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One 추상과 구상 간 대립으로부터의 레슨 

 

1. 자신이 추상회화작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구상회화작가? 아니면 모두? 아니면 

모두 다 아닙니까? 

2. 그린버그가 제시하였던 순수하게 형식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 당신은 하나의 작업이 끝났음을 어떻게 압니까? 

4. 당신에게는 다음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 형식 또는 주제. 이 둘은 정말 

분리되어 있습니까? 

5. 당신이 어떤 무브먼트, 씬, 장면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로서의 페인팅이 이런 종류의 무리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클레먼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 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하겠다. 한 

번은 클레먼트와 당시 수석 큐레이터였던 켄즈워스 말피트 Kensworth Malfit 와 함께 

보스턴 미술관 Boston Museum of Fine Art 에 갔다. 우리 셋은 샤댕 Chardin 의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 내가 클레먼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그가 

말하길, ‘이 색들을 보라! 저 색들을 보라!’ 이에 나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색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걸!’ 이라고 말했다.  

Donald Kuspit, in conversation with Julie Copeland, Sunday Morning, 2005 

 

추상회화가 지니는 오직 예술만을 위한 예술이나 형식주의자들의 압력은 그 

자체의 폭을 좁히는, 다른 모든 것들의 배제를 위해 특정 문제들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명백한 자살적 경향을 가진다.  

Lucy R. Lippard, ‘The Silent Art’, Art in America, 1967 

 

나는 우리 시대에 알려진 이미지와 심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어째서 

자유로써 축복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 받았던 것의 

손실이며, 이 파토스는 실로, 현대의 페인팅과 시에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페인팅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페인터 자신이 보기에) 언제 

끝마쳤는가?‘라고 생각한다.  

Philip Guston, Statement in Nature in Abstraction, 1958 
 

 



나는 색과 형태 또는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나의 

페인팅 앞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들을 만들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Mark Rothko, in conversation with Selden Rodman, 1956 
 

당신이 만약 숭고함을 그리고자 결심했든지 아니면 맥주캔을 그리고자 했든지 

[…] 그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 하지만 캔버스를 장식하지는 마라. 

Philip Guston, The Image, lecture given at the New York Studio School, 1969 
 

추상회화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접근이다. 나는 추상회화가 단지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들로 추상회화를 향해 

열려 있다.  

Robert Ryman, Quoted in Nancy Grimes, ‘White Magic’, ARTnews, 1986 

 

추상회화는 끝났다. 하찮아졌다. 마이너이다. 죽어가고 있으며 누구도 정말 

돌보거나 알아채지 않는다.  

Chris Martin, ‘Everything is Finished, Nothing is Dead’, The Brooklyn Rail, 2003 

 

페인팅의 문법은 언제나 추상이다.  

Alex Katz, in conversation with Anna McNay, 2017   

 

마르크스는[…] 돈과 같이 추상적인 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게 될 때, 

진짜로부터 추상을, 무형으로부터 유형을,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명시했다.  

Pier Vittorio Aureli, ‘Intangible and Concrete’, e-flux, 2015 

 

 

 

 

 

 



Session Two 전통, 기술, ‘동시대성’ 

 

1. 오래된 매체로서의 페인팅은 오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2. 어떤 아티스트들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그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상입

니까? 동료입니까? 

3. 당신의 작업에서 전통과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4. 어떤 것을 프린트하거나 주문 제작하거나 화면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음에도 왜 페인

팅으로 나타냅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5. 페인팅은 디지털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저항해야 합니까?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가져올 수 있나요? 

 

 

당신은 제가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다른 어떤 것이 

사진을 참기 힘든 것으로 만들 때까지 사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을 경멸하게 

하는 만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Marcel Duchamp, in a letter to Alfred Stieglitz, 1922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을 만큼, 그리고 캔버스에 유화를 그릴만큼 

나는 아직 충분히 부르주아다.  

Gerhard Richter, in conversation with Benjamin Buchloh, 1986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미련한 마커펜 드로잉을 

만들려고 시도했었는데,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컴퓨터에 같은 모양을 입력했는데, 프린터가 훨씬 더 나은 작업을 했어요. 

예술은 섹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Wade Guyton, in conversation with David Armstrong, 2009 

 



미술 작품의 진정성에 대한 기준이 실패하자마자 예술의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은 대격변을 겪었다. 의식에 의해 뒷받침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행, 

정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1936 

 

컴퓨터와 함께 하며, 그것의 가능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보다는, 나는 그것에 

반대하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 졌는지를 무시한 채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을 해야만 했다. 나의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Albert Oehlen, in conversation with John Corbett, 2011 

 

저화질의 이미지들은 업로드, 다운로드, 공유, 리포맷, 재편집되고 있다. […] 

분명하게, 고화질의 이미지는 저화질의 그것보다 더욱 훌륭하고 인상적이며, 

정확하고 마법적이며 무섭고도 매력적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훨씬 풍부하다. […] 

하지만 사용자들은 저화질 이미지의 편집자, 평론가, 번역자, 공저자가 된다.  

Hito Steyerl,’In Defence of the Poor Image’, e-flux, 2009 

 

나는 페인터이고 여전히 페인터이며 페인터로 죽을 것이다. 내가 발전시켜 온 

모든 것은 캔버스 밖에서 시각적 원칙들을 확장시켜 온 것이다.  

Film maker and performance artist, Carolee Schneemann, in conversation with Pipilotti 

Rist, 2017 

 

페인팅은 그것이 얽히어 있거나, 디지털 또는 포스트적인 것이거나, 또는 새로운 

것이거나, 어쩌면 그 자체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나,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들은 그들의 방법이나 형태에 대해 전문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페인팅의 특별한 특성들, 또는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Matt Saunders, ‘Thread, Pixel, Grain’, in Painting Beyond Itself, 2016 

 

나는 페인팅에 관한 개념, 즉 한편으로는 페인팅이 다양한 역사적 팽창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여전히 지속되는 특정성을 쥐고 있다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Isabelle Graw, ‘The Value of Liveliness’, in Painting Beyond Itself, 2016 



Session Three 회화와 색 

 

1. 어떻게 어떤 색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합니까? 당신의 팔레트는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2. 어떤 색들에 가장 의지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사용 시 가장 우려가 되는 색들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의 색 사용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5. 특정 페인터와 그들이 사용하는 색을 생각할 때, 왜 그 색이 그들의 작업에서 

요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6. 색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왜 어려울 수 있을까요? 

 

 

음향에 대한 지식이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 컬러 

시스템만으로는 색상에 대한 감도를 개발할 수 없다. 이것은 구성 이론 자체가 

음악이나 예술의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유사하다.  

Josef Albers, Interaction of Color, 1963 

 

내가 배운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Albers)가 의도한 것의 정반대였다. 나는 

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색을 선택하는 데에 주저하였다. 그런 것들을 

지지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다르게 말하자면, 색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Robert Rauschenberg, The Bride and the Bachelors, 1962  

 

색깔은 물질적인 형태의 감수성이다. 그것의 원초적인 경지에서의 문제이다. 

Yves Klein, ANT 60, 1960 

 



6 시간 동안 페인트를 섞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찾는 색의 종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긴 드라이브처럼 오디오 책을 들으며 

색을 섞는 경우도 있다.  

Dana Schutz, Interview with Benjamin Bruneau, 2015 

 

그의(호크니의) 분명하게 단순한 세계관에서 밝은 색은 낙관주의와 기쁨과 

동일시됩니다. 

David Lee, Profile David Hockney: Too Many Bright Colours, 1999 

 

즐거움을 무너뜨리는 세력과는 대조적으로, 색은 와일드 카드이고 강력한 힘이며, 

법의 언어에 대해 저항하는 여성적 또는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것이다. Walter 

Benjamin 은 색이 어린 시절 상상력의 본질이며, 자본주의의 논리를 파괴할 수 

있는 순수함의 강력한 형태라고 썼다. [...] 사람들이 색깔에 대해 장식으로써 

이야기 할 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Amy Sillman, On Color, 2017 

 

나는 실제로 색채와 제스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페인터로 시작했다. 그것의 

미학적인 방향보다는 그의 기표나 의미하는 바에 대해 더 다가 가고자 싶은 

이미지에 대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색채의 사용을 줄이고 줄이다가 극단적으로 

색을 금지할 수 밖에 없었다.  

Luc Tuymans, In Conversation with Jarrett Earnest, 2016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화학 제품, 전기 

제품,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기술이다. 몇 년 전, 네온 아트는 현대적으로 보였다. 

이제는 이것이 예스럽게 보이고 LED 가 어디에나 있다. 

David Batchelor, Interview with Roman Road Journal, 2017  

 

나는 항상 "더러운"색을 좋아했다. 시작하는 학생들이 만든 작업들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초보 화가는 색이 있는 피그먼트에 검정색을 더해 극도로 

추악하고 부자연스러운 색 팔레트를 만든다. 처음에 나는 그런 색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존중하게 되었고, 그 방식의 활용을 시도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Mike Kelley, The Meaning is Confused Spatially, Framed, 2000  

 



Session Four 회화, 자아 그리고 개인 

 

1.        ‘천재’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오늘날 회화에서 개인이나 자의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       작가의 ‘인생사’가 그들의 가치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바의 

예를 알려주세요. 

 3.    작가가 ‘좋은’사람인 것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4.   당신의 작업이 당신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당신은 얼마나 본능적으로 혹은 학습에 의하여 작업합니까? 

 6.    회화는 진정 ‘가르쳐 질 수’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모든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내가 나의 

삶과 내 작업에서 추구하는 정체성이다. 

Max Beckmann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무엇인가이다. […] 세잔의 

불안이나 반 고흐의 고통과 같이. 

Alfred H. Barr, Picasso, Fifty Years of his Art, 1946 

  

 

최근 몇 년 동안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피카소의 모든 이야기는 터무니 없게 

되어 버렸다. 그는 그 자신의 주변을 법정으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는 왕이다. 

결과적 인 아첨과 차단의 영향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작업에서도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John Berger, Success and Failure of Picasso, 1965 



 페인팅은 자기 발견이다. 모든 훌륭한 예술가는 자신을 그린다. 

Jackson Pollock 

  

뉴욕 스쿨의 추상표현주의의 주체성은 1940 년대 후반과 50 년대 초반의 미국 

문화, 즉 우울증과 화산과 같은 창작력 사이를 교대하던 고립되고 불안에 

시달리는 남성 천재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 그의 확고한 이성애적 성욕은 

그의 붓질을 이끌었다. 폴락은 이 강력한 신화의 전형적인 영웅이었다. […] 

프란츠 클라인이나 드 쿠닝과 같은 작가들의 제스츄럴한 페인팅들은 이 

로맨틱한 발판 위에서 지어졌으며. 캔버스와의 즉흥적인 만남의 기록으로, 깊은 

곳에 위치한 무의식의 자아가 지닌 용기와 함께 소환된 실존적 행위로 

이해되었다. 

Finishing School: John Cage and the Abstract Expressionist Ego, Caroline A. Jones ,Critical 

Inquiry, Vol. 19, No. 4 (Summer, 1993), pp. 628-665 (38 pages) 

  

 페인팅은 내 삶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페인팅은 내가 지니고 다니는 

위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난민의 여행 가방처럼,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이다. . 

R.B. Kitaj, First Diasporist Manifesto 

  

  

  

 

 

 

 

 

  

 

 

 



Session Five 회화, 경제와 제도 

 

1. 우리가 회화 주변에 세워 놓은 기관 혹은 시설 중 어떤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해롭습니까? 어떤 것을 피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그럴 수 없을까요?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 맥락(갤러리, 도시, 상업적 가치)은 우리가 어떻게 회화를 보는 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3. 당신은 작업을 할 때 염두에 두는 특정 갤러리, 관람자의 타입, 구매자 등과 

같은 이상적 환경이 있습니까? 

4. 회화는 어떻게 자신을 접근 가능하고 모두에게 관련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시 됩니까?  

5. 당신은 회화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결정)합니까? 

6. 당신은 회화 내에서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비평적 성공? 

개인적 만족 등?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얻고 측정합니까?  

 

 

우리는 4 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이 있는 

동굴인 엘 카스티요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은 가장자리가 없는 재현의 공간이다. 그 곳에서 세상과 페이지(캔버스)의 

공간은 같은 것이다. 공간은 드로잉의 주제이면서 매체이기도 하다. 재현은 세계 

그 자체에 적용되고, 재현은 곧 세계가 된다.  동굴 안에서 우리는, 드로잉이 

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하는 것과 같이 드로잉을 점유한다. 우리는 이미지의 외부 

관찰자가 아니고, 재현의 공간 내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  

Sam Jacob, Rendering: The Cave of the Digital 

 

예술 작품은 대체로 세상을 두려워하므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격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가능한 어떤 보호 수단이라도 충분할 수가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프레임 안에 가두고, 유리 밑으로 철수시키며, 방탄 표면 뒤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를 방호선으로 둘러싸고, 작은 추위라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염려하여 실내 습도를 표시하는 기기를 사용한다. 이상적으로 예술 작품은 



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소에 갇혀 있고, 영구적으로 

시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갤러리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 

마다 보게 되는 정확히 정신 나간 상황이 아니던가?  

Daniel Buren, Reboundings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피카소는 남프랑스에 집 한 채를 구입했는데, 

하나의 정물화로 그 집값을 지불하였다.  

John Berger, Success and Failure of Picasso 

 

기술적 수단으로 예술이 복제 가능해진 시대에, 예술이(무속 신앙과 같은)정신적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환경 안에서, 그것의 자율성이 가진 빛은 영원히 

소멸되었다.  

Walth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진정한 마케팅은 당신이 만든 것을 파는 것에 관한 예술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할 지 아는 것이다.   

Marketing Professor and consultant, Philip Ketler 

 

 

 

 

 

 

 

 

 

 

 



Session Six 회화와 언어 

 

1. 당신은 작업을 하기 위한 시각 언어를 어떻게 묘사/설명하겠습니까? 

2. 아래 인용된 리오타르의 문구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작업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3. 회화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 역사적? 시적? 이해하기 힘들고 모호한? 접근 가능한? 

4. 비평과 예술에 대한 글쓰기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5. 우리는 어떻게 회화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6. 당신은 어떻게 회화의 제목을 결정합니까? 그 과정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옛날에 생폴루는 매일 저녁 카마레에 있는 저택에서  잠들기 전, 문 위에 다음과 

같은 알림을 붙여 놓았다: ‘시인이 일하고 있음’ 

André Breton, Manifesto of Surrealism, 1924 

 

시는 그것의 어둠 속에 남겨 두어라.  

Paul Celan  

 

미술 평론 -아마 ‘미술 해설’이 더 나은 명칭일 듯싶다-의 기능은 작품을 위한 

보호적 텍스트-천을 준비하는 데에 있다. 이 텍스트들은 꼭 읽혀질 필요가 없이 

쓰여진다.  

Boris Groys, Critical Reflections, ‘Art Power’, 2008 

 

제목은 하나의 힌트이다. 이미지와 제목 사이에는 특정한 시가 있다.  

Wilhelm Sasnal, 2008 



회화를 예로 들어, 주어진 언어 내에서 많은 게임이 가능하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게임을 위하여 제안한 이해 가능한 범위 내로 우리를 제한한다면, 다음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명령하는 회화 

스토리를 말하는 회화 

규정하는 회화 

질문하고/하거나 답하는 회화 

회화 자체의 장식이 되는 회화 

회화 자체의 회화가 되는 회화 (오직 그것 자신인 회화) 

참조하는 회화 

Jean-François Lyotard and Thomas Repensek, Preliminary Notes on the Pragmatic of 

Works: Daniel Buren, 1979 

 

만약 당신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John Searle, 1983 

 

전략적으로 모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것은 

위험하게 이질적인 아이디어들 숨겨왔다. 그것은 문화적 의미의 상업화와 

상품화에 저항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복잡하게 하고 다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Marina Gerner,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