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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내가 2018년 초에서 2019년 말까지 행한 작업을 중심으로

그 저변을 밝히고, 관련 연구 사례를 정리하는 한편, 작업의 과정

을 기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작성된 이야기이다. 프레임과 페데스

탈은 내 작업 속에 혼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일관되게

묶어주는 틀이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미술사, 그리고 오늘의 미술

을 환기된 시선으로 재고해 보도록 한 촉매제이기도 하다.

프레임과 페데스탈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는 대부분 2020년, 작업

을 진행한 뒤에 이루어졌다. 의식의 흐름에 맡긴 채 내 신변과 일

상에 집중하며 시도한 작업을 수습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야기의

전반부는 프레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해석에 이어 프레임을 다

룬 작가들의 사례, 그리고 페데스탈에 관한 고찰로 구성했다. 작업

과정과 경험담은 후반부에서 다루었으며, 오늘날 작업하는 일에

관한 생각들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20세기 이후, 미술작품에서 프레임과 페데스탈이 생략되기 시작하

면서, 미술의 장은 급진적인 확장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오늘날 작업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내게는, 더 이상의

양식적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순

환적 의식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의 요소들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주요어 : 프레임, 페데스탈, 이야기, 지속가능성, 순환구조, 현대미술

학 번 : 2018-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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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그림 1-1 “Untitled" 캔버스에 아크릴, 2007.

어렴풋하게, 어릴 적 미술 수업 시간에 잠시 프레임(frame)에 대한 고민

을 했던 기억이 난다. ‘캔버스에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럼 여기에 맞는

프레임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선생님께 물었더니, 대답은 ‘요즘 세상에

는 작품에 프레임을 씌우는 작가들이 많지 않다’라는 식의 말씀이셨다.

그림에는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일이 당연한 가치로 느껴지는 동시에, 애써 프레임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난다. [그림 1-1] 실

제로 20세기의 회화를 생각해 보면 대대적으로 프레임이 생략되기 시작

한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데, 피카소(Picasso)의 “게르니카(Guernica)”에

서부터 추상회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세계의 수많은 작품들에 이르기

까지 그 예시는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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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다시 프레임에 관심을 두고 살피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였다. 당

시 나와 동료들에게 중대했던 화두 중 하나는 ‘마케팅’이었고, 작품(상품)

을 전시하는 데에 쓰이는 다양한 기존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을 견학하

는 일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동안 미술품 가게나 대

형 매장을 전전하며 프레임을 살피는 데에 열을 올리던 시기가 있었는

데, 주로 사진이나 증명서 등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듯 보였던 대형

매장에 진열된 프레임의 모습은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내게 실망

스럽게 느껴지기 일쑤였다.

좌: 그림 1-2 “Birst" 발견된 물건에 아크릴, 2013.

우: 그림 1-3 “Future Poops" 합판에 에나멜, 발견된 물건, 2016.

한편,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던 각종 버려진 작품이나 프레임 역시 간과

할 대상이 아님으로 여겨졌다. 모종의 작품이나 프레임을 수집해서 세척

과 복원 작업을 마치면, 가만히 두지 못하고 새로운 자국(mark)으로 화

면을 채웠다. 그렇게 화생을 거친 첫 폐품-작품을 마치 무에서 유를 창

조해낸 양 흐뭇하게 생각하던 기억이 난다. [그림 1-2] 깔끔하지만 어딘

가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던 대형매장의 프레임과는 다르게, 일상 속에

서 접하게 되는 폐물들이나 구제시장의 물건들 중에서는(특히 원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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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프레임에서는) 간혹 형언하기 어려운 매력이 느껴질 때가 있다.

돌아보면, 금속조형물 또는 금속 프레임 제작이나 실크스크린, 목판화,

디지털 조각, 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회화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지만,

오늘도 지속하고 있는 작업은 구제 프레임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이 거

의 유일하다. [그림 1-3] 지속 가능한 순환적 작업방식인 동시에 내가

몸담은 현지의 문화적 현실과 교류하는 실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작업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별다른 고민 없이 환경적 저변과의 교류로서 시작했지만, 발견된 프레임

을 토대로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점차 프레임 자체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마주한

동양화 프레임은 더욱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이해와 존중을 요구하는 듯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프레임에 관한 조사는 더디지만 착실히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사실 기존 미술연구에서 주로 무시

되거나 변두리에 다소 애매하게 위치한 주제일 것으로 짐작했었지만, 프

레임에 관한 연구와 저서는 생각보다 풍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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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프레임(frames)과 페데스탈(pedestals)

그림 2-1 두치오(Duccio di Buoninsegna), "Rucellai Madonna" 1285.

현재 프레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된 만큼, 프레임의 정의나 의미에 대한

고찰 역시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프

레임의 시초는 중세의 제단 양식에서 벗어나 이동 가능한 형태의 독립된

사물로 제작된 13세기 유럽의 판넬화(panel painting)에서 발견된다.1 [그

림 2-1] 하지만 그 이전의 제단화나 일부 벽화, 부조 작품에서도 시각적

인 차원의 “프레임”을 찾아볼 수 있고, 비슷한 시기의 필사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테두리 장식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차원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 흥미로운 점은, 13세기부터 만들어지

1 Henry Heydenryk, The Art and H istory of Frames: an Inquiry into the

Enhancement of Paintings (New York: Lyons & Burford, 199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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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판넬화의 경우, 아직 화면과 프레임이 따로 제작되어 조립되

는 구조가 아닌 일체형이었다는 사실이다.3 이 밖에도 건물의 외벽에 설

치된 조각상이 위치하는 벽감(niche), 또는 건물에서 분리된 조각상을 받

치는 페데스탈(pedestal)을 프레임과 유사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

여 함께 다루고,4 건물 자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언급하는5 연구도 존

재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아우르는 형이상학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개념적 “프레임”을 수렴하거나,6 프레임이 생략된 회화작품의 등장을 프

레임이 화면의 내부로 흡수되어, 다시금 일체화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례7도 있다.

이렇게 프레임이 무엇인지부터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프레이머(framer), 딜러(dealer), 미술사가 등 다양한 입장의 연구자들이

프레임에 관한 자료를 남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각자 프레

임을 분류하고 분석한 방식 사이의 차이점은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다.

또 다른 이유는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갖는 특수한 다중성8일 것이다.

2 Heydenryk, The Art and H istory of Frames, 8-9.
3 Nicholas Penny, A Closer Look: Frames (London: National Gallery, 2010) 13-21.
4 Alison Wright, Frame Work: Honour and Ornament in Italian Renaissance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54-101.
5 Wright, Frame Work, 9. 건물은 그 안에 담긴 사람(내용)을 감싸며 “프레임”한다.
6 Paul Duro, The Rhetoric of the Frame: Essays on the boundaries of the Art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7 W. H. Bailey and Adam Gopnik, Defining Edges: A New Look at P icture Frames

(New York: Abrams, 2002) 126-129.
8 '틀‘이나 ’액자‘같은 한글 대신에 ’프레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는

여러 미술사가들의 프레임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에서 ’프레임‘이란 단어에 내포된 구조,

체계, 테두리, 관점 등의 의미가 매우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현상을 의식한 점도 있고, 어

감적 기호(preference)의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액자‘라는 단어는 프레임 속 화면을

포함하는 말로 (잘못?)사용되기도 하고, 프레임을 가리킬 때 ’틀‘보다는 주로 ’액자‘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의 경우 이러한 지점에서 혼동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림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프레임 이외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레임”으로 쌍따옴표 표기를 하여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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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프레이머(framers), 딜러(dealers), 미술사가

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서들은 미국의 경우 DIY 문화나 입문자

를 겨냥한 기술적 안내서인 경우가 많은데, 프레임의 제작에 관한 철저

히 실용적인 내용을 담는다. 이런 글들은 프레임 제작을 업으로 삼는 프

레이머나, 목공, 인테리어 등 프레임 제작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분야의

구성원, 혹은 단체에 의해 쓰인다. 프레이머인 동시에 프레임에 관한 역

사적 연구를 기술한 헨리 하이든라이크(Henry Heydenryk)와 W. H. 베

일리(Bailey)중, 특히 베일리의 저서에서 접할 수 있는 프레임의 분류법

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제단, 창문, 장식, 또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프레임과 작가에 의해 발견, 고안, 또는 제작된 프레임의 순서

로 장이 나뉘고, 각 장에서 다루는 유형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제단, 창문, 장식, 내용’의 순

서는 각각 종교화, 풍경화, 바로크,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현대미술(화면

속의 내용과 맞물리는, 통합된, 일체화된 프레임의 출현)의 미술사적 흐

름을 상기하는 한편, 각 장에 등장하는 작품들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도 해당 장에 내포된 테마로 볼 수 있을 미술사적 “프레임”에

국한되지는 않은 모습9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프레임에 대한 작가의 개

입을 강조하는 마지막 세 장은 작가에 의한 프레임의 발견, 고안, 그리고

제작의 사례를 소개하며 작품에 힘을 싣는 프레임의 가능성을 어필하는

듯 보인다.

프레이머와 다소 겹치는 영역에 위치하는 딜러들 중에는 영국의 폴 미첼

(Paul Mitchell)처럼 가업을 이어 프레이머로서의 경력을 거치고 딜러가

된 사람도 있고, 미국의 일라이 윌너(Eli Wilner)처럼 화가가 되는 꿈을

9 W. H. Bailey and Adam Gopnik, Defining Edges: A New Look at P icture Frames

(New York: Abrams, 2002) 28-29. 예를 들어 첫 장인 “제단으로서의 프레임”은 여기에

시대적으로 해당될 중세/르네상스 시대의 제단화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만들어진 Marcel

Duchamp의 작품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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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사람도 있다. 미첼과 린 로버츠(Lynn Roberts)의 저서 “A

History of European Picture Frames"는 총 34권에 달하는 맥밀런사의 ”

예술 백과사전“의 일부로, 시리즈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백과사

전적인 프레임의 역사적 개요를 우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현존하

는 국가나 지역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시대순으로 구분되는 프레임 양

식을 토대로 정리한다. 이러한 외형에 따른 시공간적 분류와 함께 역사

속 프레이머 전통과 리-프레이밍(reframing) 행위에 관한 언급도 포함돼

있다.10 윌너가 추진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

는데, 미국의 골동(antique) 프레임과 그 제작자, 또는 관련 작가들에 집

중된 경향을 보이면서, 세밀한 시대적, 양식적 분류와 함께 프레임 유형

에 따른 시장가치를 소개하는가 하면, 미국 미술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프레임의 모습과 이를 둘러싼 양상을 다루는 등 미국 프레임의 역사와

정통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The Gilded Edge"에서

는 여러 작가가 프레임을 다룬 사례에서부터, 시대, 지역적인 경향, 그리

고 미술관에서 역사적 프레임을 다룬 사례까지,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연구물을 남겼다.

앞서 언급한 프레이머나 딜러와 구별되는, 프레임에 관한 또 다른 관점

을 보여주는 미술사가의 관련 연구 역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미술

사가는 미술관 등의 기관이나 교육, 언론, 출판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동

하는데, 이들 중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소장작품

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물을 감독한 니콜라스 페니(Nicholas Penny)의

연구가 보여주는 프레임의 분류법도 흥미롭다. 먼저 화면과 일체화된 프

레임과 분리되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을 구분해서 예시와 함께 둘 간의 차

이를 소개하는 두 장을 필두로, 유럽의 대표적인 프레임 양식인 태버내

클(tabernacle)과 카세타(cassetta) 프레임11을 소개하는 장, 그리고 “콜렉

10 Paul Mitchell and Lynn Roberts, A H istory of European P icture Frames (London:

Macmillan, 1996) 13. 리-프레이밍이란 기존 작품의 프레임을 교체하는 일을 뜻한다.
11 Nicholas Penny, A Closer Look: Frames (London: National Gallery, 2010). 태버내

클은 제단화 양식에서 시작된 건축물의 외형을 본뜬 모습의 프레임을 말하고, 카세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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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위한 프레임”, “갤러리를 위한 프레임”, “공공(public) 갤러리를 위

한 프레임”의 세 장을 나눠 다양한 환경에서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활용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마감과 세공(Texture and Detail)”에서 프레임의

장식적인 요소와 마감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주요 소장품을 소

개하며 마무리하는 구성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당시 내셔널 갤러리에서

중요하게 다룬 프레임의 역사적 고증과 이를 반영한 전시 방법에 관한

고려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페니의 연구가 프레임 양식의 역사적 변천을 전시기관의 특수한 관점을

중심으로 엮어낸 작업이었다면, 프레임에 대한 좀 더 개념적인 연구를

기술한 미술사가들의 저작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가 발표한 에세이에는 프레임과 화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인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짤막한 고찰이 담겨있는데, 공간적

환영에서 벗어난 비-재현적(non-mimetic) 작품에서 프레임이 생략되는

현상을 통해 그 이전 전통의 재현적 작품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의 기능을

재발견하는 대목, 그리고 간추려진 모습의 프레임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이야기가 페데스탈을 생략한 조각 작품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는 대

목12은 흥미진진하다.

한편 다양한 연구자들의 에세이를 모아 엮은 폴 듀로(Paul Duro)의 저서

는 미술관은 어떻게 관람객의,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의식을 “프레임”

몰딩 간의 프리즈(freize)부분이 납작하게 패여 있는 프레임을 말한다.
12 Meyer Schapiro, "On Some Problems in the Semiotics of Visual Art: Field and

Vehicle in Image-Signs,"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 istory of Art 6

(1972-73): 11. 공간감의 환영을 표현하는 일과 결별한 추상회화에서 프레임이 제거된 현

상을 상기하며 저자는 고전의 재현적 작품에서 작용한 프레임의 기능을 추론한다: 프레

임은 실제의 공간에서 허상의 공간으로 의식이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창문

의 역할을 했고, 프레임의 테두리 밖, “창문” 너머에 존재하는 작품 세계의 존재를 암시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간추려진” 프레임, 즉 장식적 요소가 제거된 프레임은 작업

의 온전함과 진실됨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 보인다고 해석하며, 공중에 매달리거나 맨바

닥에 놓이는 “페데스탈 없는 현대조각”을 이와 평행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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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관한 글13이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 작가들의 작업을 분

석하는 글14등, 실제의 프레임을 넘어 확장된 의미의 “프레임”을 논의하

는 연구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제 2 절 작가

좌: 그림 2-2 에두아르 마네 "Eva Gonzales" 1870.

우: 그림 2-3 엠마누엘 로이체 "Worthington Whittredge in His Tenth Street Studio"

1865.

프레이머, 딜러, 미술사가들이 남긴 선행 연구를 통해 프레임과 연관된

여러 작가의 작업을 접해볼 수 있지만, 프레임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과

다를 수 있는 작가의 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작품을 따로 감

상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작가들이 작품 속에 묘사한 작업실 전경,

또는 작업하는 화가의 모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프레임은 그들의 일

13 Paul Duro, The Rhetoric of the Frame: Essays on the Boundaries of the Art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96-110.
14 Duro, The rhetoric of the Frame,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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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당시의 관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에두아르 마

네(Edouard Manet)의 작품15이나 [그림 2-2] 엠마누엘 로이체

(Emmanuel Leutze)의 작품16에서 [그림 2-3]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설치

된 화면에 붓질을 하는 인물의 모습처럼 주로 작품, 사진 등의 이미지

형식으로 전해지지만, 들라크루아(Delacroix)의 “편지 선집(Selected

Letters)"17과 같은 문서 형식의 자료로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기존의 프레임을 새로운 작품에 활용하거나 프레임이 설치된 화면 위에

작업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드물지 않게 행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접 자신의 작품을 위한 프레임을 고안하거나 제작한 작가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가 80년대

에 제작한 “버닝 플래닛 연작(Burning Planet Series)", 그리고 이와 연

관된 작품들은 선명한 인상을 남긴다. 작가가 제작한 프레임의 특이한

재질 및 제작 기법,18 해골이나 주먹 등 프레임의 이미지적 요소와 추상

적 표현을 담은 화면의 조화, [그림 2-4] ”회화의 종말“19이나 신표현주

의 등 당대의 맥락 속에서 작용했을 의미 등, 선정적이면서 흥미로운 점

이 많다. 특히 비교적 널리 알려진 작가의 초기작과 대조되는 형식과 기

법은 그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리기도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맥닐

휘슬러(James McNeill Whistler)는 자신의 회화작품을 위해 고안하고 제

작한 프레임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자신의 이름이 붙게 된 ”휘슬러 프레

임" 양식을 애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일본의 시각문화 모티

15 Nicholas Penny, A Closer Look: Frames (London: National Gallery, 2010) 33.
16 Eli Wilner, The Gilded Edge: The Art of the Frame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2000) 18.
17 Eugene Delacroix and John Russell, Selected Letters, 1813-1863, translated by

Jean Stewart (Boston: MFA Publications, 2001) 159. 들라크루아의 편지들을 모아 엮은

저서에서 그가 지인에게 마음에 드는 “로코코” 프레임을 발견한 일을 언급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8 Kevin Lotery, "Folds in the Fabric: Robert Morris in the 1980s" October 171

(2020): 80. 당시에 첨단기술이었던 경량 석고(hydrocal)로 주조했으며, 해골 등의 소품이

나 작가의 손을 본떠 주형했다.
19 대표적으로 당대에 회자된 Douglas Crimp의 "The End of Painting"이 있다.



- 11 -

프를 프레임에 새겨 넣은 예시도 존재한다.20 [그림 2-5] “조개껍데기

(clam shell) 프레임”으로 유명한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는 프

레임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에 사용될 프레임의 도안

과 선택에 깊게 관여했던 사실을 그녀가 사용한 프레임을 다룬 복원가의

보고서21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작업에 사용될 프레임을 직

접 제작하거나 그 선택 과정에 긴밀히 관여했던 작가들에게는 작품의 내

용부터 전시까지, 관련된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좌: 그림 2-4 로버트 모리스 "Fathers and Sons" 1955/1983.

우: 그림 2-5 J. M. 휘슬러 "Caprice in Purple and Gold: The Golden Screen" 1864.

[그림 2-4] 세부. [그림 2-5] 세부.

20 Lynn Roberts, "Whistler," The Frame Blog, July 25, 2017,

https://theframeblog.com/tag/whistler/.
21 Dale Kronkright, "Frames of Preference: A Brief Summary of the Picture Frames

Designed and Used by Georgia O'Keeffe" PDF file.

https://www.okeeffemuseum.org/wp-content/uploads/2015/03/2013_frame_research_sum

ma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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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프레임을 작업의 기반으로 사용한 작가들은 비교적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보다 과정과 행위가 강조된 듯한 작품을 남겼는데, 덴마

크인 아스거 요른(Asger Jorn)과 영국인 하워드 호드킨(Howard

Hodgkin)이 그 예이다. 요른의 ‘변형(modification)’ 작품군은 작가가 벼

룩시장에서 매입한 작품들에 자신의 붓질을 더하면서, 기존의 이미지를

일부 남겨 기괴하거나 해학적인 화면을 연출한다. [그림 2-6] 호드킨은

기존의 프레임을 구하는 방식까지는 비슷하지만, 요른과 구별되는 점은

기존의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가의 선명한 붓질은 화면과

프레임 위를 넘나들며, 추상적 이미지를 구현한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을

“감정적 상황”을 재현하는 구상화가(representational painter)라고 표현했

다고 한다.22 [그림 2-7]

그림 2-6 아스거 요른 "The Little Grey Home in the West" 1959.

그림 2-7 하워드 호드킨 “Spring Rain" 2000-2002.

22 Andrew Graham-Dixon, Howard Hodgki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7.



- 13 -

제 3 절 페데스탈(pedestals)

좌: 그림 1-4 “Ritual" 2014

우: 그림 1-5 “Stick of Love" 2014

내가 과거에 만든 조형물들은 주로 자체를 지탱하는 구조체가 작품의 일

부로 구현되었지만, [그림 1-4, 1-5] 조각 작품의 전시를 둘러싼 전통에

는 회화의 프레임과 평행선상에 있는, 때로는 단지 작품을 지지하는 부

가물로, 때로는 작품 일부로써 의도되거나 읽히는, 페데스탈이 있다. 프

레임과 페데스탈 사이에는 유사한 관계적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본래의

작품을 담는 기능적인 요구로 인해 만들어진 구조물이 다양한 장식적 형

태로 발전되어 예술을 상징하는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뿐만 아

니라, 작품과 주변 환경의 경계에 있는 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

거로 생략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23이 그렇다.

그런데 페데스탈의 경우 관련 연구는 프레임에 비해 다소 빈곤한 상황인

데, 프레임을 다루는 저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 존재하지만, 페데스탈

23 Rosalind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October 8 (Spring, 197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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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작품에 대한

페데스탈의 보조적인 기능, 그리고 저작자나 원본성이 소실되었거나 불

분명한 경우가 많은 데에 있다고 한다.24 학계에서 페데스탈이나 베이스

(base)가 전면적으로 외면당한 것은 아니지만, 페데스탈에 관한 연구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좌: 그림 2-8 콘스탄틴 브랭쿠시 “Maiastra" 1910-1912

우: 그림 2-9 마르셀 뒤샹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1915 (1964 레플리카)

페데스탈을 중심으로 미술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뚜렷한 변곡점은 20세

기에 접어들어 페데스탈이 생략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전통적인 기념비 양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양식의 미술을 지향

한 현대미술의 이념적 흐름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현대조각의 시초

를 논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로댕(Rodin)과 브랭쿠시(Brancusi)는 각

각 “공적인 기념비”와 “사적인 기념비”의 전통적 양식과 기법을 작업의

기반으로 삼는25 한편, 변혁과 독창성을 추구했는데, 브랭쿠시는 자신의

24 Alison Wright, Frame Work: Honour and Ornament in Italian Renaissance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57.
25 William Tucker, The Language of Sculpture (New York: Thames and Hu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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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받치는 페데스탈을 손수 제작해 사용하거나 이를 작품 일부로 끌

어들인다.26 [그림 2-8] 이에 더해 페데스탈을 완전히 배제한 모습의 ‘레

디메이드’ 작품을 제시한 뒤샹(Duchamp)의 사례는 분명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27 [그림 2-9] 이후에 나타난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나 앤

서니 카로(Anthony Caro) 등의 대형 조각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페

데스탈을 생략한 채 전시장 안팎이나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

행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페데스탈의 생략과 함께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페데스탈 양식은 오늘날

에도 익숙한 다양한 규격의 백색 직방체이다. 이는 본래의 기념비적, 지

표적 형태나 의미를 배제하고 작가의 행위를 조명하는 제스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페데스탈은 자체의 장식성

과 존재감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서 있는 관객의 신체나 주변 환경에 적

합하도록 작품의 공간적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미술관

내부에 배치되어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작품은, 비록 상징적

부호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내포된 기념비적, 또는 지표적

위상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을 통해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환기, 또는 발동시켜 공유하며 숭고한(sublime) 미적 경

험을 추구한다거나, 도시 환경 속에서 기념비적, 지표적 위상을 갖는 건

물 안팎에 작품을 전시하는 일은 현대미술의 근원적 전통을, 변화한 도

시문화 및 풍경과 시대적 감수성에 맞춰 적용하여 계승하고 있는 모습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설치, 퍼포먼스, 대지 미

술 등의 새로운 양식으로 발현된다.28 또한, 대대적인 규모의 군집체, 조

1996) 43.
26 Tucker, The Language of Sculpture, 56-58.
27 Ibid, 118-120. 뒤샹은 대량생산된 생활용품을 그대로 전시에 사용한 자신의 ‘레디메

이드’ 작품들이 미술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그의 작품들 역시 예술의

장내에서 그 의미가 발동된다.
28 설치, 퍼포먼스, 대지 미술의 경우 하나의 사물을 조명하는 대신 여러 사물의 구성,

관객과의 교류, 그리고 미술관 너머 현실공간의 점유 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흔

히 페데스탈을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던 전후 미술 양식에서 나아가 미술관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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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상, 공기막구조물이나, 비물질성, 또는 비시각성을 다루는 작품에는 페

데스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페데스탈의 기능적

역할마저 진부화하는 현상은 20세기 이후의 미술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

소로 볼 수 있다.

페데스탈과 프레임 등의 전통 양식을 우회하는 설치, 퍼포먼스, 대지 미

술, 혹은 로봇 공학이나 스크린,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작품들

이 성행하는 오늘날 프레임이나 페데스탈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일은 시

대착오적인 일일 수 있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을 위시한, 갈수록 디지털

화되어가는 생활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비물질적, 비접촉적 교류와 소통

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새로운 양식적인 지평에 대한 열의는 제한적으로 보

인다. 혹시 지난 1세기 동안 미술계 내에서 이루어져 온 파격과 혁신의

종착점에 다다른 상황인지, 아니면 일대의 기술적 혁신과 그에 따른 일

상의 변화를 경험한 직후의 잠정적인 피로현상인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미술을 미술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필연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선형

적 흐름의 연장으로 보인다기보다는 파편화된 순환적 소용돌이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다양한 양식의 프레임과 페데스탈은 여전히 ‘동시

대 미술’ 작품들을 위해 제작되고 사용되는 중이며, 과거의 유물로써 남

아있는 페데스탈을 중심으로 오늘의 시대적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도 있다.

2020년 여름,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 시위와 함께 전국적으로 벌어진

기념비 훼손 사건들은 다시금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페데스탈을 주시하

게 했다. 평화적 시위(peaceful protest)가 무분별한 폭동으로 이어지게

한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편, 분노의

표적29이 되어 그라피티로 얼룩지고, 인물상이 훼손되거나 제거된 모습의

기관에 대한 비평, 또는 통찰을 담았다.
29 훼손된 기념비들 대부분은 미 남북전쟁 이후 전사한 남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세워졌는데, 이 기념비들은 과거의 노예제도와 백인우월주의의 상징물로 비춰진 것이다.



- 17 -

다양한 페데스탈은 일견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성상 파괴적 ‘동

시대 미술’에서 간혹 맛보게 되는 파격의 ‘쾌’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

[그림 2-10] 과거의 양식이 오늘날 유효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법은 없

다. 비록 파괴, 또는 철거의 형태로 발현될지라도, 과거의 페데스탈과 기

념비에 내재한 의미와 가치는 생동하는 중이다.

그림 2-10 로버트 E. 리 장군상(Robert E. Lee statue), Richmond, Virginia.

파괴나 철거의 형태로 모종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생산해 내는 페데스

탈 외에도 비워진 상태의 페데스탈이 나름의 유효한 사회적 의미 생산을

지속해온 사례가 있다.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에 있는,

네 번째 좌대(The Fourth Plinth)라고 불리는 이 페데스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데스탈일지도 모른다. [그림 2-11] 1841년 찰스 배리

(Charles Barry)에 의해 설계되어 증축된 이 페데스탈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비워진 모습으로 방치되었으나, 1999년부터는 런던 정부의 기획으

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떠받치게 되었다. 기념비에 내재한 요소로써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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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져 온 영속성과 불변성은 이곳에서 순환성, 그리고 임시성에 자리

를 내주며 주기적으로 도심의 풍경과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

었는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더라도, 논란거리가

된 다른 장소들에 대해 대안적 본보기로써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림 2-11 네 번째 좌대(The Fourth Plinth), Trafalgar Squar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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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작품설명

근래에는 이념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구현된 작품 속의 논리적 정의로움

에서 ‘쾌’를 얻는 일보다는 단순히 역사적, 현존적 상황을 기록하거나 반

영하는 작품에서 모종의 진실됨을 발견하는 경험이 더 의미깊게 다가오

는 것 같다. 과거 미술의 장내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이념적 실천이나

비평 전략은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다루어지며,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소비되고 있다.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 사이의 간극이 모호해

진 만큼, 작업을 지속하는 일은 탐색과 실험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제 1 절 “When in Rome" 가변설치, 2018

2017년 말 돌아온 한국에서의 일상 전반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

던 와중에,30 간간이 거리와 폐기장에서 볼 수 있던 폐-프레임은 작업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나에게 닻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냥 지나치

는 날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다. 한국에서 주로 접하게 된 구

제 프레임과 작품들은 수묵화, 또는 서예작품인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주로 다뤄온 서양식 프레임과 구별되는 분명한 양식화가 진행되어온 상

태로 보였고, 이런 새로운 자극은 일상적으로 수집하던 동양화, 또는 한

국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서울 어디서든 큰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는 한지와 붓, 먹 등의 재료를

사용해 작업실 바닥에 깔고 연습을 시작했다. 한자, 한글, 영어, 그림 등

즉흥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흔적(marks)을 남겨보았다. 자연스레 반복적

30 10여 년 간의 미국생활 이후 처음으로 장기적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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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업을 통해 축적된 결과물을 선별하는 식의 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했고, 여러 장의 한지를 빠르게 소비하기 위해 빨래를 널 듯 줄에

걸어 말린 뒤 겹쳐 쌓아두는 등 순환적 흐름과 반복에 집중했다. 이렇게

쌓인 결과물을 준비해둔 프레임 속에 전부 집어넣었다. 투박하게 채워진

프레임은 한편의 회화라기보단 선별된 이미지 한 장의 제작이 수반한 여

러 장의 반복된 비슷한 습작을 모두 포함하는 물건으로 보았고, 벽에 걸

기보단 바닥이나 페데스탈 위에 눕혀놓는 방식으로 제시해 볼 생각이었

다. 이렇게 하면 주로 이젤이나 벽에 세워진 채 제작되는 서양의 전통과

는 다르게 바닥이나 상 위에 놓인 채로 제작되는 수묵화의 행위적 면모

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설치 기간이 다가오자 생각이 바뀌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진실된 부분은 무엇인지, 관객에게는 작품이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는지

에 대한 고민은 작업을 고전적 회화나 조각의 양식으로 제시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작업에 임하며 다룬 매체나 기

법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이나 일신을 이루었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늘

그래 왔듯이 미지의 영역 속에 발 디뎌보고 맞닿아 체험하려 했다. 이런

과정을 담아내는 작품을 통해 공론을 활성화한다거나 한국의 미술에 대

한 감각을 일깨울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 작업이었다.

매체적 경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실행했던 수묵화 체험과 접근방

식을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설치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즉흥적으로, 작

업실에서 전시장으로 작업에 사용했던 재료나 도구들을 옮기며, 작업과

정이 녹아들게 하려는 취지로 놀이했다. 작업실과 전시장을 오가며 발견

한 물건을 주워다 배치하거나, 수묵화 작업의 소재였던 뉴트를 보여주는

영상물을 설치하고, 작업실에서 사용했던 침낭과 대나무 멍석을 깔아놓

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득 채워진 프레임 두 점은 벽에 걸었다. 이렇

게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설치작품으로 제시해 보았다.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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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When in Rome"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견, 2018.

“When in Rome" 작업을 통해, 한국에서 발견한 프레임을 통해 갖게 된

한국화에 관한 관심과 욕구를 해소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제목은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라는

격언이 간소화된 표현이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환경 속에서 부자연스러

운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있던 내게 특별히

의미깊게 느껴졌다. 자주 거처를 옮기며 새로운 환경과 이웃들을 거치면

서 작업을 지속해온 내게 체화돼있던 의식이기도 하다. 비록 지역을 불

문하고 획일화된 인프라나 기업체들의 국제적 활동으로 지역 간의 차이

가 좁혀진 오늘날, 이동생활이 용이해지고 서로 다른 지역 간에 통용되

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지만, 오히

려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는 유랑자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속한 물리적

환경과 그들이 갖게 되는 관점 간의 짙은 연관성을 체감하게 된다. 하지

만 낯섦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협화음은 내게 극복의 대상이기보다는 신

선한 자극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거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반성과 발

전의 계기로써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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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When in Doubt" 가변설치, 2018

구제- 동양화, 또는 서예 작품들과 프레임에서 출발한 한국의 전통 회화

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려는 중, 그 요소 중 하나인 전각작업을 실습해보

려는 마음이 생겼다. “When in Rome"에 도달했던 작업방식과 마찬가지

로 정통에 대한 무지가 바탕이 된 독단적 작업이었다. 도장을 일반적인

크기보다 훨씬 큰 형태로 구상한다거나, 전각작업을 위한 깎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짐작건대 전통적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

가 많았던 것은 확실하다. 교내의 목조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던 호두나

무, 자작나무 등의 자투리 조각들을 모아 집성해서 손에 겨우 쥘 수 있

는 정도의 크기를 만든 후, 조각도로 모서리 부분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손에 부드럽게 감기는 ”도장“ 베이스를 다섯 점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는 지필묵 작업을 더는 지속하지 않고 있었고, 낙관으로 새겨 넣

을 이미지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쉽게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전시에 사용했던 물건 중에, 특

히 요긴하게 사용한 물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When in

Rome"의 일부로 사용했던 사물 중에는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가구의 서랍장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두 점 있었는데, 교내 작

업실에서 발견한 폐기물이었다. 하얗고 길쭉한 직방체 형태의 이 물건은,

총 90cm 정도 되는 길이의 가운데 부분에 파티션이 있는 구조였고, 바

깥쪽 양 끝 면에는 작은 바퀴와 레일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 물건을 바

닥에 세웠더니, 보는 각도에 따라 직경 30cm 이하의 작품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페데스탈처럼 보였다. 한쪽 면은 트여 있어 일종의 수납장

으로 보였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언뜻 페데스탈로 인식되는 것을 발

견하고, 이 ”페데스탈“ 위에 영상을 재생하는 데에 사용한 스크린이나

각종 소품을 배치했었다. 이 ‘페데스탈 아닌 페데스탈’을 다시 한 번 사

용하여 나의 전각 체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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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When in Doubt" 인주, 깎은 나무, 발견된 물건, 2018.

목각 작업으로 인해 작업실에 흩어져 있던 톱밥을 모아서 첫 번째 “페데

스탈”에 한 더미 쌓고, 두 번째 “페데스탈”에는 준비해 두었던 인주를

한 뭉치 떼어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캐비넷에서 떼어낸 쇠 문

짝을 키보드스탠드 위에 눕혀놓는 식으로 급조한 “테이블” 위에 앞서 조

각했던 미완의 “도장”들을 배치했다. [그림 3-2] 오픈스튜디오의 형식으

로 기획된 전시 기간을 염두에 두고 내 작업공간 안에 있던 다른 물건도

함께 정리했다.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에는 작업실에 상주할 계획이었

기에, 혹시라도 대면하게 될 관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줄 잠재적 교점

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 또한, 인주가 놓인

“페데스탈” 내부의 수납공간에는 일회용 나이트릴 장갑 한 상자를 비치

했는데, 아마도 납작하게 펴져 있는 소량의 인주에 익숙할 관객에게 색

다른 체험을 제시해보는 시도였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재설치 될 수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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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생각했다. 다른 시공간 속에서 적응하며 작업하게 될 내가 발견하

거나 사용하게 될 물건들은 아마 기존 작에서 사용한 것들과는 다를 것

이기 때문이다. “When in Rome"과 ”When in Doubt" 두 작업 모두 즉

흥성과 환경적 요소를 적극 수용하면서 진행했고, 가변적인 반복적 재연

을 통해 작업 내용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도록 하는 작업에 대한 가능성

도 생각하게 되었다.

제 3 절 “19-S" 가변설치, 2019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덧 내 의식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페데스탈”은 그 이후의 작업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점차 “페데스탈”의

사용으로 발동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흥미가 동했다. 한국에서의 생활

도 1년이 넘었던 2019년 초에는, 교내에서의 활동반경이나 주변 사람들

과의 관계도 나름 안정화된 상태였다. 이 시점에는 동양화 이외의 소재

를 다뤄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이전에 선보인 작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대체로 조심스럽거나 불편한 반응은 결국 내가 진행했던

작업의 유의미함을 떠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일이 아닌 것

으로 느껴졌고, 결국 보는 이의 피드백을 끌어내기 위한 전환을 모색하

게 되었다.

이때 내 신변에서는 두 가지 의미심장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는 집에서 기르던 뉴트가 어항을 탈출(은 곧 폐사를 의미했다)

한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건이었다. 갑자기 세상

을 떠난 이 예술인은 전년 겨울 오픈 스튜디오 기간 중 작업실에 상주해

있던 나와 마주친 일이 있었고, 이때 내 작업이나 관심사에 대해 열심히

떠들던 나를 자신의 오픈스튜디오로 초대하기도 했다. 그날 헤어지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연락은 하지 않았다. 그의 사망소식은

전혀 남의 일 같지 않은 무게로 내게 다가왔던 기억이 생생하다.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더라면...’과 같은 자책은 당시 자신의 앞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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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막연한 비관과 함께 나를 짓눌렀다. 이처럼 부정적인 심리와 감정

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작업에 몰두하는 일을 택했다.

뉴트를 일 년 이상 사육하게 된 경험을 통해 아쿠아리움이나 테라리움

같은 인공적인 소세계의 원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는데, 특히

수질정화장치나 순환구조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운이 좋

았다고 생각했다. 한국에도 “물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취미생활 관

련 온라인 네트워크와 시장이 발달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관이

나 순환체계를 개선하는 등, 좀 더 뉴트가 제 본연의 활동을 유감없이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면서 내게도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

름의 커스텀 어항을 조금씩 구현하던 중이었다. 이런 과정은 사람들의

생활시설에 쓰이는 배관 자재나 정수기 부품, 조명, 펌프 등 일상과 밀착

되어 있으면서 의식 밖에 존재하는 장치들에 대한 조사도 수반했다. 한

편 수조 바깥에서는 살 수 없는 뉴트와 나 자신의 처지가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주적 관점으로는 지구 자체

를 하나의 수조와 같은 소세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갈수록 격해지는 기후변화 관련 담론과 관측들은 지구의 자연계와 일상

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기에, 뉴트를 보며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우리’를 보게

되기도 했던 경험을 반추하며 작업을 구상했다.

전작에서 사용했던 “페데스탈”을 토대로 물을 순환시켜 여과하는 장치를

구현해보기로 했는데, 약 18cm 직경의 투명 아크릴 관을 “페데스탈” 상

단에 접합하고, 이 ‘물탱크’ 부분의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배관해서 하단의

여과장치로 이어지도록 했다. 공기 펌프와 물 펌프를 연동해서 작은 생

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그 밑에

는 뉴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알게 되어 구입한 카렐 차페크(Karel

Capek)의 “뉴트와의 전쟁(War with the Newts)"와 ”R.U.R."이라는 두

소설을 함께 엮은 책을 비치했다. 양차 대전 사이에 발표된 이 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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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발표 당시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들이다. 실제로 책을 정독하지는 않았으나, ‘물 생활’에 대한 종결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기 적합한 물건이라고 느꼈다.

그림 3-3 “19-S"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건, 2019.

다른 하나의 “페데스탈”은 앞서 설명한 ”페데스탈”과의 대조를 연출하는

동시에 둘 간의 공통성도 드러날 수 있도록, 가로방향으로 눕힌 채 키보

드스탠드 위에 올려, 서 있는 “페데스탈”과 마주 보도록 배치했다. [그림

3-3] 윗면 중앙에는 작업실에 주워다 놓았던 돌을 수석처럼 끌과 망치로

파낸 홈에 세웠고, 같은 면 끝자락에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모습의

미니어처 모형을 두었다. 미니어처 반대쪽 면에는 헤드폰을 설치하고, 이

헤드폰은 내부의 수납공간에 설치한 휴대용 단말기에 연결했다. 단말기

는 몇 해 전 일본에서 히트를 친 바 있던 영화 “신고질라"의 사운드 트

랙 수록곡인 "Who Will Know"의 리마스터 버전을 담은 유튜브 영상물

을 반복재생하도록 했다. 서 있는 ”페데스탈“은 잃어버린 뉴트에 대한,

키보드스탠드 위에 올려진 ”페데스탈“은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한, 지극

히 개인적인 의미를 내포한 작업이 되었다. 특정한 공간에 남겨지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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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를 갖는 기념비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자료나 기억으로 남겨질,

내 삶의 한 순간을 표시하는 일종의 인덱스(index)로서 존재하는 작업으

로 보았다. 발견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시작한 작업에서 프레임이 작품

속으로 포함되었듯이, ”페데스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작업은 이를

작품 일부로 포함했다.

제 4 절 "19-W" 가변설치, 2019

아트페어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바쁘게 보내게 된 여름이 지날 즈음

우연히 ‘판축공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판축은 거푸집에 흙을 넣고 다져

서 벽을 쌓아올리는 건축공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수천 년 전부터 사용

되어왔고, 토성뿐만 아니라 가옥 등 그 예시는 한국에도 다수 존재한

다.31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기법을 현대화해서 적용하는 움직임이 점진

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rammed earth라고 불리

는 이 공법과 첨단공학을 접목한 건축 프로젝트 및 연구가 최근 들어 적

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32 흙을 다져 쌓아올린 벽에서 특유의 근원

적인 미감을 발견하는 한편, 판축공법의 실효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혈

안이 되어 며칠을 보내기도 했다. 결론은 기술, 토양, 기후 등 다양한 조

건에 따라 결과물도 천차만별인데,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가 하면, 풍파와 그에 따른 침식에 취약한 면

도 있다.33 따라서 특정한 기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위험요소가 많아 제

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을 재

료로 단순한 도구와 노력으로 건물(벽)을 만들어내는 일이 생경했고, 특

31 백제세계유산센터, “판축공법,” Nov. 15, 2016,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z1lcDwLylJA&feature=youtu.be.
32 Daniela Cianco and Christopher Beckett, eds., Rammed Earth Construction:

cutting-Edge Research on Traditional and Modern Rammed Earth (London, UK:

Taylor & Francis Group, 2015).
33 Paul Joaquin and Charles Augarde, Earth Building: H istory, Science, and

Conservation (Bracknell, UK: IHS BRE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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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푸집의 모양에 따라 다져진 흙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

그림 3-4 “19-W" 흙, 콘크리트,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건, 2019.

곧이어 실습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교내에서 흙을 소량 수급해서 실험해

본 후에, 지방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흙을 구해온 다음, 전작에서 사

용했던 “페데스탈”과 근접한 규격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푸집을 설치한

뒤에, 주춧돌 비슷한 역할을 할 콘크리트를 얕게 부었다. 콘크리트가 경

화된 뒤, 흙과 소량의 시멘트를 배합하고 조금씩 거푸집 안에 뿌려 넣으

면서 다져 올렸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결국 “페데스탈”을 직접 만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페데스탈” 자체가 작품이 된 셈이 되

었다. [그림 3-4]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무겁고 진동이나 마찰에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없다. 또한, 야외에 장기간 설치될 때는

결국 풍파에 침식될 것이다. 이 점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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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으나,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주기적으로 태풍이 부는 지역에

서는 영속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정 기간 전시한 뒤에 철

거하는 식으로 반복적인 재연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앞서 행했던 작업

과 같이, 선보이게 되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치되며, 주변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가변적인 모습은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

졌다.

두 번째 맞이할 오픈 스튜디오를 염두에 두어 작품을 공간 중심에 위치

시키고, 그 주변에는 제작과정에 사용된 각종 도구와 남은 재료, 그리고

그 외 작업실에 모아둔 사물들을 그대로 두었고, 벽에는 구제 프레임을

사용해 만든 회화작품 몇 점을 걸어둔 상태로 관객과 마주하는 상황을

연출해 보았다. 전경에 배치된 “페데스탈”을 중심으로, 작품의 일부인 제

작방식과 재료, 그리고 작품의 저변으로서 기능한 다른 작품들과 함께

보이는 상황은 정돈된 혼돈 속에 부분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다양한 관

계적 의미생성의 단서, 혹은 여지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연출된 광경이지만 작업에 연관된 날것의 사실 그대로를 재료 삼아 작업

에 관한 진실을 그려내고,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묘한 상황의 연출을

통해 질문이나 비평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에 뜻을 두었다.

제 5 절 재연(reprise)

위에 소개한 작업을 2020년 말에 치러진 학위 청구전을 통해 재연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선

행 연구 조사와 함께 내가 해온 작업에 대한 정리가 반영되어 변형된 작

품도 있었다. 먼저 특기할 만한 점은 발견된 물건이었던 “페데스탈”을

직접 제작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점밖에 없던 기존 것들을 폐기

한 상태였고, 네 점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하려면 총 다섯 점의 “페데스

탈”이 필요했었기에 추가적인 제작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소실된 두

점의 “페데스탈”과 거의 동일한 규격(약 30 x 30 x 90cm)으로 합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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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한 뒤 흰색 페인트로 도장했다. 전시를 마치고 난 뒤에는 직접 일상

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과정적 변화는 있었지만, 사실상 기존의

“페데스탈”과 동일한 구조와 규격의 “페데스탈”을 준비했다.

그림 3-5 “When in Rome"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건, 2018/2020.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작업은 “When in Rome"일 것이다. 2018년

당시 시작했던 지필묵 작업은 내려놓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그림

들을 보이는 일도 꺼려졌다. 하지만 그때 수집한 ‘동양식’ 프레임은 내용

물을 발라낸 채로 간직하고 있었고, 이 작업의 발단으로 작용했던 요소

였기에, 전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비어 있는 상태의 프레임은 테이

프를 둘러놓은 채로 가벽에 기대어 놓았다. 공간 중앙 정도 위치의 바닥

에는 멍석위에 침낭을 놓고, ”페데스탈“에는 붓, 먹, 물을 비치하여 가벽

에 기댄 프레임을 향하도록 했다. [그림 3-5]

“When in Doubt"은 작업실에서 전시장으로 옮겨진 사실 외에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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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었다. 인주와 깎은 나무 모두 보관해둔 2018년 원작에서 사용한 그

대로를 전시했고, ”페데스탈“의 파티션 부분에 ”도장“을 비치하여 급조했

던 테이블 등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등 간소화 된 모습이 되었다.

[그림 3-6, 3-7]

좌: 그림 3-6 “When in Doubt" 인주, 깎은 나무, 발견된 물건, 2018/2020, 세부

우: 그림 3-7 “When in Doubt" 인주, 깎은 나무, 발견된 물건, 2018/2020, 세부

“19-S"도 원작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복원한 경우였는데, 키보드스탠드

위의 ”페데스탈“에 돌을 거꾸로 뒤집어 설치하거나, 돌의 모양에 맞는

홈을 파낼 때 사용한 ‘윤곽 모델’을 파티션 안에 추가하는 등의 디테일

외에는 원작과 같게 구현했다. [그림 3-8, 3-9] 또 다른 특이점은

COVID-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방역 수칙이 강화된 상황 속, 헤드폰

을 통한 신체 접촉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물티슈를 비치하

거나 단말기의 전원을 꺼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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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19-S"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건, 2019/2020.

그림 3-9 “19-S"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건, 2019/2020, 세부.

“19-W"는 ”When in Rome"만큼이나 변화된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작업

실에 있던 모든 물건을 전시장에 반입하는 대신 현장 작업에 필요한 물

건 위주로 선별했다. 원작에서의 흙으로 된 “페데스탈”을 만드는 데 사

용했던 임시변통의 거푸집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재사용

이 가능하도록 고안한 거푸집을 제작했고, 보관 중이던 쓰고 남은 흙과

자갈 외에도 교내에서 채집한 흙을 보충했다. 20L 용기 다섯 개를 가득

채운 분량의 흙이었는데, 결국 모자라서 흙을 더 수급해야 했다. 반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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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판축 작업으로 흘려진 흙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한 휴대용 집진기

도 유사시를 대비해 벽 쪽에 비치했다. 서로 다른 흙을 변칙적으로 뿌려

넣고 다져 올린 결과가 원작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림

3-10] 시멘트는 섞지 않고 생흙을 사용했다.

그림 3-10 “19-W" 흙, 콘크리트, 작가의 개인 물품 및 발견된 물건,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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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20세기 이후 ‘미술의 장’의 확장은 ‘안티-아트’의 형식을 띠게 되는데, 정

형화되고 반복 되는 관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념적 실천과 상징물의 생

산을 목표로 했다면, 이러한 움직임 또한 결국 하나의 양식으로 포섭되

면서, 결과적으로 현대미술에서의 진보는 자체를 해체하여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본연의 목적의식이 좌절되는, 순환적인 모습을 연출

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술계에서는 종말론이 끊이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암시를 내포한 제스처들이 주목을 받으

며 ‘파격’과 ‘확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다음에는 무엇이

오는 걸까? 미술계 내에서 언급되는 종말론이란 과연 무엇의 종말을 말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

겨지지만, 실제로 오늘날 다른 수많은 작업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가능성은 과거의 요소들이 현재 상황들 속에서 다시금

순환되는 일이다. ‘회귀’가 아닌 ‘순환’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

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과거의 유물, 또는 그

양식에 대한 지시나 차용이 오늘날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현대미술의 역사를 움직여온 동력은 프레임과 페데스탈의 변천과 밀접히

연계된 이념적, 이론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간의 연관

성은 짙어 보인다. ‘어떻게 “프레임”하여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미술

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태제로, 이에 대한 예시는 수없이 많고, 또

다양하다. 미술사의 한 지표로써 언급되는 작품은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대응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미술을 바

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미술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유념해야 할 것이

다. 프레임과 페데스탈을 중심으로 풀어 보는 내 작업에 대한 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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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과정 밖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프레임의 변천과 프레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먼저 소개하고, 현대미술,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페데스탈에 대한 재고에 이어 현재 주요한 문화적 의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페데스탈의 예를 살핀 후 나의 작업과정과 동기를 설명

하는 구조를 취한다. 작업에 대한 저변과 그 밖의 미술사적 조건이 이루

는 맥락을 바탕으로 내가 진행한 작업을 생각해 보려는 취지의 시도이

다. 작업을 통해 작품 속 프레임과 페데스탈을 발견하고, 프레임과 페데

스탈에 관한 고찰을 통해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

을 갖게 되었다.

작품을 보고 그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단 작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어떤

일을 생각해 보아도, 보는 사람의 시점과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

식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서 선보이게 된 작업은 앞으로

도 이어나갈 작업이기에 어떠한 결말보다는 과정, 또는 하나의 시작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 작업에 대한 모종의 결론을 내림으

로써 해석의 여지를 억제하기보다는 독자 개인마다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긍정하며, 내가 작업을 진행한 과정과, 작업을 진행하던 나의

심경 등, 사실 위주의 기록을 남기려 노력했고, 그러한 사실들을 둘러싼

저변과 선행연구 등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작업을 보는 관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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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Frame) Narrative: Study

and Experience Regarding

Frames and Pedestals

Kim, Hanjun

Fine Arts,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ory about the background, related cases of research,

and the process surrounding my work from early 2018 to late 2019.

Frames and pedestals serve as a binder that tie the clutter of various

ingredients present in my work, and a catalyst for a refreshed

perspective on Art history and the Art of today.

The study on existing research materials on frames and pedestals

began after the works were completed, mostly in 2020.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ort through my work, which reflect my stream of

consciousness grounded in my surroundings and daily life. The first

half of the story consists of a brief overview of the various research

and interpretations regarding frames, followed by some exam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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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orks by artists, and a contemplation on pedestals. The

recounting of my work process and experience comes in the second

half, and the story concludes with reflections on Art-making today.

Since the 20th century, beginning with the omission of frames and

pedestals in the work of Art, the field of Art seems to have

experienced a series of radical expansions. As an artist seeking ways

to sustain his practice today however, the prospect and efficacy of

further expansions are in question. Employing a cyclical perspective

on history, elements of the past can be examined with a renewed

appreciation and significance today.

keywords : frames, pedestals, sustainability, cycles,

contemporary art

Student Number : 2018-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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