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상의 신화적 담론 ;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주하고 있다.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그 때 나는 모두 비슷한 스타일과 색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획일적으로 조성되고 강요
된 풍경으로 느껴졌다. 예쁘게 포장된 풍경이 장식적이며 허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
런 환경을 부정하기 보다는, 그 환경이 상실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어떨
까.”
엄격한 이념으로서의 ‘추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정신과 정신, 개념과 개념, 시대와 시대
가 서로 도약하며 충돌하고 간섭하던 총체적 사유와 통찰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모
든 형상은 사건과 사건, 관계와 관계에 얽혀있어 단순하고 신성한 상징과 추상의 시대를 망
각한지 오래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경험이 바뀌었다. 추상은 과거의 유물처럼 되
어버렸다. 추상을 둘러싼 설왕설래는 어떤 고도의 정신적 경험과 공감을 끌어내고는 했다. 
추상을 대상화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현상과 사물을 추상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되
어버렸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형상과 형상 사이 순간 명멸하는 어떤 얼룩이나 그늘과 
같은 것이 되었다. 추상의 밖이 존재하였으나 더 이상 안과 밖이 나누지 않는 시대에 과거
의 추상의 정신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추상을 상실한 정신의 시대에 
‘추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녀가 고백하는 오랜 이주와 정주의 경험을 통해 항상 느껴왔던 괴리감은 사실 그리 새롭
지도 놀랍지도 않은 경험이다. 그녀의 감정은 우리 모두 느끼는 이방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괴리감이란 꼭 알맞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편하게 부유하는 일종의 공통감각 
같은 것이다. 우리는 고립된 개인으로 세계와 사물을 만난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인간이 
그 존재로서 깊이 각인하고 있는 본성이나 본질을 떨쳐버릴 정도의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
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 정신 또는 개인과 예술은 과장된 허구일 지도 모른다. 인식적으
로 추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나 예술에서 추상은 고질적인 난제이다. 추상하지 않고 세
계와 존재를 사유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예술에서 추상은 예술의 본질이나 역할을 생
각하게 한다. 예술은 본래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또 표상할 수 있는 지의 문
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추상은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으려는 시도이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추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거 마치 그 그릇이 추상이라는 듯 이해하고 다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추상은 단
지 하나의 능력일 것이나 인간을 추상의 능력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버린 결정적 능력이
기도 했다.
불과 50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와 문명의 시대, 좀 더 멀리 잡아 10000년을 격하는 인류
의 정신과 문화의 시대는 자연의 진화의 시간을 기준에 보면 인간의 본성이나 능력이 근본
적으로 변할 정도의 오랜 시간은 아니다. 인간은 불과 얼마 전 수렵과 채집의 단계에서 살
던 감각과 정신에서 멀리 나온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본성적인 의식과 삶의 양식에서 얼마
나 대단한 진화와 발전의 단계를 거쳐 왔는가. 아주 이질적이고 독특한 몇몇의 천재들의 정
신과 업적이 인류의 문명과 정신세계를 단기간(자연의 역사에 비해)에 비약적으로 발전시켰
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수렵시절의 정신력과 감
각을 그대로 지닌 채 돌연변이들이 만든 문명과 문화 속에서 허우적댄다. 
추상 의 문제는 어쩌면 이런 문제일지도 모른다. 추상은 결코 대중과 다수의 정신이나 경험



을 다루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매우 예외적인 극소수의 인간들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모
든 인간은 생김새는 유사할지 몰라도 그 감각이나 지력은 천차만별이다. 추상은 한 때 등장
하여 사람들을 매혹시켰으나 그렇다고 해서 추상의 정신이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걸까. 누구는 추상을 정신이라고 했고 누구는 감정이라고 했으며 또 누구는 표현이
라고도 했다.
‘추상’이란 모방과 표상의 인간이 다루기에는 난감한 발명품일지도 모른다. 이 연금술적 비
의를 떠올리게 하는 추상의 이미지는 결코 작품의 재료적 물질적 분석이나 작가의 작업노트
나 고해성사에 의해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작가나 관객이 자력으로 밝혀내는 문
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긴 시간
의 접촉과 준비와 기다림 속에 무언가 강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추상’은 
요즘의 세태나 세대의 감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추상의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기 
어려운 상실의 시대라는 감각적이며 통속적인 표현으로만 가능할지 모른다. 우리는 아주 오
랫동안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정주자의 문화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짧고 유령 같은 시간일 것이다.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과 감각들이 혼돈하며 마치 수증기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