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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채널로서의�레이어
:� 층위의�중첩을�통해�새로운�의미의�길을�트다

강의�소개:�최근�현대미술계에서�각광받는�화가들을�살펴보면,�화면의�복합적�중첩을�통해�

새로운�회화적�실험을�모색하는�경우가�적지�않다는�사실을�알�수�있다.� 화가�입장에서,�컴퓨팅�

환경이나,� 스마트�기기의�그래픽�인터페이스가�제공하는�시각적�경험에�부합하기�위한�노력일�

수도�있겠지만,�굳이�그러한�경험을�회화로�번안하려�드는�이유는�무엇일까?�산업화�초기에�

자동차를�대리석�조각으로�정교하게�재현하고자�애썼던�조각가/건축가�카미유�르페브르의� <에밀�

르바소르�기념비>(1907)의�사례처럼,�시대착오적인�노력인�것은�아닐까?�또,�이런�화면�중첩의�

문법은,�언제�누가�시작한�것일까?� (부가�질문:�투명�혹은�반투명의�형태로�중첩하며�축적되는�

세계상은,� 장차�어떤�양질전환의�단계에�도달하게�될까?)

_� 현대성의�재인식:�현대성을�추동해낸�인식론적�전환의�실체는�무엇이었나?

1차�세계대전�이후의�아방가르드�미술과�모더니즘의�형성은,�자연주의적�재현�회화(눈속임�

미술)의�죽음을�전제로�한�것이었고,�전후�모더니즘의�발흥은�그�과정을�북미를�중심으로�

반복-심화-확장시킨�과결에�다름�아니었다.�반면,� 1968년�이후의�새로운�아방가르드적�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의�형성은,� 모더니즘,�특히�추상미술의�죽음을�전제로�한�것이었다.� 전지구화를�

추동해온�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시스템이�근본적�한계를�드러낸� 2008년�이후의�새로운�

시공에서,� 우리는�전지구화�시대의�다문화주의적�통치성과�결탁해온�사회�비판적�

포스트모더니즘,� 특히�비미술적�재료를�포괄하며�담론적�장소�특정성을�추구해온�설치미술의�

죽음을�대면하거나�혹은�외면하고�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죽음을�전제로�한�새로운�미술의�

태동은,�급변하는�오늘의�세상에서�어떤�역할을�수행할�수�있을까?� (예컨대,� 2016년도�

광주비엔날레의�주제는� “예술은�무엇을�하는가?”였는데,�전시에�참가한�그�누구도�마땅한�답은�

내놓지�못했다.)

현대미술의�현대성은,�순수평면과�순수매스와�순수공간에�대한�메타-인식을�전제로�

했더랬다.� 16세기�이래�유럽에서�현대적�원근법이�형성-발전하는�과정에서,�미술가들은�회화의�

접면을�순수평면(pure� surface[reinen� Fläche])으로�인식하기�시작했고,�그와�함께�조소/조각의�
접면을�순수매스(pure� mass[reinen�Masse])로�인식하기�시작했다.� 하지만,� 현대적�원근법의�

의의를�비평적�시점에서�메타-고찰하게�된�것은,�기껏해야� 1890년대�이후의�일이었다.� 현대적�

원근법을�메타-비평하려는�태도를�드러낸�것은,� 폴�세잔(Paul� Cézanne,� 1839-1906)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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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이�처음이었고,�대략�두�세대�이후에야�그에�상응하는�의식을�지닌�미술사학자들이�

등장했다.

하인리히�뵐플린(Heinrich�Wölfflin,� 1867-1945)이� 1915년�출간한�저작� <미술사의�기초�
개념:�근세�미술에�있어서의�양식�발전의�문제(Principles� of� Art� History:�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of� Style� in� Early� Modern� Art[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Das�

Problem� der� Stilentwicklung� in� der� neueren� Kunst])>에서� 16세기�미술과� 17세기�미술�

사이에�존재하는�질적�전환의�성격을�규명한�것,� 에르빈�파노프스키가� 1927년에�출간한�저작�

<상징�형식으로서의�원근법(Perspective� as� Symbolic� Form[Die� Perspektive� als� "symbolische�

Form"])>에서�현대적�원근법의�역사적�의의와�작동�방식을�규명해냈던�것,�앨프리드�바�

주니어가� 1929년�뉴욕�현대미술관의�첫�전시로�기획한� <세잔느,� 고갱,�쇠라,�반�고흐(Cézanne,�
Gauguin,� Seurat,� van� Gogh)>에서�화이트큐브의�전시�문법을�제시해�유럽현대미술의�역사를�

재고찰해냈던�것,�이�세�가지�모두,� 16세기�이래의�현대적�원근법이�형성된�과정과�그�의의를�

비평적�시점을�통해�재인식하는�과정에서,� 순수평면을�메타�고찰의�공간으로�상정하게�된�

귀결에�다름�아니었다.�이와�같은�인식론적�전환은�거의�즉각적으로�모더니즘을�추동해냈고,�

곳곳에서�현대미술의�크고�작은�성취가�이어졌다.

회화의�순수평면과�조각의�순수매스에�상응하는�것이�순수공간,�즉�화이트큐브였다면,�

화이트큐브에�부합하는�새로운�현대적�미술로서�북미에서�보다�심화-확장된�양태로�재연된�

아방가르드가,�추상표현주의와�색면추상과�미니멀리즘이었던�셈이다.�화이트큐브의�갤러리가�

처음으로�시도된�곳은� 1898년에�개관한�빈�분리파�전시관(Wiener� Secessionsgebäude)이었다고�
하지만,�양차대전�사이의�기간에�미술사�고찰을�위한�화이트큐브는�유럽�주요�미술관의�전시�

문법으로�온전히�자리�잡지�못했다.

하면,�이에�상당하는� 21세기의�인식론적�전환은�어떤�것일까.

컴퓨팅�인터페이스를�통해,�즉�인간-컴퓨터�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을�

통해�이미지/오브제�정보를�다루는�과정에서,� 사용자-인간(user-human)은�서서히�

이미지/오브제�정보의�층위를�인식하게�됐고,� 그것이�조작�가능한�장으로서의�레이어라는�

새로운�채널�개념의�창출을�낳았다.�순수평면으로�인식된�창의�메타�채널화와�중첩이�낳은�

귀결이�레이어(혹은�순수레이어:� pure� layer)라면,�순수매스로�인식된�객체-공간의�메타�

채널화와�중첩이�낳은�귀결이�렌더레이어(혹은�순수렌더레이어:� pure� render� layer)쯤�된다.�

하면,�그에�상응하는�새로운�공간은?�증강�현실이니�VR이니�하는�것은,�개발자�시점의�

이야기고,� 스마트�기술로�재매개된(remediated)� 레이어를�임베드한�공간과�그에�대응하는�

새로운�인식의�대두에�주목하는�것이�옳다.� 즉,�임베디드�레이어가�레이어와�렌더�레이어에�

상응하는�인식론적/개념적�장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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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레이어라는�조작�가능한�시각장은,� 쉽게�말하면,�두�단계에�걸친�도약을�통해�

형성됐다.�방법론이자�상징�형식이었던�현대적�원근법이�HCI�작업�환경으로�재매개되는�길고�

긴�과정의�한�국면에서,�거의�동시다발적으로�레이어를�구현-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프라-스트럭처가�확충됐고,�그에�힘입어,� 레이어는�방법론적�개념으로서�제1차�

도약에�성공했다.� 이후�스마트�기술이�폭�넓게�확산하는�과정에서,�레이어의�방법론은,�작업�

방식�이상의�의의를�지니는�상징�형식으로서�변조-맥락화되며�새로이� 2차적�도약에�성공하고�

있다.

레이어를�메타�공간으로�상정하는�이들은�아직�이론적으로�온전히�규명되지�않은�상태고,�

따라서�여러�혼선이�빚어지고�있지만(예컨대,�히토�슈타이얼의�담론과�작업은�정말�

포스트-인터넷�하이프에�부합하기만�했을까?),� 어찌�됐든�새로운�시각성에�부합하는�유의미한�

작업들은�이미�상당한�양으로�축적된�상황이다.�또한,�뉴미디어(레브�마노비치가�조작적으로�

재정의한,� 역사적�개념으로서의�뉴미디어)에�의해�재매개된�인터페이스를�상징�형식으로서�

다뤄온�작가들과,�레이어를�상징�형식으로서�다뤄온�작가들은,�각각�별도의�리그로�간주돼왔고,�

또�상호교류도�미미했다.�하지만,�앞으론�달라져야�할�테다.�그�두�계보�사이엔,�명확한�연관성�

혹은�유사동형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_�시각�미디어를�기동시키는�기술�환경의�변환/변동에�대응해온�현대미술�재창안의�계보

19세기-20세기�초,� 과학-기술이�급격히�발전함에�따라�사진술을�중심으로�한�광학�기술이�

대중화했고,�그를�통해�세상을�보는�법이�변화했더랬다.�회화의�존재�방식이�인지적�영점�

조절을�통해�재정의돼야�했을�때,�폴�세잔이�조용히�첫�성취를�이뤘다.� 1890년대의�일이었다.�

사진술�등�광학�기술의�발달에�의해�형성된�리얼리티의�감각을�구식�회화의�방법으로�

포착하려고�애썼던�리얼리즘의�개척자들,�그러니까�귀스타브�쿠르베�같은�정치적�미술가들은,�

리얼리즘�문학의�서사적�그늘에서�단�한�번도�벗어나지�못했고,�사진술�시대의�회화가�어찌�

변화해야�하는가에�대한�명확한�인식�또한�결여하고�있었다.�하면,�세잔은�어떻게�현대회화의�

새로운�장으로�위대한�발걸음을�뗄�수�있었을까.�어떻게�그는�매체�변환의�역사적�추동을�

감지하고,� 그에�대응하는�새로운�그리기�방식을�망상-실현해낼�수�있었을까.

미술계의�비평적�대중의�입장에서,�사진술�등�광학�기술이�어떻게�미술이�인지-인식되는�

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일으켰는가를�이해할�수�있게�된�때는,�아마도�존�버저(John� Berger,�

1926-2017)의� <보는�방법(Ways� of� Seeing)>이�방송된� 1972년이었을�것이다.�하면,�사진�

이미지—사진�촬영을�통해�복제�유포되는�회화를�포함하는—의�기호학적�해석에�의해�새로이�

조절된�영점에서,�회화를�재창안해낸�미술가는�누구였을까.�논란의�여지가�있겠으나,�데이비드�

샐리와�줄리언�슈나벨�등의�포스트모더니즘� 1세대—요즘은�편의상� ‘그림들�세대’라고�

불리는—였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데이비드�샐리[David� Salle,� 1952-]와�줄리언�

슈나벨[Julian� Schnabel,� 1951-]�모두�저희�작업�세계의�출발점을�대략� 1973년으로�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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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예외적으로�남보다�몇�세대를�앞선�개척자를�찾자면,� 얼마든지�다른�사람들을�언급할�

수�있다.�다시�말해,�사이키델릭한�다중�노출�사진�작업을�통해,�회화�표면상에서�이미지를�

중첩하는�실험의�단계로�나아갔던�지그마�폴카(Sigmar� Polke,� 1941-2010)가�있었고,�또�만�

레이[Man� Ray,� 1890-1976]의�레이요그램이나�라슬로�모호이너지(László Moholy-Nagy,�
1895-1946)의�포토그램�등을�통해,�다중�이미지의�상징�효과에�눈을�떴던�프랑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가�있었다.�하지만,�지그마�폴카는�독일식�팝아티스트로�

이해되는�것이�일반적이었고,� 또�프랑시스�피카비아는�망작을�다수�제작한�아마추어적인�

초현실주의자로�이해되는�것이�보통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논쟁이�한창이던�시절,�잠시�

프랑시스�피카비아를�재평가하려는�흐름이�일었지만,�금세�관심이�사그라들었던�바�있다.�한데,�

최근에야�비로소�보다�확실한�양태로�재평가가�이뤄졌으니,�역사의�전회[轉回,� Kehre]란�참으로�
묘하다.)

그러나,�평론가�로버트�휴즈(Robert� Hughes,� 1938-2012)라면,�로버트�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야말로�전후의�이미지�대량�복제-유포�시대의�상황에�비평적으로�

대응하는�회화와�조각을�재창안해낸�장본인이라고�호통을�쳤을�테다.� 21세기�들어�전개된�

부조나�조각�형태의�회화나,�회화적�감각으로�전개된�부조나�조각이나�설치�작업들의�조상님을�

찾고�일련의�계보를�그리자면,�라우션버그의�콤바인�페인팅을�언급하지�않을�도리가�없기도�

하다.�게다가�라우션버그는,�현대음악과�현대무용에까지�지대한�영향을�미쳤기�때문에,�또한�

1966(1967)년에�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를�공동�조직해�테크놀로지와�

결합하는�현대미술을�촉구-후원한�바�있기�때문에,� 사실상�거의�모든�컨템퍼러리�아트의�

조상님으로�지목될�수�있기도�하다.� (예를�들어,�얼마�전까지�크게�각광을�받았던�올라푸어�

엘리아손[Olafur� Eliasson,� 1967-]을�보면,� 주요�작업�상당수가�라우션버그의�초기�실험작을�

확대-재생산한�것이나�다름없기도�했다.)

근년에�문제적�의제로�떠오른,� ‘회화�등�현대미술에서�상징�형식으로�활용되는�레이어’를�

이야기하기�위해서,� 라우션버그는�반드시�거쳐야�하는�관문이�된다.� 이유는�두�가지다.� 첫째,�

1968년,�마르셀�뒤샹의� <큰�유리(Le� Grand� Verre)>(1915-1923)에�화답하는�뜻으로,�자신의�

실크스크린�회화를�다섯�장의�자동�개폐�유리문으로�분리-중첩해,�움직이는�다이어그램-기계를�

제작-전시한�바�있기�때문이다.�작품의�제목은� <지점(Solstice)>.� (관객은�그림�속으로�걸어�

들어가는�경험을�할�수�있다.�동지와�하지를�뜻하는�제목은,�유리문이�열리고�닫히는�주기와�

시각의�변화를�유비한다.)� 둘째,�뒤샹의� <회전�유리판(Rotary� Glass� Plates)>(1920)과� <회전�

부조(Rotoreliefs)>(1935)�연작의�문제의식을�계승한� <리볼버(Revolver>(1967)�연작에서,�

라우션버그는�자신의�실크스크린�회화를�다섯�장의�플렉시글라스로�분리-중첩해�자유자재로�

회전시키는�다이어그램-기계를�제시한�바�있기�때문이다.



- 5 -

하지만,�뉴미디어�시대의�시각성과�그에�비평적으로�대응하는�회화나�조각의�대두는,�

여전히�그�계보가�명확히�고찰-규명되지�않은�상태다.� 1968년�더글러스�엥겔바트(Douglas�

Engelbart,� 1925-2013)가�제록스�파크�연구소에서�개최한�시연회—오늘날� “모든�데모의�

어머니(The�Mother� of� All� Demos)”라고�불리는—에서�비로소�HCI와� GUI�개념을�갖춘�

컴퓨팅이�남상했고,� 앨런�케이(Alan� Kay,� 1940-)의� <다이너북(Dynabook)>(1972년�고안)�

프로젝트에서부터�컴퓨터가�기존의�모든�미디어를�흡수하는�상위�레벨의�메타미디어로�상상되기�

시작했다는,�레브�마노비치의�미디어�역사�해석에�동의한다면,�적어도�우리는�다음과�같은�

질문을�던져볼�수�있다.� 엥겔바트나�케이�이후의�컴퓨팅�기술�환경에서,�우리가�이미지,�연속된�

이미지,�사운드,�텍스트�등을�편집하고�공유할�수�있게�됐을�때,�그�가능성에�비평적으로�

대응하는�새로운�회화와�조각을�망상한�미술가는�누가�있었을까?

1968년� 8월� 1일�런던의�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사이버네틱�

세렌디피티(Cybernetic� Serendipity)>전이�개막하고,� 1968년� 11월� 27일�뉴욕�모마에서� <기계�

시대의�끝에서�본�기계(The�Machine� as� Seen� at� the� End� of� the� Mechanical� Age)>전이�

개막했을�때,� 이미�질문은�던져진�셈이었지만,�당시의�전시�자료에서� ‘회화와�조각이�재창안될�

수�있다’�혹은� ‘회화와�조각은�재창안돼야만�한다’는�생각을�해낸�미술가를�찾기는�어렵다.�

(비고:� 2017년� 11월� 13일�뉴욕�모마에서�개막했던� <생각하는�기계들(Thinking�

Machines:� Art� and� Design� in� the� Computer� Age,� 19591989)>은,�학예실의�주류라고�보기�

어려운�건축과�디자인�분과의�큐레이터와�미디어와�퍼포먼스�아트�분과의�큐레이터가�기획한�

전시였지만,�나름� <기계�시대의�끝에서�본�기계>전에�화답하는�성격을�띠고�있었다.)

1969년�하워드와이즈갤러리에서� <창조적�미디엄으로서의� TV(TV� as� a� Creative�

Medium)>전이,� 1970년� 1월� 21일�미�브랜다이스대학�로즈미술관에서� <시각과�텔레비전(Vision�

&� Television)>전이,� 1970년� 5월� 15일�오사카만국박람회에서� <미술과�테크놀로지(An� and�

Technology)>전(LA카운티미술관의�기획)이,� 1970년� 7월� 2일�뉴욕�모마에서�

<정보(Information)>전이,� 1970년� 9월� 16일�뉴욕�브룩클린의�유대인박물관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전이�개막했을�때도�마찬가지였다.�역시�미술가들의�관심은,�대체로�

새로운�미디어의�예술적�활용/혼용�가능성에�맞춰져�있었다.� (따라서,� 새로운�미디어�

테크놀로지와�미술의�혼성을�기대하는�흐름과�열기는,�비교적�빨리�잦아들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초반까지�쉽게�이뤄졌던�기업의�투자도,� 1970년대�중반�이후엔�급격히�

줄게�된다.� 돌이켜보면,�백남준(Nam� June� Paik,� 1932-2006)이,� 1974년� 1월�백-아베�비디오�

신서사이저로�제작한�신작� <글로벌�그루브(Global� Groove)>를�방송하고,�동시에�미�시라큐즈의�

에버슨미술관에서�풀서베이전이었던� <백남준:�비디아앤비디올로지� 1959~1973(Nam� June� Paik:�

Videa'n'Videology� 1959~1973)>를�개막하며�제�존재감을�만방에�과시했음에도�불구하고,� 이후�

결코�짧지�않은�슬럼프에�빠지고�말았던�것은,�시대�상황상�피하기�어려운�일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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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점에서�생각해볼�때,�다소�흥미로운�점�하나는,� 1960년대�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일었던,�다소�과장된�양태의� ‘예술과�기술의�새로운�조우에�관한�실험’이� 1990년대�

중후반에�새로운�모습으로�귀환했었다는�사실이다.� (비고:� 1919년�개교했던�바우하우스의�

슬로건이� “예술과�기술,�새로운�통합(Kunst� und� Technik� -� Eine� neue� Einheit,� Art� and�

Technology� -� A� new� Unity)”이었고,� 1923년엔�같은�제목으로�교수와�학생들이�힘을�모아�

전시를�열었던�사실도�상기해보자.)� 뉴미디어�담론과�포스트휴먼�담론�등을�등에�업고,�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은�특권적�영역을�구축해�구식�미디어로�창작하는�작가들을�거의�인위적으로�

도태시킬�수�있을�것처럼�행동하기도�했지만,� 뉴밀레니엄의�도래와�함께,� 뉴미디어아트의�

거품은�급속히�붕괴했다.

따라서,�인터넷�등장�이후의�미술을�새로운�각도에서�고찰한다는�것을�전제로�앞세운�채,�

‘포스트-인터넷�아트’라는�모호한�언표를�통해,�뉴미디어아트�몰락�이후의�확장된�넷아트,�즉�

인터넷�환경에�의해�재매개된�미술의�상황에�비평적으로�대응하는�미술을�총괄해보려�했던,�

2014-2015년을�전후로�한�일련의�흐름은,� 사실상� 1920년대의�미술과�기계/기술의�조응이�

야기한�네�번째�파도였다고�볼�수�있다.� 하면,�케런�아치(Karen� Archey)와�로빈�페컴(Robin�

Peckham)의�기획전� <아트�포스트-인터넷>(울렌스센터포컨템퍼러리아트,�

20140301-20150511)과,�라이언�트레카르틴(Ryan� Trecartin)과�로렌�코넬(Lauren� Cornell)의�

<2015�뉴뮤지엄트리엔날레:�관객을�에워싸라(2015� New�Museum� Triennial:� Surround�

Audience)>(뉴뮤지엄,� 20150225-20150524)�등에서�제시된�새로운�작가와�작업들은,�과연�

얼마나�새로웠을까?� (포스트인터넷이란�언표는� 2006년,� <라이좀(Rhizome)>의�편집자였던�작가�

마리사�올슨(Marisa� Olson)이�자신의�작업을�기존의�넷아트와�구별�짓기�위해�처음�사용한�

것으로�알려져�있다.� 한데� 2006년은,�뉴미디어아트계의�리더였던�페터�바이벨(Peter� Weibel)이�

스페인의�아트페어인� <아르코(ARCO)>에서�특별전� <포스트미디어의�조건(Postmedia�

Condition)>을�기획해,�사실상�뉴미디어아트의�실패를�선언했던�해이기도�했다.)�

1980년대�애플�컴퓨터의�등장에�비평적으로�화답한�현대미술을,�특히�회화와�조각을�

이야기해야�한다면,� 어떤�작품을�예시로�꼽을�수�있을까?� 1990년대�중반�이후의�고속�인터넷�

보급�이후의�미디어�상황에�비평적으로�화답한�현대미술�작업을�열�점�뽑는다면?�열�점을�

회화와�조각으로�국한한다면?� 2007년�출시된�아이폰�이후의�미디어�상황에�비평적으로�화답한�

현대미술�작업을�열�점�뽑는다면?�다시�그�열�점을�회화와�조각으로�국한한다면?

만약�누군가� ‘포스트-포토샵�아트’라는�말을�제시한다면,�어떤�판단유예의�비평적�괄호가�

형성될까?� (2012년� 9월�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미아�파인먼[Mia� Fineman]과�샤나�

로페스[Shana� Lopes]의�큐레이팅으로� <포토샵�이후:� 디지털�시대의�조작된�사진술(After�

Photoshop:� Manipulated� Photography� in� the� Digital� Age)>이�열린�바�있었으니,�누군가�

“포토샵�이후:�디지털�시대의�재창안된�회화”라는�전시를�기획해봄직도�했다.)�어도비포토샵과�

어도비일레스트레이터를�활용해�회화를�재창안해낸�작가로는�제프�쿤스를�꼽을�수도�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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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의�기본�기능을�활용해�추상회화의�문법을�갱신하고�더�나아가�관계미학의�방법까지�

재매개해버린�인물로는�홍승혜(1959-)를�이야기하지�않을�수�없을�테다.

한편,�포스트인터넷�담론의�주요�논자�가운데�한�명인�진�맥휴(Gene� McHugh)는,�이렇게�

상황을�설명한�바�있다:� “인터넷�세상에서�온�미술은�미술계의�컨벤션에�맞춰�돌연변이를�

일으킨다.�그런�작업이�자신을�보다�더�미술계�미술처럼�변이시킴에�따라,� 미술계�미술도�

인터넷처럼�변이한다(Art� from� the� Internet� world� that� mutates� to� the� conventions� of� the�

art� world.� As� the� work� mutates� itself� to� become� more� like� art� world� art,� the� work�

mutates� art� world� art� to� become� more� like� the� Internet).”� 이러한�포스트-2008년형�진단을�

염두에�두고� ‘포스트-포토샵�아트’를�생각하자면,�인터넷과�포토샵과�출력기�미학을�잘�버무려�

회화를�재창안해낸� 2010년대의�주인공으론,�켈리�워커(Kelly� Walker,� 1969-)와�웨이드�

가이튼(Wade� Guyton,� 1972-)� 등을�꼽을�수�있었다.

자�그러면,�이제�중층�구조의�회화를�실험한�구체적�대표�사례들을�살펴보도록�하자.

_�중층�화면의�구조를�상징�형식�삼아�실험한�현대미술가들

중층적�화면을�통해�원근법�회화의�도상해석학적�한계를�극복하려는�충동은,�초현실주의자�

프란시스�피카비아에�연원한다는�것이�통설이다.�그러나,�다중�이미지를�그려낸�피카비아의�

1920년대�후반-1930년대�초반의�그림들(‘투명성[Transparence]’� 연작으로�불리는)은,�다중�노출�

사진에서�영향�받은�것으로,�딱히�층위(레이어)�개념을�장치한�결과는�아니었고,� 당대에�큰�

반향을�일으키지도�못했다.� 전후�추상미술은�중층�회화의�실험을�도외시했기에,�피카비아의�

유산은�그대로�잊혀지는가�싶었지만,�뜻밖에도,� 자본주의�리얼리즘을�주창한�동독�출신의�화가�

지그마�폴카가�그�바통을�이었다.

도01.

프란시스�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

<종말의�어린양과�스페인�여성(Espagnole� et� agneau� de� l'apocalypse)>

1927-28년�추정

종이에�과슈,� 수채화,� 잉크

65×50cm

개인�소장

*스페인의�민속복장�만티야를�입은�여성�위로�그려진�것들로,�섬유�패턴과�남자의�손�

등을�꼽을�수�있지만,�가장�두드러지는�이미지는� 12세기�카탈루냐의�프레스코� <종말의�

어린양(Lamb� of� the� Apocalypse)>에서�인용한�일곱�눈의�속죄양이다.

폴카는� 1960년대�후반,� 미국식�팝아트를�독일화하는�실험을�꾸준히�전개했는데,� 스크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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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을�확대해서�캔버스에�옮겨�그리는�과정에서�그가�주목한�것은� ‘망점’이었다.�그는�

다종다양한�망점을�확대-강조해�그림으로써�환영의�환영성을�폭로하고,�또�각기�다른�이미지를�

중첩시킴으로써�새로운�의미를�창출할�수�있었다.� 폴카는�망점이�광고�이미지로�넘쳐나는�

현대사회의�환영을�지탱하는�비가시적�층위이자,� 그�환영의�공허한�본질을�폭로할�적절한�

알레고리�장치라고�믿었으며,� 망점을�드러내는�이미지의�중첩을�통해�제�회화의�화면을�역사적�

문제들을�수렴해내는�비평적�채널로�삼을�수�있으리라�기대했다.

도02.

지그마�폴카(Sigmar� Polke,� 1941-2010)

<여자친구(Freundinnen)>

1965/1966년

캔버스에�유채

150×190cm

요제프�프뢰리히(Josef� Froehlich)� 소장

*1960년대의�작업�특징을�잘�보여주는�망점�회화.

하지만,� 1970년대�중반�동료�게르하르트�리히터가�팝아트의�한계를�뛰어넘어�유형학적�

사진회화의�방법론을�개척하는�동안,�폴카는�각종�마약을�즐기며�사이키델릭한�중첩�화면에�

심취했다.� (결과적으로�초현실주의를�계승한�것처럼�뵌다.)� 1970년대의�폴카는�망점에만�

집착하지�않고,�종종�캔버스의�내부�구조를�간접적으로�드러내는�화면�분할을�전제로�삼은�채,�

미국화하는�소비문화의�오늘을,�수집한�이미지의�중첩�레이어—페인트�스프레이와�스텐실�

마스킹을�적극�활용한—로�풍자하고�또�풍자했다.

화면을�중첩하는�실험의�바통은� 1980년대에�이르러,� ‘포스트모던�회화의�기수’로�

각광받았던�데이비드�샐리(David� Salle,� 1952-)에게�이어졌다.� 샐리는�MTV�화면처럼�분할된�

캔버스를�활용해�다양한�이미지를�인용-중첩시켰다.�언제나�그의�그림은�그가�의도한�것�이상의�

메시지를�발생시켰고,�옹호자들은�회화의�서사적�능력을�새로운�차원에서�부활시켰다고�

칭송했다.�하지만,�비판자들은�화가�자신이�잘�알지도�못하는�시각�기호를�마구잡이로�

인용해놓은�화면을�과잉�독해하는�것은�넌센스고,�방법론적으로�보면�장식적�패스티시에�

불과하다고�평가�절하했다.

도03.

데이비드�샐리(David� Salle,� 1952-)

<우리는�자루를�흔들거야(We'll� Shake� the� Bag)>

1980년

캔버스에�아크릴릭

121.9×182.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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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회에서�입으로�뭔가를�떼어�먹으려�애쓰는�소년들의�이미지와�정사�직후의�성인�

이미지를�중첩해�맥락�차원의�소격�효과를�창출하고�있다.

1990년대�초반�데이비스�샐리가�완전히�주저앉은�어떤�지점에서,� 제프�쿤스(Jeff� Koons,�

1955-)의�중층�회화가�등장했다.�쿤스는�샐리를�서서히�집어삼키는�과정에서,� ‘레이어�

회화’(상이한�이미지를�중층�구조의�화면에�축적함으로�비평적�소격�효과를�발휘하는�그림)의�

계보에�대한�자의식을�획득한�것으로�뵌다.� 특기할만한�변화는,� 2008년부터�화면에�망점이�

등장하기�시작한�것.� 폴카가�말기암으로�투병중이라는�소문이�미술계에�돈�뒤의�일이었다.

제프�쿤스는�다의성을�띠는�명료하고�정교한�오브제�작업으로�유명하지만,� 그의�평면�회화�

작업도�입체�작업에�버금가게�훌륭하고�또�문제적이다.�작가가�진지한�자세로�회화에�임하기�

시작한�것은,� 1994-1995년경,� <축하(Celebration)>� 연작을�전개하면서부터였다.� <축하>�연작의�

주력�작업은,� 널리�알려졌듯이,� 각종�기념일에�주고받는�선물의�형상을,� 채색�코팅한�고광택�

스테인리스스틸�조각으로�구현해놓은�대형�조각품들이다.�기술적�문제를�해결하지�못해,�

1994-1995년에�구상한�작업들이�실물로�귀결되기�시작한�것은,� 1999-2000년�이후의�일.�

오히려,� <축하>�연작에서�조각에�앞서�등장한�것이,� 회화였다.

<축하>�연작의�회화는,�즉물성을�추구하는�미국식�포토리얼리즘의�전통을�따르는�다소�

평이한�모습이었지만,� 1999년의� <이지펀(Easyfun)>� 연작에�속하는�그림들은�양상이�달랐다.�

사진�콜라주처럼�교차�중첩하는�이미지들이�화면에�나타나기�시작한�것.� 이후�화면�중첩의�

충동은� 2000-2002년의� <이지펀-이더리얼(Easyfun-Ethereal)>에서�본격화하는데,� 이�시리즈는�

(오브제�작업�대신)�회화가�주축을�이룬다는�점에서�또�특별했다.

도04.

제프�쿤스(Jeff� Koons,� 1955-)

<폐품처리장(Junkyard)>

2002년

캔버스에�유채

259.1×350.5cm

시어�웨스트리치�와그거와�이선�와그너�부부(Thea� Westreich�Wagner� and� Ethan�

Wagner)� 소장

*노상�매매춘과�관련된�은어적�이미지를�모아�중첩해놓은�화면.� /�

<이지펀-이더리얼(Easyfun-Ethereal)>�연작의�하나.

쿤스는�광고인들이�이용하는�레디메이드�사진� DB처럼�성적�페티시의�이미지를�수집해�제�

작업의�데이터베이스로�삼고,� 그것들을�괴이한�방식으로�중첩시켜�낯익은�이미지들로부터�

최대한�낯설고�불유쾌한�느낌을�도출해냈다.�물리적�제작�과정도�특별하다.� 작가가�직접�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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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이�되는�사진/포토샵�이미지를�제작하면,�그것을�컬러리스트�조수가�이어받는다.�

컬러리스트�조수는�일일이�색면을�분할하고�각�면에�적용할�색상을�미리�선별�혹은�배합한�뒤,�

분류를�위해�이름까지�붙여�팔레트를�준비한다.�그러면,�다시�새로운�붓질�작업�담당자가�

배정된다.�채색을�맡은�조수는,�프로젝터로�열쇠�이미지를�캔버스에�투사하고,�컬러리스트의�

면분할을�화면에�옮긴다.� (요즘은�사전에�작업�계획�이미지를�일러스트레이터에서�벡터�

이미지로�면을�일일이�분할하고,� 그를�이용해�컷-아웃�마스킹을�출력해�채색�작업에�활용한다.)�

그�다음부터는�정교하게�각�면을�지정된�색으로�칠하는�지루한�노동이�반복된다.�세밀한�면을�

제작하는데�사용되는�붓은� 0호�이하의�세필.�한�점을�제작하는데,�최소� 6개월�이상,�길면� 1년�

정도의�기간이�소요된다고�한다.

그렇다면,� 기호학적�등치를�이루는�이미지를�중첩해놓은�동어반복적�화면에서�관객이�

읽거나�감지하게�되는�것은�무엇일까?�현대사회에서�소비되고�있는�성적�페시티의�이미지를�

중첩해놓은�화면이�추적하는�것은,�리비도를�시각화해온�인류�문화의�계보�그�자체인�것은�

아닐까?

2007년작� <자유의�종(Liberty� Bell)>—<헐크-엘비스(Hulk� Elvis)>�연작에�속하는—은�

지금까지�발표된�제프�쿤스의�중첩�회화�가운데,� 작가의�방법론적�특질을�가장�잘�보여주는�

대표작이다.�제목이�지시하는� ‘자유의�종’은�미합중국의�독립을�상징하는�기념물로,�미�

펜실베니아주�필라델피아시에�위치한�자유의종센터(Liberty� Bell� Center)에�소장돼있는데,� 보기�

좋게�금이�쩍�가있는�모습으로�유명하다.� (미국의�독립운동을�이끈�정치인이자�법률가였던�존�

마샬[John� Marshall]이�서거한�뒤에�금이�갔다는�근거�없는�전설이�있다.)

도판05.

제프�쿤스(Jeff� Koons,� 1955-)

<자유의�종(Liberty� Bell)>

2007년

캔버스에�유채

259.1×350.5cm

아테네,�다키스�조아누(Dakis� Joannou)�소장

*<헐크-엘비스(Hulk� Elvis)>�연작의�하나.

그림�한가운데,�그리고�그림의�층위에서도�다시�한가운데�위치한�자유의�종은,�

하이퍼리얼리즘�화풍으로�그려져있고,�그�아래의�층위에�증기�자동차와�밀려오는�파도가�백색�

라인�드로잉�이미지로�삽입돼있고,�다시�그�아래로�하늘색�배경과�함께�작가의�전유�조각�

작업인� <헐크>가�하이퍼리얼리즘�화풍으로�두�번�반복�삽입돼있다.�자유의�종�바로�위의�

층위엔�서로�마주보며�웃고�있는�뽀빠이와�올리브가�노란색�라인�드로잉�이미지로�중첩됐고,�

다시�그�위엔�머리에�꽃을�꽂으며�유혹적�시선으로�관람자를�바라보는�일본�춘화의�게이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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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라인�드로잉�이미지로�중첩돼있다.

도판06.

제프�쿤스(Jeff� Koons,� 1955-)

<자유의�종(Liberty� Bell)>

200614년

청동,�연철,� 주철,�강철,�나무,� 다중�도색

에디션� 1/3

개인�소장

*원본과�기술적으로�거의�동일한�모사품이다.�작가는�이를� “변조된�레디메이드”라고�

부르는데,� 미�펜실베니아주�필라델피아시의�자유의종센터에�소장된�원본�자체도�수차례�

재주조되고�수리된�흥미로운�역사의�층을�품고�있다.� /� <헐크-엘비스(Hulk� Elvis)>� 연작의�

하나.

또�하나�흥미로운�점은,�제프�쿤스가� 2014년� 6월� 27일�휘트니미술관에서�개막한�대규모�

회고전—휘트니미술관이�브로이어�빌딩�시대를�마무리하는�피날레�전시이기도�했던—에서,�

자유의�종�모사품을�제�신작�가운데�하나로�제시했다는�사실이다.� 그는� 8년의�노력�끝에� 3D�

스캐닝,� 3D� 렌더링,� 3D�프린팅�등�첨단�기술의�도움을�받아�원본과�거의�완벽하게�똑같다고�볼�

수�있는�복제품을�만드는�데�성공했다.�원본의�스캐닝과�스캔�데이터를�구성하는�작업은�

다이렉트�다인멘션즈(Direct� Dimensions)사가�맡았고,� 렌더링은�쿤스의�스튜디오가�직접,�종의�

제작은�주식회사�아르놀트(Arnold� AG)가�진행했다.�공정을�기획하고�관리하고�감독하는�일은�

언제나�쿤스�본인의�몫.� 복제품은�각�부품의�금속�성분까지도�원본과�거의�동일한데,�이렇게�

제작된�기술적�등가물�양태의�작업을,�작가는� “변조된�레디메이드(altered� readymade)”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제프�쿤스의�회화�작업�일부는,�입체�작업의�예고편이�되는�것인가?�아니면,�

쿤스의�어떤�회화�작업은,� 제�입체�작업보다�먼저�현실에�도착한,�물신적�망상의�초상화가�되는�

셈이려나?� ///

[보조자료01]� 지그마� 폴카의� <감시탑(사냥망루)>(1984)

지그마� 폴카(Sigmar� Polke,� 1941-2010)는,� 여기저기서� 차용한� 이미지를�다층적인� 화면� 구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상충시킴으로써,� 현대소비사회의�모순과� 전후� 독일�중산층의� 허위의식에�

풍자적으로� 대응해온�독일의� 대화가다.� 폴카의� 미술사적�업적은,� 1960년대� 미국의�팝아트를�

독일화하는� 과정에서� ‘회화가� 의미를�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척한� 데� 있다.�

동독에서� 태어난�폴카는� 12살에�서독으로� 이주,� 뒤셀도르프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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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교� 재학생이던�그는,� 동독을�탈출한� 친구인� 게르하르트�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콘라트� 루엑(Konrad� Lueg,� 1939-1996;� 후에� 화가를� 그만두고�콘라트� 피셔란� 본명으로�화상이� 된)�

등과� 함께,� ‘자본주의�리얼리즘(Kapitalistischen� Realismus[Capitalist� Realism])’을� 주창했다.�

‘자본주의�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일견� 사회주의�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에� 화답하는� 작명�

같지만,� 실은� 형식만� 있고�정치적� 메시지는� 결여한�미국식� 팝아트에� 비평적으로�대응하겠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식� 팝아트의�형식을� 뒤틀어� 전후�자본주의와� 그� 소비문화를�비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것.� (비고:� 폴카와� 그의�동료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이�한창이던� 때� 나치�

독일에서� 태어난�이들로,� 패전의�폐허에서� 국가가� 반으로�갈려� 각기� 상이한�모습으로� 재건되는�

과정을� 직접�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이다.)

폴카의� 회화는�독특한� 방법론으로� 일찌감치�주목을� 받았다.� (독일� 베를린의� 진보적�화랑이었던�

르네블록갤러리[Galerie� René Block]에서� 첫� 개인전을� 연� 것이� 1966년의�일이다.)� 그는,� 스크랩한�
인쇄물을� 확대해서�캔버스에� 옮겨� 그리는�과정에서,� '망점'이� 가진� 상징적�의미를� 발견했다.� 회화와�

사진을� 비롯한�모든� 이미지는� 인쇄�과정을� 거치면서� 망점으로�전환된다.� 폴카는� 망점이� 광고�

이미지로� 넘쳐나는�현대사회의� 환영을� 지탱하는�비가시적� 층위이자,� 그� 환영의� 공허한�본질을�

폭로할� 적절한�알레고리� 장치라고� 생각했으며,� 망점을� 드러내는�이미지의� 중첩을� 통해�제� 회화의�

화면을� 역사적�문제들을� 수렴해내는� 비평적�채널로� 삼을� 수� 있으리라� 희망했다.

하지만,� 1970년대�중반� 동료� 리히터가�팝아트의� 한계를� 뛰어넘어�유형학적� 사진회화의�

방법론을� 개척하는�동안,� 폴카는�각종� 마약을� 즐기며�사이키델릭한� 중첩� 화면에�심취했다.�

1970년대의� 폴카는� 망점에만�집착하지� 않고,� 종종� 캔버스의� 내부�구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화면�

분할을� 전제로�삼은� 채,� 미국화하는� 소비문화의� 오늘을,� 수집한� 이미지의�중첩� 레이어--페인트�

스프레이와� 스텐실�마스킹을� 적극� 활용한--로� 풍자하고� 또� 풍자했다.� (화가의� 눈에,� 미국식�

소비문화를� 받아들인�독일�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은,� 차마� 제� 정신으론� 못� 견뎌낼�꼴불견이었던�

모양이다.)

1980년대에는� 동료� 루엑이�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천착했던� 패턴�회화를� 집어삼켰다.� (그�

전조는� 이미� 1970년대에�나타난� 바� 있다.)� 루엑은� 벽지�포장지� 옷감� 등� 레디메이드/버내큘러�패턴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비적으로� 짜깁기해�비평적� 화면--추상화나� 옵아트�같은� 화면으로� 회화의�

환영성을� 유희하는--을� 구성한다는� 전략을� 취했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폴카의� 최전성기를�

1970년대로� 꼽는� 것과�달리,� 실제�폴카의� 방법론적� 특징을�한데� 집적한� 작업들은� 1980년대에�

나왔다.

1984년작� <감시탑(사냥망루)(Watchtower[Hochsitz])>은,� 폴카의� 1980년대를� 잘� 보여주는�

음울한� 그림으로,� 키치풍의� 회화적�패턴을� 구현한� 두� 가지� 레디메이드� 옷감--동독에서�제작했을�

법한--을� 박음질�해� 이어붙이고� 캔버스�스트레처에� 결박한� 뒤,� 그� 위에�안료� 가루를� 발라�암울한�

톤을� 만들고,� 그� 위로�감시탑� 모양의� 종이�스텐실을� 얹어놓고� 페인트�스프레이를� 뿌려� 유령�같은�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약간의� 붓질과�물감� 뿌리기로� 회화적�다이어그램을� 곁들여놓았다.� (비고:�

가까이� 서서�들여다보면,� 천을�통해� 스트레처의� 구조가�비쳐� 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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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냉전에�대한� 비판적� 알레고리인가?� 저� 망령된�감시탑은� 나치� 시대의�것인가?� 혹은,�

동서독을� 가르는�장벽에� 설치됐던� 망루인가?� 부제� “사냥망루”는,� 나치� 시대�수용소나� 베를린� 장벽의�

감시탑이� 사냥망루와�다름없(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저� 사냥꾼들의�망루를� 옮겨놓은�

이미지인데,� 보는� 이의� 마음속에�존재하는� 역사적� 콤플렉스의�버튼이� 눌리는� 것일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 그림은�곧� 실현될� 탈냉전의�시대를� 예언한� 것처럼�독해되기도� 한다.� (비고:�

베를린� 장벽은� 1989년� 붕괴했다.)

폴카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두각을� 나타낸� 아랫세대의�신구상주의자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국제적� 명성과�상업적� 성공도� 그와�함께� 공고해졌다.� 특히� 1980년대의� 미국�

현대미술계는,� 새로운� 청년작가군--로버트�롱고,� 셰리�레빈,� 신디�셔먼,�줄리앙�슈나벨,�에릭�피슬,�

데이비드�샐�등--이�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차용한� 이미지로�가득했다.� 그때� 폴카는,� ‘이미�

1970년대에� 유사한� 방법으로�기호학적� 그리기를� 실천한�독일의� 현자’로� 미국� 시장에� 소개되면서,�

자연스레� 주가를�올릴� 수� 있었다.� (작가는� 1986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작업� 세계를�회고할� 때� 강조되는�폴카의� 양가적� 면모,� 즉� 1970년대에� 팽배했던� ‘구상� 회화의�

죽음’이라는�시대� 의식에� 반기를�들고,� 회화의�문명사적� 논평� 기능을�회복해낸� 영웅의� 얼굴과,�

재현과� 추상의�이항대립과� 회화의� 무용성을�담담히� 고찰한� 우울한�비평가의� 얼굴이란� 것도,� 모두�

198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미술계를�강타하는� 과정에서� 확립된�이미지다.�

1990년대� 내내� 부진했던�그는,� (20)00년대에�들어� 제� 작업�세계를� 회고하며� 비평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펼쳤고,� 뜻밖에�말년성의� 제2전성기를� 맞았으나,� 2010년� 6월� 10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떴다.� ///

도판01.

지그마� 폴카(Sigmar� Polke,� 1941-2010)

<여자친구(Freundinnen)>

1965/1966년

캔버스에� 유채

150x190cm

요제프� 프뢰리히(Josef� Froehlich)� 소장

©� 2014� Estate� of� Sigmar� Polke�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G�

Bild-Kunst,� Bonn,� Germany

*1960년대의� 작업� 특징을�잘� 보여주는� 망점�회화.

도판02.

지그마� 폴카(Sigmar� Polke,� 1941-2010)

<슈퍼마켓들(Supermarkets)>

1976년

캔버스에� 고정된�종이에� 과슈,� 스프레이� 페인트,� 에나멜,� 펠트-팁� 펜,� 아크릴�채색과� 콜라주

204x291.5cm

함부르크�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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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state� of� Sigmar� Polke�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G�

Bild-Kunst,� Bonn,� Germany

*1970년대의� 작업� 특징을�잘� 보여주는� 중층�회화.

도판03.

지그마� 폴카(Sigmar� Polke,� 1941-2010)

<감시탑(사냥망루)(Watchtower[Hochsitz])>

1984년

패턴을� 구현한�천에� 합성� 폴리머�물감과� 안료� 가루

300x224.8cm

뉴욕현대미술관(MoMA)� 소장

©� 2014� Estate� of� Sigmar� Polke/�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VG�

Bild‑Kunst,� Bonn
*1980년대에� 비로소� 정점에�도달한,� 폴카의�회화적�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보조자료02]� 제프� 쿤스의� <자유의� 종>(2007)

제프� 쿤스(Jeff� Koons,� 1955-)의� 초기� 회화� 작업은�볼품이� 없었다.� 1986년� 전개한�

<사치품-가치절하(Luxury-Degradation)>� 연작에서� 작가가�회화로� 제시한� 작품들은,� “오일�

페인팅”이라고� 호명되긴�했지만,� 진짜�손으로� 그린� 그림이�아니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구한�

오리지널� 필름을�다시� 스캔해� 캔버스에�오일� 잉크로� 인쇄한�결과물은,� 레디메이드�이미지를�

전유하는� 방법을�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고안해낸� 꼼수에� 불과했다.� (재촬영을� 통한�전유는,� 이미�

셰리� 레빈이나�리처드� 프린스가� 차지한�방법이었다는� 걸� 상기하자.)

캔버스에� 오일�잉크로� 인쇄한� 결과물을�회화로� 제시하는� 기만적�전술은,� 1989-1991년의�

<메이드�인� 헤븐(Made� in� Heaven)>� 연작--포르노� 스타인�치치올리나(일로나�스톨러)(Ilona� Staller�

aka� Cicciolina,� 1951-)와� 이러저러한� 세트�위에서� 성행위를� 하는�장면을� 다각도로� 촬영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다시� 사진,� 조각,� 공예품,� 캔버스,� 간판� 등의� 작품을�제조했던--에서도� 유지됐다.

쿤스는� 포르노그래픽�이미지로� 가득한� <메이드� 인� 헤븐>� 연작으로� 인해,� 국제� 미술계에서�

매장� 당할�뻔했다.� 그가� 1991년� 뉴욕의� 소나밴드갤러리에서�개인전� <메이드�인� 헤븐>을�열고�

치치올리나와� 결혼해�아이까지� 낳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받았다.� 단숨에� 진지하지� 않은�예술병자�

미술가로� 비춰졌고,� 약속됐던� 전시�일정은� 줄줄이� 취소됐다.�

작가는� <메이드� 인� 헤븐>� 연작에서� 파생된�공공조각� <강아지(Puppy)>(1992)� 하나로�

기적적으로� 주류�미술계에� 복귀했지만,� 개인적� 삶은� 한동안�복잡했고� 창작에� 집중할�수� 없었다.�

치치올리나와� 이혼�소송을� 벌이며� 아들�러드윅의� 양육권을� 놓고�다퉜기� 때문.�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치치올리나는�합의하는� 척하더니,�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로�도망을� 쳤다.� 졸지에� 아들을�

볼� 수� 없게� 된� 남자는,� 1994년� 아들을� 위한�작업에� 돌입한다.� 그게� 바로,� 작가의� 제2의� 전성기를�

일군� <축하(Celebration)>� 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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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스가� 본격적으로�회화� 작업을� 고민하기�시작한� 것도� 1994-1995년경� 시작된� <축하>�

연작에서부터다.� <축하>� 연작의� 주력�작업은,� 널리�알려졌듯이,� 각종�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의�

형상을,� 채색� 코팅한� 고광택�스테인리스스틸� 조각으로� 구현해놓은�대형� 조각품들이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994-1995년에�구상한� 작업들이� 실물로�귀결되기� 시작한� 것은,� 1999-2000년�

이후의� 일.� 오히려,� <축하>� 연작에서� 조각에�앞서� 등장한� 것은,� 회화였다.

<축하>� 연작의� 회화는,� (주로� 고광택의� 은박�포장지를� 배경으로� 삼아)� 어린이에게�선물로�

줄법한� 풍선,� 케이크,� 과자,� 이스터달걀,� 장난감� 등을�제시하는데,� 많은�이들이� 이를� 프린트�작업으로�

오인하지만,� 웬걸,� 이는� 정교하게� 수작업한� 결과다.� 작업�과정도� 흥미롭다.� 우선� 작가는�사진/포토샵�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것을� 컬러리스트�조수에게� 넘긴다.� 그러면� 조수는�일일이� 색면을� 분할하고�각�

면에� 적용할�색상을� 미리� 선별�혹은� 배합한� 뒤,� 분류를� 위해�이름까지� 붙여� 팔레트를�준비한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붓질�작업� 담당자가� 배정된다.� 채색을�맡은� 조수는,� 프로젝터로� 열쇠� 이미지를�

캔버스에� 투사하고,� 컬러리스트의� 면분할을�화면에� 옮긴다.� 그� 다음부터는�정교하게� 각� 면을�지정된�

색으로� 칠하는�지루한� 노동이� 반복된다.� 세밀한�면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붓은� 0호� 이하의� 세필.�

(맨손으로� 화면을� 짚는�것은� 금기다.)

<축하>� 연작의� 회화는,� 즉물성을� 추구하는�미국식� 포토리얼리즘과� 여러모로�비슷하지만,� 채색�

과정에서� 색을�혼합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가까이�접근해서� 봐도� 이미지의�판타스마고릭한� 면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초기� 회화를� 제작하는�과정에서� 작가는� 표면의�매끄러운� 마감을� 위해�무능한�

조수를� 교체하고�더� 나은� 조수를�섭외하기를� 반복했고,� 비로소� 1997-1998년에�이르러서야� 완성작을�

내놓게� 된다.� (비고:� 1995년� 당시� 채색� 조수가�받은� 임금은� 시간�당� 18달러였다.)

이후� 쿤스의�회화는� 1999년의� <이지펀(Easyfun)>� 연작에� 속하는� 과도기를�잠시� 거쳐서,�

2000-2002년의� <이지펀-이더리얼(easyfun-ethereal)>� 연작으로� 발전하는데,� 이때부터� 화면� 중첩의�

문법이� 본격화한다.� 작가는�광고인들이� 이용하는� 레디메이드�사진� DB처럼� 성적�페티시의� 이미지를�

수집해� 제� 작업의� 데이터베이스로� 삼고,� 그것들을� 괴이한�방식으로� 중첩시켜� 낯익은�이미지들로부터�

최대한� 낯설고�불유쾌한� 느낌을� 도출해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컬러리스트� 조수가� 면을�

분할하고� 물감을�준비하고,� 채색�조수가� 캔버스에�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 동어반복적으로�

기호학적� 등치를�이루는� 이미지를� 중첩해놓은�바로크적� 화면에서� 관객이�읽거나� 감지하게� 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소비되고� 있는�이미지의� 가장� 추상적�핵심,� 즉� 리비도의� 상징이다.

거의� 회화로만�구성된� <이지펀-이더리얼>� 연작은� 제프�쿤스에게� 화가로서의� 면모를�부여했고,�

작가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시�조각과� 회화� 작업을�골고루� 뒤섞으며,� <뽀빠이(Popeye)>� 연작을�

시작한다.� <뽀빠이>� 연작에� 속하는�회화� 작업은,� <이지펀-이더리얼>의�방법을� 따르지만,� 제� 조각�

작업을� 참조적으로�인용-지시하는� 경우가� 잦고,� 점차� 원본�이미지를� 잘라내지� 않고�그대로� 중첩하는�

등,�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2007-2012년� 작가는,� 역시�조각과� 회화� 작업을�뒤섞어� <헐크-엘비스>� 연작을� 발표하는데,�

이번엔� 회화가�주역이고,� 조각이�조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서양의� 리비도�이미지를� (원본의�

본모습� 그대로)� 상호�충돌시켜놓았다는� 점에서� 전작과�다르다.� 2009-2013년� 발표-전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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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Antiquity)>� 연작에서도� 회화가�주역이고,� 조각이�조역을� 맡는데,� 이� 경우엔� 현대와�고대의�

리비도� 이미지가�서로� 충돌하는� 것이�특징이다.� (비고:� <헐크-엘비스>란� 이름은,� 제� 입체� 작업인�

<헐크>를� 회화에서� 인용하면서,� 앤디� 워홀의� <엘비스>� 연작처럼� 좌우로� 반복해놓았다는�것을�

뜻한다.)

2007년작� <자유의�종(Liberty� Bell)>--<헐크-엘비스>� 연작에� 속하는--은� 지금까지� 발표된�

제프� 쿤스의�중첩� 회화� 가운데,� 작가의� 방법론적�특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제목이�

지시하는� ‘자유의� 종’은� 미국의� 독립을� 상징하는�기념물로,� 펜실베니아�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자유의종센터(Liberty� Bell� Center)에� 소장돼있는데,� 보기� 좋게� 금이�쩍� 가있는� 모습으로�유명하다.�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끈�정치인이자� 법률가였던� 존� 마샬[John� Marshall]이� 서거한� 뒤에� 금이�

갔다는� 근거�없는� 전설이� 있다.)�

그림� 한가운데,� 그리고� 그림의�층위에서도� 다시� 한가운데�위치한� 자유의� 종은,� 하이퍼리얼리즘�

화풍으로� 그려져있고,� 그� 아래의�층위에� 증기� 자동차와�밀려오는� 파도가� 백색�라인� 드로잉� 이미지로�

삽입돼있고,� 다시� 그� 아래로�하늘색� 배경과� 함께�작가의� 전유� 조각�작업인� <헐크>가� 하이퍼리얼리즘�

화풍으로� 두� 번� 반복� 삽입돼있다.� 자유의�종� 바로� 위의�층위엔� 서로� 마주보며�웃고� 있는� 뽀빠이와�

올리브가� 노란색�라인� 드로잉� 이미지로�중첩됐고,� 다시�그� 위엔� 머리에�꽃을� 꽂으며� 유혹적�

시선으로� 관람자를�바라보는� 일본� 춘화의�게이샤가� 주황색� 라인�드로잉� 이미지로� 중첩돼있다.

흥미로운� 것은�작가가� 2014년� 6월� 27일� 휘트니미술관에서� 개막한� 대규모�회고전--브로이어�

빌딩의� 폐관전이기도�한--에서,� 첨단�기술을� 동원해� 자유의�종을� 원본과� 똑같은�모습으로�

재현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프� 쿤스의�회화� 작업� 일부는,� 입체� 작업의�예고편이� 되는�

것인가?� 사물의� 물신성이� 크게�저하된� 2010년대의� 상황에서,� 이러한� 이미지-사물,� 사물-이미지의�

게임은,� 어떤� 동적� 공간을�약속했을까?� ///

추신)� 중층적� 화면을�통해� 원근법� 회화의�도상해석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충동은,�

초현실주의자� 프란시스�피카비아(Francis� Picabia)에� 연원한다.� 전후�추상미술이� 도외시했던� 중층�

회화의� 실험을�이어받은� 사람은,� 1970년대의�지그마� 폴카였다.� 그리고,� 그� 바통은� 다시� ‘1980년대�

포스트모던� 회화의�기수’였던� 데이비드�샐리(David� Salle)에게� 이어졌고,� 샐리가� 완전히�주저앉은�

지점에서� 제프�쿤스의� 중층� 회화가�등장했다.� 쿤스는� 샐리를� 집어삼킨�뒤에,� ‘레이어� 회화’(상이한�

이미지를� 중층�구조의� 화면에� 축적함으로�비평적� 소격� 효과를�발휘하는� 그림)의� 계보에� 대한�

자의식을� 획득한�것으로� 뵌다.� 특기할만한� 변화는� 2008년부터�화면에� 망점이� 등장하기�시작한� 것.�

폴카가� 말기암으로�투병중이라는� 소문이� 미술계에�돈� 뒤의� 일이었다.

추신2)� 요즘은� 회화� 작업을�위해� 작가가� 열쇠�이미지를� 완성하면,� 컬러리스트� 조수는� 일단�

색면� 분할을�하고,� 그것을�일러스트레이터파일로� 벡터� 이미지화한�다음,� 해당�데이터로�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종이� 마스킹을� 제작한다.� 면분할�정보에� 따라� 컬러리스트�조수가� 물감을� 미리�선별�

혹은� 배합해�팔레트를� 준비하면,� 그� 다음은� 채색�조수의� 차례.� 레이저� 절삭된�종이� 마스킹으로� 각�

면을� 0호붓으로� 정밀하게�반복� 도색한다.� 이러한� 정교한�작업� 방식� 때문에�많은� 이들이� 쿤스의�

회화를� 실크�스크린� 프린트쯤으로� 오해하는�것.� 한� 점을� 제작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길면� 1년�

정도의� 기간이�소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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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01.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케이크(Cake)>

199597년

캔버스에� 유채

318.5� x� 295.6� cm

유럽,� 개인� 소장

©� Jeff� Koons

도판02.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플레이-도(Play-Doh)>

19952007년

캔버스에� 유채

333.5� x� 282.1� cm

작가� 소장

©� Jeff� Koons

도판03.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자유의�종(Liberty� Bell)>

2007년

캔버스에� 유채

259.1� x� 350.5� cm

아테네,� 다키스� 조아누(Dakis� Joannou)� 소장

©� Jeff� Koons

도판04.

2012-2013년,� 약� 1년간� 제프�쿤스의� 작업실에서� 면분할과�컬러리스트� 조수로� 일했던�

미술사학도� 앤드류�에버렛(Andrew� J.� Everett)군.

[보조자료03]� 웨이드�가이튼의� <무제>(2008)

웨이드�가이튼(Wade� Guyton,� 1972-)의� 2008년작� <무제(Untitled)>는,� 대형�캔버스�여덟�폭으로�

구성된�대형�모노크롬�추상화다.�폭이� 175.3cm(69인치)에�높이가� 213.4cm에�이르는�각각의�대형�화폭은,�

정중앙�세로선을�기준으로�좌우�분할된�채,�단속적이고�균일하지�않은�모습으로�반복되는�두꺼운�검정색�

가로줄을�담고�있다.� 좌우로�늘어선�여덟�폭이�모두�동일한�조형�원칙을�따르는�듯�뵈지만,� 검정색�

가로줄이�들어선�기준점이�제각각이라,� 자연스럽게�시각적�비트와�그�강약이�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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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전후의�모노크롬�추상�회화를�연상케�하는�이�대작은,�기실�컴퓨터에서�어도비�포토샵으로�

만든�이미지�파일을�린넨에�미세�분사�프린트해서�만든�인쇄�출력물이다.� 회화처럼�뵈도록�캔버스�틀에�

고정해놨지만,�가까이�서서�표면을�살펴보면�스타일러스�프린터로�출력했다는�사실을�누구나�쉽게�

알아차릴�수�있다.� 그렇다면,�실제론�회화가�아니라�판화라고�해야�하는�것�아닌가?�아니면,�회화를�닮은�

실험적�포스터라고�봐야�옳지�않겠는가?�

작가는�이�의사-회화(pseudo-painting)를�제작하기�위해�린넨�천을�반으로�접어�프린터—‘엡슨�

스타일러스�프로� 9600’에�걸고�가로� 37.63cm(34.5인치)에�세로� 22.86cm(9인치)쯤�되는�검정색�사각형을�

적절한�간격(약� 12-13cm)을�두고�반복�인쇄했다.�그런데,� 본디�전용�출력�용지만�통과시키도록�고안된�

기계다보니,� 두꺼운�천은�삐뚤어지거나�잼(jam)이�걸리기�마련이고,�문제가�발생할�때마다�작업을�

중단하거나�손으로�당겨서�천을�뽑아낼�수밖에�없기�때문에,� 표면엔�이러저러한�비정상적(off-kilter)�

흔적/궤적이�남았다.

검정색�가로줄의�각도와�크기�변화는�물론이고,� 진행�속도에�따라�잉크의�농도가�달라졌으며,� 이미�

인쇄한�곳에�다시�겹쳐서�출력을�재개한�경우�검정색이�짙어졌고,�인쇄�도중에�프린터�헤드의�노즐이�

막히면�회색�줄무늬가�반복적으로�나타났으며,�잼이�발생한�부분에선�잉크가�번지거나�뭉치기도�했다.�

반면,� 인쇄하지�않는�구간에선�잘못�흘러나온�잉크가�묻어나�프린트의�전개�방향이나�속도에�따라�기계적�

궤적을�남겼고,� 또�사각형�이미지를�인쇄하는�구간에선�균질하지�않은�캔버스�천의�표면이나�이물질�

때문에�흰색이나�회색�반점이�나타나기도�했다.

“단�한�번도�손으로�그림�그리는�일을�좋아해본�적이�없다”고�말하는�작가는,� 제�작업을� “프린터�

드로잉”이라고�부르며�미세�분사�인쇄�출력기가�자신의�붓이라고�주장하지만,�그런�얄팍한�화술�하나로�

그의�출력물이�회화로�승격될�수�있는�건�아니다.� 그렇다면,� 시각적으로�아름답다는�것�이상의,� 미적�

의의는�어디에�있을까?�답은�참조적�다중�전유(referential� multi-appropriation)와�미디엄의�

재발명(medium� reinvention)에�있다.

중첩�인쇄를�통해�기계와�잉크와�종이의�물성에�기반을�둔�아름다움을�추구하며,� 2차�인쇄물에�

재현되지�않는�특성을�작품�표면에�구현하는�방식은,�네덜란드의�디자이너�카럴�마르턴스와�그의�

추종자들의�활동에서�배웠을�것이고,�에러의�적절한�통제를�통해�출력�매체의�특징을�도드라지게�하는�

방법은�앤디�워홀과�같은�팝아티스트들의�사례에서�배웠을�테다.�하지만�더�중요한�사실은,� 린넨에�대형�

프린트를�뽑아내는�기술을�바탕으로,�기존의�회화�제작�방식을�유비적으로�재정의했다는�데�있다.� 저만의�

방식으로�재창안한�화면을� ‘비평적�스킨’으로�삼은�작가는,� 20세기�후반의�미술사를�담론적�

데이터베이스로�삼아�각�시대의�주요�방법론을�전유하고�변주한다.�

2008년작� <무제(Untitled)>에선�전후의�모노크롬�추상�회화와�그�구성�원리를�참조하고�

변용했지만,� 또�다른�작업에선�잡지를�스캔하거나�인터넷을�검색해서�찾아낸�이미지를,� 잡지나�서적의�

지면이나�캔버스�위에�중첩�인쇄해� ‘그림들�세대(Pictures� Generation)’의�방법을�참조하고�재활용한다.�

작가는� ‘블레어� ITC� 미디엄(Blair� ITC�Medium)’이란�글꼴에서� U와� X자만�차용해�화면을�장식하거나�

입체물을�만드는데,� 하나의�디세뇨(disegno)로�다양한�매체의�조형적�귀결을�도출하는�것이�바로,�

1980년대를�풍미한� ‘그림들�세대’의�특징이다.� (X로는�다양한�크기의�나무�조각� X를�만들고,� U로는�

다양한�크기의�고반사율�스테인리스스틸�소재의�입체�조각덩이를�만들어,� 회화�작업과�함께�전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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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대화형�전시를�연출하는�하는�것이,�그의� 18번�가운데�하나다.)� � �

고쳐�말하자면,� 가이튼의�스타일러스�출력�회화는,� 그리기로�새로운�미적�성취를�이루기�어려운�

시대에,� 20세기�후반의�현대회화를�참조하고�의태(mimesis)함으로써�컨템퍼러리�예술의�종언을�증언하는,�

일종의�좀비-미술이다.� 위대하다고�말하긴�어렵지만,� 20세기의�성취를�되돌아보고�유희하며�오늘을�

반추하는,� 전례�없는�창작�방식임에는�틀림이�없다.� ///

추신)�작가는�미국�인디애나주�해먼드(시카고의�위성도시)에서�태어난� ‘촌놈’으로,� 테네시주�

녹스빌의�테네시대학교에서�셰리�레빈이나�리처드�프린스의�작업을�보며�현대미술을�공부했다고�한다.�

1996년�뉴욕의�헌터컬리지로�유학을�왔지만,� 2년�수학한�뒤�학업을�중단했다.� 헌터�재학�중엔�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서점에서�아르바이트를�했고,� 이후엔�디아(Dia)� 센터에서�수위로�일했다.� 꽤�오래�수위로�

일하는�동안�다양한�전시가�진행되는�과정을�면밀히�관찰하고�여러�작가들과�교분을�쌓았으며,� 2004년�

디아가�폐관하면서�해직�수당을�받게�돼�한동안�작업에만�몰두할�수�있었다.

전업�작가�활동을�시작한� 2004년,� 녹스빌에서부터�알고�지내던�세�살�연상의�동료�작가�켈리�

워커(Kelly� Walker,� 1969-)와�공동�작업을�시작하면서�작업�메소드의�중요성에�눈을�떴고,�또�

휘트니비엔날레에�초청되는�등�커리어도�풀리기�시작했다.� (판화�기술자�출신인)� 워커는,� 1990년대�

후반에�그래픽�디자이너들이�개척한�새로운�물성�탐구의�방법을�남보다�앞서�회화에�적용한�인물이었다.�

하지만�출력기�특정적�작업을,�추상미술의�역사나�그림들�세대의�방법과�다시�매시업하며,� 다목적�비평의�

스킨으로�전환한�주역은�가이튼이었다.

2006년�뉴욕�첼시의�신생갤러리�프리드리히펫젤의�전속�작가가�된�가이튼은,� 2007년�개인전에서�

흑색�회화�연작을�발표해�적잖은�비평적�반향을�얻었고,�이후�승승장구해� 2012년� 41살의�나이로�

휘트니미국현대미술관에서�회고전을�열기에�이른다.�마르셀�브로이어의�강관�의자를�분해해�즉흥적으로�

재구성한� “액션�조각”�한�점과� � 18점의�고반사�스테인리스스틸�조각과� 85점의� “프린터�드로잉”으로�

구성된�이�전시의�제목은,� 컴퓨터�운영�체제를�뜻하는� <OS>.� 뉴욕타임즈의�비평가�로버타�스미스는�호평�

여론�조성에�앞장섰고,� 그의�남편이자�뉴욕매거진의�평론가인�제리�살츠는�물음표를�달아�견제구를�

던졌다.�

추신2)�작가가�스타일러스�프린터를�이용해�드로잉�작업을�개시한�때는� 2002년이고,� 린넨을�대형�

프린터에�통화시켜�회화처럼�뵈는�걸�만들기�시작한�때는� 2005년이다.� 처음엔�이베이에서�순차�구매한�

중고�엡슨�스타일러스�프로� 9600(Epson� Stylus� Pro� 9600)� 두�대로�작업했다.� (오래�쓴�물건이라�

헐값에—약� 900-1,000달러—에�샀다고.)�사용한�잉크는�울트라크롬(UltraChrome).� 한�대는�거친�작업에�

사용하고,� 나머지�한�대는�섬세한�출력에�사용해왔다.� 2012년�휘트니�회고전을�앞두고,� 보다�큰�출력물을�

뽑아낼�수�있는�엡슨�스타일러스�프로� 11880(Epson� Stylus� Pro� 11880)을�추가로�구매했고,�잉크도�

울트라크롬과�듀라바이트(DuraBrite)를�병행�사용하게�됐다.� �

린넨�천을�프린터에�밀어�넣어�인쇄하려면,�기계에�종이�감지�센서가�있기�때문에,� 꼼수를�

부려야한다.� 엡슨�스타일러스�프로� 9600의�경우�약� 112cm(44인치)가�가로�폭의�한계치이기�때문에,� 대형�

화면을�만들려면�천을�반으로�접거나�일부를�접어�테이프로�고정해야�하는데,� 역시�상당한�요령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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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3)�소규모�스튜디오를�운영하는�그래픽�디자이너들의�활동을�모방하는�좀비-화가답게,�

가이튼은�독립/유령�출판사인�레오파드프레스(Leopard� Press)를�공동�운영하고�있기도�하다.� 출간한�책은�

동료�작가�세스�프라이스(Seth� Price)의� <미국에서�사라지는�법(How� to� Disappear� in� America)>(2008),�

달랑�한�가지.� 예상�밖에�초판�천�권을�다�팔고,�재판을�찍었다나.

도판01.

웨이드�가이튼(Wade� Guyton,� 1972-)

<무제(Untitled)>

2008년

린넨에�엡슨�울트라크롬�잉크젯

8폭의�캔버스

각각� 213.4� x� 175.3� cm;� 전체� 213.4� x� 1491� x� 3.8� cm

휘트니미국미술관�소장품

도판02.

2012년�휘트니미국미술관에서�열린�가이튼의�회고전� <OS>의�모습.

도판03.

웨이드�가이튼(Wade� Guyton,� 1972-)

<무제(Untitled)>

2010년

린넨에�엡슨�울트라크롬�잉크젯

8폭의�캔버스

각각� 774.7� x� 175.3� cm;� 전체� 774.7� x� 1488.4� cm

작가�소장

*2008년의� <무제>를� 774.7cm(305인치)� 높이로�확장·변주한�작업.

도판04.

웨이드�가이튼(Wade� Guyton,� 1972-)

<무제(Untitled)>

2006년

린넨에�엡슨�울트라크롬�잉크젯

228.6� ×� 134.6� cm

개인�소장품

도판05.

휘트니미국미술관의� 2인자�큐레이터�스콧�로드코프(Scott� Rothkopf)가�기획·연출한,� 가이튼의�

회고전� <OS>의�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