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진: Back and Forth-의도성, 회화, ‘진보’에 대하여 

 

“나는 회화의 역사적 팽창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회화로서의 개별적/잔여적 특성을 

함유하고 있는 회화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i 

Isabelle Graw- The Value of Liveliness: 당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의지의 지표로서의 페인팅 

 

Isabelle Graw는 자신의 2016년 에세이를 통해, 회화가 모든 예술작업의 의도를 지시할 수 있는 선천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유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어떠한 다른 매체도 자신의 매체로서의 특성을 그만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새로운 

매체들의 경우 그것의 역사나 구조는 대체로 숨겨진 채 ‘새로움’, ‘유사성’, ‘자발성’ 등이 대신 강조된다.  

그러나 Graw가 ‘잔여적 특성’을 통해 제시하였듯, 회화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그들의 개별적 흔적 -노동의 흔적, 사고의 과

정, 신경과 판단, 수정 등- 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회화의 역할은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것인 동시에, 매 순간 필연적으로 다

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김은진의 작업은 회화의 다양한 양태들 사이, 추상과 재현의 사이 또는 형식과 참조의 사이를 이동하며 회화에 대한 이 유용

한 역설을 매우 효과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그의 작업들은 추상과 재현의 간극 사이를 항해하며 서로 반대의 지점을 취하는 

듯 보이는 회화의 역사적 역할들을 섭렵하고 있다.  

그는 재현적 양식을 통해 작가의 작업실 너머 세계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적 효과를 지니는 회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추상적 접근의 영역에는 한 사람의 숨겨진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선험적인 기원이 담겨 있다.  

김은진의 회화 작업들은 분명한 대척점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재현한다. 그의 회화들은 상호 반박적인 조건들과 상이한 

필터를 사용하여 회화 자체와 세계를 바라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도에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을 회화 안에 기술할 수 있

게 된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인가?’,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술사, 현재의 

순간, 또는 미술시장을 다룰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이 복잡한 문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김은진에게 회화는 이러한 질문들을 소거해 버릴 수 있는 고정된 학문적/양식적 위치를 거부하는 과정 자체인 듯싶다. 그에게 

있어 회화의 모든 역사는 작업 과정에서 –모든 회화작가들이 실은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당대 예술의 상황에서, 움직임에 관한 이와 같은 자유는 보다 넓은 비유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술사가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전통적인 시점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따라왔던 지시되고 규정된 경로들이 –추상 표현주의로부터,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관계적 미학, 제도비판, 최근의 디지

털 아트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진보적, 급진적, 해방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경로라는 것은 빈번하게 제한적이고 배타적이

었으며 악의에 찬 경제적 문제들에 단단히 묶여져 있기도 하였다.  

가장 새롭고 역동적인 매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독창적이지 않거나 순종적인 작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사

실 ‘최신의’ 것으로 보이는 작업은 그것을 들여다 보았을 때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를 가진 경우가 빈번하다. 특정한 매

체나 스타일 또는 페인팅의 양식을 선택한다는 것이 순전히 그것으로 인한 급진성이나 연관성 또는 지적인 가치를 보장해 주

는 것은 아니다.  

김은진의 다양한 작업들은 우리에게 진보에 대한 신화화와 물신화에 대한 의심과 허무함을 상기시켜준다. 그의 작업들은 문

화의 종언 또는 당대성의 덫/경향을 벗어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옆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심지어 뒤로 움직이고 있다.  



지속성을 거부하는 것은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됨을 거부하는 것은 상품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품화

(모든 의미의 몰수)에 대한 저항은 회화매체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회화 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큰 상품화의 가능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인하여 회화는 다른 매체의 예술가들에게도 분명하고 유용한 예시로서 기능할 수 있다.ii  

일관되고 상품화 된 회화작가는 단일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탐낼만한 제품을 재생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진동, 불

일치, 불확정성에 의존하는 회화작가는 유동적이고 탐색적인 태도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물론, 김은진의 작업들을 통해 따라갈 수 있는 몇 가지 실마리들이 있다. 전통적인 회화작업들을 미묘한 참조점으로 삼으며, 

그의 작업은 유럽의 (종종 이탈리아의) 의사-풍경화의 전통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회화작업은 차례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의 프레임에 맞춰지고 시적인 무대를 연상케 하거나 또는 고야(Francisco Goya)의 괴이하

며 사람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산 속, 모란디(Giorgio Morandi)의 고요하고 형식화된 풍경, 미래주의의 도시 구조, 그리고 데 키리

코(Giorgio de Chirico)의 파악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 단단히 완성된 폐쇄적 광장 등을 떠올리게 만든다.  

또한 김은진의 회화들은 수행적 측면과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경우 친밀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담하고 심지어는 허무주

의적인 순간과 제스처들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 우리는 그의 작업 속 건물 혹은 인물의 옆이나 위에 실상은 어느 정도 계획

되고 조종된 비의도적 요소들 – 베이컨(Francis Bacon)이 ‘free marks’라 칭했던 -을 마주할 수 있다. (베이컨의 ‘free marks’는 그

가 그린 무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은진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흔적들은 우리를 더욱 예기치 못한 곳, 이탈리아의 예술가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로 이끈다. 사실 우리가 김은진의 회화 작업 내에 틈새가 있다거나 캔버스가 잘려 나간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다고 상상하는 

것이 엄청난 비약은 아니다. 이러한 몽상이나 추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그의 회화 작업들이 물

질성과 대상성에 관한 선천적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오늘날, 스스로 비평적으로 첨예한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는 장소나 공간에서 추상/재현에 관한 논의는 심각하게 뒤쳐진 것으

로 평가 받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다중 언어 사용에 능수능란하고 유창하듯 모든 것은 동시적이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서 건너온 음식을 먹으며 범주화가 곤란한 종류의 음악을 듣듯이, 추상과 재현 사이의 구분도 점점 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도달했다고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를 흐르는 뉴스는 여전히 

이렇다: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만든 것과 유사한 변증법은 새로운 (즉 오래된) 종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새로운 보수주의자와 

새로운 급진주의자. 역사의 종말은 없다. 역사는 자신의 꼬리를 먹고 다시 뱉어 낸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그리고 나선 희극

으로’ 등등…iii 

그러므로, 우리는 '제3의 방식'으로서의 회화(추상과 재현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를 일종의 최종 목적지로 간주해서

는 안 된다. 추상표현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회화가 이런 식으로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예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 앞에 놓인 회화 작업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관여하기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작가, 김은진의 작업은 모든 

예술가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의도와 동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Sam Robinson, Keep in Touch Seoul, 2018년 6월  

(번역: 이연경) 

                                                           
i Graw, I., ‘The Value of Liveliness: Painting as an Index of Agency in the New Economy’, in I. Graw and E. Lajer-Burcharth, (eds.), Painting Beyond Itself: 

The Medium in the Post-medium Condition, Berlin, Sternberg Press, 2016, p. 89 

ii 더 많은 예는 존 버거(John Berger)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i 마르크스(Karl Marx)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 일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Napoleon』에서 발췌한 어구. 전체 문장은 "History 

repeats ...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Giorgio_de_Chir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