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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1899-1968)가 60세 되던 해에 발
표한 <베기(Tagli)> 연작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
은 첫 번째 작품이었다. 그 결과 <베기>는 역으로 그 이전의 폰타나 
작품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틀이 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폰타나가 
<베기>를 만들기까지 지나온 여정 속에는 고전주의적 석고 조각, 장
식적 색채의 도자기, 연극적 연출 방법을 이용한 환경 작업, 인테리어 
디자인 등 실로 하나로 정의내리기 힘든 다양성이 존재했다. 그간의 
폰타나 연구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폰타나의 작업 스펙트럼 중 한 축
을 무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폰타나가 
제2차 세계 전 직후 공간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던 다양한 실험들
은 이탈리아 현 미술의 역사로부터 유리되어 해석되거나, 전쟁 이전
의 유럽 모더니즘과 결부되어 작품의 동시 적 맥락을 제 로 파악하
지 못하게 했다. 본 연구는 그간 폰타나에 한 연구가 결여하고 있
었던 이 동시 의 미술사적 맥락을 보충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폰타나는 어린 시절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보내면서 묘소 조
각을 주로 만들었던 아버지 루이지 폰타나(Luigi Fontana, 
1865-1946)의 상업 조각 공방일을 도왔다. 그러다가 1927년 폰타나
의 나이 27세에 이탈리아 라노로 이주해 브레라 미술학교(Brera 
Academy)에서 아돌포 윌트(Adolfo Wildt, 1868-1931)의 지도하에 
고전주의 조각을 연습하게 된다. 이 시기 폰타나 작품 활동의 근거지

던 라노는 추상미술의 국제적인 흐름을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
었다. 폰타나는 곧 파리의 예술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
고, 자신이 만든 석고 조각에 타르를 부어버리는 반달리즘적 행위로 
고전주의 조각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국내의 현 미술을 해외, 특히 파리의 주요 미술 경향과 
접촉시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라노의 리오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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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ia del Milione)와 작가 엔리코 프람폴리니(Enrico 
Prampolini, 1894-1956)의 국제 교류는 별다른 논쟁 없이 이탈리아
에 추상미술을 안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이탈리아 모더니즘을 기하학
적 추상 일변도로 흐르게 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이탈리아에서 기하학적 추상은 당  파시즘의 경향과 맞물려 ‘순
수한 정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폰
타나는 이탈리아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용례와는 맞지 않는 다양한 시
도들을 감행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예술에 사용될 수 없다고 여겨
졌던 장식이나 공예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모더니즘의 매체 
순수성에 한 의도적인 비평이나 의심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전쟁을 피해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던 폰타나는 전쟁이 끝난 1946년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된다. 당시 독재 정권으로부터 막 해방된 
이탈리아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파시즘 정부의 통제 하에 과도
하게 미술을 지배해왔던 민족주의 담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놓
고 작가들은 립했다. 한 쪽에서는 해방 후 빈곤과 혼란이라는 이탈
리아의 현실에 집중하여 리얼리즘으로서 파시즘의 망령을 탈피하고자 
했고, 한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아닌 유럽적인 것으로 도피함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미술의 현 화와 관련한 리얼리즘 계열
의 민족주의  국제주의의 립이 가져온 황폐화되고 양분된 선택지
에서 폰타나는 ‘공간’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음으로써 안을 찾게 
된다.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i)>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은 1949년에 
제작되었다. 후에 <구멍(Buchi)>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는 이 작품은 
거꾸로 잡은 붓으로 소용돌이 모양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제작되었
다. 초기 <구멍>의 스케치를 보면 이 작품은 기존의 캔버스 작품들처
럼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리는 식으로 구상되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멍>을 중들에게 처음 선보인 1952년 
나빌리오 갤러리(Galleria del Naviglio)의 전시 브로셔에는 빛의 강
렬한 효과 덕분에 거의 부조에 가깝게 보이는 <구멍>의 사진이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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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멍>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시각을 사용해서 인지해야하는 
기존의 캔버스 작품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시도들이었으며, 주변 공
간을 작품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한다. 
 <구멍>을 처음 제작하던 해에 폰타나는 <검은 빛의 공간 환경
(Ambiente Spaziale a Luce Nera)>(1949)이라는 설치 작업을 갤러
리에서 일주일간 전시했다. 이 작품을 위해 갤러리는 검은 암실이 되
었고, 천정에는 인광성 안료를 바른 파피에 마쉐 모형이 매달렸다. 또
한 자외선 조명인 우드선을 사용해 구조물로부터 빛이 스스로 방출되
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동시에 부분 흰 셔츠를 입고 전시를 보러왔
던 관객들까지 푸른색으로 빛을 내게 했다. 보는 상과 보는 주체를 
서로 엮이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비체화된(disembodied) 해석자로서 
보는 이의 위치를 위협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1951년 제9회 《 라노 트리엔날레(La Triennale di Milano)》
에서 전시된 <네온 구조(Struttura al Neon)>는 응용 예술과 건축, 
산업을 아우르는 응용예술 박람회인 전시의 목적에 맞게 소재로는 스
스로 빛을 내는 네온 튜브를 사용하 고, 건축과 긴 히 연결되어야 
하는 작품의 특성상 건축가 및 엔지니어와 협업을 진행했다. 결과적
으로 <네온 구조>는 자율적 조각이자 건축적 배경인 동시에 조명 장
식으로 기능하는 작품이 되었다. <네온 구조>는 <공간 환경>의 스케
일을 키운 것을 넘어 사람이 그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설치된 곳이 계단이 있는 곳의 천정이기 때문에 보는 이의 
관점은 수평선상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선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네온 구조> 역시 보는 이가 움직이는 몸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위치의 해석자라야 제 로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공간 개념> 중 비교적 후기작인 
<유화(Olii)> 연작에서는 유화 안료의 물성이 만들어내는 특징을 몸의 
물질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수성 도료를 사용한 다른 작
품들과 비교했을 때 유채 물감을 사용한 <유화>가 보여주는 물성은 
훨씬 촉각적이었다. 더불어 <유화> 연작은 채도가 매우 높은 흰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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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을 사용하여 ‘살결’을 연상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폰타나가 그
의 초기 구상조각에서 살결 표현을 하는 데 즐겨 사용했던 금색을 다
시 등장시켰다. 이전까지의 <공간 개념>에서 여러 개 던 구멍은 <유
화> 제작 시기부터 하나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폰타나는 여기에 ‘배
꼽’이라는 별칭을 붙여 <유화>가 곧 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 다. 
 폰타나의 공간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성, 즉 시각이 
아닌 몸이 인지의 도구가 되고, 작품의 물성을 곧 몸의 물성과 병치
시키는 방식은 전후 현 미술의 중 한 변화를 반 한다. 유럽과 미
국의 현 미술 작가들 사이에서 몸은 예술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 부
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 큰 인기를 끌었던 실존주의 철학
과도 관련이 있다.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술에서는 이성·상징·언
어를 매개하지 않고 보는 이로 하여금 상황이나 경험을 체현케 하는 
‘직접성’을 그들 미술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작가들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여겼던 표현수단이 바로 몸이다.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에 의해 오랫동안 아방가르
드와 키치의 이항 립처럼 여겨졌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 폰타나는 이 지점에서 서로 연관된다. 폴록의 전면회화
(all-over painting)는 폰타나의 <구멍>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
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화다. 폴록의 작품도 폰타나의 것과 마찬
가지로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 배경과 형상의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기하학과 시각적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 
불가함을 의미한다. 폴록과 폰타나가 회화의 관습을 깨뜨림으로써 예
술의 시각적 전통으로부터 도피했다면,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는 회화의 관습을 역이용하여 캔버스의 시각적 형식에 도
전한다. 그는 캔버스의 네 모서리에 모두 서명을 남김으로써 어떤 방
향으로 그림을 걸든 상관이 없도록 만들거나 재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켜켜이 쌓아나감으로써 ‘보는’ 형상을 좌절시킨다. 한편 포트리
에의 가장 유명한 연작인 <인질(Otages)>에서 그는 파트(pâte)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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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혼합물의 물성을 몸의 환유로서 제시한다. 이것은 알베르토 부리
(Alberto Burri, 1915-1995)가 비닐을 태우고 찢음으로써 상처로 벌
어진 피부를 떠올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폰타
나와 포트리에, 부리의 작품은 몸을 재현하거나 비유나 상징으로서 
풀어내기보다 캔버스 표면을 직접 몸의 등가물로 만들어버린다. 이처
럼 서로 다른 두 륙에서 전후의 작가들은 몸이 예술 경험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슷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
다. 
 본 연구는 전후 약 10년간의 시기 동안 폰타나가 제작한 다양한 경
향의 작품이 당  미술의 경향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었는지를 살펴
본다. 전통적으로 ‘시각’에 과도하게 부과됐던 인지 기능이 ‘몸’의 인
지 기능과 균형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직접성을 추구했던 작가들은 
추상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는 몰입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폰타나 역시 공간주의라는 이름의 작품들로 이러한 
경향에 동참했다. 몸의 개입이라는 전후 예술의 맥락 속에서 폰타나
의 작품을 읽어내는 일은 <베기>의 상징적 제스쳐로부터 그를 해방시
키고 전후 미술사에서 폰타나의 작품이 갖는 동시 적인 의미를 회복
시킨다. 

주요어: 루치오 폰타나, 공간주의, 몸, 이탈리아 현 미술, 앵포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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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작가 루치오 폰타나
(Lucio Fontana, 1899-1968)는 모노크롬의 캔버스에 길고 휘어진 
칼자국을 내는 상징적인 제스쳐로 기억된다. <베기(Tagli)> 연작으로 
불리는 이 작품은 1958년 라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가 1927
년 브레라 미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작업 활동을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베기>는 작가의 전작 중 꽤 늦은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베기>를 발표했을 때 폰타나의 나이는 이미 60세에 접어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1) 그러나 그 명료하고 시적인 외양은 <베기>를 
폰타나의 전작에서 정점의 위치에 올려놓았고, 이전의 작품들은 일종
의 연습이나 실험의 지위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의 뒷배경에는 폰타나의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 
우고 물라스(Ugo Mulas, 1928-1973)가 있었다(도 1). 고요한 명상 
끝에 드디어 캔버스에 칼을 는 폰타나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그려
낸 이 사진은 폰타나에게 “루치오 더 리퍼(Lucio the Ripper)”, “깨
끗하게 벤 선지자(Clean Cut Visionary)”라는 별명을 안겨 주기도 
했다.2) 물론 이 장면은 물라스가 후에 인정했듯이 연출된 것이며, 실
제로 폰타나가 캔버스를 베는 작업은 도료에 캔버스를 흠뻑 적신 상
태에서 진행되는 번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또한, 완성된 작품과 같이 
명료한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 틈을 벌리고, 
검은 천을 덧 는 등 보이지 않는 노동도 이루어져야 한다.3) 그럼에

1) <베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i)>이다. 그러나 폰타

나는 1949년 처음 <공간 개념>을 만든 이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작

품의 공식적인 제목을 <공간 개념>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

해 본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칭 격인 <구멍(Buchi)>, <베기> 등

으로 각각의 작품을 가리키고자 한다.   

2) 각각 Andrew Graham-Dixon, "Review of the Fontana Exhibition at the 

Whitechapel Art Gallery," Independent, 19 July, 1988; Brian Sewell, 

"Review of the Fontana Exhibition at the Whitechapel Art Gallery," 

London Evening Standard, 18 Augus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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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베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거친 손자국으로 뒤덮인 <공
간 도자기(Ceramica Spazilai)>(1949)가 같은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
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했다(도 2). 실제로 폰타나는 추상 조각 뿐 아
니라 1930년 에는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의 표 미학이었던 노베첸
토(Novecento) 경향의 복고적 인물상을 만들기도 하고, 묘소조각을 
주로 작업했던 아버지의 공방에서 상업적 조각을 만들기도 했으며, 
건축가들과 함께 환경 작업을 하거나 극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
도 했다. 게다가 이 다양한 경향들은 어떤 시기에 한정되어 단계별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덕분에 폰타나에 해 1936년 처음으로 학술
적 논문을 쓴 건축가 에도아르도 페르지코(Edoardo Persico, 
1900-1936)는 “여러 향들에 한 취미”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폰타
나의 작업을 일축하기도 했다.4)

 이후 폰타나에 한 연구는 지역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폰타나에 한 유럽과 미국의 시차(視差)는 
예술가의 구체적인 실천이 ‘유럽 미술’이라는 추상화된 범주에 제 로 
안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그 로 반 한다. 먼저 전
후 미술사의 정전을 만들어 간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그 
미술사 정전 내에서 폰타나의 위치를 다루는 것을 특히 어려워했다. 
시드니 사이먼(Sydney Simon)이나 홀랜드 코터(Holland Cotter)와 
같은 평론가들은 폰타나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도들에 미술
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한 채 그를 유럽의 아방가르드 전통과 
전후 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잇는 ‘선구자’ 정도로 위치시켰다.5) 또한 
건축과 산업,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환경 작업과 텔레비전 방송 등

3) Sarah Whitfield, “Handling Space,” Lucio Fontana, exh. cat., (London: 

Hayward Gallery, 1999-2000), p. 31. 

4) Edoardo Persico, Lucio Fontana (Milan: Campo Grafico, 1936), 

unpagenated.

5) Sidney Simon, "The Fontana Problem," Art International, vol. 10, no. 6 

(Summer, 1966), p. 58; Erika Billeter, "Between Tradition and 

Avant-Garde," Lucio Fontana, 1899-1968: A Retrospective (New York: 

Guggenheim, 1977),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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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그 실험적인 성격은 인정했지만 이것을 일관적인 논리로 귀
결시키는 데는 실패한 작가로 평가했다.6) 이러한 경향은 미국 추상미
술을 냉전 시기 미국의 정치적 도구로 보는 수정주의적 시각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미국의 수정주의 미술사학자들은 미국 문화의 제국주
의적 성격을 폭로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현

 미술의 다양한 논쟁과 복잡한 맥락을 미국 미술의 ‘승리’에 비되
는 ‘실패’의 서사 속에 고정시켜 버렸다.7) 유럽의 현  미술을 제2차 
세계 전 이전의 유럽 모더니즘과 곧바로 연결시킨 탓에 작품의 동시

성을 보지 못했던 이러한 시각은 폰타나의 새로운 시도들을 과거의 
미술 양식들 속에 가두어버렸다.
 한편 유럽에서 폰타나를 평가하는 관점도 균형 잡힌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폰타나는 유럽 내에서, 특히 이탈리아 국내에서 미래파의 
유산을 적절하게 계승한 앵포르멜(Informel)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
되었다. 마우리치오 칼베시(Maurizio Calvesi, 1927-)는 이탈리아 현

미술의 계보를 미래주의에서 시작해 1930년 와 1940년 의 후기 
입체주의적 경향인 추상-구체(Astratto-Concreto) 운동을 거쳐 1950
년 의 앵포르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진정한 이탈리아 앵포

6) Holland Cotter, "Fontana's Post-Dada Operatics," Art in America, Vol. 

75, No. 3 (March, 1987), pp. 81-84

7) “이탈리아와 독일같이 파시즘을 겪은 나라의 예술가들은 10년 간 미국이나 다

른 나라의 현대미술을 볼 수 있도록 허용조차 되지 않았다. 생동감 넘치고 활기

찬 미국으로부터 온 미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강렬했다. 그들은 그들이 본 어

떤 새로운 예술이든지간에 공감하려고 노력했고, 그것들과 동일시되기 위해 최

선을 다 했다.” David and Cecile Shapiro, "Abstract Expressionism: The 

Politics of Apolitical Painting," in Francis Frascina ed., Pollock and After: 
The Critical Debate (New York; Routledge, 1985), pp. 143-143. II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을 겪는 동안 다른 나라의 현대

미술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반대된다. 또한 전쟁 직후 이탈리아 예술가

들이 동일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파리의 미술이지 미국의 미술이 아니었다. 

유럽의 미술이 미국의 미술에 동화된 것으로 보는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는 Eva 

Cockcroft, "Abstract Expressionism, Weapon of the Cold War," Artforum, 
vol. 12, no. 10, (June, 1974), pp. 39-41; Serge Guilbaut, How New York 
Stole the Idea of Modern Art: Abstract Expressionism, Freedom and the 
Col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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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멜의 시작을 폰타나와 알베르토 부리(Alberto Burri, 1915-1995), 
에 리오 베도바(Emilio Vedova, 1919-2006)에게서 찾았다.8) 마르치
아 베트로크(Marcia E. Vetrocq)는 폰타나가 예술에서 기술의 중요
성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방법론을 정립하기 이전에 선언문으로서 자
신의 이론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미래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작가로 평가했다.9) 이러한 이탈리아 국내 미술사가들의 평가 역시 폰
타나의 성취를 유럽 모더니즘의 후계자에 그치게 했다는 한계가 있
다. 폰타나와 동시 를 살았던 평론가이자 유럽 미술을 유럽 이외의 

륙에 홍보하는 데 앞장섰던 미셸 타피에(Michel Tapie, 
1909-1987)는 폰타나의 ‘공간’을 미국 작가 클리포트 스틸(Clyfford 
Still, 1904-1980)의 공간 개념에 비유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행위 추
상(gestural abstraction)을 모두 ‘본질적 행위의 흔적’으로 보는 그
의 관점을 고수했다.10) 더불어 앵포르멜을 일본의 구타이(具体) 작가
들에게 ‘전파’시키는 와중에 폰타나를 앵포르멜의 주요 작가 중 한 명
으로 소개하여 일본 작가들로 하여금 폰타나에 한 관심을 고조시키
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폰타나의 행위가 타피에의 앵포르멜에 한 
해석처럼 캔버스에 작가의 실존적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소 지지부진했던 폰타나에 한 연구에 전기를 마련한 것은 이브 
알랭-부아(Yve Alain-Bois, 1952-) 다. 그는 미술사가들이 폰타나의 
작품을 진지한 연구의 상으로 삼지 않았던 이유가 키치(kitsch)처럼 
보이는 작품의 저속한 특징에 있다고 보고,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 1897-1962)가 창안한 개념인 비정형(informel)에 기초하여 

8) Maurizio Calvesi, Le due avanguardie: Dal futurismo alla pop art 
(Laterza: 8 edizione, 1998), pp. 204-242.

9) Marcia E. Vetrocq, “Painting and Beyond: Recovery and Regeneration, 

1943-1952,” in Germano Celant ed., The Italian metamorphosis, 
1943-1968 (New York: Guggenheim Museum Publications, 1994), pp. 

289-293.

10) Michel Tapie, Fontana and the White Manifesto (Harry N. Abrams, 

1962), unpage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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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타나의 도자기 작품들을 합리적 개념과 이성의 굴레로부터 해방되
기 위한 의도 다고 보았다.11) 그의 성과는 <베기>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돌려 폰타나의 초기 작품들의 의의를 해명해냈다는 데 있었으
나, 정작 폰타나의 주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멍>, <베기>나 환
경 작업들을 그의 연구 범위에 넣지 않음으로써 폰타나의 핵심적인 
성취를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왜 비정형이라는 
특징이 그것이 처음 등장했던 1930년 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폰
타나에게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모두 무시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정형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 
작품을 묶어 둔 셈이 되었다.
  2000년  후반부터는 폰타나의 작품을 전후 세계 문화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스티븐 피터슨
(Stephen Peterson)은 전쟁 직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졌던 과
학 기술에 한 찬양과 우주 정복에 한 열망이 폰타나의 <구멍>에
도 반 되어 있다고 보았다.12) 한편, 잘레 만수르(Jaleh Mansoor)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폰타나의 실천이 2차 전과 마셜 플랜
(Marshall Plan) 이후의 세계사의 상흔의 응하는 것이며, 특히 폰
타나의 매체 혁신을 유토피아를 향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려는 시도
로 보았다.13) 둘의 관점은 폰타나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특정 요소
들에 해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전자의 경
우 <구멍>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매우 협소한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
고, 반 로 후자의 경우 너무 거시적인 시각에서 해석된 나머지 개별 
작품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간과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
론의 여지가 있다. 

11) Yve Alain-Bois “Fontana’s Base Materialism,” Art in America, Vol. 77, 

No. 4, (April, 1989), pp. 238-249.

12) Stephen Petersen, Space-Age Aesthetics: Lucio Fontana, Yves Klein, 
and the Postwar European Avant-Gard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09).

13) Jaleh Mansoor, "Marshall Plan modernism: The Monochrome as the 

Matrix of Fifties Abstraction,"  Ph. D. diss. Colombia Universit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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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폰타나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폰타나가 일생동안 보
여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관점이 부족했
다는 것이다. 부분의 학자들은 극단적으로 보이는 폰타나의 작업 
스펙트럼 중 한 축을 무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먼저 
<구멍>이나 <베기>와 같은 비교적 후기 작업에 무게를 두는 경우 캔
버스를 뚫거나 찢는 행위를 폰타나의 독창적인 발명이자 개성을 드러
내는 제스쳐로 보고 이에 과도한 상징성을 부여했다. 사라 윗필드
(Sarah Whitfield)가 이러한 경향의 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
다. 그의 도상학적 연구는 폰타나의 개인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섬세
하게 보충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베기>에서 반복되는 폰타나의 제스
쳐를 예수의 성흔(聖痕, stigma)으로 보는 무리한 해석을 낳기도 했
다.14) 반 로 제2차 세계 전 직후 폰타나가 창안한 공간주의 운동과 
그와 연관된 환경 작업들에 집중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선언문에 쓰
인 수사적 표현들에 압도되어 폰타나의 작업을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유토피아를 희구하는 전쟁 이전의 아방가르드 운동과 연관
된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의 해석은 만수르의 연구에 의
해 변될 텐데, 그는 폰타나를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과 연관시킴
으로써 역사적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문제의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
이게 한다. 물론 모든 연구가 작가의 전작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폰타나처럼 도저히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그것도 시 적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
에 나타날 경우, 이 극단을 관통하는 방법론과 그 미학적 기반에 
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후 약 10년간의 시기를 한정하여 그 동안 폰타나가 
제작한 다양한 작품이 당  미술의 경향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의 작품을 이탈리아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라는 시 적인 맥락이 교차하는 장소로 봄으로써, 미국과 
유럽을 가르는 양식사의 함정에 빠져있던 폰타나의 시도들을 동시

14) Sarah Whitfield,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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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제2차 세계 전 이후의 미술은 전쟁 
이전의 미술로부터 급격한 단절을 겪었다. 오랫동안 미술 생산과 인
식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각’이 그 중요성을 잃고, ‘몸’
이 예술의 경험을 매개하는 하나의 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폰타나의 작업이 전후 국제 미술계의 중 한 미술사적 변
화를 반 하고 있다고 보고, 폰타나의 작품에서 몸이 개입하는 양상
을 살펴본 후 그것을 동시 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할 것이다. 
더불어 이전까지 이항 립처럼 여겨졌던 폰타나와 미국 미술, 특히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의 비교는 두 작가를 미국 
미술과 유럽 미술을 가르는 인위적인 계보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
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몸’이라는 단어는 좀 더 직접적이
고 추상화되지 않은 물질적 실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
나 ‘육체’와 같은 여러 개의 동의어 중 선택되었다는 점도 상기시켜야 
하겠다.
 최근 앤서니 화이트(Anthony White)가 그의 저작 『루치오 폰타나: 
유토피아와 키치 사이에서(Lucio Fontana: Between Utopia and 
Kitsch)』에서 폰타나의 초기작부터 환경작업, <구멍>과 <베기>를 포
함한 전작에 해 일관성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내 놓음으로써 불가
능해 보 던 과업을 완수했다. 더불어 이탈리아의 1930년  추상미술
이 이후 폰타나의 작품 활동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 폰타나의 초기 작품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화이트의 주
장은 폰타나가 모더니즘의 순수성과 이상주의에 한 공격으로서 산
업화된 중문화의 요소들을 모더니즘 미학과 결합시키는 전략을 취
했다는 것이다.15) 하지만 폰타나의 작업을 모더니즘에 한 안티테제
로만 머물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가 이뤄낸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른다. II장은 폰타나가 

15) Anthony White, Lucio Fontana: Between Utopia and Kitsch (Cambridge, 

Mass.;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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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적 리석 조각을 버리고 현  미술가로 거듭나게 된 1930년
 라노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시 라노는 파시즘의 향 하

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미술계의 다양한 경향을 받아들이는 창
구의 역할을 했고, 이 한가운데에 이제 막 미술학교를 졸업한 폰타나
가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국제 미술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폰
타나의 선택을 살펴보는 일은 폰타나의 작품 저변에 깔린 예술에 
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제2차 세계 전 기간 
동안 폰타나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안전한 아르헨티나로 옮겨가게 
된다. 라노로 다시 돌아온 것은 재건의 열기가 한창인 1946년이었
고, 이탈리아의 예술가들은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탈리아 현

 미술의 상을 놓고 립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폰타나는 다섯 
차례 공간주의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현  미술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왜 폰타나를 ‘공간’으로 귀결되게 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폰타나의 작품에 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한다. 첫 번
째 공간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색 선언(Manifesto Blanco)」
(1946)을 발표한 이후 폰타나는 이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작품으
로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전개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 
중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작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폰타나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말하는 <구
멍>(1949-1968) 연작과 산업적 재료와 연극적인 무  구성을 도입한 
환경 작업(1949, 1952), 마지막으로 수많은 <공간 개념> 작품들 중에
서도 가장 독특한 화면 구성과 물질적 표현을 보여주는 <유화
(Olii)>(1960-1968) 연작이다. 이 장에서는 공간주의 작품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을 작품에 개입시키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IV
장에서는 전후 세계적인 예술의 경향이 어떻게 전쟁과 연관되었는지
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백색 선언」을 필두로 한 공간주의 선언을 토

로 폰타나의 전쟁에 한 태도를 점검하고 전후 작가들이 몸을 다
루는 방식을 폰타나의 방식과 비교해본다. 이 장에서는 폰타나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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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글 속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것이다. 폰타나와 비슷한 
시도를 한 작가로는 폴록과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 
부리 등을 선정하여 폰타나의 작품과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비교 
상이 되는 작가들을 선정하는 데는 이들이 속해있다고 여겨지는 사조
가 서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작품의 차원에서 
폰타나와 이들의 실천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는지를 근거로 삼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폰타나를 <베기>의 상징적 제스쳐로부터 
해방시키고, 전후 예술과 몸의 개입이라는 동시  미술사적 맥락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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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이탈리아 화
단과 폰타나

1. 1930년대 이탈리아 모더니즘과 폰타나

 1930년 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파시즘 정부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전체주의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과 노동, 교육, 여가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독재 정권의 향력이 미치도록 제도를 정비
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한 파시즘 정부의 기본적인 입
장은 미학적 다원주의 다.17) 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정권의 지지기
반을 탄탄하게 다진 1920년  후반에는 협동체 장관이 된 주세페 보
타이(Giuseppe Bottai, 1895-1959)의 지휘 하에 문화·예술에 한 통
제를 시작했지만, 하나의 이념 하에 하나의 양식만을 강요하는 식으
로 예술적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18) 또한 파
시즘 정부는 나치에 의해 ‘퇴폐 예술’로 낙인찍혔던 모더니즘 미술의 
전시를 허가할 뿐 아니라 종종 후원하기까지 했다. 《로마 콰드리엔날
레(Quadriennale di Roma)》와 같은 공식적인 전시회에서도 모더니

16) Jonathan Dunnage, Twentieth-century Italy: a social history (Pearson 

Education Ltd., 2002), p. 72.

17) 다른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달리 예술을 정부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두지 않았

던 이유는 정확히 단언하기 어렵다. 불안정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

던 파시즘 정권이 그 속내를 이미지나 슬로건, 책, 건축 등으로 가리기 위해 미

학적 ‘과잉 생산’을 했다는 주장과, 모든 예술을 골고루 지원함으로써 정권에 대

한 저항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했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다. Maria S. 

Stone, The Patron State: Culture and Politics in Fascist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 Jeffrey T. Schnapp, "Epic 

demonstrations" in Richard J. Gordon ed., Fascism, Aesthetics and 
Culture (Hanover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p. 3.; 

Walter L. Adamson, "Avant-garde modernism and Italian Fascism: 

cultural politics in the era of Mussolini," Journal of Modern Italian 
Studies 6 (2001), p. 234.

18) 위의 글,  p. 235.



- 11 -

즘 미술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다.19)

 1930년  이탈리아 모더니즘 미술계의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이전 
세 의 이탈리아 미술과는 달리 해외 미술의 향을 강하게 받은 추
상미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라노의 

리오네 갤러리(Galleria del Milione)와 작가 엔리코 프람폴리니
(Enrico Prampolini, 1894-1956)가 큰 역할을 했다. 
 리오네 갤러리는 이탈리아 추상 미술 발전의 핵심적인 장소로, 
1930년 작가 지노 기린겔리(Gino Ghiringhelli, 1898-1964)와 그의 
동생 페피노 기린겔리(Peppino Ghiringhelli)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
외 작가들의 전시를 주로 열다가 1934년 11월, 드디어 국내 추상 미
술가들의 그룹전을 열면서 이탈리아 추상 최초의 선언문인 「전시자들
의 선언(Dichiarazione degli Espositori)」을 발표했다.20) 폰타나, 오
스발도 리치니(Osvaldo Licini, 1894-1958), 브루노 무나리(Bruno 
Munari, 1907-1998), 마리오 라디체(Mario Radice, 1898-1987), 아
타나시오 솔다티(Atanasio Soldati, 1896-1953) 등의 화가가 리오
네 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비평가 카를로 벨리(Carlo Belli, 
1903-1991)가 갤러리의 변인 역할을 맡았다. 벨리는 신조형주의
(Neo Plasticism)의 향을 받은 리오네 화가들의 양식을 이론적으
로 뒷받침했는데,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과 바
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844)의 작업에서 감을 
받은 저작 『Kn』을 집필하여 작가들에게 예술의 자기 참조성에 하
여 역설했다.21) 책의 제목인 ‘Kn'은 수 방정식의 근의 집합을 의미
한다. 변수를 입하면 일정한 법칙에 따라 근을 결과로 내놓는 방정
식의 원리처럼 예술가의 주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내
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19) Anthony White, 앞의 책, p. 64.

20) Matteo Fochessati, "In Astratto: Abstraction in Italy 1930-1980," In 
Astratto: Abstraction in Italy 1930-1980 (London: Estorick Collection), p. 

16.

21)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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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주의 미술을 새롭게 개혁하고,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해 전후 
미술에까지 향을 미친 프람폴리니도 이탈리아 추상 미술의 발전에 
중 한 향을 끼쳤다. 1912년 18세의 나이로 미래주의에 가입한 그
는 제1차 세계 전이 끝난 후, 즉 미래주의 운동이 실질적인 동력을 
잃고 난 후부터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22) 전쟁 기간 
동안 그가 만든 잡지 『우리(noi)』는 다다부터 러시아 구성주의와 바우
하우스까지 다양한 국제 아방가르드의 경향을 다루며 동시 의 예술
적 논쟁에 참여했고, 해외 유명 작가의 이탈리아 전시를 기획했다.23) 
뿐만 아니라 프람폴리니는 1920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현 예술전
(Exposition Iternationale d'Art Moderne)》에서 이탈리아관을 담당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프라하, 베를린, 파리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긴 히 접촉하기 시작했다.24) 1925년부터 1937년까지는 아예 파리에 
살면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는 해외의 주
요 미술 경향과 이탈리아 국내의 현 미술을 잇는 연결고리 다.
 움베르토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1882-1916)가 죽고,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기존의 주요 인사들이 떠나버린 1차 전 이후의 
미래주의는 프람폴리니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후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중문화의 확산은 전전(戰前) 미래주의 운동의 급진적인 
비전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의 현실로 만들어주었다. 따
라서 새로운 미래주의는 파괴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개선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람폴리니는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장식 
예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되는 ‘미래주의 세
계’를 만드는 데 헌신했고, 그 결과 1925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장식
예술전(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에서 극장 
부문의 그랑 프리 외에도 장식, 건축, 거리 예술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었다.25) 

22) 위의 글, p. 231.

23) Livia Velani, "Enrico Prampolini," Futurism in Flight (London: Accademia 

Italiana delle Arti e delle Arti Applicate), p. 191

2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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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 에 들어서 프람폴리니는 파리의 원과 사각형(Cercle et 
Carré) 그룹에 참여하고, 이듬해 만들어진 추상-창조
(Abstraction-Création) 그룹과도 전시를 같이 하게 된다. 원과 사각
형이나 추상-창조는 매우 느슨하게 조직된 그룹이어서 하나의 양식이
나 미학적 규범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때 전시됐던 프람폴리니의 작
품은 미래주의의 두 번째 시기 양식라고 할 수 있는 공중회화
(Aeropittura)의 일종이었다(도 3). 가장 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로봇>을 보면 인물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인체의 흔
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떠다닌다. 그 기능을 확
실히 알 수 없는 밝은 색의 선들은 곡선과 직선으로 휘고, 꺾이면서 
희미하게 어떤 형상이나 에너지를 암시하는 것 같다. 기존의 미래주
의 작품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면서도 구상과 추상의 특징을 모두 지닌 
이 작품에 해 프람폴리니는 “새로운 정신성의 가장 고귀한 토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기록을 초월해야 함을 주
장한다…새로운 우주적 현실의 세계에 잠재한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석을 달았다.26) 매우 형이상학적인 설명이지만 그
림에서 인체의 형상이 암시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신체의 속박
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신성의 가장 고귀한 토”에 도달하기 위함이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비행’의 이미지를 초월적인 정신
의 메타포로 사용했던 공중회화 운동은 지아코모 발라(Giacomo 
Balla, 1871-1958)의 지지에 힘입어 2차 세계 전이 발발한 이후에까
지 이탈리아 내에서 그 향력을 발휘했다.27)

 리오네 갤러리와 프람폴리니의 노력에 힘입어 이탈리아 현 미술
이 파리의 새로운 경향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때, 폰타나는 브레라 

25) 위의 글, p. 192.

26) Enrico Prampolini, Mostra Futurista di aeropittura e di scenografia 
(Milan, 1931); Enrico Crispolti, "Second Futurism," in Emily Braun ed., 
Italian Art in the 20th Century: painting and sculptur (London : Prestel, 

1989), p. 167에서 재인용.

27) 위의 글,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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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교(Brera Academy)에서 아돌포 윌트(Adolfo Wildt, 
1868-1931)의 지도하에 고전주의 조각을 연습하고 있었다(도 4). 윌
트는 반쯤 벌려진 입과 퀭한 눈으로 종교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데 능
했던 인물로, 당  라노에서 명성이 단했던 조각가 다(도 5).28) 
폰타나는 27세라는 꽤 늦은 나이에 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윌트는 폰
타나를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아끼고 있었다.29) 그런데 졸업 작품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빌트를 경악시킬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 “내가 학교를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나는 석고를 크게 한 
덩어리 집어서 앉아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 위에 타르를 부어버렸
다.”30)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검은 사람(Uomo Nero)>(1930)이다
(도 6). 이 울퉁불퉁하고 원시적인 모양을 지닌 검은 조각은 폰타나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하얗고 매끄러운 리석 조각을 의도적으로 거
스르는 것이었다. 석고 조각상에 타르를 부어버리는 반달리즘적 행위
로 그는 고전주의 조각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폰타나가 이렇게 과격한 선언을 하게 된 뒷배경에는 리오네 갤러
리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는 1929년 작가 파우스토 멜로티(Fausto 
Melotti, 1901-1986)를 통해 합리주의 건축 운동의 일원이었던 페르
시코를 만났고, 페르시코가 리오네 갤러리의 수장격이었기 때문에 
1931년부터 그 곳에서 폰타나에게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어줄 수 있었
다.31)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에게 보낸 폰타나의 편지에서
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매우 흥분한 어조로 전달
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버지는 수긍하기 힘들 것입니다. 내 조각
은 추상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반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술에 해 

28) Sarah Whitfield, 앞의 글, p. 20.

29) Jole De Sanna, Lucio Fontana: Materia Spazio Concetta (Milan, 1993), 

p. 10.

30) Interview with La Naciòn, 6 June, 1943; 위의 책, p. 10에서 재인용.

31) Stephen Petersen, 앞의 책,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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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유럽, 특히 이탈리아
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부터 작품의 착상이 나옵니다.32)

 국제 교류에 앞장섰던 리오네 갤러리 덕분에 폰타나는 추상-창조 
그룹에 가입하고, 파리의 예술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폰타
나가 당시 파리 예술계로부터 받은 향은 헝가리 출신의 작가 샤를 
시라토(Charles Tamkó Sirató, 1905-1980)가 추상-창조 그룹의 멤
버들과 함께 작성한 「차원주의 선언(Manifeste Dimensionisme)」
(1936)의 수사들이 후에 폰타나의 공간주의 선언문들에서 매우 유사
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33) 
 폰타나가 고전주의 조각과 결별하고 이제 막 발을 디디려 한 1930
년  파리의 미술계에는 두 가지 경향의 미술 운동이 립하고 있었
다. 1920년 의 표현주의와 구성주의 논쟁을 재연하듯,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중시했던 초현실주의와 철저하게 비구상적인 형식을 
다루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에 중점을 두는 신조형주의와 데 슈
틸(De Stijl)계열의 기하학적 추상 미술이 논쟁 중에 있었던 것이다.34) 
그런데 리오네 그룹이 관계를 맺었던 추상-창조 그룹의 주류 멤버

32) Lucio Fontana to Luigi Fontana, 29 January, 1935, in Paolo Campiglio 

ed., Lucio Fontana : Lettere 1919-1968 (Milan: Skira, 1999), p. 43

33)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점에 자극받아 활기를 띠게 된 예술 사이에서 폭넓은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차원주의는 회화로 하여금 표면뿐만 아니라 공간을 포

함하게 한다......조각으로 하여금 닫힌 공간을 포기하게 한다. 조각은 공간을 향

해 열리고,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사물에 모터를 달게 한다. 완전히 새

로운 예술은 미래의 존재[(우주 예술)]가 되어야 한다.” 이 선언문에는 프란시

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한스 아르프(Hans Arp, 1887-1966), 프람폴리니, 로베르 들로네

(Robert Delaunay, 1885-1941), 칸딘스키, 라슬로 모홀리-나기(Laszlo 

Moholy Nagy, 1895-1946) 등이 서명했다. “Manifeste Dimesionisme" 

(1936); Michel Giroud, "Le mouvement des revues d'avant-garde, 

1937-1957," in Paris-Paris: Créations en France 1937 - 1957 exh. cat. 

(Paris: Centre Georges Pompidou, 1981), p. 176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 지

라드는 공간주의가 차원주의를 직접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34) 위의 글,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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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하학적 추상 작가들이었다. 이 때문인지 1930년  중반 폰타
나의 작품을 보면 예리한 선과 색면으로 이루어진 조각이 주를 이룬
다(도 7).
 1934년과 1935년 리오네 갤러리에서 있었던 전시가 상업적·비평
적으로 실패하자 폰타나는 다시 한 번 변화의 계기를 갖는다. 1936년 
1월 한 달 간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 근처의 해안가 마을 알비졸라의 
도예 공방에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한 것이다.35) 이때부터 만들기 시
작한 도자기는 폰타나가 평생 가장 애호하는 매체가 된다. 그는 다양
한 동물과 식물을 테라코타나 유약을 입힌 도자기로 만들기 시작했다
(도 8). 마무리 작업을 미처 끝내지 못한 것 같은 거친 표면이 특징적
이며, 형태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말(Cavallo)>(1936)처럼 채색을 하
지 않은 경우 기단부 조각이 하나로 뒤섞여 마치 흙덩어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폰타나는 이 시기에 조각의 표면에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 다. 
금박이나 모자이크 등 모더니즘 조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법을 작품 
제작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의 초상 조각인 <테레지타 폰타
나(Teresita Fontana)>(1940)는 바닥이나 천장의 평평한 표면에 장식
되던 모자이크 조각을 입체 조각의 울퉁불퉁한 면을 따라 붙임으로써 
매우 ‘장식적인’ 표면을 완성했다(도 9). <여인 좌상(Signoria 
Seduta)>(1934)에서는 여인의 살결을 모두 금색으로 칠해버렸다(도 
10). 모자이크도 그렇지만 모더니즘 조각에 채색을 한다는 것, 그것도 
금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평론가
들의 폰타나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해 곤란한 
기색을 표했다. 당 의 평론가 이사벨라 아마두치(Isabella 
Amaduzzi)는 1930년 의 폰타나 작품에 해 “당황스러운 다양성”
이라는 평을 남겼다.36) 물론 이와 같은 평은 모든 작가마다 진정성 

35) Anthony White, 앞의 책, p. 100

36) Isabella Amaduzzi, Io sono uno scultore. Lucio Fontana nella Milano 
degli anni Trenta (Milan, 1999);Barbara Hess, Lucio Fontana, (Koln; 

London: Taschen, 2006), p.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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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식별 가능한 개성적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었다. 
 폰타나가 개성적 스타일 신 조각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1937년 파리에 머무는 동안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와 벌 다는 “어마어마한 논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폰타나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내가 아직 젊은 청년이었을 때, 이미 성공한 천재 던 브랑쿠시와 어마
어마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조각이 아니
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양감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덧붙 다. 그의 작품을 보면 빛이 완벽한 형태 위에서 빛나고, 
광택을 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치오니의 작품에서 물질이 빛을 반사
할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37)

 브랑쿠지는 아마도 폰타나의 다색 조각이 보여주는 거친 모델링, 장
식적인 색채, 매끄럽지 못한 표면 등과 같은 특징 때문에 그의 작품
을 제 로 된 조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폰타
나는 브랑쿠지가 생각했던 조각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
구하고 있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이란 바로 빛이었다. 금박을 입힌 초
상 조각이나 모자이크 초상 조각 모두 조각에 빛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38)

 그러나 폰타나가 1930년  중반부터 만들기 시작한 다채색 조각은 
당  이탈리아 추상 미술계의 경향에 비추어봤을 때 매우 독특한 것
이었다. 당시 폰타나와 함께 활동했던 멜로티와 리치니의 작품을 비
교해보면 폰타나의 작품이 그들의 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37) Interview with Tommaso Trini; Jole De Sanna, 앞의 책, p. 11에서 재인

용.

38) 폰타나는 동료이자 건축가였던 지오 폰티(Gio Ponti)에게도 “재료는 빛을 담

기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Barbara Hess, 앞의 책, p. 15. 

빛이 왜 폰타나의 조각에서 중요했는지는 III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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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 때 엔지니어 던 멜로티가 리오네 갤러리와 관계를 맺
고 있을 당시 보여주었던 작품들은 엄격한 정 함을 필요로 하는 것
들이었다(도 11).39) 그의 작품에서는 단순한 구조적 요소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모듈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1935년 리오네 갤러리 전시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예술관에 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술
은 천상의 기하학적 정신이다. 그것은 감각이 아니라 지성에 호소한
다. 이런 이유로 회화에서의 붓질과 조각에서의 모델링은 중요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변조(modulation)이다.”40) 리치니의 작품은 반
되는 조형적 요소들 사이의 균형과 리듬을 중요시하며, 멜로티의 것
보다 좀 더 서정적이다(도 12). 그러나 그의 작품도 기하학적 추상의 
큰 둘레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1930년  이탈리아 추상 미술은 기하
학적 추상을 교조처럼 여기는 리오네 갤러리의 절 적인 향력 아
래 있었고, 이탈리아 추상 화가들에게 성서처럼 여겨졌던 책 『Kn』도 
몬드리안을 추상 미술의 정점으로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이 데 슈틸
이나 신조형주의의 경향을 따르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기하학적 추상의 원칙들이 어느 순간 민
족주의의 관점에서 그리스 고전주의를 옹호하는 노베첸토의 유행과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오레스테 볼리아르디(Oreste Bogliardi, 
1900-1968), 지노 기린겔리, 마우로 레기아니(Mauro Reggiani, 
1897-1980)의 1934년 리오네 갤러리 전시를 본 평론가 디노 보나
르디(Dino Bonardi, 1896-1966)는 이들이 다른 유럽 예술가들과 비
교해 “끈질긴 명료함, 빛나는 절 적 형태, 기하학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며, 이것이 “지중해적 기후와 고전주의에 한 공감”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41) 예술가의 정신을 이탈리아의 민족성
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 특정한 평론가나 예술 경향에 한정된 것이 

39) Luciano Caramel, "Abstract Art in Italy in the Thirties," in Emily Braun 

ed., 앞의 책, p. 191.

40) 밀리오네 갤러리 전시 서문 (1935); 위의 책, p. 191에서 재인용.

41) Dino Bonardi, "Una tappa importante della pitura astratta," La Sera, 24 

November, 1934; 위의 책, p. 1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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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 시기의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 중 하나 다. 과거 위 한 
이탈리아로의 복귀를 강조한 라노의 노베첸토 운동뿐만 아니라, 노
베첸토의 웅적인 재현 방식에 반 했던 볼로냐의 스트라파에제
(Strapaese) 운동 역시 이탈리아 시골의 향토적인 분위기에서 진정으
로 이탈리아 민족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운동이었다.42) 이 시기 
어느 정도의 향력을 발휘했던 예술 운동들은 어떤 식으로든 민족주
의와 연관을 갖고 있었다.
 폰타나가 이러한 경향에 적극적으로 반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아니
지만 그의 도자기 작품들은 감히 이탈리아의 민족성과 연결 짓기 어
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의 도자기는 아직 땅과 미분화된 흙덩어리의 
모습에 가까웠고, 특히 기하학적 추상과 노베첸토의 이상이라고 생각
되었던 그리스 고전주의의 합리적인 비례 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기 폰타나의 작품을 파시즘의 초월적인 미학이 
옹호하던 ‘이탈리아 합리주의’에 한 거부라고 보았던 앤서니 화이트
는 폰타나가 적극적으로 차용했던 장식적인 채색 등도 이탈리아의 모
더니즘에 해 비평하는 폰타나의 의도적인 퇴행이라고 보았다.43) 이
러한 전략은 같은 시기 파리의 초현실주의 진 에서 원시주의 미학을 
의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반지성적, 반이상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4)

 그렇다고 해서 1930년 의 이탈리아 추상이 파리의 기하학적 추상, 
즉 신조형주의나 데슈틸 운동에 깊은 공감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 
데 슈틸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와 강한 연관을 보이며 미학적
으로 특권화된 예술 작품과 그 밖의 실제 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일관
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45) 건축

42) Walter L. Adamson, 앞의 글, p. 244.

43) Anthony White, 앞의 책, p. 110

44) Rosalind Krauss, "No More Play," 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 
and Other Modernist Myths, (MIT Press, 1986), p. 64.

45) Yve-Alain Bois, "The De Stijl Idea" Painting as Model (Cambridge, MA: 

MIT Press, 1990), pp. 103-111; Nancy Troy, The De Stijl Environment 
(Cambridge, MA: MIT Press, 198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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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가, 공예가의 역할을 통합하여 종합적 예술을 만드는 것은 이들
에게 강력한 사회 개혁의 아젠다 으며, 미학적 경험이 사회적 실천
으로 옮겨지는 통로 다. 그러나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상이 이탈리아
에 와서는 다소 졸렬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폰타나를 제외한 리오네 갤러리의 멤버들이 보여주었던 추상은 작
품과 주변 환경, 작품과 보는 이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작품이 얼
마나 순수한 기하학적 이상을 실현시켰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폰타나의 초기 추상 조각 역시 이러한 프레임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폰타나의 전시 장면을 보면 벽을 포함하는 조각
의 더 확장된 주변 공간에 한 관심이 엿보이며,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에서도 조금씩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드로잉의 선적인 요소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도 13). 그러나 이
러한 폰타나 조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당  평론가들은 그를 “순
수한 기하학”, “순수한 정신성”, “순수한 이성”의 표본으로 평가했
다.46) 
 그러나 폰타나에게 이 시기의 이탈리아 추상은 노베첸토와 파시즘 
정부의 ‘순수함’에 한 집착을 추상 방식으로 바꾸어놓은 것에 불과
했다. 심지어 폰타나는 이 시기 자신의 작품을 “막다른 길”이었다고 
회고했다.47) 폰타나를 고전주의 조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것도 

리오네 갤러리와 그 멤버들이었지만 이탈리아 추상에 해 의심해 
보게 한 것도 그들이었다. 추상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진보적인 예
술이나 아방가르드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폰타나는 제2차 
세계 전 이후 본격적으로 추상과 구상, 장식과 예술, 회화와 조각 등 
순수한 예술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된다. 1930년

46) 각각 Carlo Carrà, "Mostre milanesi: Fontana," ; Dullio Morosini, "Mostre 

milanesi: Sculture di Lucio Fontana al 'Milione,'" Libro e Moschetto, 19 

January, 1935; Edoardo Persico, Lucio Fontana (Milan: Campo Grafico, 

1936), unpagenated; 모두 Anthony White, 앞의 책, p. 85에서 재인용.

47) Fontana to Giampiero Giani, 2 November, 1949, in Guido Ballo, Lucio 
Fontana (Rimini: Sala Comunale d'Arte Contemporanea, 1983), pp.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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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각들이 같은 연 임에도 다양한 양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폰
타나가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모더니즘이나 매체 순수성에 해 근본
적으로 회의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미술계의 혼란

 파시즘 정권이 힘을 잃어 가던 1940년 를 전후하여 이탈리아의 예
술가와 비평가들은 국가의 시각 문화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을 시작하
게 된다.48) 파시즘의 마지막 10년 동안 젊은 지식인들과 예술가, 비
평가들은 정권의 문화 독재에 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파시즘의 국수주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49) 이들은 명백히 파
시즘에 항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곧 해방과 통일을 맞게 될 이탈리
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술 개혁에 관련한 논의는 민족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중심에 두고 
일어났다. 파시즘 정부가 공식적인 하나의 예술 양식을 지정해놓고 
다른 예술을 탄압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파시즘의 이상을 체현한 예술
을 독려하는 가운데, 노베첸토나 스트라파에제 등 진정으로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던 예술 양식만이 정부의 특별한 승인 하
에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50) 하지만 그들이 거부한 것은 민족주
의적 색채를 지닌 고전주의로의 퇴보뿐만이 아니었다. 조르조 데 키
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의 형이상학적 회화가 지닌 모
호함, 엘리트주의적 색채 역시 그들에게는 피해야 할 상이었다.51) 
예술 개혁에 한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열망은 파시즘에서 추구되

48) Marcia E. Vetrocq, “Painting and Beyond: Recovery and Regeneration, 

1943-1952,” in Gemano Celant, 앞의 책, p. 21

49) Mario De Micheli, "Realism and the Post-War Debate," in Emily Braun, 

앞의 책, p. 281.

50) Marcia E. Vetrocq, "National Style and the Agenda for Abstract Painting 

in Post-War Italy," Art History 12, no.4 (December 1989), p. 450.

51) Mario De Micheli, 앞의 글,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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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예술의 이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
되었으며, 레지스탕스(Résistance) 운동과도 긴 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가들은 약 20년간 지속되었던 파시즘의 국수주의적 강령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주의(europeanism)로 변되는 아방가르드 미술
의 흐름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52)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
례가 라노에서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발간된 잡지 『코렌테
(Corrente)』 다. 『코렌테』는 당  유럽의 지성을 표하는 철학가와 
소설가, 시인들의 글을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이탈리아 지식인들과 예술가를 한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했다.53) 1942년에서 194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코렌테』 내부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미학을 하나의 교리로서 정교화 시키기 위해 선언
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문은 경찰의 개입으로 출간될 수는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회화의 혁명적 기능에 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최근의 어떤 
경향이 보여주듯, 회화에 한 회화를 원하지 않는다. 공통의 정체성을 
찾는 수단으로서, 공통의 유 감과 같은 회화를 원한다…우리는 이전 세

의 이탈리아 회화들이 삶의 문제를 담고 있지 않은 것에 해 비난한
다…우리는 회화를 통해 깃발을 올리려고 한다.54)

 
 선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 『코렌테』의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바는 반형식주의와 반모더니즘의 기치 아래 삶의 문제와 접하게 관
련된 예술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향후 약 5년간 이
탈리아 예술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자리 잡는다.55) 

52)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94), p. 21

53) Mario De Micheli, 앞의 글, p. 281.

54) “Manifesto," (1943); 위의 글에서 재인용.

55) Germano Celant, "The Total Freedom: Italian Art, 1943-1968," in 

Germano Celant ed., 앞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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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이탈리아는 파시즘 이전의 모더니즘 문화에 해 조정과 재생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치적 반목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화합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흥분감은 사회·문화적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현 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류하려는 의지 덕분에 예술가들은 그 이전까지 제한적
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최신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
들, 비평과 미학 이론들을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되었다.56) 조각가 피
에트로 콘사그라(Pietro Consagra, 1920-2005)가 남긴 회고록은 전
후 이탈리아 지식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우
리는 유럽에 열려있는 세 다. 구투소(Renato Guttuso, 
1912-1987)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파리에서는 모
든 것이 신나고 압도적이었다. 우리의 열정만 있으면 문은 활짝 열렸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젊은이들이었다”고 해방 후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57)

 그러나 전쟁의 종언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이끌고 간 것은 아
니었다. 갑작스런 법과 정부의 부재는 이탈리아를 만성적인 범죄와 
빈곤의 상태에 빠뜨려 버렸다. 나치와 파시즘 정부에 협력한 것으로 
몰려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만 만 여 명에 육박했고, 1940년에 천 건
이 조금 넘었던 강도 사건은 1946년 만 팔천 여 건으로 급상승했
다.58) 작가 나탈리아 긴즈부르크(Natalia Ginzburg, 1916-1991)는 
“근심 없던 전후의 첫 1년이 지난 후 시 는 우울과 절망에 빠져들었
다”고 회고한다.59)

 예술계에서는 권력의 독점 세력이 사라지자 추상과 리얼리즘, 예술

56) Piero Dorazio, "Recent Italian Painting and Its Environment," in  

American Abstract Artists ed., The World of Abstract Art (New York: 

George Wittenborn, 1957), p. 43

57) Pietro Consagra, Vita Mia (Milan, 1980), pp. 49-50;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89), p. 448에서 재인용.

58) Jonathan Dunnage, 앞의 책, pp. 131-134.

59) Natalia Ginzburg, Familiy Sayings, trans. D. M. Low (New York: Arcade 

Publishing, 1986),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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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율성과 집단의 문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두고 분열하는 혼
란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전후 이탈리아의 현  미술은 새로운 것이
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다. 1945년에서 1946년
까지 2년 간 라노에서는 현 미술 관련 잡지와 예술을 개혁하자는 
선언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60) 그렇지만 아직까지만 해도 많
은 예술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코렌테의 태
도를 ‘느슨하게’ 공유하고 있었다.61)

 제일 먼저 선언문을 발표한 그룹은 라노에서 열렸던 《게르니카를 
넘어서(Oltre Guernica)》라는 전시에 참여했던 10여명 남짓의 예술가
들이었다. 1946년 2월 이들은 사회적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담한 
양식을 채택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게르니
카(Guernica)>(1937)를 모델로 한 「리얼리즘 선언(Manifesto del 
Realismo)」을 발표했다.62) 로마에서는 1947년 아킬레 페릴리(Achille 
Perilli, 1927-)와 피에로 도라치오(Piero Dorazio, 1927-2005), 줄리
오 투르카토(Giulio Turcato, 1912-1995), 콘사그라에 의해 잡지 『포
르마(Forma) I』이 창간되면서 추상 예술에 한 선언문이 실렸다. 그
들은 리얼리즘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형식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도 그들의 예술적 역할을 정치적인 신념 안에서 규정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식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로 선언한다. 마르크
스주의와 형식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특히 오늘날처럼 우
리 사회의 진보적인 요소들이 혁명적이고 전위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

60) Marcia E. Vetrocq, 위의 글(1994), p. 22

61) 여기서 ‘느슨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전후의 예술가들이 삶에 기반을 

둔 예술이라는 『코렌테』의 기본 전제는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세부적인 미학

과 스타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로 모아지지도 않고, 『코렌테』 그룹과 긴

밀히 연결될 수도 없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62) “Manifesto del Realismo," Numero 2 (March, 1946): Tristan Sauvage, 

Pittura italiana del dopoguerra (1945-1957) (Milan: Schwarz, 1957), pp. 

232-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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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63)

 한편, 라노에서는 같은 해에 예술의 새로운 최전선(Fronte Nuovo 
delle Arti, 이하 최전선)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어떤 형식적이거나 기
술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 아니었으며, 오직 예술가의 도덕
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윤리적인 태도만을 공유하고 있었다.64) 1947년 

라노에서 열렸던 최전선의 전시 서문에서 쥬세페 마르키오리
(Giuseppe Marchiori, 1901-1982)는 예술가들은 하나의 양식아래 
모일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연 라는 도덕적 원칙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65) 
 그러나 전쟁 직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다양한 미술단체들은 하나의 
엄격한 미학적 원칙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갈등의 씨
앗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원칙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자유로운 태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억압했던 전체주
의에 한 저항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통일된 이상에 한 합의가 
전무했다는 점은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을 구상하는 이들
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 미술의 현 화와 관련한 
민족주의  유럽주의 혹은 국제주의의 립은 이탈리아의 전통을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부터 어떠한 양식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가, 새롭
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미술의 향력에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까지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다. 이탈리아의 재건과 통
합의 기치 아래 예술가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화합의 시 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48년에는 결국 예술가들 사이의 연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먼저 그 해 4월에는 새 헌법이 발
효된 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63) Forma I (April, 1947);Mario De Micheli, 앞의 글, p. 282에서 재인용.

64) 위의 글, p. 283.

65)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89), p.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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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산당이 미국과 바티칸
(Vatican)의 선거개입으로 패배하고, 기독교 민주당(Christian 
Democrats, DC)이 다수당이 되면서 중도보수층의 입지가 강화되었
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의 원조를 받게 되
었고, 1949년에는 북 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가입도 승인될 수 있었다.66)

 전후 이탈리아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향력을 발휘했던 세
력은 이탈리아 공산당(Italian Communist Party, PCI)이었다. 이탈
리아 공산당은 러시아 공산당과는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계급
적으로도 유연한, 반파시즘 정당에 가까웠고 예술에 해서도 관용적
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67) 하지만 1948년 불리하게 변화한 국내 
정세 앞에서 이탈리아 공산당의 태도는 급격하게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해 가을 볼로냐에서는 공산당 문화연합(Alleanza della Cultura)
이 후원한 전시가 열렸다. 이탈리아 미술의 다양성을 알리는 것이 목
표 기 때문에 추상미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최전선 소
속의 화가들 중 다수가 이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가 열린 직후 공산
당의 기관지 『리나시타(Rinascita)』에는 이 작품들이 이해할 수 없고, 
추할뿐이라는 경멸조의 전시비평이 실렸는데 이것은 공산당의 표
던 팔미로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 1893-1964)가 로데리고 디 
카스틸리아(Roderigo di Castiglia)라는 필명으로 직접 작성한 것이었
다.68) 최전선 작가들은 곧바로 공산당에 편지를 보내 이와 같은 태도
에 항의했지만 이 사건은 최전선 작가들 내에 균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룹의 해체를 불러오게 되었다.69) 예술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향력
을 잃었다. 

66) Paul Ginsberg, A history of Contemporary Italy: Society and Politics 
1943-1988 (London: Penguin, 1990), pp. 115-120.

67)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89), p. 453.

68) Mario De Micheli, 앞의 글, pp. 283-284.

69)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94), 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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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이탈리아 미술계에 있었던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전후 최초
로 열린 제24회 《베니스 비엔날레(Venezia Biennale)》 다. 총감독이
었던 로돌포 팔루치니(Rodolfo Pallucchini, 1908-1989)의 노력 아
래 전시는 국제 모더니즘의 흐름을 따라잡고, 그 때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된 이탈리아 현  미술의 개방적인 예술 경
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70)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프
랑스 인상주의, 독일 표현주의, 이탈리아 형이상학 회화
(Metaphysical Painting)들이 주를 이루었고,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 1898-1979)의 소장품들이 거 공개되었다. 개인전을 
열 수 있었던 작가는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 1886-1980), 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 피카소 등이었다.71) 다만 동시  이탈리아 미술
에 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몇몇 최전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1948년 이탈리아 미술계의 두 사건은 당시 작가들이 내던져진 막다
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과거가 아니
라 현재에 관심이 있었던 예술가들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그것을 리
얼리즘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탈리
아를 벗어나 국제적 모더니즘과 손잡고 싶어 했던 작가들에게 주어진 
모델은 어쩌면 더 시 착오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베니스 비엔날레》
에서 주로 전시되었던 유럽 모더니즘의 경향이 동시  미술을 전혀 
반 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당 의 가장 표적인 유럽주의자이
자 국제주의자 던 미술사학자 리오넬로 벤투리(Lionello venturi, 
1885-1961)의 지향점이 이미 동시 성을 잃은 과거의 유럽 미술이었
던 데서도 드러난다. 그는 1952년 8인회(Gli Otto) 회원들을 국제 예
술계에 홍보하면서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이들 8명의 

70) Lowrence Alloway, The Venice Biennale 1895-1968: from Salon to 
Goldfish Bowl (Greenwich, Conneticut .1968), pp. 133-140.

71)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89), pp. 4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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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을 이탈리아 예술계의 파벌 싸움의 희생자들로 그려간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입체주의와 표현주의 같은 약 40년 전 유럽 
모더니즘의 마지막 후계자로 위치시켰다는 것이다.72)

 이탈리아 미술계가 이렇게 양분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로부터 돌아
온 폰타나는 1930년  추상미술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아
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 1946년부터 공간주의를 자신의 
작업 원리로 천명하며 이를 작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 실험은 몇 년 후 <공간 개념>이라는 캔버스 작품
으로 좁혀지게 되지만 전후 몇 년 간 폰타나는 이전까지 이탈리아 미
술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법과 매체들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이벤트적인 성격을 포함한 설치 작업과 산업 재료를 사용한 
조각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폰타나가 이전부터 좋아했던 도자
기도 계속해서 제작되었다. 
 사실 폰타나의 행보는 이탈리아가 파시즘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부
터 일관되지 않은 것이었다. 리오네 갤러리의 비구상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알비졸라로 돌아가 도자기
를 배우더니 코렌테가 활동할 즈음에는 그룹의 표현주의자들과 함께 
전시를 하기도 했다. <승리의 전당(Salone della Vittoria)>(1936)처
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조각을 만든 적이 있는 반면(도 14), 1938년 
이탈리아 우익 세력에 의해 ‘퇴폐 예술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
다.73) 그러던 작가가 전후에는 갑자기 공간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와 
1949년에는 캔버스 작업을 조각이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72) 여덟 명의 예술가는 아프로 바살델라(Afro Basaldella, 1912-1976), 레나토 

비롤리(Renato Birolli, 1905-1959), 안토니오 코르포라(Antonio Corpora, 

1909-2004), 마티아 모레니(Mattia Moreni, 1920-1999), 엔니오 모를로티

(Ennio Morlotti, 1910-1992), 주세페 산토마소(Giuseppe Santomaso, 

1907-1990), 투르카토, 베도바였다.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94), p. 

28

73) Enrico Crispolti, "Futurism and Plastic Expression Between the Wars," 

in Pontus Hulten et el., Italian Art 1900-1945 (New York: Rizzoli, 1989), 

pp.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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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론가 베트로크는 이탈리아 미술계의 막다른 상황에서 폰타나가 
이탈리아 미술의 현 화라는 제한적인 목표를 버리고, 다음 세 의 
이탈리아 예술을 형성할 기술적인 혁신과 이론적인 통찰을 시작한 작
가 중 한 명이라고 보았다.74) 그의 말에 동의한다면, 리얼리즘과 오래
된 유럽의 모더니즘이라는 이탈리아 전후 미술의 황폐화된 선택지를 
벗어난 폰타나가 구상 미술이 아니면서도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실제 
‘공간’을 안으로 제시한 셈이 된다. 그는 공간주의로서 이념과 양식
의 굴레에 묶여 있는 이탈리아 현  예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내리
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모더니즘의 좁은 경계를 신경 쓰지 않고 활동의 범
위를 넓혔다. 응용예술 박람회 던 《 라노 트리엔날레(Milano 
Triennale)》에 참여하기 위해 건축가들과 협업한 것은 물론, 1949년부
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가구, 조명, 천장 장식을 디자
인하기도 했다. 폰타나는 자신의 작품이 디자인이나 장식으로 치부되
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천정화를 그린 것에 해 그를 가장 위
한 장식 예술가 다고 평하기도 했다.75) 다채색 조각에 매진한다던가, 
테라코타에 반짝이는 에나멜로 색을 칠하고, 석고에 금박을 입히고, 
공예의 성격을 가진 도자기로 작업을 하는 것 모두 모더니즘 미술가
들이 저주했던 ‘장식’에 가까웠지만 폰타나는 평생 순수하지 않은 매
체들을 애호했다. 그의 이러한 매체 선택은 모더니즘의 ‘순수성’에 
한 고의적인 공격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국에서 처음 열렸던 폰타나의 전시 서문에서 평론가 로렌스 알로
웨이(Lawrence Alloway, 1926-1990)는 폰타나를 “경계 위의 사람”
으로 묘사했다. 

74)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94), p. 23-24

75) Carla Lonzi et al., Autoritratto:  Accardi, Alviani, Castellani, Consagra, 
Fabro, Fontana, Kounellis, Nigro, Paolini, Pascali, Rotella, Scarpitta, 
Turcato, Twombly (Milano:De Donato, 196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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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매체만을 소유하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전통에 폰
타나는 분명한 반 자이다. ‘그려진 표면과 세워진 돌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 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조형 예술에 해 경배한 것이 아
니라 경계에 해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매체 순수성의 적이
다. 회화가 조각 같아 보이고, 조각이 중간에서 회화를 만나는, 계속해
서 겹쳐지고 충돌하는 예술의 애매한 경계를 그는 선택했다.76)

 다음 장에서는 그가 이러한 원칙 아래 만들었던 공간주의 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76) Lawrence Alloway, Lucio Fontana, 1899-1968, a retrospective, exh. 

cat., (New York: Guggenheim Museum, 1977), unpage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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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간주의 작품 분석

 「공간주의 선언」을 발표한 이래 폰타나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모든 
작품의 제목에 삽입함으로써 그의 실천이 공간주의라는 하나의 일관
된 원칙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초기에는 어느 기준에
서나 조각의 범주 안에 들어갈 만한 작품을 청동이나 도자기로 작업
하다가 1949년 <공간 개념>과 <검은 빛의 공간 환경>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간주의 작품을 캔버스 작업과 환경 
작업의 두 갈래로 전개시키게 된다. 이때부터 작품의 성격이나 장르
를 단일한 범주로 규정짓기 어려워진 동시에 공간주의가 폰타나의 창
안이라는 점이 중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재정상의 
이유로 1951년을 기점으로 환경 작업은 거의 제작되지 않았고, <공간 
개념>만이 폰타나의 평생에 걸쳐 마치 인장처럼 만들어졌다. 그 숫자
가 많은 만큼 <공간 개념>은 다시 여러 별명을 가진 작품군들로 나누
어진다. 
 이번 장에서는 폰타나가 공간주의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들 중에
서도 몸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할 작품들을 세 가지로 
꼽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절에서는 공
간주의의 뼈 를 이루는 <구멍> 연작과 <검은 빛의 공간 환경>을 비
롯한 환경 작업들을 다룬다. 두 작업은 형태는 다르지만 주변 공간 
및 관객과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현상학적인 몸
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마지막 절에서 다룬 <유화> 연
작은 재료의 물성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캔버스를 곧 몸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앵포르멜의 경향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1. <구멍>: ‘보는’ 미술로부터의 해방

 폰타나가 고전적인 조각 방식으로부터 결별하고 프랑스의 현  미술
가들과 접촉한 이후 가장 집중했던 매체는 도자기 다. 현  미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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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자기라는 매체를 택하는 것은 당시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도자기가 공예에 속하는 전통 매체 기 때문이다. 결정적
으로 작품 활동의 전기가 된 것은 1937년 알비졸라로 거처를 옮겨 
본격적으로 툴리오에게 도예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때
부터 그의 조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띠게 되는데, 첫째는 고광택
의 유약을 사용해서 표면을 반짝이게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부분 
구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짓이겨져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구워진 강도 
높은 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도자기가 되다 만 흙처럼 보
일 뿐이다.
 예를 들어 <나비(Farfalle)>(1937)라는 작품을 보면 나비의 형상을 
어렴풋하게나마 구별해낼 수는 있지만 마치 흙 속에 파묻혀 이제 다
시는 날아갈 수 없게 된 나비의 모습처럼 일그러져 있다(도 15). 이 
시기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나비> 역시 받침 를 가지고 있지
만 원래 받침 의 역할이 보는 이의 공간과 조각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반 로 기능한다. 나비의 형상이 받침 쪽으로 녹
아내리는 바람에 나비를 재현한 형상이 기존의 조각과 같이 환 적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폰타나는 다
양한 동물과 과일 등을 조각했는데 채색을 했건 하지 않았건 거의 모
든 작품에서 받침 와 조각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채
색의 경계와 형상의 경계도 일치하지 않는다(도 16).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조각과 받침 의 경계뿐만이 아니다. 당 의 
평론가들은 고광택의 유약을 사용했을 때 작품이 갖는 효과에 해 
지적하기도 했다. 라파엘레 카리에리(Raffaele Carrieri, 1905-1984)
는 폰타나의 도자기 작품들을 보는 이의 물리적 존재까지 포함하는 
더 큰 공간적 경험의 일부로 파악했다. 
 

환상적인 여행을 떠날 때처럼, 우리는 보는 이인 동시에 행위자이다. 우
리는 마치 수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처럼 이 화석화된 달팽이 뭉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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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걸어 다닌다. 광물질들은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마 같은 빛
을 내뿜으며 빛난다. 물질은 원래의 틀에서 해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나
고, 우리의 눈앞에서 나아간다. 그것은 계속적인 변형이다. 형태가 자유
롭게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으로 충
분하다.77)

 작품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작품의 물리적 경계가 주변 공간으
로 확장되는 것이다. ‘계속적인 변형’이라는 작품의 특징은 폰타나가 
앞으로 공간주의 선언문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바로크적 역동
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의 선언문에서 ‘바로크적 역동주의’란 
공간 속에서 상의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적합한 용어 다. 
 이 시기의 작품은 폰타나가 아르헨티나로 떠나면서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라노로 돌아온 뒤에도 폰타나는 도
자기를 이전처럼 활발하게 제작하지 않았다. 결국 1950년에 폰타나는 
도자기는 더 이상 예술 개혁의 가능성이 없고, 조각은 죽은 매체가 
되었다고 불평하게 된다.78) 실제로는 폰타나가 죽을 때까지 도자기는 
계속해서 제작이 되었지만 1950년을 즈음해서 그의 관심사가 도자기
로부터 캔버스로 옮겨갔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공간’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첫 번째 작품은 <공간 조각
(Scultura Spaziale)>(1947)이다(도 17). 총 두개가 만들어졌는데 하
나는 석고로, 다른 하나는 청동으로 주조되었다. 이전의 도자기 작품
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흙덩어리가 원형을 이루며 쌓여져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도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공간 
조각>이라는 작품의 제목으로 미루어보아 폰타나가 추상미술을 처음 
접했던 당시 만들었던 조각들처럼 작품의 배경과 작품의 공간 사이의 

77) Raffale Carrieri, "Le Maioliche geologiche di Lucio Fontana," 

L'Ilustrazione Italian 6, no. 2 (1939), p. 64; Anthony White, 앞의 책, p. 

120에서 재인용.

78) Fontana to Pablo Edelstein, 26 July, 1950, in Paolo Campiglio ed., 앞의 

책,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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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탐구하려 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공간 개념>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은 1949년에 제작되었다(도 18). 
후에 <구멍>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는 이 작품은 붓을 거꾸로 잡고 소
용돌이 모양으로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79) <구멍>은 이후 
같은 방식으로 수백 점이 더 제작되지만 초기 제작된 세 작품만이 완
벽히 같은 제작 방식을 따른다. 가로, 세로 1미터의 아무것도 칠해지
지 않은 흰 종이가 사용된 <구멍>은 오직 1949년에만 제작되었다. 이
후의 작품들은 거의 캔버스에 제작되었으며, 채색이 되어 있고, 크기
도 1미터를 넘지 않게 된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크다. 
 1949년에 그려진 <구멍>의 스케치를 보면 방 안에 여러 개의 구멍
이 뚫린 삼각형과 사각형의 판들이 벽과 지지 에 의해 공중에 떠 있
거나 바닥에 세워져 있다(도 19). 즉 가장 초기의 <구멍>은 그 자체로
는 의미가 없는 더 큰 설치 작업의 소품이었던 것이다. <구멍>이 이 
스케치 로 전시되었던 적은 없지만 가장 처음의 두 작품이 심하게 
찢겨져 보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세 점의 <구멍>
은 구적인 작품으로 의도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또한 1949년이 
<검은 빛의 공간 환경(Ambiente Spaziale a Luce Nera)>이라는, 빛
을 끌어들인 설치 작업을 처음 선보인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구멍>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는 더욱 분명해진다(도 20).80)

 한발 더 나아가 스티븐 피터슨은 초기 <구멍>이 모홀리-나기가 그의 
책 『움직이는 시선(Vision in Motion)』에서 자세하게 묘사한 <광변조
기(light modulator)>를 실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81) 모홀리
-나기는 초보 사진작가들에게 “종이, 금속판, 플라스틱 같은 여러 가
지 물질에 자국을 내거나, 굴리거나, 뒤틀거나, 틀을 만들거나, 잘라

79) Jaleh Mansoor, "Fontana's Atomic Age Abstraction: The Spatial 

Concepts and the Television Manifesto," October, (2008), p. 142

80) 현재 이 최초의 <구멍>은 로마 국립현대미술관에 유리로 표구되어 걸려 있다.

81) Stephen peterson, "From Matter to Light: Fontana's Spatial Concepts 

and Experimental Photography," Art on Pater 4 (March-April 2000), pp.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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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빛을 다양하게 변조할 수 있는 표면이 될 수 있는 간단한 광변조
기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82) 그리고 이렇게 변조된 빛의 다양
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화로 찍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
인다. 폰타나가 만든 첫 번째 <구멍>이 모홀리-나기의 <광변조기> 묘
사와 유사할 뿐 아니라 이후에 폰타나가 직접 <구멍> 사이로 빛이 투
과하는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1952년에는 결국 라노의 
지역 방송국 RAI-TV에서 <공간 개념>이 빛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방 한 점을 감안하면 모홀리-나기의 이론과 폰타나의 <공간 개념> 
사이 연관성은 설득력이 있다(도 21).83) 게다가 폰타나가 1930년 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추상-창조 그룹에는 모홀리-나기도 참여하고 
있었고, 1951년 《 라노 트리엔날레》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공간주
의 기술 선언(Manifesto Tecnico dello Spazialismo)」에 “포토그램
(Photogram)의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84) 포토그램은 주
지하듯 모홀리-나기가 창안한 기법이었다.85)

 <구멍>이 최초로 제작된 해는 1949년이었지만 처음 중들에게 소
개된 해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952년 라노의 나빌리오 갤러리
(Galleria del Naviglio)에서 다. 전시 브로셔에 소개된 <구멍>의 모
습은 종이로 만들어진 조각에 가까운 것이었다(도 22). 빛의 강렬한 
효과 덕분에 구멍을 주변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만약 실제로 <구
멍>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진만 본다면 <구멍>을 부조로 오해할 수
도 있을만한 사진이다. 이듬 해 베니스 카발리노 갤러리(Galleria del 
Cavallino)에서 전시가 열렸을 때 도록의 표지로 사용된 사진 역시 
비슷한 구도로 찍힌 것이었다(도 23). 실제로 작품이 갤러리 안에서 

82) Laszlo Moholy-Nagy, Vision in motion (Chicago, 1947), p. 198

83) Stephen peterson, 앞의 글, p. 54

84) “Manifesto Tecnico dello Spazialismo," (1951) in Germano Celant ed., 

앞의 책, pp. 714-715. 

85) “이 과정은 광-구성(light-composition)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빛은 

주로 회화에서의 색이나 음악에서의 소리처럼 창조의 새로운 수단으로 다루어

진다. 나는 이러한 광-구성의 방식을 포토그램이라고 부르겠다.” Laszlo 

Moholy-Nagy,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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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될 때는 빛이 사용되지 않았고, 작품들 역시 기존의 회화가 벽에 
걸리던 방식 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졌지만 도록이나 매체를 통해 소
개된 이와 같은 사진들 덕분에 당 의 평론가들은 이 작품의 원래 맥
락을 잘 알고 있었다.86) 「공간주의 기술 선언」을 통해 작가가 역설했
던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어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킨 작품인 
셈이다.87) 그런데 <구멍>이 무너뜨린 것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만이 
아니었다. 
 <구멍>의 구멍 주변에 남은 흔적은 이것들이 뚫릴 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초기의 구멍들을 자세히 보면 뚫리면
서 종이가 접힌 방향이 한 작품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게 형성되어 있
다. 이 이야기는 즉, 폰타나가 종이의 앞에서도 구멍을 뚫고 뒤에서도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멍>이 원래는 갤러리 벽에 걸리
는 작품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본다면, 종이의 앞이나 뒤라는 구분
은 애초부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폰타나의 작업 방식은 
초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표구를 하거나 채색을 하여 분명히 
앞과 뒤의 구분이 가능한 1950년 이후의 작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캔버스의 앞에서 구멍을 뚫고, 어떤 경우에는 캔버스의 뒤에서 구멍
을 뚫기도 했다. 위와 아래라는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폰타나의 스튜
디오를 찍은 사진을 보면 작품이 바닥에 눕혀져 있거나 벽으로부터 
떨어져 세워져 있다(도 24). 이 작품들을 거꾸로 벽에 건다 한들,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방향의 구분이 불가능
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구멍>에서는 배경과 형상의 관계 역시 문제적이다. 전통적인 회화

86) <도무스>에 실린 평에서 무명의 필자는 이 작품들이 “부조와 빛으로 획득한 

공간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쓰고 있고, 마리오 라디체는 일간지에서 “이 스크

린들에서 보이는 것은 조명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조형적 리듬의 연속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각각 “Mostre d'arte: Fontana," Domus, no. 

284 (1953), p. 39; Mario Radice, "Fontana," L'Italia (12 May 1953); 모두 

Anthony White, 앞의 책, p. 195-196에서 재인용.

87) “Manifesto tecnico dello spazialismo" (1951) in Germano Celant ed., 앞

의 책, pp. 7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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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 적인 공간에서 배경이란 곧 ‘없음’에, 형상이란 곧 ‘있음’에 
응되는 것이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캔버스가 배경과 형상을 모두 
지지하고 있더라도 형상과 배경 사이의 간극은 메울 수 없는 것이었
다. 기존 회화의 성공 여부는 형상이 얼마나 잘 재현되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었고 배경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구
멍>의 경우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구멍은 실질적으로 ‘텅 빈 공간’이 
되고, 배경은 물질로서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형상과 배경의 관계
가 역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형상과 배경의 관계가 독립적인 것
이 아니라 서로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관계임을 명확히 한다. 구멍에 
의해 배경의 물질성이 강조되는 한편, 배경에 의해 과거의 제스쳐가 
복기되는 과정은 배경과 형상을 모두 실제의 공간으로부터 연속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이처럼 <구멍>은 앞과 뒤,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 형상과 배경을 
교란시킨다. 전통적인 회화의 제작과 감상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던 
이분법과 위계가 공간주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다. 이것은 기하학적 추상에 반 했다는 점에서 폰타나와 비견될만한 
브라질의 작가 리지아 클락(Lygia Clark, 1920-1988)의 「평면의 죽
음(The Death of the Plane)」(1960)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평면은 인간의 실용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균형에 한 필
요를 만족시킨다. 추상적으로 창조된 사각형은 평면의 결과물이다. 공간
의 한계를 임의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사각형은 인간 현실에 한 완전히 
잘못되고 이성적인 감각을 인간에게 주었다. 이것은 높음과 낮음, 뒤와 
앞-이것들은 인간 감각의 전체성을 훼손하게 한다-과 같은 충돌하는 개
념들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그의 본성의 초월적인 부분을,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투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즉 인간은 그 
자신의 정신성의 거울을 발명함으로써 그의 존재의 문제를 표명한다.88) 

88) Lygia Clark, “The Death of the Plane” (1960) in Kristine Stiles and 

Peter Selz ed., Theories and documents of contemporary art: a 
sourcebook of artists' writings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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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의 평면을 인간의 초월적인 이성에 한 갈망을 투사한 신에 
빗 어 공격한 클락에게 응답이라도 하듯 폰타나는 그로부터 3년 후 
<신의 죽음(Fine di Dio)>(1963) 연작을 만들게 된다(도 25). 딱 성인 
남성의 키만 한 크기로 제작된 달걀 모양의, 클락에 의해 ‘신’에 비유
되었던 캔버스 평면을 폰타나는 다시 한 번 무참히 찢어버렸다. 
 공간주의 선언 이후 폰타나의 작업은 작품이 구체적인 물리적 맥락
을 넘어선 특권화 된 공간 속에서 읽혀지는 것에 저항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1930년  강화 시멘트를 재료로 한 추상 조각에서도, 1940년

 고광택의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들에서도 일관되게 보이는 작품 
주변 공간에 한 관심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구멍>에서 앞과 
뒤,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 형상과 배경을 교란시키는 특징은 작
품을 ‘보는 관습’을 지탱해왔던 모든 체계를 파기해버리는 것과 같다. 
구상이든 추상이든 관계없이 이전까지의 모든 작품은 시각에 의존하
는 것으로 평면 위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의존해 있었다. 그러나 폰
타나의 <구멍>은 이전까지 신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던 평면에 흠집을 
낼 뿐만 아니라 형상이 존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구멍>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이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 준다.

2. <공간 환경>: 대상과 보는 이의 몸의 엮임

 회화인지 조각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간 개념>은 제목에 ‘공간’이라
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은 어쨌든 평면에 가까웠
다. 이 때문에 폰타나와 동시 의 미술계 인물들은 <공간 개념>을 
부분 회화로 분류했다. 1950년 제2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조각 
부문에 초 된 폰타나가 20개의 구멍 뚫린 캔버스를 들고 가 커미셔
너를 당황시킨 일이 있었고,89) 『현  조각(Contemporary 
Sculpture)』을 쓴 카롤라 기디언-웰커(Carola Giedion-Welcker, 

Press, 2012), p. 100.

89) Carla Lonzi et al., 앞의 책,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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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1979)는 이 책의 1937년 판본에는 실려 있었던 폰타나에 한 
설명을 전후 판본에서 삭제해 버렸다.90) 그가 더 이상 폰타나를 조각
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들에게 폰타나를 공간의 예술가로 인식시킨 작품은 1949년 2월 
나빌리오 갤러리에서 전시된 <검은 빛의 공간 환경>(이하 공간 환경)
이었다(도 20 참조). 이 작품을 위해 갤러리는 검은 암실이 되었고, 
천정에는 인광성 안료를 바른 파피에 마쉐(Papier Maché) 모형이 매
달렸다. 이 모형은 다양한 색깔의 선들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졌는데 마치 아무렇게나 휘갈긴 낙서를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것 같
기도 했다. 암실로 입장한 관객들은 천정에서 반사되는 빛을 마치 손
으로 잡을 수 있다는 듯이 활기차게 반응했다(도 26).91) 전시라기보다
는 연극적 이벤트를 보러 온 것 같았던 관객들의 모습은 철저히 폰타
나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 해에 발표한 「공간주의 운동의 규
정을 위한 제안(Proposta di un Regolamento Movimento 
Spaziale)」에서 그는 <공간 환경>을 “세계 최초로 상연했다”고 표현
했다.92)

 한편 이 작품에 한 중의 관심과 다양한 해석은 폰타나의 의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주간지 『템포(Tempo)』의 카리에리는 “우리 행성
의 첫 번째 혹은 마지막 밤”을 보는 것 같다거나 폰타나가 “우리를 
어떤 망원경보다도 더 달에 가깝게 데려가줬다”고 묘사하며 작품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전달했다.93) 사회주의 신문 『아반티(Avanti)!』의 
한 평자는 작품의 총체예술적 성격 덕분에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해
줄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발견했고,94) 폰타나의 작품을 표지로 실은 

90) Andrew Causey, Sculpture Since 1945,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52

91) Stephen Petersen, 앞의 책, p. 57

92) “Proposta di un Regolamento Movimento Spaziale” (1950); 위의 책에서 

재인용.

93) Raffaele Carrieri, "Fontana ha toccato la luna," Tempo, no. 8, 19-26 

February, 1949, p. 28

94) "Gli  spaziali," Avanti!, 8 Feburary, 194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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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도무스(Domus)』의 리사 폰티(Lisa Ponti)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라는 점을 평가하며 <공간 환경>을 “원자력 시 의 첫 
번째 그래피티”로 명명했다.95)

 그러나 작품의 스펙터클한 성격 때문인지 화제가 크게 된 것에 비해 
작품 자체의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한 기사나 평론은 드물었다. 후에 
게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 1940-)가 <공간 환경>과 <공간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려고 했던 글 정도가 의미 있을 텐데, 
그는 이 글에서 두 작품을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작품들이라고 보았다. 두 작품 모두에서 빛과 어두움이 서로를 관통
하거나 부딪쳐 반사되는 순간이 중요한데, <공간 환경>에서는 빛이 
조형물로부터 방사되고 있다면, <공간 개념>에서는 반 로 빛이 곧 
심연이 되었다는 것이다.96)  즉 <공간 환경>의 빛은 <공간 개념>의 
구멍이나 틈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 에 들어
서면 <베기>를 방 하나 크기로 확 해서 환경 작업으로 만들기도 한
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작품은 라노 아를레키노 극장(Cinema 
Arlecchino) 입구 홀 천정에 장식되어 있었던 폰타나의 모자이크 조
각 <어릿광 (Arlecchino)>(1948)이다(도 27). <공간 환경>은 갤러리
에서 전시된 순수 예술이며 추상 조각이고, <어릿광 >는 극장에 장
식된 응용 예술이며 구상 조각이기 때문에 일견 비교가 쉽지 않을지
도 모른다. 하지만 두 작품은 모두 천정에 달려 있고, 다채색의 빛나
는 조각이며, 보는 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관람 방식을 
취한다.97) 결정적으로 두 작품이 비교되는 지점은 작품이 보는 이를 

95) Lisa Ponti, "Arte: Primo graffito dell'età atomica," Domus no. 223 

(1949), p. 44.

96) Germano Celant, "From the Open Wound to the Resurrected Body," in 

Emily Braun ed., 앞의 책, p. 296

97) <어릿광대>는 분석 대상으로서의 ‘작품’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

으며, 폰타나의 전작에서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자는 <어릿광대>

가 <공간 환경>의 1년 전 만들어진 연습 작품이라고도 여겨질 만큼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를레키노 극장 상연관 안에는 <전쟁(Battaglia)>(1948)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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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하는 방식이다. <공간 환경>을 전시할 당시 조형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한 우드 조명(Wood Light) 덕분에 관객들의 흰 셔츠
에서는 빛이 파랗게 반사되었다.98) 이 때문에 관객들은 익명의 어둠
으로부터 벗어나 ‘보는 존재’로서 작품과 긴 히 연관된다. <어릿광

>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발생한다. <어릿광 >의 표면은 거울
처럼 빛나는 다채색 모자이크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관객이 고개를 들
어 작품을 보는 순간 그 표면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된
다. 두 작품에서 보는 이는 작품을 보는 주체인 동시에 보여지는 
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예술작품에서 상과
의 일정한 거리를 취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었던 ‘보는 주체’로서의 위
치가 이 작품들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게 된다.
 

숲에서 나는 숲을 보았던 것이 내가 아님을 여러 번 느꼈다. 언젠가는 
나무들이 나를 보고, 말하려고 한다고 느끼기도 했다…나는 화가들이 세
상을 꿰뚫어보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의해 꿰뚫려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나는 그 속에 은 히 흡수되고 묻히기를 바랐다. 아마도 내가 그
림을 그린 이유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을 것이다.99)

는 제목의 프리즈 장식이 있는데, 여기에도 <공간 환경>에서처럼 인광성 물질

을 사용하여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프리즈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했다. 

극장의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합쳐져 <공간 환경>이 된 것이다. <어

릿광대>와 <전쟁>은 모두 아를레키노 극장의 조각을 포괄하는 최근의 글에서 

짧게 언급되었다. Sharon Hecker, "‘Servant of Two Masters’: Lucio 

Fontana's Sculptures in Milan's Cinema Arlecchino(1948)," Oxford Art 
Journal, Vol. 35, No. 3 (2012), pp. 348, 354

98) 인광성 안료는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었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형광 발레(Phosphorescent Ballets)’가 크게 인기를 끌었고, 

폰타나는 인광성 안료의 사용법을 여기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형광 발레는 어

두운 방에 발레리나의 몸과 옷에 이 안료를 발라 몸에서 빛을 내는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안료가 광고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Sarah Whiefield, 앞의 책, p. 15; Anthony White, 앞의 책, p. 155

99) G. Charbonnier, Le Monologue du Peintre (Paris, 1959), pp. 143-145: 

Maurice Merleau-Ponty, "Eye and Mind" in Galen A. Johnson ed., The 
Merleau-Ponty Aesthetics Reader: Philosophy and Painting,  

(Northwestern Univ, Press, 1993), p. 1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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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가 「눈과 정신(Eye and Mind)」에서 인용한 화가 앙드레 
마르샹(André Marchand)의 체험담이다. 숲을 보는 나에서 숲에 의
해 보이는 나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나는 시각 구조의 상호반 성을 
깨닫게 된다. 메를로 퐁티는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의 변형이 
우리의 살(flesh)과 화가의 직업을 규명한다”고 설명하며 주체, 즉 화
가와 세계의 관계를 다시 짠다.100) 상이 주체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 역시 상이 속한 세계의 일부임을 아는 것, 그로써 신
체의 상황에 한 의존(contingency)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전환의 
순간으로서 <공간 환경>과 <어릿광 >, 마르샹의 체험담을 관통한다.
 1949년의 <공간 환경> 작업은 소재와 스케일상의 변형을 거쳐 1951
년 제9회 《 라노 트리엔날레》에서 <네온 구조(Struttura al Neon)>
로 다시 선보여졌다(도 28). 응용 예술과 건축, 산업을 아우르는 박람
회인 전시의 목적에 맞게 소재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네온 튜브를 사
용하 고, 건축과 긴 히 연결되어야 하는 작품의 특성상 건축가 및 
엔지니어와 협업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네온 구조>는 자율적 조각
이자 건축적 배경인 동시에 조명 장식으로 기능하는 작품이었다. 
 이전 <공간 환경>과 <네온 구조>가 결정적으로 다르게 읽히는 이유
는 이 작품의 스케일 때문이다. <네온 구조>는 단순히 <공간 환경>의 
스케일을 키운 것을 넘어서 사람이 그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게다가 설치된 곳이 계단이 있는 곳의 천정이기 때문에 
보는 이의 관점은 수평선상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선상으로도 움직인
다. <네온 구조>는 분명히 움직이면서 보아야 하는 작품인 것이다. 
또한 <네온 구조>는 단순히 큰 작품의 의미 이상으로 작품의 스케일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이 작품에는 부피라
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고, 있다 해도 가변적이고 측정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나움 가보(Naum Gabo, 1890~1977)는 그의 「사실주

100) Maurice Marleau-Ponty, 앞의 글,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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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언(Realistic Manifesto)」(1920)에서 “액체를 야드로 잴 수 없는 
것처럼 공간은 부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101) 즉 <네온 구조>
에서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불가독성, 비결정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관점’에서 ‘시각’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한에서
만 그렇다. ‘움직이는 관점’에서 ‘신체와의 관계’에 따라 작품을 재단
한다면 보는 이의 신체는 작품을 읽어내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폰타
나가 <네온 구조>를 시각으로서 감상해야 하는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은 당시 지오 폰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사람
들이 <네온 구조>를 레이스나 아라베스크, 심지어는 스파게티 면에 
비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102) 관람객들이 <공간 환경>을 연극
적 이벤트라고 느꼈듯 <네온 구조>도 그 외양이 아니라 몸에 한 반
응이 중요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네온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폰타나는 조명을 이용한 규모
의 설치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 작업에 한 
폰타나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규모
의 작업을 진행할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103) 그의 명성이 유럽뿐
만 아니라 륙을 건너 미국에까지 이르게 된 후에야 네온 튜브를 이
용한 작품 제작은 재개되었다.104) 작품 속에 몰입된 신체의 직관적인 
반응은 공간주의를 선언한 이후 폰타나의 일관된 관심사 던 것이다.
 <공간 환경>과 <네온 구조> 등의 환경작업에서 끝내 알 수 있는 것
은 ‘불확실하다’는 사실 뿐이다. 보는 이는 작품의 전체 모습을 파악

101) Naum Gabo, "Realistic Manifesto" (1920), in Herbert Read and Leslie 

Martin ed., Theories of Modern Ar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 329

102) Fontana to Gio Ponti, 30 July, 1951, in  Paolo Campiglio, Lucio 
Fontana e Milano (Milano: Electa, 1996), p. 57

103) Carla Lonzi et al., 앞의 책, p. 109

104) 1961년 토리노에서 열린 ‘이탈리아 61(Italia 61)’에 출품된 <에너지의 원천

(Fonti di energia)>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 작품이 있기 전에도 밀라노 박람회

의 브레다 파빌라온 장식처럼 기업의 후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 작업을 한 사

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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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파악했다고 해도 다음 순간 작품은 변해버린다.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주체’가 섞이는 덕분에 주체로서의 일관성도 유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때 일관되지 못한 보는 이의 위치는 사실 미
학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전통적인 해석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몇몇 비평가들은 그들의 판단이 보편적이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의 환상을 유지
해왔는데, 그 판단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향이나 자신의 욕구를 거
세한 순수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무관심성은 성취되지 않기 때문
이다.105) 
 무관심성이란 칸트의 취미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다.106) 칸트에 따
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만족에는 쾌(the pleasant), 미(the 
beautiful), 선(the good)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유일
하게 미적 만족만이 특정한 관심사나 그러한 관심사에 한 고려로부
터 자유롭다는 것이다.107) 이 무관심성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상의 
속성에 속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도 아닌 취미 판단을 구
별해낼 수 있다. 
 칸트가 취미 판단을 특수한 분석의 상으로 삼은 데에는 계몽주의 
시  절 주의 권력의 딜레마가 숨어있다.108) 욕구나 신체에 한 담
론처럼, 추상적인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감각적인 물질의 세계에 속
하는 역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분석하고, 파악하여, 통제한다는 것
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역이 남아있다는 것

105) 전후 예술에서 몸이라는 화두로 연구를 계속 해 온 아멜리아 존스(Amelia 

Jones, 1961-)는 이 무관심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해석자로 클레멘트 그린버

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를 예로 든다. Amelia Jones, “art 

history/art criticism,” Performing the body/performing the text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9), pp. 40-41

106) Immanuel Kant, Critique of Judgement (1790), trans, J. H. Bernard 

(New York: Prometheus Book, 2000), pp. 46-48

107) 위의 책, pp. 50-53.

108) Terry Eagleton, The Ideology of the Aesthetic (Oxford and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p.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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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몽 주체를 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에 칸트는 판단의 주체와 
무관한 객관적 구조가 아니면서도 취미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
험적인 근거들을 밝혀냄으로써, 주체와 세계 사이의 모순적인 틈을 
‘주관적 보편성’으로 메우고자 했다.109) 따라서 취미 판단은 머리뿐만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몸을 가진 세계의 담론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태어난 세계의 개별적 물질성(corporeality)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110) 
 이것은 오랫동안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 회화와 구조와 형식을 
다루는 모더니즘 추상 회화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예술 상
은 관조를 통해 온전히 파악되고, 판단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폰타나의 
작품은 주체로부터 오랫동안 제거되어 왔던 불확실성의 역을 분리
해낼 수 있는지 되묻는다. 작품의 물리적 경계는 주체의 공간을 침범
하고, 주체의 ‘보는 행위’는 작품에 의해 다시 응시의 상이 됨으로
써 완벽하지 않게 된다. 보는 이는 작품에 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그는 작품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다.
 폰타나 작품의 이와 같은 특징은 비단 환경 작업에서만 발견되는 것
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 <구멍>은 보는 이의 현존과 연속적인 공간을 
점하는 작품이다. 우리가 <구멍>의 구멍 사이로 갤러리의 흰 벽을 마
주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회화의 환 적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을 저지당하고, 실제의 공간 속으로 튕겨져 나온다. 미적 상의 공간
과 주체의 공간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서로 엮여 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111) 이것은 더 이상 취미 판단에서 관조의 상과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구멍>은 앞과 뒤, 위와 아래, 중심과 주변, 배경과 형상의 구

109) 크리스티안 헬무트 벤첼,『칸트 미학』, 박배형 옮김, (그린비, 2012), p. 27.

110) Terry Eagleton, 앞의 책, p. 13-19

111) 이것은 칸트의 무관심성의 다른 표현이다. 칸트는 “취미의 문제에 있어 올바

른 심판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취미의 대상의 현존에 대해 조금

이라도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되고, 이 점에 있어 전적으로 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고 있다. Immanuel Kant, 앞의 책,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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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관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구체적인 물질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작품의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창작자 또는 해석자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환
상임을 폭로한다. 폰타나가 찍은 작품의 사진은 정면에서 바라본 작
품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반 편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구멍>을 
통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는가를 강조한다(도 21-24 참조). 즉 폰
타나의 의도는 <구멍>을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종의 접점
(interface)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구멍>은 그 자체로는 어
떤 의미도 설정할 수 없으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접점을 통해 
세계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에 관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 <구멍>은 
의미라기보다는 의미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환경작업에서 우리
의 몸이 의미를 체현해내는 하나의 접점이 되었다면, <구멍>에서는 
캔버스가 외부 세계를 변형시키고, 다른 사물이나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접점이 된다. 첼란트가 환경 작업과 <공간 개념>은 서로 
뒤집혔을 뿐, 사실은 같은 작품이라고 해석한 것을 상기시키는 부분
이다.112)

 세계와 해석 주체에 한 이러한 관계 설정은 메를로 퐁티가 『지각
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에서 ‘몸’을 통해 설명하
고자 했던 객관적인 세계로부터의 해방과 닮아있다. 메를로 퐁티는 
“객관적인 세계로부터 철수함으로써 몸은 주변 환경과 연결되는 자신
의 지향적인 맥락을 끌어내고 결국에는 지각된 세계뿐만 아니라 지각
하는 주체를 밝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13) 몸은 주변 환경과 지
향적인 맥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과정과 상황 속에서 전적
으로 체험되는 것이고, 절  자기 충족적이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인식 방법은 몸을 객관적 세계(지각된 세계)와 주관적 세계
(지각하는 주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게 하며, 이 두 세계의 분리를 

112)  Germano Celant, "From the Open Wound to the Resurrected Body," in 

Emily Braun ed., 앞의 책, p. 296

113)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1945), trans. 

Donald A. Landes, (New York: Routledge, 2012),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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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다. 그리고 메를로 퐁티 현상학의 중심이 되는 ‘신체-주체
(body-subject)’나 ‘육화된 주관성’은 바로 이러한 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114)

3. <유화>: 몸의 물질성을 드러내기

 폰타나는 캔버스에 구멍을 뚫거나 길게 찢은 작품을 모두 같은 제
목, <공간 개념>으로 불렀다. <공간 개념>은 다시 재료나 형태에 따
라 여러 개의 작품군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표적인 것이 <구멍>
과 <베기> 을 뿐, <공간 개념>이 변주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다. 
가장 먼저 <구멍>에 시도된 변형은 캔버스 위에 여러 색깔의 유리구
슬을 붙이는 것이었다(도 29). 이 작품들의 별명은 <돌
(Pietre)>(1952~1956)로 마치 심연과도 같은 검은 구멍과 밝게 빛나
며 실제로 돌출되어 있는 유리구슬이 비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비교적 초기에 시도된 또 다른 변형인 <바로키
(Barocchi)>(1954~1957)에는 유리구슬 외에도 흙이나 유화 물감을 
두껍게 올려 거친 표면을 만들고, 폰타나가 여러 선언문에서 강조했
던 바로크적 운동성을 표현했다(도 30). 이 외에도 1961년 뉴욕을 방
문한 후 빛나는 마천루의 모습에 감을 받아 만든 <금속
(Metalli)>(1961-1965), 사각형의 캔버스를 벗어나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의 캔버스를 선보인 <원자(Quanta)>(1959-1960) 등 <공간 개념>
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도 31, 32).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구멍>과 <베기>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만
들어졌다. 또한 어느 한 작품군의 제작이 완전히 끝나야 다른 작품군
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1950년  중반에는 <바로
키>, <구멍>, <제시(Gessi)>, <인키오스트리(Inchiostri)>, <돌>이 한
꺼번에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114) 모니카 M. 랭어,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우석, 임양혁 옮김 (청

하, 1992),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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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타나가 이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했던 이유는 각각의 재료가 
가진 물질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품을 완전히 뚫어
버리는 폰타나의 작업 방식 때문에 작가의 행위가 남긴 흔적은 캔버
스에 칠해지거나 캔버스를 체한 물질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직 젖어있는 석고 반죽에 낸 구멍 주위에 패인 자국은 마르고 나서
도 이 물질의 원래 모습을 말해주며(도 33), 금속에 낸 구멍은 주변을 
찌그러지게 한다(도 31 참조).
 재료의 물성에 한 실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작품
군은 <유화(Olii)>이다. <유화>를 제외한 부분의 작품에서 폰타나는 
수성 도료를 이용하여 캔버스를 채색했다. <베기>를 제작할 때는 물
감을 발라 축축한 상태에서 캔버스 표면을 절개한 다음 건조되면서 
수축하는 구멍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만져 말려 올라가는 모양을 조절
했다고 한다.115) 그 결과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구멍의 입체감은 미
미한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유채 물감을 사용한 <유화>에서 캔버스
는 완전히 입체적이고 촉각적인 것으로 변한다(도 34). 당 의 앵포르
멜 작가들이 보여주었던 물질에 한 관심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부분
이다. 아무리 실제의 공간을 끌어들 다고는 하지만 얇은 판에 불과
했던 캔버스의 표면이 하나의 덩어리, 즉 양감이 있는 어떤 ‘물질’로
서 다가오는 것이다. <유화>가 보여주는 덩어리의 느낌은 <구멍>이나 
<베기>보다도 오히려 1950년 이전에 제작된 도자기 작품에 더욱 가
까워 보인다.
 <유화>의 구멍은 작품의 촉각적인 느낌을 배가시키는 요소이다. 다
른 <공간 개념>에서는 구멍이나 틈이 비교적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있
는 데 반해 <유화>의 구멍은 유화 물감의 두터운 질감이 그 로 드러
난다. <구멍>의 구멍 역시 작가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지만 <유화>에 
남은 각각의 구멍은 그것이 뚫릴 때의 힘의 방향과 세기 등 작가가 
마주한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멍>을 
볼 때보다 <유화>를 볼 때 작가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떠올리게 된

115) Barbara Hess, 앞의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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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화>는 그 어떤 작품보다 유기적인 형상을 취하며, 구멍은 폭
력적인 행위의 결과물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유화>의 표면을 ‘살’로, 구멍을 ‘상처’로, 캔버스를 ‘몸’
으로 읽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베기>에 나타나는 칼자국을 상
처로 해석하는 작업은 이미 사라 윗필드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며, 
니콜라스 구아니니(Nicholas Guagnini, 1966-)도 어렸을 적 아르헨
티나에서 폰타나가 보았던 카우보이의 모습이 <베기>의 감이 되었
을 것이라고 말한다.116) 당시 카우보이들이 했던 놀이는 칼로 상 의 
얼굴을 먼저 베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유화>를 몸의 직접적인 체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이 외에도 많
다. 1961년과 1962년 사이에 제작한 <유화>에는 이전 시기와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구멍이 단 하나만 등장하게 된다는 것
이다(도 35). <유화>를 비롯해 폰타나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구멍이 하
나로 줄어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117) 그리고 이 구멍은 점차 
깊고 촉각적이며 폭력적인 것으로 변해간다. 폰타나는 이렇게 구멍이 
하나만 있는 <유화>에는 또 하나의 별칭을 붙 는데, 바로 ‘배꼽
(Ombelichi)’이라는 이름이었다.118) 
 또 다른 ‘배꼽’의 특징으로는 ‘살’을 떠올리게 하는 흰색이나 분홍색

116) Sarah Whitfield, 앞의 책; In a Conversation with the author about 

Argentinean Cultural Dimensions in the Work of Fontana, 31 May, 2001; 

Paulo Herkenhoff, "The Optic of the Invisible Wish for Space," in Lucio 
Fontana Brasil (Charta, 2002), p. 165에서 재인용.

117) <베기>의 틈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도 1961년의 일이다. 

118) 폰타나가 작품에 신체 일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

다. 폰타나의 청동 조각 <나투레(Nature)>(1959-1960)를 소장하고 있는 크뢸

러 뮐러 미술관(Rijksmuseum Kröller-Müller)의 마리안느 브라우어(Mariann 

Brouwer)는 왜 작품의 제목이 단수형인 ‘나투라(natura)’가 아니라 ‘나투레’인

지를 궁금해 했다고 한다. 동료 이탈리아인에게 물어본 결과 ‘나투레’에는 ‘자

연’이라는 뜻 외에도 여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Marianne Brouwer to Yve-Alain Bois, June, 1988 in 

Yve-Alain Bois, 앞의 글, p. 279. 단어의 뜻을 알고 작품을 다시 보면 <나투

레>뿐만 아니라 ‘배꼽’ 시리즈 역시 여성의 음부를 떠올리게 하는 외양을 가지

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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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색된 작품이 많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폰타나를 진지하지 
못한 작가로 보았던 여러 평론가들에게 이 외설스러운 색깔들은 거슬
리는 특징이었다. 그 중에서도 금색은 최악이었다. 앵포르멜이 유행했
던 당  유럽 미술계에서 금색은 비잔틴 시  성화나 두 세기 전 부
르주아들에게나 어울릴법한 색이었지 모더니즘 미술에 어울리는 고상
한 색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타나는 작품 활동의 초기에 
금색을 즐겨 사용했다. 그런데 공간주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 
거의 쓰지 않게 된 금색이 <유화>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초기 구상 조각에서는 금색의 용도가 한정적이었는데, 사람의 살결 
표현에만 금색을 사용했다(도 36, 도 10 참조). 모자이크 역시 인간 
형상의 재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도 9 참조).119) 폰타나는 자
신의 도자기 스승이었던 툴리오 달비졸라(Tullio d'Albisola, 
1899-1971)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자이크를 “저속하게 매력적이고, 관
능적 즐거움을 주며, 유혹적인 재료”라고 묘사했다.120) 폰타나에게 금
색과 모자이크는 인간의 관능적인 살결에 한 비유 다. 
 후기 작품 중에서는 <유화>에서만 금색을 사용하는데, 흥미로운 점
은 이 금색을 사용한 <유화>에 어렴풋이 여성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는 것이다(도 37). 그런데 <공간 개념>을 통틀어 형상이 그려진 작품
은 모두 금색 <유화> 세 점뿐이고, 모두 여성의 초상이다. 이 사실은 
초기 작품에서 사용된 금색과 후기 작품에서 사용된 금색이 살의 관
능성과 결부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유화>의 표면을 살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폰타나가 <유화>를 그리던 시기 일
요일마다 누드 모델을 그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바라 헤스(Barbara 
Hess)는 이것이 <유화>에 인체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향을 주었을 

119) 모자이크의 사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는 작품이 갖는 효과를 체험한 폰타

나는 <어릿광대>의 안쪽에 전구를 심고, <공간 환경>에서는 형광 안료를 칠하

고, <네온 구조>에서는 네온 튜브를 사용하며 작품에서 빛이 내는 효과라는 자

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120) Lucio Fontana to Tullio d'Albisola, 22 February, 1940; Anthony White, 

“Industrial Painting’s Utopias : Lucio Fontana’s ‘Expectations’,” October, 
Vol. 124, Postwar Italian Art, (Spring 2008), p. 3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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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기도 한다.121)

 여기서 폰타나에 한 부아의 해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
다. 부아는 그린버그로 표되는 주류 모더니즘 비평이 에두아르 마
네(Edouard Manet, 1832-1883)로부터 추상 표현주의까지 현  미
술의 역사를 일직선상의 진보적인 흐름으로 평가하는 것에 항하여, 
비정형이라는 작동 방식으로 현 미술을 재서술하고자 했다. 비정형
은 바타유가 잡지 『도퀴망(Documents)』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모
든 사물을 저급하게 낮추는 역할을 담당할 뿐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를 지니지 않는 작동적인 어휘이다.122) 비정형은 모든 범주를 사고되
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사물이 적절한 형태를 갖추는 것을 부정
하고, 의미가 으깨져 버리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123) 즉 부아는 개념
이 되기 이전의 존재 방식으로 되돌리는 비정형을 이용해 이성의 담
론에 구멍을 내고, 형식이나 기호학적인 의미론에 의존하지 않고 모
더니즘의 통일성에 틈을 벌리는 현 미술의 가능성에 해 재고하고
자 했던 것이다.
 비정형의 적인 관념론 혹은 이상주의에 항하는 바타유의 가장 강
력한 무기는 저속한 유물론(Base materialism)이었다. 저속한 유물론
은 물질의 이상적 형식인 이미지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미지는 물질
과 형식 사이의 립을 전제하고 관념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이다.124) 여기서 부아는 바타유의 저속한 유물론을 가장 적절
하게 옹호할 수 있는 작품이 폰타나의 1947년에서 1949년까지의 검
은 조각들이라고 보았다. 1947년의 <공간 조각>에서 폰타나는 형상에 

121) Barbara Hess, 앞의 책, p. 69

122) Yve-Alain Bois and Rosalind Krauss, Formless : A User’s Guide (New 

York: Zone, 1997). p. 18.

123) George Bataille, "Informe," Documents 1, no. 7 (December 1929), p. 

382; Rosalind Krauss, "Corpus Delicti," in Krauss and Jane Livingston 

eds., L'Amour Fou: Photography and Surrealism (Washington, D.C.: 

Corcoran Gallery of Art; New York: Abbeville Press, 1985), pp. 64-65에

서 재인용.

124) Yve-Alain Bois and Rosalind Krauss, 앞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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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수직적인 혹이 남아 있
어 모호한 의인화의 관습이 남아있으며, 둥근 프레임은 사건이 발생
할 것 같은 무  공간을 형성한다(도 17 참조).125) 그러나 1949년 
<공간 도자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도 2 참조). 이 
커다란 덩어리는 물질을 지양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했던 기하학, 즉 
관념으로 이상화가 되지 못한 채 비하/저하된 물질로 남는다.126) 
 폰타나의 작품에서 물질은 상징이 되지 못하고, 가치를 부여받지 못
하며, 관념적 용어로 치환되지 못한다. 그의 물질 덩어리는 그저 물질 
덩어리일 뿐이다. 부아는 이 ‘상징 과정의 부재’를 폰타나 예술의 가
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았다. 그의 작품은 몸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
라 몸 그 자체이고, 성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순간에 있
다.127) 그의 작품은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퇴행하여, 그 
상징의 과정을 되돌리려고 한다. 그는 미학, 합리주의, 형식주의를 공
격하며 본능의 미술, 미분화된 상태의 미술을 촉구한다.128) <유화>가 
살로 읽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유화>는 페티쉬화된 살의 
체물, 분리될 수 있는 상징으로 환원되기를 거부한 채 그 로 살로 
남는다. 

125) 위의 책. p. 56

126) Yve-Alain Bois, 앞의 글, pp. 247-248.

127) 위와 같음.

128)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

즘』, 배수희 외 7인 옮김 (세미콜론, 2012). p.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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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폰타나의 작품에서 몸의 문제와 그것의 동
시대성

 제2차 세계 전은 사람들에게 인간성에 한 환멸과 량 학살의 두
려움을 심어주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감수성은 더 이상 이
전과 같을 수 없었고, 미술의 표현 방식에도 급격한 단절이 생겼다. 
폰타나의 공간주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살펴 본 몸의 개입은 이와 같
은 예술의 변화 양상 중 하나 다.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미학과 합리
주의, 형식주의에 한 믿음이 흐려질수록 직관이나 비이성에 더 맞
닿아 있다고 여겨지는 몸이 예술의 가치를 보증하게 되었다. 이번 장
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변화한 국제예술계의 경향과 폰타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으로부터 탈주하여 몸으로 향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
본다. 

1. 전후 예술의 경향과 전쟁

 세계 제2차 전은 예술의 전개 양상에도 큰 향을 미쳤다. 1차 
전 이후 러시아 구성주의나 네덜란드의 데 슈틸, 독일의 바우하우스
(Bauhaus)를 가능케 했던 유토피아적인 전망이 2차 전 이후에 다
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은 것은 전쟁을 막
는 데 실패한 구질서에 한 환멸뿐이었다.129) 1차 전 당시에는 전
쟁을 지지하거나 참전했던 작가들이 적지 않았던 데 반해, 2차 전
에 와서는 많은 작가들이 망명의 길을 택했다. 아우슈비츠와 히로시
마가 남긴 상흔은 너무 비극적이어서 오히려 그에 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130)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1969)는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쓴다

129) Andrew Causey, 앞의 책, p. 15

130) Peter Selz and Kristine Stiles, "Gestural Abstraction," in Peter Selz 

and Kristine Stiles eds., 앞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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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야만적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성이 말살된 세계 이후의 
예술 만들기의 불가능성을 선언했다.131) 폰타나 역시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 이후의 회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구절을 「원자 회화 선언
(Manifesto de la peinture Nucleaire)」에 삽입함으로써 2차 전 
이전의 예술 방식이 전후에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표명했
다.132)  
 전후 가장 뚜렷한 예술적 경향으로 떠오른 것은 행위 추상, 서정 추
상(Lyrical Abstraction) 등 다양한 표제어로 묶이거나 혹은 묶일 수 
없는 유럽과 미국의 추상 미술이었다. 이 두 륙의 미술은 각각의 
발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으로 볼 수 없고, 작가들마다
의 개성도 뚜렷해서 쉽게 그 특징을 단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거
친 행위의 흔적과 질료의 물질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해 페터 젤츠(Peter 
Selz)와 크리스틴 스타일스(Kristine Stiles)는 기계화된 중문화와 
미디어의 과잉 성장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소외에 한 감각과 개성적 
표현에 한 필요를 키우게 했다고 보았다.133)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문화와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함께 인기를 얻
었던 행위 추상 혹은 서정 추상이 소외된 개인에게 일종의 치유의 공
간으로 여겨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후 추상의 성격은 그보다 이른 
시기의 비극인 제2차 세계 전과 구체적이면서도 관념적인 관계를 맺
으면서 성립되었다. 전쟁이 예술의 기본 조건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
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예술 지형도를 뒤바꾼 
초현실주의자들의 미국 이주가 전쟁으로 인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개된 추상 표현주의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예술가
들의 망명이 미술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1939년 쿠르트 셀리그
만(Kurt Seligmann, 1900-1962), 이브 탕기(Yves Tanguy, 

131) Terry Eagleton, 앞의 책, p. 341.

132) “Manifesto de la Peinture Nucleaire” (1952) in Germano Celnat ed., 앞

의 책, p. 717.

133) Peter Selz and Kristine Stiles, 앞의 글,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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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55),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ta, 1911-2002)가 뉴욕으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나치의 프랑스 점령 이후에는 초현실주의의 리
더라고 할 수 있는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1896-1966)을 비
롯하여 앙드레 마송(André Aimé René Masson, 1896-1987)과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981-1976)가 뉴욕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옮
겼고, 1942년에는 뒤샹까지 뉴욕 땅을 밟게 되었다.134) 1942년 3월 
피에르 마티스 갤러리(Pierre Matisse Gallery)에서 열린 《망명한 미
술가(Artists in Exile)》 전시 서문에서 미술 비평가 제임스 소비
(James Thrall Soby, 1906-1979)는 유럽 미술가들의 망명이 미국 
미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들을 
환 했다.135) 젊은 미국의 미술가들은 유럽에서 온 이름난 미술가들
의 문하에서 연습하며 유럽 아방가르드가 이룩한 성취들을 연습했다. 
그린버그의 경우 한스 호프만(Hans Hoffman, 1880-1966)으로부터 
배운 추상미술의 원칙들을 자신의 초기 비평 언어에 그 로 녹여냈
다.136) 
 초현실주의자가 주축이 된 망명 미술가들의 향이 형식상의 문제에
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137) 유럽 지식인의 망명이 어느 정도 수그
러들고, 초현실주의자들이 더 이상 하늘의 별이 아니라 아닌 뉴욕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자 비평가들의 논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
다. 반파시즘을 기치로 전선에 뛰어든 미국이 유럽에서 승기를 잡아

134) 할 포스터 외, 앞의 책, pp. 326-327.

135) James Thrall Soby, Catalog for the Artists in Exile show, Pierre 

Matisse Gallery (March, 1942), unpagenated.; Serge Guillbaut, 앞의 책, p. 

64에서 재인용.

136) Dore Ashton, The New York School: A Cultural Recko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158-159. 

137) 물론 형식상으로도 초현실주의는 추상 표현주의에 참조할만한 여러 가지 요

소들을 제공했다. 마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 1904-1996)는 초현실주의

의 새로운 희망이었던 마타가 초현실주의에서 추상 표현주의로 넘어가는 변곡

점에 있었던 아쉴 고르키(Arshile Gorky, 1904-1948)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를 분석하기도 했다. Meyer Schapiro, "Gorky: The Creative Influence," 

Art News 56 (September 195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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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1943년을 기점으로, 유럽미술을 흡수해야한다던 예술계 인사들
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유럽미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다.138) 사업가이자 미술 애호가 던 사무엘 쿠츠(Samuel 
Kootz, 1898-1982)는 『미국 회화의 새로운 개척자들(New Frontiers 
in American Painting)』에서 초현실주의를 비난하는 동시에 이들의 
망명을 미국 미술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
다.139) 전쟁이 끝나면 뉴욕이 서구 문화와 예술의 수호자 역할을 하
던 파리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견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세련되지 못한 지역주의 미술과 유럽 아방가르드의 모방을 
피하면서도 미국적인 미술을 발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추상 표현주의는 이 ‘미국적인 것’을 발견하는 와중에 선택된 것이었
다.140) 
 전후 미국에서 추상미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향을 준 것은 제2차 
세계 전 이후 유럽과 미국의 관계 변화라는 외부적인 요소뿐만이 아
니었다. 미국 내부에서 미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계층 즉 지식인, 작
가, 평론가들에게도 전쟁은 어떤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이 전환은 
1930년  후반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목도한 소련의 정치적 상황
에 한 환멸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에서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공조
하면서 이전까지만 해도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
었던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141) 이와 함께 마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등 미술사학자
와 평론가들은 추상미술도 사회의 갈등과 모순, 사회의식을 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추상미술 속에서 개인과 예술의 자유, 그

138) Martica Sawin, Surrealism in Exile and the Beginning of the New York 
School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p. 294.

139) Samuel Kootz, New Frontiers in American Painting (New York: 

Hastings House, 1943).

140) Serge Guillbaut, 앞의 책, pp. 49-99.

141) 김영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이론과 비평」, 『서양미술사학회논문

집』8, (1996. 12),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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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공존하게 할 방법을 모색했다.142) 추상미술이 
미국을 표하는 미술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난 뒤 이러한 지식인들
의 입장은 다소간 형식주의로 경직되거나, 그린버그의 향력에 힘입
어 엘리트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미국 추상미술의 시작에
는 전쟁을 둘러싼 이념의 전환과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은 작가 자신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아돌프 고틀립
(Adolph Gottlieb, 1903-1974)과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는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한 첫 
번째 화가들이었다. 그들은 평론가 에드워드 쥬얼(Edward Alden 
Jewell)의 혹평에 맞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그들이 하려는 미술에 

해 꽤 명확한 상을 제시했다. 그들에게 예술은 미지의 세계에 한 
탐험이자 상식에 반 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역할은 세상을 그들의 
방식으로 보고, 회화의 평면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143)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주제 의식에 한 그들의 생각이었다. 

잘 그리기만 하면 무엇을 그렸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게 요즘 화가들 사
이 널리 퍼진 생각이다. 이것은 아카데미즘의 핵심이다. 아무것도 그리
지 않은 회화가 좋은 회화일리 없다. 우리에게는 주제가 중요하고, 주제 
의식만이 비극적이며 시 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 때
문에 우리는 원시 미술과 고  미술에 적인 동질감을 느낀다.144)

 고틀립과 로스코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원시주의에 해 좀 더 이
야기했다. 그들이 원시주의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원시 예술이 이
국적이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두

142) 여기에는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가 『파티잔 리뷰(Partizan Revie

w)』에 발표한 「선언문: 자유로운 혁명미술을 향하여(Towards a Free 

Revolutionary Art)」가 큰 영향을 끼쳤다. 위의 논문, p. 56. 

143) Adolph Gottlieb and Mark Rothko, "Statement," (June 1943) in New 
York Times, 13 June, 1943.

14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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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불안을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설명이었다.145)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 역
시 주제 의식에 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폴란드의 
화가 테레사 차르노버(Teresa Zarnover, 1895-1950)를 위해 뉴먼이 쓴 
전시 서문이다.
 

예술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그녀는 우리 시 의 
비극에 해 민감한 많은 미국의 예술가들과 닮아 있다. 그녀의 작품에 
힘과 위엄을 주는 것은 바로 추상 언어에서 추상 사고로의 전환이며, 추
상에 한 훈련보다 추상의 주제 의식에 한 관심이다. 여기서 진실은 
상호 포괄적이다. 왜냐하면 인간 존엄에 한 옹호는 예술의 궁극적인 
주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옹호를 통해서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146)

 1930년 만 해도 마르크스주의자가 부분이었던 추상 표현주의 화
가들은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뒤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t) 계급에 느꼈던 연 감을 인류의 운명에 한 관심으로 

체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한 우리 시 의 비극, 인간의 근원적인 두
려움과 불안은 1943년에는 전쟁으로부터, 그리고 1946년에는 핵의 
위협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147) 만약 추상 표현주의가 다른 선배 추
상 미술로부터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막다른 운
명에 도달한 인류의 구원에 한 관심이었다.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

145) Adolph Gottlieb and Mark Rothko, “The Portrait of the Modern Artist," 

13 October, 1943; Irving Sandler, The Triumph of American Art, (Harper 

& Row, 1976), pp. 63-64에서 재인용.

146) Barnett Newman, catalog for the Teresa Zarnover show (April-May, 

1946); Serge Guillbaut, 앞의 책, p. 114에서 재인용.

147) 어떻게 전후의 미국 화가들이 핵폭탄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추상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해서는 Denise M. Rompilla, “From Hiroshima to the 

hydrogen bomb: American artists witness the birth of the atomic age,” 

Ph. D. dis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8),  pp. 152-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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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적 질문의 바탕에는 전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의 실존주의 철학이 있었다. 
사르트르는 불안만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개인의 양심적 선택을 강조
하며 인류 구원에 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는 작가들
에게 캔버스 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148) 
   한편 전쟁 기간 동안 나치즘의 공포를 눈앞에서 목격해야했던 유
럽의 예술가들에게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마냥 평화로운 시절이 시
작된 것은 아니었다. 전쟁 후의 혼돈과 가난, 학살의 외상은 전쟁 
이후의 예술을 전에 없던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 폴록은 “현  
회화의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149)라고 
했지만 유럽에서 추상 미술의 발전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맥락 속에
서 이루어졌다.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1892-1975) 독재정권 하에서 추상 미술은 정치적 해방의 함의를 가
지고 있었고, 이탈리아의 작가들은 추상 미술을 통해 정치화된 리얼
리즘 미술에 반 했다.150) 국제적으로 가장 두드러졌던 움직임은 포
트리에, 볼스(Alfred Otto Wolfgang Schulze, 1913-1951), 장 뒤뷔
페(Jean Dubuffet, 1901-1985) 같은 프랑스 작가들의 활동이었다. 
이들은 이전 세  미술로부터 급격한 단절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각자 구별되는 개성이 더 뚜렷했다. 볼
스의 경우는 행위에, 포트리에와 뒤뷔페의 경우는 물질에 좀 더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뒤뷔페는 명백히 구상 미술에 몰두했고, 볼스와 
포트리에는 추상과 구상의 구분이 애매한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

148) Dore Ashton, 앞의 책, pp. 181-182.

149) “Jackson Pollock: A Questionnaire," Pepe Karmel, ed., Jackson Pollock: 
Interviews, Articles, and Review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99), p. 16

150) Megan M. Fontanella, "Tastebreakers of the 1950s: An Introduction," 

Tracy Bashkoff et al., Art of Another Kind: International Abstraction and 
the Guggenheim, 1949-1960 (New York: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201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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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볼스를 포함해서 포트리에나 뒤뷔페 등 전후 파리에 새롭게 나타났
던 예술 사조에 앵포르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타피에 다.151) 타
피에는 볼스의 형태 없는 작품을 보고 처음 앵포르멜(Informel)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51년부터는 뒤뷔페, 앙리 미쇼
(Henri Michaux, 1899-1984), 포트리에 등의 미술을 가리키면서 더
욱 적극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152) 이듬해에는 기존의 미학적 관
습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예술을 주창하는 선언 『아르 오트
르(Un art autre)』를 펴내는 동시에 동명의 전시를 열었다. 이후 타
피에는 앵포르멜과 오트르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153) 개인주
의, 진정성, 공격성, 폭력, 관습에 한 도전이 이 새로운 미술의 특
징으로 제시되었고, 기법상으로는 물질과 제스쳐에 한 강조가 아트 
오트르 혹은 앵포르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타피에가 
앵포르멜 미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획했던 전시들을 살펴보면 파
리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북유럽을 포함한 전 유럽과 심지어는 북미 
작가들의 작품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1950년  중반이 넘어가자 일본
과 접촉하면서 아시아의 미술까지 앵포르멜로 아우르려고 시도하게 
된다.154) 이것은 국제화의 기치 아래에서 문화적 선구자로서의 파리

151) 사르트르가 이 경향을 실존주의라는 철학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것은 맞

지만 오히려 사르트르는 이 새로운 예술이 하나의 선험적인 미학으로 묶이는 

것에 반대했다. 

152) Frances Morris, 앞의 책, p. 21.

153) 정무정, 「전후 추상미술계의 에스페란토, ‘앵포르멜’ 개념의 형성과 전개」, 

『미술사학』 17 (2003년 8월), p. 15.

154) 1951년 3월 니나 도세 화랑(Galerie Nina Dausset)에서 열린 《격정의 대

결(Véhémences confrontées)》에는 조르주 마티외(Georges A. Mathieu, 

1921-), 볼스, 한스 아르퉁(Hans Hartung, 1904-1989), 쥬세페 카포그로시

(Giuseppe Capogrossi, 1900-1972), 폴록,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 샘 프란시스(Sam Francis, 1923-1994), 장 폴 리오펠

(Jean-Paul Riopelle, 1923-2002)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1952년 6월 《비추상 

화가들(Peintures non-abstraites)》전에서는 뒤뷔페, 미쇼, 폴록, 카렐 아펠

(Karel Appel, 1921-2006) 등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또 다른 미술》전

에서는 뒤뷔페, 포트리에, 마티유, 미쇼, 리오펠, 아펠, 프란시스, 아르퉁, 마타, 



- 61 -

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타피에의 열망에서 비롯된 결과 다.155) 문제
는 이러한 열망이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전되어온 각 나
라의 추상 미술들 사이의 차이점을 무화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전후라는 시 와 관련해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패전국이었던 일본, 
나치 점령 하에 있었던 프랑스 작가들의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창조자들은 그들 메세지의 불가피성을 표현
하는 유일한 방법이 비범함-발작, 마법, 완전한 무아지경을 통해서라
는 것을 안다”는 낭만적인 프레임으로 그들 모두를 감싸버렸다.156) 
타피에에 의해 앵포르멜의 주요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뒤뷔페
는 『또 다른 미술』을 받고 타피에에게 분노에 가득 찬 편지를 쓰기도 
했다. “나는 그와 같은 모든 향력에 관련되길 매우 강하게 거부한
다. 나는 이 책이 옹호하는 것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157)

 실제로 이들의 미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인물은 타피에라기보
다는 사르트르 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L'être et le néant)』는 
1943년 독일군 점령 하의 파리에서 단 2천부만이 문고본으로 발행되
었다. 이 책을 누가 어떻게 읽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2년 후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인가?’라는 제목의 중 강연을 열
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몇몇 청중은 기절하는 일까지 벌
어졌다는 사실이다.158) 이렇게까지 『존재와 무』가 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그의 철학이 2차 전으로 황폐화된 인간 존재의 존엄
성을 고양시키는 근거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진보, 기독

폴록, 리오펠, 피에르 슐라주(Pierre Soulages, 1919-), 마크 토비(Mark 

Tobey, 1890-1976), 볼스 등 다양한 작가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위의 글, 

pp. 14-15.

155) Megan M. Fontanella, 앞의 글, p. 17.

156) Michel Tapié, "A New Beyond," Un Art Autre (Paris: Giraud, 1952) in 

Jerrold Lanes and Hereschel B. Chipp eds., 앞의 책, p. 603.

157) Jean Dubuffet to Michel Tapie, 21 December, 1952; Yve-Alain Bois 

and Rosalind Krauss, 앞의 책, p. 140에서 재인용.

158) Frances Morris, Paris Post War: Art and Existentialism 1945-1955, 
exh. cat. (London: Tate Gallery, 1993),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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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가치관 등 이전까지 서구사회가 의존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 기
준이 붕괴된 시점에 사르트르는 절 적 자유를 지닌 개인들 각자의 
실존을 세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본인의 철학을 인간성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159) 이 시절 파리에 거주했던 젊은이들에게 실존주
의는 하나의 생활방식이어서 낮에는 독립 언론과 소설 등을 통해, 밤
에는 클럽과 재즈 음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160)

 또한, 파리에서는 문학가나 철학가가 서로의 미학을 지지해줄 수 있
는 미술가와 긴 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사르트르에게 
선택받은 미술가가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와 볼스 다. 사르트르는 볼스를 1945년 처음 만났고 그
의 작품만큼이나 비극적이고 방탕한 작가의 생활방식에 매료되었다고 
한다.161) 볼스의 그림에서 사르트르는 작가의 "세계 내 존재의 보편적
인 두려움"을 보았다.162)

 정리하자면 미국과 유럽에서 작가들에게 공통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실존주의 다. 이들은 이미 사회주의의 이상이 현실에서 왜곡되어 작
동하는 것을 목도하 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체제에 편입되기보다는 
개인의 수준에서 행동하고 싶어 했다. 또한 전후 미국이 점차 냉전의 

립구도를 공고히 하고 유럽이 경제 복구 과정에서 미국식 경제체제
로 편입되어 가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와 더욱 긴 히 연결되어 집단적 행동을 자제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여전히 인류에 한 책
임감을 배제시키지 않길 원했다.163) 다시 말해 더 이상 정치 체제가 

159) 변광배, 『존재와 무: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살림, 2005), pp. 88-90.

160) Frances Morris, 앞의 책, p. 18

161) 위의 책, p. 19.

162) Jean-Paul Sartre, "Fingers and Non-Fingers," in Werner Haftmann ed.,  
Wols, trans. Nobert Guterman (New York: Harry N. Abrams, 1965), p. 

37.

163) 낸시 제이첵(Nancy Jachec)은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 강조했던 ‘비극’이 단

순히 소외의 감정이 아니라 그 소외된 개인과 타인과 관계되는 행동의 필요성 

사이에서 유발되는 긴장에 관한 것이며, 좀 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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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 를 하기 보다 개개인의 선택
이 더욱 윤리적일 수 있다는 사르트르의 철학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전후 작가들의 실존주의에 한 지지는 전쟁으로 인
해 변화한 세계관 속에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 
한 결과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를 바탕에 둔 작가들은 점차 자신의 미술에서 ‘직접성’을 중
요시하게 되었다. 직접성이란 과학적·객관적·추상적 사고를 매개하지 
않고 상황이나 경험을 체현함으로써 관객이 그 상황이나 경험에 빠져
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존주의로 추상 표현주의
를 읽어낸 표적인 평론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작가들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기하학적 추상으로 변되는 순수한 조형성에 한 거부로 이어졌
다.164) 『타이거즈 아이(Tiger’s Eye)』에 실린 작가들의 글은 과학과 
형이상학에 한 의심과 과학의 ‘저 너머의 이상(beyondness)’에 
비되는 숭고(sublime)의 ‘지금 여기의 직접성(hereness)’에 해 말한
다.
 그런데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한 작가들의 이성에 한 불신과 직관
에 한 강조는 폰타나의 「공간주의 선언」에서도 발견되어 유럽과 미
국의 작가들과 폰타나가 공유했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한 실
마리를 제공해준다. 「공간주의 선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를 둘러싼 오해들에 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머물렀던 6년간 폰타나는 아버지의 공방을 도와 상
업적 조각을 제작하는 한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젊은 예술가들과 
접촉하며 현 미술에 한 애정도 버리지 않았다. 1946년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현 미술에 한 생각을 하나의 운동으로 성립

적한 바 있다. Nancy Jachec, “̔̔‘The Space between Art and Political 

Action’: Abstract Expressionism and Ethical Choice in Postwar America 

1945-1950,” Oxford Art Journal, Vol. 14, No. 2 (1991), p. 25.

164) 위의 논문,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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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현지 예술가 3명과 함께 사립 예술 학교인 
알타미라(Altamira)를 세우게 된다. 학교는 곧 남미 아방가르드 작가
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국제 추상미술 운동이었던 마디(Madí, 
Movimiento Abstracción Dimensión Invención)도 이곳에서 시작
되었다.165)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 공간주의 선언들의 기초가 되는 
「백색 선언」이 바로 여기서 쓰 다. 여러 명이 함께 쓴 선언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글은 아니었지만 요지는 기술과 
과학이 발전된 만큼 예술도 시 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 연구의 일부를 4차원 예술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빛의 조형적 물
질과 음향 도구들을 발견하게 하는 데 헌신하라…우리는 물리학과 기술
의 시 에 살고 있다. 그려진 캔버스와 세워진 석고 덩어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것은 본질과 형식의 변화다. 필요한 것은 
회화, 조각, 시, 음악을 체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신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예술을 요구한다.166)

 이러한 태도는 폰타나가 이탈리아로 돌아온 이후에 쓴 네 번의 공간
주의 선언문에서 ‘반물질’적인 태도와 우주에 한 찬양으로 구체화되
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예술이 “물질의 희생양”이
었기 때문에 우리 시 의 예술가들이 “예술을 물질로부터 해방시키
자”고 주장하거나 “공간주의는 우주 안에서, 우주를 통해서, 예술의 
새로운 판타지를 창조할 것이다”라고 말한다.167)

 이렇게 보면 폰타나의 공간주의는 미래주의나 프람폴로니의 공중회
화 운동과 닮아 보인다.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기술의 진보에 의해 

165) Barbara Hess, 앞의 책, p. 20.

166) ""Manifesto Blanco” (1946) in Kristine Stiles and Peter Selz ed., 앞의 

책, pp. 47-48.

167) “Primo Manifesto dello Spazialismo" (1947) in Germano Celant ed., 앞

의 책 p. 714; Invitation to the exhibition "L'Ambiente Spaziale di Lucio 

Fontana," Galleria del Naviglio (Milan 1949); Stephen Petersen, 앞의 책, 

p. 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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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도시 환경, 즉 트램이나 기차, 가로등의 설
치에 자극받았고, 이 변화된 환경이 주는 자극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
해서는 예술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168) 
또한 공중회화 운동은 전쟁으로 인한 항공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 
상승하는 물체의 운동성을 인간의 정신성의 고양과 결부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로렌스 알로웨이도 미래주의의 두 번째 운동인 공중회화
가 폰타나의 공간주의와 “불쾌하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
했다.169) 그러나 공간주의가 그저 미래주의의 변형된 운동이 아닌 이
유는 이들 사이에 두 번의 량살상을 경험케 한 전쟁과 가로놓여 있
기 때문이다.
 먼저 우주와 우주의 정복을 가능케 할지도 모를 과학기술에 한 열
광은 전쟁 직후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화 현상
이었다. 전쟁 동안 원자 폭탄을 만들어냈던 핵 에너지에 한 공포는 
‘평화의 시 ’가 도래하면서 우주여행을 실현시켜 줄 미래의 에너지에 

한 기 로 탈바꿈했다.170) 우주여행에 한 중적 관심은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 인류 진보의 상징이자 하나의 사회적 
이상이 되었다. 실제로 인류가 우주여행에 성공 한 것은 15년 쯤 후
인 1961년 러시아에서 지만, 그 동안 우주는 곧 가장 첨단의 것을 
가리키는 수사가 되곤 했다. 예술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마

168) Christine Poggi, Inventing Futurism: The Art and Politics of Artificial 
Optim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 17-18.

169) Lawrence Alloway, "Viva Zero," in Otto Pience and Heinz Mack ed., 

Zero (Cambridge: MIT Press, 1973), p. 19 

170) 1946년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Illustrated London News)』는 “우

주선으로 달까지? 인류의 우주여행을 불가능하게 막고 있던 문제가 설명되었

다”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우주여행을 멀지 않은 미래의 일로 묘사하였고, 미

국에서는 『라이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에서 찍힌 사진을 게재하였

는데 거의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이듬해에 

『라이프』는 같은 로켓을 이용해 한층 더 멀리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실었다. 

“By Space-Rocket to the Moon? Problems, Which Prevent Man from 

Journeying in Outer Space, Explained," Illustrated London News (2 

November, 1946), pp. 402-403; "Sixty-five Miles Up," Life (2 December, 

1946), p. 83; "Picture of the Week," Life (31 March, 194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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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외는 자신의 글 「예술, 사고, 과학의 새로운 융합을 향하여
(Towards a New Convergence of Art, Thought, and Science)」
를 위한 일러스트에서 가장 최신 예술인 자신의 추상 작품과 우주선 
사진을 콜라쥬로 병치했다(도 38).171)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는 『아방가르드 이론(The Theory of Avant-Guardism)』에
서 예술적 실험을 과학의 그것에 비유하면서, 현  예술의 만성적인 
원칙으로 보았다.172) 즉 이 시 의 예술가들에게 최신 예술의 형식과 
첨단 과학의 비유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폰타나가 <공간 환경>이나 <네온 구조>를 작업하면서 산업적 
재료를 사용하거나 엔지니어들과 협업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기술과 예술의 진정한 융합을 시도했다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기술을 이용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폰타나는 오
히려 도자기라는, 예술가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공예 
매체에 몰두하기도 했으며 평생 캔버스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의 공간주의의 이상을 선언문에 적힌 그 로 실현시킨 것은 독일의 
제로(ZERO) 그룹, 파리의 시각예술탐구그룹(GRAV, Groupe de 
Recherche d’Art Visuel), 이탈리아의 그루포 T(Gruppo T), 스위스
의 장 팅겔리(Jean Tinguely, 1925-1991) 등이었으며, 시기적으로도 
훨씬 더 이후의 일이었다. 얀 반 데르 마크(Jan van der Marck)는 
과학에 한 폰타나의 관점을 "폰타나에게 과학이란 현 적 신화의 
한 형식이었다…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는 그 효과
를 사랑했다“고 정리하기도 했다.173)

 공간주의에 한 두 번째 오해로 그가 보여주는 반물질적인 태도를 
비물질화(dematrialization)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물

171) Georges Mathieu, "Towards a New Convergence of Art, Thought, and 

Science," Art International 4, no. 2 (May, 1960) pp. 20-47.

172) Renato Poggioli, The Theory of the Avant-Garde (1962), trans. Gerald 

Fitzgerald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1968), 

p. 136.

173) Jan Van Der Marck and Enrico Crispolti, Lucio Fontana (Milan: 

Archivio Lucio Fontana; Brussels: La Connaissance, 197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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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란 미국의 큐레이터이자 미술비평가 루시 리파드(Lucy Lippard, 
1937-)가 1967년 처음 사용한 단어로 작품의 시각적 체계보다 작품
의 기저에 놓인 개념이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점차 작품
의 물질적인 측면들을 문제 삼지 않게 된 당 의 경향을 가리킨
다.174) 폰타나를 비물질화와 연결시키는 많은 글들이 범하는 오류는 
1960년  후반에 정립된 개념을 1950년  초의 글에 소급해서 적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간주의를 개념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 폰타나도 그의 캔버스 작품에 <공간 개념>이라는 제목
을 붙이고 있지만 그에게 ‘개념’은 비물질이 아니라 노동이자 수행적
인 것이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을 재료와 기법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물질을 통해 
비물질을 구체화한 셈이다. 동시 의 예술가 중 개념미술에서의 비물
질화 경향에 더 잘 들어맞는 작가는 이브 클랭(Yves Klein, 
1928-1962)이다. 클랭이 <텅 빔(Le Void)>(1958)을 전시하고 외양이 
같은 모노크롬을 각기 다른 가격 로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술가의 
생각이나 감수성이 어떤 실체 없이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
문이었다. 폰타나는 단 한 번도 실체 없는 작품을 주장한 적이 없었
다.
 전후 이탈리아에서 ‘물질성’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예술가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이념을 가르는 단어로 사용된 바 있다. 공산주의의 열렬한 
지지자 던 예술가들과 그렇지 않은 예술가들이 갈라서는 분기점이 
된 1948년 제2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 물질성이라는 단어는 
극명한 충돌을 불러 일으켰다. 두 진 의 예술가들 모두에게 물질성
은 이탈리아 현 미술의 중요한 화두 으나, 한 편에서는 이것을 사
회적인 계층과 관련된 ‘낮음’의 문제로, 한편에서는 같은 단어를 물질
의 원시적인 면과 관계된 용어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175) 이 파

174) Lucy Lippard ed., Six Years: The Dematerialization of the Art Object 
from 1966 to 197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 5. 

175) Germano Celant, 앞의 글,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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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음은 지난 20년간 국제적 아방가르드로부터 도태되어 있었던 그들 
미술계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앞으로 리얼리즘과 추상 예술가
들 사이 전개될 파벌주의를 예고하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했다. 그
러나 이탈리아 현  미술의 좁은 양 극단을 벗어나기를 바랐던 폰타
나에게 물질성이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가치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폰타나의 태도는 「네 번째 공간주의 예술 선언(Quatro 
Manifesto dell'Arte Spaziale)」의 첫머리에도 나타나 있다. 

첫 번째 공간주의 예술 선언이 작성된 지 5년이 지났고, 많은 '사건'들
이 예술계에 일어났다. 우리는 모든 걸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하
나의 특정한 '사건'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모든 면에서 세속적인 현실
에 휘말린 채 남아있기를 바라던 흐름[(리얼리즘)]과 이제는 단순히 황폐
하고, 텅 비고, 절박한 부조리가 되어버린 추상의 백일몽 속으로 탈출함
으로써 모든 현실을 거부하려고 했던 흐름이 모두 붕괴된 것이다.176) 

 공간주의 선언문들과 미래주의와의 연관성도 좀 더 섬세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백색 선언」은 예술이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미래주
의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전통 예술에서 필요 없게 된 요소들을 점
차 제거해왔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계보를 미래주의의 다음 단계에 세
운다.177) 더불어 앞서 언급한 공중회화와의 관련성 때문에 이탈리아 
내에서 폰타나가 ‘미래주의의 유산을 현 화한 앵포르멜 화가’로 평가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178) 그러나 미래주의와 공간주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그들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미래주의
와 폰타나를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된다. 
 미래주의의 회화는 그들 선언문의 과격한 언사와는 달리 약 20년 전 
파리에서 유행했던 신인상주의의 기법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176) “Quatro Manifesto dell'Arte Spaziale" (November 1951) in Germano 

Celant ed., 앞의 책, p. 716.

177) "Manifesto Blanco” (1946) in Kristine Stiles and Peter Selz ed., 앞의 

책, p. 49.

178) Maurizio Calvesi,  앞의 책, pp. 2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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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상주의의 기법은 색과 형태의 과학적 분석에 회화의 기초를 놓으
면서도 예술가의 창조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은 현 적 양식으로 보

기 때문이다.179) 조르주 쇠라(Georges Pierre Seurat, 1859-1891)
의 그림과 강한 유사성을 보이는 지노 세베리니(Gino Severini, 
1883-1966)의 그림 외에도 보치오니나 발라 등 미래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하나의 형태를 여러 면으로 분할하는 특징을 보인다. 발
라의 표작인 <가로등(Street Light)>(1909)이나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Young Girl Running on a Balcony)>(1912)에는 그가 분할주
의(Divisionism)로 불렀던 미래파의 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도 39, 
40). 발라를 비롯한 미래파 작가들에게 분할주의는 운동하는 상의 
역동성을 화폭에 옮겨 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폰타나에게 캔버스의 표면에 어떻게 운동을 기재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공간 속에서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타의 미래주의 
작품과는 달리 보치오니의 조각 작품만은 폰타나의 조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사성을 보여준다. <공간에서의 연속성의 단일한 형태(Unique 
Forms of Continuity in Space)>(1913)와 폰타나의 다채색 도자기
인 <마스케라(Maschera)>(1948)는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어 불분명해
진 신체의 윤곽선, 강한 바로크적 운동감, 빛나는 표면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도 41, 42).
 실제로 폰타나는 「공간주의 기술 선언」에서 “<공간에서의 연속성의 
단일한 형태>는 현 미술-조형적 역동주의-의 유일하게 진실하고 거

한 진화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180) 또한 폰타나의 선언문들에서 
종종 눈에 띄는 역동주의(Dynamism)라는 단어는 보치오니가 미래주
의 선언문에서 자주 언급하곤 하는 단어 다.181) 지오 폰티에게 <네

179) Christine Poggi, The Defiance of Painting: Cubism, Futurism, and the 
Invention of Collage,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168.

180) “Manifesto Tecnico dello Spazialismo," (1951) in Germano Celant ed., 

앞의 책, pp. 714-715. 

181) Umberto Boccioni et el., "Futurist paintings: Technical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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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구조>에 해 설명하는 편지에서는 “보치오니의 선언문과 <공간에
서의 병의 전개(The Development of a Bottle in Space)>(1912)는 
예술의 개념에 혁명을 일으켰다…보치오니의 교훈은 아직 우리 이탈
리아인들에게 의미가 있다”며 보치오니에 한 그의 존경심을 표현하
기도 했다.182) 즉 폰타나가 미래주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보치오니의 조각 작품으로부터 공간주의의 구상을 출발했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공간주의 선언을 둘러싼 오해들을 제거했을 때 그의 선언문
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성에 한 불신이다. 

모든 예술적 관념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이성주의적 예술가들의 위
치는 그릇됐다. 합리성을 부여하고 무의식의 기능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그들은 겨우 그것[무의식]을 덜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이성
은 창조하지 않는다…분석과 종합, 관조와 즉흥, 구성과 감정은 기능적 
통일을 위해 함께 작용하는 가치들이다. 그리고 경험을 통한 그것들의 
발전은 존재를 완전한 표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현  과학은 다양한 분야의 진보적인 통일에 기초하고 있다. 인문학은 
그 가치와 지식들을 재통합한다. 이것은 역사 발전의 수세기에 걸쳐 깊
이 뿌리박고 있는 운동이다. 이 의식의 새로운 상태는 전체성 속에서 기
능하고 표명하는 강렬한 예술을 부상시킨다. 분석적 예술이 몇 세기 동
안 발전한 끝에 우리는 종합의 순간에 도달했다.183)

 현  과학의 발전을 찬양하고 우주적인 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선언문은 이렇게 무의식과, 분석과 종합, 관조와 즉흥, 구성과 감정 
그리고 현  과학과 인문학의 균형을 외치며 끝을 맺는다. 

(1910) in Umbro Apollonio ed., Futurist manifestos, translations by 

Robert Brain, et al., (New York: Viking Press, 1973), pp. 27-28.

182) Fontana to Ponti, 30 July, 1951, Paolo Campiglio ed., 앞의 책, p. 219.

183) "Manifesto Blanco” (1946) in Kristine Stiles and Peter Selz ed., 앞의 

책,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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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직후의 사회에서 전쟁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현  
과학에 해 사람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주 비행과 
관련하여 중문화의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인간의 순수한 모험심이
었지만 사실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군사적 동기임을 모
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 1932-2016)
와 조반니 조르졸리(Giovanni B. Zorzoli, 1932-)는 『사진으로 보는 
발명의 역사(Picture History of Invention)』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 “우주 개발 경쟁은 ‘철학적’인 수정을 거쳐, 경쟁으로부터 
평화로운 진보의 평면 위로 옮겨가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여전히 그 
동기는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을지라도 말이다.”184)  
또한 히로시마의 참상이 점차 서구 세계에 알려지고, 전 인류를 멸망
시킬 수 있는 것이 실은 원자 폭탄의 폭발력보다는 그로 인한 방사능 
유출일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뒤, 온 세상(the 
entire world)라는 단어는 파괴된 지구를 남겨두고 우주로 떠나는 인
간을 상상할 때 쓰는 말이 되었다.185)

 「공간주의 기법 선언」에 등장하는 “우주에 한 정복과 원자 폭탄의 
개발은 인류가 자신을 보호할 필요를 만들어냈다”라는 구절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186) 그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
것이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 회복되어야 하는 ‘전체성’에 해서 이야
기한다. 다음 장에서 폰타나와 동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귀납적
으로 살펴볼 바, 그 전체성이란 바로 ‘몸’과 관련된다.

184) Umberto Eco and Giovanni B. Zorzoli, The Picture History of 
Invention: From Plough to Polaris (1961), trans. Anthony Lawrence (New 

York: Macmillan, 1963), p. 346.

185) 이 과정에서 『뉴요커(New Yorker)』의 존 허지(John Hersey)가 히로시마

의 원폭 희생자의 입장에서 쓴 생생한 기사가 큰 역할을 했다. John Hersey, 

"Hiroshima," New Yorker (31 August 1946); Stephen Petersen, 앞의 책, 

p. 16.

186) “Manifesto Tecnico dello Spazialismo," (1951) in Germano Celant ed., 

앞의 책, pp. 7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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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타나 작품의 동시대성
 
 폰타나 작품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로 그의 <공간 개념>은 시각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작품이다. 형상
이면서도 형상을 좌절시키는 <공간 개념>의 구멍과 칼자국들은 특권
화 된 환 공간의 배경과 형상이라는 이분법을 무화시킨다. 또한 캔
버스가 아닌 종이에 남겨졌던 초기 <공간 개념>은 벽에 걸어놓고 보
는 작품이 아니라 일종의 통로로 기능하면서 앞과 뒤, 위와 아래, 내
부와 외부 등 시각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모든 구분과 위계를 교란시
킨다는 특징이 있다. <공간 개념>은 작품을 하나의 형상으로 인식하
게 했던 예술의 오랜 시각중심주의를 빗겨간다. 다음으로 그의 <공간 
환경>을 비롯한 환경 작업들은 보는 이의 고정된 위치를 위협한다. 
미적 상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주체와 상의 철저한 분리가 
<공간 환경>을 감상하는 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간 환경>은 
작품을 보고 있는 이의 신체를 가시적으로 만듦으로써 예술은 상호 
관입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개념> 
중 <유화> 연작은 재료의 촉각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체의 ‘상징’이 아닌 신체의 직접적인 체물이 된다. 정리하자면 폰
타나의 작품은 눈으로부터 몸으로, 분리된 상으로부터 몰입된 관계
로 예술의 무게추를 옮겨놓는다. 이러한 경향은 동시 의 다른 미술
가들에게도 하나의 징후처럼 나타났다. 일견 폰타나와는 접점이 없을 
것 같은 폴록과 같은 작가의 작품에서도 몸은 기존의 예술 작품들로
부터 폴록의 작품을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주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미 정설처럼 되어버린 몇몇 평론가들의 해석만을 따른다면 폴록과 폰
타나를 연결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  폴록의 해석에 누구보다 큰 향을 끼친 비평가는 그린버그
다. 그린버그는 추상 미술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모더니즘의 
목표를 시각예술에서만 가능한 고유한 의식의 형태를 달성하는 것으
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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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물질을 순전히 시각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드
는 것은 공간 환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은 반환 주의를 충분하
게 만든다. 이제 사물의 환  신 양식의 환 (illusion of modalities)
이 제안된다; 말하자면 물체는 형태도 없고, 무게도 없고, 시각적으로 
신기루처럼 존재할 뿐이다. 이런 종류의 환 주의에서는 회화의 표면과 
사각형 프레임이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187) 

 그린버그가 생각하기에 모더니즘 회화가 풀어야 할 숙제는 상을 
‘증발(volatilizing)’시켜 상의 효과만을 추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비물체적인 무중력 상태를 창조하는 것이었다.188) 그린버그가 생각하
기에 폴록만큼 이를 잘 해결한 작가는 없었다. 폴록의 추상은 물체도 
없고, 형태도 없고, 무게도 없는 신기루가 되어 순수하게 ‘보는 행위’
가 가능하도록 보는 이를 고양시켰다. 비평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 1939-)도 그린버그의 관점을 이어받아 “순수하고 전적으로 시
각적”인 미술의 정점에 폴록을 위치시켰다.189)

 폴록에게 저 유명한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는 단어를 선
물했던 로젠버그는 당 에 그린버그와 가장 립각을 세웠던 평론가 
중 한 명이다. 로젠버그는 시각적 작용이 아니라 캔버스 앞에 선 작
가의 ‘행위’를 이 새로운 예술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캔버스는 상을 재생산하거나 재구상하거나 분석하거나 표현하는 곳
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곳이며, 이미지는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상
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작가의 화구와 캔버스가 서로 결했을 때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드라마, 무 , 배우 등 연극의 용어를 사용하여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했고, 예술과 실

187) Clement Greenberg, “The New Sculpture,” Art and Culture, (Beacon 

Press, 1961), p. 144.

188) 할 포스터 외, 앞의 책, p. 389.

189) Michael Freed, "Three American Painters: Noland, Olitski, Stella," Art 
and Objecthood: Essays and Reviews (Uiversity of Chicaco, 1998),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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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삶 사이의 확고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다.190) 
 어쨌든 현실에서의 승자는 그린버그 지만 역설적으로 후배 화가들
은 폴록의 작업에서 행위와 물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고, 그것을 
더 창의적으로 읽어냈다. 1958년 「잭슨 폴록의 유산(The Legacy of 
Jackson Pollock)」을 쓴 앨런 캐프로(Allan Kaprow, 1927-2006)는 
폴록에게서 해프닝의 단초를 보았다. 캐프로에게 폴록의 작업은 전통
적인 회화의 관습의 정점에 다다른 것인 동시에 회화의 관습 너머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폴록은 완성된 작품이라
는 개념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각형의 캔버스로 한정되지 않는 공간
에 해서 생각하게 하며, 결정적으로 행위가 예술에서 얼마나 중요
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191) 태평양의 반 편에서는 
요시하라가 폴록에게서 깊은 교훈을 얻었다. 요시하라는 구타이 선언
문에서 폴록의 작품이 “물질 그 자체의 외침, 물감의 울부짖음을 드
러낸다”며 물질에 한 구타이의 관심은 폴록에게서 향을 받았음을 
시사했다.192) 또한, 요시하라는 제3회 《요미우리 앙데팡당》전에 전시
된 폴록의 작품을 보고 난 후 로버트 굿노우(Robert Goodnough, 
1917-2010)가 쓴 폴록에 한 평에 공감하면서 “잭슨 폴록이 증명하
듯 물감 방울들은 그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보다 중요하다…누군가
는 회화가 그 자체로 순수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의 요소
는 더 이상 선이나 형태, 색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의 색과 모양이며, 물질로서의 색상이다”라고 썼다.193) 굿노우의 “추
상으로부터 구체로”라는 구절이 구타이 결성의 감이 된 것이다.194) 

190) Harold Rosenberg, "The American Action Painters," Art News 

(January, 1952), p. 22-23.

191) Allan Kaprow, "The Legacy of Jackson Pollock" (1958), Essays on the 
Blurring of the Art and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4-5 

192) 吉原 治良, 「具体美術宣言」 (1956) in Alexandra Munroe, 앞의 책, p. 

370.. 

193) 吉原 治良, 「第二會モダン・アート協會展評」, 『関西美術』 13, (1951. 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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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라에게 폴록은 그린버그에게처럼 회화의 한계를 순수하게 지켜
내는 화가가 아니라 그 한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화가 다. 
 그러나 로젠버그의 ‘행위’를 곧 몸의 개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하
는 질문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로젠버그가 말하는 
행위는 작가의 몸을 경유해서 드러나긴 하지만 작가의 추상화된 정신
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몸은 작가의 정신이 연장된 도구의 하나일 뿐, 
폴록 이전의 브러쉬처럼 투명한 전달자의 위치에 머무는 중립적인 도
구가 된다. 반면 폰타나의 작품에서 몸은 주체와 상이 엮이거나 애
매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된다. 혹은 매우 물질적이고 촉각적인, 추상
화되지 못한 몸이다. 로젠버그의 경우 행위는 몸을 초월해 버리고, 몸
은 여전히 비가시적인 것으로 남는다.195) 결국 그린버그와 로젠버그
는 그리 멀지 않은 결말에 도달하는 것이다.
 로젠버그에 따르면 캔버스는 화가 자신의 실존적 고투를 투사하는 
곳이다. 문제는 그가 “형태, 색, 구성 등은…생략될 수 있다”고 하거
나 형태를 비움으로써 캔버스가 “자기 표출(Self-Revelation)”이 될 
수 있고, “예술가의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 실체”가 될 것이라고 했
다는 점이다.196) 화가의 정신을 캔버스와 투명하게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관점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마티외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회화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구상 회화는 외부의 
세계를 따르고, 기하학적 추상은 구성의 법칙을 따르고, 비 상 서정 
회화는 아티스트 내부의 형태를 따른다”고 했다.197) 
 이 지점에서 로젠버그가 읽어낸 폴록의 몸과 폰타나의 작품에 개입

194) Robert Goodnough, “Pollock Paints a Picture,” Art News 50, no. 4 

(May, 1951), p. 38.

195) Amelian Jones, Body Art/ Performing the Subjec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pp. 73-74.

196) Harold Rosenberg, 앞의 글, pp. 22-23.

197) Georges Mathieu, 앞의 글, pp. 20-47. 마티외는 유럽에 폴록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유럽의 수많은 ‘폴록의 아이들’은 마티외가 폴록

을 해석하는 관점에 의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Amelian Jones, 앞의 책

(199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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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몸은 정반 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폰타나의 작업은 로젠버그나 
마티외가 폴록을 보는 관점처럼 이른 바 행위 추상이라 불리는 경향
에서 행위가 기입된 흔적을 예술가의 주체성의 투사나 진정성의 확언
으로 보는 시각에 수정을 가한다. <구멍>이나 <베기>의 찢어지고 뚫
린 흔적은 작가의 행위의 기록이지만 이것은 개성이나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기보다 기계적이고 무표정한 지표에 가깝다. 흔적들은 완전히 
폰타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결과는 그 물질의 특
성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 구멍을 뚫고 틈을 내는 것은 폰타나의 의
지지만 그 구멍으로 인해 캔버스가 얼마나 찢어질지, 벌어진 틈의 가
장자리가 얼마나 말려 올라갈지는 폰타나와 캔버스 표면 사이의 긴장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캔버스는 더 이상 작가의 
존재를 그 로 투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중립적인 표면이 아니다. 그 
자체로 물성을 갖고, 작가의 행위에 따라 그와 관계를 형성하는 활성
화된 배경이다.198) 
   폰타나가 죽기 1년 전인 1967년, 그는 카를라 론지(Carla Lonzi, 
1931-1982)와 진행했던 긴 인터뷰에서 미국 미술에 한 강한 적
감을 망설임 없이 드러냈다. 특히 폴록에 해서는 캔버스를 넘어서
는 신, 캔버스 위에 머무른 후기 인상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의 평가 다. “폴록을 만들어낸 건 우리 유럽인들이다. 폴록은 소매치

198) 혹자는 1930년대 도자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제스쳐가 개성의 흔적이 아니

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대 평론가들은 폰타나의 모델링에 대해 과장

된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폰타나가 만지는 표면은 개인의 흔적라기보다 그것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반복된 물질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앤서니 화이트도 1930년

대 작품에 대해 도자기의 표면에 남겨진 폰타나의 제스쳐가 패러디의 수준으로

까지 과장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관찰했다. Anthony White, 앞의 책, p. 

106. 또한, 폰타나의 지문도 문제적이다. 브리짓 펠처(Brigit Pelzer)에 따르면 

폰타나의 작품 뒷면에는 서명 대신 작가의 지문이 남겨져 있다. 이것은 폰타나

가 캔버스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이용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명보다는 기계적이지만 여전히 작가의 존재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는 지문의 특성상, 캔버스를 작가의 형이상학적 실체와 동일시하는 관습에 대

한 반문일 수도 있다. Brigit Pelzer, "Das Extime. Versuch über Lucio 

Fontana," Lehmbruck, Brancusi, Leger, Bonnard, Klee, Fontana, Morandi, 
Exh. cat. (Kunstmuseum Winterhur, 1997), pp. 13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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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뿐 아무 것도 해내지 못했다. 그는 비범해지고자 캔버스를 물들
지만, 반항적인 제스쳐 을 뿐, 그게 다다.”199) 또한 어느 거만한 

미국인과의 화를 소개하면서 아리조나에 한 그의 자신감을 비꼬
는데, 아리조나는 폴록이 어린 시절 지내면서 광활한 지와 그 곳의 
원주민인 나바호 인디언들의 문화로부터 향을 받은 것으로 종종 언
급되던 곳이다. “나는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인이고, 우리는 
아리조나 사막 두 배 크기의 팜파스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이 말
하는 종류의 공간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말하는 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200)

 폴록에 한 폰타나의 적 감처럼 폴록과 폰타나는 오랫동안 아방가
르드와 키치의 이항 립의 축을 변하는 것처럼 보 다. 번쩍거리는 
금색을 조각의 전면에 바르고, 비잔틴 시 의 모자이크 장식을 차용
하며, 관능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분홍색 모노크롬을 만드는 폰타나
는 아방가르드의 수호자인 폴록과 어울릴 수 있는 구석이 없다고 생
각한 것이다.201) 그러나 『비정형』에서 크라우스는 폴록이 한스 나무
스(Hans Namuth, 1915-1990)에게 준 그림 <No. 29, 1950>(1950)
를 예로 들면서 잡다한 재료를 화면에 그 로 붙인 폴록과 <돌>을 만
든 폰타나가 그렇게 다른 관습을 따르고 있는지에 해 반문한다(도 
43). 그의 지적에 따르면, 그린버그가 폴록의 “순수하게 시각적”이라
고 했던 시기의 작품들에서도 폴록은 이미 그린버그가 비잔틴 모자이
크의 황금빛에 비교했던 금속성 안료를 사용하고 있었다.202) 
 폴록의 작품 활동 기간 중 순수하게 드립 페인팅에 몰두했던 기간은 
약 3년으로 상 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스의 사진
과 화는 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폴록의 작품보다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각인되었다. 폴록과 거친 행위의 등식은 나무스의 사진에
서 시작해 로젠버그에와 캐프로, 요시하라 등을 거치면서 계속 강화

199) Carla Lonzi et al., 앞의 책, p. 120.

200) 위의 책, p. 139.

201) Yve Alain-Bois, 앞의 글, p. 241.

202) Yve-Alain Bois and Rosalind Krauss, 앞의 책,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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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03) 마치 물라스의 사진이 폰타나와 동일시되는 것처럼 말이
다. 사진 속에 강조된 폰타나의 우아함과 폴록의 마초적 에너지의 
비는 이 둘을 극단에 있는 작가들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폰타나와 폴록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중요한 유사성
을 발견할 수 있다. 폴록의 혁신이라고 평가되는 특징 중 하나는 그
가 전면회화(All-over Painting)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과도 완전히 구분되는 폴록만의 특징으로 그의 
작품에는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 배경과 형상의 구분이 없다(도 
44). 이것은 폴록이 1947년에서 1950년 사이 제작한 작품에만 등장
하는 특징으로, 같은 추상작품인 경우에도 1952년 작품인 <옐로우 아
일랜드(Yellow Islands)>는 중력의 힘에 의해 흘러내리는 물감의 흔
적 때문에 앞서 말한 모든 위계적인 구분이 가능해진다(도 45). 폴록
이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작업을 했던 이유는 그의 자유로운 움
직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력과 힘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작가가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면회
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204)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폰타나의 초
기 <구멍>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폰타나는 배경과 형상의 관계를 역

203) 바바라 로즈(Barbra Rose)는 나무스의 사진이 폴록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폴록의 세심하게 통제된 회화가 아니라 

나무스의 사진에서 캐프로가 본 것, 그리고 그가 봤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것은 

예술을 통한 카타르시스-제한되지 않은 행위의 해방적인 가능성이었다......[폴록

의] 작품이 복제되었을 때 그 자체로는 거의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사진, 이상적으로 재연된 그 사진은 작품의 도판이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가득 담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록을 경험한 것은 이 재연을 

통해서였다. 폴록에 대한 나무스의 사진과 영화가 보여준 인기의 결과로 예술가

의 가면은 그의 작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Barbara Rose, 

“Hans Namuth’s Photograph and the Jackson Pollock Myth: Part One: 

Media Impact and the Failure of Criticism,” Arts Magazine 53, no. 7 

(March 1979), p. 112  

204) 폴록이 중력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 힘을 감추는 방식에 대해서는 Claude 

Cernuschi and Andrzej Herczynski, "The Subversion of Gravity in 

Jackson Pollock's Abstractions" The Art Bulletin, Vol. 90, No. (December 

2008), pp. 616-6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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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형상을 텅 빈 것으로 만든 반면 폴록은 배경과 형상이라는 구
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구멍>이 캔버스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개
념을 없애버렸다면 전면회화에서는 이 개념이 유효하다는 세부적 차
이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전까지 문화적 형식으로서의 ‘회화’를 가
능하게 했던 캔버스의 모든 관습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분들이 포기되
었다는 점은 폴록과 폰타나를 잇는 더 큰 맥락에서의 연결고리를 제
공하며, 이 지점에서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해 준다.
 먼저 폰타나의 <구멍>과 구타이 작가 중 한 명인 시마모토 쇼조(嶋
本 昭三, 1928-2013)의 <작품:  구멍(作品: 穴)>(c.1950)은 작품 제작 
방식에서 서로 놀랍도록 유사성을 보이는 작품들이다(도 46). 시마모
토는 신문을 겹겹이 쌓은 후 여기에 드로잉을 하고, 물감을 칠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뚫린 구멍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작품의 여기저기
에 고의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205) 모노크롬에 가까운 화면에 뚫는 
행위를 기입했다는 데까지는 폰타나의 <구멍>과 차이가 없지만 시마
모토의 작품은 폰타나의 작품과는 달리 방향성을 가진다. <작품>에 
나타나는 방향은 일정하게 수직의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으며, 걸
릴 수 있는 방식도 한 가지이다. 신문에 물감을 칠한 면만 올바르게 
‘앞’을 향할 수 있다. 또한 <구멍>의 무표정한 흔적들과 달리 <작품>
의 구멍은 좀 더 개성적인데, 신문의 까슬한 질감과 낮은 채도의 색
깔, 깔끔하게 잘리지 못한 구멍의 가장자리가 황폐한 분위기를 전달
한다. 뚫려진 표면이 신문이라는 점과 그것을 쌓는 방식이 일본의 전
통적 쇼지(障子)를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은 문화적 배경에 
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다.206) 한편, 폴록처럼 거 한 화면에 행위
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로 마티외를 꼽을 수 있다. 마티외는 자신의 
작품에서 행위의 중요성을 언제나 언급했고, 륙을 돌아다니며 자신
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실연했으며,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에도 적

205) Paul Schimmel, Out of Actions: Between Performance and the Object 
1949-1979 (Los Angeles: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8), p. 

24.

206)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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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었다. <카페왕조는 어디에든지(Les Capétiens partout)>(1954)
도 실연을 통해 그려진 작품 중 하나다(도 47). 그러나 폴록의 전면회
화와 달리 이 그림에서 형상은 정확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거 한 서명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캔버스에 구멍
을 뚫는다거나 행위를 통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폰타나와 폴록의 
작품에서 보이는 특성이 그 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폰타나
와 폴록의 작품에서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데, 이것은 기하학과 시각적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 불가함을 의미한다.
 크라우스는 폴록을 숭고화 시키는 그린버그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폴
록을 수평성(horizontality)이라는 특징으로 재평가했다. 그는 폴록의 
수평성이 문명에 한 공격이라고 보았다. 수평성은 인간의 직립 자
세, 즉 수직성으로부터 비롯된 지성적이고, 몸으로부터 초월적인
(disembodied) 시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의 급격한 
퇴행이라는 것이다. 게슈탈트 이론에서 모든 수직면은 우리 몸의 조
직에 따라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즉 형상이란 중력에 해 버티고 선 우리 몸의 투사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폴록의 드립 페인팅이 실제 중력의 장에 해 갖는 
관계는 회화적 이미지가 우리의 몸과 중력과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방
식과 반 로 작용한다.207) 
 폴록과 폰타나가 작업 과정에서 회화의 관습을 깨뜨렸다면, 포트리
에는 회화의 관습을 매우 의식적으로 역이용하여 캔버스의 형식에 도

207) Rosalind E. Krauss, The Optical unconsciou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3), pp. 242-329. 크라우스의 해석을 뒷받침하듯 폴록은 자신의 작

업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은 틀이 없

는 캔버스에서 작업한다. 나는 단단한 표면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바닥에서는 

두꺼운 임파스토나 흐르는 물감을 이용해 네 면에서 작업할 수 있다…나는 브

러쉬나 이젤 같은 회화 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내 회화의 재료는 무의식

이다.” Francis V. O'Connor and Eugene Thaw, Jackson Pollock: A 
Catalogue Raisonne of Painitings, Drawing, and Others Work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8)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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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다. 포트리에의 <공중그네, 네 면에서 보는 그림(Trapeze, 
Picture with Four Sides)>(1958)은 캔버스의 네 방향에 모두 서명
을 남김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걸든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졌다
(도 48). 여기까지만 보면 포트리에의 <공중그네>는 폰타나와 폴록에 
비해 덜 도발적인 것처럼 보인다. 벽에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
로 늘어났을 뿐, 여전히 이 작품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시각적인 형
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트리에의 작업실에서 찍힌 그
의 사진은 <공중그네>에 해 그 이상의 것을 말해준다(도 49). 폰타
나와 폴록의 전형적인 작품보다 훨씬 작고, 섬세한 작업과정을 요하
는 포트리에의 작품들은 이 사진에서 이젤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포트리에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캔버스는 이제 종이를 위한 지지 에 불과하다. 두꺼운 종이는 종종 두
꺼운 층의 회반죽으로 덮인다-그림은 이 축축한 회반죽 위에 그려진다-
이 회반죽은 종이에 올려진 안료를 완벽하게 만든다-그것은 가루, 으깨
진 파스텔, 구아슈, 잉크, 유화 물감 등의 색깔을 고정시킨다-무엇보다
도 바로 이 회반죽 칠 덕분에 재료들이 잘 배합되고 물질의 속성을 달
성하게 된다.208)

 이 설명 로 상상해보면 그의 작업 과정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
라 재료들을 켜켜이 쌓는 것에 가깝다. 부아는 이런 이유로 <공중그
네>를 케이크에, 포트리에를 요리사에 비유하기도 했다.209) 각기 다른 
재료를 회반죽으로 한 데 뭉쳐놓은 모습과 그에 한 부아의 감각적
인 비유는 <공중그네>를 벽에 걸린 형상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물질 덩어리로 보기를 권한다. 
 폰타나의 환경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작품과 보는 이와의 현상학적 

208) Fautrier to Paulhan (1943) in André Berne-Joffroy, Jean Paulhan à 
travers ses peintres (Paris: Grand Palais, 1974), pp. 84-85.

209) Yve-Alain Bois, "The Falling Trapeze," Karen K. Butler ed, Jean 
Fautrier 1898-1946 (Yale University Press, 2002),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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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예술에서 진지하게 탐구되기 시작하는 것은 약 10년도 더 
지난 후의 일이었다. 1960  뉴욕 미술계에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와 비토 아콘치(Vito Acconci, 1940-) 같은 작가들을 
필두로 몸과 공간의 관계에 해 재고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그린버그의 
비체화된(disembodied) 형식주의에 한 반감과, 주체를 사회적으로 
체현되고 신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인권운동의 담론이 

향을 주었다.210) 하지만 폰타나와 동시  미술에서는 아직 명백하
게 현상학을 작품의 방법론으로 삼거나 평론의 원칙으로 삼았던 사례
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신 폰타나의 <유화>처럼 캔버스 표면의 물질성을 신체의 환유로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는 이의 신체적인 반응까지 이끌어내는 작품
의 경우는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43년 파리의 르네 드루앵 
갤러리(Galerie René Drouin)에서 열렸던 포트리에의 회고전 《포트
리에: 예술세계, 1915-1943(Fautrier: Oeuvres, 1915-1943)》의 전
시 도록을 위해 그와 가까웠던 언론인이자 비평가 장 폴랑(Jean 
Paulhan, 1884-1968)이 쓴 글은 그의 작품에 한 현상학적 관심을 
보여준다. 폴랑은 <인질> 연작의 형식적인 변형이 예술가로 하여금 
비극적인 사건에 해 폭로하게 하는데, 이 과정이 보는 이의 신체적
인 경험, 즉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쾌락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211) 
 포트리에의 1943년 전시에 어떤 작품이 전시되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40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그의 화풍을 바탕으로 생각

210) Amelia Jones, “Meaning, Identity, Embodiment: the Use of 

Merleau-Ponty’s Phenomenology in Art History,” Art and Thought, 
(Blackwell Publishing Ltd., 2003), p. 76.

211) Jean Paulhan, "Fautrier l'enragé," in Oeuvres completes, vol. 5 (Paris, 

1970), p. 216-217; Karen K. Butler, "Fautrier's First Critics: André 

Malraux, Jean Paulhan and Francis Ponge," in Karen K. Butler ed., 앞의 

책, p. 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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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폴랑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즈음 
포트리에의 기법은 잘려진 신체의 일부나 참수당한 몸 혹은 머리만 
남은 몸을 추상에 가까운 재현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려냈다’는 표현은 여기서 어색할 수 있는데 그가 그림 속 파편화된 
몸을 현실의 몸과 연결하는 방식은 형태상의 닮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붙이고 그것을 다시 상처 내는 촉각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 
때문이다. 1942년 작품 <껍질이 벗겨진 사람(L'Ecorché)>(1944)을 
보면 아마도 장이나 소장의 일부인 듯한 구불구불한 장기의 모양이 
옅은 검은색 윤곽선으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도 50). 신 더 직접
적으로 장기를 연상시키는 것은 그가 파트(pâte)라고 부른 유화 물감, 
회반죽과 이물질의 혼합물이 만들어내는 물컹거리고 끈적일 것 같은 
표면의 그 연약한 성질이다. 이것은 1945년 르네 드루앵 갤러리에서 
전시되면서 포트리에의 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인질(Otages)> 연작
에서도 마찬가지이다(도 51). <인질>은 작가가 게슈타포(Gestapo)에 
의해 수감되고 심문을 당한 후, 파리 외곽 발레오루의 요양원에서 피
신해 있을 때 나치로부터 고문 받는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만
든 것이라 전해진다.212)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희미하게 그려진 
눈, 코, 입 신 일그러지고 찢겨진 얼굴, 부패한 살결, 무자비한 폭
력의 흔적이다. 
 포트리에와 비슷한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작가로 폰타나와 이탈
리아에서 함께 활동했던 부리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부리는 
튀니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텍사스의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46년 로마
로 송화되면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화가가 되기로 결심
한다.213) 1949년 파리로 건너가 추상 미술 그룹전인 《살롱 데 레알리

212) 하지만 포트리에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쓴 레이첼 페리(Rachel E. Perry)는 

시기상의 문제로 이 말이 사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질> 연작은 파리에서 

나치에 공모하거나 침묵했던 프랑스인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한다. Rachel E. 

Perry, “Retour à l'Ordure: Defilement in the Postwar Work of Jean 

Dubuffet and Jean Fautrier," Ph. D. diss., Harvard Universit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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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누벨(Salon des Realités Nouvelles)》에 참여했지만 이들의 시각
이 점차 복고적인 것으로 기울자 부리는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214)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기하학적 추상의 
엄격한 화면 구성과는 반 로 혼종적이고, 물질적인 화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표적 연작인 <자루(Sacchi)>는 싸고, 쉽게 헤
지기 쉬운 물질인 삼베를 화면에 얼기설기 이어 붙여 만들어진다(도 
52). 사실 이러한 콜라쥬 전통은 입체파나 다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부리의 특별한 개인사와 삼베라는 물질의 취약성은 그의 작
품을 화면 구성에 한 실험 이상의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놓는다. 따라서 많은 평론가들이 부리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붉은 기운을 피로, 삼베를 피부로, 바느질을 상처의 봉합으로 읽어낸
다. 부리는 종종 화면에 비닐을 태워서 붙이기도 하는데, 찢어진 삼베 
사이로 보이는 쭈글쭈글해진 비닐의 질감이 상처로 벌어진 피부 아래
로 보이는 속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폰타나의 <유화>와 포트리에의 1940년 이후 작품들, 부리의 <자루>
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자면, 이 작품들은 몸을 재현하
거나 비유나 상징으로서 풀어내기보다 캔버스 표면을 직접 몸의 등가
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몸은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서는 제 로 전달할 수 없는 기억, 고통과 폭력, 상처 등과 연관이 된
다. 폰타나가 캔버스를 칼로 공격하는 행위, 포트리에가 부패한 살과 
장기를 캔버스 위에 쌓는 행위, 외과 의사 던 부리가 바느질로 삼베
를 봉합하는 행위는 현실에서의 행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캔버스 위에 같은 행위를 직접 병치시키는 것에 가깝다. 작가는 ‘그린
다’는 추상화된 행위가 아니라 실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과 같은 행
위를 상연하는 것으로서 캔버스에 흔적을 남긴다.215) 이렇게 만들어

213) Marcia E. Vetrocq, 앞의 글(1994), p. 20

214) Germaine Viatte et al., 앞의 책., pp. 270-82

215) 크리스틴 스타일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예술이 예술가의 신체나 행위

를 작품에 직접 개입시키는 경향을 적시하여 은유에 의존하던 기존 예술이 환

유로서의 예술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유는 구체적인 인접 영역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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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작품은 폴랑이 신체적인 경험이라고 묘사했던, 쾌락이나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과정을 보
는 사람에게도 불러일으킨다.
 시각 예술 혹은 조형 예술로 여겨지던 미술의 제작과 감상에 있어서 
신체의 다른 감각들을 포함하게 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몇몇 예술
가의 개성적인 기법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경향이 이미 지
성사의 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
는 감각 중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시각’과 그 우위성에 
한 반발은 이미 1930년 에 시작되었다. 일군의 젊은 사상가들이 신
칸트주의(Neo Kantianism)와 실증주의의 경향을 옹호했던 향력 있
는 철학자 레옹 브룅슈비크(Léon Brunschvicg, 1869-1944)의 패권
과 제3공화정의 정통성에 저항했고 그 중에서도 사르트르와 메를로-
퐁티는 르네 데카르트로(René Descartes, 1596-1650)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철학의 시각 중심주의적 경향에 의문을 던졌다.216) 그
들은 이 시기에 독일 철학의 한 축이었던 현상학을 프랑스식으로 옮
겨왔다. 인간의 인식 과정은 시각과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감각에
도 통합적으로 정초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 현상학의 첫 번째 전제
다. 특히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의식 

상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인간에게 고유한 의식
이나 내면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의식은 체현된 주체와 상과의 경험
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으로 우
리의 의식을 세계 내의 존재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초월적 철학이나 

에 기반하고 있지만 은유는 전적인 대체나 교환을 통해 작동하며, 은유의 구조 

속에는 환유가 이미 선재하고 있으므로 환유가 은유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실제

적이라는 것이다. Kristine Stiles, "Synopsis of the Destruction in Art 

Symposium (DIAS) and Its Theoretical Significance," The Act 1 (Spring 

1987), p. 29. 스타일스의 견해와 같이 언어학의 측면에서 전후 예술의 신체적 

직접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현

상학적 측면에 집중해서 다루고자 한다. 

216) Martin Jay, Downcast Ey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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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주체와 상의 엄격한 분리를 극복하려
고 했다.217) 
 물론 여기서는 폴록과 포트리에, 부리 등의 몇몇 전후 화가들이 자
신의 작품을 현상학적 사고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 메를로-퐁티의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포트리에 한 명 뿐이며, 만약 모두가 이러한 사유의 경향을 
알았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그들의 전작을 통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18) 폰타나의 경우 <베기>는 몸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 그보다 이 작품들은 전
후 ‘시각’에 과도하게 부과됐던 인지 기능이 ‘몸’의 역할과 균형을 맞
추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후들로,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작가
들과 사상가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 다는 점에서 전후의 변화를 입증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7) Karen K. Butler, 앞의 책, p. 50. 

218) 포트리에의 전시 서문을 써 준 폴랑은 메를로-퐁티와 같은 잡지의 편집자로 

일한 적이 있다. 위의 글,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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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폰타나가 비교적 말년에 발표한 <베기>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도 큰 호응을 얻은 후, <베기>는 역으로 그 이전의 폰타나 작품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틀이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폰타나가 전쟁 직후 공
간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던 다양한 실험들은 이탈리아 현 미술의 
역사로부터 유리되어 해석되거나, 반 로 전쟁 이전의 유럽 모더니즘
과 과도하게 결부되어 작품의 동시 적 맥락을 제 로 파악되지 못했
다. 특히 「공간주의 선언」의 내용과 건축, 응용 예술 분야와 협력한 
설치 작업들은 독일의 제로 그룹, 이탈리아의 그루포 T, 프랑스의 그
라브 등 후  예술가들에게 광범위하게 향을 끼쳤으나 정작 폰타나
는 현 미술의 정전 속에서 ‘선구자’ 정도의 애매한 위치만을 점하고 
있을 뿐이었다. 본 연구는 그간의 폰타나에 연구가 지니고 있었던 이
와 같은 결함을 해결하고자하는 데서 출발했다. 특히 그의 작품에 
한 동시 적 맥락에서의 재평가는 개별 작품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는 전제 아래, 2차 세계 전 이후 약 10년간 공간주의 예술이라는 이
름으로 폰타나가 보여주었던 작품들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그것들
이 각각 당 의 미술의 경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귀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폰타나의 작품 활동의 근거지 던 라노는 그가 고전주의 조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현  미술을 시작하려고 했던 1930년  추상미술의 
국제적인 흐름을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
을 했던 리오네 갤러리와 프람폴리니의 파리와의 교류는 큰 논쟁 
없이 이탈리아에 추상미술을 안착시킨 반면, 이탈리아 추상미술을 기
하학적 추상과 공중회화 일변도로 흐르게 했다. 문제는 이것이 당  
파시즘의 경향과 맞물려 ‘순수한 정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폰타나는 이탈리아 모더니즘의 일반적
인 용례와는 맞지 않는 다양한 시도들을 감행했다. 일반적으로 순수
한 예술에 사용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장식이나 공예기법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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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한 것은 모더니즘에 한 의도적인 비평이나 의심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폰타나가 전쟁을 피해 아르헨티나에서 머물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왔
을 때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이탈리아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특
히 그간 과도하게 미술을 지배해왔던 민족주의 담론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할지를 놓고 작가들은 립했다. 한 쪽에서는 해방 후 빈곤과 혼
란이라는 이탈리아의 현실에 집중함으로써 파시즘의 망령에서 탈피하
고자 했고, 한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아닌 유럽적인 것으로 도피함으
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 두 진 의 립은 1948년 공산
당 개입으로 인한 추상미술 그룹의 해체와 유럽 모더니즘 전통에 과
도하게 의존한 제24회 《베니스 비엔날레》로 인해 가시화되었다. 황폐
화되고 양분화된 선택지에서 폰타나는 ‘공간’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
음으로써 안을 찾게 된다.
 공간주의 선언문을 발표한 후 그는 몇 점의 도자기 조각 작품들을 
선보 다. 도자기는 그가 공간주의 작품을 만들기 전부터 애호하던 
매체로 뭉개진 것 같은 형상과 고광택의 유약으로 형상의 물리적 경
계를 확장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공간 개념>이라는 이름으
로 처음 제작된 작품은 <구멍>이었는데, 이 작품의 스케치나 전시 홍
보용으로 촬 된 사진을 보면 처음부터 벽에 걸리거나 구적으로 보
존되길 의도하고 만든 작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폰타나는 <구멍>을 
제작할 때 캔버스의 앞면과 뒷면에서 동시에 구멍을 뚫고, 구멍의 집
합으로 어떤 형상을 남기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작품의 앞과 뒤,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화에서 형상으로 읽히는 부분을 물리적인 ‘없음’에, 배경으로 읽히
는 부분을 ‘있음’에 응되게 함으로써 형상과 배경, 내부와 외부라는 
구분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이것은 시각을 사용해서 인지해야하는 기
존의 캔버스 작품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구멍>을 처음 제작하던 해에 폰타나는 <검은 빛의 공간 환경>이라
는 설치 작업을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전시하기도 했다. 검은 암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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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인광성 안료를 바른 구조물을 매달아놓고 자외선 조명인 우드선
을 사용해 구조물로부터 빛이 스스로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우드선이 부분 흰셔츠를 입고 전시를 보러왔
던 관객들까지 푸른색으로 빛을 내게 했다는 점이다. 한 해 이전의 
작품인 <어릿광 >에서는 천정에 거울처럼 빛나는 모자이크로 전면을 
뒤덮은 조각을 설치해 보는 이가 작품을 볼 때 작품에서 반사되는 자
신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보는 상과 보는 주체가 서로 
엮임으로써 비체화된 해석자로서 보는 이의 위치를 위협하는 방식이
었다. 한편 제9회 《 라노 트리엔날레》에서 전시된 <네온 구조>는 고
정된 시각이 아니라 상황에 의존한 몸을 하나의 접점으로서 사용했을 
때에야 제 로 읽어낼 수 있는 작품으로, 현상학적 몸에 한 때 이
른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공간 개념> 중 비교적 후기작인 
<유화> 연작에서는 유화 안료의 물성이 만들어내는 특징을 몸의 물질
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구멍이 만들어내는 
질감은 폰타나의 행위를 더욱 폭력적인 것으로, 캔버스의 표면을 더
욱 관능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유화> 연작은 폰타나가 이
전부터 ‘살’을 채색할 때 즐겨 사용했던 금색이나 채도가 매우 높은 
흰색과 분홍색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배꼽’이라는 별칭을 붙여 
<유화>가 곧 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 다. 
 폰타나가 작품에 몸을 개입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멍>이나 <검은 빛의 공간 환경>에서 보듯 보는 이의 몸과 그 주
변 공간까지를 모두 작품의 일부로 보며 상과 주체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있고, <유화>에서 보듯 작품의 물성을 강조함으로
써 작품의 재료를 곧 몸과 동일시하고 여기에 몸에 가해질 수 있는 
폭력이나 관능을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생생한 감각에 
빠져들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예술 경험의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은 전후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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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이후의 미술은 전쟁 이전의 미술로부터 급격한 단절을 선언하
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이 남긴 상흔을 기록하고자 했다. 미국의 추
상미술 작가들은 보이지 않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류의 근
본적인 두려움을 자신들의 주제의식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나치 점령
으로 현실적인 고통을 받았던 파리에서는 반지성적인 형상이나 매체
로 회귀하는 한편 사르트르에게서 자극받은 실존주의에 공감을 표하
면서 전쟁 후에도 인류에 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실존주의
는 전후의 작가들을 철학적으로 변하는 큰 틀이었는데, 이성·상징·
언어를 매개하지 않고 보는 이로 하여금 상황이나 경험을 체현케 하
는 ‘직접성’을 그들 미술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전쟁 기간 동안 아
르헨티나에서 머물렀던 폰타나는 전쟁으로부터 직접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외상을 겪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가능케 했던 첨단 과학의 발
전이 돌연 우주여행에 한 호기심과 모험심의 승리로 둔갑한 것에 

해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현 과학에 한 찬사로 시작한 공
간주의 선언문들의 결론은 균형을 잃어버린 이성에 한 불신을 표명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폰타나는 시각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던 인지 작용이 몸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온전한 감각을 회복하
려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는 폰타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폴록과 포트리에는 이젤 회화의 기본인 수직이 아닌 수평
으로 캔버스를 하고,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물감을 뿌리거나 쌓아 
올림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고정된 형상이 되는 것에 반 했다. 특히 
폴록의 ‘수평성’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직립 자세로부터 발
전된 모든 시각적 형식, 예술에서는 이젤 회화의 오랜 시각적 관습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회화를 비이성과 직관의 매체로 보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폰타나가 <구멍>으로 시각을 좌절시켰던 것과 마찬가지
로 폴록은 기하학의 기본이 되는 시각적 형식의 모든 이분법이 작품
에서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포트리에와 부리는 물질
로서 보는 이의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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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캔버스 위에서 추상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상연
함으로써 몸과 캔버스를 등하게 병치시키는 것이 이들의 방법론이
었다. 이러한 경향은 폰타나의 <유화>가 몸의 체물로 표현되던 방
식과 맥을 같이한다. 
 폰타나처럼 다양한 양상의 작품을 제작하고도 단 하나의 작품으로만 
기억되는 작가는 드물다. 본 논문에서는 <베기>의 상징적 제스쳐로부
터 벗어난 폰타나의 다양한 실험들을 당  작가들이 공유했던 관심사 
속에서 몸이라는 일관된 열쇳말로 풀어내고자 했다. 개별작품들이 제
작된 배경과 전시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았을 때 폰타나의 작
품은 미술에서 현상학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면서
도, 당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앵포르멜의 물성에 한 관심과
도 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폰타나가 선구자나 괴짜 
예술가가 아니라 전후라는 시 와 상호작용했던 역사적 실체 음을 
반증한다. 마찬가지로 ‘액션 페인팅’의 남성적 에너지로만 기억되는 
폴록이나 ‘잘려진 머리’의 끔찍한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포트리에에게
서도 이들이 전후 세계의 작가들로서 공유했던 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예술을 합리적 사고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 중심주의
의 전통에 한 반발이자 전후라는 시 가 가져온 불안의 직관적이고 
몰입된 표현이었으며, 실존주의와 현상학 같은 당  철학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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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추상 조각 (Scultura Astratta)>, 1934,62.5x50cm, 토리노 
시립근현 미술관 (Galleria Civica d'Arter Moderna e 
Contemporanea) 소장.

도 8. <말(Cavallo)>, 1936, 도자기, 70x60x45cm, 라노 개인소장.
도 9. <테레지타 폰타나>, 1940, 모자이크, 34x33x15cm, 라노 루

치오 폰타나 재단(Fondazione Lucio Fontana, Milano) 소장.
도 10. <여인 좌상>, 1934, 석고에 채색, 84x103x83cm, 로마 개인소

장.
도 11. 파우스토 멜로티, <조각 No. 24(Scultura n.24)>, 1935, 석

고, 분필과 철사, 90x90x4.8cm, 라노 노베첸토 박물관(Museo 
del Novevento, Milano) 소장.

도 12. 오스발도 리치니, <오벨리스코(Obelisco)>, 1932, 캔버스에 유
채, 32x27cm, 라노 노베첸토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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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루치오 폰타나》 개인전 전시 장면, 1934, 라노 리오네 
갤러리.

도 14. <승리의 전당>, 1936, 제6회 《 라노 트리엔날레(Milano 
Triennale)》 전시 장면, 전쟁으로 소실됨.

도 15. <나비>, 1937, 도자기에 채색, 12x27x38cm, 라노 루치오폰
타나재단 소장.

도 16. <조개와 낙지(Conchiglie e polpo)>, 1938, 도자기에 채색, 
13x45x23.5cm, 토리노 나르치코 미술관(Galleria Naricico) 소
장.

도 17. <공간 조각>, 1947, 청동, 57x51x24cm, 프랑스 파리 조르주 
퐁피두 센터 소장.

도 18. <공간 개념>, 1949, 종이, 100x100cm, 로마 국립현 미술관 
소장.

도 19. <공간 개념>을 위한 스케치, 1949, 소재와 크기, 소장처 미상.
도 20. <검은 빛의 공간 환경>, 1949, 파피에 마쉐, 인광성 안료, 크

기 미상, 전시 직후 파기됨, (본 도판은 폰타나가 직접 사진에 채
색).

도 21. <공간 개념>의 뒤에서 조명을 비춰 벽에 빛이 드리워진 장면
을 촬 , 1952.

도 22. 나빌리오 갤러리 전시 브로셔에 게재된 첫 번째 <공간 개념>
의 모습, 1952.

도 23. 지안콜롬보(Giancolombo) 촬 , 카발리노 갤러리에서 열린 
《폰타나》전 도록 표지, 1953.

도 24. 아틀리오 바치(Attlio Bacci) 촬 , 폰타나의 스튜디오에서 찍
은 <구멍>들, 1952.

도 25. <신의 죽음>, 1963, 캔버스에 유채, 178x123cm, 라노 개인
소장.

도 26. "폰타나가 검은 빛을 만졌다(Fontana ha toccato la luna)", 
『템포(Tempo)』 지면, 1949.



- 103 -

도 27. <어릿광 >, 1948, 석고에 다채색 모자이크, 258x110cm, 
라노 개인소장.

도 28. <네온 구조>, 1951, 네온 튜브, 제9회 《 라노 트리엔날레》 
설치 장면, 전시 직후 파기됨.

도 29. <모세의 십계명(La Tavole di Mose)>, 1954, 캔버스에 유채
와 유리, 150x80cm, 라노 개인소장.

도 30. <골고타(Golgotha)>, 1956, 합판에 유채와 유리, 
125.5x175.5cm 라노 현 미술관(CIMAC-Museo d'Arte 
Contemporanea, Milano) 소장

도 31. <뉴욕 9>, 1962, 구리, 64x65cm, 카사노 다다 개인 소장.
도 32. <원자>, 1960, 캔버스에 수채, 9개의 캔버스로 구성, 라노 

루치오 폰타나 재단 소장.
도 33. <빵(Il Pane)>, 테라코타에 채색, 42x32x1.5cm, 라노 루치

오 폰타나 재단 소장.
도 34. <유화>, 1968, 캔버스에 유채, 83x5cm, 라노 개인소장.
도 35. <유화>, 1962, 캔버스에 유채, 81x100cm, 라노 개인소장.
도 36. <가면 쓴 여인(Mujer con Mascara)>, 1940, 석고에 채색, 

166.5x53x43cm, 베로나 스쿠도 미술관(Galleria dello Scudo, 
Verona) 소장.

도 37. <아이리스 클러트의 초상(Ritratto de Iris Clert)>, 1961, 캔
버스에 유채, 92x73cm, 라노 개인 소장.

도 38.  조르주 마티외, 「예술, 사고, 과학의 새로운 융합을 향하여」
의 삽화, 1960.

도 39. 지아코모 발라, <가로등>, 1909, 캔버스에 유채, 
174.7x114.7cm, 미국 뉴욕현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소장.

도 40. 지아코모 발라, <발코니를 뛰어가는 소녀>, 1912, 캔버스에 
유채, 125x125cm, 개인소장.

도 41. 움베르토 보치오니, <공간 속에서의 연속성의 단일 형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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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청동, 111x88cm, 미국 뉴욕근 미술관 소장.
도 42. <마스케라>, 1948, 도자기에 채색, 54x31x20cm, 라노 개인

소장.
도 43. 잭슨 폴록, <No, 29, 1950>, 1950, 유리에 에나멜, 유채, 알

루미늄, 와이어 그물, 줄, 유리 조각, 자갈, 121.9x182.9cm, 캐나
다 오타와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소
장.

도 44. 잭슨 폴록, <연금술(Alchemy)>, 1947, 캔버스에 유채, 알루미
늄, 에나멜, 줄, 114.x221.3cm,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Guggenheim Museum, New York) 소장.

도 45. 잭슨 폴록, <옐로우 아일랜드>, 1952, 캔버스에 유채, 
143.5x185.4cm, 국 런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London) 소장.

도 46. 시마모토 쇼조, <작품: 구멍>, c.1950, 신문에 물감과 연필, 
194x130.3cm, 일본 도쿄현 미술관 소장.

도 47. 조르주 마티외, <카페왕조는 어디에서든지>, 1954, 캔버스에 
유채, 295x600cm, 프랑스 파리 조르주 퐁피두 센터 소장.

도 48. 장 포트리에, <공중그네>, 1958, 캔버스에 종이 위에 유채, 
55x46cm, 미국 케임브리지 포그박물관(Fogg Museum, 
Cambridge) 소장. 

도 49. 로베르 데샤흐네(Robert Descharnes) 촬 , 프랑스 샤트나이 
말라브리의 스튜디오에서 포트리에, 1955.

도 50. 장 포트리에, <껍질이 벗겨진 사람>, 1944, 캔버스 위에 종이 
위에 유채, 80x115cm, 프랑스 파리 조르주 퐁피두 센터 소장.

도 51.  장 포트리에, <인질의 머리, no.1>, 1943, 캔버스 위에 종이 
위에 유채, 24x22cm,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 미술관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e Angeles) 소장.

도 52. 알베르토 부리, <자루>, 1953, 검은 천에 삼베, 실, 합성 안
료, 86x100.4cm,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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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우고 물라스 촬영, <베기>를 
작업하는 루치오 폰타나, 1964.

도 2. <공간 도자기>, 1949, 다채색 
도자기, 60x60x60cm, 프랑스 파리 
조르주 퐁피두 센터(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소장.

도 3. 엔리코 프람폴리니, <일상의 작은 로
봇(L'automa quotidiano)>, 1930, 
100x80cm, 로마 국립현대미술관(Galleria 
Nazionale d'arte Moderna, Roma) 소장.

도 4. <마부(El Auriga)>, 1928, 대
리석, 크기 미상, 전쟁으로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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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아돌포 윌트, <산타 루치아
(Santa Lucia)>, 1926, 대리석과 청
동, 54x45x32cm, 포를리, 리조르기
멘토 박물관(Museo del 
Risorgimento, Forli) 소장

도 6. <검은 사람>, 1930, 석고와 타
르, 높이 130cm, 전쟁으로 소실됨.

도 7. <추상 조각 (Scultura 
Astratta)>, 1934,62.5x50cm, 토리노 
시립근현대미술관 (Galleria Civica 
d'Arter Moderna e Contemporanea)

도 8. <말(Cavallo)>, 1936, 도자기, 
70x60x45cm, 밀라노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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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테레지타 폰타나>, 1940, 모
자이크, 34x33x15cm, 밀라노 루치오 
폰타나 재단(Fondazione Lucio 
Fontana, Milano) 소장.

도 10. <여인 좌상>, 1934, 석고에 
채색, 84x103x83cm, 로마 개인소
장.

도 11. 파우스토 멜로티, <조각 No. 
24(Scultura n.24)>, 1935, 석고, 분
필과 철사, 90x90x4.8cm, 밀라노 노
베첸토 박물관(Museo del 
Novevento, Milano) 소장.

도 12. 오스발도 리치니, <오벨리스
코(Obelisco)>, 1932, 캔버스에 유
채, 32x27cm, 밀라노 노베첸토 박
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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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루치오 폰타나》 개인전 전
시 장면, 1934, 밀라노 밀리오네 갤
러리.

도 14. <승리의 전당>, 1936, 제6회 
《밀라노 트리엔날레(Milano 
Triennale)》 전시 장면, 전쟁으로 
소실됨.

도 15. <나비>, 1937, 도자기에 채
색, 12x27x38cm, 밀라노 루치오폰
타나재단 소장,

도 16. <조개와 낙지(Conchiglie e 
polpo)>, 1938, 도자기에 채색, 
13x45x23.5cm, 토리노 나르치코 미
술관(Galleria Naricico)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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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공간 조각>, 1947, 청동, 
57x51x24cm, 프랑스 파리 조르주 
퐁피두 센터 소장.

도 18. <공간 개념>, 1949, 종이, 
100x100cm, 로마 국립현대미술관 소
장.

도 19. <공간 개념>을 위한 스케
치, 1949, 소재와 크기, 소장처 미
상.

도 20. <검은 빛의 공간 환경>, 
1949, 파피에 마쉐, 인광성 안료, 크
기 미상, 전시 직후 파기됨, (본 도판
은 폰타나가 직접 사진에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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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공간 개념>의 뒤에서 조명
을 비춰 벽에 빛이 드리워진 장면
을 촬영, 1952.

도 22. 나비글리오 갤러리 전시 브로
셔에 게재된 첫 번째 <공간 개념>의 
모습, 1952.

도 23. 지안콜롬보(Giancolombo) 
촬영, 카발리노 갤러리에서 열린 
《폰타나》전 도록 표지, 1953.

도 24. 아틀리오 바치(Attlio Bacci) 
촬영, 폰타나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구멍>들,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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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신의 죽음>, 1963, 캔버스
에 유채, 178x123cm, 밀라노 개인
소장.

도 26. "폰타나가 검은 빛을 만졌다
(Fontana ha toccato la luna)", 
『템포(Tempo)』 지면, 1949.

도 27. <어릿광대>, 1948, 석고에 
다채색 모자이크, 258x110cm, 밀
라노 개인소장.

도 28. <네온 구조>, 1951, 네온 튜
브, 제9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설치 
장면, 전시 직후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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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모세의 십계명(La Tavole 
di Mose)>, 1954, 캔버스에 유채와 
유리, 150x80cm, 밀라노 개인소장.

도 30. <골고타(Golgotha)>, 1956, 
합판에 유채와 유리, 125.5x175.5cm 
밀라노 현대미술관(CIMAC-Museo 
d'Arte Contemporanea, Milano) 소
장

도 31. <뉴욕 9>, 1962, 구리, 
64x65cm, 카사노 다다 개인 소장.

도 32. <원자>, 1960, 캔버스에 수채, 
9개의 캔버스로 구성, 밀라노 루치오
폰타나 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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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 <빵(Il Pane)>, 테라코타에 
채색, 42x32x1.5cm, 밀라노 루치오
폰타나 재단 소장.

도 34. <유화>, 1968, 캔버스에 유
채, 83x5cm, 밀라노 개인소장.

도 35. <유화>, 1962, 캔버스에 유
채, 81x100cm, 밀라노 개인소장.

도 36. <가면 쓴 여인(Mujer con 
Mascara)>, 1940, 석고에 채색, 
166.5x53x43cm, 베로나 스쿠도 미
술관(Galleria dello Scudo, 
Verona)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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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아이리스 클러트의 초상
(Ritratto de Iris Clert)>, 1961, 캔
버스에 유채, 92x73cm, 밀라노 개
인 소장.

도 38.  조르주 마티외, 「예술, 사고, 
과학의 새로운 융합을 향하여」의 삽
화, 1960.

도 39. 지아코모 발라, <가로등>, 
1909, 캔버스에 유채, 
174.7x114.7cm,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소장

도 40. 지아코모 발라, <발코니를 뛰
어가는 소녀>, 1912, 캔버스에 유채, 
125x125cm, 개인소장.



- 115 -

도 41. 움베르토 보치오니, <공간 
속에서의 연속성의 단일 형태들>, 
1913, 청동, 111x88cm, 미국 뉴욕
근대미술관 소장.

도 42. <마스케라>, 1948, 도자기에 
채색, 54x31x20cm, 밀라노 개인소
장.

도 43. 잭슨 폴록, <No, 29, 
1950>, 1950, 유리에 에나멜, 유
채, 알루미늄, 와이어 그물, 줄, 유
리 조각, 자갈, 121.9x182.9cm, 캐
나다 오타와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소
장.

도 44. 잭슨 폴록, <연금술
(Alchemy)>, 1947, 캔버스에 유채, 
알루미늄, 에나멜, 줄, 
114.x221.3cm,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New 
York)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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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잭슨 폴록, <옐로우 아일랜
드>, 1952, 캔버스에 유채, 
143.5x185.4cm, 영국 런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London) 소
장.

도 46. 시마모토 쇼조, <작품: 구
멍>, c.1950, 신문에 물감과 연필, 
194x130.3cm, 일본 도쿄현대미술
관 소장.

도 47. 조르주 마티외, <카페왕조는 
어디에서든지>, 1954, 캔버스에 유
채, 295x600cm, 프랑스 파리조르주
퐁피두센터 소장.

도 48. 장 포트리에, <공중그네>, 
1958, 캔버스에 종이 위에 유채, 
55x46cm, 미국 케임브리지 포그박물
관(Fogg Museum, Cambridge)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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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로베르 데샤흐네(Robert 
Descharnes) 촬영, 프랑스 
샤트나이 말라브리의 스튜디오에서 
포트리에, 1955.

도 50. 장 포트리에, <껍질이 
벗겨진 사람>, 1944, 캔버스 위에 
종이 위에 유채, 80x115cm, 프랑스 
파리 조르주퐁피두센터 소장.

도 51.  장 포트리에, <인질의 
머리, no.1>, 1943, 캔버스 위에 
종이 위에 유채, 24x22cm,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e Angeles) 소장.

도 52. 알베르토 부리, <자루>, 
1953, 검은 천에 삼베, 실, 합성 
안료, 86x100.4cm,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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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li, exhibited when Lucio Fontana (1899–1968) was sixty 
years old, was his first much-acclaimed seri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Europe. Consequently, Tagli established the 
framework that determined the significance of Fontana’s 
previous works. However, there was tremendous diversity in 
his career prior to Tagli, including classical plaster statues, 
polychrome ceramics, staged environmental works, and 
interior design. Previous research solved the problem of this 
diversity by ignoring one aspect among the extremely broad 
spectrum of Fontana’s work. Earlier research separated 
Italian modern art history from the diverse experiments in 
Spatialism that were created immediate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blurred the contemporary context of the 
work. This thesis attempts to complement the contemporary 
art historical context of Fontana’s works by identify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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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ism articulated in them that previous research 
disregarded.
 Fontana had his apprenticeship and practice at his father 
Luigi Fontana’s (1865–1946) workshop in Rosario, Argentina, 
primarily making commercial sculpture. At 27, he moved to 
Milan and studied classical sculpture under Adolfo Wildt 
(1868–1931) at the Brera Academy. At this time Milan, the 
location of Fontana’s art practice, was vigorously embracing 
the international tendency for abstract art. Soon, Fontana 
was actively engaged with artists in Paris, and he declared 
his rejection of classicism by an act of vandalism when he 
poured tar over a plaster statue that he had created.
 International support by Galleria del Milione in Milan and 
the artist Enrico Prampolini (1894–1956)—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osing Italian modern art to the latest 
Parisian trends— resulted in the acceptance of abstract art 
without great controversy. However, Italian modernism was 
dominated by geometrical abstraction, which tended to be 
connected with ”pure spirituality” and fascism at that time. 
Fontana explored many genres that were at odds with 
common contemporary examples of Italian modernism. His 
adoption of the techniques of decorative art and craft, which 
were regarded as unacceptable in “fine art,” suggests that he 
intended to criticize modernism, or that he had doubts about 
its “medium-purity.”
 World War II sent Fontana back to Argentina in 1940, and 
he returned to Italy in 1946. Recently liberated from fascism, 
Italy was suffering social unrest. Artists formed two separate 
groups, particularly over the discourse of nationalis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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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ly dominated art created under the control of the fascist 
government. One group tried to escape from the vestiges of 
fascism, claiming that realism could bring about a social 
cure for the poverty and turmoil in Italy; the other sought to 
evade the reality of Italy by searching for European 
standards. Fontana found the alternative of “Spatialism” 
between the unavoidable choices of Realism and Europeanism 
that resulted from the antagonism between the two groups of 
modern artists.
 The first piece of Concetto Spaziali was produced in 1949. 
Later nicknamed Buchi, it was created by punching holes like 
constellations with the handles of paint brushes. In the early 
sketch for Buchi, one can see the artist conceived it as an 
installation piece, unlike an orthodox canvas work. The 
photograph of Buchi in the Galleria del Naviglio’s 1952 
brochure when it was exhibited for the first time looks like 
almost a relief, due to the effect of light and shadow. These 
characteristics of Buchi distinguish it from other canvas 
works, because it requires space around the canvas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artwork.
 In the same year that Buchi was first created, Fontana 
installed Ambiente Spaziale a Luce Nera (1949) at Galleria del 
Naviglio for a week. He turned the gallery into a darkroom 
and a papier-mâché sculpture painted with phosphorescent 
pigment was hung from the ceiling. Also, Wood light made 
the sculpture look as if it glowed and audience members in 
white shirts appeared green. Intertwined with the object, the 
subject as disembodied interpreter was threatened.
 Struttura al Neon, installed at the ninth La Triennal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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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o in 1951, was made of neon tubes and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an architect and engineers. It served the 
goal of the exposition, which encompassed applied art, 
architecture, and industry. As a result, Struttura al Neon 
functioned as an autonomous sculpture, an architectural 
surround, and an ornamental light. Rather than extending 
the size of Ambiente Spaziale a Luce Nera, it allowed people 
to move in and out and the spectator’s view of the sculpture 
moved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as it was installed 
above a staircase. Therefore, Struttura al Neon transformed 
the spectator’s body into an interface with the artwork, as 
seen from a moving standpoint related to the body, not a 
fixed sight.
 In Olii, a relatively later series among Concetto Spazilai that 
was created from diverse media, the materiality of the oil 
paint links directly to the materiality of the body. The 
materiality of Olii seems much more tactile compared with 
other works that use water paint. A thin canvas becomes a 
chunky mass with volume. Further, the surface of Olii is 
reminiscent of flesh, painted with saturated white, pink, or 
gold, which Fontana frequently employed for the articulation 
of skin in his early figurative works. Lastly, multiple holes in 
the previous works are now a single hole that Fontana 
nicknamed “navel,” so that Olii can be read as a body.
 In Fontana’s Spatialism works, the body is substituted for 
sight as a means of knowing and the materiality of the work 
is associated with the materiality of the body. These two 
qualities reflect the significant changes in post-war and 
contemporary art. In post-war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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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dy emerged as a primary mediator of artistic 
experience. For the artists in the post-war era, existentialism 
reflected their thoughts, because they regarded “directness” 
as the vital quality in their art that cannot be mediated by 
reason, symbol, or language. The body surpassed other 
means of expression of this sense of directness.
 Jackson Pollock (1912–1956) and Fontana, whom Clement 
Greenberg considered as binary opposition of avant-garde 
and kitsch, resemble each other at this point. Pollock’s 
all-over paintings, similar to Fontana’s Buchi, cannot be 
hung “the right way up.”
 Pollock’s work, like Fontana’s,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op and bottom, left and right, and ground and figure. This 
means that the basic dichotomy that underpins geometry and 
visual conventions does not exist in their works. When 
Pollock and Fontana deconstructed the visual form, escaping 
the convention of easel painting, Jean Fautrier (1898–1964) 
appropriated it. Marking his signature in all directions on all 
four corners of the painting, he removed the painting’s 
direction. Further, he frustrated vision by piling up materials, 
not painting, on the horizontal canvas on the table. As 
Fontana presented the materiality of the canvas surface as a 
metonymy for the body in Olii, Fautrier reproduced the body 
on the canvas using a mixture called pâte. Alberto Burri 
(1915–1995), similarly, rendered wounded skin through the 
materiality of torn and burnt vinyl. In other words, the works 
of Fontana, Fautrier, and Burri make the canvas the direct 
equivalent of the body rather than representing or 
symboliz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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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Fontana’s 
diverse works and the contemporary artistic tendencies in 
the decade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the course of 
recovering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body,” which was 
traditionally imposed on the entirely “vision,” artists who 
were seeking directness produced artworks that arouse 
immersive experiences that cannot be abstracted or 
objectified. Fontana participated in this movement under the 
manifesto of Spatialism. Interpreting Fontana’s works as an 
involvement of body in the context of post-war art liberates 
him from the symbolic gesture of Tagli and recovers his 
contemporary artistic significance.

Keywords: Lucio Fontana, Spatialism, Body, 
Italian modernism, Phenomenology, Informel, Post-war art
Student Number: 2012-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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