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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 일상의 수행
: 그리고 또한 그린다는 것의 의미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 그림 그리는 행위는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지

만, 작가들도 일종의 정신적·신체적 노동을 통해 작업을 완성한다. 작가들은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노동으

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투자한 재화·시간·인력 대비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

의 논리에서 작가의 노동과 그 산출물인 작품은 비효율적이다. 작업과정마저 행위예술처럼 보이는 힘든 고난도의 

노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예술작품의 가격은 정당한 보상을 약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작가

에게 그 힘든 노동을 권하는 힘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작가들은 왜 창작활동을 하는가?

이번 창작센터 기획전 <그리고 그린다> 전시에서는 노동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대상을 반복해 그려서 캔버스를 꽉 채워 패턴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 자기 작품을 잘라서 층층이 

오려붙여서 다른 작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작업,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끊임없이 관찰하여 시각화하는 작업 등 

오랜 시간 노동과 반복의 결과물로서 집적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무엇을, 왜 반복

하는지, 그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반복적 행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반복은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단위로 하여 2개 이상 배열하는 것이다. 단위의 되풀이는 통일된 조직체가 되어 정

연한 질서의미를 낳고, 되풀이하는 연속감과 운동감은 리듬을 나타낸다. 이번 참여작가들은 주변 소재를 반복하여 

그리거나, 오리고 붙이면서 물성을 반복적으로 탐구하는 반복적인 수작업을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 

‘반복의 과잉’이 아닌가 싶은 형상들이지만, 자세히 보면 손으로 그리는 것인지라 모두 같지 않다. 김인 작품에서 오

브제의 구도와 배열 크기의 변주, 박혜경 작품의 균질해 보이는 화면 안에서 변화하는 선의 형태와 농담, 그리고 선 

사이 여백의 변화들, 권영성 작가의 지도에서 세부를 잘 들여다 보고 각각 다른 동네를 찾아보자. 작가들은 일상의 

시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차이를 미시적이고 탁월한 감각으로 표현하여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작가들이 강

조하고 싶은 것은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이다. 관람객은 작품을 천천히 감상하며 반복성을 가진 작

품들에게서 ‘차이’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반복은 의미를 만든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일회적일 수도 반복적일 수

도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 관찰·연구·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연결 고리를 확

장시켜 관심 범위를 넓혀갈 수도 있다. 작가들이 여러 번 그리는 것,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번 관찰하고 그 대상

에 대해 여러 번 사유하는 것, 그것은 작가들과 여러 번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작가는 대상과 반복적으로 만나고 소

통하여, 대상의 본질적·존재적 의미를 통찰하고,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우리는 작품을 통

해 반복의 시간을 따라가며 사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작가들도 수년간  무수히 반복되는 집약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작업을 갈고 닦는, 흡사 수행과도 

같은 창작행위를 보여준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한 반면 끊임없이 유혹을 떨쳐내야 

하는 고행의 길이다. 이러한 고행의 보상은 무엇일까. 고통스러운 수행 후에 나오는 작품이 ‘스스로 즐거울 때’ 느끼

는 희열의 가치가 그 보상일 것이다. 창작의 근본 동력이 쾌가 아니라면 창작과정의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창조적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고된 노동과 수고를 감수하고, ‘스스로 즐기는’ 경지에 이른 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예술과 삶’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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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도 전도 
Collage acrylic on Canvas, 

72.7x72.7cm, 2016

김도시 전도 
Collage Acrylic on Canvas,

72.7x90.9cm, 2015

시간의 기록-암송하기
acrylic, 181x227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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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관계의 탐색

권영성은 지도와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들을 차

용한다. 지도와 그래프는 대상의 본질이나 존재자체 

보다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 가능한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권영성의 지도와 그래프는 사적이

고 주관적이다. 작가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예리

하게 관찰하며 일상적인 주변세계의 패턴들을 탐색

한다. 그리고 가상의 자료와 관계항의 ‘자의적인 관

계’를 보여주고자 지극히 주관적인 연구결과를 객관

적 기호를 빌어 표현하고 있다.

반복의 의미찾기

김인은 자신 주변의 사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배열하

고 그려서 패턴을 만든다. 화면에서 사용되는 색의 수가 제한되어, 

그 패턴이 더욱 명시적으로 인식된다. 그에게 반복되는 형상은 화면

을 가득 채우면서 캔버스 위에 존재하지만 복제된 것일 뿐이다. 작가

의 표현을 빌면, 그와 ‘눈빛을 주고받은 것들’을 반복해서 그린다고 

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보고 깊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대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시간과 경험의 집적

박혜경은 시간과 경험을 시각화하여, 그것을 재료로 반복적으로 쌓아올리는 작업을 한

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선이라는 형태와 인상적이었던 색을 발췌하여, 추상적으로 발전시

킨 페인팅 작업을 보여준다. 작가는 반복적 선 긋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맥락에서 선택하

고, 이전의 작업들을 과감히 자르거나 변형한다. 박혜경의 반복적인 선긋기는 치유와 자기

수양이자 ‘감각과 시간을 물질화 시키는’ 예술적 행위의 표상일 수 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acrylic on canvas,
130x193cm, 2016

84 

acrylic on canvas,
194x97cm, 2015

26 
acrylic on canvas, 

97x162, 2013

사거리와 도로의 관계그래프 
Acrylic on Canvas, 162.1x227.3cm,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