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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골로기 시대의 전형성에 대하여
조은정(미술평론가)

21세기 초두, 번화가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지나는 젊은 여성들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들어서 차림새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을 창을 통해 지켜보았던 이들의 눈에 그 인물들이 개별성으로
행과 관계가 깊기 때문일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실루엣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리 다르지 않은 치마
미지’라고 뭉뚱그려 말하곤 한다. 
외형의 형태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기억은 현대 도시의 소비문화 결과이다. 대량생산과 백화점 그리고
들은 대중적 도시문화의 산물인 팝아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현대도시의 형성이 후발인 우리가
시작하여 미디어와 이미지의 소비라는 두 축 안에서 유희한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인물의 형상들은 현대

밀란 쿤데라는 현대인은 이성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감성적인 이미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이마골로기
쓰이는 광고와 정치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선전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는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의 유산 전체가 그 어떤 논리적 사상체계를 형성하기는커녕 단지 일련의 이미지와 암시적인 도상들
기 등)을 이룰 뿐인 만큼,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ideologie)의 점진적이고 총체적이며 전세계적인 이마골로기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상이 깨진 자리에 이데올로기와 이미지가 결합된 이마골로기가 위치한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낫, 망치, 노동자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환한 미소를 띤 노동자로 표현된다면 자본주의는 어떤
작품과 연관 짓는 감상방식에서 벗어나 영화와 같이 함께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데서 탄생한 대중문화를

김병규는 지하철 바람에 올라가는 치맛자락을 붙드는 몸짓의 마릴린 먼로를, 짧게 머리를 자른 오드리 햅번을
스터 그리고 광고라는 정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그들의 몸짓과 외모는 이제 일종의 전형으로
명쾌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인물의 창조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돈키호테는 아닐지라도
드러낸 여배우들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압축된 감정의 정보로 기능한다. 
마릴린 먼로나 오드리 햅번 등 알려진 인물의 도상적 형상을 차용하여 소재로 삼는 방식에서 시작한 그는
넘치는 장면은 실은 반려견의 동반조차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이미지의 시대, 현재를 증언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시대를 가장 잘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예술가의 손을 통해 창조된 일상의 현실로부터 고립된
된 인간 모습은 그것이 또한 초인이든 속물이든 “무력하고 추상적이며, 편협하고 일면적인 궁극적으로 비인간적인
인 지나치게 외모를 가꾼 여성의 이미지는 그렇게 전형성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선택한 여성의 모습은 남성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선택된 성별 구분에 의한 생리적인 여성은
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의도 전달을 위해 선택된 이미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성이나 남성의 사회적 위치를
더 다양한 덕에 선택된 것일 뿐이다. 그 선택의 조건에는 ‘바람’에 반응하는 여성의 머리칼과 치마도 포함된다
수도 있는 조건이다. 영화 속에서 마릴린 먼로는 지하철의 속도에 의해 생성된 바람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러한 문명의 수용을, 그리고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는 여성의 실루엣은 자연조차 연출―
시생활에서 인간의 외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자연과 비자연 모두 경계가 없는 삶의 조건일 뿐인 것이다

이들은 형태는 금속과 돌이라는 오래된 조각의 재료로서 견고함, 영속적인, 전통적인 의미를 지닌 두 가지
고 자연의 시간을 거스르는 녹을 거부하는 속성은 영속을 추구하는 조각의 욕망을 담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자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시 영속성에 접근해 있다. 인물 형상들의 외곽은 견고한 금속인 스테인리스스틸로
고 무거운 재료이기도 한 이들이 구현한 것은 경망스럽기까지 한 가벼운 일상의 형태이다. 속도와 변화를
발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장에서 저 장으로의 이동이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는 밀란 쿤데라의 지적을 다시
금속과 돌로 짜맞추어진 형태는 실루엣을 기본으로 한 형태 덕에 평면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재료가 갖는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그저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는 순간을 눈으로 만나기도 한다. 그녀들은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스커트를 살짝
개별성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오래도록 유일체로 인상에 남는 일은 아주 드물다. 아마도 이들의 차림새가 유

치마 길이 심지어 작은 몸짓인 제스처까지 인물 개개를 구분하여 기억할 수 없는 이 성격을 우리는 ‘이

그리고 미디어까지 가세한 현대생활의 반영인 것이다. 개별성보다는 동질성을 먼저 지각하게 되는 이 형태
우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김병규의 인물들은 그러한 ‘현대인의 이미지’라는 단순하고도 우연한 관찰에서

현대 도시 생활을 상징하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공론화한다. 

이마골로기(Imagologi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불멸』에서 광고와 선전을 설명하면서 시장에서
러시아에서 박해받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파하기 쉽도록 이데올로기 내용을 단순화시킨 결과를 예로 든다. 

도상들(망치를 든 채 웃고 있는 노동자, 황인과 흑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백인, 비상하는 평화의 비둘
이마골로기(imagologie)의 면모에 대해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의 모습은 혼자 독백하는 진지함을 버리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방식의 경쾌함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모습일까? 선전과 결부된 공산주의와 달리 상품의 광고와 연관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개개인이 미술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한 팝아트에서, 우리는 소비되는 이미지로서의 현실과 조우하는 것이다. 

햅번을 보여준다. 실루엣만으로도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중 사이에 알려진 영화와 포
전형으로 자리한다. 루카치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표현 불가능한 것들인 삶의 모순과 투쟁, 힘과 같은 것을

아닐지라도 육체 자체의 힘을 그리고 긴 머리 여성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시대에 짧은 머리로 자신의 특징을

그는 카페 유리를 통해 보여진 여성의 이미지를 도상화한다. 그들은 가끔 개를 데리고 있는데, 그 귀여움
작동한다. 외모를 가꾸어 잘 다듬어진 한 개인의 특별성을 강조한 결과가 결국은 그들이 속한 국가와
개인으로서 전형성을 띤다. 초인이든 속물이든 모두 공허한 역사적 진실로부터 유리된 현실에서, 탄생
비인간적인 형상”이라고 한 루카치의 지적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통칭 ‘속물’이라고 치부하기 쉬운 존재

여성은 아니다. 그녀들은 작가의 경험에서 발원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처리하여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대명사로 작동한다. 그것은 착용한 의상의 실루엣이 여성의 경우가

포함된다. 외부조건에 반응하는 인간의 몸짓을 극대화하기에 적절한 바람(Wind)은 거부할 수도, 수용할
그것은 현대 도시에서의 소외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기도 했다. 그 유사한 행위를 보여주는 여성 실루엣은

―그래서 작가는 제목에 Play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로 동원한 현대인의 삶을 드러낸다. 현대 도
.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이미지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 중에서 스테인리스스틸은 현대문명의 산물이다. 반짝임과 견고함 그리
사이사이에 사용된 오석이나 사암 등 색깔 있는 돌들은 가장 오래된 조각의 재료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색 그

스테인리스스틸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조차 퍼즐조각처럼 금속의 틀 안에서 맞추어 구성된다. 전통적이며 육중하
변화를 의미하는 현대인의 삶을 가장 전통적인 재료로 구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변화란 새로운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갖는 특성을 극대화한 두께를 지니고 있어 3차원의 공간에 존재한다. 환조와 부조 혹은 드로잉 어디에도

이러한 모든 장치는 이미지의 주체가 되지 못한 현대인, 그 진실을 드러낸다. 



작가노트

• 오늘날 대중매체와 소비문화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초점을 생산이나

비에 맞추게 되었다. 소비문화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을 변화 시켰다. 두드려진 사회변화 양상은 새로운 소비문화, 그리고

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의미의 산출이 갈수록

분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허위, 실제와 모사, 모더니즘이

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근거를 배경으로 본인의 작업의 소재로

은 그로 파생되는 상황들이다.

• 본인의 작품은 현대미술의 흐름 중 하나인 현대의 `일상성`에서 보여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 일상이 주목받는 것 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미적인 것의

소로서 도심의 모습들이 부각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않은 `일상`의 모습들을 작품으로 재현해 냄으로써 현시대의 우위적

들과 현대성을 보여주고 색다르게 보여 왔던 모습들이 일상의 모습으로

•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이미지 생산 작업은 관객을 전제로

• 본인의 작품에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물과 그 인물이 소비하고

세사리와 소품들이 함께 표현되고 있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으로 표현된 타자의 형태가 단순히 소비문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게 작품으로 표현되는 것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조각에서 보여 지는

소비문화로 간주된다. 현대사회의 소비는 곧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문화가 주는 문제를 관찰하여 표현하였다.

• 현대인의 '소비하는 삶'에 관한 단상을 동시대 도시인물 이라는 형태를

품 등이 직접적인 형태에서 오는 이미지로 도시의 모습과 도시인의

생산이나 노동이 아닌 다양한 대중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식산업과 소

수많은 소비에 접하게 되었으며 매스미디어의 혁신은 소비의 전달과

그리고 TV, 미디어, 컴퓨터 등의 발달로 인한 기호와 정보의 증가 현상

갈수록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

모더니즘이 전제했던 기표, 기의, 그리고 지시대상 사이의 구분이 허물어

소재로 선택된 것들은 소비사회 안에서 보여지는 인물의 이미지이며 혹

보여 지는 소비문화에 대한 인물의 이미지와 변화하는 일상의 모습은

것의 일반화 등의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적 생산물의 실현과 표상의 장

사회분위기 속에서 작품이 나타나는 도심의 거리에 특별하지도 신비스럽지도

우위적 관계와 개인의 익숙해져 모르고 지나치던 공간들에 수많은 사람

모습으로 보여주는 여지를 제공해 주고자 함이다.

만들어 내는 사람은 없다. 이미지란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여 지기 위해 만

전제로 하게 된다. 

소비하고 있는 의상과 상품을 표현하고 여성.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

관찰자인 남성의 시각적의미를 통해 연구자의 작품에서 나타난 실루엣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자의 응시를 통해 연구자의 욕망이 어떻

지는 형태를 연구한다. 또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 대중문화는 곧

권력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기호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고 이러한 소비

형태를 차용하여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작품에는 인물의 소

도시인의 삶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



Play-Her(Walk with pet) . 400x100x44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Her(Walk with pet) . 400x100x44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Wind Her 작품은 바람에 휘날리는 그녀를 표현. 
바람에 휘날림을 즐기며 바람을 유희적인 성격으로 묘사 하였다. 
두상의 형태는 실루엣(영상.화상.윤각) 의 외형을 지니고 있는데 회화의 한 시점에서
보는 대상을 말한다. 

실루엣이라 해 언제든지 외부 라인에 의지하는 것 보다 오히려 내부의 여러 가지
디테일이 어떻게 그 전체적인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실루엣 내부에 디테일을 같이 표현 하는편이 실제적으로 입체표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외형은 회화의 시점에서 가져와 다시 입체적 형태로 표현하였다. 



Play-Her . 400x110x127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Wind Her . 600x160x380. Stainless Steel. Marble.2015



Play-Her . 200x120x47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Her . 900x200x160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Her.1500x200x150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Wind Her . Stainless Steel. Marble.2016
-23-



Play-Her(with pet) 
250x200x400mm.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Her . 200x120x470.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 Her(With pet) . Stainless Steel. Marble.2015



Play-Her(Walk with pet) . Stainless Steel. Marble.2016



Play-Wind Her . 2450x680x1700. Stainless Steel. Marble.sand stone.2016. 2450x680x1700. Stainless Steel. Marble.sand stone.2016



제19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作 Play-Wind her . 4500x2600x2300mmStainless Steel. Marble.2016 16Wind her . 4500x2600x2300mmStainless Steel. Marble.2016 

Sculpture



Play-Wind her . 4500x2600x2300mmStainless Steel. Marble.2016 

17

제19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作

Sculpture



18

With You. 1800x1800x3200mmStainless Steel. Marble.2019 

Sculpture



내일을 향한 발걸음. 3700x1200x3500
Stainless Steel. Marble.2020 

19

Sculpture



20

With you 2700x1000x3700mm.
Stainless Steel. Marble.2018

Sculpture



Play-Her(With Pet) 2500x1600x5000mm. 
Stainless Steel. Marble.2017

21

Sculpture



유희 – 바라보다 / 작품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우레탄도장 22우레탄도장

Sculpture



책(Book)-세계를 읽다 / 작품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우레탄도장 23우레탄도장

Sculpture



행복한 발걸음 / 작품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우레탄도장 24

Sculpture



With you 500x100x500mm.대리석.스테인레스스틸..2019

With you 500x100x600mm.대리석.스테인레스스틸..2019



With you 4000x1500x5000mm.대리석.스테인레스스틸스테인레스스틸.우레탄도장.2019



Propose 5000x1500x5000mm.대리석.스테인레스스틸스테인레스스틸.우레탄도장.2020



Propose 5000x1500x5000mm.
2020
Propose 5000x1500x5000mm.대리석.스테인레스스틸.우레탄도장.
2020



작가 경력서

김병규(金炳奎), KIM BYUNG KYU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2004 서원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06 제1회 개인전 ·향유· (갤러리 우림)
2009 제2회 개인전 ·조합된 공간· (갤러리 이즈)
2011 제3회 개인전 ·공간_확장· (인사아트센터)
2012 제4회 개인전 ·Space Eye· (아트 스페이스 H)
2016 제5회 개인전 ·그녀와 바람· (아트 스페이스 H)
2018 제6회 개인전 ·,With you· (임립미술관)

부스전
2018 WITH YOU- MMMM 복합문화공간(메드렉스병원)
2017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조각, 꿈의 스펙트럼`(예술의전당)
2016 STONE EDGE Exhibition & Market (일신석재 showroom)
2016 she 유희로서의 이미지/ 김병규 초대전(암웨이프라자)
2016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조각, 감성을 깨우다`(예술의전당)
2015 창원아시아미술제 "Restart &Reset"(성산아트홀)
2014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생각을 조각하다`(예술의전당)
2011 칭다오 국제 현대미술전(칭다오 국제회의장)
2006 중국 국제아트 페스티발(위해시 국제전시센터/중국)

그룹전
2020 소통의 미학을 이루다(성신여자대학교 미술관)
봄生봄事_ 생기나는 조각들(정수아트센터)
Pink Art Fair Seoul2020(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2019 분당서울대학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워킹갤러리 NEW& 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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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피부에서 살기`(예술의전당)
제23회 의정부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見生展`(의정부 예술의전당)
제30회 포천아트밸리와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見生展`(포천아트밸리)
Pink Art Fair Seoul2019(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국제예술박람회_크라운해태부스_200인전(코엑스)
제28회 중랑구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見生展`(겸재작은 도서관)
삶이야기 조각회 Spring here(아트엠 갤러리)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작품전(백마아트홀)

4인 기획 초대전 ‘우리는 여자로서 잘 살고 있는 가’(갤러리다함)
8월의 만남전(베를린 미술관)
거제도 바다미술제(옥포수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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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조각. 세상을 이야기하다`(예술의전당)
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MBC)
장흥아트밸리BH갤러리&카페 야외조각초대전(장흥아트밸리)
외250여회

수상경력
제2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비구상계열)
제22.24.25,2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4회
제9회 야외조각 대상전 ·우수상·
2007,2010 단원미술대전 조각부분 ·우수상·2회

작품소장,설치
2005 덕산 스파 캐슬(덕산),모산 조형미술관(보령),홍익대학교(조치원캠
퍼스)
2006 대전 한신 공영APT , (주) 큐로컴(서울)
2007 안산중앙도서관(안산)
2008 자연&경남 아너스빌APT(화성), 송파 파인타운APT(서울)
2009 남양주 가운동 휴먼시아APT(남양주), 파주 운정 휴먼시아APT(파주)
2011 천왕 이펜하우스5단지(서울)
2012 서울조각공원(중국청도)
2014 지하철9호선 삼성중앙역(서울)
2015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제1단계 현대화사업 (가락 몰) 
2016 이천 설봉공원(이천)
2017 양구 조각공원. 한국도로공사 망향휴게소. 서울대공원(장미원)
2018 드림하이오피스텔(서울)
2019 한국도로공사(천안삼거리.화성휴게소). 상주조각공원. 거제조각공원
.세종 캐슬앤 파밀리에. 일산 더 그라비스타
2020 휴먼빌(강원속초).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삶-이야기 조각회, 고양조각가협회,
성남조각회, 단원미술대전 추천작가.경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강사역
임, 
충남대학교 조소과 출강.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겸임교수

작업실/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30번지 우=472-905
010-6292-3234 E-mail.summer-78@hanmail.net / www.art-
play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