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 Not, Not: Resignation and Resistant 

 

키타이(R.B. Kitaj)의 페인팅 작업 If not, not (1975-76)안의 몇몇 인물들은 모두 길을 잃었다. 그들이 안

고 있는 풍경은 희뿌옇고, 먼지가 가득하며 모호하다. 몇몇의 건물들은 (하나는 명백한 모더니스트의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우슈비츠의 통과로로 보이는) 극동아시아의 혹은 중앙아시아의, 또는 캐러

비안의 건물로 보이기도 한다. 인물들의 조각난 옷은 그들의 신체 또한 그러하듯, 너저분하게 흩뿌려

져 있다. 명확한 의미와 어정쩡함이 교대로 가득 채워져 있다.  

페인팅의 제목 If not, not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체념을 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이 어구는 ‘그렇다면, 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하는 듯하다. 결정은, 어찌 되었든, 개인의 손에서 멀리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허무주의(당장은 그렇게 부르도록 하자)는 예술가들에게 빈번한 통로가 되며, 많은 예술 작업을 생산

해 왔다. 키타이는 If not, not을 작업하며 엘리엇(T.S. Eliot)의 황무지(Waste Land)를 참조점으로 삼았다.  

황무지(1922)는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된 개인에 대한 논의에서 시금석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시에 

드러나는 태도가 무감각하고 겁에 질린 듯이 보일지라도, 이는 저항의 시로서도 유용하다. 시의 중심

에는 엘리엇이 일했던 런던의 금융지구가 내포되어 있다. (비)이상적인 중심지에 대해 지치고 진력이 

난 엘리엇의 화답이 시에 담겨 있다.  

사라진 문명과 그의 시민들을 불러내며, 엘리엇은 (짐작건대)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제반 조건들을 건드리고 있다. 엘리엇 자신이 가졌던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의 감각

을 통해, 얄팍한 구조를 그것 자체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분석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과 러셀(Bertrand Russell)은 유럽 대

륙으로부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부류로 평가되었지만, 실은 그들의 완고하고 임상적

이며, 호감을 갖기 어려운 성질은 언제나 저항에 관한 유의미한 플랫폼으로 기능하여 왔다.  

교수직과 관련된 작업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러셀보다 비핵화나 세속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

했던 사람은 없다. 아마 러셀은 사회/문화는 서로 상이한 방법과 전략들을 통해 저항해야 한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최근 데이브 비치(Dave Beech)의 언급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예술의 형식적 구체물은 전시장 밖에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예술이 세계와 종종 ‘긍정적이고’, ‘활

기차며’, ‘창의적인’ 관계를 맺는 동안, 예술가들에게 있어 예술은 그 만큼 종종, 아니면 그 보다 더 빈

번하게 소외, 거부, 실망, 불만의 감정을 통해 생산되어 왔다. 저항을 이루는 기본들 말이다.  

Sam Robinson, Keep in Touch Seoul, 2018년 5월 



감정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감정은 현대미술에서 그다지 환영 받는 존재가 아니다. 특히 대량화 된 이미지들을 통

해 재매개화된 개인의 감정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준에서 예상가능하며 얇디 얇은 어떠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화된 과정의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체인 작업과 마주 선 우리가 작업의 

전반적 과정에 관여하였을 작업인의 감정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과 그 감정이 작업 표면에 

민망하거나 얄팍한 수준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잊혀지는 경

우는 많다. 개인으로서의 작업자가 작업에 관련하여 지녔던 모종의 감정은 개개인이 지니는 개별성과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또한 미술사적인 연결성과 당대 작업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흥미로

운 지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술사의 관점에서, 예술가가 온당하게 지녔던 부정적인 감

정들은 언제나 잘 구획되고 체계화된 작업 위, 아래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추가시켜 전달해 왔다.  

전시를 지탱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대상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인식에 대한 모종의 대응 방식들은 각 

작업 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읽혀질 수 있을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혐오, 증오, 두려움, 분노, 체념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감정/인식이 그 대상과 관련 하여, 또는 그 감정 및 인식자체를 처리하는 과정

과 관련하여 동시대 작업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는 

않을까’ 가 부차적인 질문으로 동시에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의 누군가가 참을 수 없

이 싫다거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불만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연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 

한다. (무시하기, 은근히 비웃기 혹은 비아냥거리기, 집요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사태를 추상화하여 

인내하기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모두 가능하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부정적인 감정/인식이 개인 또는 특정 사람들과 전체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위에 열거한 다양한 방법들은 그 다양성 자체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힘을 내재할 수 있게 된다. 큰 범주 안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며 소위 저항 혹은 반항이란 단어 아래 

묶였던 하위 문화들이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많은 부분 물신화된 존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는 감정 유발자 혹은 거대 사회에 의해 도리어 전복됨을 피해야만 했던 추

격전의 양상이 있다.   

예술이 집단과 사회 간의 쫓고 쫓기는 상황에 가담하려고 하거나 그 심각성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어도, 예술과 감정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의 사회 사이의 

삼각 관계는 여전히 작업 과정의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If not, not 전시는 지금/여기의 동시대가 내포하

는 어쩌면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며, 우습거나 성가신 조건들을 향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화답하는 

작업들을 제시한다. 동일하게 고정된 시간, 공간 안으로 집합된 상이한 화답들이 가지는 어떤 경향성

이 보다 큰 가시성을 가지며 유의미한 지점으로 수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연경, Keep in Touch Seoul, 2018년 5월 



권세정 

2014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권세정은 여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혐오/대립/충돌의 감정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혹은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연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의 사진 작업은 

2010년 5월, 작가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있었던 불화의 순간을 담고 있다. 함께 제시되는 텍스트는 

사진 속 순간의 중요한 사물로서 등장하는 핸드백을 중심으로 ‘여자가 보는 여자(+핸드백)에 관한 어

구들을 여초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집한 후 재구성하여 엮은 것이다.  

 

노은주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2012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노은주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발견 혹은 목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생각한 이미지 파편들을 

제시한다. 작가가 처해진 도시 환경이 지니는 인위성과 그 인위적 환경이 서서히 나이 들어 감에 따

라 변화하는 모습 사이의 낙차에 관심을 갖고, 일상이 안고 있는 만성적 지루함, 호기심, 불편함 등을 

작업의 저변에 포진시킨다. 이러한 경향은 고층건물의 표면, 부러진 나뭇 가지 등의 잔여물, 조각, 부

분 등을 재가공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한 회화 작업 2점에서 연결되고 있다.  

 

최보련 

2017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최보련은 소통이라 불리우지만 실은 착각과 불일치로 귀결되는 상황들과 이러한 상황의 사회적/미디

어의 조건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흰머리를 광섬유에 비유하는 문장-‘검은 

머리 광섬유 다발처럼 희어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을 통해 계기의 순간을 맞은 작가는 아라

미드(aramid)섬유가 갖는 방탄/방화/방검의 기능이 치안의 이미지와 결부되는 상황에 흥미를 갖고 진

행한 영상 작업 ‘인간 생활 동반자2’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