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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은 미술을 회화/조각, 평면/입체, 2차원/3차원 등으로 구분하는 젂통적 사고의 틈새에 서 있다. 

나아가 그는 그 앆으로 과감히 들어가 고정적이고 제도화된 여러 고리들을 가위로 하나둘씩 

잘라내고 있다. 하지맊 그는 그 끊어짂 고리들을 다시금 이어매고 붙여내면서 새로욲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핚다. 즉 그가 사용하는 가위는 모듞 것을 단젃시키고 

젃단하는 분리의 가위가 아니라, 새로욲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는 생산의 가위이다. 

 

그러핚 젂략을 그의 작업 용어로 말핚다면, ‘평면설치’일 것이다. 물론 이 용어는 미술사에서 다소 

생경핚 개념일 뿐맊 아니라 단어에서 오는 모숚적인 어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안는다. 더욱이 그 개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핚다. 그러나 평면설치는 단숚히 2차원의 평면과 3차원의 설치가 결합된 것은 아니다. 

그는 미술을 크게 두 개의 장르로 분류하는데, 바로 입체와 평면이다. 작품 즉, 오브제가 3차원의 

공갂상에 놓여지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입체이다. 하지맊 그 오브제를 벽면에 붙인다면, 물론 

부조의 성격을 가지겠지맊, 이상선은 그것을 확장된 평면의 개념으로 파악핚다. 여기서 평면은 

단숚히 수학적이고 관념적인 2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벽면과 작품의 마주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2차원의 세계이다. 따라서 회화작품이 설치되는 곳은 

사실상 2차원의 공갂도 3차원의 공갂도 아닌 셈이며, 작품은 새롭게 재발견된 공갂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핚편으로 공갂 속에 오브제를 넣는 행위를 공갂에 대핚 파괴로 갂주하며, 다른 핚편으로 그러핚 

행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갂의 재탄생으로 해석하기도 핚다. 그러므로 공갂은 작품의 일부가 

되고, 그의 평면회화는 자연스럽게 3차원성을 획득핚다. 

 

평면과 입체를 명증하게 구분하는 논리와 거리를 두는 이상선에게 있어 공갂은 자체적인 중요핚 

의미를 내포핚다. 그러나 그의 평면설치는 어디까지나 평면적 요소와 수작업에서 출발핚다. 과거 

작품에는 핚 화면에 다수의 사람이 등장하였지맊, 최귺에는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오려내어 꺼내고 

있다. 따라서 개별화된 인물들은 각각 독자적인 공갂을 핛당받으며, 그 공갂과 조응하면서 그가 

계획하는 평면설치의 핚 단면을 보여주게 된다. 또핚 그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작품에 

담아내는 내러티브의 경향을 일젂에 보여주기도 하였지맊, 현재는 개체화된 인물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사적 요소가 가급적 배제된다. 게다가 귺래 사용되는 인물은 싞문, 잡지, 

포스터 등의 상업광고 이미지에서 차용된 것으로 우리에게 칚귺핚 느낌을 주기도 하며, 동시에 

몰개성적인 느낌을 주기도 핚다. 디테일이 생략되고 단숚화된 형태와 넓은 색면이 추구됨으로써 



비교적 중성적인 인격체가 탄생하는데, 실상 자세히 살펴보면, 그 등장인물들은 각자 고유의 

주관적인 표정을 지니고 있음을 갂과해서는 앆 될 것이다.  

 

2차원의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가는 색의 주조에 있어 자싞맊의 독특핚 방법을 사용핚다. 즉 

입체성을 제거하고 평면성에 도달하기 위해 채도와 명도를 통제핚다. 그는 원칙적으로 원색, 숚색을 

멀리하고 튜브에서 나온 그대로의 물감을 사용하지 안는다. 더불어 꾸준핚 실험을 통해 자싞맊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물감을 덜어내고 혼합하여 새롭게 색채를 재구성핚다. 채도의 단계를 

연구해서 색상을 미세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결과 색감은 젂반적으로 어두면서도 밝고, 무거우면서도 

경쾌핚 이중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물에 이름을 붙인다. 그 이름은 매우 문학적이다. 왜? 그것은 짂실로 문학에서 

왔기 때문이다. 시인 이상의 젂집을 30번 이상 탐독했을 정도로 이상에 심취해 있는 이상선은 그를 

자연스럽게 내재화시켰다. 자싞이 선택핚 이미지에 따라 이상의 텍스트를 숙명적으로 뽑아내어 

그것을 눌러 앇힌다. 그로써 각각의 독립된 인물들은 생명을 부여받고, 공갂 앆에서 서로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함으로써 차가욲 인물들은 따뜻핚 개성체로 변모하기 시작핚다. 

 

이상선의 철저핚 평면추구의 이면에는, 오히려 평면을 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있다. 그는 

평면이라는 인식의 기반으로 들어가 평면을 재조립함으로써, 그것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돌파구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내부에서 흔들기는 부정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긍정으로 

작동핚다고 볼 수 있다. 의도적이듞 혹은 그렇지 안듞, 그가 아직까지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그 속에 숨은 함의가 드러나 형식적인 것과 접속을 이루는 것을 

상상하면, 앞으로 짂행될 그의 작업도 사뭇 흥미롭게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