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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제로, 회화 형식 실험> 
문선아 기자  
 

‘이것은 캔버스가 아니다.’ 차승언의 작업 아래, 이렇게 써 붙이고 싶다. 그의 작업은 

벽면에 걸려 여느 캔버스인 듯 회화처럼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작업은 

성긴 직조로 내부의 나무 뼈대까지 드러내며, 회화의 바탕(ground)이기만 한 캔버스가 

아님을 강렬히 어필한다. 그러나 이는 조각이라고 규정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바탕과 이미지가 구분되지 않는 다만 하나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 ‘어떤 것(thing)’임을 강조하던 미니멀리즘의 사조를 떠올리게 한다. 

물성을 강조하며 조각도, 회화도 아닌 ‘그 자체’로 스스로를 정의하고자 한 미니멀리즘. 

차승언의 작업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자신만의 

이미지를 갖추며 말이다.  ● 문선아 기자  ● 사진 서지연 기자 
 

2013 퍼블릭아트 선정작가 차승언은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와 동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회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 9 회 섬유조형 대상전에서 특선한 바 있으며, 제 23 회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됐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도스에서 개인전을, 한국의 

대전시립미술관, 경기창작센터, 미국의 설리반 갤러리(Sullivan Gallery), 1366 

스페이스(1366 Space) 등 다수 갤러리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의 레지던시를 거쳐 현재 신당창작 아케이드에 입주해있다. 

 



 

그의 작업실에는 커다란 베틀이 놓여있다. 그것으로 그는 캔버스의 나무틀 위에 올릴 

작업을 짠다. 차승언은 캔버스를 직접 짜면서 씨실과 날실에 직접 염색을 하거나, 

색실을 계산해 넣어 무늬를 만들거나, 짜인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작업을 완성한다. 흔히 캔버스를 물감이나 다른 매체를 올리기 위한 바탕으로 

여기지만 작가는 캔버스 그 자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한다. 보통은 잘 신경 쓰지 

않는 캔버스의 조직이나 질감, 구성이 관심거리였던 그에게 ‘베틀질’이라는 노동은 

최적의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바라볼 때, 밖의 환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유리창이 그 환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매체와 그 구조를 살펴보자고 이야기 
했던 모더니즘 미술의 전형으로 읽힐 수 있다. 모더니즘 시기의 작가들은 매체성에 

대해 반성하면서 회화나 조각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했는데, 차승언의 

작업이야말로 캔버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회화의 본질을 물을 뿐 아니라, 

모더니즘 미술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드, 평면성, 바탕과 이미지의 통일 그리고 

액션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 환영을 만들기 위해 원근법의 프레임으로 사용되던 

수평·수직의 그리드는 모더니즘 미술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회화의 표면에 드러나면서 

모더니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바 있는데, 씨실과 날실로 이루어지는 차승언의 

작업은 당연히 그리드를 포함한다. 그는 이미지 혹은 무늬로써 그리드를 강조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회화의 평면성을 드러낸다. 더불어 직조된 작업은 따로 배경을 

가지지 않고 그 자체가 전체의 이미지이자 하나의 작업이 되는데, 이로써 바탕과 

오브제는 통일되며 ‘회화는 평면’이라는 모더니즘 시기의 진리를 다시 향한다. 또한 한 

줄 한 줄 떠나가는 그의 작업형태는 노동이자 액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떠나 



인덱스(index)로 향한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업형태를 환기시킨다.  

물론 작가가 처음부터 미술의 형식에 대한 공공적 물음을 지닌 작업에 열중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작가가 본래 섬유와 천이라는 매체의 물성에 빠져 

있었다는 것. 작가는 이전 작업에서 초현실주의적면서도 표현주의적인 작업에 

몰두하며 매체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그는 입체적인 봉제작업들을 통해 왜곡된 신체의 

이미지들을 표현했는데, 천이 만들어내는 말랑말랑한 질감은 내장기관과 같은 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문득 매체에 의해 자신이 

구획·제한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매체를 선택하기를 갈구하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원점(ground0, 그라운드 제로)에서 회화의 형식을 실험하는 작업으로 들어선다.  

현재 작가가 열중하고 있는, 말하자면 ‘캔버스 시리즈’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틀에 대한 연구와 기존의 오브제를 따른 연구가 그것. <프레임 12P-1>, 

<아그네스 패치> 등 틀에 대한 연구에서 차승언은 모더니즘의 그리드를 해체시킨다. 

그리드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어지며 파괴된다. 수평·수직으로 교차하지 

않고 캔버스의 표면을 가로지르며 어그러진다. 한편, <천막 1>, <BR-1> 등 기존의 

오브제를 따른 연구에서는 천막과 같은 값싼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무늬나 버버리 같은 
기존의 명품브랜드의 이미지를 베틀로 한 땀 한 땀 직조해내며 차용을 표방한다. 

그리드로 대표되는 고결한 모더니즘의 가치가 천막과 버버리의 무늬를 따라하면서 
과연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묻는다. 작가는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내용을 담아 모더니즘 미술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작가는 직접 한 줄 한 줄 뜨는 과정을 통해 그 개념을 스스로에게도 육화시킨다. 

미니멀리즘이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같은 ‘것’을 생산해내며 결과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무화시킨데 반해 차승언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예적 수공업을 통해 가치를 한 땀 한 땀 
뜨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 미술이 회화는 물감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불과하며 조각은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외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체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성’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자 우월감이었다. 

그리고 그 이성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붕괴했다. 모든 것이 매체이자 사물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보다 그 스스로 역시 도구화 시켜 소외시켜 버렸기 
때문. 따라서 모더니즘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숙연한 노동을 통해 

캔버스를, 말하자면 특정한 이미지를 띄는 유리창을 직접 직조하고 있는 차승언의 

작업은 이제 곧 어떤 진리의 일면을 보여줄 것만 같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말로 언어와 이미지 그 매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마그리트처럼, 차승언 역시 캔버스 

같지만 마냥 캔버스만은 아닌 작업으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매체에 대한 그리고 

진리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