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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본 연구자 정직성(正直性 Jeong Zik Seong, 작가명)의 작품 방
법론에 관해 연구하고 기술한 논문이다. 본인은 현대 사회를 기본적으로 자
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지배하는 사회, 시장과 상품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
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본인은 한국의 비정
규직 여성이자 세 아이의 엄마라는 한정된 조건 아래 경험한 본인의 삶에 
대해서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여 작품활동을 지속해왔다. 서구 현대 회화의 
모더니즘 논리 전개 이후, 추상의 형식을 어떻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현실 
표현의 수단으로 재해석하여 회화사의 맥락을 전환하여 전용할 수 있는지
가 본인의 주된 관심사였다.
 본인은 현대 사회에서 예술가의 특수성이란, 생산수단이 자기 자신이므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동을 상품
으로 팔아야 하는 노동자 계급이기도 하다는 경제 구조적인 특수한 위치에
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예술가는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 
조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본인의 
특수한 사회 조건을 전제로 사회에 가치 있는 작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자
각 아래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인은 작가로서 본인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
는 지금, 여기의 사회적 상황들과 그 조건들로 인해 형성되는 개인적 정체
성에서 비롯되는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기본으로 하
였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회화 형식에 있어서 재현의 범주로 한정 짓
지 않고 유연하고 압축적으로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 방식을 
추상을 비롯한 회화사의 여러 형식들을 참조해 찾고자 시도해왔다. 
 작가 자신이 자신을 누구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
데 가장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좌표 설정의 지점이다. 작가 자신의 삶의 조건이라는 한
정된 조건 아래 작가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은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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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분리하여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각자의 삶은 
주체적으로 적절한 형식을 지니고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인
의 작업에서 미술사의 선례들을 전용하는 것은 미술사를 어떤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본인이 삶에서 경
험한 부분에 대해 재현하고 그것을 표현하여 이미지로 만들어 내려는 부분
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었다. 본인은 본인의 한정
된 조건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재현과 추상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다양한 
미술사의 형식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본인이 설정한 맥락 아래 이미지로 만
들어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부구조가 토대를 재현한다는 일반적인 
구도를 뛰어넘어 상부구조를 토대가 표현한다는 방식으로 현실 인식의 태
도를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예술가의 경제 구조적 특수한 위치에 대한 이해를 위
해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구조 분
석의 근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고 다른 공간적 경험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공간과 장소의 개
념을 젠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들여다보았다. 다음으로, 본인이 삶의 구
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설정한 작업의 주제들을 회화 
형식으로 구현할 때, 어떤 미술사적 맥락과 미술계의 지형도 속에서 형식들
을 작품에 끌어오고 전용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본인의 회화 연작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놓고 전개된 작품들을 형식별로 분
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로 대표되는 현대 회화의 모더니
즘의 논리 전개와 그 한계가 냉전 시기와 더불어 영향을 미쳐 한국 미술계
에 형식주의와 민중 미술의 대립을 초래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후 세대
의 회화 작가로서 회화의 재현과 추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 판단하고 있
는지를 기술하였다. 조형 어법에 있어서 구상, 재현의 역할은 현실의 특정
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특성, 추상의 역할은 개인의 생각
과 이념 혹은 느낌을 압축해 드러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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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어법을 포괄해 구체성과 관념성, 
토대와 상부구조, 구상과 추상, 재현과 추상, 이렇게 흔히 대립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의 운동 과정을 연작들로 엮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본 논문에서 이러한 본인의 태도를 메타회화(Meta-painting)의 범주로 설
명하였다.
 본인은 본인의 회화 연작들을 통해 삶은 굉장히 중층적이며, 개인의 삶이
란 매우 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정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
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적인 것과 정치적이고 보
편적인 것, 관념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합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위계를 정하여 인식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본인은 그 분리된 것들이 실
제로는 붙어서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변증법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회화의 형식으로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맥락, 전용, 현실, 표현, 알레고리, 메타회화
학  번 : 201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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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동기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지배하는 사회, 시장과 상
품이 전면화 되어있는 사회이다.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고, 없던 상품이 생
겨나며, 인간의 노동력 또한 가장 특별한 상품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당
연한 사회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론에서 이러한 자
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생산관계와 교환관계
를 분석하여 자원의 불균형적인 분배의 원천이 자본의 운동법칙 자체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계급을 구분하
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조건은 경제 계급의 큰 구조 아래, 더 세분
화된 정체성의 조건들, 예컨대 성별과 나이,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본인은 다섯 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서울 소재의 예술학교와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미술의 기본기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했다. 서민층이었
던 본인은 계급 격차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현실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개인이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를 목도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유년기에는 그 기회의 차이가 사회 
구조적인 것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대학에 진학하고 ‘사진
집단 선언’이라는 다큐멘터리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계급의 차이에 따
라 큰 규모의 공간의 성격까지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관찰하
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로소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으로 연결해 종합적으로 살펴야 구조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0년대 IMF가 닥치고 그 시기와 맞물려 본인의 가정형편도 급격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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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는데, 그에 따른 잦은 이사로 서울 변두리를 전전하다 서울 밖으로 거
주지를 옮겼다. 작업실의 이사 횟수까지 합쳐 헤아려보면 지금까지 마흔 세 
번의 이사를 하였고, 이러한 잦은 이사의 경험으로 한국의 여러 지역, 여러 
종류의 주택가와 일터, 공장, 공사장 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경험 아래 개인이 소유한 돈과 자원의 규모에 따라 생애에 걸쳐 겪는 
공간 경험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판단은 본인의 작
업을 통해 공간의 구조와 리듬을 압축해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급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본인
의 잦은 이사 경험은 공간에 형성되는 사람들의 동선과 리듬, 움직임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시각적, 감각적인 현실의 구체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관념적, 
구조적인 차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 관념적, 구조적인 차원이
인간의 합리성이나 정신성, 종교성 등 휴머니티의 범주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 있어서 인간의 합리성의 영역을 
벗어난 자본의 비정한 운동방식이 가장 강력한 틀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보
고 있다. 인간 삶의 세부적인 측면들과 가치의 영역에조차 자본의 운동법칙
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하반기에 대학시절을 보낸 본인은 당시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후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개인주의적 소비문화가 부각되었던 것
을 기억한다. 미술계 역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거대담론이 부정되
고 일상의 미시사가 작업의 주요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기존의 주류로서 형
식주의와 평면성, 매체 특정성의 논의를 주도하던 회화보다 급격히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가 부각되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시기 본인의 가정은 급격한 경제적 쇠락으로 주거환경이 급전직하하는 경
험을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표면적인 다
양성의 기저에 놓여있는 자본의 법칙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구조는 완고하게 그대로 혹은 심화되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
었다고 거대담론을 부정하고 개인성과 다양성, 일상으로 작업주제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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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것이 허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삶, 일상에 대한 작
업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일상, 현실의 표피
적 현상들을 관통하는 질서를 잡아내는 질적인 도약 없이 예술이 어떤 가
치를 획득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고 당시 미술, 문화계의 흐름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본 연구는 본인이 21년 전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
의 전제이자 조건으로 삼았던 질문,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어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 카를 마르
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인간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
로 구분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술가의 경우 생산수단이 자기 자신이
므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팔아야 하는 노동자 계급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
는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 조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위치에
서 사회에 가치 있는 작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을 전제로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
하다. 
 본인은 계급성, 젠더(gender 성별性別), 환경 등 얼핏 거창해 보이는 사회
적 논점(issue)이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집안 형편
이 급격히 기울고 여성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겪는 등의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본인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현실주의적 주제를 작업으로 다루되 형식적으로 가치 있는 질을 획득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예술가는 경제 계급적인 특수한 
위치로 인해 가난해도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앞서 서술한 다큐멘터리 사진동아리에서 봉천동 달동네의 재개발
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을 휴머니즘이 강조된 다큐멘터리 흑백 사
진형식으로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예술의 내용과 형식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광주민중항쟁을 기록한 보도사
진을 기반으로 하여 추상적인 필치로 제작한 회화 작품들을 학사 졸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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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하면서 관심사를 지속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도시주의 미
술가 그룹 플라잉시티(FlyingCity)의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본주의라
는 큰 구조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조건들을 관찰하고 서구
의 다양한 활동가적 미술 형식들을 연구하면서 2004년까지 사진, 설치, 회
화, 영상, 웹사이트, 글 등의 예술 형식으로 매체실험을 지속하였다. 
 이후 2004년에 ‘정직성’이라는 이름을 작가명으로 정하고 회화 작업에 몰
두하기 시작한다. 2006년 회화작가로서 진행한 첫 개인전 ⟪무정형 구축⟫
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회화 작업을 발표해오고 있다. 본인 삶의 당
시 상황들과 깊게 연결되어있는 주제들에서 출발했던 다양한 양상의 회화 
연작들로 발표해왔는데, 앞서 언급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어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
아나가는 지속적인 탐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물들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여성으로서 본인이 겪어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통
해 젠더적 관점을 드러내고자 노력해왔는데, 본인은 젠더적 관점이 단순히 
여성을 소재로 하거나 흔히 여성적이라 규정되는 형식을 통해서만으로 국
한되어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본인이 29회의 개인전을 치르면서 발표해온 작품들을 추려보니 작품량이 
상당하거니와 연작의 갈래들 또한 다수가 되기에 본 논문을 통해 전시의 
형태로 묶어 발표해온 본인의 회화 작품들을 주제와 형식, 재료의 특성별로 
다시 분류하고 분석, 연구함으로써 본인이 작가로서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회화 작품의 전개 과정을 언어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인이 여러 개인전을 통해 진행해온 
회화 연작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작되고 어떻게 조형 형식을 갖추게 되
는지 각 연작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미
술사적 맥락이 본인의 회화에서 어떻게 교차되는지 본 연구를 통해 정확히 
정리해서 스스로 인식한 후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여 작
업을 전개해 나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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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과 의의

 한국은 전쟁 이후 급격한 근대화,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전 세계와 연
결된 자본의 운동법칙과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계급 계층구조에 빠르게 적
응해야만 하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에 온 사회가 집중해온 불균형적인 대
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거울 이미지이기도 한 한국 현대
미술의 역사는 1980년대에 이르러 민중미술과 형식주의 미술의 대립의 상
황을 겪게 된다. 이 대립의 역사는 서구 냉전시대의 소련과 미국의 대립 구
도와 맞물려 미술의 형식에 있어서도 단편적인 구분과 대립구도를 형성하
게 된다. 그래서 회화에 있어서도 정치‧사회적 의미와 서사‧내용 중심의 입  
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재현‧구상 중심의 형식을 강조하고, 비정치적 관념적
인 형식 중심의 입장일 때는 추상‧비구상의 형식을 취하는 식으로 정치적 
진영 대립 구도 하에 회화 형식도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상황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 종식과 함께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거대담론 중심의 대립 구도가 폭파되고, 
다변화, 분자화된 개인의 일상으로 문화담론의 방향이 급작스럽게 전환된
다. 이는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전환으로 보기에는 허망하고 급격한 방향 전
환으로 본인에게 받아들여졌는데,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도 논쟁과 대립이 
어떤 결론에 이르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찬물을 끼얹듯, 혹은 폭파되어 산화
하듯 사라진 느낌이었다. 급작스런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 종식과 자본주의
의 승리,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소비권장의 세계화적 사회 분위기와 함께 
미술계에도 영상, 설치 매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식과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전개되는 1990년대의 미술 흐름이 현
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서구의 트렌드를 좇고 있다고 비판
적으로 인식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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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세련되고 견고한 구조를 취하게 되
었으며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졌는데 거대담론을 부정하고 미시담론으로 급
작스럽게 선회하는 당시의 문화담론의 흐름이 기만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본인은 본인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계급성과 여성이라는 삶의 조건, 
다시 말해 비정규직 전문가 흙수저 출신 여성 작가라는 위치를 명쾌하게 
인식하고 그 조건 하에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작업의 주제로 가
져오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회화 형식을 구사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존재했던 미술사의 여러 
형식들을 참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회화 작품 연작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추상표현주의, 단색화, 
입체파, 미래파, 문인화, 나전칠기 공예기법 등을 참조, 전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본인의 삶을 통해 경험한 현실주의적 주제를 어떻게 미술사의 
형식들을 참조하고 전용하여 본인의 회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지 언어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 번째로 현실의 리얼리티를 담은 내용 중심의 서사적 
회화는 재현적인 형식을 취하고, 정신적·관념적인 주제의 형식주의적 회화
는 추상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이분법적 선입견을 뛰어넘는 사례를 제시한
다는 데에 있다. 본인은 정치적 진영 간의 대립에서 비롯된 이분법적 선입
견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피고 본인의 작품을 알레고리
적 메타회화를 통한 중층적 현실표현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추상적 회화 형식으로도 현실의 다양한 차원의 리얼리티를 구
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데에 있
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의 회화 연작들의 다양한 형식을 현실과의 관련을 
전제로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길어와 전용하는 작품 구상과정을 체계적으
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로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작품 분
석 방식에 치우쳐 있는 현재 한국 미술계의 미술작품 분석 경향을 주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재료적 측면에서의 작품 분석 등으로 확장하는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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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데에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본인이 창작 
및 발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되 본인이 2005년에 쓴 석사학위 논문 이
후에 본격적으로 전개한 회화 작품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본인의 실제 
박사과정 기간은 2010~2012년이었으나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에 진학
하기 전 작가로서 활동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박사학위 논문 연구를 진
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일관된 문제의식하에 다양하고 다소 많은 분량
의 작품 제작을 지속하고 있는 바, 언어로 정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긴 기간
에 걸친 연작들을 연구의 범위로 잡았다.
 본론의 구성은 먼저 본인이 현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주요한 전
제조건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술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본인
의 주된 작업 소재인 공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먼저 경제 계급과 사회 
조건에 따라서 공간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간, 장소, 젠더의 개념에 
따라 구분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미술 형식으로 전용해온 단
색화와 추상표현주의 형식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서구 모더니즘 논의의 전
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미술계의 상황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회화형식
에 관해 메타회화의 선례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는 이후 본인의 작품 형
식이 어떤 미술사적 맥락 아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미술
사 내의 여러 형식을 전용하는 본인의 회화 연작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각 장의 구성과 내용 및 기술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문의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각 장마다 큰 구조를 밝히고 어떤 구체적 탐색과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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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 작품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논문의 구조적 측면에
서는 최대한 작품을 제작할 때의 흐름에 맞추어 유기적인 구조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는데, 작품의 제작과정이란 결국 작가가 삶을 살면서 현실
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탐색하고 
구조화하며 예술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 제작과정의 흐름을 따라 Ⅱ장에서는 먼저 본인을 어
떤 위치에 두고 현실을 인식하는지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성과 사회 
조건이 공간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공간과 장소, 젠더의 기준에 입각해 
살펴본다. 이는 토대가 상부구조로 재현된다는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관
점에서 상부구조가 토대로 표현된다는 관점으로 본인이 관점을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술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미술사적 맥락과 한국 미술계의 지형도 속에서 본인
이 작품으로 전용할 표현 형식을 탐색하는지 살핀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로 
대표되는 서구 모더니즘 논리가 냉전체제와 더불어 추상표현주의가 자유시
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적 양식으로 표상되도록 주도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 논리 바깥에서 정치적 급진성과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추상미술의 선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한국에서 단색
화가 한국적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과 민
중미술과의 대립으로 재현과 추상의 양식에 대한 선입견이 발생함을 밝힌
다. 이후 회화의 텍스트성과 이미지의 지표성에 주목하고 새로운 방식의 회
화 작업을 전개한 메타회화 사례들을 검토해본다. 
 Ⅳ장에서 본인이 현실주의적 메타회화라는 관점에서 전개한 여러 회화 연
작들을 통해 어떻게 본인의 세계관을 예술 형식으로 구체화했는지를 분석
한다. 본인은 작가 본인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사회적 상
황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견
지한다. 하지만 그것을 유연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회화의 적절한 
표현 방식을 재현과 추상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본인의 작업을 통해 구현하
고자 함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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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실인식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작품을 제작한 작가가 어떤 세계관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삶을 일구어 나가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과정
이다. 서론에서 본인의 삶의 궤적을 간단히 기술하였던 것은 이 논문의 분
석 대상이 되는 본인의 작품들이 삶의 경험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삶의 
경험들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조건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보
기 위함이었다. 경제 계급에서 비롯된 삶의 조건의 차이와 계층 변동에 따
른 환경의 급격한 낙차를 경험한 본인으로서는,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의 영향 속에서 한 개인으로 현실을 인식할 때에도 사적인 일상으로 일상
을 인식하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일상 역시도 자본의 운동법칙으로 구조
화 되어있다는 인식 아래 일상의 현상들을 관찰하였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
다. 자본의 운동법칙과 더불어 성별의 구분으로 인한 정체성,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삶의 조건이 본인의 삶의 경험으로 구체적으로 드러
난다.
 이 장에서는 먼저 본인이 천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운동법칙을 
살펴보고 그 구조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밝힌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과 더불어 사회적 
조건들이 공간 형식의 차이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해본다. 공간 경험
의 계급, 젠더적 차이에 대해 공간과 장소, 젠더의 개념 하에서 구분해본
다. 본인은 작가가 작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전제 아래, 상부구조가 토대로 표현된다는 전환된 
입장 아래에서 토대의 관찰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현실주의적 관
점을 견지한다. 현실의 문제는 본인의 작업의 주제와 형식으로 교차 되고 
다시금 현실을 인식하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변증법적 운동을 추동· 견인한
다.



- 10 -

  1. 경제 계급

   (1) 자본주의와 계급

 자본주의 사회 계급성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크스
주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토대
와 상부구조로 이루어진 생산양식에 따라 역사를 구분하며, 생산수단의 소
유관계에 따라 계급을 나눈다. 그리고 토대의 모순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
동력이라고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저작 중 
『자본론』의 앞부분, 상품과 화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현대 사회를 ‘거
대한 상품더미’1)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과 상품이 
전면화된 사회를 말한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없던 상
품을 만들어내는 사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가장 특별한 상품이 노동력이
고, 노동력은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으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노동
력 또한 상품이라는 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상품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사용가치가 유용성에
서 기인한다면 교환가치는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가치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경제학은 ‘효용성’이
라 답하지만 효용성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이 되기 어렵
다. 수요공급론 또한 기준점이 없이 수요공급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
다고 보긴 어렵다. 수요가 적다고 해서 자동차의 가격이 의자의 가격이 되
진 않듯이 수요공급이 가치의 실체라고 보기 어렵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do)의 “노동가치론”은 물과 다이아

1) 카를 마르크스, 『자본』 1권 상, 황선길(역), 서울:라움, 2019,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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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의 비교로 효용가치론의 허구성을 밝힌다.2) 예컨대 물이 다이아몬드보
다 효용성이 훨씬 높지만 가격이 훨씬 낮은데, 다이아몬드라는 상품이 만들
어지는 노동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설명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가
치의 실체라는 노동가치론을 수용했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가
치론을 수용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기존의 노동가치론에 비해 매우 새롭다. 
애덤 스미스는 ‘교환’에 대해서 개인의 욕구가 합리적 교환을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식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설명하지만, 역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유일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그렇게 만든
다고 보기 때문이다.3) 자본주의 이전에는 신분제와 같은 주어진 질서에 따
라 총 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졌지만, 자본주의는 주어진 질서 없이 사적 이
해를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옮겨가기도 한다.4) 자본주의는 가치와 노동
의 관계 때문에 지탱된다.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가치(교환가치)로 구
분하는 것처럼 노동도 구체적 유용노동과 추상적 인간노동으로 구분된다.5) 
가치의 양은 단순히 투여된 노동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 되어야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가치는 생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환에
서 만들어지는 것만도 아닌, 생산과 유통 모두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돈, 화폐는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 보조물로 여겨지
곤 하지만 마르크스는 화폐의 개념적 전개를 분석해서 가치표현의 발전과
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단계로 단순한_개별적인_우연한 가치
형태6)로, 비교해서 표현되는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를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로 완전한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로 상품의 가치가 유용성(사용가
치)과 상관없이 공통적임을 밝힌다. 세 번째 단계인 일반적 가치형태로 가

2) 애덤 스미스, 『국부론』, 김수행(역), 서울:비봉출판사, 2007, p.37.
3)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1권 상, 김수행(역), 서울:비봉출판사, 2020, p.105.
4)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권, 최인호 

외(역), 편집부 편, 박종철출판사, 1997. p.226.
5)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김수행(역), p.51.
6)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김수행(역),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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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개별 상품에 내재된 것이 아님을 분석한다. 네 번째 단계로 화폐형태
를 분석한다.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요소로써 
공황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폐는 언제나 구매할 수 있지만 상품은 
갖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7)

 상품의 가치는 개별적 인간노동과 사회 총노동의 관계 속에서 부여된다. 
상품이 우리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상품의 천부적 속성처럼 보인다. 이를 
“상품이 우리 앞에 자립 한다”8)고 말한다. 종교가 인간 두뇌의 산물이라면 
물신성은 인간 손의 산물이다. 마르크스는 물신성이 처음부터 ‘상품’에 들
러붙어 있다고 보았다. 상품들의 관계는 허위가 아니라 유일한 실재이다. 
교환을 함으로써 가치의 등가물을 만든다. 교환 속에서 가치는 확인되고, 
결과는 변화한다. 생산자들은 자신이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 사물들의 운동
에 규제된다.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규정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하다. 상
품 물신성은 당연히 화폐 물신성으로 연결된다. 물신성은 “자연”이 된다.9) 
 사기 위해 파는 것이 일반적인 물물교환을 위한 화폐 증가 방식이라면 팔
기 위해 사는 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화폐 증가 방식이다. 자본은 화폐
와 부와는 다른 가치증식 운동을 한다. 자본의 가치증식 운동을 담당하는, 
인격화한 자본이 자본가이다. 자본가가 이윤추구의 축적 운동을 계속 벌이
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는 무관하며, 자본가 역시 다른 자본가와 경쟁 상태
에 놓여있다. 자본가의 영혼은 자본의 영혼이다. 인간과 자연을 파괴로 몰
아넣는 힘이 자본의 가치 증식 운동이다. 그렇다면 가치는 어떻게 증가되고 
이윤은 어떻게 생길까. 노동자의 노동에서 가치가 증가된다.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자본이 착취함으로써 잉여가치(초과이윤)가 발생한다. 여기서 착취
는 노동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에 
수탈은 외적 강제, 인격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10)

7)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김수행(역), p.90.
8)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황선길(역), p.115.
9)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3권 하, 김수행(역), 서울:비봉출판사, 2020, p.1033.
10) “‘착취exploitation’라는 단어는 인격적 윤리적 차원의 느낌을 주며 즉각적인 반감이 들

게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건 자본가가 노동자와 맺은 
‘합법적 계약을 준수하며’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의 일부를 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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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늘리는 방법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절대적 잉여가
치) 생산성을 높이는 것(상대적 잉여가치)으로 가능한데,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생산수단)를 도입해서 다른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도입하기 전까지 일
시적으로 특별히 획득하는 잉여가치를 특별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이 특별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는 미친 경쟁
이 일어난다. 이러한 미친 경쟁은 완전한 자발성에 의한 최선의 선택인 것
처럼 이루어지고, 놀라운 속도로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11) 
 이러한 빠른 발전이 과연 인간에게 좋고 적정한 것인가 질문을 던질 필요
가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의 목적이 사용가치에 있었다면 자본주의의 
생산의 목적은 가치 자체의 증식에 있다. 최근 수퍼 자본가들이 자신이 세
상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 아래 자신을 혁명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본질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 역시도 사이즈가 큰 인격화한 자본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12)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바꾼다’, ‘혁신’은 가치증식의 
방법에 있어서_이윤축적의 방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뚜렷한 변화, 혁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13)

봉건제 사회의 영주도 농노의 노동 가운데 일부를 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신분 예속’이라는 경제 외적 강제를 통한 것으로, 착취가 아니라 ‘수탈
poillage’이다. 자본주의 기업에서 경영상 필연적 상황이 아님에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당 해고를 자행하고 노동자의 기본 인권조차 
무시하는 따위 행태 역시 착취가 아니라 수탈이다. 수탈 자본가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수탈을 착취라 말하면 착취가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자본주의가 
‘계급 착취 사회’라는 사실을 가린다. 착취는 자본주의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착취 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말은 실은 ‘자본주의 폐지를 바란다’는 뜻이다.”

   김규항, 『혁명노트』, 서울:알마, 2020, p.38.
11)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 1권 상, 김수행(역), 서울:비봉출판사, 2020, p.248.
12)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라는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2019년도 자산은 170조원이다. 

1년 임금 1억원인 사람이 제 임금을 한 푼도 안쓰고 170만년 모아야 하는 돈이다. 베조
스가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가, 혹은 그 돈이 진짜 필요한가는 자본가로서 그의 활동과 
무관하다.”

   김규항, 앞의 책, p.45.
13) “혁신은 물신 혁명, 혹은 혁명의 자본주의적 재전유(reappropriation)다. 그것은 스티브 

잡스 이후 혁신의 아이콘인 IT 슈퍼 자본가들이 단지 성공한 부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를 자임하고, 그렇게 추앙되는 풍경으로 잘 확인된다. 또한 그들이 ‘세상
을 바꾼다’고 공언하는 한편 사회운동가들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강조하는, 우스꽝스럽
게 뒤집한 풍경으로도 한 번 더 확인된다. 인민은 혁시 경배에 동참함으로써 제 의식과 
세계에서 혁명을 지운다. ‘혁명은 가능한가?’ 같은 질문은 아예 사라진다.”

   김규항, 앞의 책,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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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에 대해 생각해보아도 과거 장인들의 도제 세습, 길드의 역사에서
는 새로운 기술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새로운 기술은 
길드에 의해서 통제되고, 기술은 장인의 것인 상태로 배타적으로 관리되었
다. 생산자들이 기술과 지식을 자신이 갖고 있고 스스로 통제하는 상태였다
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자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다. 과학기술의 도입과 
분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은 생산기술이 박탈된다.14) 예컨대 자동차 생산 노
동자가 벨트에서 자신이 하는 분업화된 일 외에 자동차 생산 전반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는 단순 반복 노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원래 생산수단은 노동하는 사람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도구가 되었다. 제철소의 3교대 노동을 생각해보자. 이와 같은 
상황을 ‘노동의 자본 아래로의 실제적 포섭’이라 칭한다. 과학기술이 인간
을 편하게 한다는 생각은 산업혁명 때부터 나온 얘기이지만 결과는 반대이
다. 인간이 기계에 완전히 포섭된 채 노동시간은 증가한다. 절대적 잉여가
치를 뽑아내기 위해 기계는 인간을 계속 돌린다. 
 1928년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우리 손자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이라는 특강에서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생산력을 높이고 풍요로워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주
일에 15시간만 일하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예언했다. 생산력의 차원에선 
이미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 지 꽤 지났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생산이 인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치
의 증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높아진 상태에 이르
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골고루 15시간씩 일하면서 편하게 살 것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을 오해한 결과이다.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
(Issac Asimov) 또한 20세기 후반이나 21세기 초반의 큰 문제는 인간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이 생길 것
이라 생각했는데,15)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

14) 카를 마르크스, 앞의 책, 김수행(역), p.464.
15) “미래 사회를 상상한 20세기 만화에는 로봇이 노동과 온갖 궂은일까지 다 하고 인간은 

여유롭게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는 풍경이 그려진다.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sac 



- 15 -

다. 현재 자본의 축적이 엄청난 상황이지만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
라 고용, 일자리만 줄어든다. 자본의 목적은 이윤의 축적에 있고 이윤의 원
천은 인간의 노동에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
지만 기술발전을 자본이 쓰게 되면 인간에게 더욱 고통이 가중된다. 더 극
심한 노동과 불안정한 생존상태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윤이 많이 나는 
의약품에만 투자되는 의약품업계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공황은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본의 운동이다. 생산의 과
잉으로 인한 고통을 발생시킨다.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인간에게 가져온다. 
1825년 영국에서 첫 번째 공황이 발생한 이후 200년 동안 10여년 주기로 
공황이 발생했고 30년 주기로 대공황이 발생했다. 공황은 자본주의가 자기
의 위기를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잉생산으로 축적된 것들을 싹 쓸어
버리고 경쟁력이 뒤처지는 자본가를 없애고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이
다. 판매와 구매 사이에는 화폐로 인해 절단이 생기는데 여기서 공황의 가
능성이 생긴다. 공황은 절대적 과잉생산, 과잉축적 때문에 호황에서 갑자기 
온다. 공황은 실물경제 자체에 원인이 있다.16) 

   (2) 예술가의 계급적 특수성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 하는 계급을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하는 마르크
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술가는 자기 자신이 생산수단이므로 생산수단을 소
유한 자본가 계급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 
계급이기도 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특수한 위치 때
문에 예술가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술 작품 또한 일반적인 상품과 다른 성격

Asimov)는 ‘남는 시간’이 미래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까지 했다.”
   김규항, 앞의 책, p.107.
16) 김수행, 『자본론 공부』, 파주:돌베게, 2014,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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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예술 작품 역시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사용가치(유용성)를 띠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사회적인 합의에 따
른 교환가치가 가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예술 작품이 ‘사회적인 가치’를 어떤 형식으로 획득할 수 있
을지 고민하는 것이 창작자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
술가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시장 안에 들어가야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술가
는 자본가이자 노동자일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상품을 만들
어내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율적 노동을 ‘Labour’, 자율적 노동을 ‘Work’라 한다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철저하게 ‘타율적 노동’이다.17)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구조적으로 생
산수단과 분리된 채 가치를 생산하고 잉여가치를 착취당하는, 구조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가는 생산수단
을 소유한 자본가이자 노동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이기도 한 독
특한 위치에 존재하므로 예술가의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
는 자율적 노동의 드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의 가치는 일반
적인 상품이 지닌 사용가치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다
수의 예술가는 시장에 존재하되 많은 예술 작품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부
여되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가치가 상품으로 전환될 때 부여되는 가치는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교환가치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소수 예술가의 작품에만 극단적 희소가치를 부여
하기 위한 스타 시스템과 같은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보자
면 성공한 미술가란 조작된 미술시장의 수혜자들이라 볼 수도 있다. 예술 

17)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워크 work’가 아니라 ‘레이버 labour’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며, 자본의 이윤 추구에 사용되는 도구다. 노동자의 인
격이나 개성, 노동의 구체성 따위는 모두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되어 임금으로만 표현된
다. 노동의 결과는 자본가의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철저하게 ‘타율적 노동’이다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노동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신성함’이나 ‘건강한 노동자’ 같은 
말은 싱거운 농담이 된다.”

   김규항, 앞의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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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제적 가치 형성에 있어서 극단적 부유와 빈곤은 한 쌍을 이룬
다.18)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산수단
의 소유로 자율적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론적 위치에 있기 때
문에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상상력의 가능성을 보
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예술작품은 실용적인 상품이 아니므로 사용가치와는 별개의 
질서를 따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크기, 작품의 가격으로 일컬을 
수 있는 교환가치로 상징되는 사회적 가치로 그 가치가 표현된다. 예술작품
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미술제도, 미술계의 상징적 
인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예술에 대한 비평가, 평론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다. 미국 추상표현주의로 대표되는 회화의 평면성 논의를 주도했던 이들 역
시 클레멘트 그린버그로 대표되는 비평가들이었다.
 비평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는 미술제도, 미술계의 
상징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작가들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나 공공기금 
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선발되기 위해 공공질서에 순응
적인, 정치적으로 올바른 뉘앙스의 지원서를 작성하기 쉽다. 화제성이 있는 
단발성 기사를 다루는 언론의 세기에 비해 비평가의 비평의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작품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제대로 받기 어렵
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공모나 기금시스템에 순응적인 작품을 제작하게 될 
여지가 높아진다.
 제도와 기금시스템은 빈곤한 대다수 작가를 보조한다. 제도와 기금의 존재
는, 예술이 쓸모없는 노동이고 효용성은 없지만 사회 전체에 유용성이 있다
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금 시스템이 작가의 생존의 

18) “자율적 노동의 현상적 사례를, 예컨대 ‘성공한 미술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 작가에게 극단적 희소가치를 부여하는 조작된 미술시장의 수혜자다. 대다
수 작가는 시장에 존재하되 상품으로서 가치가 거의 할애되지 않는다. 극소수 성공한 미
술가의 부유와 자율적 노동은 대다수 작가의 빈곤과 임금노예만 못한 노동을 조건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율적 노동을 보편화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김규항, 앞의 책,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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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비상업적인 작가들이 
기금시스템에 포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채택이 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공공의 질서에 순응적인 지원서를 쓰게 되는 경
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19) 
 그러면 작가는 계속 시장에 선택되기를 기다리거나, 제도나 기금에 포박되
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을까? 본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가가 생산수단
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면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 계급이기도 한 특별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자신의 판단대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구조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
문에,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자율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존
재이자 자본주의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일 수 있다고 보았다.20) 이런 

19) “이것을 ‘예술가 구빈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322에서 살폈듯 예술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할애되지 않는 대다수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기금
은 생활 수단의 의미를 갖기 마련이다. 예술가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기금 신
청서에 적게 되고, 창작 활동은 그만큼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 갖히게 된다. 이 과
정은 예술가가 즉각적 반발심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천천히, 그러나 이전의 검열이나 
체포, 투옥보다 견고하게 진행된다.

   예술가도 생활하는 인간이며 예술시장에서 소득 불평등이나 공정성 같은 문제들은 중요
하다. 그러나 예술가가 제 작업work을 단지 노동labor으로 여긴다면 굳이 예술가일 이
유가 없다. 예술가는 공정한 시장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에 질문하는 
존재다.”

   김규항, 앞의 책, p.175.
20) 본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인은 <연립 주택> 연작이 여러 연작들 중 하나의 과정이라

는 생각으로 제작을 진행하였는데, 막상 시장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니 상업화랑들이 
반복 재생산을 요구하는 압박이 있었다. 당시 본인은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인이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전시를 통해 작품을 발
표하는 것 외엔 없었다. 그래서 본인의 유일한 사회적 통로가 주문제작으로 막히는 상황
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서둘러 ‘연립 주택’ 시리즈를 마감하고, <푸른 기계> 연작
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본인이 미술시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판
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본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술시장을 
통해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생산수단이라는 측면 또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대로만 작품을 생산하지 않을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실제로 <연립 
주택> 시리즈를 멈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미술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미술시장에 거리감을 확보
하고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 특성이 작가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한 작가의 특수성을 자각하고 작가라는 개인의 주
체성을 잃지 않고 작업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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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에 본인은 주체적으로 본인의 삶의 주제들에 대해 예술가로서 형식
을 부여해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작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작품들의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도 작품유통 협동조합과 같은 자율적
인 공간과 방법 또한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협동조합은 상품과 화폐가 없는 원래의 협동조합과 거리가 
먼 기업형태의 협동조합이 대부분이다. 이와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유통
과 판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구조를 고안
하고 실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1)

  2. 현실의 반영: 공간과 장소, 젠더22)

   (1) 공간 이론의 전개

 본인 작업의 주제인 ‘한국 도시의 특수한 성격을 어떻게 회화형식으로 드

21) “중산층을 주요한 소비자로 하는 대형 협동조합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그들은 성장을 추구한다. 성장은 이윤의 재투자로 이루어진
다. 그들은 실은 이윤을 더 많이 재투자한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간계
급의 주식회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국가나 기관의 협동조합 지원 
프로그램과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다. 이런 협동조합들을 널리 진열하
는 일이다. 시스템이 자신에 반하는 속성을 갖는 협동조합에 돈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규항, 앞의 책, p.229.
22) 2절의 제목 중 ‘공간과 장소, 젠더’는 도린 매시의 저서 『공간, 장소, 젠더』를 참조하였

다.
    “시간-공간 이분법을 허물고 시간·공간 또는 공간·시간이라는 동시적 관점을 견지하자는 

매시의 주장은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만들어놓은 젠더화된 이분법을 허물고 경계를 넘나
드는 주체에 주목하는 페미니스트들과 비슷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성과 성차별을 직
접 다룬 전 장들과 주제 면에서 차별화되지만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방법론을 차용하여 
공간과 장소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결국 비슷한 문제의식의 연장으
로 볼 수 있다.” 

   정현주, 「옮긴이의 말」.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역), 서울:서울대학교 출
판문화원, 201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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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낼 것인가’에 있어서 우선 도시 공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공간 이론의 전개’에서는 도시를 바라보는 본인
의 시각에 많은 영향을 준 이론들을 추려서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들이 본
인에게 복잡다단한 도시 공간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되었
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 사회제도, 조
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변함없는 추동력은 자본 
운동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주목되고 있다.23)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로부
터 시작된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은 도시 분석의 방법론으로 지금까지도 유
효하다. 본인은 도시 공간을 분석하는 시각의 기본적인 틀로써 이러한 정치
경제학적 방법론의 비판적 입장의 영향 아래 있다.

  가. 공간생산의 이론

 도시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가졌던 중심을 잃어버리고 19세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더이상 하나의 질서로 통제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러한 현상은 단지 시각적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적 관계의 
추상화와 공동체의 해체 등이 결부되어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마
르크스는 포괄적으로 '소외'라고 규정했다. 엥겔스는 「잉글랜드 노동 계급
의 처지」에서 소외의 고통에 대해 고전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데, 기계의 
도입에 따른 손노동의 추방에서 비롯된 도시빈민의 비참함을 기술한다. 그
는 산업도시의 비윤리성을 비난하지만 또한 도시를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한 터전으로 보았다.

"듣지 않고 보기만 하는 자는 보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보다 한결 더 혼
란을 느끼며, 한결 더 당황하며, 한결 더 불안하다. 여기에 대도시 사회학
의 특징을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다. 대도시에서 인간들이 맺게 되는 상

23)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2,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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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관계들은 〔…〕 청각 활동에 대한 시각 활동의 현저한 우위로 특징지어
진다. 그것의 주요 원인은 대중교통 수단이다. 19세기에 승합 마차, 철도, 
전차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몇십 분이고, 혹은 심지어 몇 시
간이고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채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일은 없었
던 것이다."〔게오르그 짐멜〕24)

 발터 벤야민은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현대 도시를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조(建造) 환
경의 배후에 상품이라는 교환형식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케이드라
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은 바라보기라는 특수한 지각형식을 강요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문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세계와 자신의 노동
을 교환한다고 보았다. 이 환상의 세계는 마치 역사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 자연적인 실체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이 사전적으로 인지 가능하며 
행동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통념을 불러 일으켜, 이곳이 근본적으로 소외된 
공간임을 은폐한다.
 앙리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다.”라는 테제에 비추
어 도시 공간을 권력의 지배가 작동하는 장으로 본다면, 이러한 공간은 역
사적으로는 생산양식과 관련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도시 공간이 그 자체로서 내재된 생성 메카니즘인 자본주의적 관계 때문에 
늘 모순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공간생산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
순은 사적 자본의 ‘축적 논리(자본논리, 이윤논리, 교환가치의 논리 등)’와 
‘사회적 필요의 논리’가 도시공간을 통해 상충적으로 관철되는 데서 비롯된
다.25) 이러한 모순적 관계는 도시 공간 내에 사적인 부문과 공적인 부문 
간의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자본주의 도시문제의 본질을 이루게 된다.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물을 

24) Georg Simmel, 『Mé́langes de philosophie relativiste. Contribution á la culture 
philosophique』, Traduit par A. Guillian. Paris, 1912, p.26~27.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선집 4-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보들레
르의 몇가지 모피브에 관하여 외』, 김영옥․황현산(역),서울:길, 2010, p.82에서 재인용. 

25) 조명래, 앞의 책, p.132



- 22 -

도시의 건조 환경으로 구축해내는 것을 자본주의 도시화의 본질로 보았다. 
하비에 의하면, 사회적인 갈등을 매개로 구체적인 형태의 건조환경이 출현
하지만,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건조환경의 근본적인 기능은 자본논리에 종속
적이다. 즉 건조환경은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능에도 불구하
고 그 논리는 근본적으로 자본순환 논리를 따른다. 하비는 건조환경을 전체 
자본순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축적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적 
해결장치(spacial fix)’로 규정한다.26) 

 나. 스펙터클 이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도시공간은 자본주의하의 축적모순이나 그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편되는데, 도시 공간 자체가 ‘상품’으로 바뀌
어가는 것은 바로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기 드보르는 생산의 현대적 조
건이 압도적인 사회에서 모든 삶은 그 자신을 스펙터클의 거대한 축적으로 
제시한다고 보았다. 시각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스펙터클이라는 개념어를 전
면적으로 사용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시각 예술가로서 매우 흥미로웠는데, 
여기서 스펙터클이란 상품 그 자체와 그것의 소비를 매개하고 부추기는 모
든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비판적 
의식과 총체적 주체성을 분열시키는 유무형의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스펙터클은 단순한 이미지들의 집적이 아니라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펙터클은 소외된 사회경제적 관계들의 물질적 대상화로서 개인들을 분
리하여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단일한 계급의식을 차단하며, 파편화된 일상생
활은 스펙터클로 인해 가상적으로 재통합된다.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사람들
은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객체로 취급된다. 

분리된 생산이 분리된 것들의 생산으로서 성공한 데 힘입어, 원시사회에

26) 조명래, 앞의 책, P.150



- 23 -

서는 핵심과제에 속했던 기본경험들은, 이제 체제의 발전이 최고조에 달
한 현 시기에, 무노동과 비활동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 비활동은 결코 생산 활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않다. 비활동은 생산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산의 필수품들과 결과물들에 대한 어
색하면서도 감탄 섞인 굴복이다. 다시 말해, 비활동 자체가 생산의 합리성
의 산물이다. 활동의 외부에는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으며, 스펙터클의 
맥락에서는 모든 활동이 부정된다. 그에 상응하여 현실적 활동은 이 같은 
결과의 전반적 구축을 위해 완전히 점령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재의 “노
동으로부터의 해방”, 즉 여가의 증대는 결코 노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
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노동이 창조하는 세계로부터의 해방도 
아니다. 노동 속에서 상실된 활동이 노동의 결과에 대한 굴복 속에서 회
복될 수는 없다. 〔기 드보르〕27)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분리된 채, 인간 자신은 그의 세계의 모든 세부사항
들을 한층 증대된 힘으로 생산하며, 그리하여 자신의 세계로부터 한층 더 
분리된다. 그의 삶이 이제 그의 생산물로 되면 될 수록, 그는 자신의 삶으
로부터 더욱 더 분리된다. 〔기 드보르〕28)

 스펙터클이 하나의 이미지가 될 정도로 축적된 자본이라는 것은 상품이 
사회적 삶을 총체적으로 점유하는 분리의 또 다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직접적인 삶의 모든 것은 재현으로 물러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자
본의 축적은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즉 근원적인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파
편화된 이미지들로 구성되고, 삶의 경험으로부터 동떨어진 자율적 세계로 
재통합된다. 결국 삶은 스펙터클로 환원되고, 모든 지각과 인식은 분리되어 
파편화된 응시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다. 탈자본주의적 공동체 이론

27)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이경숙(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6. 10, p.22~22
28)  기 드보르,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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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자본주의적 공간으로서 도시를 분석하는 
시각에 대해, 산업도시에 대항하는 제안으로서의 '탈자본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대조시켜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통해 또 다른 성격
의 공동체 도시 공간을 엿보고 상상할 수 있다. 먼저, 피터 크로포트킨이 
지리학자로서 수행한 '상호부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동물사회만이 아니
라 인간사회에도 각 개체들이 자기 종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서로 
돕는 고유한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루이스 멈포드는 크로포트킨의 선구적 연구를 도시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근대도시의 악몽에 대한) 반대운동이 
반세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교외지역으로의 탈출과 그것을 촉진하는 
대도시 혼잡을 방지하는 두 방면으로 지향되고 있다. 〔…〕 초기의 공헌은 
지리학자 피터 크로포트킨의 유명한 책 '농경지, 공장 및 작업장'에서 이루
어졌다. 현대의 경제적, 기술적 견해보다 거의 반세기 앞서서 그는, 전기통
신과 전력의 융통성과 적응력이, 집약적이고 생활기능적인 경영과 함께 직
접적인 인간 접촉을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의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
는, 더욱 분산화된 소규모 단위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사
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 기술이 세련될수록 소규모 작업집단의 창의와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29)

 위와 같은 시각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은 공동체성이 현재로부터,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산출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근대 산업도시
의 갈등에 대해 그것과 분리된 다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재의 문제들과의 연결 속에서 등장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후 도시사회학에서의 개혁프로그램 전통과 공동체 부활의 개혁 프로그램 
등의 역사로 이어진다.

 라. 아나키즘적 도시계획 이론

29) Lewis Mumford, 『The City in History』, Harcourt, 1961, 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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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 기술문명 사회에서 사회의 형성이란 하나의 계약이다. 무질서의 공
포를 극복하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양도되어
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근원적 자유는 사회를 형성하기 이전의 
원초적 자연 상태에 비유된다. 그러나 아나키즘, 특히 바쿠닌은 이러한 사
회 계약론자들과는 반대로 사회라는 것을 미개한 상태로 본다. 사회라는 것
을 타인의 자유에 대한 부인을 통해 자유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야수적 상
태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자유란 질서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반
대로 자유를 통해 질서가 구현되는 것이다.
 사회를 자유에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사회계약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의 국제기구인 인터내셔널의 프롤레타리아 전위당의 논리 속
에서도 발견되는데, 바쿠닌과 인터내셔널의 프롤레타리아 전위당은 이 문제
에 있어서 대립했다.30)

 아나키즘31)은 근본적으로 자유와 질서를 병행하려는 이론이다. 아나키즘적 
도시계획 이론은 일반적으로 근대적 도시 개발에 반대하며 전원도시의 개
념으로 구체화된다. 카밀로 지테, 에버네저 하워드, 브루노 타우트는 크로
포트킨의 영향을 받은 아나키즘적 도시계획을 발전시켰다. 특히 에버네저 
하워드는 공동사회의 이념에 충실한 급진적 사회개혁가였는데, 그의 이러한 
경향은 에코-아나키즘 등의 사상으로 남아있다.32) 이 사상은 브루노 타우
트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라이트는 하워드 같
은 사회적 다양성에의 추구와 같은 의제를 갖지는 않았다. 라이트는 자동차
가 도시 디자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도시는 점점 교외부로 뻗어가게 

30) 1차 인터내셔널 4차 총회에서 바쿠닌과 마르크스의 대결로 표면화되어, 마르크스파에 
의한 바쿠닌 제명으로까지 이어졌다.

   구승회, 「마르크스인가, 바쿠닌인가?」, 『아나키-환경-공동체』, 서울:도서출판 모색, 
2000, p.143

31) "아나키즘Anarchism이란 말 자체는 지배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말  
anarchos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 말은 본래 무지배無支配를 뜻한다. 그런데 지배의 
보편적인 주체가 정부이니 그것을 일본식으로 무정부주의라고 보통 번역하는 것이 반드
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말이 적어도 모든 지배에 반대하는 아나키즘의 넓
은 뜻을 포괄한다고는 볼 수 없다."

   박홍규, 『아나키즘 이야기』, 서울:이학사, 2004, p.46
32) 조나단 바넷, 『도시 디자인의 근대사』, 이정형(역) 서울:국제, 1997,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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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고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으며 근대도시의 집중을 거부했다.
  아나키즘적 도시계획을 위한 이론들은 공동체성의 모델을 찾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획(planning)이나 목표제시의 관점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현재를 식별해내고 그 속에서 미래를 
보는 방식에 기반을 둔다. 실행에서 발견되는 우연한 것에 주목하고, 근대
적 합리성에 대항하여 현재적 상황(situation)의 다양함과 환원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2) 한국의 현실: 장소특정성과 젠더

 가. 공간과 장소, 젠더

 도시 공간을 소재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공간의 특수한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장소들에 사람들은 애착을 갖
는데, 장소에 깊게 연루된다는 느낌은 도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차이에 대해, 공간은 물리적 개
념이고, 장소는 그곳에 사람들의 관계가 누적적으로 개입하는 곳이라고 정
의 내렸다. 즉, 공간이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 장소라는 개념은 삶, 문
화, 기억, 생태계, 공동체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33)이라는 책에서, 공간적 실천과 공간 재현, 재
현 공간으로 공간 생산의 세 가지 계기를 구별한다. 공간적 실천이란 지각
된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인 반복된 활동을 통해 공간을 
물리적으로 생산하고 지배하고 전유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반면 공간 재현
이란 인지된 공간을 의미하며 공간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이론적 담론에 
따라 규정되는 공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이론화한 기하학적 공
간이고 도시계획자들이 설계하는 공간이며, 기술 관료들의 공간이기도 하

33)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역), 서울:에코리브르, 2011.



- 27 -

다. 마지막으로 재현 공간이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이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 대해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물리적 공간은 개인
에게 장소로 재현된다. 앙리 르페브르는 이와 같이 공간을 여러 층위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장소성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던 대
표적인 학자인 이 푸 투안은 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경험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종종 장소의 의미와 융합된다. “공간”은 “장
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건축
가들은 장소의 공간적 성질에 대해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간의 입
지적(장소)성질에 대해 훌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의 개
념을 정의하려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장소의 안전(security), 안
정(stability)과 구분되는 공간의 개방성, 자유, 위협을 알고 있으며 그 역 
또한 알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공간을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 생각한
다면 장소는 정지(멈춤)이다. 움직임 속에서 정지할 때마다 입지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34)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총체적일 때, 대상과 장소는 구체적
인 현실성을 얻는다.35) 운동감각, 시각, 촉각을 통해 인간은 공간적 특성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갖는다.36) 공간이 대략적인 좌표틀 이라면, 공간을 지
각하기 위해선 시간과 감각이 필요하다. 목적적 운동과 지각을 통해 인간은 
공간에서 개별 대상들의 친밀한 세계를 경험한다. 이 푸 투안에 의하면 공
간의 장소성은 사람들의 관계와 경험이 누적적으로 개입하여 생겨난다. 그
는 공간이 대략적인 좌표, 틀이라면, 공간을 지각하기 위해선 시간과 감각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4) 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 , 구동회·심승희(역), 서울:도서출판 대윤, 1995, p.19~20.
35) 이 푸 투안, 앞의 책, 1995, p.38
36) Bernard G. Campbell, 『Human Evolution:An Introduction to Man's Adaptation

s』, Chicago:Aldine, 1996, p.78, 161~162
   이 푸 투안, 앞의 책, p.28~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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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은 〔근면하기만 하다면〕 즉석에서 획득될 수 
있다. 환경의 가시적 특성은 예술가적 심미안을 가지고 있다면 재빨리 기
록될 수 있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느낌”을 획득하는 데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것은 매일 매일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주
로 순간적이고 극적이지 않은 경험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시각, 청각, 후
각의 고유한 혼합물이며, 일출/일몰 시간, 노동/놀이 시간과 같은 자연적·
인공적 리듬의 독특한 조화이다. 장소감은 사람의 근육과 뼈에 기록된다.
〔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37)

 그러면 총체적인 감각으로 경험되는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미지로 획
득하게 될까? 장소는 특별한 종류의 대상이다. 장소는 가치의 유동적인 응
결물이지만 손쉽게 조작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상이기도 하고 경계를 한정짓기 어렵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본인은 작품을 통해 장소성을 이미지화하는 방식에 대해 숙고
하면서 공간과 장소 개념의 구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
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공간은 장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장
소를 노스텔지어적 관점으로 재현하거나 파편화된 일상의 이미지로 나열, 
구성하는 방식 외에 공간의 계급적, 젠더(gender)적 특성을 화면에서 드러
내고자 할 때 공간과 장소 개념의 이분법적 분리가 본인의 실제 경험과 유
리되어 있어 본인의 이미지 구상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본인의 의문
에 대해 화답하는 듯한 공간에 대한 논지를, 젠더적 관점에서 공간과 장소
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여성 지리학자인 도린 매시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
었는데, 도린 매시는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내포한 위계(거시적/미시적)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일반론을 매시가 정리한 부분을 살펴보면, 

 공간과 장소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으며, 여러 다른 논쟁과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함의를 내포해 왔다. ‘공간’이라고 하면 

37) 이 푸 투안, 앞의 책,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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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영역, 또는 동시성과 복수성의 혼돈을 떠올릴 것이다. 공간은 구조주
의자들이 말하는 공시적 체제(synchronic system)를 지칭하기도 하며 n
차원의 정체성38)을 묘사할 때 차용되기도 한다. 장소도 마찬가지이다. 물
론 공간보다는 더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만, 장소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장소라든지,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
처럼 통상적으로(물론 나중에 밝히겠지만 이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깊
게 각인된 이미지를 지니기도 하며, 이동성이나 민첩성을 넌지시 암시하
기도 한다. 이처럼 장소는 위치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로 사용된다. 〔도
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39)

 매시는 주류 공간론이 공간을 비정치적인(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이와 더불어 공간에 대해 장소를 폄하한 마르크
스주의 및 남성중심적 지리학에 대한 이론적·정치적 비판을 가한다. 이들은 
장소를 ‘보편적’ 공간과 다르게 특수하고 우연적이며 공간보다 영향력이 작
은 곳으로 인식한다. 매시에 의하면 주류 공간론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낭
만화함으로써 장소를 수동적인 영역에 가두었다. 그리고 마르크주의 지리학
은 보편(추상)과 특수(구체)를 규모의 대소(가령 글로벌 대 로컬)와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작은 것은 추상적이거나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잘못된 이분법에 사로잡혀 장소의 정치적 파급력을 폄하하게 되었다고 보
았다.40) 
 매시에게 있어서 장소는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추상적인, 또는 보편적 원
리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공간은 보편과 추상의 영역으로, 장소는 그 반

38) “공간이 ‘죽은, 고정된, 비변증법적인,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한 사람은 
푸코이지만(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Brighton, Harverster, p.149),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11장 「정치와 공간‧시간」 참고). 구조주의 논
쟁에서 ‘공간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보려면 레비스트로스(Levi-Struss), 리퀘르
(Ricueur), 브로델(Braudel)의 저작들을 참고할 것.”

   도린 매시, 앞의 책, p.37.에서 주석 재인용.
39) 도린 매시, 앞의 책, p.37.
40) 장소를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나 일종의 향

수로 미화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하는 주류 접근(주로 인본주의 지리
학 전통과 일부 비판지리학)은 장소를 여성성과 동일시하는 남성중심적 장소관에 그 뿌
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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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특징인 특수와 구체의 영역으로 이분화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간과 장소는 서로 반대항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이다. 매시는 이 같
은 이분법이 남성중심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비단 지리학계 뿐만 아
니라 근대 이후 서구 지식생산 체제에 깊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장소와 
공간을, 공간과 시간을 이분화하고 전자에 대한 후자의 우위를 가정하는 이
분법41)을 낳았다. 남성중심적 관점에 대한 비판과 모더니티에 대한 흥미로
운 해석을 매시의 「유연한 성차별주의」라는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이 다 같이 함의하는 바는 습관적으로 말해지는 모더니즘·
모더니티의 경험, 그것의 주요 문화적 결정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산물, 
심지어 그 관습적인 정의까지도 모두 특수한 형태의 젠더관계와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의에 기반해 구성되었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모더니즘은 가부장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
다(이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역사의 다른 많은 시대로부터 모
더니즘을 구분시켜 주는 요소도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
지 않으면 모더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하비에게로 되돌아가서, 모더니즘은 시간과 공간, 돈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특정한 접합 그 이상이다. 하비는 한편으로는 공간의 정의, 생산,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양식과 계급구성을 설정하고 둘 간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경제중심적이라는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매우 탁월한 설명
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공간이 구조화되고 경험되는 다른 방식, 
다른 권력관계를 완전히 배재했다. 하비는 이 절에서 소개한 논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교외화에 대해서는 여러번 언급했지만 영역의 분리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42)

 이러한 매시의 입장은 계급관계가 다른 관계들에 우선하여 다른 관계들이 
계급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41) 이러한 이분법은 공간에 대한 장소의, 시간에 대한 공간의 젠더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시의 주장이다.

42) 도린 매시, 「유연한 성차별주의」, 앞의 책, p. 423. 강조는 본인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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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르크스주의와 거리를 둔 것이다. 계급관계는 젠더와 인종과 같은 다른 
관계들과 접합(articulation)하여 작동하며 자본주의는 가령 가부장제와 접
합하여 지역과 장소마다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매시
의 공간적 사유에서 공간과 장소는 개념적으로만 구분될 뿐 현실에서 만나
는 공간은 사실상 장소인 셈이다. 장소를 상대적이고 관계적으로 인식한다
면, 장소라는 구체성은 공간이라는 보편성과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여있는 
것이 되며, 공간처럼 장소도 그 경계가 없으며 가변적인 영역이 된다. 따라
서 장소의 경계를 긋거나 장소에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장소 
본연의 주어진 특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가 된
다.
 매시는 더 나아가 공간이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사
회적 관계의 조성에도 개입한다43)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어떤 공
간적 현상은 단순히 그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너머로 확장되어 있
는 사회적 관계와 연동되어 다른 스케일의 공간과 연결된다는 매시의 문제
의식은 장소의 인식에도 또한 적용된다. 매시에 의하면 장소란 특정한 시간 
속에서 형성된 무수한 사회적 관계들의 특정한 조합이다. 공간이 이러한 관
계망의 포괄적 형태라면 장소는 그중 특정한 형태인 셈이다. 그렇다면 장소
는 수동적인 장이 아니라 열려 있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장소를 구성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된다. 누가 특정 장소에 속해 있으며, 그 장
소의 본질·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장소는 어디까지인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정하는가 등의 이슈는 결국 정치적 문제로 귀결된다.
 본인은 이렇게 장소가 총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장
면을 사진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개인이 삶을 통해 경험하는 장소성을 드
러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 장면의 재현으로 환원되기에 장소는 너무 넓거
나 좁은 범주이기 때문이었다. 공간은 대상들이나 장소들의 상대적 위치나 
넓은 구역으로, 보다 추상적으로는 장소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정의되는 지

43) 한 예로 자본의 작동이라는 보편적 사회경제적 과정이 전 국토공간에서 동일하게 일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불균등 발전) 그러한 공간적 차이가 가본주의 발달 궤적을 차별화 
시키는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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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개인이 경험하는 계급성과 젠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개인들은 같은 
공간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 푸 투안은 보는 것과 공간 경험에 대해 (노스
텔지어적인 시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한다. 

영어에서 “나는 본다(I see)”라는 말은 “나는 이해한다(I understand)”라
는 의미이다. 보는 것(이것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은 빛의 자극을 단
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선택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며, 그
런 과정을 통해 환경의 자극은 목적적인 유기체에 의미있는 기호(sign)를 
제공하는 유동적인 구조로 조직된다. 〔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44)

지금까지 선별적으로 살펴본 경험의 구성요소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이 
있다. 대체로 문화는 인식의 초점과 범위를 지적해준다. 각각의 언어들은 
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서로 다르다. 회화(그림)나 
의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 영역을 묘사함으로써 언어를 보완한다. 
그리고 그것의 용도와 효과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예술은 감정의 이미
지를 만들고, 따라서 감정은 숙고와 사유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감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친밀한 감정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잘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사례로 든 장소 이미지는 지각이 예민한 작가의 상상력
에 의한 것이다. 작가들의 작품 덕분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을 경험들을 즐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그
럴듯한 역설이 있다. 그 역설은 <사유는 거리감(소원함)을 만들어내고 직
접 경험의 즉시성을 파괴해버린다. 하지만 그 진지한 숙고를 통해, 과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은 현재의 실재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어느 정도 
영속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45)

 그렇다면 같은 장소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 

44) 이 푸 투안, 앞의 책, p.26.
    강조는 본인이 하였다.
45) 이 푸 투안, 앞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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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대상과 범주를 선택해서 보며, 다른 거리감과 범주를 가지고 공
간의 장소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보는 것’의 ‘선택’의 문제에 각
자의 입장(계급성, 젠더 등)이 반영되며 거기에서부터 공간 이미지의 정치
성이 시작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총체적인 감각을 전제로 하는 
공간의 장소 경험을 회화라는 장르의 표현적 영역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적인 재현을 넘어서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가
시화하는 회화의 역사에 대해 상기해본다면 장소 경험과 추상을 연관 지어 
새로운 방식의 회화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깊이 사랑 받는 장소가-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반드시 가
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장소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
시화될 수 있다. 장소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는 다른 장소와의 경쟁이나 
갈등, 시각적인 탁월함, 그리고 예술, 건축, 의식, 의례의 환기시키는 힘 
등이 있다. 인간의 장소는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생한 실재가 된다. 장
소의 정체성은 개인적·집단적 삶의 열망, 필요, 기능적인 리듬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된다. 〔이 푸 투안, 공간과 장소〕46)

 추상 이미지는 흔히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지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은 유물론적인 계급성과 젠더를 전제로 하
는 개인의 지극히 구체적인 장소 경험을 가시화하는데 있어서 추상의 가능
성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 장소성의 가시화에 대한 회화의 여러 형식적 가
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이후 다시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 한국의 장소특정성과 젠더

 앞서 도시 공간과 도시 일상에 대한 해석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정치
경제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이론가들의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러한 관점들은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46) 이 푸 투안, 앞의 책,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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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그 자체에 대한 규정이 될 수는 없다. 도시 자체는 사회이론의 단순한 
부수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는 기능들의 단순한 합이 아
니며, 건축만을 통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통제시스템에 의해서만 형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도시는 기능주의적 측면만으로도 규정될 수도 없
다. 한국 전쟁 후 도시의 재건과 인구의 증가, 도시적 집중화와 확장 등에 
따른 변화는 도시의 밀도, 복합성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조건이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도시 서울 역시 밀도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임계치를 
넘어 팽창하고 있다. 서울은 무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정치경제
적, 사회문화적 체험과 사건의 거대한 덩어리이다. 이러한 생태 환경적 상
황은 도시인의 개인적 심리와 대인관계에 해체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대도
시 특유의 삶의 방식을 강제한다.47) 짐멜에 의하면 대도시의 공간상황은 
개인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가하여 감각적으로 과부하 되는 심리적 상태
를 겪게 하면서, 화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양화(量化)된 생활방식’을 
영위케 한다고 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탈 인간적이고 해체된 
삶의 방식으로 특징지어진다.
 서구의 근대도시의 등장이 자의식적인 자율적 시민계급, 나아가 생산주체
의 형성과 그들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의해 기능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서울
은 급격한 도시화로 건전한 도시주체세력을 형성해오지 못했다. 도시공간구
성에 있어서도 서울은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 내부의 형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개된 서구도시와 다른 도시공간 구성을 보인다. 한양-경성-
서울의 변천사는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이행하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함축하며, 사대문 안에서 강남으로, 경기도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서울의 몸
집 늘리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사와 일치한다. 서구의 도시가 보이는 생
태공간의 엄밀한 분화의 양상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미분화된 상태로 전통
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병존하면서 상반되는 요소들이 결합된 양상을 보
인다. 이러한 특징은 서울 사람들의 몸과 일상세계에도 남아있다. 공공영역

47) 짐멜은 메트로폴리탄 생태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도시 특
유의 정신적 삶을 분석한 바 있다. 

   조명래, 앞의 책, p.3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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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보적 시민의 태도를 지닌 삶과 사적 영역에서의 가부장적인 습속48)

이 모순적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몸과 의식, 일상세계를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서울도 50여 년간 진행된 근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나름대
로 패턴화된 물리적․사회적 구조를 드러내기도 한다. 토지가격에 따라 중심
으로부터 주변으로 분포가 위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나, 차별적으로 장소화 
된 특화된 소비지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남대문 시장,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동대문 의류상가군, 대학로, 여의도, 테헤란 밸리, 구로공단, 인사동, 
청계천, 을지로 등은 각자 특정한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서울 공간구조는 천만의 인구가 자본주의적 규칙에 따라 경쟁적이
며 방임적으로 살아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공간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인 원형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억압하고 해체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또한 평면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거점을 중심으로 하위의 중심 거점(청량리, 신촌, 영등포 등)이 다핵
을 이루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의 공간구조는 탈 역사성과 탈 형식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문화연대 공간환경 위원회)49)

 그러나 이러한 특화된 장소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자본주
의의 이윤 추구의 논리는 서울이 긴 시간동안 누적해온 장소성을 해체한다. 
서울은 고도성장의 가도를 질주해 오면서 물리적 환경을 급속도로 재편해
왔다. 고층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을 통한 고밀도․고비용 주택
정책, 도로확충과 이에 따른 건설 및 대규모 조경사업들, 한강변 정비 사
업, 사대강 사업 등 서울은 지금까지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광란의 질주를 
거듭해왔다. 

48) “한국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1백 년도 안되었지만 자본주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하물며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부장제의 위력으로부터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교양인, 2005, p.60~61
49) 문화연대 공간환경 위원회,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울: 시지락, 2002. 

5,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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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 P. Klee가 그린 새로운 천사 Angelus Novus라고 불리우는 그림50)

이 하나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그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
터 금방이라도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그의 입은 열려 있으며 또 그의 날개는 펼
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들 앞
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
해 위에 또 잔해를 쉬임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을 바라보고 있다. 천사는 머물러 있고 싶어하
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깨우고 또 산산히 부서진 것을 모아서는 이를 다
시 결합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천국으로부터 폭풍이 불어오고있고, 또 
그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
에 천사는 그의 날개를 더 이상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
리고 있는 미래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
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51)

 위에 언급한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테제」는 마치 한국의 급격한 개발의 
역사를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이 6-70년대의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developmentalism)를 통해 도시화를 추진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청계천 개발은 워커힐 호텔에 묵
는 외빈에게 달동네와 사창가를 가리는 하나의 스크린을 제작하는 것이었
다. 1969년 천변의 사창가는 일제 정비되었고, 청계천은 복개되어 그 위로 
고가도로가 건설되었다. 물길을 따라 건설된 고가도로 양옆에는 판자집촌을 
가리는 병풍 역할을 하는 국제주의 양식의 주상복합 건물군이 들어섰다. '
광주 대단지 사건'도 존슨 대통령의 서울 방문 중에 방송 화면에 잡힌 도심
의 수많은 판자집들이 연출한 풍경이 원인을 제공했고, 이러한 재현의 갈등
은 88년 서울 올림픽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다. 재개발지역 철거과정에서 

50) “표현주의의 화가 클레의 그림으로서 벤야민은 오랫동안 이 그림을 그의 가장 중요한 
명상의 대상물로 삼았다.(역자 주)”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편역), 민음사, 2000, p.348 
51)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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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폭력사태가 용산 참사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최근까지 계속 되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장소 경험을 파괴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 재개발의 역사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한국, 특히 
서울의 장소 특정성은 본인에게 미술가로서 담론적 정체성의 좌표에서 한 
축으로 기능해왔다. 본인은 장소 특정성을 단지 미술 장르로 구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미술과 공간정치학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
고 비판성을 회복하기 위해 담론화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활용하고 있다. 
 권미원이 『장소 특정적 미술』52)에서 장소특정성의 개념에 대해 세가지 패
러다임으로 구분하는 바에 따르면, 현대 미술에서 장소특정성 개념은 처음
에 장소에 대한 현상학적이고 경험적인 이해해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때 
장소는 개별 입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규정되며 대부분 미술작품의 배경으
로 기능한다. 이후 현대 미술의 제도비판의 역사를 거치면서 장소는 미술의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을 규정하고 유지하는 미술관, 미술시장, 미술비평 등
의 네트워크로 이해되었다. 이후 미술의 장소는 좀더 ‘공공적’ 영역으로 확
장되어 문화·사회적 담론의 장을 가로질러 전개되고 상호 텍스트적으로 전
개된다. 권미원은 장소 특정성을 현상학적 혹은 경험적, 사회적/제도적, 담
론적인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이 패러다임들이 과거와 현재의 장소 지향
적 미술에서 중첩되어 작동하는 정의들이라고 설명한다.53)

 본인에게 장소특정성과 더불어 젠더는 미술가로서 담론적 정체성의 좌표
에서의 나머지 한 축으로 기능한다. 본인이 자신을 규정하는 ‘한국의, 흙수
저 출신, 비정규직, 여성, 엄마, 작가’라는 조건에서 ‘한국의, 흙수저 출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장소특정성에 기반

52) 권미원, 『장소 특정적 미술』, 김인규·우정아·이영욱(역), 서울:현실문화연구, 2013, p.15
53) “장소에 대한 해석은 과거보다 오늘날 더더욱 급속하게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련된 의미 및 개념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많은 미술가, 큐레이
터, 비평가들은 이 현상을 오늘날의 ‘비판적’ 미술 실천을 상품화하는 미술제도와 시장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권미원 저, 앞의 책, p.52
   “미술작품이 최초의 설치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

께 새로운 형태의 장소 지향적 미술에서 장소의 의미가 담론화하면서 발생하는 은유적 
의미 모두를 포괄한다.”

   권미원 저, 앞의 책,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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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이라면 ‘여성, 엄마’라는 단어는 젠더적 관점에 따른 좌표의 다른 한 
축이다.
 ‘여성’이라는 삶의 조건 아래에서 겪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 
본인은 ‘주체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는 작가라는 직업에 있어서도 ‘여성, 엄
마’로 조건 지어지는 좌표가 본인의 작품에 형식적 한계와 더불어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체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맥락 아래에서 구성되는 것이지만 여성이라는 
조건은 작가로서의 본인의 시각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본인은 아
이를 낳고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의 근원에 대해 오랜 시간 숙
고한 끝에 결국 이 고통의 배경엔 ‘자본주의’와 더불어 한국의 특수한 ‘가
부장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며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
었다. 자본주의라는 구조 자체가 육아와 살림과 같은 돌봄 노동을 '노동'의 
범주에조차 포함 시키지 않고 여성과 자연의 영역54)으로 미루어 재생산의 
원료로 그냥 퍼다 쓰는 식인데 그것이 가부장제와 결합되어 강화되는 구조
였기 때문이다. 본인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의 장소특정성에 따른 경
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회화 형식의 특성에 반영하여 이미지를 생
산하는 회화 이미지 생산자로 본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

 

54) “‘어머니 대지’의 본질은 정박성과 불변성이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로 환원되고 동질화한다. 여성은 역사와 정치의 질서 밖에 존재하
는 자연(고향, 향수, 집…)이라는 의미다. 역사와 문화, 정치는 인간의 힘으로 변화‧역동하
는 것이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자연은 운명으로 간주된다. 인간(남성)에게 개척되거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질료가 될 때에야 비로소 가시화(‘발견’) 된다(물론 자연은 발
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다) 밭은 씨에 의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그래서 개척
지는 ‘처녀지’이고, 원시림은 ‘처녀림’이다. 식민시대 미국 지명이 여성 명사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교양인, 2005,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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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화형식과 맥락

 Ⅲ장은 본인이 미술사의 어떤 맥락들에 주목하고 있고, 본인 작품의 형식
적 위치를 미술사의 지형 속에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맥락을 전
용하여 메타회화의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밝히기 위한 장이다. 모든 작가는 
자신의 미술사를 갖고 있다는 말처럼 본인 역시도 작품을 제작할 때 특별
히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있는 미술사적 맥락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모더
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범주를 나누어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미술사, 
특히 회화사의 국면을 중심으로 추려 서술하고자 한다.

  1. 모더니즘 회화형식

 이 절에서는 먼저 본인이 회화 작업을 통해 주로 차용, 전용하는 추상표현
주의 형식과 단색화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서구 모더니즘 형식 논리를 살
펴보고자 한다.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한국 단색화의 
해석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미술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가 생각한 현대성이란 무엇인지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을 이론적으로 정초한 평론가로, 철학
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을 미술 양식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다. 1960년대 
말까지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인도했고,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논리는 제3
세계인 한국의 미술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55) 

55) “많은 미술가들에게 앵포르멜 미술은 동양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서
예가 서양을 통해 다시 들어온 것이라는 견해가 퍼져있었다. 유럽의 앵포르멜이나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창조적 에너지를 신체의 제스처를 통해 표현한 것은 일필휘지로 
쓰인 동양의 서예와 유사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 박서보, 정상화, 김창열, 조용
익 등의 작품에서는 강렬한 색채나 화면에서의 드라마보다는 서체적 추상의 경향이 보이
는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미술가들이 서구의 앵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에서도 그들
에게 더 쉽게 와닿는 붓의 필세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선택적 수용을 한 결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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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린버그의 모더니즘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작가와 문화계 인사들이 유럽에서 미국으
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현대미술이 꽃피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 현대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성립한 평론가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다. 소련과 미국이 대립
하는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 그린
버그의 모더니즘은 소련의 리얼리즘과 대립하며 자본주의 시대 미국 현대
미술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제3세계 미술의 흐름에도 강력한 영향
을 미쳤다. 하지만 1960년대 말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그린버그의 
논리 내부의 모순으로 내파하게 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린버그로 대표되
는 모더니즘 논리의 출발점과 소련의 리얼리즘 논리의 출발점 모두 아방가
르드였다는 점이다.56)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1939년도에 썼던 「아방가르드와 키치 Avangarde 
and Kitch」, 1940년의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 Towards a Newer 
Laokon」, 1955년의 「미국형 회화 American-Type Painting」 그리고 
1960년의 「모더니스트 회화 Modernist Painting」 라는 글이 그의 대표적 
평론이다. 이 글들의 논리 전개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린버그의 관심사가 아
방가르드에서 출발해서 모더니즘으로 정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린버그
의 이론에서 1940년 전후에 예술의 지향점은 아방가르드였으나 1950년대

다.
    앵포르멜은 이제까지 서구 미술이라면 유럽만을 쳐다보던 미술가들을 미국의 현대미술

에 눈뜨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평론가 이구열은 이들 화가예 화실 벽면에 미국작가들의 
도판이 붙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윤명로(尹明老, 1936~)도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영
향이 강한 한국의 앵포르멜 추상에 앵포르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작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은 현대미협 그룹보다 5,6세 아래였던 ‘60년 미술가협회’ 회
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다.”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서울:미진사, 2020, pp.115~118.
56) 최광진, 『현대미술의 전략』, 파주:아트북스, 200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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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추상표현주의를 자신의 미학적인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ism’을 
형식주의적으로 정립한 것이 모더니즘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아방가르드가 
모더니즘으로 정착되는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방가르드와 키치」에서 그린버그는 왜 이런 글을 쓰게 되는지 그 
배경을 다루는데, 주요 내용은 아카데미즘이 예술의 길이 아니라고 본 부분
이다. 여기서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은 서양미술의 역사에서 고전 미술을 말
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정립된 원근법, 명암법, 해부학적 지식에 의해서 외
부에 존재하는 실재 대상을 사실적으로 옮겨내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방식
으로, 일종의 공식(公式)처럼 되어 아카데미즘으로 정착되었다. 그린버그는 
이 아카데미즘에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

 아카데미즘은 시대성 있는 중요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피하고, 대가들이 
이룩한 방식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못하다.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아카데미즘을 선호하지만 예술이 그러한 대중들의 
요구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대중의 속성이라는 것은 일단 알기 쉽고 말
초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예술은 소수의 선구자들에 의해 인
도될 수밖에 없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예술이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순수한 예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
주의 혁명은 이념논쟁으로 전개되어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했기 때문에 아
방가르드는 상대성과 모순으로 가득 찬 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절대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 결과 ‘예술을 위한 예술’과 ‘순수시’가 등장
하고 주제나 내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산 되었다. 아방가르드가 추상 
혹은 비대상 미술이나 시에 이른 것은 절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방가르드와 키치 Avangarde and Kitch〕57)

 아카데미즘은 시대성 있는 중요한 논점을 다루는 것을 피하고, 대가들이 

57) 클레멘트 그린버그, 「아방가르드와 키치」, 『현대미술비평30선』,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서울:중앙일보사, 1992,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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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한 방식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창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 대중은 본질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하기 어렵기때문에 예술은 필연적으
로 소수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인도될 수밖에 없고 아방가르드적이어야 한
다는 것을 이 글에서 암시하고 있다. 소수만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엘리트
주의가 모더니즘의 성격을 이루게 된다.
 미술에서 아방가르드는 과거의 미에 대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혁명
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린버그의 활동 초기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은 마
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좌파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이념,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데, 그린버그는 예술이 사회적 이념을 따라가
면 그것은 예술의 혁명이 아니라 사회의 혁명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
린버그는 사회 혁명과 예술의 혁명은 다른 것이고 예술 내부의 혁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분리, 사회로부터의 독립이 예술의 
아방가르드로의 길이 된다고 보았다.58) 
 사회는 계급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상대성과 모순으로 가득차 있
기때문에 예술의 영역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사회를 초월하고자 하
는 절대적인 영역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사회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
을 위한 예술’, 현실을 다루는 서사시가 아니라 순수하게 시적인 자율성이 
있는 ‘순수시’로 나아갔다. 모든 예술의 주제라는 것은 삶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떠나고자 하면 주제를 빼고 형식주의적이 된다. 그래
서 그린버그가 설정한 아방가르드의 방향이 사회를 떠난 초월적인 절대성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추상미술이 된다. 
 키치는 모작처럼 공식(公式)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카데미즘이다. 
그린버그는 예술에서의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술가를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공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지 사색
하게 하고, 자신의 양식을 창의적으로 개척하게 하는 것이지, 공식에 의거
해서 가르치면 키치를 가르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린버그는 처음에는 아방가르드를 예술정신으로 생각하였지만, 1950년대

58) 최광진, 앞의 책, 파주:아트북스, 2004,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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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면 추상표현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된다. 추상표현주의 역시 처음에
는 아방가르드로서 소수의 작가들에 의해 시도 되었지만, 1950년대에 이르
면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주류가 되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
이 된다. 추상미술이 오히려 아카데미즘으로 공식화(公式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이론적인 지주가 그린버그였고,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을 정립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때 모더니즘의 철학적인 배경이 
필요했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철학에서 
가져온다.59) 

 모더니즘은 칸트에서 비롯된 자기 비판적 경향의 심화 내지 극대화이고 
칸트는 비평 그 자체의 의미를 비판한 최초의 모더니스트다. 예술이 제공
하는 경험의 종류는 예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만 가치를 지니며, 다른 
어떤 종류의 활동으로도 얻어질 수 없다. 〔모더니스트 회화 Modernist 

59) 칸트의 주요저서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다. 칸트가 이 
저서를 저술하게 된 것은 칸트 이전의 철학이 주로 과학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이후의 서양철학은 형이상학 철학이 과학주의와 결탁되어 수학과 철학을 거의 
동일시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 과학적인 접근방식은 인간의 감성을 통해 바라본 세계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찾는 것이다. 자연을 관찰하고 그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성이라
고 보았는데, 그것을 칸트는 순수이성이라고 하였다. 

    17세기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과학주의적 이성주의자들이 수학과 철학을 동일시하면
서 이성을 과학주의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칸트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
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 도덕의 세계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
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분류하여 순수이성의 영역을 구분하고 순수이성으로 다룰 수 없
는 영역을 실천이성으로 다루도록 구분하였다. 

    순수이성이라는 것을 자연에 대한 법칙을 파악하는 인식능력으로 구분하면 그것으로는 
신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면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초월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이성을 분리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실천하는데 필요한 이성이 과학적인 
이성 말고 또 있다는 것이다. 실천에 필요한 이성에 대한 것이므로 일종의 윤리학이라 
볼 수 있다. 

    칸트는 실천이성을 인간의 목적에 따른 의지 능력이며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감
성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칸트가 이성의 영역에 비판을 가하여 인간의 이성을 순수이
성의 영역과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그 두 영역을 가
교할 수 있는 판단력을 세운다. 판단력이라는 것은 실천이성의 목적성에 부합된 판단능
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칸트는 미라고 보았다. 칸트에 이르러서 인간의 이성에서 진
선미의 영역을 개별적으로 분리시켜버린 셈이다. 그린버그가 말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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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60) 

 ‘자기비판’이란, 각자의 영역을, 예컨대 과학의 영역, 도덕의 영역, 미학의 
영역으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규범을 의미한다. 예술에서도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평가나 과학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순수한 예술에 대한 평
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율성’인데, 이 자율성이야말로 모
더니티, 현대성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칸트가 모더니티의 철학적 선조라
고 그린버그는 보는 것이다. 각 영역을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으로 나
누어 놓은 것, 이것이 모더니즘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
들도 더이상 도덕으로 예술을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술의 특성이 무엇인가. 모든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
는데, 내용은 다른 장르와 공통되는 지점이다. 음악이나 문학, 미술 모두 
우리 삶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형식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 형식은 장르마다 
다르다.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문학은 글을 통해서, 미술은 물감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럴 때 미술의 자율성은 미술이라는 매체가 결정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용을 빼고 매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미술의 자기비판이라고 그린버그는 해석한다.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미술의 자율성은 미술이라는 매체가 결정한다고 생
각하는 것이 형식주의이다. 형식주의는 모더니즘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형성했다.

 예술 각 장르의 독자적 영역은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일치되기에 다른 
매체로부터 차용한 효과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비판의 과제가 되었다. 
매체의 한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되었다. 시각예술의 매체는 물질이
기에 회화나 조각은 물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아방가르드 회화의 
역사는 매체의 저항력에 점진적으로 굴복해간 역사이다. 〔더 새로운 라오
쿤을 향하여 Towards a Newer Laokon〕61)

60) 클레멘트 그린버그, 「모더니스트 회화」,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 p.66.
61) 클레멘트 그린버그,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  『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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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미술에서 매체성은 억압된다. 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체성이 드
러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유화는 3차원적인 현실감을 내기에 유리한 재료이
기 때문에 물감이라는 매체가 잘 드러내지 않고 실제 같은 환영을 만들어
내도록 활용된다. 하지만 아방가르드의 방향은 그런 재현적인 요소를 빼나
가면서, 매체가 내용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라는 매체의 저항력에 점진적
으로 굴복해간 역사라는 것이다. 인간과 매체와의 대립 관계에서 과거 고전 
예술은 매체를 눌렀지만, 현대미술은 매체의 물질성, 물성을 드러낸다는 것
이다. 모더니즘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린버그는 좀 더 장르별로 좁혀서 회화에 있어서 자기비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했다. 

 회화가 지녀야 할 가장 고유하고 독자적인 특성은 ‘평면성’이다. 그림의 
닫혀진 형태는 무대예술과 공유되는 것이며, 색채는 무대예술 뿐만 아니
라 조각과도 공유하는 것이다. 평면성 만이 회화가 어떠한 다른 장르와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 동안 서구 회화가 3차원적인 조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반조각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모더니스트 회화 Modernist Painting〕62)

 여기서 그림의 닫혀진 형태라는 것은 캔버스의 프레임을 말한다. 프레임 
안에 작은 세계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무대에 하나의 연극의 공
간이 있는 무대예술과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화만의 독자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조각에도 색채가 있기때문에 색채도 그러하
다. 서양미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조각을 보면서 우리가 미
술의 원형을 생각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조각의 영향으로 회화도 평면에 3
차원을 그려왔다는 것이다. 그린버그는 회화만의 고유성이 무엇인가라는 질
문에 대한 답을 ‘평면성’으로 규정한다. 

(편), 서울:시각과 언어, 1995, p.119. 
62)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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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에 쓴 「모더니스트 회화 Modernist Painting」 에 이르러 그린버그
의 초기 글에서 강조했던 아방가르드가 모더니즘으로 고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린버그의 초기 이론과 후기 이론의 예술에 대한 이해가 바뀌
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초기에는 아방가르드였고, 후기는 모더니즘
인데, 모더니즘에 대한 정의를 ‘평면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평면성’이 
회화의 정체성이라면 모든 작가들이 평면성을 가지고 공식에 따라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린버그 자신이 「아방가르드와 키치」에서 정의한 것처
럼 자기 감각이 아니라 공식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이 키치라면, 모더니즘이 
타락해 키치가 되는 순간이다. 
 그린버그는 1960년대에 이르면 미국적인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미국적인 회화는 바넷 뉴먼(Barnett Newman),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클리포드 스틸(Clyfford Still)의 작품이었다. 그린버그는 
유럽의 엥포르멜 미술과 미국의 색면추상 미술을 구분하면서 색면 추상이 
미국적이라고 보았다. 유럽의 엥포르멜의 경우 물감이 즉물적으로 발라지고 
인간의 몰골이 덩어리를 갖고 드러나는 식으로 좀 더 물질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평면적으로 되었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면이란, 캔버스에 물질이 발라졌다기보다 캔버스와 거의 하나가 되어 캔
버스 자체로 보이게 된 것인데 그것을 미국적 회화의 특성이라고 본다. 가
장 모던한 회화를 미국의 회화라고 보고, 색면 추상 작가들을 부각시킨다. 
우리나라 단색화의 경우에도 이러한 영향 아래에 있다. 단색화에서 평면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같은 이야기이고, 그린버그의 논리를 가져
온 것이라 볼 수 있다.63)

63)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말의 이면에는 대중에게는 낯선 어떤 회화적 장치가 그 안에 숨
겨져 있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그것은 회화를 회화이게끔 하는 근본적인 어떤 것, 즉 클
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의 잘 알려진 용어를 빌면 “평면성의 용인”이었다. 
평면을 평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일, 다시 말해서 평면성을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미적 모더니티 Aesthetic Modernity’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이 ‘미적 모더니티’의 발현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단색화였다. 
그 까닭에 그것을 동시대 관객의 인식수준에서 알아차리기란 매우 지난至難한 일이었다. 
평면성의 개념을 둘러싼 문법이 매우 생소하고 난해했기 때문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근대의 소산이었다. 서구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미적 모더니
티’란 근대사회의 긴 역사적 터널을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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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얇은 회화표면은 촉각적 연상을 배제한다. 색채는 특색을 주거나 
지시적인 기능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자율성을 얻게 되었다. 
색채는 더는 어떤 부분 혹은 평면을 채우거나 특정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
고, 형상과 거리감 등의 모든 규정성을 해소시켜 버림으로써 독자적인 발
언을 하게 되었다. 스틸이 처음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따뜻한 색채가 되거
나 차가운 색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크기는 무한한 공간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강도뿐만 아니라 순수성까지도 보장한다. 푸른색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푸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왜 그림의 색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기
도 하다. 〔추상회화 이후의 미술 After Abstract Expressionism〕64)

 그런데 이런 평면성도 한계가 있다.

 모더니즘의 평면성은 조각적 환영이나 눈속임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시각
적인 일루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화면 위에 붓자국이 칠해졌을 
때 이미 실재의 평면성은 파괴된 것이다. 몬드리안의 구성은 여전히 3차
원의 일루전을 암시하고 있다. 옛 대가들이 창출한 일루젼은 관객이 작품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일루전이라면, 모더니즘의 일루
전은 눈으로만 여행할 수 있는 일루전이다. 
〔미국적 회화 American-Type Painting〕65)

 완전하게 평면적이려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야 한다. 붓질 하나가 가해지
는 것만으로도 평면성은 깨지고 일루전이 시작된다. 그 예로 몬드리안의 예
를 들고 있다. 옛 대가들은 원근법을 이용해서 실재처럼 만들어 마치 그 안
에 들어가서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드는 일루전이라면, 모더니즘의 일루

나 ‘척尺’과 같은 전통적 도량형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은 당대의 의식 수준으로선 이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진섭, 「1970년대 한국 단색화의 태동과 전개」, 서진수(편저),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서울:마로니에북스, 2015, pp.70~71.

64)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118.
65)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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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3차원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재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눈으로만 느끼
는 시각적인 것이다. 이것이 모더니즘이 정의한 평면성의 한계이다. 모더니
즘의 논리대로라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 자체가 이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아방가르
드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하는 미니멀리즘이다. 
 1960년대 미니멀리즘은 작품에서 재현적 내용을 완전히 제거한 자기 지시
적인 형식으로 귀결되었다. 재현적 일루전이 제거되자 작품은 사물 자체로 
‘현존(presence)’하게 되었다.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작품은 일루
전을 피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선을 반복하고 색을 사용하지 않는 블랙 페
인팅을 만든다. 몬드리안과 같은 수평과 수직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기
는 연상작용을 피하고자 기하학적인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당
신이 본 것이 곧 당신이 본 것이다’라고 스텔라는 말하였다. 과거의 재현적
인 그림은 외부의 것을 지시하므로 그림 외부의 것이 원본이고 그림은 2차
적인 것이 되어 재현(representation)이 되는 것이지만, 프랭크 스텔라의 
시도는 그림이 재현이 아니라 원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도날드 저드(Donald Judd)는 더 나아가 회화 평면을 단일한 요소로 정리
하고 입체로 만들어 평면과 조각 사이의 기하학적인 사각형 오브제를 만들
었다. 그리고 이것을 ‘특수한 사물(Specific Object)’라 칭하였다. 회화도 
조각도 아닌, 어디에도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
만 미니멀리즘에 이르러서 연극적 효과나 연극적 특질을 띠게 되는데, 미니
멀리즘의 이러한 성격을 두고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즉물적 작
품(Literalist Art)’이라 규정하며 ‘현전성(presentness)’을 비판한다. 

 미니멀리즘의 즉물적 작품(Literalist art)에서 감각은 관람자가 작품과 
대변하는 실제 상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극적이며, 연극이 미술의 자
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마이클 프리드, 미술과 사물성 Art and 
Objecthood〕66)

66)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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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없이, 바깥의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바로 물질을 직면하게 한다는 것
은 물질과 관객과의 현상학적인 만남을 초래한다. 어떤 것도 담지 않은 물
질이 관람객 앞에 직면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의 작품과 관객과의 관
계를 ‘연극적’이라고 보았다. 작품들은 공간에 따라서 일회적으로 설치되고, 
관객이 작품을 볼 때 어디서 보는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것을 연극적이라
고 말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논리는 예술의 자율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
론적으로 연극이 되어버리는 것은 또다시 예술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이
므로, 마이클 프리드가 그린버그를 계승하여 미니멀리즘을 비판한다. 미술
이 미니멀리즘과 같이 연극성을 띠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셈
이다. 
 이렇게 서구에서 전개된 모더니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
저, 모더니즘의 논리전개 방식이 매우 서구적인 논리, 합리주의와 분화주의
라는 서구의 문화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술의 정체
성을 찾기 위해 미술이 아닌것과 분리하여 분화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다. 그 결과 나중에 평면만 남는다는 논리인데, 물리학에서의 원자처럼 미
술의 최소 단위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도날드 저드가 ‘특별한 사물
(Specific Object)’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다시 
삶이 개입하게 된다.67)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의 원리 자체를 가지고 모더
니즘을 돌파해 나간 것이다.68)

67) “〔…〕 구축과 레디메이드 오브제는 미술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너머 일상생활의 세계에
도 다리를 걸치고 순수 미술의 개념을 넘어서거나 공격하는 담론적 기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의 재료가 아니라 산업 재료나 상품을 사용하고 작
가의 권위와 작품의 완결성을 부정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세계의 변화
들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파주:글항아리, 2017, p.180. 강조는 저자가 하였다.
68) “〔…〕 모리스와 저드의 공격도 모더니즘의 핵심 형식인 추상의 어법으로 순수 미술의 

원리를 내파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핼 포스터가 미니멀리즘을 “교차점crux”
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즉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의 원리 자체를 가지고 모더니즘을 돌
파해나간 네오 아방가르드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시도이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올 모더
니즘 이후의 미술,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원을 연 미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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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 모더니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본인은 미술의 자율성이 이런 
분화주의적인 자율성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서양에
서 전개된 모더니즘 형식의 자율성 논리는 분화주의적인 극단성으로 치우
쳐 한계와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한계와 역설로 인해 포스트 모더니
즘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모더니즘 이후 세대로서 미술사 내에서 서구 
모더니즘의 형식주의 논리 전개 과정의 한계와 오류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더니즘의 논리 전개의 결과 회화 평면에 다시 삶이 개입하게 되는 지점
을 숙고하고, 모더니즘의 논리는 오히려 회화 평면이 개별자의 상호 주관성
을 전제로 시각언어를 펼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모더니즘의 역사는 회화 평면이 아무리 일루젼을 제
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회화 평면일 뿐이라는 자기반성을 통해 작가와 관
객, 혹은 작가와 작가의 상호 주관성을 전제로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는 논
의의 장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2) 추상의 형식과 정치성

 1960년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의 모순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
러낸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은 작품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상태로 나
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상태의 캔버스는 아이러니
하게도 사물성을 띠게 되면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은 종결된다. 극단적인 
매체의 순결성(평면성) 외의 다른 맥락을 배재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던 미국
적 모더니즘 논리가 추상 형식에서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 
 본인은 추상 형식을 통해 작가들의 현실에 대해 무엇을 제시하고자 했었
는지, 어떤 맥락 속에 그 회화가 존재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한다. 
알아볼 수 있는 재현적인 형상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추상의 화면은 ‘없는 

   조주연, 앞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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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ou-topia)’이기도 하다. 추상은 모든 형태의 도상학적 고착성(fixity)에 
저항한다. 추상 미술가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제안
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모더니즘은 회화와 자동 결부되던 지시 
대상과의 유사성을 파괴하고 회화의 순수한 요소(색채와 선)를 부각시켜, 
지시대상 없이 조형 요소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작용이 일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간69) 역사로 해석할 수 있다. 미술 외부 세계
의 흔적을 지운 회화의 요소들만으로 구성된 자기충족적 형태의 추상 미술
의 세계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초월적인 유토피아를 보여주면
서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이자 비판이 되기도 하였다.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순수 추상 미술의 형태 또한 매우 정치적인 발언인 것이다. 
 그리고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축주의자들은 모
더니즘의 신비화한 예술적 구성을 유물론적 미술의 원리로 전환하여 실용
적인 산업 생산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과 실천이기도 하였다. 그리
고 상황주의와 남미 개념미술에 이르러서는 추상 미술이 적극적인 정치적 
비판의 형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추상미술은 과거의 낡아빠진 양식인가? 추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대미술가들은 아이러니 때문이 아니라 추상에 진심으로 
동의해 작업의 방식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작품이 지각과 숙고의 중심이 
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추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추
상으로의 환원은 매스미디어의 시각 이미지 과잉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무언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나 내러티브가 없다
면, 관객은 본다는 행위가 부여하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추상 작가들이 추상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표현이라는 추상표현주의의 추상개념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
다. 화가 로리 펜드리치 Laurie Fendrich가 썼듯이 추상은 “또한 사상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질서와 혼돈 사이의 복잡한 사투 같은 것
이거나 유기적인 세계의 흐름이 기하학적 엄격함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69) 조주연, 앞의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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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다.” 추상회화는 매개 과잉인 현대사회에 하나의 해독제로 
작용할 수 있다.70)

 모더니즘을 그린버그의 서사대로 회화의 자기완결성으로 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추상의 형식 또한 현실 사회와 접합점을 형성하
면서 정치적 좌표가 유동적으로 재배치되는 사례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래의 참조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본인은 추상의 형식을 경제 계급적, 젠더
적 관점에서 본인의 작품을 전개하는 논리로 전용할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다.

가.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브라크와 피카소는 입체주의 기법이 역설적으로 사실주의적 효과를 낳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브라크는 철저히 비사실주의적인 기법들
을 사용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초기 입체주의 정체성의 기본을 이루는 
‘조각적인’ 회화 방식은 르네상스 원근법과 대조를 이룬다. 입체주의 회화
의 부조효과는 위치의 끊임없는 변화를 제시한다. 입체주의 회화는 관람자
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전혀 밝히지 않는다. 1912~1914년의 종합적 입체
주의는 새로운 종류의 리얼리티를 만들기 위해 분석적 입체주의의 기본 형
상과 단편들을 재조립한다.
 20세기 초반, 과학과 과학기술에 의한 표현이 진실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
겨지면서 서구 사회는 급속히 세속화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더니티가 
기약하는 종교로부터의 자유와 그것이 초래하는 광적인 속도의 변화를 계
속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현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종교와 신화,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에 정박하려는 욕구가 수반된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모더니티의 아름다움을 미화시킨다.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운동

70) 진 로버트슨·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역), 파주:두성북스, 
2011,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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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래주의에서 모더니티의 기계는 구세계의 추행과 무지를 쓸어버리는 
새로운 신으로 표현되었다.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는 “자
동차가 「사모트라케의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보다 아름답다”고 1909년에 
언급하기도 했다.
 아방가르드 미술은 신(神)과 기계를 끊임없이 뒤섞고 도시를 전원처럼 만
들거나 도시에서 원시적인 것을, 현대적인 것에서 고전적인 것을 찾아냈다. 
이는 가장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이상(理想)에서 뿐만 아니라 선전 활동, 미
술 기관에서의 정치적 책략, 반대 그룹에 대한 공격, 믿기 어려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등과 같은 행동으로도 표현되었다.
 레제와 들로네에 경우 대안적인 시각언어를 분명히 활용하여 주제를 더욱 
극적으로 사용했다. 레제는 부피를 강조하여 원통형의 추상적인 구성에 이
른다. 들로네는 수많은 에펠탑 그림을 그렸는데, 에펠탑은 기술발전을 볼 
수 있는 관광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였다. 비
행선은 모더니티가 자신을 보고 또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의 상징이었다. 이
동하는 다시점은 입체주의 기법을 이해하는 특징적인 방식이 되었다.
 로제 알라르(Roger Allard)는 들로네의 에펠탑 그림을 이탈리아 미래주의
와 연결시켰다.71) 미래주의라는 용어는 1909년 2월 프랑스의 신문 『르 피
가로』(Le Figaro)에서 발행된 선언문에서 마리네티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글에서 모든 전통의 종말과 격렬한 자동차, 현란한 전등에 대한 찬
미를 분명히 강조했다. 
 1910년 4월에 다섯 명의 미술가들이 밀라노와 파리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기술적 선언문(Technical Manifesto of Futurist Painting)」을 발행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달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에 초점이 맞추
어진 선풍적인 모더니티에 맞는 이름을 고안했다. 그들은 이를 ‘우주적인 
역동주의’72)라 불렀고 이제 의식 속에서의 세계의 흐름이나 ‘역동감’이 그

71) 로제 알라르(Roger Allard)는 관람자의 시점을 옮기고 에펠탑을 그림의 중심에 자리잡
게 하는 들로네의 경향을 모호한 미래주의 기법으로 간주했다. 

   닐 콕스, 『입체주의』, 천수원(역), 파주:한길아트, 2003, p.161
72) 닐 콕스, 『입체주의』, 천수원(역), 파주:한길아트, 2003.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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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유일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구축주의

 레닌(N. Lenin)의 사회주의 혁명(1917)의 성공으로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성립한 이후 소련에서는, 러시아 구축주의자들에 의해 모더니즘과 결합된 
일련의 대중예술의 전망들이 실현된다. 이들은 미술과 건축, 영화, 사진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통합과 해체를 시도하며 미학적 정치를 실험했다.
 20세기 초기 원시주의자들은 루복73)과 같은 러시아 하층 계급의 미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를 민족주의 운동의 형태로서 추상미술과 동등한 가
치에 놓고 실험했다. 이들은 서구에서 유래된 추상미술을 수용함에 있어서 
회화의 법칙성을 공동체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환영했다는 점에서 서구 모
더니스트들과 차이를 보인다. 혁명 직
후까지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대중미술 운동은 민속미술의 현대적 
해석이나 ‘로스타의 창’74)의 사례처럼 
대중 계몽에 목적을 두었지만 다소 
즉흥적이고 산발적 양태로 전개되었
다. 
  한편, 혁명 전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자연 세계와 무관한 비재
현적 형태가 현실 사회의 가치 체계
를 파괴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이는 카지미르 말레비치(Kasimir 

73) 루복(Lubok)은 러시아 성상화, 세밀화, 유럽 목판화의 전통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러시
아의 민속판화로서 강한 원색, 표현적 선, 비수학적 대칭 등이 특징이다.

74) 로스타의 창(ROSTA window)은 루복의 전통성과 현대 포스터 양식을 결합하고 정치선
전 내용을 전달한 일종의 그림 신문으로, 시인 마야코스프키가 러시아 통신사인 로스타
의 창문에 처음 붙인 데서 유래했다.

〔참고도판 1〕 카지미르 말레비치, 「흰 바탕 
위의 검은 사각형」, 1913~15, 캔버스 위에 
유채, 79×79, 국립 트레차코프 미술관,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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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vich)가 자신의 검은 사각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아
카데미 미술을 관에 안치하고 그 위에 절대주의 사각형을 부적처럼 붙여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나아가 스스로를 “(검은 사각형인) 0의 형태”로 
변형시켰다고 주장했다.75) 그가 의상과 무대를 담당한 미래주의 연극 「태
양에의 승리(Victory over the Sun)」에서 검은 도형의 의상을 입은 미래 
인간이 구질서를 상징하는 태양을 관에 매장하는 행위가 연극의 절정일 정
도로, 당시 검은 사각형은 해체적 거부의 극단적 예로 소개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에게 해체를 넘어서서 창조적 

75) Kasimir Malevich, 「From Cubism and Futurism to Suprematism: New Realism 
in Painting」, 『Art in Theory 1900-1990:an Anthology of Changing Ideas, 
Charles Harrison and Paul Wood(eds.), Blackwell, 1993, p.176』

   신가현, 「러시아 아방가르드: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추상미술 읽기』, 윤난지(편), 한길아
트, 2012, p.128에서 재인용

〔참고도판 2〕 페트포그라드의 <0.10>전의 전시장 내부. 1915년.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이 전시실 모퉁이 맨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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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인민계몽위원회의 초대 장관인 
아나토리 루나차르스키(Anatorii Lunacharskii)는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인민계몽위원회 산하기관으로 1918년 설립된 시각
예술분과(IZO)는 아방가르드들의 재능이 집단적 형태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제공하였다. 시각예술분과(IZO) 모스크바 위원장에 임명된 블
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Tarlin)은 물질문화 개념을 주창해 집단의 물질 
생산을 개인의 창의성에 못지않은 중요한 창조 원리로 제시했다. 비평가 니
콜라이 타라부킨(Nikolai Tarabukin)은 현대미술의 초점이 주제나 개성 강
조에서 물질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
었다. 
 이론가 오시프 브릭(Osip Brik)은 ‘노동자-미술가’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미술가의 개념을 공리주의적 역할과 연계한 그의 선언은 혁명 후 현실 지
배력을 확보하려 한 아방가르드의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타틀린은 기계공
학의 도움을 받아 1920년에 「제3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 모형(Model of 
a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을 제작했다. 타틀린의 이러한 
시도는 환영을 재현하는 회화 작업에 대한 아방가르드의 포기를 이끌어내
고 나무, 쇠, 유리 등 실제 재료로 물체 형식을 제작하는 구축주의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미술은 세계를 변형하는 객관적 생산 과정이며 미술가를 미적 의식과 기
술을 겸비한 노동자로 정의하게 되자, 이후 구축주의자들은 새로운 미술가
상을 수립한다. “우리는 눈을 불신한다”는 타틀린의 선언이나 “기계는 새로
운 삶을 캔버스에 그리는 기본 도구”라는 구축주의자들의 구호는 붓과 같
은 주관적, 표현적 도구를 거부하고 압축기, 자, 드로잉 펜, 컴퍼스와 같은 
기계 도구를 선호하는 현상을 대변한다.
 나움 가보(Naum Gabo)도 미술가들이 공학기술을 사용하는데 찬성하면서 
“수직 추 같은 손, 자같이 정확한 눈, 컴퍼스와 같은 정밀한 정신으로 작품
을 구축”하는 새로운 미술가상을 정의하였다.76) 「구축주의자 자화상

76) Naum Gavo and Antoine Pevsner, 「The Realistic Manifesto」, 『Russian 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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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ortrait:The Constructor)」, 「작업 중인 타틀린(Tatlin at Work)」, 
「구축주의자 로드첸코(Rodchenko as Constructor)」, 「구축주의자 포포바
(Popova as Constructor)」등은 ‘노동자-미술가’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
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준다.
 미술문화연구소 인크후크(Inkhuk)는 이러한 객관적 탐구의 추세에 부응해 
미술의 기본 요소에 대한 분석적, 종합적 연구를 목표로 1920년 인민계몽
위원회의 산하 연구단체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에서는 많은 아방가르드들 
간의 토론과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주요 관심사는 추상미술의 창
작원리를 규범화해 집단미술의 방법론으로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Avnat-garde Theory and Criticism, 1902-1934』, Jonh Bowlt(eds./trans.), 
London:Thames and Hudson, 1976, pp.241-242 

   신가현, 앞의 글, 윤난지(편), 앞의 책, p.130에서 재인용

〔참고도판 3〕 블라디미르 
타틀린, 「제3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물」, 1920(소실, 
빈티지 사진), 
나무·판지·철사·금속·기름종
이, 500(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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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이끌어낸 토론은 구축주의자들 간의 구성과 구축에 대한 논쟁이었
다. 
 형태의 공학적 접근을 찬성하되 내적 암시, 정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가보
와 안톤 페브스너(Antoine Pevsner)를 대표로 하는 미학적 구축주의자들
의 대치 끝에, 로드첸코와 콘스탄틴 메듀네츠키(Konstantin Medunetsky)
는 ‘구성(Composition)’을 형태의 피상적이고 장식적인 결합으로, ‘구축
(Construction)’을 의미와 상징성과는 별개로 물질을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에 주안을 둔 체계라고 정의했다. 이로써 구축주의는 특정 원칙에 의거
해 재료의 물질성을 구조적으로 결합한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공장을 새로운 미술 작업실의 표본으로 삼으면서, 미술과 사회는 기술적 
법칙 강조와 대량 생산이라는 접점에서 합일될 수 있었다. 나아가 로드첸코
와 브릭은 구축주의의 귀결로서 미술이 사회의 발전 과정에 통합되어 발현
된 개념으로 풀이되는 ‘생산주의 미술’을 주창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 함께 
창조 원칙을 준수하는 집단적 생산방식은 점차 각광받게 된다. 
 ‘젊은 미술가들의 조합’의 두문자인 오브모크후(OBMOKhU)가 개최한 제 
2회 전시회(1921)는 산업 제품을 진열한 공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생
산주의 미술이 추진한 익명성이 작품 제작의 기본 원리로 등극했음을 말한
다. 오브모크후는 인민계몽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주문을 받고, 공동 제작한 
후 보수를 공평하게 배분받는 일종의 협동조합 역할까지 했다. 이듬해에는 
이념적 내용까지 ‘사회 이데올로기를 고려한 산업 물질의 적절한 사용’을 
뜻하는 텍토닉(Tectonic)으로 정의되어, 표준화된 제작 기준의 마지막 요소
로 첨가되었다. 테토닉에 근거해 제작된 생산주의적 구축주의 물품들은 재
료의 물질성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제품 사용을 통해 사회 이데올로기가 소
비에트 대중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된 것이다. 형식적 특성(팍
투라), 생산방식(구축), 이념적 내용(텍토닉)을 표준화한 기준으로 통합시킨 
구축주의자들에 의해 창조활동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영역으
로 전환되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원으로 언급되는 혁명 러시아 미술가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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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hRR)에 있어서도 집단성은 중요한 성격으로 드러난다. 파벨 라디모프
(Pavel Radimov), 예브게니 카츠만(Evgeni Katsman)등이 주축이 되어 
1922년에 결성된 이 단체는 “공장으로 가자! 공장의 이념은 회화를 비롯한 
그 무엇보다 우월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비에트 대중의 생활 터전인 
공장을 미술 개념이 잉태되는 표본으로 삼았다. 
 20세기 초부터 러시아 구축주의 미술가들은 일상생활을 과거와 연관된 부
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작품의 미래적 관점을 통해 그 오류를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축제, 포스터, 생활용품, 건축 등과 같이 
일상 흐름에 개입하는 미술 형태들은 현실을 미래적인 것으로 변형하는 탁
월한 매체로 주목받았다. 구스타프 클루치스(Gustav Klutsis)77)의 포토몽타
주 포스터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기계성과 
객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토몽타주 기법은 로드첸코의 「이것에 대하여
(About This)」를 시작으로, 클루치스의 1930년대 작품들과 수많은 소비에
트 포스터 작품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을 치유하고 미래의 도입
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클루치스가 포토몽타주의 역동성을 고안했다
면, 말레비치는 아키텍톤(Achitecton)이라는 건축 개념을 창안했다. 말레비
치는 1926년부터 절대주의 질서의 역동적 대칭 개념을 구현한 건축적 모델
을 잇달아 발표하고, 이를 만연된 주거 문제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행성(Planet)이라고 불렀다. 아키텍톤은 건축물의 기능과 심리 치유적 표현
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1920년대 후반의 ‘심리 건축’을 대표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처럼 삶과 예술, 개인과 집단, 순수 형식과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대립관
계로 인식한 모더니스트적 사고와 달리 구축주의 미술에는 개인의 표현과 
사회참여적 욕구가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다.78) 미적 모더니즘 이념이 ‘생산
미학’을 지향하게 된다. 바우하우스는 기능의 심미성으로, 아르누보는 심미

77) 구스타프 클루치스는 미학적 충격에서 정치적 무기로 변모한 포토몽타주의 위력을 최대
한 발휘시킨 작가로, 1930년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과 자신을 현대화된 공업시설
과 결합된 거대한 초인으로 재현한 포토몽타주들을 잇달아 제작했다.

78) 신가현, 앞의 글, 윤난지 엮음, 앞의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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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기능화로 생산미학을 이해했다면,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생산미학은 
‘기능의 심미성’과 ‘심미성의 기능화’, 즉 계몽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계
몽화 문제 전체를 ‘매체미학’의 문제 범주로 수용해 이를 새로운 사회의 미
학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 인식했다.79)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남성 위주의 전위미술운동 역사의 대표성과는 별
개로 여성미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주목할만한데, 입체-미래주의를 실험한 
알렉산드라 엑스터(Alexandra Exter), 광선주의를 만든 나탈리아 곤차로바
(Natalia Gonchrova), 절대주의를 실험했던 올가 로자노바(Olga 
Rozanowa), 구축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류보프 포포바(Liubov Popova)와 
바바라 스테파노바(Varvara Stepanova) 등이 있다.80)

79) 강성원, 『미학이란 무엇인가』, 사계절, 2000, p.158
80) 윤난지,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파주:한길아트, 2011, p.188 

〔참고도판 3〕 류보프 
포포바, 「회화적 건축학」, 
1918, 캔버스 위에 유채, 
105×80, 슬로보드스코이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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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황주의

 자본주의에 상응하는 추상적인 공간인 도시는 자본이 모든 생산물을 상품
화하듯 형식적·양적인 차이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침묵을 강제한다. 푸코가 
편재하는 권력의 일망 감시체계에 의하여 규율화하고 정상화하는 지배적 
시각체제의 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했다면, 드보르와 그의 상황주의자 
동료들은 그 주체가 되는 것의 위험을 강조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주의적인 노선을 견지했다. 상황주의자 인터
내셔널(Situationist International(이하 SI))은 레트리스트 인터내셔널
(Lettrist International)에서 싹튼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독특한 개
념과 실천을 고안해 도시환경에 아방가르드적으로 적용하고, 도시변혁을 위
한 여러 가지 모델을 실험했다.
 SI는 1957년 이탈리아 북부 코시오 다로치아(Cosio d'Arroscia)에서 아스
거 욘(Asger Jorn)과 피노-갈라지오(Giuseppe Pinot-Grallizio)가 주도한 
이미지주의 바우하우스 운동(Movement for an Imaginist Bauhaus) 그룹
과 드보르가 주도한 레트리스트 인터네셔널81)이라는 두 아방가르드 단체들
의 결합으로 탄생했다.82) 이미지주의 바우하우스83)는 욘이 설립한 코브라
(COBRA)84)그룹의 분열 속에서 생겨났다. SI는 과거의 초현실주의의 신비

81) 레트리스트 인터내셔널은 이시도르 이수(Isidore Isou)가 루마니아에서 시작한 레트리즘
의 일원이었던 드보르에 의해 1952년 분파적으로 주도된 급진정치조직이었다. 레트리즘
은 다다주의적 스캔들 전통에 힘입어 파리에서 1946년 미셸 래리의 강연을 방해하는 것
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기표의 물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험적인 시들과 시각적 순
수성이나 이미지의 가정된 투명성을 공격하는 회화와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82) 이미지주의 바우하우스가 주도한 제1회 자유예술가 세계대회에 레트리스트 인터내셔널
을 대표해 콘스탄트와 질 울먼이 참석하며 SI의 창립토대가 만들어졌다.

83) 욘은 1954년 이탈리아에 머물 때 막스빌의 뉴바우하우스 운동에 관여하지만 그의 기능
주의적인 관점에 반대해 논쟁 끝에 갈라서고, 이미지주의 바우하우스를 설립하여 모든 
예술을 하나로 통합한 반생산주의적 미학을 추구했다.

84) 1948~51,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유사한 그림을 그려 유럽 추상표현주의 형성에 큰 영
향을 미친 화가들의 단체로 코펜하겐, 브뤼셀, 암스테르담의 머릿글자를 따서 그룹 명칭
으로 하였다. 코브라는 혁명적 정치에 대한 초현실주의적 신념과 실험적 사고를 향한 개
방적 태도를 결합하려 한 기획, 즉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틀 속에서 스칸디나비아식 낭만
주의와 자유의지론적 행동주의를 아우르는 야심찬 것이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복합적
인 문제로 인하여 3년 만에 해체된다.



- 62 -

적·비합리적·무의식적 요소를 제거하고 문화혁명적인 틀 속에서 이를 혁신
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SI의 기획은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1단계(1957-1961)는 레트리스
트 인터내셔널에서 싹튼 많은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예술과 정치의 통합
적 상황을 창조하려 했다. 일원적 도시주의(unitary urbanism), 전용
(détournement), 심리-지리이론(psychogeography)과 표류이론(dérive)등
의 개념들을 정교화하고 작가들이 이를 실험했다. 이 기간에 다수의 저널, 
영화, 전시, 건축모델, 보이콧 등이 즉흥적이고 자발적이며 축제적인 공동
작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2단계(1962-1967)에는 예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실험예술가들과 급진정
치이론가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이러한 조직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마침
내 분열로 이어졌다. 1960년 여름 피노-갈라지오가 추방되었으며 콘스탄트
는 스스로 조직을 떠났고, 이듬해 욘도 탈퇴하였다. 뒤이어 1962년에 외르
겐 내쉬와 박차그룹(spur group) 예술가들이 추방당해 제2상황주의 인터내
셔널을 창립하는 등 분열이 계속되었다. 드보르를 중심으로 한 이론가들은 
예술을 총체적 혁명이라는 목표달성과 함께 소멸되어야 할 낡은 사회의 분
리된 유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전위의 자리를 이론에게 내주었고, 
드보르는 스펙타클에 대한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는데 몰두한다.
 3단계(1968-1972)는 SI가 68혁명에 참여한 시기이다. 1966년 겨울 스트
라스부르(Strasbourg)의 학생봉기는 SI의 이론을 토대로 일어났다. 1968년 
낭떼르(Nanterre) 대학에서의 SI의 역할은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었다. 처
음에는 학생들이, 뒤따라 노동자들이 일어나 드골정권을 무너뜨렸다. SI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건들에 대한 보도와 기록, 해석에 전념하였다. 정치
시(詩)적 낙서와 슬로건, 대중문화로부터 차용된 이미지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68혁명은 지속되지 않았으며 급격히 수그러들었다. 상황주의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의식의 발작적 팽창과 그 급격한 소진’이라고 불렀다. 
 혁명의 실패와 뒤이은 전망의 부재는 SI의 내분의 격화로 이어지며 극심
한 위축을 초래했다. 1971년에 잔존한 멤버들은 그룹을 해체하고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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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5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70여 명의 회원들이 
공식적 멤버였고, 잦은 분열과 축출로 인해 한번에 20명 이상의 멤버가 공
존했던 적이 없었던 SI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SI의 해산은 1909년 미
래주의 선언 이후 시작된 아방가르드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다.
 SI의 예술에 대한 기획은 예술과 삶의 구분을 끝내는 것이었고, 궁극적으
로는 예술폐지에 있는 것이었다. 드보르는 역사적인 것과 미적인 것을 뒤섞
고, 그럼으로써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바
로크에 찬사를 보냈다. 드보르는 다다이즘의 경우에는 예술을 실현하지 않
고 억압하려 했다고 보았고, 초현실주의는 예술을 억압하지 않은 채로 그것
을 실현하려 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예술의 폐지 없는 예술의 실현, 예술의 
폐지 없는 예술의 억압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본 드보르는 예술의 억압과 
실현을 예술폐지라는 단일한 과정의 양측면으로 설정했다. 예술의 폐지는 
삶으로부터 분리된 예술의 해체이며, 예술을 자본의 지절에서 떼어내어 삶 
속에 통합시켜 스펙타클의 소외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85)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SI의 예술적 개념과 기획, 실천은 초기단계까지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SI의 초기단계에서 중심인물은 욘과 드보르였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함께 집단예술에 관한 책을 펴냈고86) 드보르는 두 편의 
영화 「짧은 시간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Sur le passage de 
quelques personnes a travers une assez courte unite de temps)」
(1959)와 「분리의 비판(Critique de la séparation)」(1961)을 만들었다. 드
보르는 이미 「사드를 위한 절규(Screaming for sade)」를 만들기도 했었는
데 이것은 다다적 영감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가 제공하는 재현
의 환영을 파열시키려고 계획된 작업이었다. 
 욘과 드보르의 공동작업은 공동저작의 출간으로 시작되었다. 이 저작은 코

85) 김형석, 「상황주의 인터내셔널과 도시-표류」, 『학술 워크샵: 달팽이 기어가다 ∥』, 서울:
일주학술문화재단, 2001, p.33

86) 레트리스트 인터내셔널 시기에 펴냈던 「포틀래치(Potlatch)」라는 저널은 매우 의미심장
한 것이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대결양식을 띤 일종의 축제를 일컫는 포틀래치는 
그 과시적이고 소모적인 낭비의 측면에서 바타이유와 클로드 르포르를 매료시키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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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의 ‘양손으로 글쓰기(writing with two hands)’개념과 레트리즘의 ‘메
타그래피(metagraphie)’기법을 계승한 셈인데, 「코펜하겐의 끝(Fin de 
copenhagen)」이란 제목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추억(Mémoires)」으로 제목
이 바뀐다. 이 작업은 욘이 물감을 떨어뜨려 흘려놓으면 그 위에 드보르가 
문자와 시각적인 파편들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공동작업으로 진행된 일련의 
이미지 시(詩)연작이다. 이러한 기법은 노동의 양과 장인적 성격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놀이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이 이미지-시는 급
진적인 반생산주의적 작업, 더 엄밀하게는 반작업(anti-work)적인 것이었
다. 이 반작업의 산만한 응답식의 형태는 레트리스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표류(dérive) 이론의 도상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치체글로브(Ivan Chtcheglov)가 주장한, 통합된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예
술과 기술의 결합을 추구하는 ‘일원적 도시주의(unitary urbanism)’ 이론
에 입각해 상황주의자들은 혼자 혹은 무리지어 내키는 대로, 그들의 ‘심리-
지리(psychogeography)적 충동’에 따라 도시를 누비고 다녔다. 상황주의
자들에게 있어서 미로로 변한 도시는 진열장이나 네온사인을 깨뜨리거나 
골목 벽에 낙서하기와 같은 놀이가 벌어져야 하는 장소였다. 그러한 도시적 
유목만이 억압된 근대도시풍경을 진정한 삶으로 생기 있게 하고, 이미지의 
죽음 같은 통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해방된 장소로 전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드보르는 레트리즘 시절의 영화에서 기존의 영화장면을 꼴라주하곤 했는
데 이때부터 불법적인 용도를 위한 유용, 일탈, 강탈을 암시하는 기술로서 
전용(détournement)이라는 개념을 이끌어 냈다. 전용은 과거나 현재의 미
학적 요소를, 원래의 의미를 버리고 새롭게 조합하여 재구성하거나 통합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의 가치들에 대한 부정에 이르게 된다.87) SI는 
이 전용의 기술을 시각문화의 모든 국면, 예컨대 만화책, 벽보, 빌보드, 포
르노그래피, 영화, 그래피티 등으로 확장시켰다. 욘은 시장에서 사들인 작

87) 로트레아몽의 창조적 표절, 다다의 포토몽타주, 뒤샹의 레디메이드, 브레히트의 소격효
과 등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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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알 수 없는 회화 위에 덧칠을 함으로써 작가성을 회복하고 의사소통
의 회로 속으로 재통합시키려 하였다.  
 피노-갈라지오 역시 욘처럼 대중문화와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고 화학자였
다. 그는 「반재료의 동굴(caverna dell´antimateria)」 전(展)에서 자신이 
개발한 특수합성수지를 뿌리는 회화기계나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길이 
145미터의 긴 두루마리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 작품은 갤러리 
전체를 뒤덮었고, 잘라서 미터당 작품비를 계산해 팔기도 했는데, 이것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전용한 것이기도 했다. 갤러리 전체는 그가 창
안한 ‘산업시(詩)’라는 기법으로 그린 그림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미로의 효
과를 만들기 위해 거울과 전등이 사용되었고, 관람객을 배우로 변신시킬 드
라마를 만들기 위해 원색과 향수와 음악이 사용되었다. 콘스탄트는 암스테
르담에서 「모델구역들(ilots-maqyettes)」이라는 전시를 했는데 이것은 그가 
일원적 도시주의에서 영감을 얻어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신바빌론 프로젝트
(New Babylon Project)'88)의 일부였다. 
 68혁명의 실패 이후에 SI는 해체되었고, 드보르는 영화로 돌아가 1973년  
「구경거리의 사회(The Society of the Spectacle)」를 만들었고, 「구경거리
의 사회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뒤이어 만들었다.89) 하지만 68혁명에 이르
는 많은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스펙타클로 하여금 새로운 방어기술을 습득
하게 했을 뿐이라는 드보르의 이후 논평은 자신이 그토록 정밀하게 기술한 
이론이 스펙타클의 사회의 증대하는 권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고 여겼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황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이론과 실천은 

88) 이 프로젝트는 기본개념에 있어 피노-갈라지오의 것과 비슷하지만 양식은 매우 달랐다. 
콘스탄트는 ‘미래의 위대한 놀이(Le Grand Jeu a venir)’(1959)란 글에서 기능적이 아닌 
유희적인 도시주의, 즉 표류(dérive)의 수법으로 발견한 것들을 상상 속의 미래에 투사하
고자 주장했다. 그는 집시들의 정치적 대표였던 피노-갈리지오로부터 영감을 얻어 유목
민적 숙영지를 위한 모델을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양한 놀이공간을 지닌 유
토피아적 실험도시를 설계해 유목민적 도시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거주 환경을 선택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미완의 프로젝트는 콘스탄트가 SI를 탈퇴하면서 막을 내리고, 유
토피아적이고 유희적인 도시공간의 기획으로만 남게 되었다.

89) 1978년 <우리는 한밤중에 맴돌고 배회하다 불타며 소모된다(In Girum Imus Nocte et 
Consumimur Igni)>라는, 앞뒤 어느 쪽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내용의 라틴어 제목을 가
진 영화를 마지막으로 그는 은거했고, 1993년 권총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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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라. 구체주의와 신구체주의

 1922년에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초의 아방가르드 운동의 진원지였다. 남미
에서 1920년대의 유럽 아방가르드의 수용은 형식주의적 발전의 전통과는 
커다란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 입체주의 회화에 대한 이해는 선행한 미술
들, 특히 세잔과의 명백한 관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산들과의 관련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20년대 남미의 급진적 작가들은 유럽의 
아방가르드보다 훨씬 격렬하게 모국에서 토착화된 인상파적 회화와 단절할 
수 있었다. 
  상파울루의 구체주의자(Concrestimo)들은 ‘연속성이란 없다!’라는 슬로건
으로 20년대의 모더니스트들90)과의 단절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과거의 원
리들에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이들’과 ‘새로운 원칙들로부터 형태를 만들어 
내는 이들’을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새로움’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는 당시에 조성된 사회 경제적 근대화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이것이 곧바로 규범화되면서 마찰을 일으킨다. 또한 미술계 내부의 문제
로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 그룹간 노선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의 근
본적인 이유는 리우의 그룹이 상파울루 그룹의 교리적이고 원칙주의적인 
구성주의 원리들을 거부한 데에 있었다. 
 신구체주의(Neo-Concretismo) 미술의 작가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8년 상파울루의 현대미술관 설립, 1949년의 리우 현대미술관, 1951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개최 등과 더불어서였다.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헬리오 
오이티시카가 활동한 리우의 프렌테(Frente(Front)) 그룹과 상파울루의 룹

90) 구체주의자들은 안트로포파지아(Antropofagismo, Anthropophagy) 선언을 하며 아방
가르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안트로포파지아는 식인, 카니발리즘 등으로 직역될 수 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인디오는 인신 공양의 제물이 되었는데 적군 용사의 힘을 취하고 
정신을 자신에게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식인풍습(Antropofagismo)이 행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식인풍습이 브라질에서는 20세기초 모더니즘운동을 통하여 브라질의 독특한 현실
을 대변하고 나아가 브라질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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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라(Ruptura(Rupture)) 그룹 등의 구성주의적 경향에 촉매 역할을 하였
다. 두 그룹은 브라질 현대미술에 있어서 최초의 비재현적, 기하학적, 급진
적 미술 조직이었다. 
 1959년 리우의 프렌테 그룹을 중심으로 신구체주의가 선언된다. 선언문에
서는 그룹의 결성 이유와 함께 예술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기 모더니즘의 전형적 전략인 공간화(spatialization) 개념이 선언에 언급
된다. 공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시각적 관조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참여와 
사건으로서의 장소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구체주의에서 표현이란 주체의 
내면적 메시지를 투명하게 외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에게 낯
설고 대립하는 조건에 직면토록 함으로써 생성되는 우발적인 감각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20년대의 안트로포파지아가 예술의 
도구화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귀결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군부의 통치하에 남미 미술의 급진적 흐름들이 기하학적이고 옵티칼한 경
향(Arturo나 MADI 그룹과 같은)을 보이는데 비해 리우의 작가들이 시각성
을 거부하고 감각의 조화, 신체의 전인성, 충만성 등을 위해 거의 반대방향

〔참고도판 5〕 헬리오 
오이티시카, 「유성의 그릇4, 
‘지구’」,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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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간 것은 독특한 현상이다. 헬리오 오이티시카의 ‘관
통(Penetrable)’ 리지아 클락의 ‘관계적 오브제(Relational Object)’ 등의 
개념은 주목할만하다.

 
 오이티시카의 ‘관통(Penetrable)’이라는 개념은 단지 제한 없는 움직임에 
대한 은유만은 아니다. 그는 오두막이나 미로 등을 떠올리게 하는 복잡한 
구조의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여 참여하도록 하는데, 「공간적 부조
(Spatial Relief)」나 「핵(Nucleos)」 등의 작업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 도시
의 건축구조를 반영한다. 자신의 체험적 기억에 들어 있는 과거의 공간으로
부터 집약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관객의 감각을 하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인 맥락 아래 재배치한다.
 오이티시카는 자신의 사회-환경적 위치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파랑골레
(Paragole, Cape)’를 제시한다. 그는 나일론, 마대, 정치적·시적 텍스트, 사
진 이미지, 자갈로 가득 찬 가방, 모래, 짚, 조개 등을 사용하여 미로와 같
은 복잡한 구조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는 이것을 ‘환경적 총체성’이라 
부른다. 이는 즉흥적 발견술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참고도판 6〕 리지아 클락, 「고치 
Cocoon」, 양철에 니트포셀룰로오스 채색, 
30×30×30(cm), 1959.

〔참고도판 7〕 리지아 클락, 「짐승 Anima
l」, 강철, 45×50(cm),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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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계를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볼리데(Bolide)’ 시
리즈에서도 드러난다. 볼리데는 포르투갈어로, ‘타오르는 유성, 불타는 덩어
리’라는 의미이다. 흙, 모래, 안료, 조개, 염색물감, 붕대, 플라스틱 등의 물
건들을 나무상자, 유리병 등과 같은 용기에 담은 것이다. 1966년 제작된 
볼리데는 경찰에 의해 사살된 오이티시카의 범죄자 친구의 신문 보도사진 
등과 같은 도큐먼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리지아 클락의 시도는 자신이 ‘공허한 충만함(empty-full)’이라 부르는 위
기의식91)과 결부되어 보다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구현되어 있다. 리지아 
클락은 「선형적 달걀(Linear Egg)」, 「통합들(Unities)」 등과 같은 초기 회
화에서 일체의 재현적 흔적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공간을 프레임 바깥으로 
개방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어서 시도된 기하학적 작품 「고치
(Cocoon)」에서는 유기성, 잠재성 등을 합리적 
기하학을 통해 발견하려 한다. 
 클락은 오이티시카 등과 함께 메를로-퐁티, 수
잔 랭거의 철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나 신체경
험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클락
의 경우 2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잠재적인 3차원
성을 추출해냄으로써 공간이라는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에 얼룩, 파장, 간격 등의 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성은 「짐승Bicho(Machine 
Animal, 또는 Beast. 1960-1963)」 시리즈를 통
해 잘 드러난다.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절단되고 
연마된 일련의 금속판들을 이어 붙여 관객이 직

91) 클락은 작가로서의 경력을,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기존의 인식론적 배치가 쓸모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떨리는 신체의 경험-새로운 리얼리티가 존재의 단독성을 증명하
면서 솟아나는 경험, 클락이 ‘질의 분출(vulvanic eruptions)’이라고 부르는, 그대로 억
눌렀으면 아마도 병적인 것으로 이행했을 그러한 위기를 스스로 치료하는 수단으로서 시
작했다고 한다. 

   Sulely Rolnik, 「Molding a Contemporary Soul; The Empty-Full of Lygia Clark」, 
『The Experimental Exercise of Freedom』, LA MOCA, 1999, p.67.

〔참고도판 8〕 리지아 클락, 
「고무 유충」,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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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리지아 클락의 시도는 「지나가기(Caminhando·Walking, 1963)」에서부터 
고무와 같은 부드럽고 값싼 재료로 어떤 설치 환경에도 적응하는 일시적이
고 순간적 형태의 설치물을 제시하는 「고무 딱정벌레(Borrachas·Rubber 
Grubs, 1964), 기어가는 딱정벌레(Trepantes·Climbing Grubs, 1965)」 작
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후에 보다 노골적으로 시각성을 거부하면
서 치료의 행위로 구체화되는 대화의 퍼포먼스, 관계적 오브제(Relational 
Objects), 신체 건축(Biological Architecture)으로 나아간다. 1968년 베니
스 비엔날레에서 회고전을 열고 설치 작품 <집은 몸이다(The House Is 
the Body)>를 발표하였고,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이미지와 몸’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회화의 평면성을 거부하고 현실의 공간을 작
업에 끌어들여 관객이 몸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신구체주의 작가로 기하학적 메타포로 인간 활동의 서사를 연출

〔참고도판 9〕 리지아 클락, 베니스 비엔날레 브라질관 전시전경, 1968. 클락의 「짐승」들이 
좌대 위와 좌측 상단의 흑백 회화 아래 바닥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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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리지아 파페(Lygia Pape), 구성주의 시스템을 불가능성까지 추구하여 
'질서의 광기'를 표현한다고 묘사된 세르지오 카마고(Sergio Camago), 브
라질 바깥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흔적을 전사하거나 긁는 등의 수
법으로 놀랍도록 간결한 그래픽을 제작한 미라 쉔델(Mira Schendel) 등이 
있다.

마. 전후 추상92)과 네오지오

 앞서 살펴보았듯 그린버그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적 회화는 자연의 재현을 
멈추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회화가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다른 
장르나 매체에서 온 요소들을 배재하고 평면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그린
버그의 ‘평면성(flatness)’ 원리다. 그린버그가 자신의 원리를 구현한 회화
로 여긴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1951년 이후 갑자기 초기의 구상으로 돌아감으로써 그린버그를 비롯한 많
은 평론가들을 당혹스럽게 하였다.93)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운동은 크게 두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잭슨 폴록이나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으로 대표되는 뜨거운 표
현적 추상, 다른 하나는 바넷 뉴먼(Barnett Newman)과 마크 로스코(Mark 
Rothko)로 대표되는 차가운 색면 추상(color-field painting)이다. 1950년
대에 폴록이 구상적 이미지로 돌아가자 그린버그는 뉴먼과 로스코를 미국 
추상회화의 ‘주요한 화가’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그린버그는 이 두 화가
의 작품을 순수 형식주의 회화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뉴먼의 추상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가 

92) 이 글에서는 미국 추상표현주의와 탈회화적 추상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했다.
93) 평론가 T. J. 클라크는 폴록의 기획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는데, 폴

록은 제 그림이 뭔가를 암시(상징symbol)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흔적(지표index)으로 만
들었지만, 결국 화면의 암시효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 로버
트 모리스는 폴록은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력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형을 해체했다
고 보았다. 이를 강변하듯이 모리스도 자신의 작품에서 펠트천에 칼집을 낸 후 벽에 걸
어 중력의 힘으로 늘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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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주제(subject matter)를 가진 것으로, ‘형식주의적 추상’이 아니
었다. 그것의 형식적 추상성은 사유의 추상성, 즉 그것이 불러일으켜야 할 
“추상적 사유”를 위한 것이었다.94) 뉴먼은 “유럽의 예술이 숭고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한 것은 이처럼 감각의 현실 내에 머무르며 순수 조형성의 틀 안
에 존재하려는 맹목적인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유럽의 전
통에서 자유로운 미국에서 뉴먼을 비롯한 몇몇 화가들은 예술을 미와 관련
시키기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감정에 대한 욕망을 재확인하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신화, 전설에 대한 향수 없이 ‘그 자체로 자명한(self-evident)’ 이
미지들을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그림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묘사하지 않는 이 새로운 이미지들을, 뉴먼은 “계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시”라 칭했다.95)

묘사 불가능한 것은 다른 어떤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즉 (무언가
가) 일어나는 순간에 존재한다. 회화예술이 개념으로 결정될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비결정적인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 회화 그 자체이다. 회화
는 묘사 불가능한 것이며, 회화가 증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 혹은 
사건 그 자체이다.〔리오타르〕96)

  
 1960년대에 이르러서 추상표현주의는 정체상태에 이르렀고, 추상표현주의
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추상표현주의의 대안 역시 추상예술이어야 
했다. 그린버그는 1964년 뉴욕에서 '탈(脫)회화적 추상'(post-painterly 
abstraction)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조직한다. 이 전시회에는 프랭크 스텔
라(Frank Stella), 모리스 루이스(Morris Louis), 케네스 놀랜드(Kenneth 

94)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 서울:아트북스, 2003, 
p.233

95) 진중권, 앞의 책, p.241~242
96) 리오타르의 숭고는 기본적으로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행한 분석에 준거한다. 하지

만 동시에 칸트 숭고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칸트의 미학은 숭고한 대상을 재현하려 하는 
예술들만 다룰 뿐, 거기서 “시간성의 문제, 즉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숭고와 아방가르드」,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역), 서울:문예출
판사, 1993,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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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and), 헬렌 프랑켄탈러(Helen Frnakenthaler), 엘스워스 켈리
(Ellsworth Kelly) 등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막 떠오르는 추상 화가들이 
참여했다. 그린버그는 이들의 작품이야말로 팝아트와 달리 “진정으로 새로
운 것”이라 주장했다.
 탈회화적 추상은 추상표현주의보다 더 평면적이다. 1950년대의 회화적 추
상과 1960년대의 탈회화적 추상 사이에는 이런 '단절'이 존재하지만 탈회화
적 추상은 동시에 회화적 추상의 ‘연속’이기도 하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회
화에서 모더니즘이란 화면에서 공간의 깊이를 몰아내고 평면성으로 나아가
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탈회화적 추상은 여전히 평면성을 향한 모더니즘 운
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린버그는 탈회화적 추상의 특징으로 “선적 명료성”과 “물리적 개방성”
을 든다. “명료성”이란 물론 추상표현주의의 ‘회화적(malerisch)’ 특성과 
대조되는 탈회화적 추상의 ‘선적(linear)’ 성격을 말한다.97) ‘개방성’은 회화
적 추상과 탈회화적 추상이 공유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두 흐름은 관계주의
(형태와 배경 사이의 적절한 미적 관계)를 배제하고 이미지가 화면의 사방
으로 연장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통성이 있다. 이 점이 또한 탈회화적 추
상을 1920~30년대 유럽의 추상회화와 구별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98)

 추상표현주의의 화면은 전체가 균등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케네스 놀랜드의 화면은 하나의 색면이 경계

97) 잭슨 폴록이나 드 쿠닝의 추상이 뜨겁다면 새로운 추상은 무엇보다도 차갑다. 이 차이
를 그린버그는 ‘선적인(linear)’것과 ‘회화적인(malerisch)’것의 대조로 설명한다. 미술사
가 뵐플린은 이 개념 쌍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회화의 차이를 특징지은 바 있다. 즉 르
네상스 회화는 선적이어서 윤곽이 뚜렷한 반면, 바로크 회화는 색채의 효과를 위해 윤곽
의 명료함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선적’ 회화는 윤곽선이 끊어지지 않아 경계가 뚜렷하며 색채 또한 채도가 높아 명료하
다. 반면 ‘회화적’인 작품은 거친 붓질 속에 윤곽선이 흐르다 끊기며 색채 역시 채도가 
낮아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폴록과 드 쿠닝의 추상표현주의가 ‘회화적
(painterly)’이라면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추상, 즉 ‘탈회화적(post-painterly)’추상은 경계
가 뚜렷하고 색채가 명료한 ‘선적’ 추상이라는 것이다.

98) 몬드리안과 바우하우스 작품 역시 평면적 실루엣과 확고한 윤곽을 가진 차가운 기하학
적 추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추상에는 여전히 ‘관계주의’가 지배적이어서 프레임 안에 
기하학적 도형이 들어 있고, 형태와 프레임이 적절한 비례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탈회
화적 추상에서는 이 비례의 관계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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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사이에 두고 다른 색면과 뚜렷이 구별되면서 날카로운 색채의 대비를 
이룬다. 이를 ‘하드에지’(hard edge)라 부른다.99)

 프랭크 스텔라는 회화를 그림이 아니라 “오브제(object)”로 간주한다. 미
니멀리즘의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스텔라는 캔버
스를 형태와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낸다. 이를 ‘세이프드 캔버스(shaped 
canvas)’라 부른다. 스텔라 외에도 케네스 놀랜드 등 몇몇 탈회화적 추상
화가들이 세이프드 캔버스를 사용했다.
 1980년대에 네오지오(Neo-Geo)100)로 알려진 <엔드 게임; End Game>전
의 작가들 중 한 사람인 필립 타페(Philip Taaffe)는 바넷 뉴만(Barnett 
Newman)의 작품, 「누가 빨강, 노랑과 파랑을 두려워하랴(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를 차용하였다. 뉴만의 유명한 수직선을 꼬여
있는 리본으로 대체한 작품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We Are Not Afraid)」
라는 제목을 붙였다. 같은 전시에 참여한 로스 블렉크너(Ross Bleckner)는 
이러한 전략이 고전적 모더니즘에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주체의 무게를 해
체하는 제스쳐라 설명하였다.
 타페의 차용은 예술의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예술 내부
의 정치를 말하며 미술제도와 형식논리 내부에 담론이 머물고 있다. 이 경
우에는 오히려 애초에 뉴만의 작품에서 개념적으로 도입한 비판적 차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타페의 차용은 사실상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으
며, 참조 원본인 뉴먼의 작품과 함께 볼 때는 유희적 의미가 있지만 떼어놓

99) ‘회화적 추상’이라 불리는 흐름에는 크게 세 가지 경향이 뒤섞여 있었다. 하나는 하드에
지로 수직선으로 화면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한 뉴먼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색면추상
(color-field painting)’이다. 뉴먼 역시 회화를 구성이 아니라 색면으로 간주했지만, 색
면 추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마크 로스코이다. 프랑켄탈러의 화면은 물론 로스코
의 것보다 색채와 윤곽의 대조가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후에 ‘미니멀리즘’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모리스 루이스는 색면추상의 화가로 분류되지만, 그의 작업에는 또 다른 경향
이 숨어 있었다. 그는 화면에 희석한 옅은 물감을 부어 화포와 물감이 하나가 되게 만들
었다. 이는 화폭에 물감을 칠한다기보다는 차라리 화포를 염색하는 것에 가깝다. 이 경우 
화포의 거친 텍스처가 그대로 드러나 작품은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물로 느껴진다.

100) 네오지오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뮬레이셔니즘의 중심 개념의 하나인 ‘신(新)기하학
적 개념주의(Neo-Geometric Conceptualism)’의 줄인 말이다. 네오지오, 혹은 시뮬레이
션 아트라고 불리는 경향 등을 논한 포스터 Hal Foster의 글이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1986, 6)에 실렸는데, 이 글을 필두로 네오지오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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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면 비판이론가들이 비난하는 키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전용이 
명백하게 이질적인 조건을 비틀어 중개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 타페
의 작품은 이질적 조건을 발견하는데 실패한 차용에 머물고 있다.

  (3) 한국 현대미술의 대립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은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진영의 대표적 미술 형식으로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대립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전
제로 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적 형식으로서 스탈린 집권 후 소비에
트연방에서 지지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형식이 제시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전장
이 된다. 분단과 더불어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 아래 주체사상을 표방
한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체제로 정리되면서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현대미술과 문화의 흐
름을 좇고 주시하며 정체성을 고심하게 된다.
 전후의 폐허를 어느정도 수습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여러 그룹들이 결정
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기점을 한국 현대미술사 기술에서 대
체적으로 1957년경으로 본다. 이 무렵부터 아카데믹한 사실주의에서 벗어
나 모더니즘 미술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든 그룹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모던아트협회, 현대미
술가협회, 창작미술협회, 신조형파, 백양회 등 여러 그룹들이 1957년 결성
된다.
 한국에서 이미 자리잡은 중견 작가였던 김환기는 1956년 파리로 가면서 
화면이 두터운 재질감으로 변화하였는데, 파리에서 경험한 엥포르멜 경향의 
작품들의 영향과 더불어 한국적 정체성을 현대적 표현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63년 10월 브라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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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커미셔너로 참석한 후 뉴욕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한다. 
 동양화단에서도 서양 현대미술의 모더니즘으로의 전개과정 속 추상을 동
양화의 표현적이고 추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
었다. 서양화가이자 평론가인 김병기는 현대미술의 양식은 추상적 경향임을 
전제로, “동양회화의 전통은 처음부터 회화의 본질인 추상성을 담은 채 흘
러나왔고” 서양에서는 동양의 서도(書道)에서 힌트를 얻어 선의 필세를 존
중하는 새로운 추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101)

 이응노의 작업도 이러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응노는, “동양화는 서양
화보다 훨씬 정신주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된 미술이 어느 의미에
서 대중화되지 못하여 왔다. 종래의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연구로써 창작
적 동양화로 발전시켜 세계 미술에 능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라
는 글을 썼다.102) 잭슨 폴록의 캔버스가 작가가 물감을 흘리는 행위가 직접
적으로 반영된 작가 내면의 격력한 감정을 표출하는 장이었다면, 이응노의 
추상적 화면 속의 제스쳐는 출발점이 자연이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
한다. 
 한국에 ‘전위’나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였고, 김환기나 유영국 같은 화가들이 추상미술을 시도했으나 모더니즘 미
술이 아방가르드적인 행위와 함께 대세로 등장한 것은 앵포르멜이었다. 엥
포르멜 미술운동은 1957년 결성된 현대미술가협회로, 국전을 비롯한 기존 
화단을 불신하고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전위성은 반
(反)국전을 표방하는 투쟁적 성격과 추상의 선언적 도입에 있었다. 박서보
와 김창열이 주도한 한국 엥포르멜 화가들의 색채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에 비해 어둡고 탁하고 무거웠다. 1960년대 이후 엥포르멜 작가들의 작품
은 격렬한 붓의 사용보다 표면 질감과 주름지고 갈라진 효과에 집중하는 

101) 김병기, 「추상회화의 문제」, 『사상계』, 1953, 9월, 홍선표, 「한국회의 현대화 담론과 
이응노」, 『미술사 논단』 제44호, 2017 상반기, 62-63에서 인용.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파주:미진사, 2020, p.61에서 재인용.

102) 이응노,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 문화교육출판사, 1956,7. 김영나, 앞의 책, p.61에서 
재인용.



- 77 -

쪽으로 전개된다.
 1960년대 들어서면 현대미술가협회전과 같은 과격한 형식 파괴가 동양화
에서도 전개되는데, ‘묵림회(墨林會)’ 작가들로 다양한 재질의 종이와 서예
적 필묵 등의 기법을 실험하였고 주된 방향은 수묵의 추상화였다. 묵림회는 
1964년 해체되었지만 동양화에서 수묵추상의 경향이 주요 흐름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현대미술가협회보다 5, 6세 아래였던 ‘60년 미술가협회’는 기성세대에 저
항하고 국전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자 1960년 10월에 덕수궁 서쪽 담에 
작품을 걸고 《벽전》을 열었다. 이들은 1962년 현대미술가협회의 연합하여 
‘악뚜엘’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두 번의 전시를 열었고,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제도권에 정착했다.
 본인은 특히, 엥포르멜 미술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극을 받으
면서 독자적인 작업을 지속한 이응노와 김환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이미 
추상을 시도했던 유영국의 회화 형식을 동시대적이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드러내는 추상 회화 형식의 선례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1958
년 독일에서 머물다가 파리에 정착한 이응노는 종이를 겹겹이 붙였다가 떼
어내고 긁어내고 다시 먹이나 안료로 채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콜라주 작업을 전개하다가 1962년부터 문자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추상 작
품들을 제작한다. 서예적 추상이 콜라주와 결합되어있는 작품들에서 문자와 
추상, 동양화와 서양화 등의 구분은 무의미해 보인다. 
 1956년에 파리로 갔던 김환기는 196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얇게 채색된 
대형 회화 작품들로 변신을 꾀한다. 1970년에서 1974년까지 뉴욕에서 제작
한 작품들은 광목이나 면천 위에 아교로 밑작업을 한 후 유화로 점을 찍고 
사각형으로 그 점을 에워싸는 형태를 반복해 완성하는데, 젯소칠의 과정을 
생략해서 한지에 먹이 번지듯 광목에 유화로 번지는 효과를 준 것이 특징
적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추상을 시도했던 유영국은 한국 전쟁때 고향인 경상북
도 울진에 머무르다 1955년 서울에 돌아와 작업을 지속했다. 고향인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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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과 바다, 빛을 연상케 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단순하고 과감한 색
채와 형태의 배치는 자체의 자율성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작가가 고향의 
자연에서 느낀 감동을 전달한다.
 한편, 엥포르멜 미술운동 이후 한국의 미술인들의 관심은 후기회화적 추상
(Post Painterly Abstraction)이나 하드에지(Hard Edge)의 기하학적 추상 
등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팝아트, 해프닝, 개념미술 등이 도입된다. 1960년
대 말에는 팝아트에 대한 관심보다 기하학적 추상이나 옵아트에 대한 관심
이 두드러진다. 1963년에 설립된 ‘오리진’이라는 그룹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도시적이고 산업화한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체제저항적 미술은 지속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었고, 이것은 이후 미술이 내용보다 형식의 탐구로 치우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69년에 설립되어 1975년까지 지속된 ‘한국아방가르드협회(약칭 
A.G)’나 1971년에 결성된 ‘S.T(Space Tim)’ 그룹 역시도 삶과 사회를 변
화시키려는 전위로서의 투쟁성은 탈각되고 조형 실험이 보다 두드러진다. 
이들은 산업재료의 사용, 비(非)미술, 설치미술, 행위미술, 미니멀아트, 대지
미술,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등의 서구의 미술운동과 궤도를 같이한
다. 특히 일본에서 있었던 모노하(物派) 운동과의 관계가 주목할만한데, 모
노하의 주요 이론가는 재일 한국인 미술가였던 이우환이었다. 그는 작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간에 자연의 물질을 그대로 놓는 미술을 주도
했다. 작가의 역할이란 물체와 세상을 연결하는 관계항을 만드는데 그칠 뿐
이라는 것이다. 그의 영향으로 A.G 그룹의 다른 작가들도 ‘관계’, ‘대위(對
位)’ 등의 단어를 작품 제목으로 붙인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말 1970년대에 젊은 미술가들이 옵 아트와 기하학적 추상에 관
심을 가질 때 일련의 중견 미술가들은 전통을 추상에 반영하는 시도를 하
였다. 조직적인 미술운동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흰색, 회색, 검정색, 
갈색, 청색으로 회면 전반을 채우거나 주색으로 했기 때문에 모노크롬 혹은 
단색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이게 되었다. 모노크롬, 단색조, 단색회화 등으로 
불리던 이 흐름은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주최의 《한국의 단색화》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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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화’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된다.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박서보, 
권영우, 정상화, 정창섭, 윤형근, 하종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
은 하나의 색을 강조하고 평면성을 강조했다는 점, 자연 세계로의 회귀를 
추구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한국적, 동양적 특성을 강조하고 서양의 추종
이라는 비판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엥포르멜 미술운동의 리더였던 박서보도 이들 중 하나였고, ‘원형질’이라
는 엥포르멜 시리즈에서 ‘유전질’이라는 기하학적 색면 연작을 거쳐 단색화
의 대표적인 연작인 ‘묘법’을 1973년부터 발표한다. 전면을 유백색의 유화
물감으로 칠한 화면에 연필로 반복적인 선을 그어 제작했던 묘법은 1980년
대부터 캔버스에 한지를 붙이고 젖은 펄프 반죽을 이용해 선을 긋거나 밀
어내 종이와 펄프의 물성과 선이 섞인 화면으로 전개된다. 2000년 이후의 
작업에는 화려한 색을 화면에 도입시켰다.
 권영우는 1960년대 중반부터 흰색의 한지를 나무판에 겹쳐 바르고, 뜯고 
찢고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응노의 격렬한 느낌의 콜라주와
는 달리 바탕의 흰색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1970년경부터 무명 캔버스 
화면을 점으로 가득 채우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1961년에 프랑스로 가 작업을 한 김기린은 말레비치의 영향을 받은 작품
들을 제작하다 1972년부터 신문지로 기름기를 제거한 검은 물감을 반복적
으로 칠하고 스프레이 작업을 반복해 제작한 검은 모노크롬을 제작하여 메
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저작물과 같은 제목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윤형근은 초벌칠을 하지 않은 캔버
스에 먹색이나 암갈색, 청색 물감에 기름을 많이 섞어 반복해서 그어 물감
이 천으로 흡수되도록 하였는데, 미국의 색면 추상 화가 마크 로스코나 모
리스 루이스를 연상케 하기도 하지만 어둡고 제한된 색채로 수묵의 느낌에 
가깝게 제작하였다.
 단색화의 중요한 평론가인 이일은 한국 단색화는 수행적인 제작과정을 ‘환
원’이라는 단어와 ‘자연으로의 회귀’로 설명하면서, 모더니즘에 대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인 미니멀리즘과는 근본적인 태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박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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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나 형상, 어떤 환상을 쫓지 않는다는 그런 탈(脫)이미지의 무목적성
은 도가사상(道家思想)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3)라고 하였고, 
윤형근은 “나는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으며 그림 아닌 것 같은 
것을 그리고 싶다”104)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
는 ‘관계항’을 작가의 역할로 강조하는 모노하의 이우환을 연상케 한다. 
 단색화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미술계의 주류가 되
었고, 한국미술을 대변하는 미술로 일본과 서구에 소개되며 한국의 현대미
술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자리잡았고, 대부분의 국제전을 독점했으며, 상업
적 성공의 보상도 따랐다. 이와 같은 미술 흐름에 대한 비판은 1980년대의 
민중미술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단색화는 형식주의로, 현실을 도외시하고 
삶과 유리된 미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민중미술은 미술운동이자 민중문화운동의 하나였다. 참여문학 등 문학에서 
시작된 민중문화운동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거세어졌다. 민중
미술은 1980년에서 84년까지의 소집단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시기와 
그 이후 1989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로 나누어진다. 민중미술
의 시발점은 대체로 1979년 12월에 결성된 ‘현실과 발언’으로 본다. ‘현실
과 발언’의 전신은 오윤, 임세택, 오경환이 1969년 10월에 결성한 ‘현실동
인’이었고 「현실동인 제1선언」의 글을 김윤수, 김지하가 작성하였으나 활동
이 지속되지 못했다. 10년 후인 1979년 결성된 ‘현실과 발언’은 김정헌, 오
윤, 손장섭, 김경인, 주재환, 오수환, 심정수, 김용태 등 8명의 화가와 윤범
모, 원동석, 성완경, 최민 등 4명의 평론가가 모인 그룹이었고, 이후 임옥
상, 신경호, 민정기, 신학철, 강요배 등이 참여하였다. 1980년 11월에 동산
방화랑에서 창립전을 개최하면서 ‘현실과 발언’ 그룹은 서구 미술의 모방이
면서도 전통의 정신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단색화는 위선이며, 현실을 
도외시하고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103) 이홍우, 「화가의 하루:박서보」, 『화랑』, 1977, 겨울, p.71. 김영나, 앞의 책, p.214에서 
재인용.

104) 윤형근, 「그날 그날을 기록하듯이」, 『공간』, 1980, 7월, p.57. 김영나, 앞의 책, p.21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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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발언’ 그룹은 투박한 사실적인 유화 외의 포스터, 만화, 사진, 벽
화, 판화, 사진 몽타주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였다. 특히 미술의 소통과 대중매체 이미지 수용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
다. 『그림과 말』이라는 간행물을 비롯해 1982년에는 『시각과 언어 Ⅰ:산업
사회와 미술』이라는 책도 발행했다. 
 김정헌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모노륨>(1981)이라는 작품에서 
아파트 거실에 모노륨이 깔려있는 화면 아래쪽에 농사짓는 농민의 모습을 
거칠게 그려 배치하여 중산층이 누리는 생활공간의 풍요로움과 대조를 이
루도록 하였다. 오윤은 불화의 지옥도와 시왕도의 형식, 광고 이미지를 복
합해 ‘마케팅’ 연작을 제작하여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임옥상은 주로 ‘땅’을 주제로 하여 <웅덩이>, <얼룩>, <들불>과 같은 작품
들을 제작하였는데, 단순하고 강렬한 이미지와 원색적인 색채로 누구나 쉽
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G그룹에 참여하기도 했던 신학철은 70년대 후반에는 광고사진을 이용해 
자본주의 소비사회를 비판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역사적인 주제로 넘어가 
1980년대부터 ‘한국 근대사’ 연작과 ‘한국 현대사’ 연작을 지속하고 있다. 
신학철은 사진 이미지의 파급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고, 사진을 축소, 
확대하면서 이미지가 변형되고 합쳐져 연결되면서 그로테스크하고 충격적
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197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과 놀이’를 이끌던 화가 홍성담과 평론가 
최열이 주도한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는 미술가들의 정치사회 개입을 선언하고 ‘작품은 도전장’이어야 한다고 천
명했다. 이들은 시민학교를 운영하여 일반인들에게 판화를 가르쳤다. 1982
년에 ‘임술년’, 83년에 ‘두렁’, ‘시민미술학교’, 85년에 ‘서울미술공동체’가 
설립되면서 민중미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계가 되었다. 두렁과 광주자
유미술인협의회는 전시 중심으로 활동하던 ‘현실과 발언’과는 달리 민중에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민중미술에 대한 정부 탄압도 점점 심해졌는데, 1985
년 7월 아랍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은 강제 철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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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학철의 <한국근대사-모내기> 작품은 1979년에 이적표현물로 간주되
어 작가가 구속되고 작품이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징역 10개월과 그
림 몰수가 결정되었으나 2000년에 작가는 사면되고, <한국근대사-모내기>
는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되었다. 이런 탄압 아래 1985년 8
월 평론가 김윤수, 유홍준, ‘현실과 발언’의 성완경, 김정헌, ‘두렁’의 김봉
준, ‘시대정신’의 문영태, ‘서울미술공동체’의 최민화, ‘땅’의 송만규, ‘광주
자유미술인협의회’의 최열과 홍성담이 모여 협의해 11월에 ‘민족미술협의회
(민미협)’가 결성되었다. 민미협은 인사동 ‘그림마당 민’에서 전시와 토론회, 
강습회와 공연 등을 열었다. 1988년 12월 문학, 미술, 연극, 음악, 영화, 
춤, 사진, 건축, 굿 등 9개 예술분야가 합쳐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
총)이 창립되었다.
 민중미술은 거리 시위현장의 걸개그림과 깃발, 벽화 등 선동적이고 전투적
인 작품을 많이 제작하였다. 최병수의 <노동해방도>, <한열이를 살려내라> 
등이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다. 민중미술은 지배문화의 전복을 꾀하고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투쟁성을 띤 미술운동이다. 미술계는 단색화로 대표되
는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두 파로 나뉘게 되었다. 민중미술은 모더니즘 미
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주의 미술이라고 공격했고, 모더니즘 미술은 민
중미술이 불온한 선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성이 결여되었고 국제주의를 
배격하는 배타성을 띠는 점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다를 것이 없이 실패
했다고 평가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중미술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
니즘의 흐름에 따라 민중미술 계열이 아닌 작가들 역시도 사실적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작품에 활용하고자 하였고, 민중미술이 실
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들을 통해 보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으로도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후 1988년 노태우가 직선제로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문화에 대한 탄압이 누그러들었고, 이후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
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의 큰 변동을 겪게 된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
으로 취임하면서 문민정부가 등장했다. 1994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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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술 15년: 1980-1994》전이 열리면서 민중미술 역시도 제도권에 편입되
고, 운동으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이처럼 한국은 정치사회적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고, 많은 미술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현대미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 자신의 길
을 선택했다. 단색화로 대표되는 형식주의와 민중미술의 대립구도의 배경에
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했던 
냉전(Cold War)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한국전쟁으로 북한과 남한이 분단
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빠른 재건과 자본주의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미
뤄둔 민족적, 계급적 갈등이 교차,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는 후배세대에게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재현을, 관념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추상의 형식을 써야 한다
는 이분법적 선입견을 남겼다.105) 민중미술의 쇠퇴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
입 이후 한국의 회화 논리의 전개 역시도 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뛰어넘지 
못했다.106)

105) “당시 미술계의 절대권력은 단색화였다. 국전을 비롯한 공모전에 입상해야 미술인으로 
대우받는 현실에서 단색화를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단색화 화가들은 명
문 미술대학의 교수일 뿐 아니라 미술계에서도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
은 현실에 임옥상은 “백색, 백의민족, 선비, 노장사상을 운운하면서 흑백만이 우리 색이
며 주체적 한국 역사, 한국 미술사,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며 박정희 유신을 침이 마르
도록 칭송할 때, 나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색을 쓰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해 쓰고 싶은 색을 마음대로 쓰면서 그림을 그렀다. 그러다보니 국전에도, 그 밖의 
어떤 공모전에도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라고 회고했다.

    ‘현실과 발언’은 미술과 정치현실을 동일시했다. 모더니즘 추상미술이 관변민족주의를 
따르고 군사정권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미술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성완경은 “‘현실과 
발언’의 초창기 강점 가운데 하나는 민중운동으로서보다는 기존 미술계의 비현실적인 부
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도 속에 뿌리를 박으면서 운동을 전개하려는 지점이었다”라고 
분석한다. 미술계를 변혁시키는 것이 현실참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김현화, 『민중미술』, 파주:한길사, 2021, pp.25~27.
106) “2012년의 《한국의 단색화》 전시에서 진행된 이우환과 윤진섭의 인터뷰에서 이우환은 

단색화가 태동한 시대상에 주목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독재적인 상황에서 “당시
는 너무나 가난하고 꽁꽁 얼어붙은 추상적인 시대”였으며 “강압적인 군정하의 모노크롬
의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단색의 반복적인 방법은 저항의 표출이며, 모노크롬은 그
에 따른 ‘부정성’을 띠는 것이었다고 피력했다.”

   정연심, 「국제화, 담론회된 단색화 열품」, 서진수(편저),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서울:마
로니에북스, 2015,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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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타회화: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전략

 모더니즘 논리의 종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 회화의 전개를 목격하
는 우리는 그 미술의 역사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모더니즘의 역사를 
단순화하자면 결국 그림은 캔버스라는 문명화된 평면 위에 칠해진 물감이
라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이었다. 본인은 모더니즘의 성립과 해체가 열어준 
회화의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회화는 결국 개인이 칠한 평면 위의 물감이
므로 관객이 그림을 볼 때 ‘상호 주관성’을 전제하게 된 점이라고 생각한
다. 회화는 작가가 자신의 한정된 조건과 맥락 속에서 개입한 평면 위의 물
감일 뿐이고 모더니즘의 역사를 통해 관객은 회화의 조건을 인지한 채 메
타적 태도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모더니즘 회화의 범주와 그 한계를 회화의 역사적 과정과 
관련시키는 동시에 현 상황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격을 지
닌 ‘메타회화(Meta-painting)’107)가 현재에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회
화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인은 모더니즘 회화의 역사와 특성을 
의식하고 작가와 관객 모두 자신의 의미 체계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회화를, ‘회화 전사(前史)를 거리를 두고 의식, 활용하는 
회화’라는 의미로 ‘메타회화’라 하였다. 회화를 보는 관객은 화면에 그려진 
대상과 화면을 그린 작가, 그리고 현재의 조건이 압축되어 펼쳐지는 것이 
회화임을 전제로, 자신의 입장에서 화면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은 본인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주의’와 더불어 ‘메타회화’에 주

107) 본인은 ‘메타회화’라는 단어를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엄미정의 
글, 「게르하르트 리히터」에서 처음 발견하였다.

   “‘메타 회화’는 리히터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성, 즉 ‘모더니즘 회화의 범주와 그 한계
를 그의 역사적 과정과 관련시키는 동시에 현 상황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격’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다.”

   엄미정, 「게르하르트 리히터」, 『추상미술 읽기』, 윤난지(편저), 파주:한길아트, 2012, 
pp.401~402. 강조는 본인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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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였는데, 문학에서 문학의 역사와 텍스트 내부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메타픽션(Meta-fiction)108)’의 메타성이, 현대 회화의 창작 방법론을 탐색
하는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미지의 기호적 유형(도상, 기표, 상징)과 붓질
의 지표적 성격(현존성, 현전성)에 따른 회화의 중층적 구조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메타’라는 단어를 
회화 형식에 특정해 ‘메타회화(Meta-painting)’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
였다. ‘메타’에 대한 주요 개념은 ‘메타모더니즘(Metamodernism)’109) 연구
에 근거를 두었다.
 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 이후의 특성에 대해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데, 다수의 문화비평가들은 이 명칭이 탈경계적인 하이퍼
문화의 시대를 표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본다. 접두사 ‘포스트(post)’보다 

108) “메타픽션은 픽션과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고 픽션을 하나의 문화
적 유물로 보도록 일부러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픽션 창작이다(패트리샤 워
의 정의), 포스트모던 소설가의 작품을 가리켜 ‘메타픽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타픽션
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작가 윌리엄 개스인데, 메타픽션의 전제는 이미 모든 
종류의 발언이 나와있고 양식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실험이 이미 실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

    김욱동은 자의식적 소설, 자기반영적 소설, 내향적 소설, 비리얼리즘 소설, 자기도취적 
소설, 자기생산적 소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메타픽션은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등장과 무관치 않다고 말한다. 이런 대중매체는 소설과 같은 문학보다는 비
교적 객관적 진리나 사실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진성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소설가들이 텍스트 외부의 실제 세계보다
는 텍스트 내부 쪽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르주-클로드 길베르는 메타픽션이라는 용어를 영화, 팝, 패션에도 적용해 메타영화, 
메타팝, 메타패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메타예술의 특성은 “창작을 할 때 그 착작품을 통해 윗세대의 창작과정에 나타나는 창
조의 메커니즘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김욱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214쪽: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문학/예술/문화』, 민음사, 1992, 250~257쪽; 조르주-클로드 길베르, 김승욱 옮김, 『포스트모던 
신화 마돈나』, 들녘, 2004, 49쪽”

    강준만(편저), 『선샤인 지식노트』, 서울:인물과 사상사, 2008, pp.239-240. 강조는 본인
이 하였다.

109) 메타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1975년 미국의 작가인 자바자데(Mas’ud Zavazadeh)가 
1950년대 중반 미국 문학 서사에 나타난 미학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
어이다.

   최은녕, 「21세기 새로운 예술미학으로서의 메타모더니즘 –워쇼스키 형제의 영화 『매트릭
스』 시리즈를 중심으로」, 『카프카연구 37』, 서울:한국카프카학회, 2017,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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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횡단하여, 꿰뚫어, 초월하여’라는 상태를 가리키는 접두사들이 적
절하다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은 트랜스모더니
즘(Transmodernism), 메타모더니즘(Metamodernism), 가상모더니즘
(Pseudomodernism), 하이퍼모더니즘(Hypermodernism) 등과 같은 다양
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명칭은 본질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성격을 가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역설적으로 동시에 공존하는 문
화적 현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네델란드의 문화이론가인 티모테우스 버뮬렌(Timotheus 
Vermeulen)과 로빈 반 덴 아커(Robin van den Akker)에 의해 현대적 의
미로 재조명된 ‘메타모더니즘(Metamodernism)’110)은 모더니즘의 이루어지
지 못한 이상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절망적인 회의론 사이의 대립을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운동의 한 형태로 도입되어 미학이론으로 발전하였
다. 2010년에 출판된 버뮬렌과 아커의 저서 『메타모더니즘에 대한 주석 
(Anmerkungen zur Metamoderne)』에서 메타모더니즘을 포스트모더니즘
과 모더니즘의 대립적인 관계를 중재하는 새로운 미학운동의 명칭으로 소
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메타(meta)’는 그리스어로 ‘함께(mit)’, ‘넘어서(jenseits)’, 
‘사이에(zwischen)’, ‘후에(nach)’의 상태들을 표시하는 접두사이다. 이 의
미를 토대로 발전된 메타 모더니즘은 모더니즘도,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닌 
제3의 사이공간(ein dritter Zwischenraum)111)에서 마주친 두 사조들이 

110) Robin van den Akker·Alison Gibbons·Timotheus Vermeulen, 
『Metamodernism:Historicity, Affect and Depth After Postmodernism』, 
London·New York:Rowman & Littlefeield International, 2017.

111) “모더니즘에도, 포스트모더니즘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고 그 사이를 진동하는 메타모더
니즘의 공간은 ‘사이의 영역’으로서 ‘제3의 공간’을 의미한다. 메타라는 접두어를 통해서 
자신의 기본정신을 표현하는 메타모더니즘은 철학적 맥락에서는 상이한 두 영역 사이를 
오가며 진동하는 역동적 움직임을 설명하는 플라톤의 메타식스 비유에서 시작되었다. 
(Vgl. Eric Voeglin:Published Essays.1966-1985. Vol. 12. Baton Rouge 1990.) 그리
스 단어 메테식스 Methexis에서 파생한 메타식스 Metaxis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현
상계의 사물들과 이데아계에 속한, 그것들의 특성들 사이의 본질적 관계를 묘사하는 개
념이며, 현상계와 이데아계라는 두 개의 서로 독립된 현실들이 공통된 관계성을 맺는 과
정에서 발새하는 ‘사이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Vgl. Linda Ebbers: Darstellende 
Kunst und zivile Konfliktbearbeitung. Stuttgart 2014, 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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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존재를 상호인정하거나 또는 공통적인 중첩의 상태를 이루면서 양
쪽의 공존을 시도하는 미학운동이다. 모더니즘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전제
로 진지하고 무거운 삶의 태도를 지향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신적 실
존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며 모든 대상을 가볍고 반어적으로 다룬
다. 메타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즘의 꿈을 다시 좇음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의 절망을 견제하면서 동시의 모더니즘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를 경계한다.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이기
도 하지만 진정한 모더니즘에 해당되거나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에 해당되
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메타모더니즘은 역사적으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 이후의 시대에 놓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
즘 사이에서 진동하는 위치에 있으며, 인식론적으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이 동시에 사유되는 문화적 감수성을 의미한다.
 본인은 이러한 메타모더니즘의 사유방식을 회화의 지형에 도입하여 선례
들을 살펴봄으로써 ‘메타회화’를 중층적 현실표현의 방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메타회화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견지할 것이냐는 작가
의 입장에 따라 한 작품 안에 주관성과 비주관성,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독창성과 모방성, 감수성과 냉정함 같은 중층적인 특성들을 여러 겹의 개념
적 레이어로 동시에 표현하면서 변증법적 운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진동하
는 회화형식일 수 있다고 보았다. 

  (1) 현대미술의 전용과 알레고리

 차용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형식을 가져와 쓰는 것을 말하고, 전용
은 차용의 범주에 속하지만 맥락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현대미술의 전복
적 방법론으로 논의되어 왔다.112) 차용은 과거의 양식이나 도상을 이용해 

    최은녕, 앞의 글 p.116
1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가들에게 사진과 레디메이드의 영향은 단순히 그것의 반

복이 아니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 Rosalind Krauss에 따르면, 사진과 레디메이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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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의 타당성을 질문하는 것이었으나 19세
기 사진의 등장으로 의미가 급진적으로 변모한다.113) 특히 전통적인 미술을 
극복하려는 20세기 초 미술가들에게 사진은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 예컨
대 베를린 다다의 포토몽타주, 마르셀 뒤샹(Marcel Duchanp)이 <모나리
자>를 차용한 <L.H.O.O.Q.>, 로버트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의 
‘발견된’ 이미지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실크스크린 등 네오 다다와 
팝아트의 방법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상황주
의자들의 ‘전용(détournement)’의 방법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114) 이러한 
전용의 방법론은 이미지의 지표성115)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회화는 사실적인 재현과 환영을 제시하는 기능을 통해 가
치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사진술의 발달 등으로 회화는 더이상 그 기능을 
추구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졌다. 아서 단토(Arthur. C. Danto)는 서구 미
술의 역사는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며 성립된 모방론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

표적 Indexical 성격이 당시 미술 동향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현대미술가들은 양식사를 
마치 언어 체계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사진과 레디메이드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차
용은 1960년대 이후 추상미술의 독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전의 미술 양식들을 언어
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엄미정, 앞의 글, 윤난지 편저, 앞의 책, pp.403~401. 강조는 본인이 하였다.
113) 이 논문에서는 ‘appropriation’이 현대미술에서 활용되는 전략적 의미의 급진적인 변

모에 따라 ‘차용’과 ‘전용’이라는 두 단어로 번역어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appropriation’은 ‘전유’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사용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현대미술에
서의 의미의 변모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차용’과 ‘전용’이라는 두 단어로 한정하
여 기술하였다. 상황주의의 방법론인 ‘détournement’ 역시 사용되는 단어의 급진적인 
맥락에 맞추어 ‘전용’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기술하였다.

114) 상황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이론과 실천은 실험단계에 그치긴 했지만 많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전용(détournement)은 기존의 예술적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당대의 
경향에 맞게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 상황주의의 성상파괴 정신을 잘 보
여준다. 전용의 원칙으로 ①원래의 의미를 버리는 것+②새로운 효과를 위해 또다른 의미
의 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을 제시하는데, 결국 전용은 이중의 의미를 띄게 된다. 국제 상
황주의 그룹은 이 전용을 시각문화의 모든 국면, 즉 만화책, 벽보, 빌보드, 포르노그래피, 
영화, 그래피티 등으로 확장하였다. 

   Guy debord, 「Détournement as Negation and Prelude」, 『Internationale 
Situationniste #3』, Dec. 1959, http://www.nothingness.org. 강조는 본인이 하였다.

115)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기호의 유형을 도상(icon), 지표
(index), 상징(symbol)으로 나눈다.

    강미정,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신미술사의 철학을 위하여』, 서울:이학사, 2011,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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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술의 자율성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한 모더니즘 시기를 분류하여 전자
를 바사리 에피소드(Vasari episode), 후자를 그린버그 에피소드
(Greenberg episode)로 구분한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 Contemporary 
Art’은 지금까지의 미술사가 완료되고, 미술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
적 이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단토는 모방 패러다임의 종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116), 1839년 사진이 발
명된 사실을 안 화가 폴 들라로슈(Paul Delaroche)에 의해 회화의 죽음이 
선언되었음을 살펴보는데, 단토는 이 화가가 만약 물감의 물질적 제스처인 
붓질에 주목했다면 회화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린
버그가 평면성 대신 회화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붓질117)에 대해 단
토는, 붓질을 통해 어떤 환영을 보는 것과 붓질 그 자체를 보는 것의 차이
를 구분한다.
 본인은 그린버스식 모더니즘의 성립 과정과 종결이라는 회화의 역사를 통
해 회화라는 매체가 전제하게 된 ‘상호 주관성’에 대한 실마리를 이 붓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붓질이란 결국 회화가 하나의 환영이 아니라 누군
가에 의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물감층의 흔적과 누적이라는, 현존성과 현
전성의 교차를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죽음」에서 롤랑 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는 글쓰기라는 
행위 안에서 저자는 사라져버린다고 말했다.118) 글쓰기라는 행위만이 남고 
누가 쓰는지, 누가 말하는지 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이르러서 작품은 더 이상 저자의 일부분 또는 소유물로서의 고정
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완전히 유동적인 하나의 구조물로 재탄생한다. 글쓰

116) 아서 단토, 『예술의 종말 이후』, 이성훈·김광우(역), 고양:미술문화, 2004, p.10. 
117) “인상주의자들도 그림에 밑칠을 하거나 겉칠을 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사용된 색들이 

튜브에서 나온 실제물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 「더 새로운 라오쿤을 향하여 Towards a Newer Laokon」, 이영철

(편), 앞의 책, 서울:시각과 언어, 1995, p.119.  
118) ‘저자의 죽음’은 롤랑 바르트의 글 제목이다. 이 글에서 바르트는 이제껏 예술작품의 

근원으로 간주되어온 단일하고 일관된 ‘주체’란 신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개성적인 주체
가 생산한 독특한 먕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oland Barthes, 「The Death of the Author」, 『Image-Music-Text』, NY:Hill and 
Wang, 1977, pp.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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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행위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보는 
독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변화했다. 작가는 이 작품이 어떤 의미
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을 보는 관객 또한 자신에게는 그 
작품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언어
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저자든 독자든, 음악가나 화가든 관객이든 표현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표현에 대해 저마다 다른 경험과 맥락
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외부의 어휘로 번역될 수 있을 뿐인데, 이 간극을 인정
하는 것이 작품을 텍스트로 재탄생시킨다. 바르트는 「작품에서 텍스트
로」119)에서 텍스트는 방법론적인 영역이며, 언어와 담론의 ‘움직임 안에서
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완성되어 세상에 내보내진 작품을, 그 구성요
소 하나하나가 가진 맥락들을 인정하며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갈 여
지가 있는 구조물로 이해하는 것이다. 바르트의 저자와 독자를 회화의 작가
와 관객에 대응시켜 본다면 텍스트로서의 회화를 상정해볼 수 있다. 
 회화는 사진과 달리 일정기간 동안의 순차적인 행위가 누적되어 제작된다. 
아무리 매끈하게 다듬은 회화작품이라 해도 우리는 회화를 제작한 과정을 
표면의 물질적 특성을 통해 해체하고 복기해볼 수 있다. 표면의 아래층에 
누적된 붓질과 그 위의 붓질, 붓질의 순서와 차이에 의해 관객은 회화의 다
양한 성격을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회화의 매체적 특성, 회화는 
결국 캔버스라는 평면 위에 칠해진 물감, 붓질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관
객은 작품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상호 주관성’의 
여지가 생긴다. 이와 같은 회화의 텍스트성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할 포
스터의 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포스트모더니즘인 ‘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측면에
서 이와는 달랐다. 무엇보다도 모더니즘에 대립하는 방식에서 달랐다. 후
기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끌어간 것은 재현의 진실성에 대한 비판

119)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역), 서울:동문선, 2002,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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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바로 이 비판으로 인해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구
조주의 이론 사이의 긴밀한 제휴가 맺어졌다.
 실제로 이 미술은 단일한 ‘작품’이란 모더니즘 모델에 맞서기 위해 파편
화된 ‘텍스트’ 개념을 후기구조주의로부터 빌려 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모더니즘의 ‘작품’은 유일무이하여 완벽한 형식을 지닌 일종의 상징적 전
체로서 이해됐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실
체로서, 바르트의 영향력 있는 정의에 따르면 “그 어느 것도 독창적이지 
않은 다양한 글쓰기들이 한 데 섞이고 충돌하는 다차원의 공간”이었다. 
〔…〕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성이 겨냥한 것은 ‘거장’의 작품과 ‘거장’ 
미술가란 모더니즘의 관념이었고, 이것들은 폭로돼야 할 이데올로기적인 
‘신화’로서 ‘탈신화화’되거나 ‘해체’되어야 했다. 이런 신화들은 다분히 남
성적인 것이었기에, 이와 같은 비판을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 주도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할 포스터, 1900년 이후의 미술사〕120)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회화는 해체와 재해석, 재구성이 일어나는 장으
로써 기능하게 된다. 이제, 회화를 보는 관객은 화면에 그려진 대상과 더불
어 그 화면을 그린 사람의 조건이 압축되어 펼쳐진 것이 회화임을 전제로, 
자신의 입장에서 화면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회화의 텍스트성을 창작자의 
창작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미지의 유형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회화 역시 결국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지표에 대한 이
해를 위해 찰스 샌더스 퍼스(Chales Sanders Peirce)의 기호유형론을 참
조할 필요가 있다. 
 퍼스는 기호를 유형에 따라 도상(icon)121), 지표(Index), 상징(sybol)으로 

120)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신정훈 외(역), 서울:세미콜론, 2007, 
p598.

121) 퍼스의 도상은 전통적인 미술사적 ‘도상해석학’에서의 도상과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퍼스는 도상과 전 시각영역을 동일시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보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
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호로 도상의 의미를 정의했다. 퍼스의 도상성은 기호와 대상 
사이의 가설적 유사성에 기반을 둔 읽기의 양상, 즉 기호 자체와 유사한 대상을 상상하
도록 하는 성질을 뜻한다.

    노만 브라이슨·미크 발, 「기호학과 미술사」, 『기호학과 시각예술』, 김융희·양은희(역), 서
울:시각과 언어, 1995,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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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이중에 도상은 유사성에 근거하여 재현적 이미지와 관련이 높
다.122) 높은 도상성을 가진 이미지는 그려진 대상에 집중시키지만 이미지 
자체의 존재는 희미해진다. 하지만 지표는 지시대상과의 유사성과 무관하며 
기의와도 무관하다. 대상과의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는 도상은 닮음에 의해 
내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시를 통해 대상을 기술한다. 하지만 지표는 지표 
밖의 것을 지시하지만 그것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다. 지표는 대상을 기술하
기보다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감각 혹은 기억과 연결되어 역동적으로 
작동한다.

 마르셀 뒤샹은 자화상 <내 뺨에 혀
를 대고 With My Tongue in My 
Cheek>를 통해 이미지의 지표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제시한다. 뒤샹은 
재현적인 연필드로잉 위에, 뺨 안쪽
에 혀를 대고 있어 볼록해진 자신의 
뺨을 석고로 떠 얹은 후 “내 뺨의 
혀를 대고(With my tongue in my 
cheek.)”라는 텍스트를 붙였다. 뺨 
안쪽에 혀를 대고 있다는 것은 조롱
의 의미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는 의미 두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것
으로 읽을 수 있다. 재현적인 연필
드로잉과 지표적인 석고 덩어리는 
알레고리적으로 중첩되어 함께 제시
된다. 뒤샹의 뺨과 뺨 속 혀의 지표
인 석고 덩어리는 혀의 현존을 물리
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말의 포기를 

122) 퍼스의 기호유형으로서의 도상 개념과 전통적인 미술사학에서의 도상은 구분되어 이해
되어야 한다.

〔참고도판 10〕 마르셀 뒤샹, 「내 뺨에 혀를 
대고 With My Tougue in My Cheek」, 종이
에 연필, 석고, 24.8×15(cm), 1959, 파리:퐁
피두센터



- 93 -

구현한다.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지표에 대한 생각(Note on the Index: Seventies 
Art In America)」123) 에서 퍼스와 야콥슨의 기호학과 라캉의 정신분석학
에 기초해 뒤샹의 작품과 70년대 미국 미술을 분석했다. 그는 뒤샹의 시도
가 사진 중심의 시대적 변화를 예측한 것은 아니지만, 뒤샹의 지표에 대한 
관심은 지표의 구조적 속성이 재현 형태의 속성과는 다르다는 직관 아래 
실행된 것으로서 사진이 재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대에 대한 예언
적 암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표는 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대
상의 현존을 드러낸다.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의 붓질 또한 작가의 몸의 현존
을 증명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지시대상의 현존을 드러내는 지표의 속성은 
이후 다양한 창작 방법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표는 실존하는 대상의 
현존성 뿐만 아니라, 지표가 존재하는 현실의 감각을 일깨우는 현전성 또한 
포괄하고 있다. 현실의 감각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지표의 또 하
나의 중요한 특성이다. 
 알레고리(allegory)는 직접적인 말하기 방식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에 빗댄 
우회적인 말하기의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의 알레고리 개념은 고전
적인 알레고리와 차이가 있는데, 빗댄 이야기 자체도 얼마간 현실적인 함의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고리는 ‘다르게 말하다’라는 그리스어 
‘allegoria’에서 유래된 것으로, 표현 그대로의 표면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
를 동시에 갖는 ‘복수지시(plural-reference)’의 한 양상을 말한다. 이러한 
알레고리의 속성으로 인해 형식과 내용, 표현하는 것과 표현된 것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상과 일대 일의 밀접한 대응을 추구하는 리얼리즘
과 자연주의 예술에서 배척되어왔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뤄지고 있는 
알레고리는 ‘서사적 알레고리(narrative allegory)’에 의한 지시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담론(discourse)’을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략들은 데리다(J. Derrida)의 해체론에 대

123) Rosalid Krauss, 「Note on the Index: Seventies Art in America」, October, 1 
April, Vol.3, 1977, pp.68-81.

     로잘린드 크라우스, 『사진, 인덱스, 현대미술』, 최봉림(역), 서울:궁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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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빚을 지고 있다.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
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 의미가 끝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의미작용의 끝없는 운동을 ‘차연(差延, 
difference)’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그는 기표가 궁극적으로 정박할 최종
적 기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의 재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
며, 차연에 의한 의미의 연속적 변화에서 그 의미의 흔적을 찾아 엮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데리다는 모든 개념적 대립쌍들, 가령 자연/문
화, 말/글, 선/악 등이 보충적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보
충 (supplement)’은 모든 개념의 대립구조에 있어 양자가 서로에 첨가, 대
치됨으로써 서로의 실체성을 보존해나간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와 차연 개념은 모든 텍스트들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포스트모던 비평가와 예술가들은 이런 해체의 과정을 자신들의 본격적인 
전략으로 내세운다. 크레이그 오웬스는 「알레고리적 충동(Allegorical 
Impulse:Toward a Postmodernism)」에서 현대미술의 공격적 특성을 지
칭하고자 ‘알레고리적 충동’을 제시하면서 뒤샹이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미
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표절(plagiarism)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미술 개념, 맥락에 대한 혁신적 ‘태도’와 ‘철학’에 있
음을 논증한다.

 현대미술의 여러 선언 속에서 알레고리(allegory)를 재인식하고자, 우리
는 우선 알레고리란 무엇인가 또는 오히려 알레고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
엇인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알레고리는 기법
(technigue)일 뿐만 아니라 태도(attitude)이며, 처리 절차일 뿐만 아니라 
지각(perception)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텍스트가 또다른 텍스트에 의해 
중첩될 때면 언제나 알레고리가 발생하는 순간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예
를 들어, 구약(The Old Testment)은 신약(The New Testment)의 전조
(Prefiguration)로서 읽혀질 때 알레고리적이 된다. 이러한 임시적 기술은 
– 정의 사이의 지속적 친화성(유사성)뿐만 아니라, 논평과 주해에 있음을 
고려해야한다.124) 〔크레이그 오웬스, 알레고리적 충동 Alleg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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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Toward a Postmodernism〕125)

 오웬스가 말하고자 하는 알레고리적 ‘태도’와 ‘지각’은 앞선 텍스트와 이후 
텍스트 사이의 관계성이 맥락적으로 필연적 관계로 읽혀질 수 있는가, 새로
운 다시 읽기가 원본 텍스트에 대하여 해체적이고 생산적인 논평으로 작동
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알레고리는, 그것이 원본 텍스트의 수사적 의미에 의거하여 원본 텍스트
를 다시 읽기 하는 것과 연관되는 한, 모든 논평, 모든 비평의 모델이 된
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관계성이 미술작품 내에서 발생할 때, 관계성
이 양자의 구조(structure)를 기술할 때 발생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알레
고리적 이미지는 전용된 이미지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알레고리 작가는 
(새로운) 이미지를 발명하는 것 대신에 이미지를 징발한다. 그는 문화적으
로 의미 있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을 해석자로 자처한다. 
〔크레이그 오웬스, 알레고리적 충동 Allegorical Impulse:Toward a 

Postmodernism〕126)

 알레고리 작가가 창작의 방법으로 채용한 ‘전용’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다. 
마르셀 뒤샹, 트로이 브라운투흐(Troy Brauntuch), 로버트 라우센버그, 재
스퍼 존스(Jasper Johnes) 등이 보여 준 것은 원본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
외 충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알레고리 작가는 과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
여 현재와 새로운 관계성을 설정하여 다시 읽는다. 그들의 다시 읽기와 덮
어쓰기는 역설적으로 사라지는 과거를 현재적 의미로 되살려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124) Craig Owens, 「The Allegorical Impulse:Toward a Theory of Postmodernism」, 
October, Vol.12.(Spring,1980), p.68-9. 크레이그 오웬스, 「알레고리를 창출하려는 충
동」,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현대미술비평30선』, 서울:중앙일보사, 1992, p.178에서 재
인용

125)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178에서 재인용
126) 크레이그 오웬스, 앞의 글, p.69,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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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고리 작가는 이미 상실되거나 혹은 모호해진 원본 이미지를 복
구하지 않는다. 알레고리는 해석학이 아니다. 오히려 원본 이미지에 또 다
른 의미를 부가한다. 〔…〕 알레고리적 의미가 선례 이미지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는다는 점에서 증보라고 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알레고리가 
힐난 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론적 중요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 알
레고리와 현대미술 사이의 첫 번째 연결고리는 트로이 브라운투흐, 로버
트 롱고, 세리 르빈 등의 작품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의 전용으로 탄생한다. 
전용된 이미지는 영화의 한 장면, 사진, 드로잉 등 다른 이미지의 복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산한다. 그렇지만 알레고리 작가는 원본 이미지를 조
작한다. 예를 들어 브라운투흐는 히틀러의 드로잉, 또는 집단수용소 희생
자들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모호하게 만든다. 〔…〕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가 주던 사실성이 소멸되고) 비로소 더욱 그림처럼 만들어진
다. 원본 이미지를 만들어낸 역사로부터 거리감을 만들어서 고착시킨다. 
〔크레이그 오웬스, 알레고리적 충동 Allegorical Impulse:Toward a 
Postmodernism〕127)

 서사적 알레고리는 그린버그 모더니즘 논리에서 철저히 배격된 부분이다. 
포스트모던적 알레고리는 순수하고 유기적인 형식 개념을 의미의 ‘텍스트성 
textuality’과 ‘자의성’으로 대체한다. 의미는 본질적인 전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파편들에서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웬스에게 예
술가-천재 개념은 독자의 보충에 의해 대체된다. 알레고리는 순수한 아우라
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씌어 있는 것을 읽는 방식이 된다. 
 알레고리를 추상의 형식에 적용해본다면, 추상은 단순히 현실에 덧붙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대체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이전의 의미를 역전시
키고 파괴하는 힘을 가진 지표에 가깝다. 애매하고 다의적인 방식으로 세상
에 대한 사유의 느낌을 다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선형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을뿐더러 종종 여러 타래의 단상들이 서로 얽히
고설킨 채 자리한다. 회화의 화면은 여러가지 형식들이 서로 이접된 채로 

127) 크레이그 오웬스, 앞의 글, p.69, 중앙일보 계간미술(편), 앞의 책, p.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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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에 의해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고, ‘눈
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인은 이미지의 기호적 유형과 붓질의 지표성, 그리고 지표의 현존성과 
현전성의 교차에 대한 부분이 모더니즘 이후 회화를 다루는 작가가 창작자
로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회화의 ‘상호 주관성’이라
는 부분이 회화 이미지의 이와 같은 특성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이해
하고 회화의 역사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회화 형식들을 회화의 개념적 
레이어의 한 층으로 끌어오는 회화를, 본인은 ‘메타회화(Meta-painting)’라 
하였다. 

  (2) 메타회화의 선례들

 본인은 회화 자체와 미술제도
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메타적 
태도를 앞서 살펴보았던 포스트
모더니즘 회화들에서 다수 발견
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전용의 
방식으로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메타회화의 사례로 로버트 라우
셴버그(Robert Rauschenberg)
의 「지워진 드 쿠닝의 그림」과 
애드 라인하르트(Ad 
Reinhardt)의 동어반복적인 검
은 추상회화를 들 수 있다. 추
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은 초기
작을 제작했던 라우셴버그는 그
가 존경하던 드 쿠닝(Willem 

〔참고도판 11〕 로버트 라우셴버그, 「지워진 드 
쿠닝의 그림」, 종이 위에 잉크와 크레용, 손으로 
쓴 금색 테두리의 잉크 라벨, 48.5×35.9(cm), 
1953,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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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Kooning)을 찾아가 그림을 지워 없애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의 동
의 하에 그림을 하나 받았다. 지우는 데 6주일이 걸린 이 그림은 추상표현
주의의 붓질이 지닌 지표적 현존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텅 빈 평면인 모노
크롬 회화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모더니즘을 비판한다.
 애드 라인하르트는 1952년 쓴 글에서 “미술에 관해 언급해야 할 단 한가
지는 그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술은 미술로서의 미술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이다. 미술로서의 미술은 미술 이외에는 아무

〔참고도판 12〕 애드 
라인하르트, 「추상 회화 
제5번」, 캔버스에 유채, 
152.4×152.4(cm), 1962, 
런던. 테이트 갤러리. 

〔참고도판 13〕 애드 
라인하르트, 「당신은 무엇을 
재현하는가?」, 1945
「큐비즘 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발췌. 
『P.M.』
194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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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아니다. 미술은 미술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 하면서 미술의 동어반복
적 속성을 강조한다. 1960년 경 라인하르트는 자신이 궁극적인 회화라고 
보았던 것에 도달한다. 152×152(cm)의 캔버스에 획일적으로 칠해진 검은 
그림 같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십
자가 구성이 드러나는 아홉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검은 회화
로, 추상표현주의의 허세를 환원
적 검은 모노크롬 형식의 전용으
로 비판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라
인하르트의 삽화에서 볼 수 있는 
태도인데, 이미지의 도상성과 지
표성에 대한 명쾌한 인식에 기반
한 비판적 유희와 조롱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화의 역사를 회화의 형
식으로 비판하고 재해석하면서도 
‘동시에’ 작가가 속한 사회 현실
에 대해 언급해온 메타회화의 선
례들 또한 찾을 수 있었는데 대
표적인 작가로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를 들 수 있
다.128)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의 

128)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양식을 구사하며 자기변신을 거듭해온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는 일관되고 단일한 양식을 창조하고자 했던 모더니즘적 ‘작가’의 죽음
을 전략적으로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리히터는 이러한 자기 작업의 의미를 
차용을 통해 구체화한다. 그는 사진의 익명성과 복제성을 빌어 전통적 회화를 부활시켰
고, 작업 과정의 연속성을 통해 순수, 단일 형식으로 물화된 모더니즘 회화와 다른 맥락
에서 회화를 탐구한다. 즉 그의 작업은 모더니즘 담론의 매체 순수성과 유일 양식에 반
하여, 매체의 혼성, 작업 과정의 반복과 연속성을 실험하고 모더니즘 회화가 배재한 것을 
부활한다. 리히터의 작업은 창조 신화에 근거한 모더니즘 담론을 차용의 방식으로 성찰
하며 ‘메타회화 Meta-painting’의 위치를 획득한다. ‘메타회화’는 리히터의 작업에서 나
타나는 특성, 즉 ‘모더니즘 회화의 범주와 그 한계를 그의 역사적 과정과 관련시키는 동

〔참고도판 14〕 게르하르트 리히터, 「루디 
아저씨」, 캔버스에 유채, 87×50(cm), 
1965, 중앙 보헤미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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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차이점은 회화사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이미지의 ‘전용’이라는 전
략과 ‘동시에’ 작가의 현실에 대해 중층적으로 언급하는 ‘알레고리’의 방식
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회화라는 데에 있다. 본인은 이 부분이 이미
지의 지표성과 지표의 현존성, 현전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알레고리
적 메타회화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았다.
 리히터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고, 독일의 역사가 시각 문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했다. 리히터는 가족의 
사적인 서사를 담은 이미지들을 독일의 공적인 역사를 담은 이미지들과 병
치시키기도 하고, 회화의 재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역사적 기억이 얼마
나 사진적 재현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리히터는 <루디 아저씨 
Uncle Rudi>를 통해 보수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나치즘에 대
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린다. 리히터는 회화를 통해 역사적인 경험에 매개 

시에 현 상황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격’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다.”
   엄미정, 앞의 글, 윤난지(편저), 앞의 책, 파주:한길아트, pp.401~402. 

〔참고도판 15〕 게르하르트 리히터, 「빨강」, 캔버스에 유채, 200×320(cm), 1994,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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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회화가 비판적이고 역사적
인 자기성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리히터의 추상 작업은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비판으로 전용된다. 1960년
대 색상표 연작을 필두로 회색 그림 연작, 추상회화 연작 등으로 전개된 리
히터의 추상은 형식상 20세기에 등장한 여러 추상미술과 비슷하지만 정신
성, 순수성, 주체의 표현 등 추상을 해석하는 수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의 추상 작업에는 사진이 개입되어, 추상미술 패러다임의 근간인 매체 순수
성을 위반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하드에지와 네오지오, 라우셴버그와 애드 라인하르트
처럼 모더니즘을 내재적으로 비판, 전용하는 추상회화 작품군이 한국 현대
미술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이인현, 문범, 노상균의 작업이 여기에 속한다.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 추상이 강조하던 평면성에 대한 거부와 이분법적인 
경계를 흐리는 전용의 전략이 이들의 작업에서 보이는 대표적 전략이다. 
 이인현은 <회화의 지층> 시리즈에서 캔버스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참고도판 16〕 게르하르트 리히터, 「갈색325/1-123」, 캔버스에 유채, 각 29×38(cm), 
1972,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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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캔버스 정면에 균질하게 칠
해진 물감과 대조되도록 두터운 
측면에 물감층이 스며드는 과정을 
고정시켜 보여준다. 그린버그식 
모더니즘 회화에서 배제해온 캔버
스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
이다. 평론가 정헌이는 이에 대해 
회화의 ‘정면의 역사’에 대한 공
격129)이라 해석한다. 작품을 관람
할 때에도 정면의 우위가 깨져 관
람자는 몸을 움직여 작품의 위, 
아래, 옆, 정면을 모두 보아야 한
다는 점에서 추상회화임에도 ‘지표적 현전성’을 구사한다.
 문범은 <Slow, Same> 시리즈에서 오일스틱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번지는 
‘흔적’을 통해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추상의 형태를 만든다. 문범의 작품은 
추상성과 구상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추상/구상의 구분을 

129) 정헌이, 「이인현의 회화적 인스톨레이션: ‘회화의 지층-옆에서 바라본 그림」, Lee 
In-hyun 개인전 카탈로그, 가인 갤러리, 1995, 페이지 없음.

   정하윤, 「추상 이후의 추상」, 윤난지(편저), 『한국 동시대 미술: 1990년 이후』, 서울:사회
평론아카데미, 2017, p.209에서 재인용.

〔참고도판 17〕 이인현, 「회화의 지층」, 캔버스
에 유채, 10×10×10(cm), 1994.

〔참고도판 18〕 문범, 
「천천히 같이 

#20204」, 캔버스에 
오일스틱, 바니시, 
151×305×12(c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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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하게 하면서 모더니즘을 비판한다. 문범 역시 캔버스의 측면을 포함한 
다섯 면에 그리는 “오면회화”를 제시함으로써 평면성에 대한 집착을 거부
한다. 문범은 한편 산업도료인 우레탄을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추상회화를 
제작하여 고급/저급, 순수/상업미술의 경계를 넘나든다. 
 노상균은 시퀸으로 캔버스를 뒤덮는 추상회화 작업을 통해 착시현상을 만

들어낸다. 캔버스에 
평평하게 부착된 시
퀸은 독특한 물성으
로 인해 평면임에도 
화면에 높낮이와 깊
이가 생긴다. 노상
균 역시 구상/추상, 
고급/저급, 순수/상
업미술의 구분을 흐
린다.

 모더니즘에 대한 메타회화인 이인현, 문범, 노상균의 작품이 전용을 통한 
미술사의 내재적 비판에 머물고 있다면, 최진욱, 서용선, 공성훈의 회화는 
미술사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지표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알레고리적 메타회화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은 재현의 형
식으로 재현을, 역사화의 형식으로 역사화를, 즉, 회화의 형식으로 회화를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 지표적으로 지시하며 중층적
으로 해석한다.
 최진욱은 분단 상황이나 청년 실업 등 당대의 사회·정치적인 메시지를 지
니는 대상을 특정해 재현적인 회화 작업을 한다. 하지만 재현을 통한 환영
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 잉여적 성격의 붓질을 통해 작가의 현
존성을 개념적으로 개입시킨다. 참조하는 사진 자료의 흔적을 화면의 외곽
부분에 의도적으로 남겨 사진이미지에 대한 지표로서의 회화의 매체적 특
성을 강조하고 근대적 작가 주체에 균열을 가한다. 본인은 이러한 최진욱 

〔참고도판 19〕 
노상균, 「Another 
End #70903 (matt 
purple)」, 캔버스에 
시퀸, 145×145(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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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중층적 성격, 현실의 사태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회화사 내부의 문제
를 언급하는 부분이 알레고리적 메타회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평론가 심광현은 최진욱의 회화의 붓질이 드러내는 현존성을 주목하면서 
그림을 “신체적 사건”으로 보자는 주장을 개진한다. 심광현은 최진욱의 회
화를 개념적 회화130)라 정의한다.

 서용선은 역사적인 사건을 원색의 굵은 붓질의 회화로 제작한다. 사진을 
매개할 수 없는 먼 과거의 역사이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적 장면의 
도상인 회화이기에 작가의 원색의 굵은 지표적 붓질은 작가의 현존성과 표
면의 현전성의 교차를 강화한다. 역사적 사건을 권력을 쟁취한 승리자의 관
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해석하는 텍스트로 접근하는 서용
선의 역사화는 정권에 의해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가들을 동원해 
제작되었던 민족기록화에 대해 비판하는 회화이기도 하다. 숙부인 수양대군
에게 죽음을 당한, 패배한 왕인 단종을 주목하여 정치적 힘싸움 속에서 희

130) “말하자면 그림을 세계의 재현, 주관적 표현, 개념적 의도 등의 근대적 패러다임에 따
라 정의하는 대신.… <개념적 회화>란 이와 같은 개념적 조작의 시대적 환경에 대한 회
화적 대응과 도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심광현, 「“회화의 종말”을 이겨내려는 “개념적 회화”의 여정을 지켜 보며」, 
https://blog.naver.com/geneuk/10027876849. 강조는 본인이 하였다.

〔참고도판 20〕 최진욱, 「조선총독부」, 캔버스에 아크릴, 194×390(cm),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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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개인에 대한 은유적 알레고리로 해석한다.131) 서용선의 단종에 대한 
역사화는 한국 전쟁 이후 벌어지는 굵직한 사건을 작가의 상상적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는 서용선의 다른 역사화들 및 도시풍경을 그린 연작들과의 관
계 속에서 전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건들이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승자의 서사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공성훈은 포토샵 합성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드러내는 화면구성과 
더불어 고전 회화를 참조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구도로 서울 변두
리, 교외지역을 소재로 한 회화를 그린다. 공성훈의 회화는 급격한 도시화
로 인해 초현실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된 서울 변두리의 장소성과 한국 현
대사의 아이러니를 지시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한국의 리얼리즘 회화와 
민중미술의 순진성에 대해 아이러니한 풍경의 충돌을 통해 비판한다. 공성
훈의 회화는 번들거림이 강조되는 표면의 바니쉬 처리를 통해 화면을 바라

131) “단종은 조선 시대에 가장 비극적인 국왕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조선 제6대 왕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11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
기고 상왕이 됐다. 이후 단종복위운동을 하던 성삼문 등이 사형을 당하자 결국 단종도 
죽임을 당했다. …

    그의 작품은 1970년대 정권 수호 차원에서 미술가들에게 대대적으로 맡겨졌던 기록화
와는 전혀 다르다. 국가의 의뢰를 받은 화가들은 자신들의 작풍과는 전혀 다른 교과서적 
기록화들을 남겼고,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강변하기 위해 전쟁의 승리, 건국에 관련된 내
용 등을 묘사했다.

    반면 그는 전쟁이나 정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실 확인과 의심에 기초한 역
사화를 그렸다.”

   이동권 기자, 「사실 확인과 의심에 기초한 역사화, 서용선 작가의 ‘단종 실록’전」, 민중의 
소리, 2014.5.6., http://www.vop.co.kr/A00000751339.html

〔참고도판 21〕 서용선, 
「매월당, 단종부부」, 
캔버스에 아크릴, 
89.5×145.3(cm), 20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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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객의 시선을 과도하게 튕겨냄으로써 작가의 시선뿐만 아니라 대상
의 응시를 강조하여 회화의 ‘표면’을 강조한다. 평론가 강수미는 공성훈의 
회화에 대해 프리드리히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회화를 전용하여 한국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알레고리적 성격에 대해 언급한다.132)

132)  “…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치 감상자에게 거대한 자연질서를 향해 창을 내주듯이 그리
는 화면 조성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외감 또는 숭고한 느낌이 공성훈의 그림에서 프
리드리히의 영향을 보게 하는 요소다.

    하지만 이는 공성훈이 감상자를 위해 준비한 일종의 배려, 혹은 그 앞에 쳐놓은 덫일지 
모른다. 왜 그것은 배려인가? 굳이 낭만주의의 정신이나 프리드리히의 회화세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온갖 문화형식(복제화, 영화 장면, 광고, 유튜브 클립 등)
을 통해 그런 풍경화를 스테레오타입으로 익혀온 대중은 공성훈의 그림에 편히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희한한 일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진짜로 바위에 부딪혀 포말

〔참고도판 22〕 공성훈, 「촛불」, 캔버스에 아크릴, 170×150(c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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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은 ‘평면성’이나 ‘붓질’과 같은 회화의 
모더니즘적 특성이 현대에 이르러 지표적 현존성과 현전성을 자각하게 되
면서 또다른 층위의 맥락을 형성하여 개념을 압축하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의 압축적인 성격을 
통해 현실의 층위에 대해 중층적으로 지시하는 알레고리적 성격 또한 회화
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서지는 듯 보이는 파도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스펙터클하게 펼쳐진 해식海蝕 절벽
을, 선녀가 목욕이라도 했을 법한 영기서린 폭포를 보고 즐길 수 있다. 마치 때 되면 TV
에 방영되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보듯이, 아니면 달력 화보 중 한 페이지를 볼 
때처럼.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배려일 수만은 없다. 공성훈의 그림은 얼핏 느껴지는 바와는 
달리, 정작 그 같은 자연의 이미지나 자연에 기대어 인간이 그럴싸하게 구상해놓은 내러
티브에 쉽게 동조하거나 편입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회화는 이
전부터 그래왔듯이 그림의 환영적 매력과 그 환영이 작동하기 전 단계의 현실에 상존한 
뻔뻔함/날것을 동시에 포착하고 드러낸다. 때문에 앞선 경우만이 아니라 낭만주의와 프
리드리히의 회화를 아는 누군가가 공성훈의 <바다>에서 ‘숭고’ ‘성찰’ ‘관조’와 같은 관념
과 태도를 보려 할 때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숭고함에 젖고, 성찰에 몸을 맡기며, 관조
를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그/녀는 필경 그의 그림에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현실감과 현실
적 사태에 살짝 닭살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강수미, 『까다로운 대상』, 파주:글항아리, 2017,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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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실주의적 메타회화

 현실주의란 일반적으로, ‘이상(理想)이나 관념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고
나 행동방식’을 지칭하는데, 서구 미술의 역사에서는 19세기 중반의 낭만주
의 이후 신이나 왕, 귀족을 위한 미술이 아닌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미술양
식으로부터 현실주의(Realims)가 시작된다. 대표적인 화가로 장 프랑수아 
밀레(Jean François Millet), 구스타프 쿠르베(Gustave Courbet) 등이 있
다. 하지만 앞서 이미지의 지표성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현실의 외양과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 ‘재
현(representation)’은 더이상 현실성(reality)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투시도법은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세계를 완벽하게 재
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는 현존하는 움직이는 세계를 부정한
다. ‘재현’은 눈앞에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지만 삶은 항상 그것을 넘어서서 
예기치 못한 것을 생산한다. 이런 점에서 재현은 불안정성과 비대칭성을 내
포하면서 초월하는 삶을 담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현실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본인은 삶에 속한 
주체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좌표를 정확
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제작할 때 작가
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개별 존재의 개체성과 
인간이 역사를 통해 개념화해온 문화적 보편성일 것이다. 개체성이 내가 지
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성이라면 문화적 보편성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의미를 획득한 문화의 형식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이 장의 제목에서 현실주의적 태도를 언급한 것은, 토대가 상부구
조로 재현된다는 일반적인 해석에서 관점을 전환하여 상부구조가 토대로 
표현된다는 부분으로의 인식론적 전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부구
조가 토대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때, 작가의 정체성이 규
정되고 작가 스스로 규정하는 좌표에 따라 토대의 어느 대상과 특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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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재현‧구상과 추상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서 개인의 주체성을 전제로 해석 가능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본인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전환을 구상과 추상을 넘
나드는 회화의 형식 논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과학적 문화분석
의 기본 명제는 마르크스의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이다. 여기서 ‘의식’
이란 일반적으로 상부구조, ‘존재’란 물질적 토대인 하부구조를 일컫는다. 
근대의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배제한 본원적인 ‘존재’, 토대는 
사유와 상상력이 뿌리를 내리는 본원적 층위를 가리키는데, 들뢰즈는 이를 
‘사유의 이미지’라 부른다. 

 철학적 공리들이란 철학자가 그 정당성을 대중에게 요청하는 그런 명제
들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명제들의 테마이며, 이미 전(前)철학적 
수준에서 이해된 것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념적 사유는 그 암묵적인 
전제로서, 사유의 이미지(Image de la pensée)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전-
철학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며, 공통 감각의 순수한 요소에서 차용한 것
들이다. 이 이미지에 근거해서 사유는 진리와 관계를 맺게 되며, 진리를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물질적으로 요구한다.〔들뢰즈〕133)

 사유의 이미지는 특정 사유에 대한 재현적 접근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
의 풍경은 공간(space)이 아니라 장소(place)이기 때문이다. ‘장소’로서 이
해되는 풍경은 사유와 상상력의 기원적 영상으로 기능한다.134) 들뢰즈의 

133) Gilles Deleuze, 『Différence et répétition』, Paris: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p.172. 

134) 특정 사유의 핵심적 의미 구조는 그 사유가 발생한 특정 풍경의 영향을 받으며, 반대
로 특정 풍경은 특정한 사유와 상상력을 유도하는 권능을 부여받는다.

   질베르 뒤랑은 융과 바슐라르의 이미지론을 자신의 사회학적 방법론에 적용하여, 서구적 
사유 체계의 몇 가지 유형들을 그들의 풍토적 컨텍스트에 배치시키고, 그 경계와 삼투를 
분석한다. 이 경계도를 뒤랑은 '상상적인 지리학'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기독교라는 동일한 신념의 체계는, 그 일신교적인 독트린이나 복음의 전파라는 차원보다
도 더 심층적인 경계도(境界圖)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토의 체계이다. 유태적 풍
토, 헬레니즘적 풍토, 서유럽적 풍토, 슬라브적 풍토, 게르만의 풍토, 이베리아 반도의 풍
토 등은 모두가 독자적인 지리적, 문화적, 상징적 공간들, 즉 풍경을 통하여 기독교를 상
이하게 수용, 체계화한다.

   진형준, 『상상적인 것의 인간학-질베르 뒤랑의 신화 방법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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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이미지’라는 개념은 사유를 촉발하고 형성하는 ‘존재’의 차원을 심
화시킨다. 또한 의식과 변증법적 침투 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토대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다면, 토대와 의식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벤야민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연구 대상의 기원·형성·전개
를 압축적으로 표상하는 특정한 영상적 질서를 포착하고자 했다. 상부구조
가 토대를 재현한다는 인과적 연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재현
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양자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벤야민은 이
를 위해서 ‘표현(Ausdruck)’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라는 독트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는 여
기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자 한 듯이 보인
다. 〔……〕 그러나 사실, 문제는 이것이다. 만일 하부구조가 체험과 사유
의 질료를 통해 일정 정도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결정
(Bestimmung)이 단순한 반영(Abspiege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를 표현으로 파악한다. 상부구조는 하부구조
의 표현이다.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경제적 조건들은, 상부구조 속에서 
자신의 표현을 발견한다. 이는 마치, 배부른 사람의 꿈속에서, 그의 포만
이 자신의 표현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벤야민〕 135)

 그렇다면 재현과 표현의 차이는 무엇인가?136) 재현은 재현되는 것과 재현
하는 것의 시각적 유사성이라는 매개적 결합으로 의미를 발생시킨다. 그러

p.133~136
135) Benjamin W., 1927~1940, Paris. 『Capital du ⅩΙⅩe siècle. Le livre des 

passages』, trad J. Lacoste, Paris, CERF, 2000, p.409~410.
136) 들뢰즈 역시 ‘표현’의 문제를 자신의 철학적 성찰의 중요한 테마로 삼고 있었다. 이 점

에서 들뢰즈와 벤야민의 접점이 구성된다. 그가 ‘사유의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철학적 체
계들의 근본적 ‘존재’를 사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재현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
른 사유의 모델로서,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등 17세기 바로크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서 
‘표현’의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Delueze G., 
『Spinoza et le problèm de l'expression』, Paris, Minuit, 1968)에서 표현 패러다임의 
철학적 기초를 정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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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현의 경우 재현과 다른 방식으로 의미가 생산된다. 가령 뭉크의 ‘절
규’에 나타나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표현하는 차원
은 뒤틀린 얼굴 형태, 창백한 색채, 유동하는 붓질이다. 공포와 그것의 표
현을 매개하는 것은 없다. 공포는 그 표현 속에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137) 표현되는 차원은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외부의 또 
다른 차원과 표현된 것을 매개하는 운동이 생기지 않는다. 대신 거기에 내
장된 것을 밖으로 추출하는 해석적 노동이 요구된다. 
 재현의 시각은, 재현된 화면이 자신의 외부에서 원인으로 기능하는 확고한 
지시체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안정적이다. 그러나 기호 자체의 형상적 가치
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표현은 기호의 내재적인 의미를 발견하기에 유리
하다. 따라서 해석 대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표현적 형식들에 대한 관
심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표현의 시각에서 해석 대상은, 그 대상을 배태
하고 있는 다양한 맥락을 내장하고 있다.138)

 재현이 대상을 원인으로 환원시킨다면, 표현은 그들의 포함관계, 즉 표현
의 양식이 전면에 부각된다. 만약 토대가 대상 속에 표현되어 있다면, 대상
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속에 은닉된 형상을 가시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벤야민의 인식론은 제시의 문제를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
의 관점으로 대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과학적 설명의 
불가능성 혹은 한계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본인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사유의 이미지(Image de 
la pensée)’와 ‘토대-상부구조’의 연관을 ‘표현(Ausdruck)’이라는 관점에서 

137) Deleuze G., 『Différence et répétition』, Paris. PUF, p.334. 
138) 벤야민에게 있어서 아케이드는, 모더니티와 이를 가능하게 해준 근대 서유럽 자본주의

가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파편들의 만화경이다. 아케이드라는 해석 대상이 표현하고 
있는 하부구조를 방대하고 다각적으로 제시하는 그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의 대상
이 하나의 ‘풍경’으로 제시되는 독특한 광경을 목도한다. 벤야민은 표현의 관점에서 규정
된 연구의 대상에 대한 몽타주적 제시를 방법론으로서 확립시키고 있다. 그것이 표현인
한, 전제된 이론적 매개 관계를 동원하여 대상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그 표현
성을 억압하는 기제로서 포기된다. 선험적 이론 지평이 포기된 이상, 벤야민은 아케이드
와 연관된 모든 자료들을 위계적 가치판단 없이 수집하고, 이 누더기와 버려진 것들, 즉 
파편적 자료들을 해체-재구성함으로써, 파리의 아케이드를 모자이크처럼 조직된 역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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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하였던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을 통해,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을 전환해볼 수 있었다. 재현과 추상, 구상과 추상을 
유동적으로 넘나들면서 회화사의 형식들을 전용하여 메타 회화의 형식으로 
작품 창작 논리에 적용하였다.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진리는 개념 속의 통일성이 아닌 존재 속의 통일성
이기에 개념에는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비평이 드러나
야 할 보편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념’이다. 이념은 개념들의 특정한 배열 
속에서 마치 밤하늘에 별자리가 나타나듯이 섬광처럼 자신을 드러낸다. 이 
깨달음의 체험을, 벤야민은 경험적인 것(Empirie)을 태우는 불길 속에서 아
름다움이 빛나는 순간에 비유한다. 작품은 미적으로 관조해야 할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존재자의 진리가 발생하는 사건이다.

  1. 작품 분석

 본인은 2006년 조흥갤러리(현 신한갤러리)에서 진행한, 회화 작가로서의 
첫 번째 개인전 《무정형 구축》을 시작으로 <연립 주택>, <공사장 추상>, 
<기계> 연작 같은 일련의 회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제작, 발표해 왔다. 본
인이 발표해온 회화 작품들의 형식적인 특성은 추상도가 높은 이미지이지
만 현실의 장소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구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추상의 경계가 모호한 이미지들을 생
산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회화사에서의 모더니즘 미술과 민중미술의 
대립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비판적으로 참조하여 회화의 형식논리로 적
용하기 때문에 생긴 특성이었다. 
 본인은 한국 회화사의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대립 그 자체’에만 집중하
고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회화의 역사가 지닌 유산을 
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대립구조가 불러온 고정관념, ‘현실주의적인 
발언은 재현으로 하고 관념적인 발언은 모더니즘으로 한다’는 대립구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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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대립의 역사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개의 유
산은 무엇일까. 본인은 앞서 논문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지의 지표
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 회화사를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상의 영역은 현실에서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에 수월하다. 하지만 이미지
는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미지는 유사성을 통해 
‘그 무엇’을 상기시키지만 이미지는 결코 ‘그 무엇’ 자체일 수는 없다. 이미
지의 닮음을 강조하는 견해는 모방(mimesis)의 결과물로서의 이미지가 모
델의 진정성을 훼손한 모조품에 불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지간 
서열을 낳는다. 반면 이미지의 자의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미지와 대상과
의 관계를 유추적으로 보거나, 이미지의 유사성을 대상에 대한 주체의 시선
에서 찾거나, 형태가 아닌 표현적 기능 속에서 유사성을 찾는다. 마지막으
로 이미지가 대상의 재현이라는 생각을 유보하고 스스로를 능동적 주체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미지의 자의성을 강조하는 경우 약속된 코드와 관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 종속적인 반면, 이미지를 대상의 복사가 아니
라 능동적 주체로 보는 입장은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게서도, 코드와 관습에서도 해방된 그 자체가 최초의 출현이 
된다.140) 작가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대상의 표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두고 이미지의 구현 범주와 묘사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측면에서 추상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
체적인 판단과 취향의 뉘앙스를 압축해서 드러내기에 좋은 요소를 많이 갖
고 있다. 대상의 생생한 느낌은 대상의 외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감정
과 느낌은 외연 너머 비가시적인 실체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 이미지가 내
포하는 형태와 배경은 필연적으로 보는 이에게 형상이 있는 무언가를 상기

139) “미술계는 이제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두 파로 나뉘었다. 민중미술은 모더니즘 미술
이 안이하고 민중과 동떨어졌다고 공격했고, 모더니즘 계열 작가와 평론가들은 민중미술
이 불온한 선동성을 가지고 있고, 예술성이 결여되었으며, 공산권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다를 것이 없고, 국제주의를 배격하는 배타성을 띠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서울:미진사, 2020, p.239.
140)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서울:살림, 2001.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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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만, 형상을 보고자 하는 시도를 무산시키는 추상은 관람자의 시선을 
반사하며 관람자에게 심리적 무게감을 전달한다.
 이처럼 추상의 압축하는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지각하는 과
정에서의 감각적 층위와 현상에 대해 언급하는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의 “지각의 지평성”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를로-
퐁티는 지각을 형성하는 단계가 순차적이지 않고 지평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감각과 기억들이 결합되어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각이 요
구되고 상기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를 볼 때 우리의 시지각은 
이전의 경험내용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이미지를 상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미리 일깨운다는 것이다. 지각되는 것은 제 스스로 과거의 지평
을 끌고 들어온다는 그의 주장은 순수 감각이나 기억이 그 자체로 즉자적
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41) 지각의 과정은 지평적 조
망 하에서 각각의 대상이 모든 다른 대상의 거울이 되어 관계적·종합적으로 
서로를 반영한 동시적 결과라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후기 철학에서, 내
가 어느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보여지
는 것이라 설명한다.142)

 이처럼 본인은 이미지로서의 지표적 특성을 중심으로 회화의 창작논리를 
적용한다면, 구상과 추상이 확연히 역할을 구분하여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대상의 한 측면만을 이미지로 보아도 신체가 
개입된 지각에 의해 대상을 둘러싼 지평을 통일성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지각에 의한 인식작용은 지성적 종합이 아니라 신체와 결부된 통합
적 감각의 층위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앎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인은 토대가 상부구조로 재현되기도 하지만 상부구

141)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역), 서울:문학과 지성사, 2002. pp.312-358
142) 나는 가시적인 것을 보기 위해 비가시적인 것으로 있다가 가시적인 것으로 출현하며, 

이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교차를 메를로-퐁티는 ‘살’이라 부른다.
   “살은 보는 행위(the seeing)가 보이는 것(the visible)으로, 보이는 것(the visible)이 

보는 행위(the seeing)로 열개하는(dehiscence) 것이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최의영(역), 서울:동문선, 

2004. pp.355-361



- 115 -

조가 토대로 표현되기도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는 변증법적 운동성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발표해온 작품들도 구상적 측면이 더 강한 연
작과 추상적 성격이 더 강한 연작들로 거칠게 구분해볼 수도 있겠지만, 본
인은 구상과 추상의 영역이 토대와 상부구조와 같은 변증법적 운동성을 갖
고 붙어서 진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려진 대상과 대상의 범주에 따라 
본인의 생각, 판단, 느낌 중 어떤 성격을 회화 형식으로 더 강하게 드러내
느냐 하는 방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연작들이 본인의 생애에 걸쳐 운동
성을 드러내며 본인의 지각하는 현실이 지표적으로 표현된다. 

     (1) <연립 주택 Semidetached Houses> 연작

〔도 1〕 망원동: 연립주택 3, 캔버스에 유채, 194×260(c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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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 주택 Semidetached Houses> 연작은 본인이 2002년부터 2009년
까지 제작한 회화 연작이다. 연립 주택이라는 소재는 본인의 잦은 이사 경
험 속 주거지의 장소특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선택되었다. 본인은 경
제적인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마흔 세 번의 이사를 하며 서울에서 경기도 
교외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주거지를 옮겼는데, 초등학교 시절 한 차례 대단
지 주공아파트에 거주했던 이후로 오랜 시기를 ‘빌라’라고 불리는 1980~90
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연립주택 지역의 반지하와 옥탑방에서 거주하였
다. 연립주택은 집값과 집세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본을 가진 계급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다.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적 스펙터클의 공간적 집적이면서 동시에 계급 갈등
과 삶의 양식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장소라고 본다면, 그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겹의 의미 중 무엇에 주목해서 어떤 조형 원리로 표현할 것인가
는 작가의 선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주요한 지
점이다. 본인은 공간의 장소성이 지닌 여러 맥락 중에서 본인이 속한 계급·
계층적 특성을 담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본인이 경험하
는 한국, 서울의 장소특정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연립주택은 아파트처럼 설계자가 단일한 시각으로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주거단지의 형태가 아니고, 집주인이 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는 범주에서 
세를 더 많이 내주기 위해 쓸 수 있는 방과 출입구를 더 만들어내고 구조
를 변경한다. 거주자들도 한정된 돈의 범주에서 더 많은 자투리 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 구조를 덧대고 넓힌다. 그래서 아파트에 비해 개인의 자율적 
의지가 공간 구조 자체에 반영될 여지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본인은 
연립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특성인 경사와 건물의 밀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 증식의 방식, 주차방해물이나 우편함 등의 창의
적인 형태 등에 주목해 작품 구성에 반영했다. 이러한 자율생장적 특성을 
지닌 서울의 연립주택의 구조는 빠른 재개발이나 월세의 인상 등의 이유로 
이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주로 경험하게 되었던 공간의 장소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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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반복형식의 주거공간으로의 도입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라는 비슷비
슷한 형태와 크기의 집합적 주거공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산업 사
회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수열적, 연속적 구조는 새로운 생성을 이루지 못하
는 동어반복을 벗어나지 못한다. 삶의 생동감은 반복 사이의 차이에서 발견
될 수 있다. 본인은 서민 계급의 주거공간에 드리워진 상품형식, 연립주택
이라는 주거상품의 상품 형식적 반복과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식된 차이
라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화면 
속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화면에서 반복성을 강조하되 집주인과 거주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발생한 차이들 또한 함께 그림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부동산 법의 저촉을 피해 세입자를 더 받고 공간을 더 
활용하기 위한 변형과 더불어, 창고 공간 등 뭐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다용
도 공간의 증식 양상에 관심사가 집중되었다.

〔도 2〕 신림동: 골목, 캔버스에 유채, 97×130(c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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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인의 계급성을 화면에서 드러내고자 할 때 기존에 언론이나 민
중미술 회화에서 다루듯 노스텔지어를 강조하여 남루하고 비루하며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로 그리는 재현적인 시선과의 차별성을 띠어야 한다고 보았
다.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에 따른 생생한 상황의 뉘앙스를 반영한 감각적인 
형식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집중하였다. 본인은 현실에 존
재하는 대상에 대해 노스텔지어를 강조해 낭만화하여 부각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본인은 여성 서사의 회화에서 공간을 다룰 때 주로 다루는 소재인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고 외부 공간을 배회하며 관찰
하는 여성 개인의 시선을 반영하고자 주로 건물 외부 공간을 주요 소재로 
하였다.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시 공간은 젠더화 
되어 있고 여성에게는 주로 교외와 집 안 실내공간이라는 ‘사적’ 공간이 배
치된다. 본인은 이런 관습적 코드와 어긋난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143)  
 본인은 유기적인 공간 구조를 화면에서 드러내기 위해 많은 재현적 요소
를 삭제했다. 지표는 지시대상과 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
문에 본인의 작업에서 대상과의 일대일의 재현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앞
서 퍼스의 기호학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표는 유사성과 무관하며 기의와

143) “우선,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시는 젠더화되어 
있었다(Wolff, 1985). 19세기 중반은 ‘영역의 분리’라는 인식이 발달하고 여성이(현실적
으로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교외와 집이라는 ‘사적’ 영역에 이데올로기적
으로 갇히게 되는 결정적인 시대였다(Davidoff and Hall, 1983;Hall, 1981). 모더니즘의 
태동에 대한 열정적인 묘사에서 주로 찬양하는 도시의 공적 영역은 바로 남성들의 영역
이었다. 대로와 카페, 거기에다 술집과 사창가는 전부 남성을 위한 곳이었다. 그곳에 출
입하는 여성은 그러한 남성들의 소비의 대상이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문화적 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생성되는 
사회적 공간은 바로 도시의 공적 공간, 즉 남성의 공간들이다. (…)

   모더니티 경험을 체현한 인물은 바로 만보객(flâneur)이었다. 만보객은 군중 속에서 천천
히 걸으며 군중을 관찰하되 자신은 관찰당하지 않는 자였다. 그러나 그러한 만보객은 필
연적으로 남성이었다. 울프(Wolff, 1985)가 주장한 것처럼 여성 만보객은 불가능한 존재
였다. 그 이유는 ‘정숙한’ 여성은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혼자서 공원을 걸어 다닐 수 없었
기 때문이다(사회적으로 구성된 ‘예의범절’ 때문에 그러했다. 하지만 공적 공간을 배회하
며 돌아다닌 ‘정숙하지 못한’ 여성도 남성의 폭력 위협 때문에 이동의 제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도린 매시, 앞의 책, pp.4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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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관하다. 지시대상과 지표 모두 실존하는 개별자라는 특징은 대상의 실
존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성에 의존하는 도상과 구별되는 지표만의 특징이다. 
도상이 특정한 대상을 유사성에 의존해 기술한다면 지표는 그 자체로 “우
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144)

 본인은 초기작에서 재현적 요소를 삭제한 작은 규모의 습작을 제작한 후 
건축 모형을 만들며 흑백 모노크롬 형식의 회화 이미지를 구상하였다. 구조

가 잘 드러나고 백색이 강한 흑백 모노크롬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주
거 환경을 드러내는 유물론적인 입장으로 모노크롬 형식을 전용하고자 하
였다. 이는 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표이면서 동시에 민족적이고 정신적
인 것으로 백색을 지목하는 단색화에 대한 전용으로서의 알레고리적 메타
회화 형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4)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표가 될 수 있다. 심지어 퍼스는 문 두드리는 
소리도 지표라고 말한다.” 강미정, 앞의 책, p.162.

〔도 3〕 후암동 해방촌 모형, 우드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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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색화는 평면성의 형식 특징과 한국적 미감을 겸비한 독특한 미술로 평
가받아온 1970년대 한국 화단의 주류 미술로, 박서보와 이우환이 대표적이
다. 단색화에 대한 평론은 이른바 ‘한국적 모더니즘’이라는 비평적 수사로 

〔참고도판 23〕 권영우, 「무제」, 패널
에 화선지, 164×120cm), 1977. 

〔참고도판 24〕 박서보, 「묘법 No.209-82」, 
한지에 혼합매체, 69.5×103.7(cm), 1982, 개
인 소장.

〔참고도판 25〕 이우환, 「선에서」, 캔버스에 
안료, 91×72.8(cm),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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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다. 백색 화면에 담은 내용은 억압적인 현실을 떠나 ‘동양적인 정신
성’으로 회귀한 것으로 풀이되고 단색화의 주조를 이룬 흰색은 한국적 특질
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45) 권영우나 정창섭, 박서보의 후기작에서 
사용한 한지 또한 백색에 대한 수사와 전통의 기호로 활용되었다.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단색화를 평가하는 비평의 관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 없이 현
재까지 이어졌다.146) 
하지만 최근 평론가 윤난지는 단색화에 대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혈통’을 
중시한 남성적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미술

145) “여기서 단색화와 관련시켜 볼 때, 미술평론가 이일의 발언은 매우 암식적이다. 그가 
백색을 가리켜 ‘단순한 빛깔 이상의 것’으로 본 것이나 ‘하나의 우주’로 파악한 것은 백
색이 지닌 정신적 근원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와 같은 견해는 백색이 
지닌 민족적 상징성을 염두에 둘 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른바 ‘백의민족白衣
民族’이라는 한국적 이미지는 근대 초에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물결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서양인 기자의 눈에 비친 흰색 또한 타자적 시선이란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른바 ‘백의
민족’의 표상으로서 한국의 백색이 지닌 문화적 상징성은 장구長久한 역사를 배경으로 배태胚胎된 
것이다. 그러한 문화적 상징성은 다양한 문화적 자료체를 통해 수렴된다. 가령, 우리의 조상들이 입
었던 흰옷을 비롯하여 ‘달 항아리를 비롯한 각종 백자’, ‘백일이나 돌 등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 
때 상에 놓이는 백설기’, ‘문방사우에 속하는 화선지와 각종 빛깔의 한지’ 등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단색화에 만드시 백색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기린의 경우에 보듯이 검정색이나 청색, 노랑색, 빨강
색, 녹색 등 오방색五方色이 있으며 다갈색의 흙벽을 연상시키는 하종현의 배압법 背壓法에 의한 
단색화도 있다.(윤진섭, 『마음의 풍경』, 9쪽)

   이른바 흑黑·백白 단색화라고 할 때 그것이 지칭하는 바는 ‘정신적 초월성’이다. 그것은 
빛을 100% 빨아들이는 흑색과 빛을 100% 반사하는 백색의 물리적 성질을 초월해 있다. 
이일이 백색을 가리켜 ‘단순한 빛깔 이상의 것’으로 본 이유이다.”

   윤진섭, 「1970년대 한국 단색화의 태동과 전개」, 서진수(편저),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서울:마로니에북스, 2015, pp.89~91.

146) “한국의 단색화는 ‘마음의 예술’이다. 그것은 물감이란 물질을 매개로 화가의 마음이 
캔버스에 스며들면서 이루어지는 시간 축적의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서 단색화 특유의 
‘발효醱酵의 미학’이 탄생한다. 한국의 단색화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이동엽, 정상화, 정창섭, 최병소 등의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국물을 고는 가운데 특유의 
맛을 자아내는 한국의 독특한 ‘탕燙’ 문화를 연상시킨다.

   설렁탕과 곰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탕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성인데, 이는 
같은 행위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 특유의 화면 질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투여가 
이 작가들 작업의 제작상의 특징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윤진섭, 앞의 글, 서진수(편저), 앞의 책, pp.81~82.
   “나는 흘리고, 번지며, 스며드는 수용성을 통하여 재료와 나, 물物과 아我와의 일원적 일

체감을 소중히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에 나는 서구적 앵포르멜을 동양적 미
의식의 논리로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오면서는 더욱 동양적 시공 속에
서 어떻게 ‘그림’이 자연스러운 내재적 운율을 지닐 수 있을까에 더 주안主眼했던 것이
다.” 정창섭, 작가발언, 〔한국미술의 모더니즘:1970-1979〕전 도록.

   윤진섭, 앞의 글, 서진수(편저), 앞의 책, p.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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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젠더적 입장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147)

 본인은 단색화 형식을 전용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재배치하면서 동시에 본
인이 계급·계층적 한계 속에서 경험한 공간의 장소특정성을 지시하는 유물
론적 모노크롬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흑백 모노크롬 형식으로 다수의 작품
을 제작, 발표하였다. 하지만 본인 작품의 흑백 모노크롬 이미지를 삭막한 

회색의 도시적 색채로 해석하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좀 더 실증적이고 
구조적인 뉘앙스를 화면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아래 붉은 벽돌색 
모노크롬과 벽돌색과 시멘트색(회색)이 교차하는 구조적 화면으로 연작을 
차차 전환해 나갔다. 단색화가 한국 엘리트 남성의 관념적이고 수행적인 태
도를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규정될 때와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의 위치에 있

147) 윤난지, 「단색화의 다색 맥락」,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 파주:한길사, 2018, 
pp.212-221.

〔도 4〕 신림동: 연립주택 4, 캔버스에 유채, 194×260(c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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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이 그 모노크롬 형식을 가져와서 비판적으로 전용하면서 본인의 현
실을 회화 형식으로 풀어내는 알레고리로 활용한다면 맥락이 완전히 전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붉은 연립주택 작품들의 경우 채도가 높은 주홍색(Vermillion)을 밑색으로 
칠하고, 바니쉬를 많이 섞어 반투명하고 채도가 낮은 벽돌색 유화 물감을 
위에 칠해서 자연광 아래에선 채도가 낮아 보이지만 전시장의 인공 조명 
아래에선 높은 채도의 붉은 색이 작렬하는 듯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모노크롬으로 형식을 한정 지어도 칠하는 순서와 붓질에 따라 
표현적인 성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본인이 <연립 주택> 연작을 한창 발표했던 2006년~2008년 당시 이례적인 
미술시장의 활황으로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연립 주택 작품을 구입하였다. 
부동산에 관해 언급하는데 붉은색이 동양에서 돈을 부른다고 하는 색이기

〔도 5〕 성내동: 연립주택 1, 캔버스에 유채, 194×260(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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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는 식의, 작가인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맥락들과 연결되면서 
시장에서의 호응이 있었다. 본인은 미술사의 형식들을 맥락을 전용하여 도
입해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관객이나 수요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한 대상이 예기치 못한 코드로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는 많이 당황했었다. 하지만 상호 주관적인 텍스트로서의 회화적 성
격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2) <공사장 추상 Constructive Abstract/Construction 
Site Abstract> 연작

 추상과 구상의 종합에 대해서 본인은 그 두 가지 측면이 확고하게 고정적
으로 붙어 단일한 회화 이미지로 종합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연작들의 성
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운동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토대와 상부구조가 역동성 갖고 변증법적으로 운동성을 갖는 것처럼, 본인
의 삶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추상성과 구상성, 추상과 구체가 
표현의 지점에서 강도를 달리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먼저 기존 미술사에서 다루었던 조형 어법들이 어떤 논리
로 전개되었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본인이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다룬다면 어떻게 회화의 형식 논리가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가, 회화사의 맥락을 어떻게 비틀어 현실적 발
언으로 전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메타회화의 형식으로 활용한다. 
 추상표현주의 형식의 경우에도 미국의 백인 남성 화가 주체를 상정하고 
대형 스케일의 캔버스 전면에 흘리기나 긋기를 강조하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148) 그 형식을 한국의 여성 작가가 가져와서 완벽

148) “던컨은 이러한 남성다움의 신화를 특히 당대 전위미술과 그 근간인 자유주의에서 발
견한다. 자유주의의 주체인 ‘자유로운 개인’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남성이며, 따라서 
그것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가부장적 가치이고, 또한 그 예술적 산물인 전위미술도 모
든 인간에게 열린 진보적 이상이라기보다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남성의 취향에 영합하는 
체제유지적인 예술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거기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남성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전위미술이 지향하는 예술적 자유는 여성의 비(非)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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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가 아닌 제3세계 도시 공간의 허약한 구조가 지닌 임의성과 임시방
편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형식의 맥락이 전도될 수 있다고 생

를 요구하는 자유였던 것이다.”
   윤난지(편), 『페미니즘과 미술』, 「엮은이 해제:페미니즘과 미술」, 서울:눈빛출판사, 2017, 

p.18.
   “… 남성성 또는 남성의 신체와 동일시되어 온 추상미술과 그것이 지배해 온 모더니즘 

비평 담론을 해체하여 그것이 배제하거나 은폐한 역사를 수용하고 여성 추상회화의 다양
성과 그것의 모더니즘 속에서의 독특한 위치에 대한 논의의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진정
한 미술사 다시 쓰기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윤난지(편), 앞의 책, 앞의 글, 서울:눈빛출판사, 2017, p.19.
   ”… 하지만 비재현적인 회화 작업과 재현의 여성주의적 정치학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상회화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재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 때
문이다. 모더니즘 안에서 추상미술의 역사는 비재현에 정신적 가치(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테크노 유토피아적인 전망(엘 리씨츠키 El Lissixky) 혹은 회화 매체의 순
수한 물성(잭슨 폴록 Jackson Pollock)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라는 특징을 띠어 
왔다. 그러나 모더니즘 비평은 추상이 어떻게 젠더의 차이,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르게 
젠더화한 신체의 재현으로서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로즈마리 베터튼 저, 주은정 역 「작품에 드러난 신체들:여성의 비재현적 회화의 미학과 
정치학」, 윤난지(편), 앞의 책, 서울:눈빛출판사, 2017, p.302.

〔도 6〕 201245, 캔버스에 아크릴, 193.9×259.1(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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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이 지금, 여기, 한국의 현실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위치로 인해 미술사적인 맥락을 전용할 수 있는 지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본인의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어떻게 현실주의
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1951년 『라이프』에 「선구적 미술가들의 성난(irascible) 그룹」이라는 제목
으로 실린 추상표현주의자들의 단체사진은 배타적 남성 집단으로서의 색채
를 여실히 드러낸다. 실제로 
그들은 ‘클럽(The Club)’이
라는 남성집단을 결성하였
고, 미술사가들이 추상표현
주의의 대표주자로 내세운 
‘핵심적 8명’도 모두 남성이
었다.149) 그 속에서도 서열
이 있었는데, 가장 폭발적인 
남성적 제스처를 지표화한 
잭슨 폴록과 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이 수
위를 차지하였다.150)

 <공사장 추상 Constructive Abstract/Construction Site Abstract> 연
작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 발표했던 회화 연작이다. <공사장 추
상> 연작에서는 빠른 속도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한국
의 빠른 재개발 공사장의 속도와 소음, 임시방편적이고 허약한 공간의 장소
특정성을 추상표현주의적 붓질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149) “캔버스는 전형적인 여성적인 용어로 묘사된다. “은밀하면서도 관능적인 핑크빛이 도
는 흰 피부” “유혹하듯 걸려 있는 천” “매끈한 피부”, 관람자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무
한히 후퇴하는 내부 공간”을 지닌 캔버스는 “외설적이고 매혹적”이다. 

    여성주의 비평가들은 그리는 행위를 통해 남근 지배를 표현하는 남성적 미술가상이 현
대 서구 미술의 기본적인 은유 중 하나라고 종종 주장해 왔다.”

   로즈마리 베터튼 저, 주은정 역, 앞의 글, 윤난지(편), 앞의 책, p.303.
150) 윤난지, 「그들만의 유토피아」,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파주:한길아트, 2011, 

pp.355-356

〔참고도판 26〕 니나 린, 「선구적 미술가들의 성난 그
룹」, 『라이프』, 19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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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는 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대
상의 현존을 드러낸다.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의 대표적 형식인 추상표현
주의의 붓질은 작가의 몸의 현존을 
증명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본인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 중 프란츠 클
라인(Franz Kline), 로버트 마더웰
(Robert Motherwell), 클리포드 스
틸(Clyfford Still)의 ‘긋는’ 붓질을 
염두에 두면서 구축적인 수직, 수평
적 붓질을 그을 수 있는 대형 평붓
으로 물감을 화면에 그어 화면을 구
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추상표
현주의적 화면을 상기시키면서 동시
에 빠른 속도로 건물이 구축되고 공
간이 재편되는 서울의 장소특정성을 
지시하는 알레고리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서울의 공간이 재편되는 상황을 회화 형식으로 화면
에 도입하고자 에어스프레이를 컴프레셔에 연결해 아크릴 물감을 대량으로 
분사하는 방식을 화면의 한 층에 도입하였다. 에어스프레이는 붓질과 달리 
경계를 흐리고 부서지며 소멸하는 형상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빠르게 허
물어지는 불완전한 풍경과 같은 장소성을 드러내기에 에어스프레이로 분사
해 현존성을 지우고 현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표현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서울의 빠른 재개발로 인해 유년기를 보냈던 의미 있는 장소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밀려나는 경험은 노동자, 서민 계급이 겪는 매우 일반적인, 서울
의 장소특정성에 기반한 경험이다. 부동산적 논리와 밀도에 따른 빠른 자본 
순환의 논리가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비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이 경험들
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본인은 추상표현주의적 붓질과 에어스프레이 방

〔참고도판 27〕 프란츠 클라인, 「추기경 
Cardinal」, 캔버스에 유채, 197×144(cm),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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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201246, 캔버스에 아크릴, 193.9×259.1(cm), 2012.

〔도 8〕 201217, 캔버스에 
아크릴, 90×9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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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이런 삶의 고통을 포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지표적 회화형식일 수 있
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인은 대규모 공사 현장의 형태로 눈앞에 자주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상실의 감정에 대해 ‘숭고’를 상기시키는 추상
표현주의적인 방식을 전용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200호 
대형 캔버스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소품의 경우에도 90×90(cm) 
정방형의 모듈이 계속 증식해서 벽을 채워 대형 페인팅이 되는 장대한 구
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풍경은 칸트에 
의해 문화의 질서로 편입되고 미
적 대상이 된다. 근대적 의미의 
풍경은 '숭고'151)의 개념을 숭고
가 자연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가 자연과의 교섭 속에
서 구성하는, 선험적 원칙으로부
터 오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자
연 자체가 숭고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자연성이 인간화될 때 숭
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풍
경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것의 재현적 구성, 근대적 객관적 
관점에 의해 조직되는 공간이 되
는 셈이다. 그렇다면, 근대적 주
체가 해체, 변형된 지금은 어떻게 
‘숭고’를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151) 개념에 의한 매개 없이 즉각적으로 감각의 쾌미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는 달리, 숭
고는 '절대적으로 거대한 것', '모든 비교를 넘어서는 거대한 것', '그것과 비교하면 나머
지는 모두 작은 것', '감각을 초월하여 있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Kant I., 1790, 『Critique de la faculté de juger』, trad. A. Philonenko, Paris, J. 
Vrin, 2000.

〔참고도판 28〕 마크 로스코, 「넘버 3/No.13(주홍 
위에 자홍, 검정, 초록) Number 
3/No.13(Magenta, Black, Green on Orange)」 
캔버스에 유채, 216.5×163.8(cm),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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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된다. 바넷 뉴먼과 마크 로스코가 집중했던 초월성의 주제가 이 부
분에 대한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흔히 ‘숭고’는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다.152) 본인이 화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추까지 포함하고 있는 장대한 스케일의 화면을 지표적
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써 고통스러운 공간 경험이 담담하고 장대하게 담겨 
있는 화면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런 부분이 기존의 ‘소소함’이 강조되는 
여성 서사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기존의 여성 서
사의 위계적 구분이 남성적 기준에 의한 배치라 보고 본인의 작업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위계를 뒤집고자 하였다.153)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것을 표

152) “바넷 뉴먼(Barnett Newman)과 마크 로스코는 각기 숭고에 대한 ‘남성적인’ 접근법과 
‘여성적인’ 접근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 명은 숭고를 객관화시키고자 하고 다
른 한명은 그것에 압도당한다. 카네다가 의거하고 있는 형태학 체계는 고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제네비브 로이드 (Genevieve Lloyd)가 지적하듯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올라
가는 피타고라스학파의 대조표에 따르면,

   
   여성적임은 한계가 정해진 것, 즉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해진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곧 모호하고 비결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피타고라스학파 사람들은 세계를 선한 원리와 
악한 또는 열등한 원리들의 혼합으로 보았다. 전자는 명확한 형태와 관련된 원리들이고, 후자는 경
계가 없고 불규칙적인 것 또는 불명확한 것, 곧 무정형과 연관된 원리들이다. 

   M. Whitford, Luce Irigaray: Philisophy in the Feminin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1, p.60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조는 젠더의 연상작용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라는 무거운 전통을 수반한다. 

텍스트적인 전략의 측면에서 여성적인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카네다는 각각의 성에 각기 
다른 가치들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작품을 그러한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데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여성적인 것의 ‘차이’라는 것이 
남성적 가치의 거울 이미지에서 발견될 수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카네다의 주장은 젠더와 추상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논의하는 것의 문제점을 매우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서 간과된 것은 텍스트적인 범주와 젠더화한 대리물에 대한 문
제로서의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연관성이다.”

   로즈마리 베터튼, 주은정(역), 앞의 글, 윤난지(편), 앞의 책, pp.310~311.
153) “…사실 추상으로 작업하는 현대 여성 미술가들은 여성의 신체를 단순히 찬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일련의 젠더화한 권력관계 안에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
진다. 이브 머스크(Eve Muske)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성적인 특수성을 내세우거나 여성의 물리적 측면/신체/섹슈얼리티에 역으로 가치
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여성적인 것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작용하
면서, 전략적으로 이용된다.(R.Betterton, “Figuring the Maternal: The Female Nude 
in the Work of German Women Artists at the Turn of the Century”, 
Berlinische Galerie, Profession Ohne Tiradition:125 Janre Vereine der Berliner 
Künstderinnen, Kupfergraben Verlag:Berlin, 1992, 페이지 미상.)”

   로즈마리 베터튼 저, 주은정(역), 앞의 글, 윤난지(편), 앞의 책, 2017,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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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 작품 크기를 200호 
이상으로 제작하였다. 전시장 벽에 걸면 사람 키보다 높게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대한 규모에 가깝다고 보
았다. 

 위와 같이 대형 평붓, 에어스프레이와 같은 제작 도구와 화면의 크기와 같
은 물리적인 제한적 조건들을 설정한 후에 서울의 공사장 공간을 관찰하며 
경험한 감각을 상기하며 직관적으로 화면 구성이 이루어졌다. 대체로 현실
의 공사장에서 안전을 위해 도입하는 장비의 원색들을 생생한 공간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원근법적 질서를 
포괄하는 근대적 숭고와는 다른 현대적 숭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면 아
래층 레이어에 더 채도높은 원색을 사용하고 화면 위층에서는 중간 채도의 

〔도 9〕 201248, 캔버스에 아크릴, 193.9×259.1(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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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활용하여 공기원근법을 역전시켜 화면의 긴장감을 조절하는 것이 좋
겠다는 판단 아래 화면에 자주 활용하였다.
 추상은 우리 앞에 놓인 대상의 외연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각
과 기억에 따른 변형의 과정을 통해 대상을 개념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
한 형식이다. 우리 앞의 생생한 세계를 괄호치고 작가 자신에 의한 가시성
으로 거듭나게 하는 형식인 것이다. 모든 보이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갖가
지 맥락들이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비
가시성으로 짜여있는 세계를 다시 드러내는 지표의 변형 과정 그 자체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을 보는 개인의 사유와 감각화된 경험, 태도가 응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상은 복잡한 세계의 축약이자 단순화일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이기도 하다. 나와 세상 속에 자리하는 역설과 모순, 긴장감이 한 화면
에 중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대상의 외연을 단순화시킨 그림이 추상이 
아니고, 단순화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사유와 감각을 압축하는 복잡한 과정
을 거친다. 여기에서 비가시적인 전후 맥락들에 대한 관심이 특히 중요해진
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다이어그램’을 “어떤 것을 표상(재현)하는 기
능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래할 실재, 새로운 유형의 현실(실재성)을 건
설”하는 장치로 규정한다. 현대 건축은 도시적 순환이나 구조, 흐름, 프로
그램 등과의 관계와 비율에 대한 성찰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되며, 조합과 관
계는 형태 자체보다 더 중요해진다. 건축은 건물의 형태가 아닌 관계나 도
시 구조 안에서 파악된다. 이런 전환은 단순히 건물이 관계와 구조 속에 놓
인다는 것을 넘어서 건물 자체가 관계나 구조 자체가 된다. 이런 현대 건축
의 도시성, 장소성은 영역, 동선, 도시적 흐름 간의 복잡한 비율과 관계를 
사유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요구하게 되며, 관계 자체를 사유하는 학문인 
위상학과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도구로 등장한다.
 다이어그램은 특이성을 결정하고 순수 기능들을 구성하는 힘들의 ‘관계의 
지도’이다. 다이어그램은 특이성의 위상적 관계의 합으로서, 잠재적 차원에 
위치한다. 들뢰즈가 「리좀」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이어그램으로서 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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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calque)과는 다르다. 구조주의에서의 구조처럼 다이어그램은 형태, 형
상,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이어그램은 경험적 자료와도, 선험적 
이념과도 상관없는 상징적이고 잠재적인 차원에 존재한다. 다이어그램은 경
험적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더이상 청각적, 시각적 
문서고가 아니다. 다이어그램은 배치이자 이중 형태적 장치(dispositif 
biforme)인 구체적인 기계와는 대조되는 추상적인 기계이다. 그것은 비형
식적인 지도 또는 “지도의 중첩”이다. 또 형태와 관계없는 상징적 차원에 
있으면서 현실적 형태로 특이성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보게 만들
고, 말하게 만들지라도 거의 말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기계”이다. 다이어그
램은 완전히 위상학적인 개념이다.
 삶의 조건이란 개인에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작용들이고 삶을 짓누르
는 압박감이며 추상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의 감각 작용이기도 하다. 
특히 그 조건들이 도시성, 장소성과 결부될 경우,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

〔도 10〕 201252, 캔버스에 아크릴, 193.9×259.1(cm), 2012.



- 134 -

적인 어떤 조건조차 자신의 공간 감각에 대한 추상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
다. 공간을 추상화시켜온 논리, 장소에 대한 경험과 사유들이 기억과 감각
으로 전이되어 다시 새로 마주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으로 덧붙여지
는 식이다. 구체성의 감각이 추상으로 개념화되고 다시 그 추상의 논리가 
감각으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열화된 연작의 작품들이 같은 공간 논리의 감각을 지닌 일정
한 계열화된 감각들로 묶여진다. 일반적인 의미로 위계와 순서를 지닌 에스
키스 형태의 드로잉과 그로부터 발전된 추상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같은 
감각과 사유에서 비롯되고 발전된, 추상이자 동시에 드로잉인 작업으로 지
표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들에서 경우 화면 안에서 얼마나 
더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형태
조차 추상의 논리에 의해 구체성을 띠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추상과 구
상이라는 이분법에 따른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3) <녹색 풀 Green Pool> 연작

 <녹색 풀 Green Pool> 연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하였던 연작
으로 2021년 현재 <표현하는 자연 Expressing Nature> 연작으로 확장, 
발전시키고 있는 회화 연작이다. <녹색 풀> 연작은 모노크롬 회화를 황금
색의 중고 액자를 활용하여 노골적으로 전용하였다. 금박 중고 액자 속 단
색조의 그림은 한국 단색화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서구를 흉내
내는 선전풍의 그림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과장된 장식의 금박 빈티지 
액자들은 권력과 권위를 은유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처음 이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매우 우연찮은 것이었다. 골
동품 수집을 좋아하는 본인은 자개장과 해주 항아리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다니는 개인 골동품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곤 
하였는데, 골동품을 본인에게 소개해주는 한 사장님이 본인에게 금박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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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떠넘기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사장님은 굉장히 고전적인 이태리 금박액
자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액자를 가져왔는데, 그 액자를 본인에게 넘기
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가장 훌륭한 명작을 그려보세요.’라고 하였다. 액자
가 먼저 본인에게 왔고, 그 액자에 어울리는 그림을 뭘 그릴 수 있을지 생
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연작이 시작되었다.
 본인이 이 액자에 어울리는 풍경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풍경 중
에 가장 본인에게 와닿는 것은 당시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대강의 녹조, 소위 ‘녹조 라떼’였다. 사대강 사업 때문에 강물의 유
속이 떨어져 녹조가 창궐하게 되었는데, 뉴스를 통해 본 강물이 모노크롬 
추상화, 단색화를 연상시켰다. 강물에 안료를 일부러 막 풀어넣어야만 가능
할 것 같은 인공적인 느낌의 진한 초록색을 띤 걸쭉한 녹조의 양상을 모노

〔도 11〕 201603 녹색풀 green pool,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중고 액자, 94×1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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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회화 형식으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제작하기 시작했다. 결국 ‘녹조 
모노크롬’이라는 작품의 시작은 사회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자각,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론가 김복영과 오광수는 단색화에 대한 평가를 회화의 표면에 대한 정
의로 수렴시켰다. 70년대 우리 화단의 과제를 한국적 미술의 확립으로 설
정하는 한편, 회화를 순수한 시각적 지각의 대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미술
이 지닌 독자적인 고유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원
리를 설명하면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배경
에서 단색화는 예술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는 ‘평면’을 그린 
단색화이자 한국적 정신성을 담고 있는 회화라는 논지로 신화화되었다. 이
른바 ‘모더니즘’적 형식과 ‘한국적 정신성’, 현대성과 주체성의 가치를 동시
에 만족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展을 기획한 이준은 전시작과 관련해 한국 추상회
화의 미적 특질을 ‘객관과 주관의 일체화를 통해서 이룬 정신적 고양’으로 
규명하였다. 오광수도 단색화에 대해 “서구의 미술이 물질에 대한 신뢰와 
애착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한국의 1970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모노크롬

〔도 12〕 201724 녹색풀 
green pool,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중고 액자, 
68.5×78.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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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애초에 그러한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차원에 다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주류였던 단색화 화가들과 비평가들
은 단색화가 내포한 정신성을 통해 서구와의 차별을 강조함으로써 현대미
술의 한국적 위상정립 내지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단색화 해석에 적용된 모더니티 개념은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논
리에 바탕을 둠으로써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해석의 
경계 안에 포괄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서성록은 단색화의 정신성을 도(道)
의 개념으로 심화하여, 단색화가 동양적 정신, 전통사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화를 삶의 여정으로 축적시켜 수양하는 듯한 도의 세계로서 추구’한 미
술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섭도 박서보의 단색화를 설명하면서 동양의 회화 
전통과 관련지어 일종의 수신(修身)의 결과물로 해석했다.154)

 본인은 <녹색 풀> 연작을 제작하면서 1970년대 단색화와 단색화에 대한 
비평들이 가진 모더니티의 성격과 민족주의적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성’이나 ‘관념’이라는 것을 어떤 붓질로, 혹은 어떤 물
질로 다룸으로써 화면을 통해 암시하고자 했는지, 과연 그것은 효과적이었
는지 하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실패한 사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창궐
하게 된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화면의 어떤 한 ‘형식’이 민족
주의에 기반한 정신적 초월성이라는 정신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
히 인식하게 되었다. <녹색 풀> 연작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
품들이었다.
 작품에 활용할 금박 중고 액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1982년도에 제작된 것
으로 보이는 하천 그림이 본인에게 액자와 함께 딸려왔는데, 본인은 그 그
림에 그려져 있는 맑은 하천 부분에 진한 초록색의 녹조를 추가하여 수정
하고 서명을 추가하여 전시하였다. 아스거 욘은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Situationist International)’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회화를 개작하여 “수정(modifications)”과 “형태파괴

154) 김순희, 「한국의 추상회화 단색화 다시 읽기」, 윤난지(편), 『추상미술 읽기』, 파주:한길
아트, 2012,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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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figurations)”를 통해 고전미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욘
의 이러한 활동을 인식하고 있었던 본인은 욘과 같은 급진적 공격의 형태
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을 통해 현실의 비극적 측면을 비판적 지표로 드
러내고자 하였다.

 <녹색 풀> 연작에서 본인은 녹조와 더불어 풀이나 잡초들을 많이 그렸는
데,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 작업실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주변의 잡초
를 정기적으로 뽑지 않으면 풀이 무성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목하게 
된 소재였다. 작업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겪은 자연과의 생존투쟁은 무
척 강렬한 장소특정적 경험이었다. 풀을 뽑는 행위 외에도 폭우로 인한 수
해와 결로 등 주변 환경조건으로 인한 거주지의 관리 노동 강도가 도시에 
있을 때보다 현저히 강해졌다. 본인은 <녹색 풀> 연작을 통해 인간이 제어
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녹조와 
잡초는 그로테스크하고 비정한 자연의 실제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대상을 관념적인 것을 다루는 형식으로 여겨지는 모노크

〔도 13〕 201710 녹색풀 green pool, 중고 그림
에 유채, 중고 액자, 61.5×69(cm), 1982, 2017.

〔참고도판 29〕 아스거 욘, 「무제(미완의 
형태파괴)」, 캔버스에 유채(기존 작품에 
수정, 이중액자), 122×97(cm), 1962.



- 139 -

롬 형식으로 표현하여 자연의 실제성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녹색 풀>에서 풀은 한국어로 잡초를 의미하는 풀이기도 하지만, 풀은 
고인 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풀(Pool)이기도 하다. 중의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국, 영문을 병기하여 의미가 교차하도록 전시 제목을 정하였다.
단색화가 한국의 전통과 정신을 상징하는 형식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녹조 
모노크롬’은 꿈틀거리는 자연의 실제성에 대한 것이다. 녹조 모노크롬은 단
색화의 형식을 전용하였지만, 그것은 또한 녹조라는 미생물의 활동결과를 
지시함으로써 예술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한가지 색조의 권력을 전
복시키는 알레고리로 작동한다. 본인은 넓은 녹색층 아래에 다른 원색의 층
을 조금 남겨 눈에 띄게 함으로써 균열되는 표면, 장력을 넘어서려는 힘의 
생성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단색조의 화면은 그 시대의 이념과 결부되어 있다. 본인은 단조로운 색상

〔도 14〕 201604 녹색풀 green pool,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중고 액자, 103×16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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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 화면을 모노크롬이라 규정함으로써 그림이란 시대적 관념의 표
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자연의 표상일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풍
경을 관조의 대상으로부터 생존투쟁의 장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화면에 구
현하여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사실적이자 추상적인 단색조의 
화면으로 녹조가 창궐한 강물이 우리 현대사의 정치가 자연에 관여한 결과 
나타난 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녹조 모
노크롬’의 녹색은 자연의 상태를 상징하는 색채이지만 끈적한 녹조의 색채
는 엄습하는 공포스러운 녹색이기도 하다, 본인은 고전적인 풍경화에서 재
현되어온 방식의 목가적인 자연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녹색 풀> 연작을 <표현하는 자연 Expressing Nature> 연작으로 최근 소
재의 범주를 확장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도 15〕 201722 녹색풀 green pool,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중고 액자, 
56.5×74.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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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겨울 꽃 Winter Flower> 연작

 <겨울 꽃 Winter Flower＞연작은 2014년도부터 제작하고 있는 매화와 
동백꽃을 그린 회화 연작이다. 2014년 광우병 파동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광경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추운 시간대에도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발언하는 광경은 밤에 피어나는 꽃을 연상시키면서 군중에 대한 새
로운 이미지를 본인에게 각인시켰다. 이와 같은 경험은 새로운 시대적 상징
을 찾아 의미를 부여해야겠다는 탐색으로 이어졌고, 본인은 한국의 대표적
인 상징인 사군자(매梅, 난蘭, 국菊, 죽竹) 중 매화를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매화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라는 ‘탐춘(耽春)’의 관념적 의미와 함께 
긴 겨울을 버텨내고 피어나는 꽃이라는 지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꽃이기

〔도 16〕 201725:梅,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94×259(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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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본인은 2014년도부터 밤매화, 홍매화 등 다양한 매화를 구조적, 
추상적으로 그려왔다. 
 도시 구조물을 소재로 한 연작들에서 사용해온 유기적이고 구축적인 조형
어법을 매화 나무줄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적용하였다. 구조적인 나무 등걸
과 대조적인 유동적인 필치로 꽃의 움직임과 흐름을 강조해 그렸고, 어두운 
배경과 대조되는 빛으로서의 꽃을 그렸다. 이는 ‘꽃’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꽃의 에너지, 섬광 같은 찰나의 현재를 붙잡음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함축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면서, ‘꽃’을 그리는 여성 작가의 현존성
을 드러내는 기호로서의 지표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

 추상적 형상으로 그려진 인간의 이미지에는 주체의 현존성을 드러내는 지
표성과 대상의 몸을 재현하는 도상성이 교차한다. 기존의 한국 미술에서도 
추상적 형상으로 그려진 몸, 특히 집단적인 몸을 그린 군상 이미지의 회화 

〔도 17〕 201701:梅,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94×259(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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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서세옥과 이응노의 회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세옥과 이응노의 군상은 열을 지어 서거나 손을 잡고 춤을 추거나 
서로 얽혀 그물망을 이루면서 일종의 상형문자처럼 추상적인 문양을 만든
다. 그 이미지들은 특정인의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집합적 개념의 표상
이자 작가 자신의 지표로 드러난다.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대표적 작가인 윌
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추상적인 여인 형상의 그림에서 지표와 
도상이 대적한다면, 서세옥과 이응노의 그림에서는 지표와 도상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세옥과 이응노의 군상은 중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남성 화
가 주체를 표상한다. 드 쿠닝의 그림에서는 예술가와 화면의 관계가 남성 
예술가와 여성 이미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 주체와 여성 도상의 
대비로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서세옥과 이응노의 군상에서의 주체와 
도상은 모두 남성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남성 주체상이 형성
된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1960년대 한국 현대 미술의 영역에서 전통의 계승과 국제화는 작가들에게 
주요 과제였는데, 해방 직후부터 동양화단에서는 채색화를 왜색으로 간주하
고 수묵화를 전통계승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1960년에 창립된 

〔참고도판 30〕 이응노, 「군상」, 한지에 먹, 166×273(cm),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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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림회를 비롯한 동양화단의 작가적 아이덴티티는 수묵으로 표방되었는데, 
전위적인 지식인으로서의 현대판 문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의 유형이 만들
어졌다. 추상표현주의의 즉흥적 붓질을 문인화의 발묵·파묵·석묵법 등으로 
해석하고 도(道)를 향한 수련의 과정으로 작품 제작 과정을 파악한다. 이러
한 주체의 몸은 중국이나 조선조 후기의 사대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남
성 엘리트 주체의 몸이다. 지표와 도상의 일치는 ‘서화일치(書畫一致)’ 또는 
‘자상일치(自相一致)’라는 문인화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세옥과 이응노
의 군상 그림에서 여성적 도상은 배제되는 셈이다. 몸의 수양을 인격의 완
성으로 삼는 유교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수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산의 
도구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오히려 여성의 몸은 남성의 수양을 방해하는 부
정적인 요소로 취급되므로, 수양하는 주체의 지표로서의 문인 작가의 그림
에 여성의 모습이 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군상 이미지에 여성성의 상징으로 자주 활용되는 꽃이자 
사군자의 문인 남성 주체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교차되는 매화를 전용하여 
이러한 미술사 내의 중층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회화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준법이 적용된 점의 형식으로 그려진 매화가 바람에 날리는 눈발처

〔참고도판 31〕 이응노, 「군상」, 한지에 먹, 
166×273(cm), 1986. 부분 

〔참고도판 32〕 서세옥, 「점의 변주」, 
닥지 위에 수묵, 94×74(cm),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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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붓의 율동에 따라 화면에 정지한다. 붓질 하나로 꽃 한 송이가 되는 매
화는 물감 덩어리의 에너지, 순간 점화된 찬란한 빛의 형상으로 보여지도록 
제시된다. 본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투사한 현존성을 지닌 지표적 화면은 지
금 본인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공간-사회의 움직임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은유이자 젠더적 구조의 배치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알레고리적 표현
이다. 화면 위에 휘둘러진 검은 선들은 매화 나무 둥치이자 광장의 도로를, 
준법처럼 피어나는 꽃잎은 매화이자 개개인의 손에 들려진 촛불을 지시한
다. 

 본인은 매화라는 상징을 전용하여 현재에도 의미 있는, 희망을 열망하는 
군중의 의지에 대한 상징이자 표현으로 끌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국적 
상징과 현대 서사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고, 그리는 필치는 
추상표현주의와 문인화의 준법을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상했다. 본인

〔도 18〕 201728:梅,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94×259(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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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화 작품은 현실을 어떻게 미술사의 국면, 회화사의 맥락과 연결하여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연립 
주택>, <공사장 추상>, <푸른 기계>, <녹색 풀> 등 다른 연작들과 큰 차이
가 없다. 하지만 <겨울 꽃> 연작들 중 매화 작품들은 본인의 재혼, 출산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본인의 작품 제작의 행보가 꽃을 그리는 여성 작가
라는 선입견과 맞물려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석되는지 노골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주었다.

 <겨울 꽃> 연작의 일환으로 본인은 2019년부터 동백꽃을 그려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동백꽃은 한국의 남쪽 지역과 제주도에서 주로 피는 꽃으로, 
겨울이라는 매서운 계절 내내 눈보라 속에서도 꽃나무에 무리지어 꽃을 피
우다가 겨울을 지내고 송이째 떨어져 지는 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동백
꽃은 험난한 환경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민초들을 상징하고 제주 4.3 항쟁
의 상징으로 공식 행사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매화 연작과 마찬가지로 본인
은 이런 의미를 지닌 동백꽃이라는 상징을 전용해 현대적, 현재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회화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 19〕 201809,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30˟30(cm), 
2018.
201810,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30˟3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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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푸른 기계 Blue Collar/Blue Color>, <기계 The 
Mechanic> 연작

 <푸른 기계 Blue Collar/Blue Color> 연작은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서, <기계 The Mechanic> 연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한 회화 
연작이다.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계급성이나 생산 양식을 드러내는 모티프
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고 <푸른 기계 Blue Collar_Blue Color> 연작의 경
우 기본적으로 푸른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성이나 계급성
을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처음에 <푸른 기계> 연작을 시작할 때에는 기계라는 대상이 직접
적인 정치적, 계급적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소재로 선택하

〔도 20〕 201801,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30.3˟97(cm), 2018.
        201802,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30.3˟9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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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작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2009년 지인과 함께 부산의 구석구
석을 답사하고, 조선소와 컨테이너들, 크레인들이 밀집되어있는 항만시설에 
큰 흥미를 느꼈다. 당시 부산시민들이 조선소와 항만시설을 가리고 싶은 이
미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안타까웠다. 부산의 조선소와 항만시설의 역동성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푸른 기계> 연작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림이 지시하는 대상이 서울의 공사장이 아니라 부산의 항만시설이라는 
점에서 <공사장 추상> 연작과 달랐지만 그리는 대상에 대한 태도는 <공사
장 추상>과 흡사했다. <푸른 기계> 연작도 미술사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겪었던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적 경
험을 화면에서 풀어낸 알레고리적 특성을 지닌 작품들이었다. <푸른 기계>
의 푸른색은 <연립 주택> 연작의 흑백 모노크롬처럼 의식적으로 사용했는
데, 푸른색이 블루칼라 계층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이브 클랭(Yves Klein)의 
푸른색과 김환기의 푸른색 연작 등에서 활용되는 초월적 뉘앙스의 푸른색
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푸른 기계> 연작의 알레고리

〔도 21〕 200927, 캔버스에 유채, 200×300(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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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201001, 캔버스에 유채, 300×20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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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전달하기 쉽도록 연작의 명칭을 영문으로 <Blue Collar_Blue 
Color>로 병기하였다.

 이브 클랭은 장미십자회에 심취하여 색채에 신비적인 의미를 투영하였는
데, 그는 색채가 ‘순수한 공간’을 물질로 구체화한 것으로써 인간의 분열된 
자아를 복구하고 원래의 단일했던 ‘전체성’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
다.155) 클랭은 푸른색을 비물질화된 ‘무(無)’로 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
하는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저서 『대기와 몽상』에 심취하
였다. 그는 트레이드마크인 ‘국제적 클랭의 푸른색(International Klein 
Blue, IKB)’을 화학자와 함께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다.

155) 이정실, 「이브 클랭: 모노크롬 회화」, 윤난지(편), 『추상미술 읽기』, 파주:한길아트, 
p.344.

〔참고도판 33〕 이브 클랭, 「제목 없는 푸
른색 모노크롬(IKB100)」, 합성수지로 정착
시킨 건조 안료, 패널화, 77×56(cm), 
1956. 루치오 폰타나 파운데이션

〔참고도판 34〕 김환기, 「산울림 19-Ⅱ-73 
#307」, 캔버스에 유채, 264×213(cm), 1973. 
리움 삼성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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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에서도 모노크롬 형식으로 푸른색을 전면적으로 사
용하는 회화가 종종 눈에 띄는데, 김환기의 푸른색 추상회화 작품들이 대표
적이다. 김환기는 유화를 얇게 발라 번지는 효과를 더하고 화면에 운율과 
방향감을 살리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
였다고 평가된다. 시인 이흥우는 「김환기:영원의 노래」라는 글에서 김환기
의 푸른색에 대해 “한국의 가을하늘이자 비취 빛 청자의 색이며, 푸른 달빛
으로 전조되는 여러 가지 청색들”이라고 언급했다.
 <기계 The Mechnic> 연작의 경우에는 그리는 대상의 표현이 <푸른 기
계> 연작보다 구체적이었다. 본인이 재혼한 남편이 자동차 엔진 전문 정비
사였고, 그가 작업하는 과정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 <푸른 기계> 연작을 그릴 때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기계 부품들을 
관찰하면서, 이전에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차가운 기계의 이미지와는 달리 

〔도 23〕 201443,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62×130.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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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사람의 장부를 고치는 의
사처럼 엔진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특
성이 화면에서 드러나도록 생동감 있고, 유기체적으로 표현해야겠다고 판단
했다. 흐르는 장부, 사람과 같은 느낌의 기계를 연상하며 흐르는 듯한 추상
표현주의적인 붓질로 제작하였다. 그런 회화적 표현이 정비사의 일터가 지
닌 직관적인 성격에 대해 가시화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았다.
 기계와 자동차 부품들은 재현적 요소를 삭제한 넓고 과감한 붓질로 느슨
하게 연결되어 도상성과 지표성의 교차를 드러낸다. 배경이 되는 작업장 공
간은 원색으로 채워진 레이어의 채움과 비움에 따라 배경으로 물러서기보
다 팽팽한 긴장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다. 빈 공간을 초록과 파랑, 빨강 
등의 강렬한 색조로 표현함으로써 빈 공간이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닌 노동
의 리듬과 배치가 생동하는 장소이자 형상임을 강조한다.
 본인은 노동과 계급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현재로 불러들이고자 
하였다. 사실상 노동과 계급의 문제는 단지 과거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 일
반적으로 노동자를 그린다, 혹은 노동자의 임노동에 대해 그린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이미지에 비해 적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존재이지만 예술로서의 가시성의 영역에서 보았을 

〔참고도판 35〕 박서보, 「수출선박」, 캔버스에 유채, 197×290.9(cm),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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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소외된 계급의 존재들이다. 70년대 정부 주도의 산업중흥을 주제로 한 
역사화나 80년대 민중미술의 형식이 아닌 이상 미술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
하지 않는 소재이다. 게다가 노동자의 이미지는 대체로 산업 역군의 영웅적 
모습이거나 투쟁하는 남성의 이미지 혹은 비극적인 피해자의 이미지로 재
현된다. 하지만 본인은 이와 같은 노동자의 재현 방식에 동의하기가 어렵
다. 노동자 계급이 경제적인 조건은 안좋지만 경제적 절박함에서 나오는 역
동성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 펼쳐진 각종 자동차 부품들은 자동차 엔진 전문 정비사
인 본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의 알레고리로서 어느 부품 하나
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누락되면 자동차로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듯, 

〔도 24〕 201761,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94×259(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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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자 세상을 연결하고 연동시키는 각각의 개별적 존
재와 그 가치에 대한 상징이자 은유이기도 하였다. 본인은 구축적이면서 추
상적이고, 역동성을 띠면서 리듬감과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일터
에 관해 표현하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인은 좀처럼 보이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보려하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
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한 가시성으로 다가오는 형상의 
재현적 요소들을 지우고, 그리다 만 것 같은 공간의 구조와 지우고 뭉개진 
자국들이 화면에 계열적으로 자리하게 한다. 색채층의 과감한 역전의 활용
을 통해 세상이 가진 복잡다단한 성격과 유동성을 표현하고, 에어스프레이
를 사용해 붓질을 지워 지표의 현존성과 현전성의 양상을 장소성의 표현으
로 활용한다.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추상은, 외부의 구체적인 대상들로 향한 것들이자 

〔도 25〕 201748, 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 194×259(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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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체성을 향한 시선이기도 하며 맥락에 대한 사유의 작동 자체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본
인이 생각하는 삶의 경험을 회화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본인의 개인성을 충분히 가시성의 영역으로 열어 주어지
는 허구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의 허구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6) <현대자개회화 Contemporary Mother-of-Pearl 
Paintings> 연작

 <현대자개회화 Contemporary Mother-of-Pearl Paintings> 연작은 
2019년부터 나전칠기 기법을 회화 평면성의 맥락으로 전용해 제작, 발표하
고 있는 작품들이다. 옻칠과 자개를 활용하는 나전칠기 공예기법으로 전통
적 장식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회화적으로 전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했다. 나전칠기 기법은 칠(漆)공예 기법의 한 종류이다. ‘나전(螺
鈿)’은 나선형 껍질의 조개 패류를 뜻하는 ‘나(螺)’와 금속판을 오려 새겨넣
는 꾸밈을 뜻하는 ‘전(鈿)’이 합쳐진 단어로, 우리말로 ‘자개’를 칭한다. 통
일신라 시대에 당(唐)으로부터 도입하여 고려 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공예기법으로 자리매김되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천 년의 역사
를 지닌 전통공예기법이다. 다양한 용도의 사물을 장식하는 자개는 화조, 
십장생, 문자, 산수 등의 다양한 모티프로 시대에 따라 사실적이거나 기하
학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나전칠기 공예기법은 제작 전과정에 걸쳐 숙련된 손기술과 강도 높은 육
체노동, 적절한 환경조건과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바탕면인 백골(栢骨)을 
제작해 생칠(生漆)하고 온도 20-25도, 습도 70-80%의 조건에서 건조한다. 
백골 전체에 삼베를 바르고 칠죽을 바른다. 표면을 갈고 기름칠하고 건조하
는 과정을 여러 회 반복한 후 얇게 가공된 자개패156)로 하나하나 문양을 

156) 근래에 와서 섭패(葉貝)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계에 의한 가공이 이루어져 패를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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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아교 혹은 부레풀을 사용해 백골 표면에 상감하거나 부착한다. 그리
고 다시 마무리 칠작업으로 앞서 언급한 환경조건에서 상칠하기, 상칠면 갈
기, 광내기를 수차례 반복한 후 작업이 완성된다. 이러한 고강도의 노동과
정과 까다로운 환경조건의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전칠기 전승공예
는 대체로 숙련된 남성 장인(匠人)의 기술을 남성 전수자에게 전하는 방식
의 구조를 띠고 있다.157) 
 처음에 나전칠기 기법의 작품 제작을 시작했던 계기는 본인의 <겨울 꽃> 
연작의 매화 작품들이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인의 매화 작품들은 촛불집
회에 모여 희망을 열망하는 군중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사군자 중에서 희망
을 상징하는 매화를 끌어와서 동시대적으로 그린다는 것을 전제로 제작한 
작품들이었다. 매화 연작은 본인이 나전칠기 공방158)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 
공방의 장인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였다.
 본인은 개인적인 계기로 12년가량 나전칠기 애호가를 자처하며 꽤 많은 
나전칠기 수집품을 소장, 연구하였다. 나전칠기 기법으로 제작된 사물들의 
수요자는 대체로 왕실과 규방의 여성들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듯 나전칠기를 
만드는 장인 사회를 들여다보면 육체적으로 고된 기술을 도제식으로 전승
하는 남성 중심적인 전승 문화가 강하다. 이름을 남긴 남성 공예가들이 자
기의 기술을 전승하는 문화 중심으로, 일종의 장자 세습 구도 같은 구조를 

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었다.
157) 나전공예 기술은 근대기를 거치며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는데 도구와 재료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조선 나전칠기 최후의 장인으로 알려진 전성규(1880-1940)가 1920년경 
칠기로 유명한 일본 도야마(富山)현 다카오카(高岡)에서 조선의 나전 기술을 가르치고 귀
국하는 길에 실톱을 가지고 귀국하면서 줄음질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가위로 오려내
던 기존의 방법이 섬세하고 깨끗한 나전문양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실톱은 얇고 가
는 톱날을 사용해 유기적인 선으로 구성된 문양을 자유자재로 정밀하게 오려낼 수 있었
다. 

    전성규의 제자이자 그와 함께 실톱을 들여온 김봉룡(1902-1994)은 줄음질 기법을 몸소 
실현하여 섬세하고 유려한 문양을 선보이고 계승하는 데 앞장섰다. 

   노유니아, 「‘朝鮮螺鈿社’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권 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최공호, 「金奉龍의 나전기술과 근대 공예적 성취」, 『미술사연구』 32권, 미술사연구회, 
2017.

158) 본인의 <현대자개회화> 연작은 남양주에 위치한 나전칠기 공방 아리지안(Arijian)의 
제작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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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그곳에 여성 회화 작가인 본인이 개입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
지의 방향으로 일종의 십장(什長)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간다는 그런 구조적
인 개입이, 기존의 구조를 전용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인은 회화를 다루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붓질의 남
성적 지표성이 강조되는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의 평면성을 중심으로한 회화 
논리에 대해 공예기법으로 제작된 평면적인 작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미
지를 만들어서 제시한다고 할 때, 이 작품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의미한 작품 제작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보았다.
 회화는 전통적으로 창(window)의 개념을 전제로 평면의 가상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환영(illusion)을 만들어내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자개는 펄
(pearl)이 있어서 빛 반사로 튀어나오는 이미지에 적절하다. 옻은 산화철 

〔도 26〕 202010,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20.5×160(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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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확한 검은색(Black)을 내기 때문에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와 같은 선례들에서 강조하는 검은 평면의 전제를 지시하기
에 적절하다. 본인은 이와 같은 재료의 물성을 통해 평면성 논리로 전개됐
던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의 한계와 종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보았다. 도널드 저드처럼 ‘사물성’으로 회화의 평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논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화 평면의 사물성을 인정하되 절대
적인 검은 평면으로부터 빛으로 튀어나오는 이미지를 제작하여 제시하는데, 
붓질을 내려놓고 공예기법을 전용하여 제시한다.”는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순수미술(fine art)’은 18세기 중반에, ‘공예(craft)’는 19세기 초에 유럽에
서 정립된 개념이다. 그전에는 이 둘의 구분 없이 ‘테크네(techne)’ 혹은 

〔도 27〕 202141,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1.
        202142,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1.
        202143,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1.
        202144,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1. 
        202145,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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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스(ars, 기예)’로 불렸다. 대립의 조짐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보이기 시
작해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는 “유용함은 아름다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논리에서 살펴보았듯
이, “비실용적인 것만이 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아름다움은 목적의 의도 
없이 사물에 내재하는 의도”라고 주장한 임마누엘 칸트의 주장은 무관심성
과 자율성, 매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형식주의 모더니즘 미학의 준거가 되
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이 단색화 등의 형식으로 전통을 수용하면
서, 물성에 주목하고 수행성에 기반한 과정을 중시하였지만, 공예, 특히 전
승을 기반으로 한 전통공예는 여전히 현대미술과 분리된 장에 속해왔다. 자
율성과 무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순수미술과 유용성과 목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예, 독창성과 자유를 지닌 ‘예술가(artist)’와 기술과 서비스를 중시
하는 ‘장인(artisan)’은 대립 관계에 놓인 이분법의 구도 속에 있다.
 한국에서도 공예는 20세기 서양미술의 위계를 충실히 따른 일본의 시스템
을 반영해 미술의 하위 장르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부
국강병(富國强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위한 수출공예품으로 장려되어 
상품으로 생산되었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를 비롯한 당시 공예품의 주
요 소비자층이었던 일본인들이 ‘자연의 미’, ‘무기교의 기교’로 특징 지운 
민예품뿐만 아니라 이와 대비되는 정교함과 화려함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나전칠기 역시 무척 좋아했다. 한 때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분에 나전칠기
가 가장 다수 출품된 사실도 당시 시장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960-70
년대에도 나전칠기는 정부의 경제개발・수출정책 아래에서 중요한 지원대
상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주요 관광상품
으로도 주목받았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유형문화재와 
함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서 정책 및 제도 구축과 시장의 확대, 그리고 
캐슈 도료 도입으로 인한 공업화 등 나전칠기 개발이 강화되는 가운데, 
1970-80년대에 나전칠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손꼽히는 혼수품이
자 상류층의 대표적인 과시용 사치품이 되었다. 하지만 주거 양식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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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서구식 가구 수요가 늘면서 나전칠기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159)

 자개로 문양을 제작하는 과정은 나전칠기 공예의 핵심이다. 본인은 붓 대
신 끌 모양의 상사칼로 원하는 색의 알자개를 쪼개 바탕면인 백골에 고정
시킨다. 주로 자개를 부정형적으로 쪼개거나(타찰법(打擦法)) 실처럼 얇은 
자개 상사(詳絲)를 끊어 붙이면서 이어나가는(끊음질, 절패법(切貝法)) 방식
을 활용한다. 얇고 날카로운 물성의 자개와 칼을 도구로 하기 때문에 손의 
완급 조절이 매우 섬세해야 한다.160) 본인은 손으로 직접 재료를 탐색하고 
자개를 다루는 기술에 차차 익숙해지면서 반복적이고 집약적인 손노동에서 
오는 평정심과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159) 서수연·이병종, 「한국칠기의 발전과정과 진흥정책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권 
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160) 수 년 간 연습했음에도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의 끊음질은 흉내조차 어려워, 숙련된 끊
음질이 필요한 부분은 장인의 도움을 받는다.

〔도 28〕 202016,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0.
        202017,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0.
        202024,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0.
        202137,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80×60(c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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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2020년에 단색화의 대표 작가인 박서보의 
‘묘법’161) 시리즈를 전용하는 ‘묘법’ 비와 파도 연작을 제작하였다. 한국 엘
리트 남성의 수행적 행위성이 강조된 단색화의 대표적 작가인 박서보의 대
표작, ‘묘법’ 시리즈 중 본인은 ‘연필묘법’ ‘수직묘법’과 ‘지그재그 묘법’의 
형식을 전용하였다. 한국의 여성 작가인 본인의 주도 아래, 유성물감에 연
필로 긋는 행위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강한 자개 끊음질 기법과 옻칠로 묘

161) “캔버스에 유성물감을 칠하고 초벌이 마르기 전에 연필이나 끝이 뾰족한 도구로 화면
을 지우듯 손을 움직이면 그 궤적에 따른 선이 생긴다. 연필로만 표현하던 작품과 달리 
유성물감과 연필이 캔버스 위에서 부딪히며 힘의 강약에 따라 선의 굵기와 물감의 벗겨
짐이 미묘한 차이를 내며 서로의 흔적을 남긴다.”

   변종필, 「박서보의 묘법세계; 자리이타自利利他적 수행의 길」, 서진수 편저, 앞의 책,  
pp.140~142.

    “나의 그림은 수신의 도구에 불과하다. 수신 과정의 찌꺼기가 그림일 뿐이다. 따라서 그
림은 생각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배워내는 공간이다”

   박서보 인터뷰. 2015.1.12.
   변종필, 「박서보의 묘법세계; 자리이타自利利他적 수행의 길」, 서진수(편저), 앞의 책, 

p.143.에서 재인용.

〔참고도판 36〕 박서보, 「묘법 No.33-77」, 연필, 캔버스에 유채, 
194×259(cm),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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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리즈와 흡사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근대적 남성 주체의 단일한 작업 
형태가 아닌 여성 작가가 주도하는 협업 방식의 공예기법으로 제작함으로
써 ‘묘법’이 상징적으로 지닌 수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순수미술과 공예라는 대립쌍의 두 항목, 회화와 나전공예를 가까이 
두고 경험과 상상력을 매개로 양자를 오가면서 직관적인 도약에 다다르고
자 한다. 옻칠된 백골 바탕 위의 밑그림은 도안처럼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
서 변화한다. 본인의 <현대자개회화> 연작이 실톱으로 자개를 도안대로 오
려내 칠면에 붙이는 주름질(줄음질)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즉흥성과 
부정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타찰법과 끊음질로 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자개회화> 연작에서 자개 조각들은 비정형적으로 모이고 흩어지면서 

〔도 29〕 202019,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120.3×160(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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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일렁이는 제주162) 바다의 파도와 포말이 되고 때로는 쓰러질듯하다
가 일어서는 풀이 된다. 밤하늘 아래 만개한 매화나 동백꽃이기도 한 자개 
조각들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날카롭게 
번쩍이는 번개는 검은 땅을 파고드는 넝쿨과 잡목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본인은 자개, 옻칠, 삼베라는 천연재료로 자연뿐만 아니라 기계를 추상화한 
작품도 제작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2010년 전후 전개된 <기계> 시리즈의 
특징인 붓질의 액체성은 탈각되었지만, 자개 조각들의 집합과 편재로 인해 
엔진은 리듬을 지닌 유기체처럼 표현된다. 본인은 나전칠기 기법이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정교한 손노동 기법으로 자리매김한 천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법으로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는가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삶에 관한 맥락의 작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이 

162) 본인은 최근 3년 간 제주와 경기도를 오가며 제주의 독특한 기후와 자연을 소재로 작
업하였다.

〔도 30〕 202007, 자개, 나무에 삼베, 옻칠 마감, 59.2×89.7(c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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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개회화> 연작으로 <기계 The Mechanic> 연작에 해당하는 이미지
를 만들어낸다면,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회화사의 맥락에 따른 논리적인 과
정은 모두 밟게 된다.
 본인은 세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이다. 본인에게는 붓을 든 손과 쌀을 씻고 아이를 씻기는 
손, 지적인 사고와 육체노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본인의 정체
성으로 인해 본인은 명확한 이분법과 위계를 거부해왔다. 매화는 일상을 초
월한 미적 관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향한 군중의 목소리인 광장의 
촛불이다. 녹색 풀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무분별하게 파괴된 생태계의 현실
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한국미술계의 양식투쟁에서 승리한 단색화의 관념
성을 비판한다. 이처럼 본인은 작업을 통해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이고, 구상
적이면서 추상적이며, 자연과 문명의 구분을 가로지르고, 여성과 남성의 위
계를 뒤집으면서 관념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중층성과 복잡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165 -

Ⅴ. 결 론

 본인에게 회화는 지금, 여기라는 한정된 좌표로 주어지는 개인성, 정체성
이라는 전제 아래, 작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미술사, 회화사의 형
식적 선례들이 획득한 보편성의 그물망 아래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작가 자신이 자신을 누구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은 작품을 진
행하는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면서 작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작가 자신의 삶의 조건이라는 한정된 전제 아래 
작가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은 작품의 성격과 분리하여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은 각자의 삶은 주체적으로, 적절한 형식이
라는 각자의 품격을 지니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인은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회화 이미지 생산자
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계급성과 더불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전
개된 미술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살림과 육아로 인해 바쁜 여성으로서
의 삶에 효율적인 회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본인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로 규정하지만 젠더를 공공연히 내세운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본인이 작품
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젠더적 관점은 덜 알려진 여성 서사를 그림으로 재
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류 미술사의 남성 중심적인 모더니즘 이론 
및 모델들의 오류와 한계를 여성인 본인의 사례를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
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페미니즘 작품이 여성과 젠더만을 한정된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선입견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미술사의 선례들을 전용하는 것은 미술사를 본인의 좌표
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
제나 삶에서 경험한 부분에 대해 표현하고 가시화하려는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본인
의 한정된 조건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재현과 추상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다양한 미술사의 형식과 방법론을 참조하여 본인이 설정한 맥락 아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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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는 회화사의 주요 개념인 ‘추상’과 ‘재현’을 단순히 무언
가의 반대항으로 수동적으로 규정해 온 것에 도전하고 그 개념을 능동적으
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젠더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재해석을 위한 유
용한 지적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본인의 모든 작품 활동에 페미니스트로서
의 문제의식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 지향한 접근 방식이었다. 
 분명히 지금 당대의 상황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추
동하는 특정한 역학이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포착하여 표현해낼 것인가
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개인은 특정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과 인식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또한 그 개
인은 어떤 총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언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복합적인 존재로서 개
인이 주체적으로 이미지를 생각해내는 조형 원리는 어떤 식이어야 할까. 본
인은 토대와 상부구조, 재현과 추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본인은 사적인 것이 매우 보편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일상성과 
정치성, 일상성과 관념, 토대와 상부구조, 구체와 추상, 재현과 추상은 붙어
있지만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운동성이 본인의 삶의 양상을 통해 표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운동성을 역동적으로 풀어내서 조형적인 어
법으로 드러낼 것인가, 본인이 그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본인의 삶에서 드
러나는 진실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회화 형식을 찾아서 드러낼 
것인가가 중요했다. 
 조형 어법에 있어서 구상, 재현의 역할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측면, 추상의 역할은 생각과 이념 혹은 느낌을 압축해서 드러낸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본인은 그 두 가지 어법을 포괄해 구체성과 관념성, 토대와 
상부구조, 이렇게 흔히 대립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의 운동 과정을 연작
들로 엮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술사와 회화사의 선례들과 
본인의 삶의 문제를 중첩하여 역사적인 맥락을 전용하여 알레고리적 메타
회화의 형식이자 현실주의적 메타회화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본인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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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 연작들을 통해 삶은 굉장히 중층적이며, 사적이지만 매우 정치적이
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적인 것
과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것, 관념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합리성이라
는 이름을 붙여 위계를 정하여 인식하고 싶어하지만 본인은 그 분리된 것
들이 실제로는 붙어서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하고
자 하였다.
 본인은 예술가이고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약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일종의 예시로 설정하고 작업을 전개하여 제
시한다면 그 역동적인 운동성을 표현하고 가시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인
이 속한 계급은 블루칼라 계급이고,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이자 세 아이의 
엄마라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처한 특정한 조건 속에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삶이 갖는 정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예술 형식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삶의 복합성이 그렇게 단순하게 분
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삶을 통해서 수많
은 연작들이 전개될 것이고, 그것이 서로 간에 맥락을 형성하고 운동하고 
있는 양상을 드러낸다면 충분히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생애를 통해 
생산해내는 회화의 조형 어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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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ality through the Meta-painting

Jeong Hye Jeong
Painting &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scribes the methodology of Jeong Zik Seong, which 
has continued to work for 21 years on recognizing modern society 
as a society dominated by capitalist production and a society 
where markets and products are fully developed, and how abstract 
forms can be reinterpreted and converte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 believe that the specificity of artists in modern society stems 
from a special economic structure position that the means of 
production is themselves, so they are both capitalists and workers 
who have to sell their works as goods. The artist believes that he 
shoul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human conditions 
in which he is located. On the other hand, he has been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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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wareness that he should produce works valuable to 
society on the premise of his special condition of being
 In this study, I first examine the basis of capitalist social 
structure analysis based on Karl Marx's capitalism theory to 
understand the artist's special economic structure position. And 
look into the details of life how human conditions are formed 
differently depending on social position and bring about different 
life experiences. Next, when implementing the themes of work set 
from a realist perspective based on the specific experiences of life 
in the form of paintings, we examine what kind of art historical 
context and topographic maps of the art world bring and 
appropriate forms to the work. Finally, in earnest, the works 
developed by classifying them by format and examine them in 
detail.
 It examines the logical development of modernism in modern 
painting represented by Clement Greenberg and its limitations 
influenced the Cold War period, resulting in a confrontation 
between Formalism and Minjung-Misul in the Korean art world, 
and describ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tings and 
abstracts is understood and judged. 
 To me, painting seeks to find an appropriate expression method 
of painting under the premise of painting history that can express 
it flexibly and compressedly without missing the sense of personal 
identity formed by the social situations and conditions here. Who 
the artist himself defines himself is the most natural and 
inevitable process in the process of working, but above all, it is 
the point of absolute coordinate setting that defines the nature of 
the work. Under the limited premise of the artist's ow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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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the part of who the artist himself wants to be is a part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nature of the work. I think 
each life should be able to be talked in an appropriate form 
independently.
  I live under the condition that I am a non-regular Korean 
woman and a mother of three children. Dedicating the precedents 
of art history in one's work is also a question of how one can 
rewrite art history, but at the same time, i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there are always overlapping parts that reproduce and 
express what one has experienced in life.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go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representation and 
abstraction of life experienced under my own limited conditions 
and make it visible by referring to the forms and methodologies 
of various art history. This presupposes that the attitude of reality 
perception is taken in a way that the foundation expresses the 
upper structure beyond the general structure of reproducing the 
foundation.
  In formative speech, the role of conception and representation 
can specifically direct a specific object, and the role of abstraction 
can compress and reveal individual thoughts, ideologies, or 
feelings. Therefore, I think that in conducting the painting work, 
the two grammar methods can be included in a series of 
movements of concrete and ideological, foundation and 
superstructure, ideas and abstracts, representation and abstracts, 
and those commonly considered confrontational things. Through 
my own series of paintings, I would like to express that life is 
very intermediate, and that individual life is very private, but very 
political and universal. In general, people have a desire to think 



- 180 -

separately of private, political, universal, and ideological things, 
and to set up a hierarchy and recognize them under the name of 
rationality, but I want to express in the form of allegorical 
meta-painting that the separated things actually stick together and 
work dynamically. 

Keywords : context, appropriation, reality, expression, allegory, 
meta-painting

Student number : 201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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