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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의 한 축을 담당한 바넷 뉴먼은 1948년 그의 전환점
이 되는 작품 <하나임 1(Onement 1)>을 제작한 이후, 색면 위의 수직 띠라는
고정된 형식을 고수하였다. 이듬해, 뉴먼은 그의 형식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난
4점의 수평 띠 작품 <무제 2, 1949(Untitled 2, 1949)>, <디오니시우스
(Dionysius)>, <아르고스(Argos)>, <수평의 빛(Horizon Light)>을 제작하였
다. 1950-51년의 작품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Vir Heroicus Sublimis)>은
<아르고스>와 <수평의 빛>에서 처음 시도된 수평적 캔버스에 수직 띠를 결합
한 대형 캔버스로, 이후 뉴먼이 제작한 대형 작품들의 시초가 되었다.
1948-51년에 제작된 전환기 직후의 초기 작품들과 그의 회화관이 이루는
‘뉴먼식 대립구조’는 대립적인 개념들을 양립(兩立)시킨다는 역설적인 논리로
이루어진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뉴먼의 전체 작품들을 관통한다. '뉴먼식 대
립구조'의 이론적 근원은 러시아의 무정부주의 이론가 크로포트킨이 주장하는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크로포트킨은 기존의 ‘상
호투쟁’에 대한 대립항으로 ‘상호부조’를 주장하나, 양 극단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며 모든 형태의 독단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내세웠다. 크로포트킨을 따
르는 무정부주의자인 뉴먼은 이러한 논리를 자신의 회화관에 적용하였다.
뉴먼은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고정된 해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수평 띠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에 적용되던 모
더니즘적 비평이 ‘공간’에 대한 논의로만 이루어져있다고 비판하며, <영웅적
이고 숭고한 인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시간적’ 작품임을 주장하였다.
<하나임 1>을 좌우대칭으로 나누는 띠는 실제로는 기하학적 개념인 좌우대

칭을 이룰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좌우대칭이 아닌 것을 좌우대칭
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유사-좌우대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칭과 균형
이라는 단절된 개념들 사이의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룬다. 뉴먼은 그리스 미
학의 영향을 받는 유럽 미술이 ‘아름다움’이라는 조형적 가치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그리스 전통에서 자유로운 미국 미술에서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럽 미술과 미국 미술의 대립을 형성하며,
그리스 전통의 기하학을 비판하였으나, 자신의 작품에서 정교한 기하학을 사
용하였다. 1949년 이후 황금비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뉴먼의 기하학은 그리
스 도기에 근원을 둔 제이 햄비지의 ‘역동적 대칭’에서 영향을 받았다.
뉴먼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숭고 역시 유럽 미술의 ‘아름다움’과
대립을 이룬다. 뉴먼에게 숭고한 회화는 무한한 개념을 제한된 캔버스에 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모순성을 지닌 철학적 개념이었다.
뉴먼은 1960년대 미니멀리즘 미술이 대두와 함께 등장한 비평언어인 전체
성(wholeness)과 스케일(scale)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시키며, 그의 또 다른
주제인 창조와 대립을 형성하였다. 창조는 빛과 어둠을 둘로 나눈다는 분리적
특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내적 스케일 역시 캔버스 내의 구성요소들
을 개별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분리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같은 시기 자신의
작품에 적용한 가치인 전체성과 양립하며,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루었다.
색면 위의 띠라는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던 뉴먼은 형식적 스펙트럼이 좁다
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자신도 매 작품이 새로운 형식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뉴먼은 자신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고정된 형식을 고수하
였다. 의미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연작의 결여를 비판함과 동시에 연작을
제작한 사실은 그의 전체 작품이 지니는 독창성과 반복성의 ‘뉴먼식 대립구
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48년-1951년의 실험적 시기를 통해 뉴먼은 ‘뉴먼식 대립구조’라는 회화
관을 형성하였다. 이는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대두와 함께 기존의 작품에 지
속적으로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뉴먼식 대립구조’는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하나의 체제로 보는 크로포트킨적 시각에 기인한 회화관
이다. ‘뉴먼식 대립구조’를 뉴먼의 작품에 새로운 해석틀로 적용하는 것은 기
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1949년의 수평 띠 작품을 중심적인 논의에 포함시
키는 것과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숭고와 창조의 논의를 하나의 문
맥에서 서술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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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은 폴란드에서 미국 뉴욕으로 망
명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색면파(色面派)
화가이다. 뉴먼의 색면회화는 1950년을 전후로 하여 뉴욕에서 활동한 추상표
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를 대표하는 위치를 차지하였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미술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1955년의 글 「미국적 회화(American-Type Painting)」에서
자신이 미국 최고의 화가로 꼽았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
을 서술하던 “무서운 아이(enfant terrible)”의 위치를 뉴먼이 대신하였다고
서술하며, 뉴먼을 “주요한” 화가로 분류하였다. 1 1940년대에 초현실주의적 작
품을 제작하였던 뉴먼은 1948년 <하나임 1(Onement 1)>(1948)에서 색면과
띠(zip)로 이루어진 성숙한 양식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가 사망하였던 1970
년까지 고수한 형식은 뉴먼을 주요한 색면화가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도 1). 2
<하나임 1>은 초현실주의적 회화에서 색면파 회화로 변화하는 전면적인 전
환기의 작품이다. <하나임 1> 이후의 작품들에서 뉴먼은 대체로 ‘수직으로 내

1

Clement Greenberg, "American-Type Painting,"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3,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231-233.
originally published in Partizan Review 22 (summer 1955), pp. 1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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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뉴먼의 작품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44년에 제작되었다. <하나임
1>을 제작하던 1948년 이전에 뉴먼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사
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뉴먼은 1922년부터 아트 스튜던츠 리그(Art Students
League)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1931년부터 뉴욕시 고등학교(New York City high
school)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 밀턴 에이버리(Milton Avery,
1885-1965),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에이돌프 고틀립(Adolf
Gottlieb, 1903-1974)과 같은 미술가들과 친교를 맺었다. 뉴먼은 1944년 이전에 제
작한 작품들을 스스로 파괴하였으며,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
다. Jeremy Strick, The Sublime is Now : The Early Work of Barnett Newman : Paintings
and Drawings, 1944-1949 (New York: PaceWildenstein, 1994),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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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띠’라는 정해진 형식 내에서 띠의 넓이를 조절하고, 위치를 변경하거
나, 띠와 평면의 색채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는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았다. 뉴
먼이 <하나임 1>을 제작한 후, 스스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여겼던 만큼,
<하나임 1>이라는 전환점은 뉴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끝까지 고수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
이후 1949년 뉴먼은 형식적으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뉴먼의 이 두
번째 변화는 1949년 수평으로 띠가 놓인 <무제 2, 1949(Untitled 2,
1949)>(1949), <디오니시우스(Dionysius)>(1949), <아르고스
(Argos)>(1949), <수평의 빛(Horizon Light)>(1949)의 네 작품에서 이루어졌
다(도 2, 3, 4, 5). 뉴먼이 이 네 작품의 정확한 제작시기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뉴먼
의 전체 작품들이 제시하는 형식적인 발전단계로 보았을 때, <무제 2. 1949>,
<디오니시우스>, <아르고스>, <수평의 빛> 순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
현재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San
Francisco)에 소장되어 있는 <무제 2, 1949>는 네 작품들 중 가장 작은 크기
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캔버스에 푸른 색으로 처리된 수
평 띠 두 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도 2). 뉴먼은 위 쪽 띠는 옅은 청록색과
보다 진한 청록색으로 채색하였으며, 중앙에서 두 색채가 겹치는 듯한 변화를
주었다. <디오니시우스>는 위 아래가 긴 직사각형 형태의 캔버스로 제작되었
3

“…난 그 작품(<하나임 1>)을 이해하기 위해 이것과 거의 1년정도를 함께 지냈다. 나
는 그 작품이 현재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영향력있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깨달
았다. ” Barnett Newman, "Interview with David Sylvester(1965)," in Barnett Newman :
Selected Writings and Interviews, ed. John Philip O'Neill (New York: Alfred A. Knopf,
1990), p. 255.

4

Thomas B. Hess, Barnett Newman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7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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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먼은 녹색 색면의 배경 위에 주황색과 노란색을 띤 두 개의 가는 띠를 상
하로 배치하였다(도 3). <아르고스>와 <수평의 빛>은 모두 캔버스의 높이가
폭의 길이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수평적 형태를 띠고 있다. <아르고스>의 색
면은 주황색으로 고르게 채색되어 있으며, 상단의 검은 띠, 하단의 회색 계열
의 띠가 캔버스의 경계와 매우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도 4). 뉴먼은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 중 마지막 작품으로 간주되는 <수평의 빛>에서 붉은 색 색면
위에 하나의 띠를 배치하였다. <수평의 빛>의 띠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수
록 색이 밝아지는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색채의 변화는 띠의 중앙 부근에서
나타난다(도 5).
뉴먼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하나임 1>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
루어져 왔으나, 이 작품 이후 제한된 형식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네 점
의 수평 띠 작품들은 아직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뉴먼 작품의 형식적
단순함과, 그가 남긴 글에서 사용하였던 난해한 용어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
하기 어렵게 한다는 사실로 인해, 미술사학자 이브-알랭 브아(Yve-Alain
Bois)는 뉴먼을 가장 난해한 작가라고 평가하였다.5 이러한 이유로 뉴먼의 작
품에 대한 해석들은 주로 정치・사회적 배경, 숭고의 철학, 문학적인 제목, 뉴
먼의 인종적 관련성, 종교 등 작품 외적인 요소들과 관련 지어 작품에 대한 논
의를 확장시키려는 시도였다.
뉴먼이 약 300점에 달하는 작품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
구는 <하나임 1>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하나임 1>에 초점을 맞춘 논
의들 역시 이전의 초현실주의적 화풍에서 색면 추상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점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전환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5

Yve-Alain Bois, "Here to There and Back: Barnett Newman in Retrospect," Artforum
International. 40, no. 7 (2002),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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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이 <하나임 1> 이후에 정립된 형식 내에서 어떠한 위
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뉴먼이 사망한 1970년 이전에는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만을 다루는 연
구서나 논문은 아직 집필되지 않았으며, 수평 띠 작품들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
이 몇몇 확인될 뿐이나, 1970년 이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뉴먼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미술사학자들이 뉴먼에 대한 다
양한 연구업적을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뉴먼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던 그의
친구이자 평론가인 토마스 헤스(Thomas B. Hess)는 뉴먼이 사망한 다음 해
인 1971년에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에서 열
린 회고전시와 협력하여 기념비적인 바넷 뉴먼 연구서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을 집필하였다.6
헤스는 『바넷 뉴먼』에서 뉴먼 회화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창
조의 테마’를 적용하였다. 이는 뉴먼과 유대인 문화의 연관성을 근거로 한 해
석으로, 헤스는 특히 유대교적 신비주의(kabbalah)와 뉴먼의 작품을 관련 지
어 설명하였다. 7 이후 뉴먼의 주제에 관한 해석들은 대체로 창조의 테마가 제
시되는 방식에 대해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며, 헤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 1949년의 수평 띠 작품을 언급한 1970년대의 연구로는 헤스의 저술
과 미술사학자 벤자민 파스쿠스(Benjamin Garrison Paskus)의 1974년의 논
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헤스와 파스쿠스는 수평 띠 작품들의 형식에 대해 짧
게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1949년의 수평 띠 실험 이후 수평 띠의 형태

6

헤스가 이를 위해 수집한 뉴먼의 기록들은 이후 뉴먼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
었으며, 이후 1990년 뉴먼이 남긴 기록과 인터뷰를 수록한 『바넷 뉴먼 선집』을 위
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Hess, Barnett Newman; John Philip O'Neill, ed. Barnett
Newman : Selected Writings and Interviews (New York: Alfred A. Knopf, 1990).

7

Hess, Barnett Newman, pp.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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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뉴먼 스스로도 이 네 작품을 실패한 실험으
로 보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8
1980-90년대에는 미술사학자 폴 크로우더(Paul Crowther), W. 잭슨 러싱
(W. Jackson Rushing)의 논문을 중심으로 뉴먼의 작품을 철학적 개념인 ‘숭
고(Sublime)’와 관련 지어 뉴먼 작품의 철학적 근거를 고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9 또한 이 시기에는 뉴먼을 정치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몇몇 시
도들이 있었다. 미술사학자 아네트 콕스(Annette Cox)와 마이클 레자
(Michael Leja), 데이비드 크레이븐(David Craven)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
치적 해석은 뉴먼과 무정부주의(anarchism)의 관계를 재조명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10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1950년대에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정치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성
향이 실질적으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
다.
1990년대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 이브-알랭 브아가 집필한 1990년의 논문
「뉴먼 지각하기(Perceiving Newman)」를 들 수 있다. 브아는 헤스와 유사하
게 뉴먼의 전체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테마로서 새로움, 창조, 시작, 근원에

8

Hess, 앞의 글, p. 63; Benjamin Garrison Paskus, "The Theory, Art and Critical Reception
of Barnett Newman" (Ph. D. Dis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74), p. 100.

9

Paul Crowther, "Barnett Newman and the Sublime," Oxford Art Journal 7, no. 2 (1984);
W. Jackson Rushing, "The Impact of Nietzsche and Northwest Coast Indian Art on
Barnett Newman's Idea of Redemption in the Abstract Sublime," Art Journal 47, no. 3
(1988).

10 Annette

Cox, "Anarchism and the Art of Barnett Newman," in Art-as-Politics : The
Abstract Expressionist Avant-Garde and Society (Ann Arbor, Mich.: UMI Research
Press, 1982); Michael Leja, "Barnett Newman's Solo Tango," Critical Inquiry 21, no. 3
(1995); David Craven, Abstract Expressionism as Cultural Critique : Dissent during the
McCarthy Period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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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구를 상정하고 있다.11 브아는 뉴먼의 형식과 인식론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뉴먼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 전체에 대해 “창조의 테
마”를 적용하였다. 엄밀하게 볼 때, 브아가 창조의 테마를 뉴먼의 작품에 적용
하는 방식은 헤스의 분석과 차이가 있다. 헤스는 뉴먼의 작품과 창조, 창세기
의 테마를 직접적으로 관계시키며, ‘뉴먼 작품 전체의 주제’와 연관 짓는 반면,
브아는 뉴먼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뉴먼의 작품들을 “한 벌의 트럼프카드”로 간주하며,
각각의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술하여 개별적인 의미를 찾아
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12
뉴먼의 수평 띠 작품을 언급한 몇 안되는 연구들 중 하나인 브아의 1990년
의 논문 「뉴먼 지각하기」에서 그는 뉴먼의 작품이 형식적으로 발전해 나아가
는 과정을 탐구하였으나, 수평 띠 작품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만
을 할애하며 “실패”라는 용어로 묘사하였다. 13 브아에 의하면 뉴먼의 수평 띠
작품은 수직성을 인식적 틀로 사용하는 인간의 직립성으로 인해 수직과 수평
의 충돌을 일으키며, 이는 뉴먼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몬드리안적 기하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수평 띠 작품들은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것이다. 14
본 논문은 <하나임 1> 이후 정형화된 뉴먼의 형식적 틀 안에서 매우 커다란
변화에 속하는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을 단순히 ‘실패한 실험’으로 간주하
는 것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뉴먼은 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작품이 의미를 지니며, 각각의 가치에 대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고 언급
11

Yve-Alain Bois, "Perceiving Newman," in Painting as Model (Cambridge, Mass.: MIT
Press, 1990), p. 190.

12

Yve-Alain Bois, "On Two Paintings by Barnett Newman," October 108, no. 6 (2004), 4p.

13

Bois, "Perceiving Newman," p. 196.

14

위의 글, 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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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5 또한 실제로 뉴먼이 1949년의 수평 띠 작품을 제작한 지 2년 후인
1951년의 <최초 전일(Day Before One)>(1951), 다시 1년 후인 1952년 <묶
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Bound)>(1952)에서 수평 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수평 띠 형식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도
6, 7). 1949년에 시도된 형식이 폐기되지 않고 이후 작품들에서 발전・변형되
며 사용되었다는 점은 수평 띠의 형식이 단순히 실패한 실험이 아닌, 중요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패라고 여겨진 네 점의 수
평 띠 작품이 뉴먼의 작품들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뉴먼의 수평 띠 작품들은 그가 스스로를 미술사적으로 위치시키는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뉴먼을 연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전환기의 작품 <하나임 1>을
포함하여, 뉴먼이 자신의 성숙한 형식을 확립하였던 시기인 1948-1951년의
작품들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1948년의 <하나임 1>, 1949년의 네 점의 수평
띠 작품들, 뉴먼의 첫 번째 대형 캔버스인 1950-51년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Vir Heroicus Sublimis)>(도 8)이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이 단순
한 ‘실패’가 아니라면, 뉴먼의 작품세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와
“뉴먼의 정치적 성향을 그의 작품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지을 수 있는
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 ‘수평 띠 작품의 미술사적
위치’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된다. 필자는 1949년 수평 띠 작품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뉴먼식 대립구조’라는 해석 틀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
에서 설정한 ‘뉴먼식 대립구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립과는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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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A Conversation: Barnett Newman and Thomas B. Hess(1966),"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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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먼식 대립구조’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대립적 개념이 이루는 구조 내에서
양 극단에 놓인 개념들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II장 1절에서 다룰 러시아의 무정부주의 이론가 표트르 알렉세이예비치
크로포트킨(Pyotr Alexeyevich Kropotkin, 1842-1921)의 이념은 뉴먼의 대
립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뉴먼은 크로포트킨의 무
정부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자신의 회화에 적용하였다. 뉴먼이 1933년 뉴
욕 시장(市長)에 무정부주의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만큼 무정부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뉴먼 회화와 무정부
주의의 관계를 뒷받침해 준다.16 뉴먼은 1968년에 출간된 크로포트킨의 저서
『한 혁명가의 회상(Memoirs of Revolutionist)』 서문에서, 미술사학과 미술
비평이 자신의 작품을 한정시키고 정의 내리려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하였다. 17 무정부주의 정치가의 책 서문에 미술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
은 것은 뉴먼의 미술에 정치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먼
식 대립구조’는 크로포트킨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의 이론적 근거인 ‘상호부
조론(相互扶助論)’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며, 그에 대한 뉴먼의 시각
을 면밀하게 탐구할 것이다.
뉴먼은 수직적 작품들에 대립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평 띠 작품들을
제작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작품들간의 관계에서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루도
록 하였다는 것을 2절에서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3절에서는 <영웅적이고 숭
고한 인간>을 포함한 대형 캔버스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1949년의

16

1933년 시장에 출마할 당시 뉴먼이 내세웠던 공약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Newman, "On the Need for Political Action by Men of Culture (1933)," p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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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띠 작품에서 시작된 수평적 대형 캔버스는 관람객이 좌우로 신체를 움직
이며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물리적 관람방식을 야기하였다. 이는 작품을 경험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개념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뉴먼은 1949년 이후 시간
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당시 그린버그를 중심으로 한 미술비평의 핵심적
인 키워드였던 ‘공간’에 대한 논의와의 대립을 형성하였다. 수평 띠 작품 이후
로 뉴먼이 제시한 시간과 공간의 대립은 그를 모더니즘 미술과 미니멀리즘 미
술 사이의 간극이라는 모호한 미술사적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제 II장에서 뉴먼의 수평 띠 작품이 제시하는 대립구조를 확인하였다면, 제
III장과 제 IV장에서는 뉴먼 작품의 형식과 주제가 제시하는 대립구조의 양상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과 IV장에서 알아볼 뉴먼의 대립구조는 II장에
서 제시한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라는 해석 틀 안에서 수평 띠 작품이 지니
는 위치를 뉴먼의 전체 작품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제 III장에서는 <하나임 1>에서 ‘뉴먼식 대립구조’를 시작으로, 1949-1951
년으로 이어지는 기하학적 요소들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뉴먼은 피에트 몬드
리안(Piet Mondrian, 1872-1944)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 미술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
다. 뉴먼은 유럽의 미술을 그리스 전통의 미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으며, 장식적인 미술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먼은 유
럽의 미술에 대한 대립항으로, 그리스적 전통에서 자유로운 미국의 미술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뉴먼의 작품들은 실제로 매우 정밀한 기하학적 요소들을 담고 있으
며, 이는 유럽 미술과 몬드리안, 기하학에 대한 자신의 반대입장과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필자는 뉴먼이 기하학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통해 그리스적
미술과 반-그리스적 미술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하려 하였음을 밝히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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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뉴먼의 작품은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대항의 위치에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브아는 수평 띠 실험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몬드리안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였다.18 그러나 뉴먼이 그리스 미술에 기반한
기하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제 II장에서 확인
한 크로포트킨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뉴먼은 1948년 성숙
한 형식을 확립한 이후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던 1951년까지 기하학적
요소들을 통하여 ‘뉴먼식 대립구조’를 확립하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뉴먼이 196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비평언어들을 자신
의 과거 작품들에 적용하여 동시대적 의미에서의 ‘뉴먼식 대립구조’를 형성하
는 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940년대 후반에 뉴먼이 사용하였던 숭고와 창
조의 주제는 1960년대에 뉴먼 스스로에 의해 시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948년, 뉴먼은 그리스 전통의 ‘아름다움’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철학적 개념
인 ‘숭고’를 자신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그는 ‘아름다움’과 ‘숭고’를 유럽 미술
과 미국 미술이라는 두 진영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필자는 1절에
서 뉴먼이 ‘숭고’ 개념을 ‘아름다움’의 대립항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고찰하며
이에 대한 철학적 근거들을 확인할 것이다.
2절과 3절에서 제시할 창세기의 분리적 특성과 스케일의 개념은 ‘전체성
(wholeness)’의 개념과 대립을 이룬다. 뉴먼은 몬드리안의 ‘부분 대 부분
(part-to-part)’ 미학에 대립되는 것으로 ‘전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숭고와 함께 뉴먼의 중심적 주제를 형성하는 창조가 작품의 형식적 특
징과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을 살펴보며, 주제와 형식이 이루는 대
립적 관계가 뉴먼 자신의 의도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3절에

18

Bois, "Perceiving Newman,"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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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할 스케일의 개념 역시 창조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전체성’과 대립을
이룬다. 뉴먼은 1960년대 미술계가 주목하였던 스케일에 관한 논의에 동참하
였다. 필자는 뉴먼이 동시대에 논의되던 스케일과 ‘전체성’을 자신의 1948-51
년의 작품들에 병렬적으로 적용하여 ‘뉴먼식 대립구조’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4절은 뉴먼의 작품 제작방식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하나임 1> 이후로
고정된 형식은 뉴먼이 주장하는 작가의 독창성을 위협하였다. 자신에게 ‘반복
적’이라는 부정적 비평이 가해진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유사한 형식을 고수하는 태도는 뉴먼의 전체 작품이 이루는 또 하나의 ‘뉴
먼식 대립구조’라고 할 수 있다. 뉴먼의 단순한 형식에 기인하는 반복적 특징
과 자신이 주장하는 작가의 독창성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양
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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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뉴먼식 대립구조’의 형성

뉴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을 ‘실패한 실험’이
라고 보았다. 대표적인 연구자인 브아는 “띠의 수평성이 수직성을 시각적 벡
터로 사용하는 인간의 시각활동과 충돌함과 동시에, 수평과 수직의 결합은 뉴
먼이 의욕적으로 배척했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덧붙여 브아는 수평적 띠가 풍경화의 수평선에 대한 참조를 드러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디오니시우스>를 포함한 1949년의 수평 띠
형식은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보았다. 19 벤자민 파스쿠스 역시 <디오니시우스>
가 세로 형태의 캔버스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평적 형태의 시도가
이 작품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1949년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험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도 4). 20
헤스는 <수평의 빛>의 형식적 특징을 묘사하며 “이러한 형식은 1949년에
제작된 이후 1967년까지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도 5). 21 이는
뉴먼이 수평 띠 작품들에서 형식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
나 헤스가 1949년 이후 다시 시도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이러한 형식”이 지시
하는 ‘수평으로 잡아당겨진 감각’은 뉴먼의 작품에서 정확히 어떠한 형식적 특
징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헤스가 언급한 “다시 사용되지 않은 형
식”이 ‘수평 띠’라면, 그에 대한 반례로 수직적 캔버스에 수평 띠의 형식이 사
용된 1951년의 <최초 전일>(도 6)과, 바로 1년 뒤인 1952년의 <묶인 프로메테
우스>(도 7)를 들 수 있다. 헤스가 언급하는 “1967년에 다시 사용된 형식”이
19

Bois, 앞의 글, p. 196.

20

Paskus, "The Theory, Art and Critical Reception of Barnett Newman," p. 100.

21

위의 글,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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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를 좌우로 길게 늘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1950-51년에 제작된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과 1951년의 <권좌(Cathedra)>(1951)에서 좌우로
길게 확장된 캔버스 형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헤스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된다(도 8, 9).
헤스가 말하는 “1967년에 다시 사용된 형식”이 지시하는 작품은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3(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3)>(1967-68)과 <안나의 빛(Anna’s Light)>(1967)이라고 볼 수 있다(도 10,
11). 그러나 수평적 캔버스에서 좌우로 넓은 색면이 사용되는 것은 1955년의
<유리엘(Uriel)>(1955)(도 12)에서도 확인되므로, 이 작품 역시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3>, <안나의 빛>과 같은 계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논
의되는 형식적 특징을 “1967년에 다시 사용된 형식”이 지칭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뉴먼은 1949년의 실험적 시도를 -헤스와 브아가
판단하듯- 실패로 여기지 않았으며, 이후 수평적 형식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9년의 수평 띠 형식은 뉴먼에게 고정된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해
석에 대한 반대항의 위치에 있다. 뉴먼은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와 같은 단정
적인 해석을 미술계의 독단적 태도로 여겼다. 그는 미술사학과 미술비평계가
자신의 작품에 적용한 해석을 하나의 체제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체제는 거
부해야 할 대상이었다.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은 뉴먼의 전체 작품이 형성
하는 ‘뉴먼식 대립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1.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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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립적 개념과 이중성은 그의 정치적인 성향에
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폴란드에서 미국 뉴욕으로 망명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뉴먼은 아트 스튜던츠 리그, 뉴욕 시립 대학교
(City College of New York)에서 교육받으며 이곳의 예술가, 작가들과 친교
를 맺었다. 1930년대 뉴욕의 예술가들 대부분은 국가 정치나 경제체제가 부조
리하고 국민들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여겼다. 22 동유럽에서 이주한 사회주
의자, 혹은 무정부주의자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뉴먼을 비롯한 당시의 지식인
들은 미국의 정치적 체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
다. 23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안팜(David Anfam)은 “뉴먼은 평생 동안 무정부
주의자로 남아있었으며, 클리포드 스틸(Clyfford Still, 1904-1980)은 반-권
위주의자, 그리고 잭슨 폴록은 좌파적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뉴먼이 일관적으로 무정부주의적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
다. 24 특히 뉴먼이 1933년 뉴욕 시장선거에 무정부주의자로 출마할 당시 내세
운 공약은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뉴먼은 자신의 공
약에서 시(市)에 의해 운용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은행, 사업, 주택에
대한 시의 소유권을 내세웠다. 이는 코뮌(commune)을 미국의 자유경제 체제
나 중앙 집약적 국가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소련의 체제보다 우월한 사회구
조로 여기는 무정부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25
뉴욕 시장에 출마하였던 1930년대 초반, 뉴먼은 회화를 통해 사회와 정치
22

Cox, "Anarchism and the Art of Barnett Newman," p. 71.

23

위와 같음.

24

David Anfam, Abstract Expressionism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0), p. 55.

25

Craven, Abstract Expressionism as Cultural Critique : Dissent during the McCarthy
Period,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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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정부주의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6 이러한 뉴먼의 무정부주의
사상은 크로포트킨과 매우 가까웠다. 크로포트킨은 동물학과 인류학, 지리학
적 연구를 바탕으로 무정부주의 이론의 사상적 배경이 된 ‘상호부조론’을 제시
하였다.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크레이븐(David Craven)은 뉴먼이 조류학과
식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이론가들 중에서도 특히 유사한 학
문적 배경을 지닌 크로포트킨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27
크로포트킨이 자신의 정치사상을 구축하는 방식은 뉴먼의 정치, 미술에 대
한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상호부조론은 인간과 동물의 자율성, 협력, 사회성
을 강조하며, 인류가 상호투쟁만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호투쟁과 상호부
조가 병행되었다는 이론이다. 크로포트킨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
는 상호부조론은 영국의 생물학자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1825-1895)가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적자생존
의 법칙에 근거한 「인간사회에서의 생존경쟁(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Human Society)」에서 보여준 자유주의적 태도에 대항하는 이론이었다.
1888년 2월, 다윈의 제자 토마스 헉슬리는 『19세기(Nineteenth Century)』
잡지에 「인간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을 발표하였다. 28 이에 크로포트킨은 1890
년에서 1896년 같은 잡지에 상호부조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헉
슬리의 이론에 반박하였으며, 이 논문들을 모아 1902년에 『상호부조론

26

Meyer Schapiro, "Barnett Newman: Talk." ; Craven, Abstract Expressionism as Cultural
Critique : Dissent during the McCarthy Period, p. 9.에서 재인용.

27

위의 글, p. 158.

28

1888년『19세기』에 실렸을 당시에는 「생존경쟁과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Its Bearing upon Man)」라는 제목으로 게제되었으며,
이후 1894년 헉슬리의 논문집에 실리며 제목이 변경되었다. Thomas Henry Huxley,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Human Society(1888)," in 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 (London: Macmillan,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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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을 출간하였다. 크로포트킨은 이 책의
부록으로 헉슬리의 「인간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을 실어 자신의 글이 헉슬리의
논의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호부조론』은 무정부주의 이론에 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매우 성공적
인 저술로, 크로포트킨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논의는 상
호부조의 원리가 자연계의 진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찰스 다윈이 집필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의 내용에서 생존경쟁만을 강조하는 독단적인 태도에 반
대하는 데에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크로포트킨은 『종의 기원』에 대한 헉슬
리의 해석이 이러한 독단적 방식을 대표한다고 보았으며, 결국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인간
의 현실이라고 보았던 헉슬리의 독단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이 재해석한 『종의 기원』은 생존경쟁과 상호부조라는 개
념을 모두 담고 있었다. 『상호부조론』에서 그는 “삶은 투쟁이다. 그리고 그 투
쟁에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다”고 선언하며 생존경쟁의 정당성을 분명하
게 밝혔다.29 크로포트킨은 다윈이 상호부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종의 기원』에 대한 해
석이 독단적으로 흘러갔다고 여겼다. 그는 생존경쟁이라는 일원론적 해석으로
점철된 독단에 대하여 반대항을 제시하는 동시에 양극단 모두에 대한 접근가
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크로포트킨은 자연의 법칙으로서 자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생존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며, 생존경쟁과 상호부조라는

29

Huxley, 앞의 글,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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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인 개념이 자연계의 진화에서 양립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였다. 30 다
윈의 적자생존법칙에 대한 독단적 해석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을 용
인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크로포트킨은 이에 대항하는 개념인
상호부조를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적자생존 논의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을 지양하며 경쟁과 보조라는 대립적 개념 모두를 포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와 개인의 자기주장이라는 두 가지 두드러진
경향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주장
은 개인들의 집단적인 자기주장으로 이어지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 나
아가 세력들 간의 투쟁이 단계적으로 발생한다. 31 크로포트킨은 세력간의 투
쟁이 역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종의 기원』에 대한
해석이 사회의 경제체제에 적용되는 방식에도 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적 시각은 뉴먼의 정치적 활동뿐 아니라, 그의 예
술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개인의 창조적인 자유는 급진적이고 독단
적인 체제나 국가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뉴먼의 주장은 무정부주의적
사고가 정치만이 아닌, 그의 예술의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한다.32 스
스로를 무정부주의자라고 강조하며 모든 독단에 반대하는 뉴먼의 사상은 크로
포트킨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뉴먼의 서재에 구비되어있는 45
권의 정치서적들 중 21권이 무정부주의에 관한 것이었으며, 크로포트킨만을

30

크로포트킨은 자연의 법칙을 오직 투쟁으로 보는 헉슬리의 입장과, 이를 평화와 조
화라는 극단적인 낙관주의로 흐르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입
장 모두에서 나타나는 독단적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이론이 이들 사
이의 간극에 위치함을 암시하였다. Petr Alekseevich Kropotkin, 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 (London: Heinemann, 1904), p. 5.

31

Kropotkin, 위의 글, pp. 294-295.

32

Newman, ""The True Revolution Is Anarchist!": Foreword to Memoirs of a Revolutionist
by Peter Kropotkin(1968),"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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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서적은 8권 이상에 달했다. 뉴먼은 특히 『한 혁명가의 회상(Memoirs of
a Revolutionist)』의 1899년, 1962년 판본을 각각 소유하였으며, 자신이 직
접 서문을 쓴 1968년 판본과 뉴먼이 사망한 해에 발행된 1970년 판본까지 총
4권을 보유하였다. 33
뉴먼은 『한 혁명가의 회상』을 위한 서문에서 “크로포트킨의 업적들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헉슬리의 이론에 대한 반대항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라고 언급
하며 크로포트킨이 세운 대립적 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34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론’을 통해 제시한 기존의 독단에 대한 대립항은 반대하는 대상을 전
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뉴먼 역시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태도와 유사함을 보인다. 뉴먼의 무정부주의는 우파세력의 정부에 반대할 뿐
아니라,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좌파세력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체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반대하는 크로포트킨의 이론을 따른다. 35
기존의 독단적 체제에 대한 반대항이 또 다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크로포트킨의 시각은 기존의 좌파 세력에도 반대하는 뉴먼의
주장과 일치한다.
모든 체제가 인간을 약탈하도록 이끈다고 생각한 뉴먼은 “무정부주의는 체
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고체계를 의미한다”는 언
급을 통해 크로포트킨과 반-체제적 입장을 공유하였음을 드러냈다. 36 뉴먼이

33

2004년에 출간된 뉴먼의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는 그가 소장하였던 도
서목록을 수록하였다. 정치 관련 서적 목록은 다음 참조. Richard Shiff et al.,
Barnett Newman : A Catalogue Raisonné (New York : New Haven, Conn.: Barnett
Newman Foundation ; Yale University Press, 2004), pp. 638-639.

34

Newman, ""The True Revolution Is Anarchist!": Foreword to Memoirs of a Revolutionist
by Peter Kropotkin(1968)," p. 51.

35

위의 글, p. 49..

36

위의 글, pp.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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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까지 대중, 경쟁, 시장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기관들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였다는 샤피로의 설명은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적 태도가 뉴먼의 회화에도 직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37 그의 세대들과는 다르게, 뉴먼은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으
며, 좌익 성향을 지닌 단체로부터 벗어나 트로츠키주의적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뉴먼은 크로포트킨이 거부한 ‘모든 형태의 체제’를 미술계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미술 비평, 미술사학의 정형화된 이론을 하나의 체제로 간주하였다.
미술 비평과 미술사학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독단적 태도에 대한 뉴먼의 생각
은 『한 혁명가의 회상』의 서문에서 잘 드러난다. 뉴먼은 1968년의 서문을 다
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

“예술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그가 이론가, 미술사학자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둘
러싸여 있더라도, 창조를 할 마음이 있다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 비평
가나 미술사학자들 중의 독단론자들은 자신들이 신기루 안에서 작업하였으며, 미술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8

미술 비평과 미술사학이 ‘미술의 역사’라는 틀을 제시한다는 언급은 뉴먼에
대한 그린버그의 태도를 연상시킨다. 그린버그는 1955년의 「미국적 회화」에
서 뉴먼을 “주요한” 작가로 다루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9 그러나 뉴먼은

37

Schapiro, "Barnett Newman: Talk." ; Craven, Abstract Expressionism as Cultural
Critique : Dissent during the McCarthy Period, p. 9.에서 재인용.

38

Newman, ""The True Revolution Is Anarchist!": Foreword to Memoirs of a Revolutionist
by Peter Kropotkin(1968)," p. 52.

39

Clement Greenberg, "American-Type Painting,"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231-233.; 그린버그
는 1958년에 이 글을 수정하여 뉴먼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재수록하
였다. Clement Greenberg, Art and Culture (Boston: Beacon Press, 1961), pp. 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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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몬드리안의 작품을 과거 회화 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며 단선적인
‘미술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그린버그의 비평을 하나의 체제로 받아들였다.
역사적으로 미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단선적인 해석이 적용되는 것에 반대해
왔으며,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였다. 그 중에서도 뉴먼은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뉴먼은 미술사학자 닐 레빈(Neil A. Levine)
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무정부주의적 관점을 미술계의 제도권에 적용시켰음을
보여주었다. 뉴먼은 “미술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며… 이들이 제시하는 어구(語句)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제한
하고 속박한다”고 언급하였다.40 뉴먼은 미술가의 작품을 한정 짓고 그 의미를
정의 하려 하는 미술사학과 카탈로그식 해석을 하나의 제도권으로 간주하였
다. 이후에 제시되는 ‘뉴먼식 대립구조’는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론’을 구축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뉴먼식 대립
구조’는 두 대립적 개념이 이루는 구조 내에서 양 극단에 놓인 개념들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포트킨은 상호투쟁이라는 기존의 독단적인 논
의에 대한 반대항으로 상호부조를 제시하는 동시에, 상호투쟁 역시 자연의 기
본원리로 인정하였다. 뉴먼은 1948-51년 자신의 성숙한 형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크로포트킨에 근거한 ‘뉴먼식 대립구조’를 구축하였다.

2. 수직성과 수평성

40

Newman, ""The New York School Question" Interview with Neil A. Levine(1965)," pp.
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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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은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정형화에 대한 반
대항으로 자리하였다. 이후 수평 띠 형식은 수직성과 짝을 이루는 상대개념의
역할을 하였다. 헤스가 서로 짝(pair)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언급한 <최초의 날
(Day One)>(1951, 1952)(도 13)과 <최초 전일>(도 6)은 뉴먼의 수직 띠 작품
들과 수평 띠 작품이 이루는 대립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41 “짝을 이루는
작품들에서는 한 쪽에서 제시되거나 버려진 개념이 짝을 이루는 쪽에서 확장
될 수 있다”는 헤스의 언급은 <최초의 날>과 <최초 전일>의 짝이 수직 띠와 수
평 띠가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2 <최초의 날>
과 <최초 전일>의 짝을 이루는 구조는 <수평의 빛>을 통해 대조적 개념을 제
시하는 뉴먼의 행보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네 점의 수평 띠 작품들 중 마지막 작품으로 간주되는 <수평의 빛>에서 캔
버스는 수평적으로 보다 더 길게 당겨졌으며, 중앙의 띠는 두 가지 색으로 채
색되어있다. 이 띠는 좌측의 어두운 부분에서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색채가 밝
아진다. 띠 내부에서 발생하는 색채의 변화는 각각의 색채가 서로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있어 경계가 모호하다. 이렇듯 서로 침투하는 듯
한 색채의 전이는 띠의 수평적 방향성을 강화하며 시선의 이동이 측면방향으
로 움직이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 헤스 역시 <수평의 빛>에 대해, “캔버스
전체를 아우르는 두 색이 섞인 느낌은 풍경의 느낌이 아닌, 좌우로 당기는 힘
의 감각, 혹은 공간을 가로질러 색채를 수평 방향으로 늘이는 듯한 감각을 자
아낸다”고 하였다. 43 뉴먼은 작품의 제목에서 ‘수평(horizontal)‘을 직접적으
로 사용하여 작품이 지니는 수평성을 강조하였다. 수평 띠 그룹의 마지막 작품
41

Hess, Barnett Newman, p. 76.

42

위과 같음.

43

위의 글,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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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캔버스의 형태와 작품 내적인 특징이 모두 수평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1949년의 실험이 수평적 방향성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확인한 네 작품에서 수평적 감각을 우위에 두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뉴먼
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에서 살펴볼 뉴먼의 언급은 1949년의 수평 띠
작품이 자신의 전체 작품 내에서 어떠한 개념적 위치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뉴먼은 1951년의 두 번째 개인전 이후 약 5년간 어떠한 전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5년간의 공백기를 지나 뉴먼은 1955년 12월 19일에서 1956년 1월 14
일까지 열린 베티 파슨스 갤러리(Betty Parsons Gallery)의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10년전(展)(Ten Years)》에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였다(도
14). 44 뉴먼은 자신의 개인전 이후 약 5년 만에 참여하는 전시에 <수평의 빛>
만을 제출하며, 「베티 파슨스를 위한 편지(Letter to Betty Parsons)」를 동봉
하였다.

“…이 전시 이전에 누구도 이 작품(<수평의 빛>)을 본 적이 없다. …비평가들, 예술
가들, 미술 관계자들, 그리고 미술 ‘지식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나에게 직
선을 만드는 사람, 혹은 수직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정형화된 역할을 주었다. …내가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작품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작품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다. 나는 수평선이나 대각선들로도 많이 작업해왔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며, 이 작품
은 1949년에 제작된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른 화가들이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수평적 작품을 제작한다는 질문을 해도 나의 대답은 동일하다. 이 작품은 1949년, 즉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제작된 것이다. …이 작품을 전시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나와
나의 작품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정형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자유를 선언하고자 하며, 나는 선들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이야기하고
44

《10년전》에 출품될 당시 <수평의 빛>은 <No. 7>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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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그리고 여기 1949년에 완성한 작품이 있다.”45

「베티 파슨스를 위한 편지」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로, 뉴먼은 자신이 수평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처음으로 제작한 인물이라
는 스스로의 ‘창조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뉴먼은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
는 자신의 수식어에 반대하는 의미로 수평형식의 작품을 전시하였다는 것이었
다. 이는 자신의 작품들과, 더 나아가 뉴먼 자체를 정형화된 이론으로 설명하
려는 미술사적, 비평적 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앞서 확
인한 크로포트킨적 시각과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앞서 1944년 뉴먼은 “현대
회화의 역사는 …카탈로그에 대한 투쟁이어왔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카탈로그가 작품을 하나의 언어로 정의하며, 작가를 정형화하고 하나의 유형
으로 고정시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암시한다.46 뉴먼은 자신의 작품을 역
사적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카탈로그 식’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탈로그에 대한 뉴먼의 비난은 1957년에도 이어졌다. 뉴먼의 작품이 《미
국 회화 1945-1947》전시에 출품되었을 당시 비평가 프랭크 게트레인(Frank
Getlein)은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크기에 대해 “8피트의 높이와 18피
트의 지독한(damn) 길이”라고 비난하였다(도 8). 47 이에 대해 뉴먼은 전시 카
탈로그가 실제 크기의 도판을 제공하였다면 게트레인이 ‘지독한 크기’라고 욕

45

뉴먼이 말한 “대각선 작품”의 예로 <시초(The Beginning)>(1945)와 <명령(The
Command)>(1946)을 들 수 있다(도 15, 16). Newman, "Letter to Betty Parsons
(1955)," p. 206.

46

Hess, Barnett Newman, p. 15.

47

Frank Getlein, "Kidding the Id in Minneapolis," New Republic 137, no. 9-10 (August 26,
195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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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내뱉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하였다.48 뉴먼의 이러한 언급은 관람객이
카탈로그를 통해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카탈로그에 대한 뉴먼의 꾸준한 반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평의 빛>은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정형화된 해석에 대한 대립항의 역할을 한다.
1950년과 1951년에 열린 두 차례의 개인전에서 실패를 거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미술계에 복귀하는 중요한 전시에서 수평 띠 작품 한 점 만을 출품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작품에 고정된 비평언어에
대한 대립항을 설정하며 뉴먼은 카탈로그라는 미술계의 체제에 혼란을 야기하
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시 말해, 뉴먼은 수평 띠 작품을 통해 ‘수직선을 그리
는 화가’라는 정형화된 해석에 대한 대립항을 제시함으로써 ‘뉴먼식 대립구
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뉴먼의 언급을 통해 확인한 수직성과 수평성의 대립적 개념
은 그의 회화를 ‘하나의 어구’로 설명하려는 미술사학자, 미술비평가들에게 혼
란을 야기했으며, 이는 추상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미술사학자 리차드 쉬프(Richard Schiff)는 뉴먼이
《10년전》에 <수평의 빛>을 출품하면서, 추상에서 사용되던 관습적인 은유였
던 ‘인간을 상징하는 수직선, 풍경을 상징하는 수평선’을 뉴먼의 작품에 적용
하던 비평가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49 <수평의 빛>은 실제로 전시
방식과 관련하여 더욱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다. 1950년 베티 파슨스 갤러리
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에서 <수평의 빛>은 제목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8

Barnett Newman, "Critic or Commissar," New Republic 137, no. 19 (October 28, 1957),
p. 23.

49

Shiff et al., Barnett Newman : A Catalogue Raisonné,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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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태로 전시되었다. 1950년 1월 초에 자신의 개인전을 끝낸 색면파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는 뉴먼의 전시배치를 맡았다. 50 로스
코는 <수평의 빛>을 갤러리로 들어오는 문 옆에 있는 좁은 벽에 배치하였는
데, 로스코가 의도적으로 이 작품을 옆으로 돌려 수직적으로 전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당시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뉴먼의 띠는 수직적’이라는 일반
적 경향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17).
뉴먼의 ‘수직적 형식’ 작품들과 <수평의 빛>이 수직성과 수평성이라는 대
립을 이루고 있다면, <디오니시우스>에서는 이러한 대립구조가 작품 내부에
서 발생한다. 뉴먼은 <디오니시우스>의 수직적 캔버스에 수평 띠를 상하로 배
치하여 수직성과 수평성의 대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파스쿠스는 “관람
객이 수직적 형태의 캔버스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띠가 제시하는 측면
방향에 대항하며 위쪽을 올려다봐야 하며,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잘게 잘라지
고, 층을 이루고, 심지어 상부가 무거워지는 기형적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
였다.51 그러나 <디오니시우스>의 세 색면을 각각 분리된 영역으로, 그리고 두
개의 띠 각각이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파스쿠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된다. 수평선을 경계로 한 상부와 하부의 균
형에 대해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랭펠드(Herbert Sidney Langfeld,
1879-1958)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자로 재지 않고 수직
선을 양분하라고 하면, 그는 어김없이 중앙보다 약간 높은 지점을 절단 점으로

50

베티 파슨스 갤러리의 전시는 작가 자신이나 딜러가 전시작품의 배치를 담당하지
않았다. 대신에 파슨스 갤러리와 함께 일하는 다른 작가가 전시배치를 담당해주
는 것이 관례였는데, 1950년 1월 21일 자신의 개인전을 마친 마크 로스코는 23일
부터 열리는 뉴먼을 위해 전시를 담당해 주었다. Barnett Newman, Ann Temkin, and
Richard Shiff, Barnett Newman (Philadelphia, Pa.: Philadelphia Museum of Art, 2002),
p. 35.

51

Paskus, "The Theory, Art and Critical Reception of Barnett Newman,"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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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것이다.”52 <디오니시우스>의 하단부에 배치되어있는 두 개의 거대한 평
면은 상단부의 평면에 비해 더 커다란 심리적 무게를 지니며, 따라서 이 작품
의 무게중심은 아래 쪽에 위치한다. 파스쿠스가 말하는 형식적 무게의 불균형
은 오히려 ‘띠에 의해 절단된 면’이 아닌 ‘띠 자체’에 의해 발생한다. 윤곽선을
공유하는 연속적인 평면들 사이에서 더 작은 면적이 형상으로 인식된다는 점
에서 볼 때, <디오니시우스>에서 형상으로 인식되는 두 영역인 상단부와 하단
부의 띠는 위쪽에 무게를 두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53 하단부에 무게를 더하
는 색면들의 배열과 상단부가 더 무거운 띠들의 배열은 상호간에 대조적인 구
조를 보여준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먼저 형상으로 인식되는 두 띠의 불
균형은 이와 동일한 층위에 놓인 또 다른 형상인 세 개의 색면에 의해 뒤바뀌
며 작품의 심리적 균형에 대한 모호함을 자아낸다.
또한 <디오니시우스>를 감상할 때 관람객이 “띠의 측면방향에 대항하여 위
쪽을 올려다본다”는 파스쿠스의 해석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평 띠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조의 개념을 드러낸다. <디오니시우스>의 수직
적인 캔버스와 상하로 놓인 두 개의 띠는 시선의 수직적 이동을 야기하는 반면
에, 좌우로 뻗어있는 두 개의 띠는 수평적 방향성을 지닌다. 서사적인 성격을
띠는 <디오니시우스>의 제목은 ‘뉴먼식 대립구조’가 내적으로 발생한다는 주
장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The Birth of Tragedy of the Spirit of Music)』(1871)에서 프리드리히 니
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가 제시한 아폴론적인 것과
52

Herbert Sidney Langfeld, The Êsthetic Attitud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Howe,
1920), p. 273.

53

각 부분의 형태들을 규정하는 윤곽선이 연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때에는 작은 면
적을 차지할수록 형상으로 인식되며, 더 넓은 부분은 배경이 된다.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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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원성은 뉴먼의 대립적 개념과 부합한다. 54 니체가 제
시하는 그리스 미술에 대한 대조적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하는 디오니소스적 미
술은 비극의 예술형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뉴먼은 이에 대한 근원을 원시미술
에서 찾았다. <하나임 1>이 제작된지 1년 후에 집필한 「숭고는 지금」은 그리
스 전통의 미술에 대한 거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브아는 뉴먼의
‘숭고’라는 단어가 「숭고는 지금」 이후 다시 사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비극’으
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5 비극과 숭고의 접점에서 뉴먼은 디오니
소스적 작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W. 잭슨 러싱(W. Jackson Rushing)은 뉴
먼이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의 수평적 작품 <디오니시우
스>의 제목을 확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6
<디오니시우스>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띠와 수직적 캔버스의 충돌은 수평
적 캔버스로 제작된 <아르고스>에서 해결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르고스>
에서 두 개의 띠와 세 개의 색면이 수직적 방향으로 놓이게 되어 여전히 띠의
측면성과 충돌을 이룬다. 이러한 충돌은 네 점의 수평 띠 작품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인 <무제 2, 1949>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직성과 수평성의
대립을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세 작품들은 근원적으로 수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먼은 수평적 캔버스가 수직적 요소들로 나누어지는 작품들
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헤스는 이러한 시도가 <디오니시우스>와 <아르고
스>가 제작되던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57 <디오니시우
54

55

Rushing, "The Impact of Nietzsche and Northwest Coast Indian Art on Barnett
Newman's Idea of Redemption in the Abstract Sublime," pp. 192-194.
Yve Alain Bois, "Barnett Newman's Sublime=tragedy," in Negotiating Rapture : The
Power of Art to Transform Lives (Chicago: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6), p.
138.

56

Rushing, "The Impact of Nietzsche and Northwest Coast Indian Art on Barnett
Newman's Idea of Redemption in the Abstract Sublime," p. 193.

57

Hess, Barnett Newman,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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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아르고스>가 모두 그리스신화와 관련된 제목으로 되어있다는 점 역시
두 작품을 하나의 계열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파스쿠스는 <아르고
스>와 <수평의 빛>의 캔버스의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두 작품이 한 쌍
(pendant)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58 그러나 수직과 수평에 대한 뉴먼의 접근
방식과 작품들의 제목을 관련지어 볼 때, <아르고스>는 <디오니시우스>와 같
은 계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제 2, 1949>를 통한 수평적 형태의 실험은 <디오니시우스>
와 <아르고스>의 수평적 형태와 수직적 인식이라는 대립적 구조에 의해 정형
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뉴먼은 <수평의 빛>에서 수평 띠 형식의 구조적 실험
을 마무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수평의 빛>에서 제시되는 단 하나의 띠
는 두 개의 색채로 채색되어 수평적 방향의 인식을 강화한다. <수평의 빛>은
관람객이 띠의 진행방향을 연속적으로 스캐닝 하듯 따라가게끔 강요한다. 59
수용자의 시선의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수평적 인식의 <수평의 빛>은 수직
적 인식을 야기하는 <디오니시우스>, <아르고스>와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이
는 뉴먼이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꼬리표를 떨쳐내기 위해 1955년 《10년
전》에 다른 세 작품이 아닌 <수평의 빛>만을 출품한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
해 준다.
뉴먼이 1950년에 제작한 첫 번째 조각인 <여기 1(Here 1)>은 1949년의 수
평 띠 실험을 통해 구축된 대조적 구조가 이후의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
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도 18). 이 작품은 작가의 터치가 남아있는 회화의 띠
와 같은 형태와 똑바른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나란히 서있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사학자 난 로젠탈(Nan Rosenthal)은 공간을 배경으로 두
58

Paskus, "The Theory, Art and Critical Reception of Barnett Newman," p. 101.

59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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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띠가 존재하는 듯한 <여기 1>의 두 띠에 대해 뉴먼이 “역설에 대한 관심
을 드러냈다”고 표현하였다.60 <여기 1>의 대조적인 처리방식을 보이는 두 띠
가 제시하는 대립적 개념의 기원은 1948년 전환기의 <하나임 1>에서 찾을 수
있다(도 1). 뉴먼은 <하나임 1>에서 캔버스의 중앙에 보호테이프를 부착하여
명확한 경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위에 터치를 강조하며 색채를 입힘으로써
대조적으로 처리된 띠의 공존을 시도하였다(도 19). 이는 1949년의 <디오니시
우스>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로젠탈은 <하나임 1>과 <디오니시우스>, <여기
1>을 연결시키며 대조적인 처리방식의 띠가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61 띠의 처리방식이 자아내는 대조적인 감각은 다른 수평 띠 작품
에서도 나타난다. 뉴먼은 <무제 2, 1949>에서 위쪽의 띠의 중앙 부근에서 색
채의 변화를 주었으며, 하단의 띠는 명확한 직선으로 표현하였다. <아르고스>
의 하단부의 띠는 옅은 색채와 함께 두 색채가 겹쳐진 형태를 지니며, 상단의
검은 띠는 반대로 직선적인 형태로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다. 네 점의 수평 띠
작품들 중 마지막 작품으로 간주되는 <수평의 빛>은 대조적인 띠가 단일한 형
태로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중앙에서 변화하는 띠의 색채는 띠의 좌측과 우측
이 서로 다른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62 서로 다른 시간에 속하는 두 개의
띠가 하나로 결합된 듯한 감각은 수평적으로 길게 늘여진 캔버스의 형태에 의
해 강조된다. 관람객은 수평적 형태의 캔버스와, 이를 반복하는 수평적 띠의
방향을 따라 시선을 이동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의 띠는 관람객에게 두
개의 색채를 경험하도록 한다. <여기 1>이 보여주는 대조적인 감각은 뉴먼의

60

Nan Rosenthal, "The Sculpture of Barnett Newman," in Reconsidering Barnett Newman,
ed. Melissa Ho (Philadelphia: Philadelphia Museum of Art, 2005), p. 118.

61

위의 글, pp. 118-119.

62

Claude Cernuschi, Barnett Newman and Heideggerian Philosophy (Madison: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2012), p. 205.

29

대립구조가 <하나임 1>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1949
년의 수평 띠 작품에서 구체화된 대립은 1948년 <하나임 1>이라는 전환기 이
후의 작품들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3. 공간적 감상과 시간적 감상

뉴먼이 1949년 수평 띠 작품에서 시작한 캔버스의 수평적 확장은 바로 1
년 후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51년의 작품 <영
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서 뉴먼은 수직성의 힘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동시에
캔버스의 경계는 수평적인 요소를 제시하도록 하였다(도 8). 독일의 미술사학
자 고트프리드 보엠(Gottfried Boehm)은 “1949년의 네 작품을 포함한 이후
의 몇몇 작품들에서 뉴먼은 수평적 감각을 수직적인 감각보다 우위에 두는 시
도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63 <아르고스>와 <수평의 빛>은 폭의 길이가 높이
의 두 배가 넘는 형태의 캔버스가 최초로 사용된 수평적 형식의 작품들이다(도
3, 5). 좌우로 긴 형태의 캔버스로 제작된 첫 번째 대형 캔버스인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 이후 뉴먼은 유사한 형태의 대형 캔버스 작품을 다수 제작하였
다. 64 <아르고스>와 <수평의 빛>에서 수평 방향의 띠는 동일한 수평 방향의 캔
버스를 통해 강화되었다. 수평 띠와 수평 캔버스로 이루어진 이 두 작품은 이
후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과 같은 수평 방향으로 연장된 대형 캔버스와 형

63

Gottfried Boehm, "A New Beginning: Abstraction and the Myth of the "Zero Hour"," in
Abstract Expressionism : The International Context, ed. Joan M. Mart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7), p. 103.

64

<권좌>,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III>, <유리엘>, <안나의 빛> 등을 좌우로
확장된 대형 캔버스의 계열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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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유사성을 지니는 유일한 선례(先例)라고 할 수 있다.
뉴먼의 캔버스의 형태와 띠들은 관람객의 시각의 움직임을 지배한다. 색면
위의 수직 띠로 이루어진 작품의 경우, 관람객은 캔버스의 넓이에 해당하는 선
택의 범위 내에서 띠의 위치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후 띠의 방향을 따라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관람객의 물리적 감상은 1951년, 뉴먼이 자신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도록 하였던 지침에서 더욱 강조된다. 뉴먼이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
>을 감상할 때의 적절한 거리로 캔버스와 팔 길이 정도로 떨어진 거리를 제시
하였다는 점은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이 이전의 작품과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65 폭이 5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의 크기와 감상할 때의
가까운 거리는 관람객이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을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캔버스의 수평적 방향성, 전체
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없는 캔버스와 관람자의 거리는 감상을 위한 물리적인
이동을 강요한다. 높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폭의 길이는 측면방향이라는 관
람자의 신체적 움직임과 부합된다.
뉴먼이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 대한 지침에서 제시한 관람자의 적절
한 거리는 작가가 캔버스에 붓질을 할 당시에 작품을 대하는 거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람객이 작품을 관람하도록 유도
한다. 캔버스와 가까운 거리는 관람자가 뉴먼의 띠의 방향을 따르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작품을 지각하게 하며, 이는 관람자가 뉴먼의 ‘물리적 행위’를
65

1951년 4월 23일-5월 12일에 열린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열린 그의 두 번째 개인
전에는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을 포함한 9점의 회화작품과 1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에서 뉴먼은 갤러리의 벽에 다음과 같은 짧은 안내 메모를 남
겼다. “거대한 그림을 볼 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관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전시
에 있는 거대한 작품들은 짧은 거리에서 보도록 의도되었다.” O'Neill, Barnett
Newman : Selected Writings and Interviews,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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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6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대형 캔버스 전체를 한 눈
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캔버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작품을 관람해야
한다.67 그러나 관람객은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을 출품할 당시 뉴먼이 남
긴 지침을 수행한다면, 높이가 242.3cm, 폭이 541.7cm나 되는 거대한 크기,
전체 캔버스의 형태에 대한 감각을 얻지 못한다.
캔버스 전체를 감상하기 위해 물리적 이동을 해야하는 관람객의 감상방식
은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공간(space)만을 다루었던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적
비평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뉴먼의 작품은 색면과 캔버스 프레임
의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하는 그린버그 식의 모더니즘적 태도를 공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로로 너무 긴 캔버스의 크기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숙
고라는 모더니즘적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어우러지기 어려웠다. 이처
럼 거대한 크기는 작품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게 하며, 관람객
은 신체를 물리적으로 이동하며 거대한 캔버스를 감상하고, 나아가 순수하게
물질적인 존재에 점진적으로 빠져든다.68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 배치되
어있는 띠들은 캔버스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관람객에게 시각적인 거점의 역할

66

뉴먼의 두 번째 대형 캔버스인 <권좌> 앞에 서 있는 뉴먼과 여성 관람객의 위치는
움직임을 통해 캔버스를 경험하는 관람방식을 잘 보여준다(도 20). 두 인물은 캔버
스의 좌측에 위치한 띠를 보기 위해 띠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캔버스의
거대한 크기 안에 포함된 두 인물은 수평적 방향으로 이동하며 캔버스 내에 위치
한 띠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관람하게 되며, 대형 캔버스를 가까이에서 관람하도
록 한 뉴먼의 지침은 관람자의 물리적 경험을 더욱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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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의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가 넘는 비율을 지닌 형태는 <아르고스>와
<수평의 빛>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 두 작품을 제외하면 같은 시기의 작품 <약
속(The Promise)>이 수평적으로 가장 긴 길이(173cm)로 이루어져있지만, 높이가
130.8cm에 달한다. <약속>의 높이와 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
은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서 나타나는 수평성과는 다른 감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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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E. Crow, The Rise of the Sixties : American and European Art in the Era of
Dissent (New York, N.Y.: Harry N. Abrams, Inc., 199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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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작품을 수용하는 자신의 위치, 그 순간의 시간의 감각을 암시한다. 69
캔버스를 가로질러 움직여야 하는 거대한 작품에 대한 감상은 순수하게 시각
적인 모더니즘적 사고를 벗어나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관
련성을 내포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먼이 1949년에 남긴 미완성의 글 「새로운
미학을 위한 서언」은 <하나임 1>이 제작되었던 1948년 직후 뉴먼이 자신의
회화관에 대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미학을 위한 서
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은 회화가 공간예술이라고 이야기한다. 현대 회화의 이야기는 항상
공간을 위한, 혹은 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언급되어왔다. 공간에 대한 이 모든 소란
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회화에서 중요한 것이 이미지라고 한다. 나의 회화는
공간을 조작하거나,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나의 작품은 시간의 지각
(sensation of time)과 관련 있다…” 70

헤스는 뉴먼이 생각했던 시간의 개념에 대해, “그는 시간을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1879-1955)적 용어로써, ‘공간’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단위
로 정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71 수평적 형태의 대형 캔버스를 매우 가까
운 거리에서 감상할 때, 관람객은 캔버스의 방향성을 따라 좌우방향으로 신체
를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감상은 순수하게 시각적인 감상을 넘어 신체로 작품
을 경험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감상을 의미한다. 뉴먼의 지침은 관람객이 캔버
69

Michael Zakian, "Barnett Newman: Painting and a Sense of Place," Arts Magazine 62,
no. 7 (March 198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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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Barnett Newman,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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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에 의하면 시간의 경
과와 물체의 확장은 그 물체의 운동 속도에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물질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글,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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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앞을 움직이며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의 중요성을 작품의 물
질적 특성을 신체적으로 경험함에 따르는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였다. 시간 개
념이 작품과 관련된 주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1960년대 미니멀리
즘 미술의 주요한 특징과 연관성을 지닌다.
미술사학자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리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경험의
측면을 ‘연극성(theatricality)‘이라고 지칭하며 작품의 물질적인 존재를 신체
적, 물리적으로 경험한다는 특성을 주장하였다. 프리드가 “연극성”에 대한 설
명에서 제시하는 작품에 대한 “경험의 지속시간”이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분류
되는 뉴먼의 ‘작품에 대한 관람 지침’에 적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72 관
람자가 작품을 경험하는 시간에 한정된 의미를 지닌다는 미니멀리즘 미술의
‘연극성’은 순간적이고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모더니즘 미술의 경험과 대립되
는 개념이다. 미니멀리즘 미술은 연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를 필요
로 하는 현전(presence)을 지니며, 이에 반해 프리드가 주장하는 모더니즘 미
술은 현재성(presentness)의 개념을 지닌다. 미니멀리즘 미술의 현전과 연극
성은 관람객의 존재가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도록 한다.
뉴먼에게 공간은 일반적인 특징이며, 오직 시간만이 개인적인 개념이었
다. 73 뉴먼은 “그들(비평가들)은 공간에 대한 설명이 대상이 되는 미술가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예술가가 공간 내에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을 재현하거나, 그것의 감각을 유발할 때에만 비평가들
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74 시간의 감각에 대한 주
장을 각각의 관람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던 뉴먼의
72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 Essays and Revie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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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Ohio, 1949(1949),"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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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34

태도는 프리드의 연극성 개념과 무척이나 닮아있다. 뉴먼이 1950년대를 전후
로 역설한 시간의 개념이 1967년에 처음 제시된 “연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자인 뉴먼에게 미니멀리
즘 미술의 선구자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된 데에는 1949년 이후 뉴먼이 제시한
시간 개념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볼 때,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 해석이 보편적이었던
1949년에 이루어진 뉴먼의 선언은 당시 비평계를 주도하던 ‘이성적 체계’에
반대항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49년 「오하이오
(Ohio)」와 「새로운 미학을 위한 서언」에서 시간의 감각을 강조한 뉴먼의 의도
는 ‘이해’를 위한 공간적 해석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1949년의 미술
비평이 공간에 대한 논의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뉴먼의 태도는 당시까지 이어
진 모더니즘 논의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 1940년의 글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에서 그린버그가 회화의 평면 위에 깊이감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평면
자체를 강조하는 것, 캔버스의 형태와 회화 면의 평면성에서 회화 매체의 독자
적인 성격을 발견한 것 등은 뉴먼에게 공간에 대한 논의로 비추어졌다.75 1943
년 잭슨 폴록에 대한 글을 시작으로 그린버그는 이후 추상표현주의를 마네에
서 시작된 모더니즘의 연속으로 분석하였다. 그린버그는 자신이 찬양하던 폴
록의 작품에서 1950년대에 형상이 나타나자 색면파 회화로 눈을 돌렸다. 그린
버그는 1955년의 「아메리칸 타입 페인팅」, 1962년의 「추상 표현주의 이후」에
서도 회화의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본질을 평면성과 평면성의 한정이라는 두
규범으로 보며, 1940년에 내세운 ‘회화의 공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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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t Greenberg, "Towards a Newer Laocoon (1940),"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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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76 이처럼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평가들의 태도는
뉴먼에게 있어서 하나의 체제로 받아들여졌으며, 크로포트킨적 시각에 의해
이는 거부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뉴먼은 보편적 감각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반대항에 시간의 개념을 제시하
며, “공간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지루하다”고 언급하였다.77 시간 감각의 중요성
을 역설하는 「오하이오」와 「새로운 미학을 위한 서언」이 집필되던 1949년의
<수평의 빛>은 시간 개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미술사학자 클로드 세르누쉬(Claude Cernuschi)는 <수평의 빛>이 독일의 실
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가 말하는 ‘현
존재(Dasein)’의 시간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78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띠
의 중앙에서 서로 다른 색채가 섞이는 듯한 표현은 띠의 수평적 방향성을 따라
이동하는 관람객의 시선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존재의 시간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뉴먼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간적
경험을 유도하는 대조적 수용방식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뉴먼은 미니멀리즘
미술이 유행하던 1960년대에 매우 미니멀리즘적인 회화를 제작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먼에 대한 평가는 당대의 화가들에게 영향
을 미치거나 그들을 지지한 선지자라는 ‘과거형’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79
뉴먼 회화의 모호한 위치설정은 그의 색면파 추상 회화에 미니멀리즘의 선지
자라는 평가가 적용되었던 점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정지된 상태에서의 총체적
감상이라는 모더니즘적 태도와 함께 물리적 이동에 의한 감상이라는 미니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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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적 태도를 동시에 담고 있는 뉴먼의 회화는 서로 대립을 이루는 미술사적 카
테고리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뉴먼의 작품을 당시 미술사학
과 미술비평의 현재적 흐름에서 벗어나 설명하는 태도는 뉴먼의 작품과 언급
이 주는 그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뉴먼이 1948-51년의 작품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을 예견하였
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1960년대에 자신의 작품에 미니멀
리즘적 비평언어를 적용하는 데에 1948-51년에 직접 제시했던 개념들의 영향
이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뉴먼이 자신의 작품에 미니멀리즘적 비
평언어를 적용시키며 1960년대적 맥락의 ‘뉴먼식 대립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을 확인할 것이다.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을 전시할 당시의 지침과
1948-51년에 집필한 글에서 뉴먼이 제시한 개념들은 10년 뒤 자신과 미니멀
리즘미술을 밀접하게 관련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추상표현주의와 미니
멀리즘 사이를 오가는 뉴먼의 작품에 대한 수용방식은 자신의 작품을 하나의
미술사적 카테고리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거부로서 발생된 크로포트킨
적 시각임을 알 수 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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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True Revolution Is Anarchist!": Foreword to Memoirs of a Revoluti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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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하학에 대한 모순적 태도

뉴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식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하나임 1>에서 기하학적 요소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도 1). <하나임 1> 이전의 초현실주의적 시기에서 출발하는 기하학적 개
념에 대한 관심은 이후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뉴먼에게 기하학은 몬드리안의 회화로 대표되는 그리스적 미학의
산물이었으며,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뉴먼은 그리스 미의 전통은 이집트
예술가들의 상징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피라미드의 완벽한 기하학
과 물리적 순수함이라는 조형적 특징에 경도되었을 뿐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
리스 예술가들은 이집트 미술의 내용이 아닌 형식만을 모방하였다고 이해하였
다. 81 뉴먼은 그리스적 전통에서 벗어난 미국미술의 새로움을 강조하며, 나아
가야 할 방향으로 기하학에 대한 거부를 제시하였다.
기하학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뉴먼의 초현실주의 시기 작품에서 근원을 찾
을 수 있다. 82 1945년의 「플라즈마적 이미지」에서 시작된 기하학에 대한 반대
는 1965년에 있었던 데이비드 실베스터(David Sylvester)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83 뉴먼은 헤스와의 대화에서 역시, “나는 형식
을 초월하였다” 혹은 “나는 기하학을 파괴하였으며, 조합(combination)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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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New Sense of Fate(1947-48),"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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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형태이다”라고 언급하였다.84 또한 뉴먼은 그리스 미학의 전통에 기대
고 있는 유럽미술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새로운 미국 미술의 가능성을 역설하
였다.85 그러나 뉴먼이 실제로 기하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뉴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요소들 중에서 특히 황금비율(Golden Section)에 대한 연구는 1971
년 비평가 바바라 캐벌리어(Barbara Cavaliere)의 논문에서 처음 다루어졌으
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1978년 가을학기에 열린 미술사학자 에드워드 프라
이(Edward F. Fry)의 세미나에서도 뉴먼의 황금비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
다(도 23, 24). 86 이후 뉴먼이 황금비율과 기하학을 그의 작품에서 사용한 방식
은 1996년 미술사학자 몰리 맥니클(Mollie McNickle)의 박사논문에서 자세하
게 연구되었다.87
뉴먼은 그리스 미의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술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리
스 미술에 근거하는 기하학적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
였다. 기하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모호함을 야기하여
유럽미술과 미국미술의 간극에 위치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뉴먼은 자신의 선언들과는 다르게, <하나임 1> 이후 지속적으로 엄격한 기
하학적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는 뉴먼이 1949년에서 1951년에 걸쳐 사용한
황금비율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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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Barnett Newman,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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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Sublime Is Now(1948),"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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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프라이의 당시 연구는 출판되지 않았으나, 2002년 8월 펜실베니아 대학
에서 뉴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비율을 분석한 프라이의 노트가 전시되
어 당시의 연구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87

Mollie McNickle, "The Mind and Art of Barnett Newman" (Ph. D. Diss., Universtity of
Pennsylvani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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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임 1>의 ‘유사-좌우대칭’ 문제

<하나임 1>에서 좌우대칭의 구도는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진다(도 1). 브
아는 좌우대칭의 기준이 되는 수직성(verticality)이 수직으로 서있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임 1>이 제시하는 완전한 좌
우대칭은 수직선을 시각적 벡터로 사용하는 인간(관람객)이 한번에 캔버스 전
체를 인식하도록 한다.”88 브아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땅 위에 수직으로
서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시각적 벡터로 사용하며, 인간의 시각적 활동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좌우방향으로 진행된다. 브아는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
(Blaise Pascal, 1623-1662)을 인용하며, 대칭은 “대상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즉각적인 것이며, …높이나 깊이가 아니라 넓이와 폭과 관련된 것”이라고 기
술하였다. 89 다시 말해, 수직선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하나임 1>의 좌우대칭
은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캔버스의 좌우확장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실제로 뉴먼은 브아의 해석이 근거하고 있는 파스칼의 『팡세』 중 T. S.
엘리엇(T. S. Eliot)이 서문을 썼던 1958년 판본을 소유하고 있었다.90 따라서
뉴먼이 『팡세』를 1948년 이후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인식적 근거로 여겼다
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1958년 발행된 『팡세』를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서적을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기댄 좌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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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 "Perceiving Newman," pp.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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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y is what we see at a gla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no reason for any
difference, and based also on the face of man; whence it happens that symmetry is only
wanted in breadth, not in height or depth.” Blaise Pascal and T. S. Eliot, Pascal's
Pensées (London: J. M. Dent & Sons Ltd., 195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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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f et al., Barnett Newman : A Catalogue Raisonné, p.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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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논의는 빈약한 논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앞에서 제시된 브아의 표현에서 ‘<하나임 1>이 제시하는 “완전한
좌우대칭”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스 역시 이와 유사하게, 뉴먼
이 <하나임 1>에서 대칭을 사용하였으며 띠를 캔버스의 “정확히 중앙에(dead
center)” 배치했다고 언급하였다. 91 『옥스포드 사전』은 ‘대칭적인’이 ‘기하학
적인’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대칭적
인: 기하학. 형상이나 물체의 점들이나 부분이 구분하는 점, 선, 면을 중심으로
동일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각각의 짝이나 세트가 선, 면, 점을 중심으로
한 반대편의 영역에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있는 배열의; 둘 이상의 정확히 동일
한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92 좌우대칭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임
1>의 띠가 ‘정확한 중앙’에 위치한다는 브아와 헤스의 견해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일차적인 전제는 기준이 되는 직선의 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뉴먼은 자신의 띠에 대해 이것이 “선이 아닌, 공간을 차지하는 면”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93 만약 이 띠가 선이 아닌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면
을 이루는 경계가 곧은 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차적인 조건이 만족되어
야 한다. 그러나 브아와 헤스가 언급한 <하나임 1>의 띠는 곧은 직선으로 이루
어져 있지 않으며, 뉴먼이 붓으로 처리한 느낌이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남아있
다(도 19). 이는 곧 <하나임 1>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띠에 대해 정확히 중
앙을 가르는 선은 제시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임 1>이 중앙의 띠
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언급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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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Barnett Newman, p. 55.

92

J. A. Simpson, E. S. C. Weiner, and Press Oxford University,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with Corrections 1991, vol. XVII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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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Interview with David Sylvester(1965)," pp.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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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라고 할 수 있다.94
이는 뉴먼이 <하나임 1>의 띠를 처리한 방식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는 <하나임 1>을 제작할 당시 이미 보호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을 익히고
있었으며, <하나임 1>에서도 보호테이프를 사용하였다. 뉴먼은 <하나임 1>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순간(Moment)>(1946)의 중앙부에 보호테이프를 사
용하여 띠의 경계가 직선을 이루도록 하였다(도 26). 그러나 <하나임 1>의 경
우 캔버스의 중앙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띠의 경계를 직선으로 처리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뉴먼은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위에 두껍고 거친 필
치로 붓질을 남겼다. 붓질이 남아있는 중앙의 띠 아래로 보이는 보호테이프의
흔적은 전체 캔버스를 좌우로 이등분한다. 그럼에도 뉴먼은 보호테이프를 포
함한 나머지 색면을 모두 동일한 색채로 채색하였으며, 그 위에 거친 붓질로
띠를 그리며 기존의 기획이었던 기하학적인 이등분을 거부하였다. 보호테이프
를 제거하여 기하학적인 표현을 기획하였으나, 이후 기하학적 좌우대칭을 거
부한 뉴먼의 작업은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임 1>의 띠를 중앙 부근에 배치하였음에도 경계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의도는 무엇일까? 정작 뉴먼 자신은 <하나임 1>에 대해 이것이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 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을
포함한 관람자는 <하나임 1>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관람자
에 의해 좌우대칭으로 인식되는 작품이 실제로는 좌우대칭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유사-좌우대칭’의 아이러니는 뉴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뉴먼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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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에 제작된<존재 1(Be 1)>(1949)를 좌우대칭의 예로 볼 수 있다(도 25). 그러
나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존재 1>의 띠가 ‘선’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 아니
라, 띠의 경계가 곧은 선으로 제시되어 띠의 중앙을 지나는 선이 존재한다는 좌우
대칭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이 중앙선이 캔버스의 중앙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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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유사-좌우대칭’과 ‘뉴먼식 대립구조’의 관계는
좌우대칭과 관련된 개념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미술사학자 사라 K. 리치
(Sara K. Rich)는 “대칭은 거울에 비친 듯 한 완벽한 일치를 암시하지만, 균형
은 서로 다른 요소들에 의한 상대적인 평형상태”라고 언급하며, 대칭과 균형
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95 대칭은 동일한 형태에 의한 절대적 평형상
태인 반면에, 균형은 서로 다른 형태에 의한 상대적 평형을 의미한다. 대칭과
균형은 두 비교대상의 형태적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단절된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임 1>에서 제시되는 ‘유사-좌우대칭’은 대칭과 균
형이라는 단절된 개념들 사이의 간극에 작품의 형식을 위치시키려는 시도이
다. <하나임 1>에서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은 띠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좌측과
우측의 색면은 동일한 형태를 이룰 수 없다. 즉 <하나임 1>은 엄밀한 의미에서
좌우대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형태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앙 부근’에 위치한 띠는 이 작품을 좌우대칭으로 여기게
유도한다. 뉴먼은 좌우대칭을 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회화적인(painterly) 띠
를 배치하여 대칭과 균형이라는 단절된 개념 사이를 오가고 있다.
유사-좌우대칭의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중앙의 띠는 그 역할에 있어서도 모
호함을 드러낸다. 뉴먼은 <하나임 1>에서 띠를 ‘선’과 ‘색면’ 중 어느 범주에도
명확하게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보였다. 캔버스의 중앙에 보호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색채를 실험하기 위해 그 위에 보다 밝은 빨간색을 칠하였으나,
실제로 뉴먼은 테이프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띠를 그려 넣으려 하였다. 96 뉴먼
이 기존에 계획했던 ‘테이프로 경계가 구획된 띠’의 역할은 좌우의 색면을 구

95

Sarah K Rich, "Bridging the Generation Gaps in Barnett Newman's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American Art 19, no. 3 (2005), p. 34.

96

Hess, Barnett Newman,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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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것이다.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순간>에서 중앙의 띠는 보호테이프를
사용하여 양 옆의 색면과 명확한 경계를 제시하며 좌우의 평면과 분리된 또 다
른 평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브아는 <순간>에서 제시되는 세 영역을
‘독립적인 평면’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로 명확한 질감의 차이를
들고 있다.97 그러나 윤곽선이 명확한 직선으로 제시된다는 점 역시 각 평면들
사이의 분리된 감각을 강조한다.
뉴먼은 <하나임 1>에서 보호테이프를 무시한 채 그 위에 색을 칠하여, 띠의
역할이 ‘선’과 ‘평면‘ 사이에서 모호해지도록 하였다. 좌우대칭의 기준선을 암
시하는 중앙의 띠는 실제로 중심선을 지닐 수 없는 ‘선과 같은 평면’이 되며,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루게 된다. 미술사학자 마이클 오핑(Michael Auping)
은 “관람자가 뉴먼의 작품을 감상할 때, ‘다른 두 영역 사이의 또 다른 영역’인
띠의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게 된다”고 서술
하였다. 98 이는 관람자의 시각이 띠의 ‘위에’ 놓여있다는 인식적 태도를 암시하
며, ‘안’을 보아야 하는 ‘색면’으로서의 띠의 기능이 모호함을 보여준다. 캔버
스의 중앙에 위치한 띠는 평면을 구획하는 ‘선’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캔버스
내에서 실질적인 면적을 차지하며 선에 의해 경계가 구획되는 ‘면’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의 역할 모두를 이행하고 있다. 실제로 캔버스의 중앙에 위치한 선처
럼 보이는, 그리고 좌우대칭을 위해 선의 역할을 해야 하는 띠에 대해 색면이
라고 지칭한 뉴먼의 언급은 <하나임 1>의 띠에 대한 판단을 모호하게 한다. 뉴
먼은 모호한 띠의 역할을 통해 <하나임 1>에서 제시되는 좌우대칭을 ‘유사-좌
우대칭의 문제’로 전이시키고 있다. 대칭과 균형이라는 단절된 개념들 모두에
97

Bois, "Perceiving Newman,"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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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Auping, Declaring Space : Mark Rothko, Barnett Newman, Lucio Fontana, Yves
Klein (Fort Worth, Texas; Munich; New York: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
Prestel, 2007),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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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는 구도와, 선과 면 사이의 모호한 위치에 놓인 띠의 역할은 뉴먼의 작
품이 제시하고자 하는 간극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하학을 매개로 한 ‘뉴먼식 대립구조’

(1) 황금비율의 시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임 1>에 나타난 ‘유사-좌우대칭’의 개념은 기하학
적인 측면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 미술사학자 마이클 자키안(Michael
Zakian)은 “뉴먼의 캔버스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인 분할은 엄격한 동시에 쉽
게 간과되는 비례적인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뉴먼의 작품에서 기하
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99 헤스와 파스쿠스, 캐벌
리어 등의 미술사학자들이 뉴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하학과 황금비율에 대
하여 연구하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회화적 요소들을 뉴먼의 언급과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실제로 드로잉에 의한 기하학적 요소는 뉴먼의 작품에
서 시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임 1>
에서 나타나는 좌우대칭 구도는 넓은 범위에서의 기하학적 형태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하학적 요소들이 보다 명백
하게 나타난다.100
99

Zakian, "Barnett Newman: Painting and a Sense of Place," p. 42.

100

앞에서 확인한『옥스포드 사전』의 정의는 ‘대칭적인(symmetrical)‘이라는 용어가
기하학에서 파생되어온 개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Simpson, Weiner, and
Oxford University,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with Corrections 1991,
XVII,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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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은 <하나임 1>에서 나타나는 유사-좌우대칭의 단순한 1 : 1 비율을 더
욱 발전시켜, 1949년의 작품들에서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아
브라함(Abraham)>(1949)의 경우, 캔버스 좌우의 폭을 1/6으로 나눈 넓이의
띠가 중앙에서 좌측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띠의 우측 경계는 정확히 캔
버스의 중앙을 가르고 있다(도 27). 뉴먼은 동일한 비율을 <둘에 의해(By
Twos)>(1949)에서 두 개의 띠를 사용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도 28). 101 <무
제 1, 1949(Untitled 1, 1949)>(1949)와 <이름 1(The Name 1)>(1949)은 <아
브라함>과 <둘에 의해>와 마찬가지로 좌우를 기준으로 중앙의 위치에 대한 모
호함을 자아내는 기하학적 비율이 드러난다. <무제 1, 1949>는 갈색 색면 위
에 노란 색과 파란 색의 두 개의 띠로 이루어져 있다(도 29). 우측의 파란 띠는
노란 띠를 왼 쪽 모서리로 둔 직사각형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뉴먼은 파란
띠와 동일한 넓이의 색면이 캔버스의 좌측 모서리에서 반복하여 캔버스의 형
태와 크기, 정 중앙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모호함을 야기한다. 파란 띠의 좌측
경계는 전체 캔버스의 중앙을 지나며 캔버스의 좌우대칭에 대한 암시를 나타
낸다.102 이와 유사한 방식의 비율이 <이름 1>에도 적용된다. <이름 1>은 회색
조의 색면에 총 4개의 붉은 띠가 배치되어 있다(도 30). <이름 1>은 좌측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띠를 중심으로 마치 <하나임 1>이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두 개의 넓은 띠와 동일한 넓이를 지니는 영
역이 캔버스의 우측 가장자리에 추가되었다. 캔버스의 우측에 자리한 색면과
동일한 영역은 캔버스 전체를 이등분하는 띠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며 <무제

101

<아브라함>에서 제시되는 비율은 실제로는 하나의 띠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넓은 띠의 면적이 좌우의 경계를 통해 마치 두 개의 띠 처럼 영역을 구획하는 효과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둘에 의해>에서 두 개의 띠에 의해 제시되는 비율과 유사
한 효과를 낸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Bois, "Perceiving Newman," p. 199.

102

Hess, Barnett Newman,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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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9>와 유사한 효과를 드러낸다.103
이처럼 뉴먼이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하였던 기하학적 요소들을 어떠한 경
로로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먼은 1941년 코넬 대학
(Cornell University)에서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을 공부하며 1940년대 초
반, 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45년 뉴먼의 친구였던 미니멀리즘 미
술가 토니 스미스(Tony Smith, 1912-1980)는 뉴먼에게 스코틀랜드의 수학
자이자 생물학자인 다르치 톰슨(D’Arcy Wentworth Thompson,
1860-1948)의 저서 『성장과 형태에 대하여(On Growth and Form)』를 소개
해 주었다. 104 생물학적인 형태와 성장을 물리-수학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한
『성장과 형태에 대하여』는 뉴먼 회화의 과학적인 접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
다. 105 톰슨은 이 저서에서 “각 변이 황금비율을 이루고 있는 직사각형”의 예
를 들며 생물의 성장이 보여주는 형태의 “연속적 유사성(continued
similarity)”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106 무한 수렴하는 가분수로 표현되는
황금비율은 두 변의 길이를 a와 b로 설정하였을 때, a : b = b : a+b인 비율이

103

앞과 같음.

104

캐벌리어는 토니 스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미스가 1937년에 처음으로 다르치
톰슨의 저서를 읽었으며, 뉴먼도 자신의 소개로 톰슨의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졌
다고 밝혔다. 당시의 대화에서 토니 스미스는 뉴먼이 제이 햄비지의 이론에도 관
심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Barbara Cavaliere, "Barnett Newman's "Vir Heroicus
Sublimis": Building the "Idea Complex"," Arts Magazine 55, no. 5 (January 1981), p.
152, n. 111.

105

위의 글, p. 146.

106

D'Arcy Wentworth Thompson, On Growth and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p. 182. 이 저서는 1917년, 1942년에도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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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때 a와 b는 1 : 1.618이다. 107 a를 높이로, b를 밑변으로 가지는 직사각
형을 그렸을 때, 네 변이 동일하게 a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그릴 경우 남아있
는 직사각형은 동일하게 1 : 1.618의 황금비율을 이룬다. “연속적 유사성”은
밑변을 이처럼 1 : 0.618의 비율로 나누었을 때 황금비율의 직사각형이 연속
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의미한다(도 31).
이러한 톰슨의 개념은 미국의 디자인 이론가인 제이 햄비지(Jay
Hambidge, 1867-1924)의 글과 깊은 관련이 있다.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햄비지의 저서, 『역동적 대칭의 요소(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는 1919년 『대각선(The Diagonal)』이란 제목으로 처음 출판되
었다. 이후 1920-30년대에 햄비지의 많은 저서들이 출판되면서 그의 이론은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퍼져있었다.108 톰슨이 언급한 “황금비율을 이루는
직사각형”은 햄비지가 설명하는 ‘역동적 대칭(dynamic symmetry)’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역동적 대칭’이란 대상이 되는 두 영역이 거울상(mirror
image)을 이루는 1 : 1의 좌우대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황금비율을 이루고
있는 ‘완벽한 비대칭’의 형태를 의미한다. 1920년대에 햄비지가 ‘역동적 대
칭’이라고 명명한 미술, 디자인 이론은 그리스 미술, 건축물의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햄비지의 역동적 대칭 개념은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미

107

a = 1, b = x로 놓았을 때, a와 b의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 x = x : 1+x
x² = x + 1
x² - x - 1 = 0
x = 1/2 ± √5/2
√5는 2.236…이므로, x = 0.5 + 1.118…
x = 1.618…
따라서 a : b = 1 : 1.618...

108

Cavaliere, "Barnett Newman's "Vir Heroicus Sublimis": Building the "Idea Complex","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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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디자인 교육과정에서 널리 다루어졌다.109 이 시기 아트 스튜던츠 리그에
서 교육을 받았던 뉴먼은 햄비지의 ‘역동적 대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며, 1945년 톰슨의 저서를 통하여 접하기 이전에 이미 햄비지의 이론에 접
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트 스튜던츠 리그에서의 교육과 톰슨의 저서를
통한 두 가지 가능한 경로들 모두 햄비지의 ‘역동적 대칭’과 관계를 지니며, 이
는 뉴먼이 사용하는 기하학의 이론전 근원이 되었다. 실제로 뉴먼의 작품은 황
금비율을 기본원리로 하는 햄비지의 “역동적 대칭”을 완전히 추상적인 형식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 예가 될 수 있다.
뉴먼은 <하나임 1>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제작한 실험적인 시기였던
1949년에 처음으로 황금비율을 시도하였다. <약속(The Promise)>(1949)에
서 우측의 띠는 캔버스를 좌우로 2등분했을 때, 중앙선과 좌측의 띠가 이루는
영역을 2등분한다(도 32). 또한 좌측의 띠는 캔버스의 밑변을 0.618 : 1로 나
누는 황금비율을 이루는 지점에 위치한다.110 <언약(Covenant)>(1949)의 좌
측의 띠는 캔버스의 밑변을 0.618 : 1, 우측의 띠는 1 : 0.618로 나누어 역시
황금비율을 이루고 있다(도 33). <은하계(Galaxy)>(1949)의 경우 좌측에 있는
띠의 왼 쪽 경계는 전체 캔버스를 4등분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캔버스를 좌우
로 2등분했을 때, 우측 띠의 왼쪽 경계는 캔버스의 우측 절반에 대해 황금비율
을 이룬다(도 34).111 수평 띠로 이루어진 <무제 2, 1949>와 <아르고스>에서
두 개의 띠가 나타내는 비율은 동일한 체계를 보여준다(도 2, 3). <무제 2,
1949>의 하단의 띠는 전체 캔버스를 1/4로 나누는 경계를 지나고 있으며, 상

109

Harold J. McWhinnie, "A Review of the Use of Symmetry, the Golden Section and
Dynamic Symmetry in Contemporary Art," Leonardo 19, no. 3 (1986), p. 242.

110

McNickle, "The Mind and Art of Barnett Newman," p. 240.

111

위의 글,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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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띠는 캔버스를 상・하로 2등분한 영역을 황금비율로 나누고 있다. 112 <아
르고스>에서는 날카로운 수평형태의 띠가 동일하게 수평형태인 캔버스를 가
로지른다. <아르고스>의 하단의 띠 역시 전체 캔버스 높이를 4등분하는 지점
을 지난다. 캔버스를 상・하로 나누는 가상의 수평선을 그었을 때, 위 쪽 띠의
하단부 경계에서 캔버스의 중심선까지의 길이는 캔버스 높이의 절반에 대해
황금비율을 이룬다. 113
1949년의 황금비율에 대한 시도는 이후의 작품에서도 이어졌다. 뉴먼은
1950-51년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서 황금비율을 가장 중심적인 요소
로 사용하였다. 1980년대에 활동한 미술가이자 미술교육 이론가 해롤드 맥휘
니(Harold J. McWhinnie)는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 관한 서술에서 이
작품이 “그저 형식적인 표면에서 나타나는 계획적인 기하학을 뛰어넘는 철학
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역동적 대칭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114
뉴먼은 그가 1948년에 집필한 「숭고는 지금(Sublime is Now)」에서 시작된
숭고의 개념을 작품의 제목에 포함시키며 숭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
다. 이후 추상표현주의의 숭고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뉴먼의 <영웅적이고 숭
고한 인간>은 숭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한 작품들 중 하나로 평가 받았
다. 115 뉴먼의 숭고에 대한 개념을 제목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이
작품에서 ‘역동적인 대칭’은 황금비율이라는 중심적인 개념을 통해 시각적으
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시도가 있기까지 1949년의 작업은 황금비

112

앞과 같음.

113

위와 같음.

114

McWhinnie, "A Review of the Use of Symmetry, the Golden Section and Dynamic
Symmetry in Contemporary Art," p. 243.

115

Robert Rosenblum, "The Abstract Sublime," Artnews 59, no. 10 (February 1961),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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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대한 중요한 실험의 역할을 띠고 있었다.
242.3 x 541.7 cm의 크기로 제작된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높이와
폭은 1 : 2.236의 비율을 이룬다. 2.236의 값은 √5와 같은 값으로, 이 작품은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5인 루트(root) 사각형을 이룬다(도 35).116 ‘역동적 대
칭’을 드러내는 형태인 루트 사각형은 중앙에 정사각형을 배치할 경우 양 옆의
직사각형의 폭이 각각 0.618인 직사각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루트 사각형은
높이와 밑변이 황금비율을 이루는 두 개의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대칭
원리의 핵심적 도해라고 할 수 있다. 캔버스의 중앙에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 영역을 각각 커다란 직사각형으
로 본다면, 이 세 사각형들 사이에 정확한 황금비율이 적용된다. 특히 햄비지
가 짝을 이루는 형태를 설명하면서 정사각형과 황금비율을 이루는 사각형을
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도해는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도 36).117 뉴먼이 햄비지의 저서를 읽은 후 책에서 제시된 형
식을 있는 그대로 빌려왔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햄비지의 황금비
율에 관한 연구가 1950-51년의 거대한 작품에서 중심적인 개념이 될 정도로
그를 매료시키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뉴먼이 1949년부터 시작한 황금비
율의 기하학적 요소는 햄비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945년 토니 스
미스로부터 다르치 톰슨의 『성장과 형태에 대하여』를 소개받은 직후인 1946
년, 뉴먼은 <유클리드의 죽음>과 <유클리드의 심연>을 제작하였다(도 21,
22). 이는 뉴먼이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작품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르치 톰슨의 저서가 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뉴먼이 아트 스튜
116

Cavaliere, "Barnett Newman's "Vir Heroicus Sublimis": Building the "Idea Complex","
pp. 147-149.

117

Jay Hambidge, 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7), pp. 30-32.

51

던츠 리그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던 시기는 햄비지의 ‘역동적 대칭’이론이 미술
과 디자인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1920년에서 1940년과 시기적으로 일치
한다. 미술교육을 받던 시기 햄비지의 이론을 알고 있었던 뉴먼은 1945년 다
르치 톰슨의 이론을 접하게 되며 기하학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작품에서 사용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유럽의 몬드리안과 미국의 뉴먼

뉴먼은 1950년과 1951년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전
을 열었다. 당시 뉴먼과 함께 활동하였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뉴먼의 절제
되고 기하학적인 작품에 배신감을 느끼며 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었다. 화가
의 흔적을 남기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뉴먼의
작품은 그들 그룹으로부터 이탈한 듯 느껴졌다. 1950년대 초 두 차례 개인전
의 실패 이후 뉴먼은 1955년에 열린 베티 파슨스 갤러리의 10주년 기념전시회
《10년전》에 <수평의 빛>을 출품하기까지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1958년 베닝턴 대학(Bennington College), 1959년 뉴욕의 프
렌치 앤 콤패니(French and Company Inc.)에서는 그린버그가 기획한 뉴먼
의 회고전이 열렸다.
그린버그는 1958년의 전시에서 전시용 소책자에 글을 싣고, 1959년의 전
시 카탈로그에는 서문을 적기도 하며, 1950년대 후반 뉴먼이 일순간에 명성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18 특히 1955년 그린버그가 집필한 「미국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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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American-Type Painting)」는 1950년대 말 뉴먼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 출판된 글로서는 뉴먼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1955년의 「미국적 회화」에서 그린버그는 뉴먼을 “주요한” 작가로 다루었
다. 119 당시 미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린버그의 호평은 뉴먼에
대한 미술계의 주목을 이끌었으며, 이는 그린버그가 직접 기획한 1958년과
1959년의 회고전에서의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뉴먼 역시 자신이 성공하는 데
에 그린버그가 기여했음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작품에 대한 그의 설명은 긍
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앞서 II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린버그는 몬드리
안과 뉴먼의 작품을 과거 회화 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려 하였으나, 뉴먼
에게 과거의 회화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20
뉴먼은 동시대 작가들, 다른 추상표현주의의 창시자들과 다르게 초현실주
의를 덜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모더니즘적인 기하학적 추상을 중심적인 문
제로 다루었다. 121 헤스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이 기획에 의존하지 않은 채, 즉
흥적인 행위를 통하여 캔버스에 스스로를 투영하던 것”과는 달리, 뉴먼의 작
업은 “그의 캔버스에서 비율(proportion)과 크기(dimension)를 찾아내는 것
이었다”고 설명하였다. 122 앞에서 확인한 1948년 이후의 기하학적 요소들,
1949년부터 시작된 황금비율의 구도는 헤스에 의거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헤스를 포함한 몇몇 미술사학자들이 뉴먼의 작품에서 기하학적 요소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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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적인 비율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기하
학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데에만 그칠 뿐, 뉴먼의 작품에서 기하학이 어떠한 위
치에 놓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적 아름다움, 미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뉴먼의 태도는
그가 <하나임 1>이 완성된 1948년에 집필한 「숭고는 지금」에서 가장 명확하
게 나타난다. 뉴먼은 미국 미술이 그리스적 미학에 근거하고 있는 기존의 유럽
미술 전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술이 새로운 미술일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뉴먼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미술은 미의 문제와 관련되고, 어디
에서 미를 찾을 지와 관련된 미술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해답을 찾고 있
다.”123 이는 곧 아름다움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미국
미술에서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스 미학의 조화와 균형에 기반한 기하학적 요소는 새로운 미국미술을 제시하
는 입장에서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회화적 요소였다. 뉴먼은 기하학적 추상이
장식적 미술에서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예술과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여겼다.
그에 따르면 “원시문화에서 기하학적 형태가 종교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된 경
우는 없었다.”124 1946년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열린 《서북부 해안 인디언들
의 회화 전(Northwest Coast Indian Painting)》의 전시 서문에서 뉴먼은 디
자인(장식적인 장치)이 “기하학, 비-대상적인 패턴에서 그 형식을 가져왔
다”고 설명하며 기하학적 형식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125 또한 “기하학의 세계에서 기하학 그 자체는 도덕적 위기가 되어왔
으며, 어떠한 종류의 기하학도 이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1957-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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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은 기하학에 대한 총체적인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126 이외에도 1945
년에서 1965년에 이르기까지, 뉴먼은 자신이 회화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기간
에 걸쳐 기하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기하학에 반대하는 뉴먼의 주장
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할 수 있다. 뉴먼의 회화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조는 뉴먼의 주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1949년부터 뉴먼이 사용하였던 황금비율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는 햄비지
의 역동적인 대칭은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건축물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뉴먼
이 그리스의 예술을 기초로 하는 햄비지의 황금비율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앞
에서 살펴본 뉴먼의 대립구조와 부합한다. 미국미술과 유럽미술의 대립을 설
정하던 시기인 1940년대 후반에 뉴먼이 황금비율, 역동적 대칭을 사용한 것은
햄비지의 이론이 그리스미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먼은 그리스의 미학이 근간을 이루는 유럽미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
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대립항으로 새로운 미국미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
정에서 유럽의 미술, 특히 기하학적 요소들을 담고 있는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은 거부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뉴먼은 몬드리안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기하학에 대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먼이 그리스의 예술에 기초를 두고 있는 햄비지의 황금비율을
1949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상호부조’를 ‘상호투쟁’의 대립항
으로 형성하는 크로포트킨의 이론적 구조를 연상시킨다. 뉴먼이 확립하고 있
는 유럽미술과 미국미술의 대립구조는 기하학, 특히 황금비율의 사용을 통해
크로포트킨식 대립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넓은 범주에서 뉴먼이 그리스 전통의 유럽미술과 미국미술을 대립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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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면, 개인적인 범주에서 뉴먼은 몬드리안과 자신을 대립항으로 구축
하였다. 뉴먼은 1944년 11월에 집필했던 「현대 미술에 대하여: 질문과 확인
(On Modern Art: Inquiry and Confirmation)」에서 처음으로 몬드리안을
언급하였다. 그는 몬드리안으로 대표되는 순수 추상과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 후안 미로(Joan Miró, 1893-1983)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를 당
대의 조형적 미술에 영향을 미친 두 조류(潮流)로 제시하였다. 뉴먼은 이어서
미래의 미술은 이 두 역사적 조류가 조합되거나 절충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
이며, 나아가 감정으로 가득 차있고, 가장 난해한 철학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
는 추상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7 뉴먼이 남긴 1944년의 언급은
자신의 작품이 진행되는 방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미학을 근거로 하는 유럽 미술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의 새로운 미술을
선언하는 뉴먼은 새로운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럽적 방향에서 제시하
였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라는 순수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기여는 그리스 기
반의 기하학과 비-그리스적 숭고라는 주제의 공존이라는 뉴먼의 작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1951년 1월 15일 사진가 니나 린(Nina Leen)이 이른바 ‘성마른 사람들
(irascibles)’을 찍은 사진이 『라이프(Life)』지(誌)에 실렸을 때, 뉴먼은 이 사
진을 위해 당시 활동하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였다(도
37). 1951년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중심에 뉴먼이 자리한 것은 그가 매우 성
공한 화가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뉴먼은 화가로서 1958년에 열린 개인
전에서 성공을 거두기 이전까지, 추상표현주의 그룹 내에서 비평가, 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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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획자로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28 뉴먼은
뉴욕에서 활동하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이론적인 배경을 마련해주는 리
더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순수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결합을 새로운 미국미
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뉴먼의 언급은 추상표현주의의 미술사
적 위치를 설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뉴먼이 새로운 미국적 미술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하학 그 자체와
의 연관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는 몬드리안의 기하학에 대
한 뉴먼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뉴먼은 1945년의 「플라즈마적 이미지」에서
‘순수주의적 예술(purist art)’과 ‘순수하게 사용된 예술형태(art form used
purely)’를 구분하며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예술에 대해 비판하였다. 뉴먼에
따르면, 몬드리안의 작품과 같은 순수주의적 예술은 주제를 제거하려고 시도
하였으며 이로써 예술의 장식성만이 남게 되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순
수하게 사용된 예술형태는 마치 수학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도구이
며, 이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아닌, 시각적 개념들을 투영하는 언어와 같은
층위에 놓여있는 개념이다. 몬드리안은 세상을 ‘땅’과 ‘땅에서 자란 것’이라는
수직과 수평의 기본적인 형태로 환원하려 하였다. 몬드리안은 세상이 수평선
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그림이 진정
한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뉴먼은 이를 세상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고 받아들였다. 129
뉴먼은 몬드리안의 회화 개념은 물론, 그의 유토피아 사상 역시 적합하지
않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몬드리안과의 절연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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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뉴먼은 1960년대 중반까지 몬드리안을 설명하는 글에서 추상이 아닌
자연에 기초한 것, 혹은 장식적 디자인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 작가들(특히 도날드 저드)이 뉴먼에게 새로
운 비평용어를 제공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뉴먼은 몬드리안의 ‘부분 대 부분
(part-to-part)’ 미학에 대립되는 것으로 ‘전체성(whole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30 그러나 결국 뉴먼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몬드리안의
작품을 비평하였다. 뉴먼은 언제나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몬드
리안의 유토피아주의가 자신의 입장과 정 반대라고 생각하였다.131 뉴먼은
1960년대 중반까지의 장식적 디자인,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의 비평언어
와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사용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몬드리안과의 대립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1940년대 중반부터 구축해온 유럽미술과 미국미술의 대립, 당시 제
시되었던 미니멀리즘의 현대적인 비평언어들과 크로포트킨에 근거한 무정부
주의 등 몬드리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은 뉴먼의 관심사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
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뉴먼이 설정한 몬드리
안과의 대립적인 구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뉴먼은 몬드리안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매우 자의적이고 독
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뉴먼은 이어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독단적인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몬드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30

1960년대 후반부터 뉴먼은 자신의 작품의 ‘전체성’을 강조하며 몬드리안의 ‘부분
대 부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Donald Judd, "Barnett Newman," Studio
International 179, no. 919 (1970), p. 68.

131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배수희 외 옮김(서울:세미콜론, 2007),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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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하고 있다. 132

뉴먼에게 몬드리안은 “유클리드의 심연(Euclidian

Abyss)”에 떨어졌으며, 그의 주제는 추상으로부터 제거되었다.133 「플라즈마
적 이미지」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뉴먼은 자신에 대해 “전통적인 추상이 아닌
추상화가”라는 선언으로 글을 시작하여, 형식주의에 대한 공격, 더 나아가 주
제가 결여된 채 형태만이 남아있는 순수주의적 미술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하
였다.134 이는 뉴먼이 1945년에 이미 새로운 미국미술이라는 개념 하에 과거와
의 단절을 선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먼은 그리스의 미에 대한 관념이 이
집트 미술의 주제를 제외한 형식만을 추구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몬드리안에 대한 비판을 위해 기하학이라는 비평언어를 사용하였다. 몬드리안
이 제시하는 ‘세상을 보는 방식’은 뉴먼이 크로포트킨적 시각에서 거부하던 독
단적인 방식이었다. 뉴먼은 미국적 미술이라는 반대항을 통해 ‘순수주의적 미
술’과 ‘순수하게 사용된 예술형태’라는 대립적 구조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뉴
먼은 자신이 비판하던 기하학적 요소를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뉴먼식 대립구조’로서, 자신의 작품이 하나의 서술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뉴먼은 작품에서 사용한 기하학과 이에 대한 반대라는
모순적 관계를 통해 ‘카탈로그 식 해석’을 거부하는 미술사적 무정부주의를 드
러낸다고 할 수 있다.

132

Newman, "Interview with David Sylvester(1965)," pp. 256-257.

133

Newman, "Plasmic Image(1945)," p. 141.

134

위의 글, pp. 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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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숭고와 창조

뉴먼은 자신의 작품을 포함한 동시대의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제”라는 주장을 지속하였다.135 그는 1948년 윌리엄 바치오츠(William
Baziotes, 1912-1963), 데이비드 헤어(David Hare, 1917-1992), 로버트 마
더웰(Robert Motherwell, 1915-1991), 마크 로스코와 같은 동시대의 미술가
들이 협력하여 뉴욕에 설립한 예술학교를 위해 “예술가들의 주제(Subjects of
the Artist)”라는 이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추상 미술에서 주제의 중요
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뉴먼은 1940년대 중반 미국의 추상화가들
이 몬드리안 중심의 순수주의적 추상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였다. 뉴먼은 그리
스 전통의 미학이라는 유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그 근원을 원시미술에서 찾고자 하였다.
당대의 추상미술에 영향을 미치던 순수주의적 추상과 초현실주의에 대해
반대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1945년의 글 「플라즈마적 이미지
(plasmic Image)」는 “창조의 주제는 혼돈이다(The subject matter of
creation is chaos)”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136 이 글의 주장을 가장 함축적

135

“우리가 20세기 전반의 미술에 대해서 하나의 구문으로 서술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추구’라고 적힐 것이다.” Newman, "The
Problem of Subject Matter(1944-45)," p. 80. ; “회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슈는 주
제이다.” Newman, ""Frontiers of Space" Interview with Dorothy Gees Seckler(1962),"
p. 250.

136

“플라즈마적(Plasmic)”이란 용어는 몬드리안이 자신의 순수주의적 추상화를 묘사
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조형적(Plastic)”과의 대조를 위해 뉴먼 자신이 고안해낸
용어로, 몬드리안의 언어와 명확한 대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언어유희를 사용하
였다. 뉴먼은 미국의 새로운 미술에서는 그리스의 미(美)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 중
심적인 미술의 조형적 요소들이 심리적인 플라즈마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술을 “플라즈마적”이라고 묘사하였다고 적고 있다. Newman, "Plasmic
Image(1945),"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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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암시한다. 첫째로, 뉴
먼의 추상미술은 창조와 혼돈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뉴먼이 주장
하는 창조의 주제는 작품의 제목들에 의해서도 제시되며, 이는 창세기의 신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37 이에 더해 뉴먼의 창조는 작가 자신의
창조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창세기의 신의 창조라는 행위에 더해 뉴먼이 자신
의 작품에서 제시한 숭고와 창조의 주제는 ‘뉴먼식 대립구조’를 그의 전체 작
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두번째로, 작가의 창조성, 독창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관람객들이 세계
를 그들의 방식이 아닌 우리들의 방식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예술가의 기
능”이라는 뉴먼과 로스코, 에이돌프 고틀립(Adolph Gottlieb, 1903-1974)의
언급은 관람객들이 보는 세계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창조하겠다는 작가의 창조
성의 문제와 연관성을 지닌다. 138 뉴먼이 주장하는 자신의 창조성은 개별적인
작품들이 지니는 각각의 독창성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139

137

1946-47년에 제작된 작품들의 <시작(The Beginning)>, <창세기-단절(Genesis-The
Break)>, <말씀 1(The Word 1)>, <명령(The Command)>, <순간(Moment)> <발생적
순간(Genetic Moment)>와 같은 제목은 모두 구약성서에 근거한 창조의 순간을 직
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138

Leja, "Barnett Newman's Solo Tango," p. 557.

139

“예술가들의 개념이 전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적인 상징들(조형적 요
소)를 사용할 수 없다. 예술가들의 개념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념들이
단일화된 종교적 사회의 종교적 상징들처럼 조직적인 사회적 패턴 내에서 순환되
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의 개념은 관습적인 상징들, 이미 존재하는 상징
들, 혹은 심지어 사실적인 상징들을 통해 전달될 수 없다. 예술가는 반드시 추상적
인 상징들을 사용해야 하며, 이 상징은 오늘날을 그리는 순수한 언어로부터 그들
스스로 창조해 낸 것이어야 한다.” Newman, "Plasmic Image(1945),"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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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숭고 -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

뉴먼은 몬드리안의 순수주의적 미술이 주제를 제외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초현실주의적 영향 하에 주제를 미술
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동시에 그는 개인의 무의식을 주제로 담고 있던 초현
실주의 미술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순수주의적 미술, 초
현실주의의 조류에 대항하는 숭고의 개념을 자신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창조
의 주제는 혼돈이다”라는 「플라즈마적 이미지」의 첫 문장이 암시하는 바는 혼
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숭고의 주제가 뉴먼의 작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뉴먼의 위치선정은 작품의 주제로 숭고의 개념을 선택하
게 된 근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추상표현주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숭고
의 개념을 다룬 미술사학자 로버트 로젠블럼(Robert Rosenblum)의 글 「추상
적 숭고(The Abstract Sublime)」는 “고요한 안정이 스며드는 끝없는 확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숭고가 충만하고 자유로운 힘으로 제한된 캔버스의 공간
을 채움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140 뉴먼은 제한된 캔버스 내에
서 끝없는 확장이라는 무한한 개념인 숭고를 담아낼 수 있다는 숭고한 회화의
극단성을 매력적으로 여겼을 것이다. 자키안은 숭고의 일반적인 개념을 뉴먼
의 글이나 작품과 연결 짓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자키안은 로젠블럼의
해석이 형이상학적인 의미와 이미지의 물질성이라는 대조적 개념들을 연결시
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41 다시 말해, 자키안은 경계가 있는 한정
적인 이미지를 경계가 없는 무한한 것으로 보는 등의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태

140

Rosenblum, "The Abstract Sublime," p. 40.

141

Michael Zakian, "Barnett Newman and the Sublime," Arts Magazine 62, no. 6 (February
198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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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인다. 142
그러나 뉴먼이 자신의 작품의 주제로 숭고의 개념을 택한 것은 자키안이 생
각하는 로젠블럼의 문제점과 정확히 맞닿아있다. 뉴먼에게 숭고의 주제는 완
벽하게 대조적인 범주인 ‘한정적인 캔버스’를 통해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리오
타르에 따르면 18세기의 독일 철학자 에드문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문학은 단어 조합에 자유롭기 때문에 끝없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회화는 내적인 규칙 안에서 이 기능을 만족시키기 부족하다고 보았
다.”143 뉴먼이 처음으로 숭고의 개념을 제시한 「숭고는 지금」에서 버크의 이
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한정적인 캔버스’라는 회화의 본질적 특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44 뉴먼이 그리스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립항을
설정하기 위해 선택한 숭고의 철학적 개념은 회화라는 매체의 제한적인 물질
성과 역설적으로 부합한다.
뉴먼은 진정한 예술은 혼돈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창조의 주제는 혼돈이다. …원시적이던 사회화되었던 모든 예술가
는 혼돈을 다루는 것과 관계되어왔다”고 언급하였다.145 자키안은 뉴먼의 작품
을 오해하였던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이 “뉴먼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의 명
백하고 논리 정연한 구성을 혼돈의 상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였다”고 지적하
였다.146 그러나 「표의적 회화(The Ideographic Picture)」와 「플라즈마적 이
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뉴먼의 주장에 비추어, 창조와 혼돈이라는 주제를

142

앞과 같음.

143

Jean François Lyotard, "Newman: The Instant," in The Inhuman : Reflections on T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84-85.

144

Newman, "The Sublime Is Now(1948)," p. 173.

145

Newman, "Plasmic Image(1945)," p. 139.

146

Zakian, "Barnett Newman: Painting and a Sense of Place,"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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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뉴먼의 회화는 그 자체로 창조와 혼돈이어야 한다. 뉴먼에게 혼돈의 상
태는 그의 회화 자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의 캔버스는 실제 세계의 혼돈에 대
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원시 미술의 숭고한
내용에 대한 논의에서 뉴먼은 “원시 미술가에게 추상적 형태는 복합적이고 추
상적인 사고를 전달하는 현존하는 것으로, 알 수 없는 것의 공포 앞에서 느끼
는 경외로운 느낌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47 다시 말해, 뉴먼이 추
상적인 형태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형식은 혼돈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이어야 하며, 그의 캔버스는 그 자체로 혼돈이어야 한다. 리오타르는 숭고한
회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판단력 비판(The Critique of
Judgment)』에서 숭고한 회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무한한
힘이나 절대적 거대함은 순수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들을 제한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 재현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 것도 재현하지 않는 재현이라는 역설적 개념 ‘부
정적 제시’는 회화가 숭고를 암시할 수 있다는 해결책이다. 이는 미니멀리즘, 추상주
의가 조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것을 암시한다.”148

숭고를 나타내는 회화의 역설은 뉴먼의 회화가 제시하는 이중성과 결부된
다. 대립적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는 뉴먼의 이중성은 숭고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
뉴먼은 혼돈의 주제와 관련하여, ‘알 수 없는 것(the unknowable)’과 ‘알
지 못한 것(the unknown)’을 구분하였다. 뉴먼에 따르면 “알 수 없는 것을 이
해(understanding the unknowable)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지 못한 것을
147

Newman, "The Ideographic Picture (1947)," p. 108.

148

Lyotard, "Newman: The Instant,"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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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해야 한다는 욕망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149 “알지 못한 것을 발
견”한다는 뉴먼의 표현은 ‘알지 못한 것’이 미래에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처럼 뉴먼은 ‘알지 못한 것’과 ‘알려진 것’을 서로 다른 시제에 위
치시키며 ‘알지 못한 것’을 ‘발견’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제에 대
한 과거형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알지 못한 것(현재)’과 ‘알려진 것(미
래)’은 ‘발견’이라는 사건을 사이에 두고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는 개념이 되었
다. 뉴먼에게 ‘대립적 개념’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라는 모순적 어구를
통해 제시된다. 칸트가 제안했던 “부정적 제시”라는 해결책은 ‘알 수 없는 것’,
‘혼돈’, 그리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숭고’라는 이해될 수 없는 개념들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미와 조화, 이성적인 이해로 여겨진 그리스 전통의 미학에 대해 반대항을
제시하는 뉴먼의 입장은 숭고의 주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뉴먼
은 「숭고는 지금」에서 “미를 이상으로 상정하는 그리스 미학의 전통”이 유럽
미술을 지배하여 “미와 숭고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50
뉴먼에 따르면 “유럽 문화에서 자유로운 미국의 미술은 미와 관련된 미술을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
다.”151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에서의 숭고가 그리스 전통의 아
름다움에 대한 반대항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개념에 대한 뉴먼의 언급에
서도 드러난다. 1950년 뉴먼은 아름다움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름다
움에 대한 관심은 ‘알려진 것’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152 뉴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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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First Man Wan an Artist (1947),"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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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Sublime Is Now(1948)," p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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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p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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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Remarks at Artists' Sessions at Studio 35(1950),"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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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그리스의 미학에 근거한 아름다움과 숭고가 이루는 대립적 구조를 명
료하게 드러낸다. 뉴먼은 아름다움의 개념을 ‘(‘알지 못한 것’의 시제 변화형
인)알려진 것’과 동일시하는 언급을 통해 숭고 개념의 논리적 위치를 확정 지
었다. ‘알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알려진 것(아름다움)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라는 숭고의 개념과 대립을 이룬다.
뉴먼이 그리스 전통의 미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 제시하는 숭고의 주제는
그리스 전통의 미학과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하였듯
이 뉴먼이 사용한 기하학적 요소들로 인하여, 그의 작품은 미국적 숭고와 유럽
적 기하학이라는 양극단의 개념 모두를 포괄하게 되었다. 1949년 이후 사용한
황금비율을 포함한 기하학적 요소들은 미국적 숭고와 유럽적 아름다움이라는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룬다. 뉴먼은 숭고의 주제와 기하학적 형식이 이루는
모호함을 통해 ‘숭고한 미국적 회화’, 혹은 ‘유럽의 기하학적 추상’과 같은 하
나의 어구로 규정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뉴먼은 스스로 정립한 미술의 두 축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자
신을 위치시킨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이 특정한 어구로써 서술되기를 거부하
는 뉴먼의 태도는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먼은
“크로포트킨이 제시했던 무정부주의의 특징은 사회비판이 아닌, 모든 계획적
인 이론을 불가능하게 하는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153 이는
‘뉴먼의 작품이 대립구조를 형성하며, 그 간극에 위치한다’는 뉴먼식의 미술사
적 무정부주의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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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True Revolution Is Anarchist!": Foreword to Memoirs of a
Revolutionist by Peter Kropotkin(196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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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 - 창세기의 분리적 특성

헤스는 1971년의 글에서 “하나임”이 “창세기의 순간”, “아담과 이브”의 다
른 말로서, 인간의 창조적 힘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하나임”과 ‘창조적인 행
위와 사건’을 연관 지었다. 헤스가 뉴먼의 띠를 “신의 창조적 행위”라고 본다
는 측면에서, 이러한 해석은 띠가 사용되는 이후의 작품들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154 이후 바넷 뉴먼의 전체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한 평론가
로젠버그의 접근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로젠버그는 바넷 뉴먼에 관한 1978년
의 연구서에서 뉴먼의 작품에서 사용된 제목들을 창조의 행위와 사건, 배치의
행위와 성스러운 공간, 전설적이고 개인적인 인물들, 빛, 존재의 상태라는 다
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155 헤스와 로젠버그의 접근방식은 그린버그를 중심으
로 한 형식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뉴먼 작품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헤스가 주장하는 뉴먼의 창조의 테마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브아의 연
구와도 유사하다. 1990년의 글 「뉴먼 지각하기」에서 브아가 제시하는 창조의
테마는 <하나임 1> 이후 작품들은 물론, 1946-47년경의 초현실주의적인 작품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도 1). 브아는 이 시기 작품들의 제목이 지시하는 바
를 근거로, 뉴먼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부터 창조의 테마를 고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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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Barnett Newman,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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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tt Newman and Harold Rosenberg, Barnett Newman (New York: Abrams, 1978),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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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156 헤스와 브아는 창조의 테마를 뉴먼의 전체 작품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유사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헤
스의 경우, 뉴먼이 유대인인 점을 근거로 유대교의 신비주의와 관련 지어 그의
작품에 창조의 주제를 적용하는 반면, 브아는 창세기의 창조라는 주제뿐만 아
니라 작가의 창조적 제작방식, 뉴먼의 창조성과 독창성이라는 작가의 태도와
도 관련 짓고 있다. 157 접근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71년의 헤스의 분석에
서 시작하여 최근의 연구인 1990년의 브아의 연구까지 창조의 주제는 뉴먼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로서 자리잡고 있다.
1945년 「플라즈마적 이미지」의 첫 문장인 “창조의 주제는 혼돈이다”는 뉴
먼의 작품이 창조의 주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158 뉴먼
이 창조의 주제를 담아내는 방식은 2년 뒤인 1947년의 글 「표의적 회화」를 통
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뉴먼은 이 글에서 “새로운 회화는 표의적이어야
하고, 중간자를 거치지 않으며,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념을
담아내야 한다”는 언급을 통해, 새로운 회화는 표의문자(ideograph)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표의문자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9 이는 작품
이 창조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면, 창조를 상징하는 대상이 작품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가 창조의 개념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임 1>에서 대칭을 이루는 띠를 통해 평면이 제시되고, 이 띠가 평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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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47년에 제작된 작품들의 <시작(The Beginning)>, <창세기-단절(Genesis-The
Break)>, <말씀 1(The Word 1)>, <명령(The Command)>, <순간(Moment)> <발생적
순간(Genetic Moment)>와 같은 제목은 모두 구약성서에 근거한 창조의 순간을 직
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들 제목의 단절, 말씀, 명령은 모두 어둠을 빛으로부터
‘분리해내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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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누는 것은 캔버스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사건”이다. 이는 세상이 창조
되는 순간을 묘사하는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나누어짐”과 같은 기능
을 한다.160 뉴먼의 「표의적 회화」와 헤스, 브아의 의견 모두를 <하나임 1>에
적용한다면,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창조의 개념처럼 보여야 하며, 뉴먼의 시각
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외부적 참조를 전혀 담고 있지 말아
야 한다.
그러나 뉴먼에 관한 헤스의 언급에서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창세기 그
자체에 대한 복잡한 상징체계…”라는 어구(語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1 뉴
먼의 작품에 상징성과 복잡한 기호의 역할을 부여하는 헤스의 해석에 설득력
을 줄 수 있는 근거는 「플라즈마적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뉴먼은 새로
운 화가들이 그들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형태와 색채가 플라즈마적 실체
(entity)를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화가들의 형태와 색채
는 관람자 쪽에서 예술가의 시각에 공감하며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상징”이
라고 언급하였다.162 헤스는 “상징”과 관련된 뉴먼의 언급에 근거하여 그의 띠
가 신의 창조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였다. 뉴먼의 띠가 “마치 신이 텅 빈
공간에 빛을 내리듯, 캔버스의 공간을 나누었으며, 중앙의 띠는 신의 행위 그
자체를 제시하였다”는 헤스의 언급을 뉴먼이 주장하는 “플라즈마적 이미
지”와 관련 짓는다면, 헤스는 캔버스의 띠와 신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163 <하나임 1>의 띠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세상의 시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브아의 의견 역시 뉴먼과 헤스의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 164 헤스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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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주장을 따르자면, <하나임 1>의 중앙의 띠는 그 자체로서 캔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창세기의 사건이며, 곧 창조의 개념을 나타낸다.
<하나임 1>의 중앙에서 캔버스를 대칭으로 나누는 수직의 띠를 창조의 사
건으로 바라보는 해석은 매튜 베이겔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뉴먼이
“분명히 빛이 분열하기 직전의 순간, 즉 깊이의 개념이 제시되기 이전의 순간
을 시각화하고자” 하였으며, 색면을 동일한 평면 위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랍
비 루리아(Rabbi Issac Luria)가 묘사하는, “창조의 첫 번째 빛이 비추는 순
간"이라는 창조의 순간을 캔버스 면에서 구현하였다”고 언급하였다.165 헤스와
브아, 베이겔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하나임 1>의 중앙의 띠가 색면과 동일한
평면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띠와 색면의 질감이 동일하게 적용되었
기 때문에 <하나임 1>이 ‘창조의 사건의 제시’로 인식될 수 있다.
실베스터는 1965년 뉴먼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먼의 띠에 대한 작가 스스
로의 설명을 잘 기록하고 있다. 실베스터와의 대화에서 뉴먼은 자신의 띠가
“선이 아닌 색면”이라고 선언하였다. 166 ‘선’과 ‘색면’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띠의 의미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자신의 띠에 대한 뉴먼의 선언은 실베스터와 인터뷰를 가진 후 5년 뒤인 1970
년에도 이어졌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에밀 드 안토니오(Emile de
Antonio, 1919-1989) 는 1940년대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술계의 모습
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페인터스 페인팅(Painters Painting>(1973)을 제
작하기 위해 1970년 뉴먼과 인터뷰를 가졌다. 167 뉴먼은 사망하기 두 달 전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띠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남겼다. 하나는 자신의
165

Matthew Baigell, "Barnett Newman's Stripe Paintings and Kabbalah: A Jewish Take,"
American Art 8, no. 2 (1994), p. 34.

166

Newman, "Interview with David Sylvester(1965),"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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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Interview with Emile de Antonio(1970)," pp. 3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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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캔버스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양 쪽 색면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다른 하나는 뉴먼 스스로는 자신의 띠를 “빛의 줄기(streaks of
light)”로 여겼다는 것이다. 168 자신의 띠를 “빛의 줄기”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캔버스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뉴먼의 언급은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
낸다. 캔버스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전체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뉴먼은 1965년 실베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전체성”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69 “전체성”은 몬드리안의 “부분 대 부분” 구조
에 반대항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대 후반 도날드 저드를
포함한 미니멀리즘 미술가들의 비평언어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1965년 이후
뉴먼이 스스로 몬드리안에 대해 대척점을 이루기 위해 차용한 “전체성”의 개
념은 동일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띠를 “빛의 줄기”라고 보았다는 언급으로 인
해 뉴먼의 작품 내적으로 대립구조를 이루게 된다.
“빛의 줄기”라는 띠의 역할은 다시 유대교적 해석과 관계를 맺는다. 헤스는
뉴먼의 작품을 게르숌 숄렘(Gershom Scholem)의 『유대교적 신비주의의 주
요 경향(Major Trends in Jewish Mysticism)』과 연관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랍비 이삭 루리아에 대한 논의와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70
헤스에 따르면, 신이 스스로를 창조자로서 드러내는 빛은 뉴먼의 띠와 일치하
며, <하나임 1>에서 제시되는 하나의 빛은 최초의 빛이자 최초의 인간이다. 헤
168

앞의 글,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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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은 몬드리안의 작품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부
분들이 관계를 맺는 기하학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의 회화는 처음붙터 영역을 전
체로서 선언한다. 이들은 구축된 것이 아니다. 몬드리안에게 있어서 전체(the
whole)는 부분들의 총합이다. 나에게 전체성(the wholeness)은 부분들이 없다.” 이
언급은 데이비드 실베스터와의 인터뷰가 BBC에 방송될 당시 뉴먼이 자신의 작품
과 몬드리안과의 관련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 덧붙인 부분이다. Newman,
"Interview with David Sylvester(1965),"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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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숄렘의 설명에 의하면, 랍비 루리아는 무(無)로부터 어떻게 세상이 창조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은 최초의 세계를 만들 때 스스로를 축소시
키고 세상에 하나의 빛을 내렸다. …이는 신이 창조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171 랍비 루리아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신이 세상에
내린 하나의 빛’은 뉴먼이 자신의 띠를 설명하는 ‘빛의 줄기’와 직접적으로 연
결된다. 뉴먼의 띠가 랍비 루리아가 말하는 빛의 줄기를 상징한다면, 뉴먼의
띠는 창세기에 세상에 비춘 최초의 빛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뉴먼의 띠를 ‘창조의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뉴먼의 작품이 제시하는
완전한 평면성과 전체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근거였다. 그러나 뉴먼의 띠는
자신의 언급에 의해 창세기의 빛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게 되었다. 창세기의 빛
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은 색면으로부터 띠를 분리하여 인식하게끔 하며, 나아
가 ‘평면으로부터의 명백한 분리’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대립적 방향으로 나아
갔다. 뉴먼이 자신의 띠가 평면을 나누지 않고,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합
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172 이에 비추어 볼 때, 뉴먼의 띠를 창세기에
세상을 가른 최초의 빛과 연관시키는 해석은 뉴먼이 주장한 평면을 “통합”하
는 띠의 역할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뉴먼은 자신의 작
품에 대한 인식을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의 속눈썹과 같은 세부를 보
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충격을 얻게 된다는 총체적인 반응”에 비유하며 캔
버스의 전체성을 주장하지만, 창조의 주제를 담고 있는 뉴먼의 캔버스는 ‘색면
으로부터 분리된 띠’라는 분리의 감각을 이끌어내게 된다. 173
“하나임(Onement)”은 “속죄(Atonement)”의 고어체(古語體)로,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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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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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Interview with Emile de Antonio(1970),"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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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 pp.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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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죄일(Yom Kippur, Day of Atonement)’과 관련된다. 174 이스라엘인이
종교의식, 예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기록한 성경의 레위기
(Leviticus)에 16장에 따르면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종교축제일이다. 175 <하나임 1>이 상징하
는 구약의 ‘속죄일’은 예수의 희생이 있기 이전 유대인들이 인간의 원죄를 씻
는 종교의식으로, 1958-66년에 제작된 <십자가의 길(Stations of the
Cross)> 연작이 상징하는 예수의 희생과도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의 희생 이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
겨져 둘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176 곧 찢겨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며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의미한다. 유대인의
‘속죄일’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결합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던 휘장을 둘로 찢는 예수의 희생은 결합과 분리라는 대립적인 감각을
모두 담고 있는 ‘뉴먼식 대립구조’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하나임 1>의 띠가 색면을 둘로 나누는 동시에 두 부분을 결합하
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속죄일과 예수의 희생이 지니는 이중적 감각과 관련 지
을 수 있다.
헤스는 “뉴먼의 최초의 움직임은 구분의 행위이고, 똑바로 내려오며, 이미
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분해 내듯, 분리하
는 행위이다”고 언급한다.177 자신의 띠를 “빛의 줄기”라고 설명한 뉴먼의 언
급으로 인해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은 창세기의 빛이라는 외부적 참조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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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레위기Leviticus 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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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Matthew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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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s, Barnett Newman,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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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 그 자체 둘 모두를 야기하게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뉴먼이 자
신의 작품에 적용하는 통합과 전체성은, 이후 뉴먼 스스로의 언급에 의해 그와
정반대의 개념과 양립하게 된다. 뉴먼이 「표의적 회화」에서 주장하듯, <하나
임 1>의 중앙의 띠가 빛에 대한 참조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
이 최초의 빛을 비추는 사건에 대한 표의문자의 기능을 한다면, 이 작품의 관
람자는 어둠이 빛에 의해 ‘구분’되는 순간의 감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뉴먼의
전체 작품을 포함하는 테마로 제기된 ‘창조’, ‘창세기’의 개념은 뉴먼 스스로의
언급에 의해 분리와 단절이라는 개념을 수반하게 되었다. 창조의 주제에서 나
타나는 분리의 감각은 다음 장에서 알아볼 스케일에 관한 논의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난다.

3. 통합적 감각과 내적 스케일

미술사학자 피에르 슈니데르(Pierre Schneider)와 뉴먼이 1969년에 나눈
좌우대칭에 관한 대화는 스케일 개념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슈니
데르는 뉴먼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며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는 몇몇
작품에 대해 나눈 대화를 기록하였다. 이 대화에서 뉴먼은 파올로 우첼로
(Paolo Uccello, 1397-1475)의 <산 로마노의 전투(The Battle of San
Romano)>(1455년경)(도 38)가 좌우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장-오
귀스트 앵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 1780-1867)의 <호메로
스의 신격화(The Apotheosis of Homer)>(1827)(도 39)와 파올로 베로네제
(Paolo Veronese, 1528-1588)의 <카나에서의 결혼 축제(Wedding Feas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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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1563)(도 40)는 대칭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178 좌우대칭 구도
로 이루어진 이 세 작품에 대한 뉴먼의 평가는 회화의 가치에 대한 뉴먼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을 보여준다. 뉴먼은 앵그르에 관하여 거울에 비친 것 같은 완
벽한 좌우대칭이 회화의 영역에서는 성공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
하나임 1>의 형태가 제시하는 유사-좌우대칭의 모호한 구조와 일관성을 보인
다(도 1).
뉴먼은 동일하게 좌우대칭적 구도로 이루어져있는 우첼로와 베로네제, 앵
그르의 작품들에 대해 각각을 구분하는 척도로 ‘스케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뉴먼은 우첼로의 작품이 모든 것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스케일의 감각이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며, 여기서 언급하는 스케일은 “크기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내용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79 앞서 확인하
였듯이, <하나임 1>에 대한 브아의 서술은 좌우대칭 그 자체와 이것의 측면성
에 집중되어 있다. 브아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의 기준인 수직선이 좌우대칭
을 제시하며, 이로부터 인간의 시각이 좌우로 확장된다는 원리가 <하나임 1>
이후 좌우로 길게 연장된 캔버스를 통해 나타난다고 서술하였다. 180 이처럼 브
아는 <하나임 1>의 좌우대칭을 뉴먼의 형식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지적하
였다. 그러나 슈니데르와 뉴먼의 대화는 작품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좌우대칭과 더불어 스케일의 개념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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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은 “이 작품(베로네제의 <카나에서의 결혼 축제>)은 너무 대칭적이어서, 이
대칭성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하였으며, 앵그르의 경우에는 “거울과 같은 대칭
이 어리석다. 그(앵그르)는 좌측에 있는 인물이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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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먼은 <카나에서의 결혼축제>가 “과도하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대칭
성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181 이러한 설명은 뉴먼이
<하나임 1>에서 얻은 좌우대칭의 개념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으며, 스케일
의 감각이 작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1969년에 스케일의 중요성을 역설한 뉴먼은 1년 뒤인 1970년 안토니오와
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스케일이다. 인간의 스케일이 중요한 것이며, 오
직 내용에 의해서 인간의 스케일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82 형식적인
개념인 스케일의 감각을 오직 내용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뉴먼의 언급
은 스케일에 대한 1960년대의 논의에 보다 깊이 다가선다.
스케일의 개념은 크게 외적 스케일과 내적 스케일로 나눌 수 있다. 외적 스
케일은 주로 조각의 스케일을 판단할 때 외부적인 관계와 관련 짓는 개념으로,
관람객이 자신의 신체와 대상의 크기를 비교하며 파악할 수 있는 비례적인 관
계, 혹은 대상의 크기와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예를 들면 미술관의 전시
공간의 크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내적 스케일은 구상회화의 경우
는 인물과 배경의 관계, 추상회화의 경우는 모듈(module)과 모듈의 관계와 같
은 캔버스 내의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 측정된다.183 뉴먼이 우첼로의 스케일의
감각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앵그르와 베로네제의 스케일의 감각을 비판한 것
은 인물과 배경이라는 내적 스케일에 의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베로
네제와 앵그르의 작품이 몇 배나 더 큰 캔버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과 비교하여 우첼로의 스케일을 높게 평가한 것은 스케일과 물질적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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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rough the Louvre with Barnett Newman," by Pierre Schneider(1969),"
pp.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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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Interview with Emile de Antonio (1970),"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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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Colpitt, Minimal Art : The Critical Perspectiv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3),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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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84
1960년대에 가장 진지하게 논의된 개념들 중 하나인 스케일과 관련하여 미
술사학자 주디스 웩슬러(Judith Wechsler)는 “1967년 열린 《60년대 미국의
조각(American Sculpture of the Sixties)》 전시에서 제시된 모든 이슈들은
스케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웩슬러는 규모의 거대함
(monumentality)과 거대한 스케일을 구분하며, 거대한 규모는 의인화된 형
태에 보다 적합하고, 스케일은 특정한 크기(dimension)를 통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추상작품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185 스케일이 물리적인 크기
에 의존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을 결정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람
객의 경험이다.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인 프란시스 콜핏(Frances Colpitt)은
“스케일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경험으로 간주하
지만, 스케일의 감각 역시 감각의 한 종류이며, 시각적인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86 1960년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의 운동감각적인 특
징 역시 스케일이 시각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스케일
은 관람객이 대상을 앞에 두고 자신의 신체와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시각적인 개념인 대상의 ‘크기’와 차이를 보인다.
관람객과 대상을 비교하는 상대적 감각인 스케일은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각인 크기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술가들 사이에서 스케일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던 시기인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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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네제의 <카나에서의 결혼축제>는 666 x 990 cm의 크기로 되어있으며, 앵그
르의 <호메로스의 신격화>는 캔버스의 크기가 386 x 512 cm에 달한다. 이에 반
해 뉴먼이 거대한 스케일이라고 평가한 파올로 우첼로의 <산 로마노의 전투>는
182 x 317 cm의 크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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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th Wechsler, "Why Scale?," Art News 66, no. 4 (Summer 1967),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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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pitt, Minimal Art : The Critical Perspective,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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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뉴먼도 당시의 흐름에 따라 스케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뉴
먼은 1965년 데이비드 실베스터와의 대화에서 처음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이후 뉴먼은 미술작품에서 스케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며
1960년대 미술계의 동향을 따르고 있다. 뉴먼은 관람객이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스케일이라는 외적 스케일과, 캔버스 내부에서 발생하
는 내적 스케일 모두를 강조하였다. 뉴먼은 실베스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캔버스를 마주한 관람객이 스스로의 스케일의 감각을 얻기를 원한다고 언급하
였다.187 이러한 언급에서 나타나듯 뉴먼은 외적인 스케일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내적인 스케일에 관한 관심도 드러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뉴먼은
1950년에 내적 스케일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뉴먼은 1966년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의 미술 비평가 앤드류 허드슨(Andrew Hudson)과의
인터뷰에서 “1950년에 제작했던 약 4cm정도로 좁은 캔버스가 자신의 커다란
캔버스만큼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188 이렇게 스케일에 대
한 관심이 대두되던 196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언급에서 스케일의 문제를 그
의 1950년대 작품들에 적용한 뉴먼의 태도는 자신의 과거의 작품을 현재 진행
되는 논의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 미술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제시하였던
거대한 스케일과 물질성에 대한 강조에서 영향을 받았다. 미니멀리즘 조각가
들과 생각을 공유하였던 캐나다의 미니멀리즘 미술가 로버트 머레이(Robert
187

Newman, "Interview with David Sylvester(1965),"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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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은 캔버스의 높이가 넓이의 10배 이상이 되는 작품을 1950년에만 4점 제작하
였다. 각 작품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무제 3, 1950(Untitled 3, 1950)>(도 41), <
무제 4, 1950(Untitled 4, 1950)>(도 42), <무제 5, 1950(Untitled 5, 1950)>(도 43), <자
연(The Wild)>(도 44). 보다 넓은 범위에서 <무제 1, 1950(Untitled 1, 1950)>(도 45),
<무제 2, 1950(Untitled 2, 1950)>(도 46)의 두 점까지도 좁은 캔버스 작품에 포함시
킬 수 있다. Newman, ""The Case for 'Exporting' Nation's Avant-Garde Art" : Interview
with Andrew Hudson(1966),"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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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Murray, 1936- )는 프란시스 콜핏과의 인터뷰에서 뉴먼, 로스코, 폴록
등의 거대한 회화가 지녔던 종류의 스케일을 자신의 작품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189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 미술가들은 뉴먼의 스케
일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였다. 1970년 도날드 저드가 1948년의 <하나임 1>,
1950년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에 대해 거대한 스케일을 지녔다고 평가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뉴먼의 회화는 1960년대 스케일에 대한 논의를
1940-50년대에 시도하였던 선구자로 인식되었다. 190
뉴먼에게 스케일은 “느껴지는 것”이며, “화가의 공간감에 의존하는 것으
로, 회화를 환경의 감각에서 분리 할수록 스케일을 얻는 데 성공한다.”191 회화
를 환경의 감각에서 분리한다는 언급은 캔버스와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한 채,
캔버스 내에서 스케일의 감각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급과
함께 좁은 형태의 캔버스에서 거대한 스케일을 실험하였다는 뉴먼의 주장은
스케일의 개념이 캔버스의 크기가 아닌 작품 내적인 비율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완전히 단색으로 처리된
캔버스를 제외하면, 특정 회화의 내적 스케일은 형상과 배경, 혹은 그리드
(grid)와 같은 단위들의 관계처럼 캔버스 내에서 제시된 개별적인 요소들 사이
에서 발생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192 다시 말해 뉴먼이 주장하는 거대한
스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내부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창조의 주제가 야기하는 ‘구분의 감각’은 캔버스
내의 개별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내
189

Colpitt, Minimal Art : The Critical Perspective,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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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d, "Barnett Newman," p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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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The Case for 'Exporting' Nation's Avant-Garde Art" : Interview with Andrew
Hudson(1966),"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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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pitt, Minimal Art : The Critical Perspective,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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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던 스케일의 감각 역시 ‘캔버스 내의 개별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창조성의 주제에서 기인한 구분의 감각은
스케일에 대한 뉴먼의 강조를 합리화시켜준다.
외적 스케일과 내적 스케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감각임에도 불구하
고 뉴먼의 작품에 적용되는 스케일은 이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
다. 실제로 1970년 <하나임 1>과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거대한 스케일
을 주장했던 도날드 저드의 평가는 내적 스케일과 외적 스케일을 구분하지 않
은 채 사용하고 있다. 캔버스 내의 ‘구분되는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인 실체들
을 이루고, 이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내적인 스케일이 결정된다는 논리는 뉴먼
이 내세우던 ‘전체성’의 개념과 충돌한다. 반면에 뉴먼의 작품에 외적 스케일
이 적용될 경우, 이는 뉴먼이 주장하는 ‘전체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외적 스케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람자의 신체와 대상을 비교하여 경험하는 것이 필
요하기 때문에, 작품 내부의 요소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
나 “환경의 감각에서 분리할 수록 스케일의 감각을 얻는데 성공한다”는 뉴먼
의 언급은 스케일의 개념들 중에서도 내적 스케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내적 스케일이 ‘인간과 배경’, 혹은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캔버스 내의 세부 요소들에 대한 독립적인 인식을 전
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캔버스 내부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몬드리안의 ‘부분 대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추상회화에서 모듈과 모
듈의 관계, 이들 사이의 균형 제시하는 몬드리안의 형식은 뉴먼이 자신의 회화
에 적용하는 내적 스케일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뉴먼은 “(<하나임 1>을 제작한 후 8개월간의 숙고기간 동안 생각했던 것들
에 대해 언급하며) 나는 나의 띠가 내 회화를 분할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오히
려 정확히 반대의 느낌을 갖는다. 이 띠는 형식을 절반이건, 다른 비율이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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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으며, 정확히 반대로, 작품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이것은 전체성
(totality)을 창조해 낸다”고 언급하였다.193 뉴먼이 제시하는 전체성의 개념과
내적 스케일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놓여있는 대립구조를 잘 드러낸다. II장
에서 언급하였듯이,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뉴먼의 작품에 주목
하며 그에게 새로운 비평용어를 제시하였다. 뉴먼은 미니멀리즘적 시각에서
얻은 ‘전체성’의 개념을 몬드리안의 ‘부분 대 부분’ 미학에 대립적 개념으로 사
용하였다. 뉴먼은 ‘전체성’과 ‘부분 대 부분’이라는 대립항을 구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분 대 부분’과 관계를 맺는 내적 스케일을 강조하며 앞에서 확인한
뉴먼식 대립구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사학자 어빙 샌들러(Irving Sandler)는 뉴먼의 추상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평면 안에
존재하는 띠는 이미지를 제시할지라도, 사물로 인식되지 않으며, 배경으로부
터 분리되지도 않고, 전진하거나 후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띠는 프레임
내에서 구조를 구축하지는 않지만, 연속적인 면들에 힘을 실어주고 스케일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언급을 통해 띠에 의한 캔버스의 분리가 아닌, 작품
전체를 한 눈에 인식하는 모더니즘적 감상 방식을 역설하였다. 194 도날드 저드
의 해석 역시 샌들러와 유사하다. 저드는 「바넷 뉴먼」에서 “뉴먼의 회화는 다
른 전체의 부분이 아니며, 그 자체로 완결된 전체성을 띤다”고 기술하였다. 195
1965년 실베스터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뉴먼이 강조하였던 전체성의 개념은
193

Newman, "Interview with Emile de Antonio (1970),"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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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내부의 구조에 대한 뉴먼의 태도는 그의 몬드리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명
확해진다. 몬드리안에서 나타나듯 수직선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이 형태를 구획하
고 분리하는 상대적인 이미지는 뉴먼의 회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이성
적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의 시작을 강조하는 기하학적 추상에 반대하
는 태도를 보였다. Irving Sandler, The Triumph of American Painting : A History of
Abstract Expressionism (New York: Harper & Row, 1970),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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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d, "Barnett Newman,"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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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의 작품을 해석하는 미술사학의 연구에 많은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체성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 작품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특
성은 캔버스 내의 각 영역들이 지니는 구조적 특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내
적 스케일과 대립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뉴먼은 단일한 캔버스 내에서 각 영역
이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전체성의 감각과, 이에 대립되는 내적 스케일
모두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순은 앞서 살펴본 뉴먼의 대립구
조라는 틀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뉴먼의 스케일에 대한 강조는 창조의
사건을 분리의 감각으로 보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며, 이는 몬드리안의 기하학
적 추상이 지니는 특징과 대조를 이루는 뉴먼의 ‘전체성’의 개념과 대립적으로
양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독창성과 반복성

뉴먼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그것이 ‘최초’의 작품임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최초의 인간이라는 작가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뉴먼은 자신의 작품의 최초,
창조의 문제를 자신의 회화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미론적 특징으로 여겼
다. 196
스스로 최초의 검은 회화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화는 작가
자신의 창조적 행위를 강조하는 뉴먼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66년 뉴
먼은 미술사학자 바바라 로즈(Barbara Rose)가 쓴 라인하르트에 대한 비평문
에 대해, “라인하르트를 언급하며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196

Bois, "On Two Paintings by Barnett Newman,"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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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비판하며, <아브라함>을 “최초이자, 당시까지도 역사적으로 유일한 검은
회화”라고 주장하였다. 197 그러나 뉴먼은 당시까지 제작되었던 검은 회화의 선
례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헤스에 따르면 1960년대
뉴먼이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 소장하고 있던 러시아의
구성주의 미술가 알렉산더 로드첸코(Alexander Mikhailovich Rodchenko,
1891-1956)의 1918년 작품 <비구상회화 80번(검은색 위의 검은색)(NonObjective Painting(Black on Black)>이 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전해 들었
을 때, 그 작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매우 당황하였다(도 47). 198 뉴먼은
카지미르 말레비치(Kizimir Malevich, 1878-1935)의 1915년 작품 <검은 사
각형(Black Square)>의 경우에도 역시 ‘흰 바탕 위의 검은 회화’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도 48). 자신의 작품을 최초의 검은 회화라고 주장하는 뉴먼의
태도에 대한 반례로 제시되었던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1910-1962), 로버트 마더웰, 클리
포드 스틸의 작품들에 대해, 뉴먼은 이들의 작품이 완벽한 검은 색이 아니거
나, 혹은 흰 바탕 위의 검은 회화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작품이 최초의 시도이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뉴먼은
새로운 미술가는 새로운 주제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식을 사용해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뉴먼 스스로도 작품의 형식적인 반복을 피하기 위해 작
품의 수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각각의 작품이 모두 형식적 독창성
을 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먼은 20세기 미술가들과 비교했
197

앞의 글, pp. 7-8.

198

뉴먼은 로드첸코의 검은 회화에 대해 들을 당시, 이 작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기존의 작품들이 실제로 ‘검은 회화’인지에 대해 뉴먼이 지니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로드첸코의 작품을 실제로 확인할 경우 이 작품을 ‘갈색’이라고 주장하며
<아브라함>이 최초의 검을 회화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Hess, Barnett
Newman,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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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매우 적은 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120점의 캔버스화를 제작하였
으며, 그가 다루었던 모든 매체들을 포함시키더라도 300점이 채 되지 않는
다. 199 작가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뉴먼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을 야기한다. 뉴먼 자신이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상징을 사용하
고 있다면, 띠와 색면으로 이루어진 극단적으로 단순한 형식이 그가 주장하듯
새로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평면에 직선을 배치하는 형태가 과연 뉴먼
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까?
예술가의 독창성과 스스로의 창조적 형식을 현대 예술가의 필요조건으로
여기는 완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뉴먼은 그의 형식이 지닌 근본적인 특성으
로 인해 작품의 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매우 좁다는 평가를 받았
다. 미술사학자이자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의 편집자였던 엘리
자베스 C. 베이커(Elizabeth C. Baker)는 뉴먼의 작품이 개별적 특성을 지니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작품들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
다고 서술하였다.200 또한 뉴먼은 그의 작품이 형식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
으므로, 다양성의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평가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미
술사학자 폴 크로우더는 뉴먼이 초월적인 숭고를 추구하는 데에 몰두한 결과
그가 색면과 띠로 이루어진 형식을 발전시켰지만, 이는 뉴먼이 이후 자신의 작
품을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크로우더는 초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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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알랭 브아는 뉴먼의 부인 아날레 뉴먼(Annalle Newman)과의 대화를 회상하
며, “그린버그가 뉴먼에게 더 많은 수의 작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했을 때, 아날레
는 바넷 뉴먼이 불필요한 과잉을 매우 싫어하며, 무엇보다도 스스가 반복되는 것
을 피하고자 했고, 각각의 회화는 그에게 마치 사람처럼,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Bois, "On Two Paintings by Barnett Newman,"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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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C. Baker, "Barnett Newman in a New Light," Artnews 67, no. 16 (Fabruary
196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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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숭고만이 회화에 있어서 진실된 주제이고, 이 주제가 특정한 형태의 형식
(색면과 띠로 이루어진 형식)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면, 뉴먼은 자신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임 1>의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이후의 작품들은 <하나임
1>의 파생작품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201 실제로 <하나임 1> 이후 뉴먼은
‘색면 위의 띠’라는 고정된 형식 내에서 변화를 주는 것 이외의 혁신적인 시도
를 하지 않았으며, 1948년 이후의 작품들은 <하나임 1>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창조의 테마 아래에서 제작된 <하나임 1>이라는 전환점은 이후 유사한 형
식의 반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뉴먼이 주장했던 작
가의 독창성과 창조성은 역설적으로 반복적인 조형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대립
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뉴먼은 그의 작품이 형식적으로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형식상의 유사함도 매우 많이 발견된다는 헤스의 의견에 대
해, “내 작품들은 서로 닮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과거에 제작한 작
품이 부담이 된다는 난점이 있다. …나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회화 속
으로 들어가 무언가 다른 것이 발생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며, 다른 작품에
서 성취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작품에서 시
도한다”고 대답하였다. 202 헤스와 뉴먼의 대화는 뉴먼 스스로 그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유사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반복을 극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9년 수평 띠 작품들을 전략적으로 제작하였다
는 사실은 뉴먼이 자신의 작품이 수직 띠라는 고정적인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단정
적 서술을 전복시키기 위해 《10년전》에 <수평의 빛>을 출품하였다는 사실 역
201

Crowther, "Barnett Newman and the Sublime,"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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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A Conversation: Barnett Newman and Thomas B. Hess(1966)," pp. 281-282.

85

시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임 1> 이후 작품들의 형식적 단순함은 개별적 작품
들의 독창성을 침해하기 쉽다. 뉴먼은 자신의 작품 각각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들이 반복성과 파생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였다. 독창성과 파생성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양립시키고자 하는 뉴먼의 노력은 1949년에 구체화된 ‘뉴먼식 대립구
조’와 결부된다.
클로드 세르누쉬는 뉴먼이 주장하는 창조성과 이에 수반하는 반복의 의미
를 모순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하이데거의 기원(beginning)에 대한 이론에
서 뉴먼이 한정된 형식적 스펙트럼 내에서 창조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고 있다. 203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역사적・정신적
존재의 기원을 새로운 기원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이것을 상기하고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204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원의 힘을 유지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반복하며, 더욱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를 상기하는
것”이다.205 하이데거의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뉴먼의 독창성과 반복성이라
는 대립적 개념을 모순적인 관계가 아닌,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는 세르누쉬의
해석은 뉴먼의 작품제작방식에서 나타나는 창조성과 반복성의 개념을 ‘뉴먼식
대립구조’에 편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뉴먼이 <하나임 1> 이후 자신의 형식적 스펙트럼이 매우 좁고, 이후의 작품
들을 <하나임 1>의 파생작품, 즉 동일한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메도 불구하고 고정된 형식을 지속하였던 것은 의
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방적인 반복을 통해 각각의 작품의 독창성, 창
203

Cernuschi, Barnett Newman and Heideggerian Philosophy, p. 35.

204

Martin Heidegger,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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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nuschi, Barnett Newman and Heideggerian Philosophy,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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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획득하려는 바넷 뉴먼의 모순적 시도는 연작에 대한 태도에서 명백하
게 드러난다. 연작을 제작하는 행위와 관련된 논의는 독창성과 반복성이라는
‘뉴먼식 대립구조’를 뉴먼이 구축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뉴먼은 총 두 차례의 연작을 제작하였다. 그 중 하나는 <십자가의 길> 연작
으로, 뉴먼은 14점의 동일한 크기의 작품을 약 8년(1958-66)에 걸쳐 제작하였
다(도 49). 다른 하나는 1966년부터 1970년 사이에 제작된 네 점의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Who I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연작이다
(도 10, 50, 51, 52). 독창성과 창조를 우선시 하는 뉴먼에게 ‘연작’을 그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태도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뉴먼은 미
술사학자 도로시 세클러(Dorothy Gees Seckler)와의 인터뷰에서, “주제는
회화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나의 주제는 반-일화적(anti-anecdotal)이다.
…모든 일화적인 회화는 근본적으로 삽화적인(episodic) 특징을 지니며, 이는
속편(sequel)을 필요로 한다. 회화가 전체성의 감각을 전달하지 못할 때 이러
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206 뉴먼의 이러한 주장은 연속적인 작품의
결여(缺如)됨을 지적하는 것으로, 연작이 본질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연속성
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뉴먼이 언급하는 연속성은 그 자체로 완
결될 수 없는 결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속적인 작품들은
개별적인 작품들이 같은 연작에 포함된 다른 작품들에 의존해야지만 의미를
완결 지을 수 있다는 반복적 특징을 담고 있다.
창조성을 예술가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뉴먼에게 반복성은 배제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작을 제작하였다. 예술가의 작품과 그의 언
급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연작과 관련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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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의 태도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뉴먼에게 연작을 제작하는 행위 그
자체는 창조성과 반복성이라는 대립적 가치에 대한 ‘뉴먼식 대립구조’를 형성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뉴먼은 <십자가의 길> 연작에 대해 “각각의 작품들
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동시에 특정한 주제로 모이는 14점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지에 관한 스스로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언급하며 연작이 독창
성, 반복성과 관련되는 것임을 주지하였다. 207 이러한 언급은 연작을 통해 ‘뉴
먼식 대립구조’를 의도적으로 시도하였음을 보여준다.
뉴먼은 <하나임 1> 이후 작품들의 형식이 반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확립한 형식을 유지하였다. 연작을 제
작하는 행위 자는 뉴먼의 전체 작품들이 보여주는 독창성과 반복성의 ‘뉴먼식
대립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먼은 이처럼 연작의
본질적 결여를 지적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길>,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
는가>의 연작을 제작하였다. 단순한 형식과 연작의 문제에서 나타나듯, 뉴먼
은 그의 작품에 적용될 수 있는 반복성, 파생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
기 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뉴먼의
태도는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론’을 역설하는 과정에
서 ‘상호투쟁’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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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하나임 1>이라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해석은 그의 작품을 ‘수직
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형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9년에 제작된 뉴먼의 수평 띠 형식 네 작품은 그의 전체 작품 군이 보여주
는 경향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식되며 주된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뉴먼
의 작품 해석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는 ‘창조’와 ‘숭고’의 개념은 뉴먼의
언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념이 개별적으
로 반영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본고는 ‘뉴먼식 대립구조’라는 정치적인
해석틀을 사용하여 뉴먼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해석하는 동시에 1949년의 수
평 띠 작품을 ‘주요 작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였다.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자신의 작품이 정형화되는 것
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던 뉴먼은 미술사적 해석이 제시하는 카탈로그 식의 ‘전
형적 분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평 띠 형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에 대
한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였다. 숭고와 분리되어 적용되던 창조의 테마는 뉴먼
작품 형식의 본질적 특징과 대립적인 관계를 보이며, ‘창조의 테마’만을 그의
주요한 주제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
을 뉴먼 작품의 발전단계에서 주요한 거점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작품
에 대한 선언들이 제시하는 대립적 구조를 새로운 테마로 제시하며 창조와 숭
고의 개념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뉴먼은 기존의 그리스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미술에 비판을 가하였
다. 그는 그리스 미술이 이집트 미술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만을 따
랐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 미술에서 확립된 아름다움, 미학은 장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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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뉴먼은 이러한 그리스 미술의 전통이 유럽 미술의 기
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뉴먼은 유럽의 미술과 새로운 미국의 미술을 대
립적 구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몬드리안과 자신의 미술을 통해 대립구조를
형성하였다. 유럽의 기하학적 추상을 상징하는 미술가 몬드리안은 뉴먼이 적
극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이었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에 대한 비판은 그의 작품
이 내용 없는 장식성만을 지니며, 세상을 기하학적 요소로만 바라보려는 순수
주의적 미술의 독단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 있었다.
새로운 미국의 미술가로서 뉴먼은 그리스적 미학에 젖어있는 유럽 미술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의 미학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뉴먼이 제시한 숭고는 그의 작품의 주제
가 되었다. “창조의 주제는 혼돈이다”라는 뉴먼의 언급은 숭고의 주제가 새로
운 미술의 내용적 요소가 된다는 그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8 뉴먼
의 개념적 틀 안에서, 그리스적 아름다움의 조화와 구성은 알 수 없는, 혼돈의
감각을 지니는 숭고와 대립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리스 미학에 대립되는 의미
로서의 숭고는 그 자체로서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 ‘혼돈을 통한 부정
적 표현’이라는 방식에서 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먼은 1949년 이후의 작품들에서 그리스의 미술분석에 적용된 ‘황금비
율’을 사용하며, 그가 거부하던 그리스적 전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
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에 대한 접근은 ‘유럽의 조화’와 ‘미국의 혼
돈’이라는 양 극단 사이의 ‘뉴먼식 대립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
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발로서 기하학적 형식과 숭고의 주제
를 결합하려 한 시도는 뉴먼이 양립하는 개념들 사이에 위치하려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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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여준다.
뉴먼의 작품에 대해 가장 중심적인 해석적 틀을 제공하는 ‘창조’의 문제는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작가 자신의 창조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주제로서의 창조는 뉴먼의 유대적 전통과 결합되어 뉴먼이 주장하는
‘전체성’과 대립되는 ‘분리의 감각’을 지니게 되었다. 뉴먼이 강조하던 스케일
의 개념은 창조의 주제에 의해 더욱 강화되며, 이로 인해 뉴먼의 위치는 전체
성과 분리성이라는 대립적 개념들 사이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1949년의 수평 띠 형식은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뉴먼에 대한 당시의
정형화된 비평에 대한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뉴먼은 당시의 미술비평, 미술
사를 자신의 작품을 제한하는 하나의 체제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크로포트킨
적 시각에서 파기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
이 미술비평, 미술사가 제공하는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 왔다.
뉴먼과 동시대에 활동한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근거를 정치적인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뉴먼은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적 색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의 미술계에서 벗어나
려는 시도가 ‘뉴먼식 대립구조’를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뉴먼은 1955년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열린 《10년전》에 <수평의 빛> 한
작품만을 출품하며,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정형화에 대한 반대항을 구축
하였다. 수직적 형식에 대립적인 수평적 형식을 제시하며 양 극단의 대립을 형
성한 뉴먼은 이후 수평적 캔버스와 수직 띠의 공존이라는 대립적 개념의 포괄
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신의 작품을 한 줄로 해석하는 미술비평은 1955
년 전시된 <수평의 빛>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 수직선을 근거로 한 뉴
먼에 대한 해석은 수평 띠 작품들로 인해 '완전하지 않은 해석'이 되었으며, 이
는 미술계라는 체제에 대한 뉴먼의 공격이었다. 이러한 태도가 가장 잘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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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단서로서 제공되는
제목에 ‘숭고’를 사용하는 동시에 황금비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뉴먼의 간극’이라는 위치설정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뉴먼의 작품을 모더니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린버그 중심의 미술계는
1949년 수평으로 확장된 캔버스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
후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미술가들은 뉴먼의 작품에서 미니멀리즘의 근원을 발
견하였으며, 이는 그린버그 계열의 모더니즘 비평에서 벗어난 해석이었다. 뉴
먼은 자신의 작품에 적용된 미니멀리즘 미술계의 비평언어를 받아들여 1960
년대적 의미에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성, 스케일이라는 1960년대의 현대적 비평언어는 뉴먼의 작품을 모더니즘적
비평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하며, 다양한 대립적 개념들을 양립하게 하였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비평을 공간에 대한 논의라고 본 뉴먼은 자신의 작품에
시간의 개념을 포함시키며 지속적으로 대립항을 제시하였다. 시간 개념의 중
요성을 역설한 1949년의 글을 적을 당시에 제작된 네 점의 수평 띠 작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평의 빛>은 뉴먼의 작품에 시간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한 작
품으로 평가받는다. 1949년의 수평적 실험 이후 작품인 1950-51년의 <영웅
적이고 숭고한 인간>은 뉴먼이 제작한 최초의 대형 캔버스이다. 뉴먼은 '숭
고'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이 작품을 통해 관람자의 경험이라는 미니
멀리즘적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이
라는 대립적 관계에서 양 측 모두에 위치한 뉴먼의 시도는 <하나임 1> 중심의
수직적 형식과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이라는 수평적 확장에 의해 이루어
진다. 1949년의 수평 띠 작품들은 이 두 작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
다.
더불어 작가로서의 창조성과 독창성은 뉴먼 스스로가 선택한 회화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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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갇히는 결과를 낳으며 독창성과 반복이라는 대립적 개념의 공존을 야기
하였다. 뉴먼의 새로운 미술에 있어서 독창성의 문제는 그리스 전통의 유럽 미
술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도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숭고의 주제가 <하
나임 1>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형식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은 그로 하여금 띠의
개수, 넓이, 색채의 변화, 캔버스의 형태와 크기의 변화라는 좁은 형식적 스펙
트럼 내에 갇히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뉴먼이 본질적으로 반복
적 성격을 지니는 ‘캔버스 위의 띠’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별
적 작품들의 유일성과 독창성을 주장하였다는 점은 ‘반복적인 형식과 독창
성’이라는 대립적 개념 사이에 위치하려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크로포트킨
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뉴먼이 제시하는 대립적 개념은 그의 작품을 수용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며 1960년대 뉴먼의 작품에 대해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라
는 비평들로 이어졌다. 추상표현주의 진영에 속한 채로 미니멀리즘적 해석 틀
이 적용되는 뉴먼의 미술사적 의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지도 모른다.
1940년대에 뉴먼을 비롯한 예술가들은 “자신을 붕괴시키는 것”에 관한 대
화를 나누었다. 뉴먼은 “체제화된, 구축된 기관이 자신을 좌절시킨다”고 대답
하였다고 서술하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209 이처럼, 자신의 작품을 하나의 문장
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뉴먼에게, 그가 반대하는 모든 체제와 체계화된 이론
으로 간주되었다. 뉴먼의 작품은 모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다는 무정부주의
적 사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의 형식적, 주제적 측면 모두에 일
관적으로 적용된다. 뉴먼의 작품을 ‘뉴먼식 대립구조’에 위치시키려는 본 논문
의 취지는 그 자체로 ‘한 문장으로 해석’으로써 뉴먼이 거부하려 했던 바를 따
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립적 개념 사이의 간극’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
209

Newman, ""The True Revolution Is Anarchist!": Foreword to Memoirs of a
Revolutionist by Peter Kropotkin(1968)," p. 51.

93

시하며, 뉴먼에 대한 주된 논의에서 이탈하였던 1949년의 수평 띠 작품을 주
류의 반열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뉴먼의 작품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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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바넷 뉴먼의 작품은 작업명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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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수평의 빛>, 1949, 캔버스에 유채, 77.5 x 184.2 cm, 뉴욕 토마스 질스
콜렉션(Mr. and Mrs. Thomas Sills Collection)
도 6. <최초 전일>, 1951, 캔버스에 유채, 335.2 x 127 cm, 바젤 미술관
(Öffentliche Kunstsammlung Ba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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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권좌>, 1951, 캔버스에 유채와 마그나 페인트, 243.8 x 544 cm, 암스
테르담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
도 10.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III>, 1967-68, 캔버스에 유채, 243.8
x 543.6 cm,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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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안나의 빛>, 1968, 캔버스에 아크릴, 274.3 x 609.6 cm, 치바현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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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은하계>, 1949, 캔버스에 유채, 61 x 50.8 cm, 시카고, 린과 앨런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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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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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386 x 512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도 40. 파올로 베로네제, <카나에서의 결혼축제>, 1563, 캔버스에 유채,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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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티튜트(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도 42. <무제 4,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188 x 15.2 cm, 뉴욕 I. M.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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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 <무제 5,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195.6 x 8.9 cm, 뉴욕 I. M. 페
이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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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Mos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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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II>, 1967, 캔버스에 아크릴, 304.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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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하나임 1(Onement 1)>,
1948, 캔버스에 유채, 보호테이프
위에 유채, 69.2 x 41.3 cm,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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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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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워싱턴 내셔널갤러리 (National
Gallery, Washington)

105

도 4. <아르고스(Argos)>, 1949, 캔버스에 유채, 83.8 x 181.6 cm, 바넷 뉴
먼 파운데이션(The Barnett and Annalee Newman Foundation)

도 5. <수평의 빛(Horizon Light)>, 1949, 캔버스에 유채, 77.5 x 184.2
cm, 뉴욕 토마스 질스콜렉션(Mr. and Mrs. Thomas Sill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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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최초 전일(Day Before One)>,
1951, 캔버스에 유채, 335.2 x 127
cm, 바젤 미술관(Öffentliche
Kunstsammlung Basel)

도 7. <묶인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Bound)>, 1952,
캔버스에 유채, 337 x 129.5
cm, 에센 폴크방 미술관
(Museum Folkwang Essen),
독일

도 8.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Vir Heroicus Sublimis)>, 1950,
1951, 캔버스에 유채, 242.3 x 541.7 cm, 뉴욕 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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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권좌(Cathedra)>, 1951, 캔버스
에 유채와 마그나 페인트, 243.8 x
544 cm,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Stedelijk Museum Amsterdam)

도 10.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III(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III)>, 1967-68, 캔버스에
유채, 243.8 x 543.6 cm,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도 11. <안나의 빛(Anna’s Light)>, 1968, 캔버스에 아크릴, 274.3 x 609.6 cm,
치바현 가와무라 기념미술관(Kawamura Memorial Museum of Art, Chiba
Prefecture)

도 12. <유리엘(Uriel)>, 1955, 캔버스에 유채, 243.8 x 548.6 cm, 베를린 라인하
르트 오나쉬 콜렉션(Reinhard Onnasch Collectio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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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최초의 날(Day One)>,
1951, 1952, 캔버스에 유채,
335.3 x 127.6 cm,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도 14. 1950년 베티 파슨스 갤러리(Betty
Parsons Gallery)에서 열린 바넷 뉴
먼의 두 번째 개인전의 전시장면. 좌
측에 <수평의 빛>이 세로로 전시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약속>이 전시되어
있다.

도 15. <시초(The Beginning)>, 1946,
캔버스에 유채, 101.6 x 75.6 cm, 시카
고 아트인스티튜트(The Art Institute,
Chicago)

도 16. <명령(The Command)>, 1946,
캔버스에 유채, 121.9 x 91.4 cm, 바젤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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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베티 파슨스 갤러리의 10주년 전
시 《10년전(Ten Years)》의 전시 전
경.
도 18. <여기 1(Here 1)>, 1950, 강화
플라스틱, 나무. 243.8 x 71.8 x
67.3 cm, 휴스턴 메닐 콜렉션
(Menil Collection, Houston)

도 19. <하나임 1>의 세부

도 20. <권좌>를 관람하고 있는 바넷 뉴
먼(우측)과 여성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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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유클리드의 심연(Euclidian
Abyss)>, 1946-47, 종이판에 유채,
크레용, 70.5 x 55.3 cm, 개인소장,

도 22. <유클리드의 죽음(Death of
Euclid)>, 1947, 캔버스에 유채, 40.6
x 50.8 cm, 로스앤젤레스 프레데릭 와
이스먼 미술재단(Frederick R.
Weisman Art Foundation, Los
Angeles)

도 23.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황
금비율을 계산한 에드워드 프라이
(Edward F. Fry)의 1978년 펜실베
니아 대학 강의자료

도 24.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황
금비율을 계산한 에드워드 프라이
(Edward F. Fry)의 1978년 펜실베
니아 대학 강의자료

111

도 25. <존재 1(Be 1)>, 1949, 캔버
스에 유채, 236.5 x 190.8 cm,
휴스턴 메닐 콜렉션(Menil
Collection, Houston)

도 26. <순간(Moment)>, 1946,
캔버스에 유채, 76.2 x 40.6
cm, 테이트(Tate), 런던

도 27. <아브라함(Abraham)> 1949, 캔
버스에 유채와 마그나 페인트, 210.2
x 87.7 cm, 뉴욕 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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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둘에 의해(By Twos)> 1949,
캔버스에 유채, 167.6 x 40.6 cm,
뉴욕 글렌 코브 레오나드 파인슈
타인 콜렉션(Mr. and Mrs.
Leonard Feinstein, Glen Cove,
New York)

도 29. <무제 1, 1949(Untitled 1,
1949)>, 1949, 캔버스에 유채, 76.2
x 98.7 cm, 로스앤젤레스 마이클,
쥬디 오비츠 콜렉션(Michael and
Judy Ovitz Collection, Los
Angeles)

도 30. <이름 1(Name 1)>, 1949,
캔버스에 유채와 마그나 페인
트, 121.9 x 152.4 cm, 스위
스 다로스 콜렉션(Daros
Collection, Switzerland)

도 32. <약속(The Promise)>,
1949, 캔버스에 유채, 130.8 x
173 cm, 뉴욕 휘트니 미국미술
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도 31. 황금비율을 이루는 직사각형
의 “연속적인 유사성” 도해

도 33. <언약(Covenant)>, 1949, 캔버스에
유채, 121.3 x 151.5 cm, 워싱턴 D.C. 스
미소니안 연구소 조각정원 허쉬본 콜렉션
(Collection Hirshb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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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은하계(Galaxy)>, 1949, 캔
버스에 유채, 61 x 50.8 cm, 시카
고, 린과 앨런 터너 콜렉션
(Collection Lynn and Allen M.
Turner, Chicago)

도 35.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 도해

도 36. 제이 햄비지의 황금비율 설명을 위한 도해, Jay Hambidge, The Elements
of Dynamic Symmetry, New York:Dover Publications, 1967, 32p

도 37. 니나 린,『라이프』에 실린
<성마른 사람들>, 1951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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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파올로 우첼로, <산 로마노의 전투(Battle of San Romano)>, 1455, 나무 패
널, 182 x 317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Paris)

도 39.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호메로스의 신격화(Apotheosis
of Homer)>, 1827, 캔버스에 유
채, 386 x 512 cm, 파리 루브르 박
물관

도 40. 파올로 베로네제, <카나에서의 결
혼축제(Wedding Feast at Cana)>,
1563, 캔버스에 유채, 666 x 990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도 41. <무제 3, 1950(Untitled 3,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142.3 x 7.6 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도 42. <무제 4, 1950(Untitled 4,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188 x 15.2 cm, 뉴욕 I. M. 페이
콜렉션(Collection Mr. and Mrs.
I. M. Pei,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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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 <무제 5, 1950(Untitled 5,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195.6 x 8.9 cm,
뉴욕 I. M. 페이 콜렉션

도 45. <무제 1, 1950(Untitled 1,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91.4
x 15.2 cm, 미네아폴리스 쥬디, 케네
스 데이튼 콜렉션(Collection Judy
and Kenneth Dayton,
Minneapolis)

도 47. 알렉산더 로드첸코(Alexander
Mikhailovich Rodchenko), <비구상
회화 no. 80(검은 색 위의 검은 색)
(Non-Objective Painting, no.
80(Black on Black))>, 1918, 캔버스
에 유채, 81.9 x 79.4 cm, 뉴욕현대미
술관

도 44. <자연(The Wild)>, 1950,
캔버스에 유채, 242.3 x 4.1
cm, 뉴욕 현대미술관

도
46.
<무제
2,
1950(Untitled 2, 1950)>,
1950, 캔버스에 유채,
121.9 x 13 cm, 휴스턴 메
닐 콜렉션

도 48.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검은 사각형(Black
Square)>, 1915, 캔버스에 유채,
106.2 × 106.5cm, 트레티야코프 시
립미술관, 모스크바(The State
Tretyakov Museum, Mos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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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십자가의 길> 연작, 1958-66, 노
출 캔버스에 유채와 마그나 페인트,
아크릴, 198.1 x 15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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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
는가 I(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I)>, 1966, 캔버
스에 유채, 190.5 x 121.9 cm, 로
스앤젤레스 데이비그 게펜 콜렉션
(Collection David Geffen, Los
Angeles)

도 51.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
가 II(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II)>, 1967, 캔버
스에 아크릴, 304.8 x 259.1 cm,
슈투트가르트
시립미술관
(Staatgalerie Stuttgart,
Germany)

도 52. <누가 적, 황, 청을 두려워하는가 IV(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IV)>, 1969-70, 캔버스에 아크릴, 274.3 x 604.5 cm, 베를린 시립미술관
(Staatliche Museen zu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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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nett Newman’s Contradiction

Junsoo Park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na Kim

Since he painted <Onement 1>, the inaugural work of his later
form, Barnett Newman, one of the major Abstract-Expressionists in
1950s, continued to develop his so-called ‘zip on color-field’ form,
throughout his whole artistic life. In the next year, 1949, Newman
painted 4 canvases with horizontal zips, <Untitled 2, 1949>,
<Dionysius>, <Argos>, <Horizon Light>, which were formally
exceptional in his artistic convention. The first large-sized painting
in Newman’s oeuvre was <Vir Heroicus Sublimis> of 1950-51 with
vertical zips on horizontal canvas, which came from the shape of
canvas of <Argos> and <Horizon Light>.
‘Newmanian Contradiction’, constructed from Newman’s works of
art in 1948-51 with his artistic perspective, is a paradoxical structure
which makes compatibility between contradictory concepts that are
originally incompatible. A theoretical basis of Newm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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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diction can be found in the logical development of ‘mutual
aid’, suggested by Russian anarchist theoretician, Pyotr Alexeyevich
Kropotkin. Kropotkin suggested mutual aid as a opposite principle
against the struggle for existence which had been a predominant
theory in human society. However, in order to prevent mutual aid
from becoming another establishment, he admitted co-existence of
struggle for existence as a basic principle. Newman who was also a n
anarchist following the political stance of Kropotkin, applied
anarchism to his artistic perspective.
Newman intentionally painted several canvases with horizontal zips
to avert frequently given explanations, ‘vertical-line painter.’
Moreover, with his condemnation of modernist criticism on Abstract
Expressionism as a discussion merely on artistic space, Newman
insisted that he considered his artworks as an ‘art of time.’
Newman criticized that European art solely had searched for
beauty under the aesthetic of Greek tradition, and suggested the
American art have got potency to be a new art, because American
culture is free from Greek convention. Constructing the opposition
between arts of Europe and America, he denounced geometry under
the Greek tradition. However, self-contradictorily, Newman used
elaborate geometrical elements in his paintings. His use of Golden
Section, a sort of geometry, after 1949, exposed an immediate
attribution to ‘Dynamic Symmetry’ of design theoretician, Jay
Hambidge, In addition, zip, symmetrically bisecting the canva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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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ent 1>, is perceived as a painterly line which cannot form
geometrical symmetry. This artistic form can be described as a
‘pseudo-symmetry’ which makes one look upon what is not a
symmetry as symmetry. This coexistence of contrary quality can be
categorized in Newmanian Contradiction.
Both sublime and creation are the central subjects encompassing
Newman’s entire oeuvre. Especially sublime is the opposite side of
beauty of European art. Newman chose this philosophical idea,
because he thought sublime painting has an inner contradiction in a
sense that a boundless concept is contained in a limited canvas, and
that sublime is to understand the unknowable.
Newman applied the newly acquired artistic terms, wholeness and
scale by the appearance of Minimalism. Therefore, both creation
which has dividing quality between light and darkness by Old
Testament, and inner scale which is based on separate perception of
each constituent of canvas, make contradictory structure against
wholeness, the very quality Newman applied to the paintings of
himself simultaneously.
Though Newman was aware of the criticism that he had never
given each canvas formal variety, he kept insisting that every
painting should be formally original. Despite of his insistence and
criticism on himself, Newman consistently adhered to the very
format, ‘zips on color field.’ Although Newman criticized serial
painting as fundamentally deficient because serial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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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ally relies on each other, he painted several series
paintings. This paradox of series shows Newmanian Contradiction
concerning origin and repetition simply.
Through his experimental period of 1948-1951, Newman
constructed the artistic point of view, named ‘Newmanian
Contradiction.’ This structure developed along the way of getting
synchronical meaning with the advent of Minimalism in 1960s.
Newmanian Contradiction originated in anarchism of Kropotkin in a
sense that he considered history of art and art criticism as a kind of
establishment. By using Newmanian Contradiction as explanatory
model, horizontal zip painting can be included in the main works of
art of Newman. Furthermore, there is significance in that sublime
and creation, the subjects which have been applied separately, can
be written according to a single context.

Keyword : Barnett Newman, Newmanian Contradiction, Scale,
Sublime, Geometry, Kropotk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