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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에게 미술은 분명하고 뚜렷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   ‘
고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어떠한 ’ . 

생각이나 그것의 결과가 명징한 규정으로 한자리에 고정되는 것을 피하

고자 한다. 

나의 작업은 층   ‘ (layer) 이라는 단위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된다 하지’ . 

만 본 논문에서는 여기서 한 층 더 아래로 내려가 우선 그러한 인식의 

밑에 놓인 것을 살피고 그 기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 을 제, ‘ ’
시한다 시간에는 단위가 부여되며 그러한 각 단위들에는 이름이 붙여. , 

진다 시간이라는 하루의 단위로 분할점을 만듦으로써 어제와 오늘의 . 24

경계가 생기고 작년과 올해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시간은 단위로 이루어. 

져있는 것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이와 같은 단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위화된 시간의 구조와는 달리 그에 . 

기반한 실질적인 체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다 방대한 시. 

간을 한 사람의 시간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삶으로 기간을 한정해보았을 , 

때 시간의 하루라는 각각의 단위에는 잠으로 인한 구멍이 생기기도 24

하고 기억이 옅어짐에 따라 그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그렇게 한 사람. 

의 시간이라는 전체의 시작과 끝 사이는 일정한 단위의 반복으로 채워지

면서도 계속해서 단절되고 계속해서 재구조화된다 따라서 여기서 전체. 

를 이루는 개별적인 단위들은 한 자리에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다 본 . 

논문에서 유동 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정 에 대항하는 단‘ ’ ‘ ’
어로 등장하게 된다 고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 

나 이동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이에 잉크가 스며들어 고착되. 

는 판화 매체에서 이미지의 물리적인 이동(mobility)은 불가능한 것이기

에 나는 그 대신 판화를 통해 유동적인 상태, (fluidity)를 꾀한다 판화에서. 

는 회화처럼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바로 그리는 직접적이고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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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머릿속의 이미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는 판 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 ’ . 

판화의 층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판으로서 존재한다 기존의 판화 그 중, . , 

에서도 다색판화에서는 이렇게 분할된 층들이 가지런히 꼭 맞음으로써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여러 층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는 점에서. , 

혹은 이미지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판화 또한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층의 위치를 바꾸어 . 

그것들이 서로 어긋나게 한다 마치 레고 조각을 쌓는 방식에 따라 최종 . 

구조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종이마다 층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그러한 일련의 층 중 하나를 분리. 

해내 새로운 작업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는 여러 개의 층을 개별적이. 

고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각 층들을 전체의 부분으로 .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중 하나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파생된 작품과 그 시작. 

점이 된 작품 간에는 분리해내는 추출 의 요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유‘ ’
되는 부분 즉 연결점이 생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연결, . 

은 파생의 성격을 띠기에 그렇게 갈려 나와 생긴 작품은 이전 작품과‘ ’ 
의 선형적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나는 한 이미지 내에서의 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층을 쌓아올린 종   

이 또한 마치 층을 다루듯 사용하기도 한다 종이 안에서 여러 층들의 . 

위치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설치과정에서 각 장의 위치 또

한 달라진다 그리하여 종이 안의 이미지도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자. , 

리 잡는 종이도 유동적인 것 하나의 명확한 결과이기보다는 일종의 경, 

우의 수로서 존재하게 된다 전체를 이루는 개별적인 단위들은 고정되어 .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그렇게 한자, 

리에 고정됨을 피해간다. 

주요어 유동성 비선형적 흐름 층 단위 쪼개고 쌓아올리기: , , , , , 

학  번 : 2019- 2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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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미술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어서 여러 얼굴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여러 얼굴 중 바라보는 면은 다를 것이다 . 

내가 바라보는 미술은 어디까지나 모호한 것 언어이면서도 문자를 사용, 

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동. 

시에 작업이라는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

하는 것에 자꾸만 답하려는 모순적인 시도이다 분명한 귀결점 혹은 명. 

징한 답이 없이 남겨진 공란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대입될 수 있기에, 

나에게 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쉽사리 단정 짓지 않으려 하는 행위가 

된다. 

본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생각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   

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분명 대학원에 진학한 시점부. 

터 나는 어떤 연속성에 집착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 대신 거. 

의 모든 작품을 여러 장의 형태로 혹은 그런 여러 장의 연속성(serial)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series) 형태로 귀결시키곤 한다 여기서 연속성이라 . 

는 것은 일련의 것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하나. 

가 아닌 여러 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의 여러 개는 단순. 

히 수적인 문제 즉 단수, (singular)에 대항하는 복수(multiple)의 맥락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더해져야 하는 ‘ ’
것이다 전체가 계속되는 시리즈로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의 시작은 . 

거의 대부분 이전 작품의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나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여러 장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 ’ 
어 있느냐가 단정 짓지 않으려 하는 행위에 더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어떻게를 살펴보기 위해 작품을 만든 방식과    

과정에 집중하려한다 그럼으로써 나의 작품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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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어지는 방식과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에 집중할 것이다 물론 미. 

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여러 겹 중에서 특정한 부분에 방점을 찍으려 하는 이유는 그

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의 구조와 나의 관점 사이에 공유되는 

맥락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구조는 단순히 형식. 

적인 특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종의 태도 즉 나의 관, 

점을 따르는 시각적인 귀결이 된다. 

따라서 장에서는 우선 그러한 관점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   , Ⅱ

는 방식과 생각의 기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저로는 시간의 . ‘
흐름 이 제시될 것이다 시간에 요일이나 날짜를 부여하는 방식에 근거’ . 

하여 나는 시간이 단위로 이루어져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의 . 

흐름은 그러한 단위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무엇이 되는데 나는 이와 , 

같은 인식이 내가 판화라는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 흘러들어가 작품의 구

조와 형식으로 새어나온다고 여기고 있다.

나는 작품을 통해 서사적인 이야기나 분명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경우의 수와 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 자체를 시각화

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정 짓. 

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며 유동적인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내 ‘ ’ . 

작품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내에서 판화의 

층‘ (layer) 이라는 단위를 활용함으로써 가능케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 . 

서술은 장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Ⅲ

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유동적인 상태 혹은 유동적인 흐름이라는 목적   

을 중심에 두고 그것의 위아래를 살펴보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다 목적. 

의 아래에 놓인 기저와 이를 바탕으로 발현된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단, ‘
정 짓지 않으려하는 행위 유동적 흐름 시리즈의 형태로 귀결되는 작’, ‘ ’, ‘
품 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장은 전체를 이루는 개별’ . Ⅱ

적인 단위와 그렇게 전체를 단위로 나누어보는 시각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후 이르게 되는 장에서는 앞선 서술을 바탕으로 대학원 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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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간(2019~2020)에 제작된 작품들에서 유동성 을 위해 사용된 단위에 ‘ ’
대해 그리고 그것들이 시리즈 내에서 활용된 방법에 대해 분석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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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는 것에 대한 의문. Ⅱ

선형적 구조 안의 단절1.  

시간에 관한 표현 중에는 흐른다 라는 동사가 있다 이 흐름은 어떠   ‘ ’ . 

한 움직임 여기에서 저기로의 이동이 전제되어있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 . 

시간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것일까 이론 물리학을 바탕으로 시간의 ? 

본직에 대한 서술을 시도한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 

1956~)는 시간을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알갱이로 나뉜 것이라 생“
각하면 된다.1) 고 설명한다 초와 초 사이에 그 어떤 정밀한 시계로도 ” .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계로 . 

측정된 시간은 오직 몇몇의 분리된 특정한 값만을 취할 수 있기에 간격

은 연속적이라 생각할 수 없다.2) 결국 로벨리에 따르면 시간은 사실 끊 

이지 않고 흐르는 선 이 아니라 흩어진 점 인 셈이다‘ ’ ‘ ’ .3)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끊기고 흩어져있다면 이를 흐른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쩌면 ‘ ’
기이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흐른다고 표현하는데에는 어떠한 믿음이    

반영되어있는 것일까 우선 시간은 시간마다 분할된다 그렇게 일정한 ? 24 . 

간격으로 나뉜 후에는 요일이나 월 년도와 같은 이름이 붙여지고 그것, 

들이 분할의 기준이 된다 즉 일종의 단위가 된다 시간 속에서 그 단위. , . 

들은 일정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예를 들어 하루는 언제나 한 , . 

시간도 시간도 아닌 시간이며 월요일의 다음날은 언제나 금요일이 , 12 24

1) 카를로 로벨리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중원 역 서울 쌤앤파커스 , , ( : , 『 』

2019), 90.

2) 로벨리는 시간을 캥거루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시간은 균일하게  .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껑충 뛰어넘는 불연속적인 것이다, . 

위 책( , 91)

3) 위 책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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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화요일이다 하루가 끝나면 다음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가 끝나. 

고는 다른 일주일이 또다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시간을 단위화하여 만. 

든 구조인 시간의 흐름은 선형적이면서도 순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 

루하루는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인한 해의 일출과 일몰로 이루어진 변함

없는 구조의 연속 그러한 반복적인 되풀이이기도하다 그런데 오히려 , . 

시간이라는 일정한 기준으로 시간을 단위화하는 것은 단위들끼리의 24

경계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무한반복을 끊어내기 위한 변화에 대한 환상, 

과 바람이 반영된 행위는 아닐까 한 개뿐인 해를 새 해로 명명하는 것? ‘ ’
과 같이 올해가 지나가고 새로 시작된다 는 환상과 바람을 부여잡고 반“ ”
복되는 단위를 어떻게든 완주할 수 있게끔 말이다. 

하지만 그 하루들을 나누는 경계는 물론 이전과 단절되어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무( )無 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리셋(reset)이 될 수는 없다 그보. 

다는 지나온 것들을 품은 채 그 위에 쌓는 증축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맨 위를 차지할 뿐이다 그렇지만 사실 정말로 움직이는 것은 해가 아니. 

라 자전하는 지구인 것처럼 변화의 주도권은 그 구조에 발 딛고 살아가, 

는 이에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실질적인 체감이 . 

선형적이거나 순환적인 구조를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삶이 . 

궁극적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탄생, 

과 죽음은 삶이라는 전체에서 분명한 처음과 끝에 해당할 것이다 그 과. 

정을 모두 거친 이의 태어난 년도와 사망년도 사이에는 선(-)이 그어진

다 정작 선으로 대체되어 생략되었지만 실질적인 체감에 해당하는 그 . 

사이의 숫자들의 흐름은 그렇지만 직선을 따라 일렬로 나열되지 않는다. 

우선 그 흐름에는 이미 단절이 전제되어있다 방대한 시간을 한 사람을 . 

기준으로 조금 좁혀보자 그 한 사람의 총 시간 다시 말해 사람의 삶이. , 

라는 시간의 흐름은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라는 일정한 기준으로 나뉜24

다 전체는 그렇게 여러 개의 하루들로 나뉘고 그 각각의 단위들은 서로 . 

경계지어지고 구분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간은 단위로 이루어져있. 

는 것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그러한 단위들이 모여 만들어진다고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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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결국 흐른다는 표현은 시간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이라. 

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간다 고로 끝난다 라는 생“ . .”
각에 더 가깝다 한 단위 다음에 다음 단위가 오는 그렇게 단위 사이에 . , 

경계가 생기는 이미 단절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인 것이다 이와 같은 , . 

기본 구조에 더해 잠을 자거나 유실되는 기억들은 시간에 구멍을 내 흐

름이 뚝뚝 끊기게 만든다 지나간 단위 그래서 더 이상 오늘이라는 이. , 

름을 쓸 수 없는 하루들은 이탈하기도 한다 지나온 어떤 순간은 이질감. 

으로 인해 지금 당장과 이어질 수 없는 반면 의식하고 있지 않던 과거의 

어떤 순간은 갑작스레 지금 당장과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루라는 . 

이름의 각각의 단위들 간 관계는 변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유동적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한 사람의 시간은 그 시작과 끝 사이가 점이 모여 선이 되듯 일   

정한 단위의 반복으로 채워지면서도 계속해서 단절되고 계속해서 재구조

화된다 다시 말해 선형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에 기반을 두면서도 그러한 . 

일종의 조건 값이 잠이나 유실되는 기억과 같이 개입되고 이탈하는 것

들 혹은 지금 당장의 상태와 같이 불균질한 것들로 인해 조금씩 바뀌어, 

간다 시작에서 끝으로 향하는 과정은 시간의 하루라는 벗어날 수 없. 24

는 조건 그와 같은 전제조건을 우선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 하지만 동, . 

시에 그 과정은 그렇게 정해진 구조에 단절된 단위들을 덧붙여나가는 일

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정이라는 것은 그저 끝에 도달하기 위해 반복되. 

고 나열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불규칙하고 삐뚤빼뚤한 , 

무엇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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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의 과정 속 움직임2.  

작업이라는 행위가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때 판화는 그 시작과 결과의 사이를 층, ‘ (layer) 이라는 단위로 쌓아올’
린다 회화와 같은 다른 평면 매체와 비교했을 때 판화의 가장 큰 특징. 

은 그 층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일 테다 이는 즉각적으로 표면. 

에 흔적을 만들 수 없다는 판화라는 매체 특유의 조건에서 기인한다 판. 

화에서 구상한 이미지를 구현해내기 위해선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바로 그릴 수 있는 회화처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과정 대신 판이라는 

매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우선 거쳐야한다 판을 만드는 데에도 생략할 . 

수 없는 단계들이 있고 여러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판 즉 색마다의 , 

판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해체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 

러 단계는 판화로 초기의 머릿속 이미지를 구현해낸다는 행위에 자연스

레 시간을 개입시키며 작업 과정의 전체를 살필 필요를 만든다 그렇게 . 

전체를 분절하는 방식은 판을 나누거나 찍는 순서와 같은 과정을 차근차

근 검토하게끔 만든다 이 때 판화의 여러 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지. 

만 결국에는 모두 모여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판으로 층을 찍어. 

낼 때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인 층들이 모여 전체가 된다 여러 층이 개. . 

별적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다른 판으로 존재하면서, , 

도 이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는 점에서 혹은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판화는 단위로 이루어진 매체‘ ’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판화에서의 판 은 단위 즉 일종의 이미 정해. ‘ ’ , 

진 조건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다색판화에서는 그 층들이 가지런히 꼭 맞음으로써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각 층의 순서와 위치는 정합을 위해 시작과 결과 . 

사이에 고정된다 그러한 판화는 끝에서부터 거꾸로 이미지를 쪼개어간 . 

후 그렇게 쪼개진 것들을 다시금 쌓아올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 

하지만 나는 이 때의 과정이 왕복운동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판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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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여러 단계들 각각의 판들이 정합의 과정에 흡수되어버리지 않기를 , 

바란다 왕복을 통해 정합되는 과정은 나에게 마치 이미 정해져버린 것. , 

완결된 것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나에게는 확신에 차거나 명확한 목표보다는 수정의 가능성과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 나는 고정적인 무엇 혹은 단일하게 . 

고정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그런 나에게 완결 짓고 . 

끝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일은 의심쩍고 불안하다 그래, . 

서 일차적으로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선형적인 구조에 갇히는 

일이다 어떠한 생각이나 그것의 결과가 명징한 규정으로 한자리에 고정.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고정됨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건 무엇일까 우. ? 

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동하는 움직임‘ ( )動 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 . 

다루는 매체가 주로 평면을 기반으로 한 판화 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움직이라는 건 일견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모순으로까지 느껴진다, . 

종이라는 지지체에 잉크가 흡수되고 그렇게 고착되는 매체에서는 시야에 

들어온 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친다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위치

를 바꾸고 모양을 바꿔가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야가 고정되어 . 

있는 순간에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도 하나의 위치에

서 하나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에 찍어내 완전히 . ‘ ’ 
고정 시켜버린 결과물에서 바라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 ’ ? 

평면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하지만 그럴 경우 작품은 스틸 컷? 

과 같은 연속적인 이미지의 나열로 구성되는 시리즈로 귀결되어야할 것

이다 그리고 그 시리즈는 앞과 뒤가 명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할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작품이 영상의 그것 컷. , 

이 바뀌는 물리적인 변화와 움직임에 대한 흠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고정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실질적인 움직임. (mobility)

보다는 도리어 경우에 따라 바뀌는 가능성과 같이 유동적인 상태 일종, 

의 유동성(fluidity)을 바란다 고착은 될지언정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 

를 바란다 이는 잉크를 흡수시켜 고정시키고 견고한 반복에 용이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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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오히려 변화되고 불규칙한 흐름을 원한다는 모순적인 욕심이

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선명하고 또렷한 모양으로 불명확하고 뿌연 무. 

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가 방점을 찍는 부분은 개별적인 층 이다 결과물로서의    ‘ ’ .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개별적인 층들을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에서 쪼개어져 나온 층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 

부분들이 정해진 구조에서 조금씩 어긋나고 벗어남으로써 왕복운동의 결

과물로 정해져있던 어떠한 이미지는 서서히 증발한다 다시 한 번 작업. 

이라는 행위가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때, 

그 과정은 시작과 결과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이의 과정은 . 

결과에 이르기 위해 전체를 위한 부분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걸까 만? 

약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되며 그 사이에 있는 것, 

들은 결과에 이르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 머무르는 종속적인 수단이 된

다 과정에 개입되는 이러저러한 선택들은 결과라는 목적 아래에 놓이게 . 

된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고 결과가 수단이 . 

되곤 한다 일련의 행위를 거쳐 어느 시점에는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한 . 

작품을 마무리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마침표를 찍는 일이라고 여겨지지 , 

않곤 한다 그래서 우선 어떠한 상태로 마무리 된 작품을 제시하게 되더. 

라도 그것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문장보다는 끝말잇기에 더 가깝다. 

어디서든 중단하고 어디서든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느슨하게 지속되는 , 

시스템에 더 가깝다. 

그렇게 나는 판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층을 쌓는 방식으로 결과에    

도달하는 판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색 판화의 개별적인 판들을 집어 들, 

어 언제든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동적 흐름을 만들고, 

자 한다 정해진 조건을 쌓아올리면서도 때에 따라 덧붙이고 떼어냄으로. 

써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할 수 있, 

는 여지를 조금씩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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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고 쌓아올린 흐름 . Ⅲ

반복하고 덧붙이기1.  

그 시작이 원작의 복제를 위한 매체였던 만큼 판화는 어떠한 형상을    ,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 지점을 활용하여 나는 쪼. ‘
개진 형상 즉 판화에서의 층’ , (layer)을 반복시킨다 기존의 판화가 분판. , 

다시 말해 본래 하나의 완전한 이미지를 분할한 후 그것들을 다시금 정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반면 나는 그렇게 분할된 각각의 층을 

개별적으로 다룬다 여러 개로 나누어진 판은 어떠한 이미지의 부분이라. 

기보다는 각각의 단위(unit)가 되어 모듈(module)화 된다 즉 판화의 이미 . 

만들어진 그래서 붓질과 달리 일정하고 견고한, (solid) 판은 기본 틀 혹은  

단위로 활용되며 나는 그것들을 쌓아올리기를 반복함으로써 작업을 전개

해간다 하지만 나는 요소들이 단순히 반복된다는 사실보다는 그것들이 . 

여러 개가 되어 모일 때 그리고 그 모임이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한다, . 

쪼개진 형상들을 한데 모아 가지런히 꼭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

꾸어가며 어긋나게 덧붙인다 이를 통해 쪼개지기 전의 이미지 다시 말. , 

해 분할되기 전의 완전한 이미지 는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 ’ . 

여러 층을 이와 같이 다루는 방식은 마치 레고 조각을 다루는 것과    

같다 레고 조각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최종 구조물의 .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층의 위치 변화는 여러 경우의 수를 

창출한다 그러한 경우의 수들은 반복을 통해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개 . 

로 만들어놓고 이를 덧붙여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요소

를 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별개의 하나하나이. , 

기보다는 함께 같이 그리고 연결되어 묶인다 그러면서도 쌓인 순서나 , , . 

위치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외형은 그 연결을 밀착시키기

보다는 느슨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층이라는 단위들의 반복에 개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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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규칙함을 거쳐 여러 갈래의 결과 서로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 

지도 않은 유사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 

가령 매일매일을 꼭꼭 씹어 먹기 에서는 세 가지 원이 반복된다   < > 그(

림 1) 그리고 이 원들은 모이고 모여 일종의 패턴으로 . 발전된다 그림 (

2). 원들은 마치 꼭꼭 씹어 먹는다는 표현을 시각화하듯 하나하나 차곡

차곡 덧붙여지면서 점차 형상을 드러낸다 조형요소는 각 장마다 읽을 . ‘
수 있는 형상으로 변하고 그렇게 각 장에는 매일매일을 꼭꼭 씹어 먹’ ‘
기 라는 문장 중 한 자가 놓이게 된다 마치 자음과 모음을 조립’ . 

(modulate)하여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듯 원의 위치를 바꿔가며 각 장마다 

다른 자를 만들어내는 이 행위는 단순한 도형에 지나지 않았던 원이 반

복을 통해 의미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립의 차이로 . 

인해 같은 음가를 내는 자라고 해도 각각의 형상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림 ( 3). 매일매일 이 일정하게 반복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 ’
여러 개의 매 는 같은 음가를 낸다는 점에서 모두 같기도 원의 조합이 ‘ ’ , 

다르다는 점에서 반대로 모두 다르기도 하다.  

그림 [ 1 매일매일을 꼭꼭 씹어 먹기] < >, 2020, 

종이에 실크스크린 각 , 25 x 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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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그림 의 세부] < 1>

그림 [ 3 그림 매] < 1>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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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각 층을 다루는 방식은 같은 형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점에서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이곳저

곳 불규칙하게 붙이는 행위와 유사하다 어떤 나무와 어떤 풍경 그리고 . <

헤엄치기 는 바로 그러한 맥락선상에 놓인 작품이다> 그림 ( 4) 이 작품의 . 

시작은 우선 마블링한 종이를 접어 장으로 이루어진 책 형태를 만드는 8

일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의 구조 는 기본적인 틀 혹은 토대가 . ‘8 ’
되어 다른 작업에서의 종이 낱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기본 틀 위. 

그림 [ 4 어떤 나무와 어떤 풍경 그리고 헤엄치기] < >, 2019, 

마블링한 종이에 실크스크린과 프린트 꼴라쥬 장 각 , 8 , 15.5 x 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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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여러 개씩 인쇄된 사진이 부착된다 그림 ( 5). 사진이 부착되는 종이 

는 우연에 크게 기대고 있는 마블링이라는 방식을 거쳐 만들어지기에, 

여기에는 어떠한 필연성이 이미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나무 다이빙하. , 

는 사람의 신체 일부 그리고 잔디밭이 인쇄된 사진은 즉흥적으로 덧붙여

진다 사진들은 마치 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처럼 실크스크린에서의 층. 

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장을 서로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낸다 그림 ( 6). 

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같기 때문에 더 덧붙이거나 떼어내거나 옮길 , ,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림 [ 5 그림 의 세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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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만한 산 에서는 두 종류의 초록색 형상과 푸른 계열의    < >

점 주황색 원형 스티커가 반복된다, 그림 ( 7) 시작점이 된 초록색 형상은 . 

기도하는 듯 맞닿아 있는 양손의 손가락 일부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림 (

8). 양손이라는 완전한 이미지를 막연하게 분절하여 살펴보다가 나는 특 

정 부분에서 전혀 다른 모양을 연상하게 되었다 손가락의 실루엣이 산. 

처럼 보인 것이다 그렇게 양손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에서 분절되어 나. ‘ ’
온 손가락 모양은 타원형 종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모임으로써 그리, 

고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다른 층 푸른 계열의 점과 주황색 원형 스티-

커-과 결합됨으로써 풍경 속의 산으로 변하게 된다.  

그림 [ 6 그림 의 일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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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엄지손가락만한 산] < >, 2019, 

종이에 실크스크린과 지름 원형스티커 장 각 지름1cm , 9 , 30 x 23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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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놓인 것들 은 물과 천 잔디밭 그리고 직육면체와    < (Layers)> , 

원으로 이루어진 장으로 구성되어있다12 그림 ( 9) 각 장에는 모두 직육. 

면체가 먼저 찍히고 그 위에 물 천 잔디밭의 형상이 제목과 같이 각각, , 

의 레이어 가 되어 놓인다 장은 쪼개져온 층들이 덧붙여지는 방식‘ ’ ‘ ’. 12

에 따라 각각이 모두 다른 조합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의 . 

수로 인해 원형의 이미지 다시 말해 분할되기 이전의 완전한 이미지는 , 

증발하게 된다 따라서 물 천 잔디밭의 순서와 개수는 하나로 정해지지 . , , 

않는다 계단에 놓인 것들 의 흐르는 듯한 물의 형상은 보는 사람으로 . < >

하여금 어떠한 움직임을 감지토록 한다 이와 더불어 때로 종이의 틀을 . 

벗어나기도 하는 수직적인 형상들은 각 장이 연결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서 이들이 순차적인 단계로 나열된 것인지를 잠시 고민하게 한

다 그림 ( 10). 하지만 연결의 뉘앙스만 풍길 뿐 각 장은 사실 모두 독립 , 

적이다 다시 말해 장을 모아 세로로 붙여보아도 모두 어긋나게 될 것. 12

이다 계단에 놓인 것들 은 보는 이의 시선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과 . ‘ ’
천 혹은 화면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빨간 원의 형상을 따라 움직이게끔 

그림 그림 의 원형[ 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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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 그렇게 장은 반복적인 형상을 따라 움직이는 시선으로 묶인. 12

다 하지만 물과 천은 갑자기 뚝 사라지고 원의 등장은 산발적이기 때문. 

에 그 시선이라는 것은 끊길 수밖에 없다 그림 ( 11). 같은 형상이 반복된 

다는 점에서 이 시리즈(series)에서는 일종의 연속(serial)이 읽혀지지만 동

시에 끊김 으로 인해 그 연속되는 이미지들은 선형적‘ ’ (linear)인 흐름을 만

들지는 못한다 그리고 사실상 조합을 이루는 단위인 놓인 것들 또한 . ‘ ’ 
그것을 이루는 또렷한 테두리와 외곽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무엇이라 단

정할 수 없게끔 미묘하게 어긋난다 가령 어느새 천으로 바뀐 물이나 마. 

치 부피가 없는 색종이 마냥 갑자기 뚫리는 구멍은 또렷한 형상의 분명

함을 불명확하게 바꾸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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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단에 놓인 것들[ 9] < (Layers)>, 2020, 

종이에 실크스크린 장 각 , 12 , 106 x 7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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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일부[ 10] < 8>

그림 그림 의 세부[ 1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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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내고 잘라오기2.  

여러 개의 층을 보다 개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그것들이 최종적인    

이미지의 부분으로써만 기능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아예 다른 곳

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만든다 따라서 나는 종종 작품을 물리적. 4)으로 

혹은 그 중 하나의 층을 따로 분리해내어 거기에서부터 다른 작업을 진

행하기도 한다 이는 이전 작업을 쪼개어 가져오는 것 혹은 뽑아내오는 . ,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전 작품에서 가져온다는 일종의 추출로부터 . 

시작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

이다 다시 말해 연결점이 생긴다 그러면서도 이 연결은 파생 혹은 분. . 

화의 성격을 띠기에 갈려 나와 생긴 작품 은 선형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 ’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그렇게 작품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 

느슨하게 연결된 채 갈라져 나간다. 

계단에 놓인 것들 은 여러 작품을 파생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   < >

다(그림 9) 우선 계단에 놓인 것들 의 여러 층 중 빨간 원은 놓인 후 . < > <

다시 쪼개짐 으로 이동하여 여기서의 생략된 주어 다시 말해 네 장에 > , 

걸쳐 놓이고 쪼개진 구‘ ’ ‘ ’ ( )球 로 변한다 그림 ( 12) 그렇게 놓인 후 다시 . <

쪼개짐 은 계단에 놓인 것들 에 시작점을 찍음과 동시에 판 자국> < > (plate 

mark)의 내부 에칭으로 찍힌 화면 안에 등장할 법하지만 등장하지 않는 , ‘
그림자 를 뽑아냄으로써 후자와 분리되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네 ’ . 

장에 걸쳐 분절되어 구겨진 천 위에 놓여있는 구는 가는 선으로만 이루

어져있을 뿐 놓여있다 는 점에서 마땅히 있어야하는 그림자가 생략되어‘ ’
있다 이 등장할 법하지만 등장하지 않는 그림자라는 면. ( )面 은 대신 그 

마땅한 위치에서부터 뽑아져 나와 판 자국 바깥에 마치 조형적인 요소일 

뿐인 것처럼 등장한다 필연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면은 그렇게 즉흥성을 . 

얻게 되고 이미 가는 선의 에칭으로 완결된 듯 보였던 놓인 후 다시 , <

4) 여기서 물리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분을 오려낸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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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짐 에서 추가적인 층으로 덧입혀진다> . 

그림 놓인 후 다시 쪼개짐[ 12] < >, 2020, 

종이에 에칭과 실크스크린 장 각 , 4 , 34 x 34cm.

계단에서 가져온 것들 은 제목과 같이 계단에 놓인 것들 을 잘라   < > < >

내어 작업의 시작점으로 가져온다 그림 ( 13) 이미 완결 지어진 작품은 . 

계단에 놓인 것들 은 여기서 그 자체가 다시금 재료가 되어 오려지고 < >

붙여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화가 어떠한 . 

형상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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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층을 여러 번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래 종이에 고정되어 천이나 . 

물 잔디밭처럼 보였던 이미지들은 여기서는 그러한 원래의 맥락에서 분, 

리된 채 그저 어떠한 색과 선이 인쇄된 색종이인 것 마냥 자유롭게 잘리

고 이어 붙는다.   

그림 계단에서 가져온 것들 실크스크린 프린트한 종이 꼴라쥬[ 13] < >, 2020,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 16 x 27cm, 14.5 x 12.5cm, 

15.5 x 24cm, 25 x 31cm, 14 x 15cm, 14.5 x 2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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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놓인 것들[ 14] < (Those)>, 2019, 

종이에 에칭과 아쿼틴트 장 각 , 12 , 39 x 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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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것들 은 놓인 것들 에 시작점을 찍는다   < (These)> < (Those)> 그림(

14, 15) 언뜻 이 둘은 각각 다색과 흑백이라는 점 그리고 에칭과 실크. , 

스크린이라는 매체의 차이로 인해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행은 직접적이다 따라서 놓인 것들 에서 무엇을 . < >

그림 모인 것들[ 15] < (These)>, 2019, 

종이에 실크스크린 장 각 , 20 , 27 x 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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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냈는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놓인 것들 은. < > 일종의  

정물화 형식을 띄고 있는 작품으로 음식 식기 요리 재료 등이 장에 , , 12

걸쳐 흩어져있다 내가 모인 것들 로 이행시킨 것은 여기서 흩어져 놓. < > ‘
여있는 것들 이다 놓인 것들 을 완성한 후 나는 장에 흩어져있는 ’ . < > 12

각 정물의 외곽을 따 별도의 검은색 종이에 옮겼다.5) 각 정물은 형태의  

외곽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세부적인 선 묘사로 채워져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다 그림 ( 17). 하지만 외곽을 따내 뽑아내는 과정에 

서 그 안의 세부묘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실루엣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세부 묘사가 사라진 실루엣은 종전의 구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구체성을 . 

잃은 실루엣은 기존의 문맥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도형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들을 나는 . 

우선 하나로 뭉쳐 첫 번째 층을 만들었다 그(

림 16). 그리고 그 위에 각 도형을 이번엔  

개별적이면서 불규칙적으로 찍어냈다 이와 .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같음 위에 다름을 쌓아‘
올리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층을 ’ . 

같은 위치에 반복해서 찍음으로써 우선 기

본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불규칙적으로 층

을 찍어 같음 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 ’
다. 

5) 실크스크린을 위한 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감광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한 ‘ ’
다 이 과정에서는 우선 틀에 메쉬 라고 불리는 그물막을 씌운 후 감광액을 바. ‘ ’
른 후 빛을 쏘이게 된다 감광액을 빛에 노출되면 굳어 그물막에 고착되기 때문. 

에 공판화의 일종인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잉크가 묻어야하는 부

분을 빛으로부터 차단해야한다 빛이 막힌 부분에 묻는 감광액은 굳지 않기 때. 

문에 물로 씻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감광액이 묻어있지 않은 부분을 잉크가 , 

통과하여 인쇄면으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정물의 외곽을 딴 검은색 . ‘
종이 는 후의 감광 과정에서 빛을 막기 위한 도구로 찍어낼 모양에 해당한다’ , . 

그림 [ 16] 

그림 의 첫 번째 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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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세부[ 1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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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컬러칩 종이에 에칭과 실크스크린 장[ 18] < >, 2020, , 4 , 

각 28.5 x 3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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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칩   < 6) 의 경우 뽑아온 것은 다른 작품에서 쓰인 색이다> 그림  (

18) 먼저 동판을 통해 선으로 이루어진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실. , 

크스크린을 이용하여 마치 칸을 채우듯 색을 찍어냈다 그림 ( 19). 판화에 

서 사용하는 잉크는 조색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섞어 

쓰기보다는 미리 넉넉한 양을 혼합해두고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 

여기에서처럼 다른 작업에서 사용된 바로 그 색을 마치 스포이트로 추출

하거나 고유번호를 입력하듯 다시 사용하기가 용이해진다 각각의 판이 . 

정해진 단위가 되어 활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색 또한 정해진 조, 

건이 되어 활용된다. 

이어붙이고 옮기기3.  

여러 개로 나누어진 판을 활용해 각 층을 개별적인 단위로 사용하는    

방식은 덧붙이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리즈 내에서 비선형적인 흐름을 

6)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보이는 색상은 모두 각각의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 

다 컬러칩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편집 소프트웨어 상에서 똑같은 색상을 계. 

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종의 기준 색상표 이다‘ ’ . 

그림 그림 의 세부[ 1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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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이 자체를 단위로 사용하는 것. 

은 어떨까 정해진 순서의 부재는 그것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의미도 동? , 

시에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된다. 

일 은 장의 종이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34 > 34 그림 ( 20) 언덕을 연상. 

시키는 형상이 똑같이 인쇄된 종이들은 서로 이어 붙어 가로로 긴 형상

으로 귀결된다 이 종이들의 반복성은 수평적이고 선형적인 나열로 인해 . 

강조된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 반복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는 확정. 

되지 않는다 그림 ( 21) 다시 말해 종이마다 같은 모양의 선명한 이미지. 

가 고정되지만 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긴 형상은 가변적이다 그렇다, . 

면 여기서 라는 숫자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가령 장에 장‘34’ . 34 7

이 더 이어 붙는다면 일 장을 떼어낸다면 일으로 작품의 제목은 41 , 4 30

바뀌어야한다 그리고 전체 형상의 길이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 

될 것이다. 

그림 일 도 디지털 스텐실 인쇄한 종이 장과 [ 20] <34 >, 2020, 2 34

지름 빨간 원 스티커 각 2cm , 21 x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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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만한 산 의 채워진 타원형 종이 는 그림 과 같은 방   < > ‘ ’ < 22>

식으로 연결된다 그림 ( 22). 이와 같은 방식은 타원형 종이에 층들을 찍 

어낸 후 그렇게 만든 종이 자체를 다시금 별도의 층으로써 사용하는 것, 

이다 그렇게 타원형 안에 만들어진 풍경 에서 풍경이 찍힌 타원형 종. ‘ ’ ‘
이 로 다시 말해 내부에서 테두리로 방점은 이동하게 된다 각 장은 같’ , . 

은 형상들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연결점을 공유하면서도 그 배치

의 불규칙함으로 인해 단일한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게 된다 즉 한 화면. 

을 여러 장으로 분산시켰다기보다는 같은 재료를 사용해 만든 여러 버전

에 더 가까워보인다 따라서 타원형 종이 라는 새로운 층을 이어붙이는 . ‘ ’
기준은 어떠한 순서와도 관계없이 오로지 각 장에 찍힌 산 모양이 연결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각 장들이 이미 순차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기. 

에 그 사이에는 고정된 경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여기. 

서의 타원들은 서로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붙어 있

다가 다른 타원에 옮겨져 붙을 수도 있는 유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림 그림 의 세부[ 2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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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연결 방식[ 2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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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전등 쪼개기 에서 보이는 원은 달이기도 하고 가로등이기도    < >

하다 그림 ( 23) 원형이라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유사한 달과 가로등은 반. 

복해서 찍히지만 찍히는 위치가 무작위하기에 때에 따라 검은색 종이의 , 

틀 바깥으로 잘려나가 본래의 원 이라는 모양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발‘ ’
생한다 그렇게 이미 달이기도하고 가로등이기도한 형상은 쪼개져서 그. 

저 둥근 도형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만들. 

어진 여러 장의 검은색 종이 는 기본 틀 층이 찍히기 위한 대지에 머무‘ ’ , 

르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단위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이어 붙는다. 

하지만 검은색 종이들은 모자이크화의 일부분과 같이 전체를 위한 부분

이 아니라 각각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어 붙인다 하

더라도 모서리가 딱 맞게 정합되기 않고 대부분 어긋나게 된다 그림 (

24). 다시 말해 쪼개진 둥근 도형은 달이나 가로등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며 도형이 쪼개지고 어긋날수록 마침표로의 달이나 가로등은 증발, 

그림 달빛 전등 쪼개기[ 23] < >, 2020, 

종이에 실크스크린 라인테이프 각 , 2mm , 27 x 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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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일정한 폭은 라인테이프 또한 스스로가 독자적인 층으. 2mm 

로 기능하면서 그 위에 여러 길이로 부착된다 자신의 이름과도 같이 검. 

은색 종이가 이어 붙은 전체 화면에서 선(line)의 역할을 하기도 접착, 

(tape)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검은색 종이들은 쪼개어진 이미지를 이어 . “
붙인다 와 라인테이프는 비슷한 각도를 유지한다 는 느슨한 전제 조건” “ ”
만 있는 상태에서 가느다란 라인테이프 정도의 고정력으로만 연결되어있

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명확한 연결을 위한 정해진 자리가 없기에 달빛 , <

전등 쪼개기 는 영구적인 상태와는 멀어지게 된다> . 

즉 개별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는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따라   . 

서 계단에 놓인 것들 의 나열방식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 된다< >

그림 ( 25). 다시 말해 연결의 뉘앙스만 풍길 뿐 모두 독립적인 각 장은  ‘ ’ 
집게로 공중에 매달려있는 상황만큼이나 유동적이고 탈부착이 가능한 상

태에 놓여있다 그림 ( 26).

그림 그림 의 부분[ 2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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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나열 방식 레인보우큐브 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25] <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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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일부[ 2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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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지금까지 나는 본 논문을 통해 유동 이라는 단‘ ’
어를 중심으로 이를 작품에서 구현해낸 방식을 살펴보았다 나의 경우 . 

작품의 형식은 비교적 분명한 특성을 띠는 반면 그러한 결과를 촉발시킨 

원인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있었다 따라서 작품의 목적. 

과 그것의 기저를 밝히고 이를 다시 작품과 연결시키는 일이 현 시점의 

나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 과제였다 나는 어렴풋이 시. 

간에 대한 관점이 그 기저에 해당하며 그것이 내가 판화라는 매체를 인, 

식하는 방식과 연결된다고 추측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둘의 어렴풋. 

한 관계를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또렷이 만들어보려는 시도였다 그 시도. 

의 과정에서 나는 시간에 대한 관점 중에서도 그것을 단위화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시간이라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절되는 하루와 그 하루들이 . 24

모여 만들어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구조에 주목했다. 

나에게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잠들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샌 후 일출을 바라볼 때 방송을 통해 , , 

새해로 가는 카운트다운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것이 한없이 무의미하게 , 

느껴졌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간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 , 

무의미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주기를 바랐다 완전한 리셋을 바랐던 . 

것이다 그러한 생각의 끝자락에서 문득 하루 나 새해 가 일종의 장치. ‘ ’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사람은 오직 긴 하루 를 살다가는 것이 아닐. ‘ ’
까 그런데도 그 하루를 시간이라는 일정한 단위로 분절하는 일은 그? 24 , 

렇다면 변화에 대한 환상과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 환상과 바람? 

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이어 붙여 긴 하루를 통과하게끔 말이다 시간은 . 

하루가 끝나면 다음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가 끝나고는 또 다른 일주일

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지지만 시간 속에서 , 

살아간다는 실질적인 체험은 그 구조에 발을 디디면서도 계속해서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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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을 뒤섞거나 이탈시킨다 버리고 끝내고 잊어버리기만 하는 것이 . , , 

아니라 다시 줍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억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든 , , 

이어나가게끔 한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움직이는건 해가 아니라 자전하. 

는 지구인 것처럼 나는 변화의 주도권을 그러한 장치들에서 나에게로 , 

서서히 가져오게 되었다. 

어찌 보면 판화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행위는 굳이 로 가득 차 있다‘ ’ . 

굳이 판이라는 간접적인 매개체를 구태여 만들고 굳이 색 별로 별도의 , 

판을 만들어서 결과물까지의 과정을 또 굳이 잘게 나눈다 하지만 이와 , . 

같은 판화의 단계들은 나로 하여금 작업이라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필 필

요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점차 결과에 해당할 이미지를 쪼개어 만든 단. 

위들을 다시 쌓아간다는 그 과정이 나는 단순한 왕복운동이 되지 않기, 

를 바라게 되었다 삶의 과정이 직선으로 연결된 태어난 년도와 사망년. 

도 사이와는 달리 일렬적인 나열이 아닌 것처럼 나는 각각의 판들이 그, 

저 결과의 부분으로만 존재함으로써 정합을 위한 과정으로 흡수되지 않

기를 바랐다 지금 당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바뀌리라는 것을 알거나 . 

믿기에 쉽사리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해서 쉼표로 이어나가고 싶었다. 

판화의 일반적인 한정부수(edition) 개념에서 벗어나 모두 다른 여러 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세 갈래로 나눈 과정의 분석은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 

내가 판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반복을 사용하면서도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반복의 과정에 개입하여 각각의 결과를 조금

씩 트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 

해 내가 각각의 판 뿐만 아니라 층을 찍어낸 종이 테이프나 집게와 같, 

이 작업과 설치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요소들 또한 판화에서의 층

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판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붓에 비해 일정하고 견고한 매체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한 점은 내가 그 자체가 가변적이고 모호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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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이미 정해진 듯한 것들의 견고함을 흩뜨

려 쉽게 단정하지 못하게끔 하려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앞으로의 연구 주제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렇게 결론에 이른 시점에서 다시금 되돌아보았을 때 유동이라는 단

어 그리고 유동적인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마침표에 대한 의문, 

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 각각의 판들을 집어 들어 언제든 다시 . 

비집고 들어가 끼어들 수 있는 상태를 위해 그렇게 작업이라는 행위가 , 

지속될 수 있게끔 일종의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라 느껴진다 나는 그렇. 

기 때문에 작업의 과정이라는 특정한 부분이 이 논문의 구심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작품을 밖에서 안으로 . 

역추적해감으로써 그것이 단순히 공허한 조합과 배치의 나열이 아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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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luidity 

through the utilization of 

Unitiz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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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 Art is something that exists as a possibility rather than 

providing with a concrete answer. For that reason I try to avoid 

being stuck in a single position, built by clearly stated regulations.

   My work begins with the notion regarding unit such as a layer. 

However in this paper I try to study what lies beneath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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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and present with the flow of time as the basis. Units 

and names are given to time. Making a split point by 24-hour 

creates a boundary between yesterday and today. It also 

distinguishes last year from this year.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time is something comprised of units, which makes flow 

of time therefore a combination of such. Unlike the structure of 

time however, the practical experience based on it is not 

necessarily linear. If narrowed down slightly to one’s time; 

otherwise one’s lifetime, not only every days are punctured by 

sleeping, but also the sequence of the passed units get mixed up 

as the memory fades away. Although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a lifetime is filled with repetition of certain units, they 

continue to be cut off and restructured. Therefore the individual 

units that make up the whole are not fixed in one place but fluid. 

In this paper, the word fluidity appears as a term against fixed. In 

order to avoid being fixed, it’s necessary to be able to move 

away from a spot. Since the physical mobility of printed images in 

which ink permeates and sticks to paper is impossible, thorough 

printmaking I seek for fluidity instead. By printmaking, it’s not 

possible to express directly as brushing in painting. Instead, using 

a plate as a medium is essential in order to visualize the image in 

one’s head. Such prerequisite makes the layers to exist 

separately in individual plates. In common case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multicolored prints, such separated layers use to be 

neatly matched, in order to form the image. In this sense, 

printmaking could be understood that it’s made up of units since 

layers are combined to form an image, or since the image being 

composed of multiple layers. But I deliberately chang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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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of the layers, making them dislocate from each other. 

Just as the shape of the final structure varies depending on the 

way Lego pieces are stacked, changing the position of layers in 

each paper creates multiple variations. Sometimes I even separate 

one of the layers and with it move on to a new work. This is 

possible because layers are themselves individual and independent 

in my works. Not being used merely as a part of a whole, they 

could be moved to a different place. Through this, a derived work 

and work as its starting point share a common ground. However, 

as the link is derivative, the work that is stemmed from extends 

to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with the 

previous work. 

   Not only do I use layers in printing process, I also use the 

paper with stacked layers as another independent layer. Just as 

the layers move around within the paper, the paper itself also 

moves its position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 Thus, both the 

image within the paper and the paper itself becomes something 

fluid, as a possibility among number of cases rather than a fixed 

result. The individual units that make up the whole constantly 

move away from their supposed positions, incessantly avoiding 

being positioned to a single place. 

keywords : fluidity, non-linear, flow, layer, unit, dividing and 

lay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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