로 뒤샹의 미술 세계를 적극 

탐구하 다.125 

존스가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품 

조각이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다는 

무정부주의적이고 사회 비판적이었지만 존스는 정치적 주장에 관심이 없었다. 

1959 년 2 월 『예술(Arts)』지에 존스가 힐튼 크레이머(Hilton Kramer)의 

비평에 반박하는 기고문에서 "라우셴버그가 즐겁게 만든 작품은 공격적인 

작품으로 매도되고 나(존스)는 다다 예술가로 분류"되었다는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126  다다와의 연관성에 해서 존스는 "다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가깝다"며 "오직 보이는 상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컨퍼런스에서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상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반응했다. 1954 년에도 존스는 그의 작품 중에서 슈비테르 작품처럼 보인다는 

                                                        
123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 로즈 셀라비?>는 새장 안에 각설탕처럼 보이는 사각의 리석 

152 개와 온도계를 둔 작품이다. Anne Harnoncourt and Kynaston McShine ed., Marcel 
Duchamp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73), pp. 294-295. 
124 라우셴버그는 “<음악상자>를 만들 때 뒤샹에 해서 많이 생각했었다”고 하 다. Tone, 앞의 

글, p. 127. 
125 Basualdo and Battle, 앞의 책, pp. 243-325. 
126 Jasper Johns, “Collage” (Letter to the Editor), Arts 33 no. 6 (March 1959), p. 7.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 1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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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을 버린 적도 있었다. 이 일화는 다다처럼 보이는 작업조차 부정하려는 

존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작품을 버린 이유로 존스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만 

만들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하지 않겠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했던 

작품처럼 보이면 그만둘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 다.127  

한편 존스는 초현실주의자와는 달리, 무의식의 환상 혹은 성적 공상을 

작품에 부여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존스는 초현실주의자처럼 서슴없이 작품과 

환상적인 이야기 혹은 성을 은유하는 일화를 연결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작품의 시각적인 특성만을 중요하게 여겼다. 128  『시카고 리터러리 

타임즈(Chicago Literary Times)』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의 작품은 심리학 개념과 연관"된 "심리적 이미지"이지만 

존스 자신은 "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심리학 이론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답하며, 신에 그는 “프로이드와 관련이 없는……눈에 보이는 형태를 

선호한다”고 하 다.129 캔버스 위 나무 손잡이에 철사 옷걸이를 건 뒤 회색 

물감을 칠한 작품 <옷걸이(Coat Hanger)>(1958)에 해서도 "이것은 

초현실주의 작품이 아니다. 내가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즉물적(literal)이다"는 

입장을 취하 다.130 실제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예술 이념, 목적과 경향을 

                                                        
127 Tomkins, Off the Wall, p. 106. 
128 Weitman, 앞의 책, pp. 41-42. 
129  달리 작품과의 연관성에 해 존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내 작품이 (달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달리는 심리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했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달리는 프로이드의 심리학 개념과 

연관되었다……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에는 관심이 없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꿈에 한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와 병치시킨다. 현  

이미지들은…프로이드적이지 않다." Jay Nash and James Homstrand, "Zeroing In on Jasper 

Johns," Literary Times (Chicago) 3 no.7 (September 1964), pp. 1, 9, 14. 이 인터뷰 내용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104-106 에서 재인용. 
130 Rodman, “The Artist as Antihumanist,” 앞의 책, p. 8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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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위하여 간행물을 함께 기획하고 출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 지만, 

존스는 그러한 활동에 관심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과묵하기까지 했다. 존스는 

그의 개인적인 예술관, 의도, 혹은 이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작품의 물리적인 형태에 집중하기를 좋아했다. 

단지 입장 차이만이 아니었다. 주목할 부분은 존스가 일상의 제품을 

모티프로 조각을 만들 때에 의도적으로 수공예적 특징을 강조하여, 제작자의 

손길이 제거된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레디메이드 작품과 구분을 하 다는 

점이다.131 미술계 역사상 처음으로 일상의 소비품을 진지한 미술로 전시한 

뒤샹은 작품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수>는 량생산된 

매끄러운 도기 표면을 그 로 지녔다.132 뒤샹의 "보조적 레디메이드(assisted 

readymade)" 역시 <자전거 바퀴(Bicycle Wheel)>(1913)(도 54)처럼 부엌의 

싱크  위에 자전거 바퀴를 설치하는 식이므로 산업적인 외형을 가진다.133 

“보조적 레디메이드” 개념을 받아들인 만 레이의 작업과 여성 초현실주의자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 1913-1985)이 찻잔과 숟가락 표면에 

이질적인 양 털을 부착하여 만든 표적인 초현실주의 오브제  <모피로 덮인 

                                                        
131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pp. 258-259. 
132 Josiah Mcelheny, “Readymade Resistance,” Artforum (October 2007), pp. 326-335. 
133 “조작된 레디메이드”란 예술가가 사물을 있는 그 로 제시하지 않고 사물에 여러 조작을 하여 

제시한 레디메이드로, 일상 사물의 표면을 이질적으로 처리하거나 낯설고 기이한 세부를 

덧붙여서 만드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술사가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에 따르면 뒤샹의 

“조작된 레디메이드” 작품은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Nude Descending a Staircase)>(1916), 

<숨겨진 소리와 함께(À Bruit Secret)>(1916), <L.H.O.O.Q>(1919)가 있다. David Joselit, 

Inifinite Regress: Marcel Duchamp, 1910-1941 (Cambridge, Mass.; London: MIT Press, 

c1998), pp. 8-90; 미술사가 H. 아르나슨(H. H. Arnason)은 뒤샹의 초기 작품 중에서 나무 의자 

위에 낡은 자전거 바퀴를 거꾸로 얹어 놓은 작품 <자전거바퀴>도 이질적인 두 사물이 결합된 

“조작된 레디메이드”라고 하 다. Arnason and Mansfield, 앞의 책, pp.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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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모피 위의 점심)(Fur-Lined Teacup (Lunch in Fur))>(1936)(도 55)에는 

미술가가 작품 제작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134  

존스의 상품 조각은 이와 같이 기존의 레디메이드 작품들과 구별된다. 

당 에 또다른 ‘네오-다다’ 예술가로 분류되었던 라우셴버그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도 존스의 상품 조각들은 여전히 독특한 지점에 있다. 존스의 

동반자 라우셴버그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구한 재료와 물건들을 접합한 컴바인 

작업을 하 는데, 특히 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건의 참된 모습을 존중하여 

그 로 사용하 다.135  예컨 , <코카콜라 도면(Coca-Cola Plan)>(1958)(도 

56)에서도 그는 빈 코카콜라 병 세 개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 로 선반 위에 

두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예시되듯, 라우셴버그는 하나의 소재를 개별 주제로 

삼지 않고 한 공간에 여러 물건을 포함시켰다. 136  존스가 소장하고 있는 

라우셴버그의 1954 년 작품 <페인트 캔들(Paint Cans)>(도 57)은 캔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 존스의 캔 조각들과 비교된다. 작업실에 있던 캔을 가져다 썼다는 

점, 그리고 작품명이 제작 과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페인트 캔들>과 <채색된 

청동>의 연결고리는 꽤나 명백하다. 라우셴버그의 <페인트 캔들>은 그의 초기 

                                                        
134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첫 번째 잡지 『초현실주의 선언(Surrealist Manifesto)』(1924) 

창간호에서 초현실주의를 “사물이나 현상의 본성, 혹은 용도를 바꾸는 모든 발견”으로 정의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미학적인 좌우명은 두 개의 이질적인 개념들을 연결 짓는 방법을 잘 보여준 

프랑스 시인 로트레아몽(Comte de Lautréamont, 1846-1870)의 수수께끼 같은 시구 “잘려진 

테이블 위의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처럼 아름다운”이었다. 이를 위하여 초현실주의자들은 

뒤샹의 "조작된 레디메이드" 개념을 받아들여 초현실주의 오브제(Objets Surréalistes)를 만들었다.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pp. 120-124.  
135 라우셴버그는 자신의 소재들이 추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는 비누 담는 접시, 거울 또는 콜라 병들이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다. 매일 

그런 물건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물건들을 열악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Tomkins, The Bride and the Bachelors, pp. 191-192. 
136 Sandler, "Rauschenberg and Johns," pp. 1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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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중 드물게 제목이 있는 작품이다. 제목은 작품의 소재와 제작 방식을 

동시에 알려준다. 오른편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기성품 캔 네 개를, 왼편에는 

라벨이 잘 보이도록 납작하게 눌러서 펴 놓은 캔을 놓은 후, 그 위에 페인트를 

뿌려서 만든 작품인 것이다. 존스의 <채색된 청동>과 비교하면 존스와 

라우셴버그의 서로 다른 작업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실제 캔을 

그 로 포함시킨 라우셴버그와는 달리, 존스는 청동으로 캔의 모양을 가진 

조각을 손수 만들었고 붓으로 꼼꼼하게 라벨 등의 세부 요소를 그렸다.137 

나아가, 존스의 상품 조각은 1962 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팝 아트 

작품으로도 분류될 수 없다. 물론 팝 아트 미술가들 역시 존스처럼 

중문화에서 차용한 주제를 손으로 만들었다. 존스가 손으로 직접 형태를 

주조하고 붓으로 하나하나 칠한 수작업의 요소를 상품 조각에 뚜렷하게 남긴 

반면, 팝 아트 미술가들은 존스와는 달리 인간의 흔적이 제거된 기계적인 

질감으로 작품의 표면을 마감하 다. 표적인 팝 아트 미술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브릴로 상자들(Brillo Boxes)>(1964)(도 58)은 

외형상 실제 브릴로 비누 상자와 다르지 않다. 작품을 만든 미술가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138 그러나 존스는 실제 상품과 구분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1965 년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존스는 “실물과 똑같은 

다른 것을 하나 더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실물과 작품이 헷갈려 보일 

정도로 비슷하지만, 좀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명백한 

                                                        
137 Weitman, 앞의 글, pp. 51-52; Pissarro, 앞의 책, pp. 174-180.  
138 아서 단토(Arthur C. Danto, 1924-2013)는 일반 사물과 시각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예술로 정의 내려지는 <브릴로 상자들>을 접한 후에 ‘예술의 종말’을 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작 Arthur C. Danto, Andy Warhol (Yale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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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만들기를 선호”한다고 말하며 그가 의도적으로 수공예적 성격의 작품을 

만들었음을 밝혔다. 139  존스가 수작업의 특징을 통하여 예술가의 존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가 결코 팝 아트까지 나아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본 장에서는 존스의 조각 작품이 가진 수공예적 질감을 바탕으로 상품 

조각이 미술사에서 지니는 독특한 입지를 가늠하 다. 특히 상품 조각을 

레디메이드와 팝 아트와 연관 짓는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 경향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 다. 수작업의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존스는 손을 자신만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139 Walter Hopps, "An Interview with Jasper Johns," Artforum 3 no.6 (March 1965), pp. 32-

36. 이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저서에서 재인용 하 다. Kirk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Distributed by Abrams, 

c1996),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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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손자국으로 나타난 미술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존스의 손자국은 1958 년 상품 조각에서 처음 나타났다. 

1960 년 상품 조각에서 손자국은 지문의 형태로 미술가의 존재를 명시하는 

서명에 가깝다.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고려도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미술가들도 손자국으로 존재를 드러냈는가? 존스가 지문 자국과 

손자국을 찍은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작업이 존스의 작품 

세계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질문들에 한 단서를 찾기 위하여 

손자국을 찍은 내적 논리를 파악하고, 후  작품에서 이 작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손을 표면에 찍은 자국은 가장 오래된 인간 신체의 

형상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가르가스(Gargas)의 동굴 벽화와 같은 구석기 

시 의 동굴에는 지금으로부터 2 만년 전에 원시인들이 남긴 손바닥 자국이 

다수 발견된다(도 59). 손바닥을 벽에 놓고 그 위에 안료를 불어서 만든 것이다. 

선사 시 부터 사람들은 손의 윤곽선을 즉각적으로 만드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 다. 140  프랑스의 사상가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에 따르면 손자국을 남기는 행위가 창조적인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단순하고 원초적인 행위이다. 바타이유는 

상의 표면에 손자국을 남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자국을 남겨 상을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 혹은 

                                                        
140 Krauss, The Optical Unconscious,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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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어느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자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려는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자국을 찍는 행위에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성이 없는 손 

이미지로도 인간 존재를 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한다.141 

이처럼 손자국은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다. 즉각적이고 단순하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생긴다. 그러나 1950 년  후반과 1960 년 사이의 뉴욕 

미술계에서 미술가가 손자국을 작품에 찍어 존재를 드러낸 방식은 드물었다. 

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자아와 내면의 감정을 

작품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미술가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1915-

1991)은 1949 년에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외부 세계의 묘사가 아니라 개인의 

추상적인 주관과 감수성을 회화 언어로 헌신”하는 바를 주목하여 미술가의 

‘자아(self)’에 한 개념을 부각시켰다. 142  미술사학자 마이클 레자(Michael 

Leja)가 지적했듯이,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은 개별 인간 존재의 자아와 주관에 

한 뚜렷한 믿음이 있었다. 붓을 움직이는 ‘액션’이 거칠수록 미술가의 자아가 

표현 양식에 보다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다.143 1950 년 한스 내머스가 찍은 

폴록의 사진과 상에서 폴록이 물감통에 붓과 나무 막 를 담고 손에 닿는 

로 집어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던지는 ‘액션’을 더 부각시킨 점은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중시하던 바를 보여준다(도 8).144 화 제작자 에  드 

안토니오(Emile De Antonio, 1919-1989)가 1972 년에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 

                                                        
141 Denis Hollier and Liesl Ollman, "The Use Value of the Impossible," October no.60 (Spring 

1992), pp. 3-24 에서 재인용. 
142 Balken, Abstract Expressionism, pp. 33-35. 
143 관련 논의는 Michael Leja, Reframing Abstract Expressionism: Subjectivity and Painting in 
the 1940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c1993) 참고. 
144 Landau, 앞의 책, pp.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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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그림(Painter's Painting)>에서 드 쿠닝이 커다란 붓으로 캔버스를 쓸어 

내리는 모습을 강조한 점 역시 자아의 내면에서 비롯된 존재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반면, 같은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존스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촬 되었다.145 존스의 모습은 

역동적인 움직임, 충동적인 감정, 자아의 표현을 강조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모습과 비된다. 

존스는 작품의 표면에 즉각적으로 찍은 물리적인 손자국으로 존재를 

확인했다. 손자국을 찍는 행위는 창조적인 충동, 독창적인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존스가 시각적인 창작물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신 손자국으로 존재를 

인식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의 예술관에 있다. 앞서 II 장에서 논의하 듯이, 

존스는 예술이 개인 표현의 수단이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각적 표현과 

미술가의 자아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활동에서부터 

개인의 심리와 관련이 없는 중문화 이미지를 모티프로 삼아 시각적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을 피하 다.  

이러한 예술관은 상품 조각을 만드는 1960 년에도 여전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존스가 1959 년과 1960 년에 전시 카탈로그와 잡지에 투고한 

논고와 당시 그가 쓴 작업 노트인『스케치북 노트』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글을 살펴보면 존스는 주로 작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물리적인 과정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컨 , 1959 년의 전시 《16 인의 미국인들(Sixteen 

Americans)》의 카탈로그에 기고한 논고에서 존스는 그의 그림 작업 과정을 

                                                        
145 미술사가 캐롤라인 존스는 미국 현  미술가들이 추구하는 작업 논리에 맞는 이미지를 매체를 

통해 구현하 음을 다음의 저서에서 고찰하 다. Caroline A. Jones, Machine in the Studio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98-105. 
66



  67 

 

무미건조하게 나열하 다. "나는 때때로 사물을 보고 그것을 그린다. 혹은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사물을 본다." 146  더불어 1960 년의 작업 노트를 

살펴보면, 행동을 무미건조하게 지시하는 명령조의 문구들이 열거되어 있다. 

"집중해라 / 시선 옮기는 것을 포함해라 / '보는 것'을 포함해라 /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라," "물건 같은 것을 만들어라," "…물감을 칠하고 캔버스에 문질러라."147 

즉, 존스가 쓴 논저 및 작업 노트에서 개인의 감정, 창조적 내면, 주관을 강조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글에서 나타난 존스의 예술관을 고려하면, 상품 조각에 찍힌 손자국을 

추상표현주의 작품에서 보이는 손자국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폴록의 회화 

<넘버 원(No.1)>(1948)의 경우, 화려한 물감의 타래 아래에 손바닥 자국들이 

일렬로 찍혀 있다(도 6, 60). 온 몸을 움직여서 예술적 표현을 만든다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업 원리를 따르면, 미술가의 신체는 예술의 표현력이 

집중된 장소이다. 미술가의 모든 움직임이 명백한 표현을 만든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캔버스 위에 남은 모든 몸의 흔적이 미술가의 뚜렷한 

주관과 창조적인 자아를 명시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손의 흔적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손자국은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창작의 결과물은 아니다. 그러나 미술가의 신체가 표현력의 

근원지라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손자국은 미술가의 창조적 내면의 

흔적으로 읽힌다. 더욱이 폴록의 손자국은 그의 표적인 표현 양식인 율동적인 

                                                        
146 Jasper Johns, "Artist's Statement," Sixteen Americans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59), p. 22. 이 인터뷰 내용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 19 에서 재인용. 
147 위의 책, pp. 49-50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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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의 선율 아래에 찍혀 있다. 이러한 맥락은 손자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148 반면에 존스는 손자국을 찍은 상품 조각에 감정을 표현하거나 

개인의 주관을 부여하는 요소를 함께 두지 않았다. 따라서 상품 조각에 보이는 

손자국은 창조적인 표현의 흔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존스는 역시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의 존재를 일부러 드러냈지만, 그에게 

있어 내적 감정과 자아의 정체성은 일정한 시각적 표현 양식과 간단하게 연결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존스가 1959 년과 1960 년에 쓴 논고와 작업 노트를 

참조하면, 그는 자아가 언제나 동일한 개체가 아니므로 자아를 미술가의 표 

양식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없다고 여겼다. 1960 년 인터뷰에서 존스는 개인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 

상과의 관계를 단순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몇몇 화가들은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한다. 단일한 상황에서도 여러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눈과 

마음이……어떠한 방법에 집중을 하면 그 방법의 본질에 따라 행동할 것이지만, 또다른 

방법에 집중을 하면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초점을 바꾸어가며 작업하는 

편을 선호한다. 초점에 따라 상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선호한다.149 

 

                                                        
148 Timothy J. Clark, "Jackson Pollock's Abstraction," Reconstructing Modernism: Art in 

New York, Paris, and Montreal, 1945-1964, pp. 180-204. 
149 Gene R. Swenson, "What Is Pop Art? Part II," Artnews 62 no.10 (February, 1964), p. 43, 

66-67. 이 글은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92-

96 에서 재인용. 
68



  69 

 

1959 년 12 월, 뉴욕 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16 명의 

미국인들(Sixteen Americans)》의 카탈로그 논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스는 

모든 것이 “각도 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존스는 하나의 

상도 여러 상황에서 살펴 보고 다양한 면을 파악하기를 선호했다. 그리고  

“단순한 개념으로 그림을 보는 데에 반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상의 만물은 보는 각도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는 초점을 바꾸면 나의 

작품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뒤샹이 (『녹색 상자』에서) '불가능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충분히 기억한다면 물건과 같은 것에서도 다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듯이……나는 단순한 개념으로 그림을 보는 데에 반 한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150  

 

존스의 논고에 인용된 뒤샹의 작업노트 원문도 서로 비슷해 보이는 

상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글이다. "정체를 확인할 것(Identifying) 

/…… 두 개의 비슷한 물건들을/ 두 개의 색깔, 두 개의 레이스를 / 두 개의 모자, 

두 개의 형태 무엇이든/ 불가능하겠지만 시각적으로 충분히 기억하고/ 물건과 

같은 것에서도/ 다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151  이처럼 시각적으로 

유사하여도 본질이 다를 수 있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60 년에도 

존스는 상의 본질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문제에 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트에 “다른 것들에 해 말해 주는 상”, “이전의 본질, 상태에 

                                                        
150  Jasper Johns, “Artist’s Statement,” Sixteen Americans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59), p. 22. 이 글은 앞의 책, pp. 19-20 에서 재인용. 
151 Sanouillet and Peterson, The Writings of Marcel Duchamp,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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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 수 없는 상”에 하여 여러 번 적었다.152 이렇듯 존스는 어떠한 

상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아가 존스는 자신의 자아조차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존스를 잘 알고 있었던 케이지는 1964 년에 “존스의 내면에는 

분명히 여러 명의 존스가 존재한다”고 하 다.153 존스 역시 크라이튼(Michael 

Crichton)과의 인터뷰에서 웃으며 “나의 내면에는 여러 명의 내가 있다. 당신의 

내면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154  

사실 존스뿐만이 아니었다. 개인의 자아가 언제나 일정한 연속체가 

아니라는 점은 세기말과 세기초를 거치며 이미 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문학에서는 표적으로 국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이 분열된 개인 인격에 해 쓴 환상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1886)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이 소설은 미국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얻어 널리 읽혀졌다. 심리학에서 정신분열증에 한 연구는 두 차례의 세계 

전을 거쳐 발전하 다. 정신 분열증 환자들의 미술을 고찰한 정신병리학자 

                                                        
152 1960 년에 존스가 쓴 작업 노트 중에서 정체의 변화 가능성에 해 언급한 글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다. “상실, 파괴에 해서 말해주는 물건. 소멸된 물건. 자기 자신에 해 

말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에 해 말해준다. 그 사건과 그 물건들을 묘사할 하나의 방법을 찾아라. 

드로잉은 아니다. 그 물건이 다른 것들을 포함하게 될까? 넘친다.” “무언가, 일종의 물건 같은 

것을 바꾸거나 부수거나 확 하면…이전의 본질, 상태 혹은 형태에 한 단서를 얻을 수 없다. 

물질적이고 추상적인 완고함. 이것이 유용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거울에 한 정보를 찾아라 / 안팎으로 동듬함을 없애라. 반-물질(Anti-matter).” Varnedoe,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49-50. 
153 John Cage, “Jasper Johns: Stories and Ideas,” Jasper Johns, exh. cat. (The Jewish Museum: 

New York, 1964), p. 22. 이 글은 Orton, Figuring Jasper Johns, p. 56 에서 재인용. 
154  Michael Crichton, Jasper Johns (New York: H.N. Abrams, in association with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9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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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프린츠호른(Hans Prinzhorn)의 저서 『정신병자의 조형 표현: 

형태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을 위하여(Bildnerei der Geisteskranken)』(1922)는 

일부 미술가들에 의해서 탐구되었다.155 흥미롭게도 1950 년  초에 예술에서 

자아를 표현하고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 중 일부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1951 년을 기점으로 폴록은 추상표현 이미지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구상화의 양식을 포함한 흑백 회화들을 제작하기 시작하 다. 

1951 년 겨울 베티 파슨스 갤러리(Betty Parsons Gallery)에서 열린 폴록의 

개인전에서 전시된 작품  <14 번, 1951(No.14, 1951)>(1951)(도 61)에는 가면, 

얼굴, 동물 그리고 악마의 형상들을 연상시키는 형태들이 재현되어 있었다.156 

1947 년부터 1950 년까지 폴록은 “화가는 그 자신을 그린다” 혹은 “나는 

회화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내면 세계를 추상 이미지와 동일시했지만, 재현 

이미지를 끌어들이면서 스스로 주장을 저버리고 말았다.157 

존스 역시 단일하지 않은 자아에 한 인문학적인 담론과 미술을 알고 

있었다.158 특히, 작품에서 손자국이 1958 년부터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존스가 

상품 조각을 만들던 시기에 받은 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155  Foster, Art Since 1900, pp. 186-190; Hal Foster, “Armor Fou,” October vol.56, 

High/Low Art and Mass Culture (Spring, 1991), pp. 106-124; Hal Foster, “Obscene, Abject, 

Traumatic,” October vol.78 (Autumn, 1996), pp. 106-124. 
156  당시 전시에서 그린버그는 재현 이미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감정 그 로가 전달된 

그림"이라고 호평했지만 후에 파악하게 되었다. Clark, "Jackson Pollock's Abstraction," 앞의 책, 

pp. 209-211. 
157 인용된 폴록의 어록은 Jones, 앞의 글, p. 640 에서 재인용. 
158 존스는 군 부 에서 복무하던 시절인 1952 년에 그가 즐겨보던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에서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의 소고 

“정신분열증의 미술: 사례 연구(Schizopherenic Art: A Case Study)”에 실린 정신분열증 아이의 

드로잉을 본 적도 있었다. Bruno Bettelheim, “Schizophrenic Art: A Case Study,” Scientific 
American, vol. 186, no. 4 (April 1952), pp. 30-34. 이 글은 Seth McCormick, “Jasper Johns, 

1954-1958: Persecution and the Art of Painting”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7), pp. 126-1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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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존스와 부쩍 가까워진 몇몇 예술가들 중에서 자아 분열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면적인 자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든 이들의 향을 주목할 

만하다. 먼저 1959 년 1 월부터 존스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적극적으로 

예술적인 교류를 나누었던 프랑스의 미술가 마르셀 뒤샹의 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59 년 1 월 뒤샹은 존스를 소개 받았을 때에 자신의 작업 노트인 『녹색 

상자(Green Box)』의 단행본을 존스에게 직접 선물 했다. 존스는 이에 자극을 

받아 뒤샹의 작업 노트를 적극적으로 탐구하 고 그의 미술 세계에 

매료되었다..159 이 노트에는 뒤샹이 <그녀의 구혼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159  1959 년과 1960 년에 존스는 뒤샹의 미술 세계에 매료되어 1959 년 12 월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뒤샹의 작업 노트를 인용하여 자신의 예술관을 밝힐 정도 다. 짧은 시기이지만 

존스가 뒤샹과 교류한 양상을 짧게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959 년 1 월, 뉴욕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에서 《예술과 발견된 오브제들(Art and the Found Object)》이 

열렸다. 이 전시에는 뒤샹의 <자전거 바퀴>, <부러진 팔에 앞서(In Advance of the Broken 

Arm)>, <병걸이(Bottlerack)>와 함께 라우셴버그의 작품 <오달리스크(Odalisk)> 1955/1958), 

<인테리어(Interior)>(1956), <글로리아(Gloria)>(1956)도 포함되었다. 당시 라우셴버그는 전시 

기획자 모이어(Roy Moyer)로부터 전시된 작품들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 달러에 뒤샹의 

<병걸이(Bottlerack)>를 구매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1 월 말에 시인이자 미술 비평가인 

니콜라스 칼라스(Nicolas Calas, 1907-1988)가 뒤샹을 존스와 라우셴버그의 작업실로 데려와 

개인적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존스는 그 해에 발간된 르벨(Robert Lebel, 1905-1999)의 단행본 

『마르셀 뒤샹(Sur Marcel Duchamp)』을 읽었고 뒤샹의 작업 노트 형식을 따라 자신만의 작업 

노트인 『스케치북 노트』를 만들어 작성하기 시작하 다. 1959 년의 4 월 6 일부터 5 월 

2 일까지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에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전이 열렸고 이와 

관련하여『빌리지 보이스(Village Voice)』지와의 담에서 뒤샹이 담화자에게 “라우셴버그와 

존스의 작품을 알고 있나요?”라고 물어본 내용이 기사로 실렸다. 존스와 라우셴버그에게 이는 

스크랩하여 보관할 정도의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파리의 한 서점에서 주최된 뒤샹의 

전시에서는 윤곽선으로 그의 옆모습을 그린 <옆모습 자화상(Self-Portrait in Profile)> 포스터 

70 쇄가 배포되었는데, 존스는 이 중 파란색 배경의 포스터 하나를 구매하 다. 10 월에 뒤샹의 

작업 노트와 어록이 수록된 단행본『소금 상인(Marchand du Sel)』이 파리에서 출판되자 후에 

뒤샹은 이를 존스에게 보내주며 “재스퍼 존스를 위해 / 친애하는 우정을 담아 / 마르셀 뒤샹 / 

1960 (pour Jasper Johns / en grande amitié  / Marcel Duchamp / 1960)”이라고 적었다. 

1959 년 12 월 15 일부터 1960 년 2 월 29 일까지 파리의 다니엘 코르디에 갤러리(Galerie Daniel 

Cordier)에서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회: 1959-1960 (에로스)(Exposition inteRnatiOnale du 

Surréalisme: 1959-1960 (EROS))》에서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1896-1966)과 뒤샹이 

기획한 전시가 열렸고 뒤샹의 추천으로 존스는 <석고 조각이 있는 과녁(Target with Plaster 

Casts)>(1955)을 출품하 다. Basualdo and Battle, 앞의 책, pp. 243, 3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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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큰 유리)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Le Grand 

Verre))>(1915-1923)(도 62) 를 자신의 자화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구절과 이를 

뒷받침하는 습작이 실려 있었다. 노트에 따르면 유리판의 상부 역에는 

유부녀(mariée)의 축약형 음절인 'MAR'이, 하부 역에는 독신자들 

(célibataires)의 첫음절인 'CEL'이 적혀 있는데 이 글씨들을 합치면 뒤샹의 

이름인 마르셀(Marcel)이 되었다. 이렇게 뒤샹은 작품 <큰 유리> 안에 

스스로를 분열시켰고 이를 노트에 명시했다. 더불어 1920 년 뒤샹은 여성의 

페르소나 ‘로즈 셀라비(Rrose Sélavy)’를 만들어 그 모습을 사진 초상으로 

남기기도 했다(도 63). 그가 ‘로즈 셀라비’로 분장한 이유는 또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서 다.160  

존스의 동반자로 작업실을 함께 공유하며 매일 서로의 작품을 함께 

논의했던 라우셴버그 역시 작품에 인물을 연상시키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그의 

존재를 신하는 리인(surrogate)들을 분산시켜 두었다. 라우셴버그는 개 

신체를 연상시키는 옷의 조각들, 즉 양말, 넥타이, 셔츠의 일부, 바지를 작품의 

표면에 붙 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신체 윤곽선을 따라 그린 남성의 누드 

드로잉을 그린 뒤 옆에 자신의 사진 혹은 이름 모를 남자의 사진을 함께 두었다. 

특히 1950 년  후반에는 <도박(Wager)>(1957-1959)과 <뇌물(Kickback)> 

                                                        
160뒤샹은 피에르 카반(Pierre Cabanne)과의 인터뷰에서 로즈 셀라비의 탄생 비화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제로 내가 원했던 건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유 인 이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性)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일은 훨씬 

간단해졌고 로즈 셀라비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뒤샹은 여장을 한 뒤 만 레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Foster, Art Since 1900,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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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에서 볼 수 있듯이 넥타이와 셔츠의 일부를 작품에 자주 붙여서 여러 

명의 리인들을 만들어 냈다(도 64, 65).161  

이와 함께 1958 년 이후부터 존스와 부쩍 친하게 지냈던 미국의 문학가 

프랭크 오하라(Frank O’Hara, 1926-1966)로부터의 향을 생각할 수 있다. 

존스는 오하라와 함꼐 여행을 다니면서 함께 문학과 시에 한 관심을 서로 

공유하 는데, 이 시기에 오하라가 주로 다룬 주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적 

자아의 복잡한 내면에 관해서 다. 오하라는 1959 년에 저작 

『좌우명(Personism)』에서 각 장소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자신의 

다채로운 모습을 묘사하여 다면적인 주체를 서술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오하라의 시 구절에서는 각 상황마다 시적 자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말과 사랑에 빠진 히타이트 족이라네…나는 내가 아프리카 왕자인 듯한 기분을 

느낀다네. 나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힐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녀라네...나는 산을 

오르는 중국인이네….162 

 

존스는 오하라가 서술한 다채로운 시적 자아의 내면 세계에 감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하라가 1956 년에 지어 1958 년에 출판한 자전적인 시 『내 

감정들을 기억하며(In Memory of My Feelings)』(1956)의 제목을 존스가 

                                                        
161 Thomas Crow, “Rise and Fall: Theme and Idea in the Combines of Robert Rauschenberg,” 

Robert Rauschenberg: Combines, pp. 231-256; Graham Barder, “Rauschenberg’s Skin,” 

Grey Room 27 (Spring 2007), pp. 104-118. 
162 Marjorie Perloff, “Watchman, Spy and Dead Man: Jasper Johns, Frank O’Hara, John 

Cage and the ‘Aesthetic of Indifference’,” Modernism/Modernity, vol.8 no.2 (April 2002), pp.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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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따서 작품명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존스는 동명의 회화 작품 

<내 감정들을 기억하며(프랭크 오하라)(In Memory of My Feelings(Frank 

O’Hara)>(1961)(도 66)를 커다란 규모로 캔버스에 제작하 고, 화폭의 하단에 

스텐실 기법으로 이 제목을 표기하며 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기하 다. 

존스가 제목으로 인용한 오하라의 시에는 인간 내면에 혼재하는 여러 자아의 

모습과 함께 새로운 감정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아가 묘사되고 있다.   

 

나의 침묵 속에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네…그는 나를 조용히, 곤돌라처럼, 거리로 

데려간다네. 그는 별처럼, 숫자처럼 수많은 모습을 하고 있다네. 나의 침묵 속에는 

벌거벗은 나의 자아가 수없이 많아, 나는 나의 자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들을 

빌려두었지…. …그리고 나는 내 평소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네, 어디에서나 있었던 

나의 모습을, 내 자아들의 모습을….163 

  

존스는 단순히 오하라의 시에서 제목을 딴 것이 아니라 자아에 한 

내용도 함께 이해하고 있었다. 존스는 그림 <내 감정들을 기억하며>에 스텐실 

기법으로 ‘죽은 남자(DEAD MAN)’이라는 글씨를 암호처럼 배열하 다. 또한, 

1963 년에 존스는 오하라와 합작을 한 석판화 작품 <오하라의 시가 있는 

피부(Skin with O’Hara’s Poem)>(1963/1965)(도 67)을 제작하 다. 존스의 

손바닥 자국과 얼굴 자국과 함께 쓰여진 구절은 오하라의 저작 『구름은 

잔잔하게 흘러간다(The Cloluds Go Soft)』중에서도 구름이 다양한 색과 

                                                        
163 Orton, 앞의 책, pp.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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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흩어지는 목으로, 역시나 하나의 상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64 

이와 같이 존스는 개인 자아의 정체성을 단일한 표현 양식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자아의 모습조차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뒤샹, 라우셴버그, 

오하라와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 다. 그 결과 작품과 미술가를 

동일시하는 추상표현주의자처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신, 

존스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 던 것 같다. 이를 통해 존스가 왜 지문을 남겼는가라는 질문에 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손자국 찍기는 일상 생활에서 평범하게 행해지는 자기 인식 

관행이다. 독창성, 주관, 창조 의식, 개성과 상관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가 작품을 만들 때에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화 

기호와 제품을 사용하 듯이, 저자를 드러낼 때에도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기 인식 방법을 사용한 듯하다.  

특히 지문 자국은 사회에서 신원을 식별하는 보편적인 수단이다. 지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개인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늬로 표면에 손가락과 발가락의 끝 마디를 고 누르면 지문의 곡선 무늬가 

남는다. 지문은 표피 아래 피하층에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똑같은 

무늬가 다시 나오며 죽어서도 완벽하게 보존된다. 이 무늬는 인간이 3 개월 된 

태아일 때에 형성되어 구히 변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은 모든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확실한 

                                                        
164 Orton, 앞의 책,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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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지문은 개인 신원 식별, 범죄 수사, 

그리고 중요한 문서에 인장 용으로 서명할 때에 사용된다. 사람의 신원을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법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것은 19 세기 후반부터이다. 1894 년 국에서 인체 측정학과 지문을 모두 

고려한 개인 식별 제도가 채택되고 1904 년 미국의 개인 식별국에서 지문 

자료를 확보하여 범죄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내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이후 법정에서 지문 증거가 무시된 적은 없었다. 모든 인간의 개별성이 

지문을 통해 선천적으로 보증된다는 생각은 1950 년  후반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165 

내면의 세계와 심리적 자아가 시시각각 변하든 견고하든 상관없이 

생체학적 무늬인 지문은 변하지 않는다. 지문은 개인의 정체를 신체상의 고유한 

무늬를 통하여 증명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단이다. 한 인물의 내면에 선한 

면과 악한 면,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도 혹은 내면의 자아가 

바뀌어도 개인의 신체는 바뀌지 않는다. 지문감식학을 선도했던 헨리 

폴즈(Henry Faulds, 1843-1930)가 1922 년 『지문학(dactylography)』지를 

                                                        
165 개인 식별 제도로 채택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 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반이었지만 

언제 처음으로 사람의 신원을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문은 

일찍이 인장처럼 중국에서부터 일본, 티벳, 인도에서 사용되었다. 지문으로 서명을 했다는 것은 

지문이 고유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303 년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에딘(Rashid-eddin)은 중국인들이 지문을 사용한다고 보고하며 “경험상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 

다르다”고 하 다. 유럽 사람들은 17 세기 후반까지 지문을 문서 등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1788 년 독일의 해부학자 메이어(J. C. A. Mayer)가 지문 융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의 저서에 

싣고 “모든 사람들의 융선이 다 다르다”라고 적었다. 1804 년과 1818 년 국의 목조작가 토마스 

뷰익(Thomas Bewick)이 조류학에 한 논고에 그의 엄지 지문을 목판화로 새겨 찍은 

머리그림을 서명하듯이 찍었다. Simon A. Cole, Suspect Identities: A History of Fingerprinting 
and Criminal Identifi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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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하면서 “지킬 박사의 자아가 하이드로 바뀔 때에도 그의 손가락 지문의 

융선은 그 로 다”라고 주창한 바는 적절하다.166 

이처럼 지문은 생체적으로 타고난 형상으로 일종의 레디메이드이다. 즉, 

물리적으로 표면에 도장 찍듯이 접촉하기만 하면 개인은 지문을 통해 

즉각적으로 신원을 보증할 수 있으므로 존스는 창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추상표현주의자들처럼 온 몸을 사용한 역동적인 움직임과 예술적 

표현을 매개한 후에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보다 직접적이다. 표현을 

거치고 이미지에서 간접적으로 자아를 찾아내야 하는 매개의 과정이 생략되기 

떄문이다. 1960 년에 라우셴버그도 지적하 듯이 아무런 매개를 거치지 않은 

"직접성(Immediacy)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이었다.167 존스 역시 창작과 

내면 표현의 과정을 억제하는 방식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문을 찍는 

방식은 그의 예술관에도 적절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문을 서명하듯이 찍는 방식은 존스가 누구나 알고 있는 

문화 속의 진부한 요소들을 미술의 모티프로 삼았던 기존의 방식에 적합했다. 

지문이 모두가 신체상에 지니고 있는 무늬이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에 지문을 사용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존스는 일상 속의 중문화 모티프를 삼아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존스는 

보편적인 신원확인 수단인 지문을 사용하여 작품에 서명하듯이 남겼다. 

                                                        
166 헨리 폴즈는 일본의 고  토기에서 지문을 발견하고 이에 한 광범위한 실험을 바탕으로 

지문감식을 범죄 수사에 공식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 인물이다. 앞의 책, p. 3. 
167 “The Emperor’s Combine,” Time 75, no.16 (18 April 1960), p. 42. 이 글은 Schimmel, 

Robert Rauschenberg, p. 28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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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상품 조각에 한 논의로 돌아가보자. 미술가의 특정한 추상 

이미지, 즉 표 양식에 익숙한 관람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 

조각들을 보면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작가를 알아내기 위해 

작품의 세부 요소들을 관찰하다 보면 손자국과 지문을 발견하게 된다. 손자국과 

지문의 주인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에 한 조사를 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존스가 관람자에게 작품을 볼 때에 일일이 정보를 캐내듯이(spying) 보라고 

촉구했던 그의『스케치북 노트』 글을 인용할 수 있다. 다소 비유적이고 난해한 

글이지만, 바바라 로즈(Babara Rose)와 막스 코즐로프의 분석에 따르면 존스는 

미술가를 ‘스파이(spy)’로, 관람자를 ‘감시인(watchman)’으로 비유하고 있다.168 

이러한 비유를 통해 존스는 관람자에게 생소한 미술을 외면하지 말고, ‘정보 

하나하나도 감시하듯 놓치지 말고(spying)’ 능동적으로 미술 작품을 이해하라고 

촉구하 다. 존스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 

 

……감시인과 공간 그리고 상 사이에는 어떠한 종류의 접한 연속성이 있다. 

스파이는 언제라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 스파이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스파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보고 지나치도록 행동을 짠다. 경비원은 이를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스파이는 감시인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 스파이가 생소한 존재라면, 왜 

스파이를 지켜보는 눈은 자극을 받지 않는가? 스파이가 보이지 않나? 스파이가 

                                                        
168 Rose, "Mapping the Mind," p. 152; Kozloff, “The Division and Mockery of the Self,”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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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리면, 우리는 스파이를 치워버리려고 한다. '스파이처럼 일일이 알아내지 않고, 

단지 보기만 한다(Not Spying, just looking).'169 

 

존스가 암호처럼 쓴 위의 글을 인용하며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술가는 스스로 예술적인 정체성과 작업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면서 능동적으로 관람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반응과 정보를 일일이 

알아내는 반면, 관람자들은 미술 작품을 능동적으로 뜯어보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며 생소한 미술을 “치워버리려 한다.” 조각 표면에 남은 손자국에는 

특별한 의미가 따로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관람자만이 지문을 포함한 손자국의 지시 상을 밝혀낼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자아를 표 양식과 드러낸 바와 비교하 을 때에 

지문으로 존재를 한정시켜 드러낸 존스의 방식은 관람자의 관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장치 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은 그들이 창작한 순수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표 양식을 정착시킨 데에 더불어 이들이 직접 나서서 

표현된 추상 이미지와 제스처가 어떠한 감정과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말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커다란 캔버스에 그려진 표 양식은 주로 색깔만 달라질 

뿐 멀리서도 누구의 창작 양식인지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도 누구의 작품이며 어떠한 내적 세계를 발현한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즉,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품 역시 벽에 

                                                        
169 Jasper Johns, "S-27. Book A, p.55, 1964," Jasper Johns: Writings, Sketchbook Notes, 
Interviews,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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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텍스트만 보면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있지만, 이들은 표 양식을 워낙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존스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상품 조각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량생산 물건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멀리서부터 누구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인지를 한 눈에 알기는 힘들다. 또한 천천히 공들여서 만든 듯한 수작업의 

형태도 가까이 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들다. 눈에 띌 정도로 

이미지를 순수하게 창작했음이 뚜렷한 추상표현주의 그림에서는 개성이라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산업 제품의 외형을 거의 그 로 가지고 있는 존스의 

작품은 일일이 관찰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각 이미조부터 개성을 찾기조차 

어렵다. 또한 지문이 사회에서 신원을 식별할 때에도 따로 조사 장치를 

요구하듯이, 사실 육안으로는 작가의 개성이라든가 취향에 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무늬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스가 드러내고자 한 예술적 의도, 

예술관 혹은 작품의 감상 방식에 해서 생각하는 몫은 관람자에게 있다. 

존스가 그의 예술관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하여 과묵하 던 

작가 다는 특징 역시 관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존스의 상품 조각은 추상표현주의의 표 양식보다는 훨씬 감상자의 

관심과 노력을 보다 많이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 상품 조각에서 손자국을 중요하게 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자국이 1958 년 상품 조각에서 처음 나타나 1960 년의 조각까지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 상품을 소재로 삼은 레디메이드, 팝 아트 그리고 당  

다른 예술가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을 준다는 점, 작품에서 미술가의 존재를 

지문에만 한정시켜 드러내는 새로운 발상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손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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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을 알아내려는 관람자의 적극적인 미술 감상을 촉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상품 조각의 손자국은 존스의 1960 년  초중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향후 존스 개인의 작품 활동이 

성숙해나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특징이다. 

존스는 1950 년 에 주로 깃발, 과녁, 책, 전구, 손전등과 같은 중문화 

이미지에 집중했지만 1960 년 에 이르러 이러한 중문화 모티프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신 그는 손바닥 자국을 포함한 신체 자국을 찍은 작품들을 

1960 년  초중반까지 상당수 제작하 다. 소묘 및 회화 작품을 포함하여 표 

작품을 제작 연  순으로 예를 들자면, <피부를 위한 습작(Study for Skin)> 

연작(1962), <다이빙하는 사람(Diver)>(1962-1963), <잠망경(하트 크레인) 

(Periscope(Hart Crane)>(1963), <세상의 끝(Land’s End)>(1963), <무제 

(Untitled)>(1965)를 들 수 있다(도 68-72). 170  존스의 작품 활동 경향을 

전반적으로 추적한 부분의 기존 연구가들은 존스가 중문화 모티프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그가 이전의 작업방식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작품 경향을 바꾸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한 존스가 1959 년에 

뒤샹과의 만남에 향을 받고 뒤샹의 예술관에 빠져들었다는 점, 혹은 

1961 년에 그의 동반자 라우셴버그와 결별했다는 전기적인 사실과 연관지어 

                                                        
170  1960 년  초중반 신체 자국이 포함된 존스의 작품은 총 16 점이다. 해당 작품을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에게 물린 회화(Painitng Bitten by a Man)>(1961), <피부를 위한 

습작(Study for Skin)> 연작(1962), <다이빙하는 사람(Diver)>(1962-1963), <잠망경(하트 

크레인)(Periscope(Hart Crane)>(1963), <세상의 끝(Land’s End)>(1963), <해터러스 

(Hatteras)>(1963), <날개 털(Pinion)> 연작(1963), <오하라의 시가 있는 피부(Skin With 

O’Hara’s Poem)>(1963/1965), <손(Hand)>(1963), <손자국(Handprint)>(1964), 

<’무제’로부터(From ‘Untitled’)>(1964-1965), <무제(Untitled)>(1965). Weiss, 앞의 책, pp. 

12-13, 60-100 참고; 신체 자국은 향후 1980 년  중반에 제작된 <계절(The Seasons)> 

연작(1985-1986)에서 다시 나타났다. Jones, 앞의 글, p.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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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 다. 그러나 1958 년부터 1960 년에 제작된 상품 

조각에는 중문화 이미지와 손자국의 모티프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존스의 

1950 년  작품들과 1960 년  작품들의 특징이 동시에 보여준다.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손바닥 자국은 선사시 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일상에서 평범하게 행해지는 자기 인식 관행이며, 따로 

표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존스의 상품 

조각은 중문화 모티프에 집중하던 시기에서 신체 자국을 나타내던 시기로 

존스의 미술 세계가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작품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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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958 년 1 월 20 일, 무명의 한 젊은 미술가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전례없이 뉴욕 

미술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부분의 미술가들이 

내면의 감정을 독창적인 추상 이미지로 표현하던 시기에 이 미술가는 성조기, 

과녁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있는 중 문화 이미지를 평면의 캔버스에 

개성이 없어보이는 필법으로 꼼꼼히 덧칠하는 전환을 꾀했고 성공했다. 그는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미국의 표적인 미술가로 소개되며 

국내외의 전시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명성을 다져갔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 )이다.  

1958 년 그가 데뷔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보자. 뉴욕 미술계의 커다란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입지를 다져 나갔던 중요한 시기에 그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았을 것이다. 그가 데뷔 직후에 제작하고 발전시켰던 독특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미술 세계를 발전시켜야 좋을지를 고민했던 신인 

미술가의 생각을 읽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1958 년과 1960 년에만 집중적으로 제작된 상품 

조각을 중심으로 무명의 신분에서 갓 벗어난 존스가 지향하던 예술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가 1958 년에 처음 만든 상품 조각들은 평범한 전구와 손전등 제품의 

모양을 실물 크기 로 만든 조각들로 총 5 점이었다. 평면적인 중문화의 

이미지를 2 차원의 캔버스에 옮기던 때와 마찬가지로, 존스는 조각의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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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창작 과정을 배제하여 사물과 조각을 구분짓던 당 의 미술가들과 

차별화될 수 있었다. 다만, 존스는 기계적인 소비재의 외형과는 구별될만한 

시각적인 요소를 만들기를 원했다. 존스는 “실제 사물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고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회화에서 엔코스틱 

기법을 통하여 두드러진 붓질을 남겼던 것처럼, 조각에서는 연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성형 흔적을 꼼꼼하게 남겼다. 우선 존스가 처음으로 완성한 조각들은 

‘금속조각(Sculp-Metal)’이라고 불리는 회색의 부드러운 합성 재료로 

만들어졌다. 실물 크기의 규격화된 전구 조각을 좌  위에 배치한 <전구 I(Light 

Bulb I)>(1958), 좌  없이 전구를 직접 바닥 위에 둔 <전구 II(Light Bulb 

II)>(1958)는 모두 ‘금속조각’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손전등 I(Flashlight 

I)>(1958)의 경우, 나무토막에 철사 두 개를 나란히 세운 뒤 그 위에 실제 

손전등을 얹은 다음 ‘금속조각’을 물감처럼 발랐다. 이 조각들은 얼핏 회색의 

알루미늄 제품처럼 보이지만, 표면에는 존스가 손으로 다듬으면서 생긴 얼룩과 

덧칠 흔적, 뭉개진 부분이 남아 있다. 같은 해에 제작된 <손전등 II(Flashlight 

II)>와 <손전등 III(Flashlight III)>도 각각 부드러운 종이 반죽과 회반죽으로 

만들어졌다. 좌 에는 물감 나이프와 손으로 모양을 다듬을 때 생긴 요철이 

눈에 띈다. 그러나 조각에 보이는 손의 얼룩과 뭉개진 흔적은 예술가의 창조적 

손길로 해석되지 않는다. 상품 조각이 평범한 제품의 외형을 그 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에 남은 성형 흔적들은 제품을 공들여 만드는 장인의 

모습과 그 과정을 시사할 뿐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존스가 처음으로 손으로 직접 조각을 제작하면서 

손에 관심을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즉, 1958 년 조각에서 손의 흔적이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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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는 과정을 암시하는 데에 그쳤다면, 2 년 뒤인 1960 년에는 미술가의 

존재를 확연하게 증명하는 장치로 발전했다. 1960 년에 존스는 엄지손가락 

지문에 물감을 묻혀 의도적으로 조각의 표면에 찍었다. 즉, 1958 년에 그는 실제 

사물처럼 보이지 않는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작업의 질감을 남기면서 손에 

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60 년에는 손으로 존재를 명시할 수 있음을 

자각한 결과 지문을 사용한 것이다. 1960 년에 제작된 두 점의 조각 중 먼저 

만들어진 작품은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Painted Bronze(Ale Cans))>(이하 

맥주 캔 조각)이었다. 추상표현주의 미술가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이 존스의 화상인 레오 카스텔리의 뛰어난 상업 수완을 

비아냥 면서 “카스텔리는 맥주 두 캔조차 미술품으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존스는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맥주 캔 조각을 만들었다.  

두 캔은 모두 표준화된 산업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수작업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존스는 먼저 석고로 두 캔의 틀을 만든 뒤 청동으로 조각을 

완성한 후에 표면을 색칠했고, 라벨을 복제하듯이 세심하게 그렸다. 석고 틀을 

만들 때부터 그는 실제 상품에서 모양을 직접 본뜬 후에 손으로 서툴게 

마감하여, 기성품과 수제품의 면모를 함께 포함시켰다. 채색 부분 및 라벨 

표면에도 마른 붓질 자국과 얼룩을 남겼다. 두 캔은 각각 구분될 수 있는 

개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캔의 윗면에는 각 캔이 서로 

다른 지역, 즉 뉴욕(New York) 주와 플로리다(Florida) 주에서 통용됨을 

표시하는 지역 라벨이 있고, 캔의 밑부분에는 각 캔 고유의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적혀 있다. 일련번호는 제품이 연속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질 때에 

부여되는 특정한 번호로 좌 에 놓은 존스의 두 캔이 식별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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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라벨 및 일련번호와 같은 요소는 좌  위에 존스가 남긴 지문 자국과 함께 

정체성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지문은 사회에서 개인 신원의 식별을 돕는 

보편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문은 1904 년 법정에서 인간의 개별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정된 이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신원 식별, 범죄 수사, 문서에 인장 용으로 

서명할 때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지문은 물리적으로 표면에 접촉하기만 하면 

신원을 즉각적으로 보증한다. 이는 예술적 표현을 매개한 후에 자아를 확인하는 

추상표현주의의 방식보다 직접적이다.  

정체성에 한 화두는 같은 해에 제작된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Painted Bronze (Savarin))>(이하 커피 캔 조각)에도 이어진다. 커피 캔에는 

붓이 빽빽하게 꽂혀 있어 캔이 그림 붓을 꽂아두는 붓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에 물감 칠이 벗겨진 부분, 붓 와 캔 하단에 묻은 지문 자국은 

독창적인 손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캔에 붓을 꽂고 손에 물감을 묻혀 가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사용한 흔적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로 존스는 테레빈 

유를 담는 커피 캔에 붓을 꽂아 두고 그림을 그리던 습관에서 소재를 얻었다. 

존스 외에 커피 캔에 붓을 꽂고 작업을 하는 미술가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소재로 조각을 만든 이는 존스가 유일하 다. 따라서 이 커피 캔 조각의 주인은 

존스뿐이다. 이렇듯 존스는 상품 조각의 소재와 여기에 찍힌 지문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었고 그의 정체성을 완곡하게 암시하 다. 이는 자아를 시각적 

이미지와 동일시하며 이미지에 담긴 개인의 감정을 강조하 던 

추상표현주의자들과는 차별화된 행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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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한 존스의 관심은 단순히 제작 과정을 시사하는 흔적에서 

머물지 않고 1960 년에 보다 발전하여, 지문을 통해 제작자의 존재를 명시하는 

서명으로 나타났다. 1950 년 와 1960 년 사이 뉴욕의 미술계에서 

손자국만으로 존재를 드러낸 미술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시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자아(self)’에 한 개념을 부각시키며 자아를 추상 

이미지와 동일시했다. 존스 역시 미술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각적인 창작물과 자아를 일치시키는 신 보다 직접적인 매개물인 손자국을 

남겼다. 존스가 손자국을 남긴 이유는 먼저 그의 예술관에 있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이 몸을 움직여 붓질을 하는 과정에서 추상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로부터 개성과 자아를 확인하 던 반면, 존스는 시각 이미지의 

결과물에서 자아를 재구축하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창작의 

표현과 미술가의 자아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손자국으로 저자의 존재를 리하는 방식은 당 에는 낯선 것이었다. 

추상표현주의자와 당 의 조각가들은 그들의 내면을 표현한 작품과 작가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스가 남긴 작업 노트와 인터뷰 자료를 

추적해 보면, 그는 미술가의 자율적인 내면 세계, 창조적인 표현, 미술가의 

시각적 창작물과 자아를 동일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일한 저자의 심리 

세계를 신뢰하지 않았던 존스에게 개인의 특정한 표현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당  미술가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 던 것이다. 오히려 존스는 “만물이 

각도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자아조차 다면적이고 

가변적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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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가 1959 년과 1960 년에 쓴 논고와 작업 노트를 참조하면, 그는 

자아가 언제나 동일한 개체가 아니므로 자아를 미술가의 표 양식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없다고 여겼다. 1960 년의 인터뷰에서 그는 표 양식과 특정한 

감정을 동일시하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관행에 반 하며 “단일한 상황에서도 

여러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 다. 1959 년 12 월에 존스는 전시 

카탈로그에 실린 논고에서도 “그림을 단순한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그의 예술관을 밝혔다. 이 논고에서 그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상도 상이한 

정체성을 지닐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미술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 다면의 정체성에 해 쓴 구절을 직접 인용했다. 

나아가 존스는 자신의 자아조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내면에는 여러 명의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개인의 자아가 언제나 동일한 연속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세기말과 

세기초를 거치며 이미 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문학에서는 표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을 다룬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1886)가 미국에서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자아에 한 연구가 발전하 고 

이는 일부 미술가들에 의해 탐구되었다. 흥미롭게도 1950 년  초에 예술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은 1951 년부터 그림에 재현 이미지를 끌어들이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존스 역시 단일하지 않은 자아에 한 담론과 미술을 알고 

있었다. 특히 조각을 제작하던 시기에 존스는 다면적인 자아를 주제로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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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뒤샹, 라우셴버그, 그리고 문학가 프랭크 오하라(Frank O’Hara)와 같은 

예술가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발상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아는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다면적인 개념이지만, 지문은 

이러한 다면적인 개인의 정체성조차 일관되게 나타내는 수단이다. 즉, 지문은 

내면의 심리적 자아가 시시각각 변하든 견고하든 관계 없이 개인의 신원을 

신체상의 고유한 무늬로 증명한다. 따라서 존스는 물리적으로 지문을 표면에 

찍어 신원을 즉각 보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미술 양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를 읽는 방식보다 객관적이다.  

생체학적 무늬인 지문을 통하여 존스는 창작을 억제하는 예술관을 

지속하면서도 그의 개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지문은 개별 인간의 신체에 

이미 주어진 형상으로 일종의 ‘레디메이드’이다. 생체학적으로 ‘레디메이드’에 

가까운 지문을 찍을 때 내면을 표현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독창성, 주관, 

창조 의식과 상관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당시 존스는 표현을 매개하지 않는 

직접적인 방식을 선호하 는데, 지문 찍는 일은 이에 적합했을 것이다. 더불어 

존스는 지문을 사용하면서 일상의 진부한 것들을 미술에 사용하려는 기존의 

작업 원리를 지속할 수 있었다. 작품을 만들 때에 중문화에서 모티프를 

삼았던 것처럼, 그의 존재를 드러낼 때에도 신원을 확인하는 보편적인 수단인 

지문을 사용한 것이다.  

지문의 형태는 인물의 외형과 유사성이 없으며 뚜렷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므로 그 주인에 하여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지문을 

찍은 작가의 개성과 취향을 추적하는 일은 오로지 관람자의 몫이다. 따라서 

지문은 관람자에게 작가의 정체성을 직접 찾아내고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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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예술가가 직접 나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천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장치이다.  

한편, 상품 조각의 손자국은 존스가 1960 년 에 이르러 중문화의 

모티프를 따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 자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과정을 보여준다. 존스는 1950 년 에 주로 중문화 이미지에 집중한 반면, 

1960 년 에는 중문화 모티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신 1960 년  

초∙중반의 작품에 손바닥 자국을 포함한 신체 자국을 상당수 남겼다.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손바닥 자국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일은 평범하게 행해지며, 따로 표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과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1958 년에서 1960 년 사이 존스의 상품 

조각에 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 다. 그 동안 연구사에서 상 적으로 

간과되었던 개별 상품 조각을 연결지어 살펴보는 작업을 통하여 상품 조각이 

현  미술사와 존스의 미술 세계에서 지니는 의의를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하 다. 이미지의 창작 및 감정의 표현을 억제한 회화 작품으로 크게 주목 

받던 1958 년에 존스가 처음으로 상품 조각을 손으로 만들며 손자국으로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하 음을 중요하게 보았다. 특히, 수작업으로 상품 

조각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손에 한 관심을 가졌고, 1960 년에는 

저자성을 명시하는 서명을 지문으로 나타냈음을 강조하 다. 1958 년 상품 

조각에서 처음 나타난 손자국은 중문화 모티프가 사라진 1960 년  

초∙중반의 작품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존스의 1960 년  

중반에까지 이르는 존스의 미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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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국을 재조명하 다. 손자국은 그 주인공을 알아내려는 관람자의 적극적인 

미술 감상을 촉구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상품 조각에서 존스는 미술가의 존재를 

손자국에 한정지어 드러내면서, 추상표현주의의 웅주의로부터도 탈피하고 

미술가 개인을 삭제하는 팝 아트로부터도 벗어난 독자적인 전략으로 뉴욕 

미술계에서 그만의 입지를 굳히고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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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 존스의 작품은 작품명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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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닫이가 달린 나무상자, 석고조각, 85.3 x 66 x 7.6 cm, 뉴욕 현 미 

술관, 뉴욕. 

도 2. <깃발>, 1954-1955, 천을 씌운 합판 위에 엔코스틱, 유화, 콜라주, 107 x  

154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3. <캔버스>, 1956, 캔버스에 나무틀과 엔코스틱, 76.3 x 63.5 cm, 작가 개인  

소장. 

도 4. <책>, 1957, 합판에 책과 엔코스틱, 25.4 x 33 cm, 마르걸리스 컬렉션,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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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로즈 아트 미술관, 메사추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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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7. 윌렘 드 쿠닝, <여인 I>, 1950-1952, 캔버스에 유채, 192.7 x 147.3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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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워싱턴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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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와 연필, 191.1 x 80 x 16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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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x 244 x 168 cm, (석고상) 183cm, 조지 시걸과 헬렌 시걸 재단. 

도 14. 프랭크 스텔라, <깃발을 높이!>, 1959, 캔버스에 에나멜, 95.9 x 308.6 x  

185.4 cm, 뉴욕 휘트니미술관, 뉴욕. 

도 15. 앤디 워홀, <금박을 입힌 백합>, 1956, 종이 위에 잉크, 금박, 은박, 56 x  

69cm, 로버트 메이어 가족 컬렉션, 시카고. 

도 16. 로버트 라우셴버그, <지워진 드 쿠닝 드로잉>, 1953, 종이에 잉크와  

크레용 흔적, 매트에 잉크로 적은 표제, 금박 액자, 64.1 x 55.2 cm, 

작가 개인 소장. 

도 17. 한스 호프만, <번쩍이는 녹색과 빨강 및 발아하는 노랑>, 1959, 캔버스에  

유채, 140 x 120cm, 클리블랜드 미술관, 오하이오. 

도 18. 바넷 뉴먼, <하나임 I>, 1948, 캔버스에 유채, 69.2 x 41.2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19. 클리포드 스틸, <1951-T 넘버 3>, 1951, 캔버스에 유채, 238.8 x 208.3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0. 마크 로스코, <넘버 3/넘버 13(주홍 위에 자홍, 검정, 초록)>,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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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에 유채,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1. 로버트 라우셴버그, <진술서 I>, 1957, 캔버스에 유채, 크레파스, 잉크,  

콜라주, 155.9 x 90.2 cm,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도 22. 로버트 라우셴버그, <진술서 II>, 1957, 캔버스에 유채, 크레파스, 잉크,  

콜라주, 155.9 x 90.2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3. <전구>, 1957, 종이에 연필과 흑연, 39 x 12 cm, 작가 개인 소장. 

도 24. <전구>, 1958, 종이에 연필과 흑연, 24 x 26 cm, 앨빈 레인 컬렉션, 뉴욕. 

도 25. <손전등 조각을 위한 스케치>, 1958, 종이봉투 위에 연필, 11 x 24cm,  

소나벤드 컬렉션, 뉴욕. 

도 26. 오귀스트 로댕, <나는 아름답다>, 1882, 석고, 69.8 x 33.2 x 34.5cm,  

로댕미술관, 파리. 

도 27. 메다르도 로소, <아이를 보라!>, 1906-1907, 회반죽에 왁스, 40.3 x  

24.1 x 17.1 cm, 필라델피아 박물관, 펜실베니아. 

도 28. 앙리 마티스, <쟈네트 V>, 1916, 청동, 58 x 21 x 27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9. 데이비드 스미스, <탱크토템 I>, 1952, 광택 처리 한 강철, 228 x 99 x 42  

cm, 시카고 미술관, 일리노이. 

도 30. <전구 I>, 1958, 금속조각(Sculp-metal), 11.5 x 17.2 x 11.5 cm,  

샌디에고 현 미술관, 샌디에고. 

도 31. <손전등 I>, 1958, 손전등과 나무토막에 금속조각, 13.3 x 23.2 x 9.8 cm,  

소나벤드 컬렉션, 뉴욕. 

도 32. 1958 년 12 월 『아트뉴스』지에 실린 금속조각의 광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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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 <전구 II>, 1958, 금속조각, 12.7 x 20.3 x 10.2 cm, 작가 개인 소장. 

도 34. <손전등 II>, 1958, 종이반죽, 10.2 x 22.2 x 7.6 cm, 라우셴버그 컬렉션. 

도 35. <손전등 III>, 1958, 석고와 유리, 13.3 x 21 x 9.5 cm, 작가 개인 소장. 

도 36.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 1960, 청동에 유채, 14 x 20.3 x 12.1 cm,  

루드비히 박물관, 쾰른. 

도 37. USA Lite 1954 년형 알루미늄 손전등 모델. 

도 38.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의 석고 모형, 14.6 x 20.6 x 12.1 cm, 작가  

개인 소장. 

도 39. <도 36>의 세부 

도 40. <도 36>의 세부 

도 41. <도 36>의 세부 

도 42. <도 36>의 세부 

도 43. <도 36>의 세부 

도 44.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 1960, 청동에 유채, 34.3 x 20.3 cm, 필라델  

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45. <도 44>의 세부 

도 46. <도 44>의 세부 

도 47. 폴 카츠, <존스의 작업실>, 1963. 

도 48. 마르셀 뒤샹, <분수>, 1917/1950, 자기, 30.5 x 38.1 x 45.7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49. 마르셀 뒤샹, <숨겨진 소리와 함께>, 1916, 두 개의 황동판 사이에 노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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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든 공, 나사, 잡동사니, 12.7 x 12.7 x 13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50. 로버트 라우셴버그, <음악 상자>, 1953, 나무상자에 못, 돌, 깃털, 27.9 x  

19.7 x 23.5 cm, 재스퍼 존스 컬렉션. 

도 51. 만 레이, <선물>, 1921/1958, 다리미에 압정, 17.8 x 9.4 x 12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52. 마르셀 뒤샹,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 로즈 셀라비?>, 1921, 새장에 사각  

리석, 도자기 접시, 온도계, 오징어뼈, 12.4 x 22.2 x 6.2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53. 마르셀 뒤샹, <여행용 가방>, 1938-1941, 아상블라주, 다차원,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54.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913/1964, 채색된 의자에 고정된 자전거  

바퀴, 59.7 x 64.8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55. 메레 오펜하임, <모피로 덮인 찻잔(모피 위의 점심)>, 1936, 컵, 숟가락,  

그릇 받침에 털, 7.3 x 23.7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56. 로버트 라우셴버그, <코카콜라 도면>, 1958, 68 x 63.5 x 14cm,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도 57. 로버트 라우셴버그, <페인트 캔들>, 1958, 컴바인: 나무와 금속 위에  

유채, 콜라주, 38.7 x 41.3 x 10.8 cm, 재스퍼 존스 컬렉션. 

도 58. 앤디 워홀, <브릴로 상자>, 1964, 목재 상자 위에 합성 재료 물감과  

실크스크린, 43.3 x 43.2 x 36.5cm, 뉴욕 현  미술관. 

도 59. 가르가스 동굴 벽화, 프랑스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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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0. <도 6>의 세부. 

도 61. 잭슨 폴록, <넘버 14>, 1951, 캔버스 위에 유채, 146.5 x 296.5cm,  

테이트 갤러리, 런던. 

도 62. 마르셀 뒤샹, <그녀의 구혼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심지어(큰  

유리)>, 1915-1923, 두 개의 유리 패널 위에 유채, 니스, 철 호일, 철사, 

먼지, 277.5 x 177.8 x 8.6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63. 만 레이, <로즈 셀라비로서의 마르셀 뒤샹>, 1920, 젤라틴 실버 프린트,  

21.6 x 17.3cm, 필라델피아 박물관, 펜실베니아. 

도 64. 로버트 라우셴버그, <도박>, 1957-1959, 컴바인: 네 개의 캔버스에 유채,  

연필, 콜라주, 205.7 x 375.9 x 5.7cm, 노르트라인-베스트발렌 미술관, 

뒤셀도르프. 

도 65. 로버트 라우셴버그, <뇌물>, 1959, 컴바인: 캔버스 위에 유채, 에나멜,  

넥타이, 바지, 신문지, 사진, 매트리스 일부, 책 표지, 잡지 사진 콜라주,  

193 x 84 x 5.1cm,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도 66. <내 감정들을 기억하며 (프랭크 오하라)>, 1961, 캔버스에 유채, 물건들,  

102.2 x 152.4cm, 시카고 현 미술관, 일리노이. 

도 67. <오하라의 시가 있는 피부>, 1963/1965, 석판화, 55.9 x 86.4 cm,  

내셔널갤러리, 워싱턴 D.C. 

도 68. <피부를 위한 습작 I>, 1962, 55.9 x 86.4 cm, 제도용 용지 위에 목탄과  

오일, 작가 개인 소장.  

도 69. <다이빙하는 사람>, 1962-1963, 두 개의 합판에 씌운 종이 위에 목탄,  

파스텔, 수채화, 219.7 x 182.2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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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0. <잠망경(하트 크레인)>, 1963, 캔버스 위에 유채, 170.2 x 121.9 cm,  

작가 개인 소장. 

도 71. <세상의 끝>, 1963, 캔버스에 유채, 170.2 x 122.6 cm, 샌프란시스코  

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도 72. <무제>, 1964-1965, 여섯 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캔버스 위에 유채,  

182.5 x 478 cm, 스테델릭 미술관,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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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 

1955, 천을 씌운 합판 위에 

엔코스틱, 콜라주, 여닫이가 달린 

나무상자, 석고조각, 85.3 x 66 x 

7.6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 <깃발>, 1954-1955, 천을 씌운 

합판 위에 엔코스틱, 유화, 콜라주, 107 

x 154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3. <캔버스>, 1956, 캔버스에 

나무틀과 엔코스틱, 76.3 x 63.5 

cm, 작가 개인 소장. 

도 4. <책>, 1957, 합판에 책과 

엔코스틱, 25.4 x 33 cm, 마르걸리스 

컬렉션,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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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서랍>, 1957, 캔버스에 

사물과 엔코스틱, 77.5 x 77.5 cm, 

브랜다이스 학교 로즈 아트 

미술관, 메사추세츠. 

도 6. 잭슨 폴록, <넘버 1>, 1948, 애벌칠 

없는 캔버스에 유채와 에나멜, 172.2 x 

264.2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7. 윌렘 드 쿠닝, <여인 I>, 1950-

1952, 캔버스에 유채, 192.7 x 

147.3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8. 한스 내머스, <뉴욕 롱아일랜드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인 잭슨 폴록>,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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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마리솔, < 가족>, 1957, 목재에 

채색, 94 x 96.5 x 16.5 cm, 코르코란  

미술관, 워싱턴  D. C. 

 

도 10. 로버트 라우셴버그, <침 >, 

1955, 컴바인: 베개, 퀼트와 침  

시트에 유채와 연필, 191.1 x 80 x 

16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11. 루이스 네벨슨, <하늘 성당>, 

1958, 목재에 채색, 343.9 x 305.4 x 

45.7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12. 앨런 캐프로, <6 부분으로 

나누어진 18 개의 해프닝>, 1959, 

루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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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조지 시걸, <주차장의 전설>, 

1958, 석고, 목재, 캔버스에 유채, (전체)  

188 x 244 x 168 cm, (석고상) 183cm, 

조지 시걸과 헬렌 시걸 재단. 

도 14. 프랭크 스텔라, <깃발을 

높이!>, 1959, 캔버스에 에나멜, 

95.9 x 308.6 x 185.4 cm, 뉴욕 

휘트니미술관, 뉴욕. 

 
 

도 15. 앤디 워홀, <금박을 입힌 백합>, 

1956, 종이 위에 잉크, 금박, 은박, 56 x  

69cm, 로버트 메이어 가족 컬렉션, 

시카고. 

도 16. 로버트 라우셴버그, <지워진 

드 쿠닝 드로잉>, 1953, 종이에 

잉크와 크레용 흔적, 매트에 잉크로 

적은 표제, 금박 액자, 64.1 x 55.2 

cm, 작가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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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한스 호프만, <번쩍이는 녹색과 

빨강 및 발아하는 노랑>, 1959, 캔버스에 

유채, 140 x 120cm, 클리블랜드 미술관, 

오하이오. 

 

도 18. 바넷 뉴먼, <하나임 I>, 

1948, 캔버스에 유채, 69.2 x 

41.2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19. 클리포드 스틸, <1951-T 넘버 3>, 

1951, 캔버스에 유채, 238.8 x 208.3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0. 마크 로스코,  <넘버 3 / 

넘버 13(주홍 위에 자홍, 검정, 

초록)>, 1949, 캔버스에 유채, 

뉴욕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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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로버트 라우셴버그, <진술서 I>, 

1957, 캔버스에 유채, 크레파스, 잉크, 

콜라주, 155.9 x 90.2cm,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도 22. 로버트 라우셴버그, 

<진술서 II>, 1957, 캔버스에 유채, 

크레파스, 잉크, 콜라주, 155.9 x 

90.2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23. <전구>, 1957, 종이에 연필과 흑연, 

39 x 12cm, 작가 개인 소장. 

도 24. <전구>, 1958, 종이에 

연필과 흑연, 24 x 26 cm, 앨빈 

레인 컬렉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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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손전등 조각을 위한 스케치>, 

1958, 종이봉투 위에 연필, 11 x 24cm,  

소나벤드 컬렉션, 뉴욕. 

도 26. 오귀스트 로댕, <나는 

아름답다>, 1882, 석고, 69.8 x 

33.2 x 34.5cm, 로댕미술관, 파리. 

 
 

도 27. 메다르도 로소, <아이를 보라!>, 

1906-1907, 회반죽에 왁스, 40.3 x 24.1 

x 17.1 cm, 필라델피아 박물관, 

펜실베니아. 

도 28. 앙리 마티스, <쟈네트 V>, 

1916, 청동, 58 x 21 x 27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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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데이비드 스미스, <탱크토템 I>, 

1952, 광택 처리 한 강철, 228 x 99 x 42 

cm, 시카고 미술관, 일리노이. 

도 30. <전구 I>, 1958, 금속조각(Sculp-

Metal), 11.5 x 17.2 x 11.5 cm, 샌디에고 

현 미술관, 샌디에고. 

 

 

 

 
 

도 31. <손전등 I>, 1958, 손전등과 

나무토막에 금속조각(Sculp-Metal), 13.3 

x 23.2 x 9.8 cm, 소나벤드 컬렉션, 뉴욕. 

도 32. 1958 년 12 월 『아트뉴스』 지에 

실린 금속조각(Sculp-Metal)의 광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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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 <전구 II>, 1958, 금속조각(Sculp-Metal), 12.7 x 20.3 x 10.2 cm, 작가 

개인 소장. 

  

 

 

 

 
도 34. <손전등 II>, 1958, 종이반죽, 10.2 x 22.2 x 7.6 cm, 라우셴버그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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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손전등 III>, 1958, 석고와 유리, 13.3 x 21 x 9.5 cm, 작가 개인 소장.  

 

 

 

 
도 36.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 1960, 청동에 유채, 14 x 20.3 x 12.1 cm, 

루드비히 박물관, 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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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USA Lite 1954 년형 

알루미늄 손전등 모델. 

 

도 38. <채색된 청동(에일 캔들)>의 석고 

모형, 14.6 x 20.6 x 12.1 cm, 작가 개인 

소장. 

 

 

 

 

도 39. <도 23>의 세부 도 40. <도 23>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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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도 23>의 세부 도 42. <도 23>의 세부 

 

 

도 43. <도 6>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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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채색된 청동(사바린 캔)>, 

1960, 청동에 유채, 34.3 x 20.3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45. <도 44>의 세부. 

 
 

도 46. <도 44>의 세부. 도 47. 폴 카츠, <존스의 작업실>,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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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8. 마르셀 뒤샹, <분수>, 1917 

/1950, 자기, 30.5 x 38.1 x 

45.7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49. 마르셀 뒤샹, <숨겨진 소리와 

함께>, 1916, 두 개의 황동판 사이에 

노끈으로 만든 공, 나사, 잡동사니, 12.7 x 

12.7 x 13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50. 로버트 라우셴버그, <음악 

상자>, 1953, 나무상자에 못, 돌, 

깃털, 27.9 x 19.7 x 23.5 cm, 

재스퍼 존스 컬렉션. 

 

도 51. 만 레이, <선물>, 1921/1958, 

다리미에 압정, 17.8 x 9.4 x 12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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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마르셀 뒤샹, <왜 재채기를 하지 않지 로즈 셀라비?>, 1921, 새장에 사각 

리석, 도자기 접시, 온도계, 오징어뼈, 12.4 x 22.2 x 6.2 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53. 마르셀 뒤샹, <여행용 가방>, 

1938-1941, 아상블라주, 다차원,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54. 마르셀 뒤샹, <자전거 

바퀴>, 1913/1964, 채색된 의자에 

고정된 자전거 바퀴, 59.7 x 

64.8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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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 메레 오펜하임, <모피로 덮인 

찻잔(모피 위의 점심)>, 1936, 컵, 

숟가락, 그릇 받침에 털, 7.3 x 23.7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56. 로버트 라우셴버그, 

<코카콜라 도면>, 1958, 68 x 63.5 x 

14cm,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도 57. 로버트 라우셴버그, <페인트 

캔들>, 1958, 컴바인: 나무와 금속 위에 

유채, 콜라주, 38.7 x 41.3 x 10.8 cm, 

재스퍼 존스 컬렉션. 

도 58. 앤디 워홀, <브릴로 상자>, 

1964, 목재 상자 위에 합성 재료 

물감과 실크스크린, 43.3 x 43.2 x 

36.5cm, 뉴욕 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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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가르가스 동굴 벽화, 프랑스 남부. 도 60. <도 6>의 세부. 

 

 

도 61. 잭슨 폴록, <넘버 14>, 1951, 캔버스 위에 유채, 146.5 x 296.5cm, 

테이트 갤러리,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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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2. 마르셀 뒤샹, <그녀의 구혼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심지어(큰 유리)>, 

1915-1923, 두 개의 유리 패널 위에 유채, 

니스, 철 호일, 철사, 먼지, 277.5 x 177.8 x 

8.6cm, 필라델피아 미술관, 펜실베니아. 

도 63. 만 레이, <로즈 

셀라비로서의 마르셀 뒤샹>, 

1920, 젤라틴 실버 프린트, 21.6 x 

17.3cm, 필라델피아 박물관, 

펜실베니아. 

 

 

 

 
 

 
도 64. 로버트 라우셴버그, <도박>, 1957-

1959, 컴바인: 네 개의 캔버스에 유채, 

연필, 콜라주, 205.7 x 375.9 x 5.7cm, 

노르트라인-베스트발렌 미술관, 

뒤셀도르프. 

도 65. 로버트 라우셴버그, 

<뇌물>, 1959, 컴바인: 캔버스 

위에 유채, 에나멜, 넥타이, 바지, 

신문지, 사진, 매트리스 일부, 책 

표지, 잡지 사진 콜라주, 193 x 84 

x 5.1cm,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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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6. <내 감정들을 기억하며(프랭크 오하라)>, 1961, 캔버스에 유채, 

물건들, 102.2 x 152.4cm, 시카고 현 미술관, 일리노이. 

 

 

도 67. <오하라의 시가 있는 피부>, 1963/1965, 석판화, 55.9 x 86.4 cm, 

내셔널갤러리,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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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8. <피부를 위한 습작 I>, 1962, 

55.9 x 86.4 cm, 제도용 용지 위에 

목탄과 오일, 작가 개인 소장. 

도 69. <다이빙하는 사람>, 1962-

1963, 두 개의 합판에 씌운 종이 

위에 목탄, 파스텔, 수채화, 219.7 x 

182.2 cm, 뉴욕 현 미술관, 뉴욕. 

도 70. <잠망경(하트 크레인)>, 

1963, 캔버스 위에 유채, 170.2 x 

121.9 cm, 작가 개인 소장. 

도 71. <세상의 끝>, 1963, 

캔버스에 유채, 170.2 x 122.6 cm, 

샌프란시스코 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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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2. <무제>, 1964-1965, 여섯 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캔버스 위에 

유채, 182.5 x 478 cm, 스테델릭 미술관,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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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sper Johns’s Self-Manifestation: 

Commodity Sculpture in 1958-1960 

Joo Won Chung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asper Johns (1930- ), the major transition figure on the New York 

scene who suggested alternative directions for Abstract Expressionism 

in the late fifties, produced a series of sculptures on the forms of 

commonplace objects in two spurts of activity in both 1958 and 1960. 

Instead of expanding Abstract Expressionistic style and introducing 

creative images, Johns simply adopted manufactured commodities such 

as light bulbs, flashlights and cans that do not invoke the life and inner 

feelings of an artist. What is intriguing about Johns’s sculptures is that 

even though these sculptures seem to be replicas of real objects, they are 

not; these objects strikingly reveal meticulous craftsmanship with the 

complexity of palpable effect and touches. It is this handmad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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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istinguishes Johns’s works from Readymade and Pop Art, both of 

which glorify mass production and mechanical reproduction. Despite 

these peculiarities, the lack of attention paid to them is worth discussing. 

Regarding the fact that the sculptures have been considered and 

consumed as ‘high’ art, Johns’s three-dimensional objects can b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Commodity Sculpture,’ as art historian Hal 

Foster put it. My enquiry starts out from Johns’s developmental modes 

of representation during the specific period, where the manual labor of 

production in 1958 paved the way for the ostentatious fingerprinting on 

sculptures in 1960. This study thus attempts to explore how puzzling 

the strategy for making Commodity Sculpture was, pursuing further the 

concern with Johns’s introduction of a fingerprint into art, drawing the 

issue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which tended to contradict his 

ongoing interest in ordinary motifs, seemingly unrelated to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1958 was the year when Johns emerged on the New York art 

world and put a stake through the heart of Abstract Expressionism. 

According to this dominant art theory, making creative abstract images 

was essential, particularly laden with the artist’s feelings, emo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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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subjectivity rather than depicting an outer world. By the late 

1950s, so pervasive and influential was Abstract Expressionism that this 

style was introduced to the international stage as a symbol of energetic 

American art, full of powerful emotional charges. Meanwhile, some 

important museum directors, curators and art collectors were looking 

for something new, calling upon the younger generation to rebel against 

the major art movement of their elders. In the milieu where Abstract 

Expressionism thrived, Johns’s target and flag paintings, which opened 

to the public at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58, achieved a 

breakthrough, albeit with his partial embracement of some important 

formal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ism. Johns used ordinary 

motifs from the cultural elements, which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individual’s state of mind, claiming his apparent departure from 

creative act. In doing so, he was able to raise the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dominant belief that, as Jackson Pollock (1912-1956) 

said, “Painting is a self-discovery. Every good artist paints what he is.” 

After Johns gained recognition from the New York scene with 

his first solo show in 1958, any number of artists emerged whose work 

sounded the beginning of experimentation with a wide array of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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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different approaches. Simultaneously, a diversity of 

artistic tendencies that would importantly lead the new art movement 

in 1960s announced their arrivals. Johns’s huge success stimulated a 

transitional moment in American art around the year 1958, toppling the 

triumph of Abstract Expressionism. It was the same year in which 

Johns began to produce sculptures for the first time. 

Johns took everyday objects from the surrounding area and 

translated them into three-dimensional works. It means that he 

problematized the condition of sculpture, or the difference between art 

and non-art, moving away from the preceding artistic tradition in 

which sculpture has been seen as the specific branch of visual art, 

different from the commonplace things. The main point is that 

Commodity Sculpture is of factitious manual craftsmanship, not of 

mechanically manufactured readymades. Johns selected highly 

malleable materials for light bulb and flashlight sculptures and superbly 

worked surfaces, just as having rendered his paintings in encaustic with 

textural tactile sensations. Commodity Sculpture, thus, offers the viewer 

some interesting busy-ness to take a closer look at, with the enjoyment 

of specks, divots, and blurry pa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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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tters here is that while passages of hand-of-the-artist 

on Commodity Sculpture in 1958 indicated a manual labor of 

production, they went a way towards becoming special imprints in 

1960 that witnessed the presence of the artist himself. Johns deliberately 

left fingerprint marks on the surface of two of his sculptures in 1960, 

Painted Bronze(Ale Cans) and Painted Bronze(Savarin). They 

accordingly share handicraft qualities as well as some elements evoking 

the issues of identity including imprints of grooves of a finger. In the 

United States, a fingerprint has officially served the government as a 

useful mark of identification, forensic investigation and signature on 

documents since 1904 when the first case of the identification, arrest 

and conviction of a criminal was based upon fingerprint evidence.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Johns’s interest in a handicraft 

art making in 1958 changed towards an overt action to reveal his 

identity with fingerprints in 1960. One of the reasons he came to make 

imprints was that he did not agree with the prevalent discourse that 

personal identity and painting were more or less the same. For Johns, 

the pictorial language was unlikely to deliver the direct expression of 

inner feelings. Defining the concept of the inner world and the self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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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imple for him, due to the nature of feelings which is not 

sustainable, but confusing, ever-shifting and constantly passing away 

one after another, depending on a given situation. In contrast to the self, 

biological fraction ridges of a human finger, known as dermatoglyphics, 

do not change over a lifetime. That’s why fingerprints have offered an 

effective and infallible method for identification. By exploiting 

fingerprinting identification, which was already been widespread in the 

United States as dactyloscopy, Johns was likely to successfully mark his 

authorship as well as to continue his own principle, adopting mundane 

elements from the common culture into art. Besides, the fact that an 

imprint can be made with a single contact to any surface allows Johns 

to keep pursuing his concern with a withdrawal from the exposure of 

emotions and the act of creation. 

Since loops and whorls of a finger, which can be seen as a code, 

do not exactly convey much information about a person, unless put 

through a laboratory system, a beholder cannot easily grasp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 with fingerprint patterns on Commodity 

Sculpture. This trait would provoke view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rt appreciation in terms of deciphering the hidden artistic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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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aesthetics of Johns who rather preferred to remain taciturn, 

unlike members of Abstract Expressionism who used to verbosely 

proclaim self-description and self-subjectivity aloud. 

Attending to traces of a finger on Commodity Sculpture helps 

further examine a series of stages with regard to how Johns’s subject 

matter and mode of representation changed from 1950s to 1960s. By 

the 1960s, Johns went toward a predilection for marking handprints, or 

sometimes body imprints, on the paintings without any implications of 

cultural factors, markedly diverging from the prior engagement with 

popular signs and commodities in the 1950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hand imprints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fingerprints, yet they 

share the some similarities; handprinting has been a universal means of 

self-manifestation since the Paleolithic period, and it does not require 

much creativity or expression at all. 

To sum up, a beginning in 1958 was made to problematize the 

condition of sculpture by turning ordinary consumer goods into the 

three-dimensional works with factitious craftsmanship, but it 

culminated in the idea of marking fingerprints for authorship in 1960. 

In the center of Abstract Expressionism, Johns turned out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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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of presenting the artist’s identity merely with whorls of a finger, 

which are his own biological signature, deviating from the Abstract 

Expressionist interpellation. Since unveiling the presence of the artist 

with hand imprints, albeit without creative act, Johns still distinguished 

himself from new art tendencies towards industrialization and 

impersonalisation. Delving into the way Johns manifested himself in 

Commodity Sculpture makes it possible to bridge the gulf between his 

different art practices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Keywords: Jasper Johns (1930- ), Commodity Sculpture, 

craftsmanship, fingerprint, authorship, 

self-manifestation 

Student number: 2010-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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