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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1세기로 어들면서 순수미술과 디자인과의 교류  융합 상이 더욱 활발해 졌다. 이 논문에서는 

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술가 에바 알머슨의 주요 작품을 분석하 다. 이를 토 로, 

동시  미술과 문화의 특성이 반 된 그녀의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학술  틀을 제시하고

자 하 다. 에바 알머슨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그녀의 작품의 주요 주제는 들에게 잘 알려진 일상이나 

동심보다는 인간 계성, 즉 타인과의 계 속에서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등 사회성 측면에 

더 비 이 높다는 것이 밝 졌다. 알머슨의 작품에서 특히 여성 성인 캐릭터가 체 작품  등장 빈도가 

가장 높고 각 작품 주제를 달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이 캐릭터는 그녀이 심미  원인, 시  특성, 

문화  요소가 어우러져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의 상황과는 다르게, 재 알머슨의 

작품 속 여성 인물이 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들이 미를 향유하는 역이 순수미에서 

보편성의 미로 변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그녀의 캐릭터  여성 인물이 순수미술의 

특성과 캐릭터 디자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과, 알머슨의 작품이 갤러리에서 거래됨과 동시에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모습 갖추고 거래된다는  등에서 포스트모던작품의 특징인 미술과 

디자인의 탈경계 상이 알머슨의 작품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 작품의 텍스트와 이미

지의 계, 독창 인 조형요소, 아포리즘  특성 등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중심어 :∣에바 알머슨∣보편성의 미∣탈경계∣미술과 디자인∣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phenomenon of interaction in between fine art and design has become 

more increasingly prevalent. In this paper, the author has analyzed the major works of Spanish 

artist Eva Armis n on a cultural criticism perspective, and has proposed a framework for a 

deeper understating of the artworks,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and 

culture such as deterritorialization of art and design.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the main 

theme of her artworks is about preferred attitude of a human being in relationship with others, 

unlike daily lives or innocence of childhood which are well-known subjects to the public. Her 

main female character could have been formed by blending all of her aesthetic reason, and 

characteristics of this era and cultural elements. It means that the area where the public enjoys 

the sense of beauty have been extending from the area of the beautiful to the beauty of 

universality. It has been found that deterriorialization phenomena,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art and design work to dismantle an existing order, the repression, appeared in her 

work. However, several research areas of her works such as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image or formative elements or aphorism etc. still have remained to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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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로 어들면서 문화 술 분야에서 각 장르 간

의 교류와 융합은 이  보다 더 활발해졌다. 특히 시각

문화를 살펴 볼 때, 순수미술가가 디자이 로서 작업을 

한다든가, 문화의 인기 제품이 순수미술 분야에도 

향을 끼치는 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술과 디자인이라는 강박 인 구분도 차 사라

지고 있다. 일 이 1960년  후 팝아트 작가들은 이

미 순수미술과 이고 상업 인 시각 이미지를 결

부시켰다. 자신의 회화 작품을 시 기념품이나 디자인 

상품으로 만들어 시하고 매한 도 이미 여럿(앤디 

워홀 Andy Warhol, 키스 해링 Keith Haring, 무라카미 

다카시 Murakami Takashi 등[1]) 있다. 한 1990년  

이후 재까지 순수미술과 기존 상업 제품과의 아트 마

의 형태로의 콜라보 이션 사례도 무수히 많다[2]. 

스페인 출신 에바 알머슨(Eva Armis n, b. 1969)도 미

술과 디자인 분야에 두루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는 화가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재 유럽, 아시아, 미국, 그리고 특

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알머

슨의 최근 작품 분석을 통하여 동시  미술 특성과 

문화 상이 그녀의 작품에서도 반 되고 있음을 확

인하고, 나아가 그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

는 학술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를 통해 알머슨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들이 향유하는 미의식의 

범주의 변화와 확장, 그리고 포스트모던문화의 특징인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탈경계와 이항 립의 해체 상

을 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알머슨의 2007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요 작품 시회를 람한 경험과, 그 기간 동안 발표

된 주요 작품 사진 440 을 수집한 것을 토 로 진행되

었다. 이 작품들은 시 도록과 SNS와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했다. 한 알머슨의 보도 기사, 인터뷰 상, 

련 서  등을 통해 알머슨 작품 세계를 이해 할 수 있

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다.

이해와 감상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한 이론  

고찰로서 미  범주, 얼굴과 미, 인물 상, 디자인에서

의 캐릭터의 특성, 포스트모던 시  순수미술의 탈경계

와 이항 립의 해체와 련된 문헌조사를 하 다. 본 

연구가 진행된 구체 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Ⅱ. 작가 및 작품

1. 작가 약력
에바 알머슨(Eva Armis n)은 1969년 스페인 사라고

사(Zaragoza) 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

을 좋아하 다. 바르셀로나에서 미술을 수학한 그녀는 

재 바르셀로나의 상트 퀴르제Sant Quirze에서 음악

가 인 남편 마크 패롯(Marc Parrot)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림 2]. 1994년 개인 을 시작으로 매년 꾸 히 작품 

발표를 하 고[18], 스페인 코카콜라 CF 고 coca-cola 

& casa 작업[표 2] 1)을 통해서 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4년 경 부터 유럽, 아시아(한국, 국,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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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편 마크 패롯(좌)과 에바 알머슨(우)

가포르 등)와 미국에 진출하여 국제 으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알머슨은 데뷔 후부터 지 까지 천진한 아

이들 그림 같기도 하고 드로잉 같기도 한 화법을 소신

있게 추구했다. 재 국제 으로 연 3-4회 이상 왕성한 

개인  활동을 하는 화가인 동시에, 도서 일러스트 이

션도 작업하며, 각국의 다양한 랜드와 아트콜라보

이션도 지속 으로 진행 이다

2. 작품 표현 매체
알머슨의 작품 장르를 살펴보면, 주된 작품 매체

(media)는 유화(oil on canvas)이다. 하지만 유화뿐만 

아니라, 화, 도자, 조각, 라이  드로잉 퍼포먼스, 설

치 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순수 미술의 다양

한 역에서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표 1].

3.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
알머슨은 2011년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인 친구의 

권유로 서울 KIAF 시에 처음 참가했다[27]. 시를 

열자마자 호평은 얻은 그녀는 바로 출 사로부터 도서 

출  제의를 받고 <행복한 그림이야기>를 출간하 다

[9]. 이후 스포츠웨어 업체인 코오롱과 본격 으로 콜라

보 이션 한 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콜라보 이션 역

은 확장되어 갔다. 우리나라 코스메틱 랜드 스킨푸드

와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2016년 세 번째 콜라보

표 1. 알머슨 예술 작품의 매체(Media) 별 주요 사례
매체 작품 사례

1) 유화
<Walking>
2011
oil on canvas
130x195cm

2) 판화

<Capable of 
Anything>
2009
Etching
68.6x48.3cm

3) 연필/
색연필화

<I am Here>
2015
연필, 색연필

4) 
펜화 /
마커/
파스텔

<Gourmet>
2014
마커, 파스텔

5) 도자
<Good Night>
2014
Pottery

6) 조소

<Our People, Our 
Tomorrow
-part>
2014
동대문 두타빌딩 가든 
부분

7) 라이브
드로잉

<Hello>
2014
부산 고신대학병워 병
동 창문에 드로잉

8) 설치
미술

<Our People, Our 
Tomorrow> 
2014
Christmas 
Installation
동대문 두타빌딩 광장 
일대

이션을 발표하 다. 여성 의류 랜드 오즈세컨과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함께 작업하 고, 홍콩 홈앤리빙 랜

드 시티수퍼(City'Super)와 리빙 상품을, 스페인 악세

사리 조이다트(joid'art)와 함께 패션 악세사리 작업을 

하 다, 최근에는 2016년 용 하나은행 달력과 KEB 하

나은행 통장을 디자인 하는 등 [표 2]와 같이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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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가지 다양한 분야와 아트 콜라보 이션 작업을 하

다[18][27][28]. 

표 2. 알머슨 작품과 상업적 아트콜라보레이션 주요 사례
장르 기업 / 랜드 작품 사례

1) CF 영상
Coca Cola
https://www.coc
acola.es

2) 테이블 
웨어

가나아트
2014

3) 음료 용기
엔제리너스
2012
2013

4) 홈앤리빙 City’Super
2015

5) 가방

O’2nd
오즈세컨
20126) 여성의류

7) 슈즈

8) 주얼리
joid’art
2014
2015
2016

9) 달력 하나은행
2016

10) 코스메틱 
(화장품)

스킨푸드
2012
2013
2016

11) 서적 & 
CD

2009
2010
2012

12) 작품 액자
ER, Parenthood
2007
2011
2013

4. 주요 작품 주제와 소재
알머슨의 시 제목이나 시회 기사에 자주 등장하

는 문구는 ‘아이처럼 그려라’, ‘소소한 행복’, ‘일상을 축

제로’ 등 이다[21][23][24]. 동그스름한 얼굴을 한 귀여

운 캐릭터들이 천진하고 사랑스럽게 우리의 일상 이야

기를 달한다. 

부분 그녀의 그림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보다 다

정한 으로 바라보고, 주변의 작은 행복을 찾도록 노

력하자로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는 가정의 달 기획 이나 크리스마스 기획 으로 알

머슨 작품  가족 일상 풍경, 나들이, 서커스 는 놀이

터, 요정 같은 맑고 밝은 동심 같은 세계의 작품들 주

로 선보인 경향이 있다. 물론 ‘아이와 같이 편견 없는 

을 세상을 보자, 일상 속 소 한 작은 것들을 기억하자’

도 그녀의 요한 메시지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분석 

결과 그녀가 작품을 통해 진정으로 달하고자 하는 메

시지의 역은 기존의 알려진 것보다도 더욱 사회 이

었다. 인간  인간, 인간과 환경 사이 상호 작용 역

까지 아우르고 있었다.  

그녀의 최근 작품 440 을 [표 3]의 상징  소재를 

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분류 기 은 작가가 시회나 인터뷰에

서 구두로 작품 설명한 것과 작품 속에 작가가 자필로 

기록한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분류 하 다. [표 3]에 정

리한 로, 첫 번째 주제는, 작품 속 캐릭터를 통해 타인

과의 계 속에서의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태

도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보여

다. 심을 보이는 것, 기다려 주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 사랑과 애정을 표 하는 것, 믿고 신뢰하는 것, 있어

야 할 자리에 존재해 주는 것 등 이다. 두 번째 주제는, 

본인의 생각과 다짐을 캐릭터를 통해 자화상처럼 표

한 것 등이 있다. 세부 주제로는 두려워 말고 나가자, 

목표를 향해 돌진하자, 휴식과 이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괜찮다, 행복 등이 있다. 세 번째 주제 유형은 

실을 월한 마법 같은 풍경이나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표 한 것이다. 마술사, 요정, 새, 그네, 날개 달고 하늘

을 나는 모습 등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는 소소한 일

상생활의 한 장면을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붓 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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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알머슨 예술 작품의 주제 유형별 분류 및 작품 비중
(2007-2016)

주제
유형

상징  소재 작품 사례
비
%

1)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의 태도

① 사랑과 애정 표현(키스, 포옹 
등).

② 관심/ 응시/ 듣기
③ 기다림/ 현존
④ 신뢰/ 함께 보살핌
⑤ 가족

30.6

2)
자화상과
나의 삶의
태도

① 나의 감정 /자화상
② 세상 살이 속에서의 나의 

태도와 다짐
   (강해짐, 마스크, 휴식과 

이완,  희망, 긍정 등)

41.2

3)
순수한
동심과
환상의 
세계

① 아이와 소녀 처럼
② 놀이터와 서커스 놀이공원 등
③ 초현실 상상의 세계-마술, 

마법, 날기 등

17.6

4)
소소한
일상

① 집안일-뜨개질, 식사, 
장보기, 청소, 샤워 등

② 건강 관리 –레저, 운동, 산책 
등

10.6

보여주는 것이다. 뜨개질, 식사 테이블, 장보기, 산책하

는 모습 등을 이 항목에 포함 시킬 수 있다.

[표 3]의 우측 주제 별 비 을 정리한 퍼센테이지 항

목을 보면, 70%가 넘는 그녀의 작품의 주요 주제는 타

인과의 인간 계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한 것이라는 것을 뚜렷

이 알 수 있다. 즉 첫 번째 주제 유형이 30.6%, 두 번째 

주제 유형 항목이 41.2%를 차지한다. 그녀는 들에

게 동심과 소소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 한 작가

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알머슨의 작품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메시지

는 사회 속 인간들의 계성에 한 메시지가 더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인 로, [그림 4] And Not to See는 첫 번째 

주제 유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가게 되는 

곳에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목격하는 상황을 

표 한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그 장소에 간 것이지만

서도,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 펼

그림 3. <And Not to See> 2014

그림 4. <The Most Strongest for You> 2014

쳐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고 그 곳에 가 있는 이상 안

볼 수 도 없는 상황이다. 한 요즘 뉴스를 빗  표 이

기도 하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안좋은 뉴스들이 

있지만 안 보고 안 듣고 살 수 만은 없는 우리들의 실

이 반 되어 있다[27].

두 번째 주제 유형으로 [그림 3] The Most Strongest 

for You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 

우리 얼굴이 아닌 가면(mask)을 쓰고 살아 가야만 하

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동물 가면 시

리즈는 타인을 해 가끔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때도 있고, 본성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굴어야 할 때도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다[29]. 이 캐릭터는 들소의 

가면을 쓰고 있다. 들소 가면은 을 로 바로 치켜

뜨고 목표를 향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끝까지 돌진하라고 말하고 있다. 알머슨도 이 

들소가 스스로 본인 같다고 하 다[27]. 이는 자화상

인 것인 동시에 한 객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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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작인 [그림 5] On Guard for Love도 두 번

째 주제 유형에 속한다. 매력 인 롱드 스를 입은 여

성이 캔버스 앙에 권투(Boxing) 장갑을 끼고 서있다. 

그녀의 작품에서의 권투 장갑은 주로 당당히 두려움에 

맞서 나가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맞설 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낸다. 롱드 스는 조형

으로 집의 이미지와 결합 되었다. 이 롱드 스 집은 

타일, 나무 자 조각과, 벽돌 그리고 연분홍의 페인트 

칠로 되어있다. 치마 폭 가운데 이 자리 잡고 있고, 

 천장 부분은 첨탑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드

스 상체부분은 한 테라코타 타일로 모자이크 장식이 

되어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가정을 어떤 

상황이든지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이 그림

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 엄마로서 그러기 해 강

해져야 한다는 뜻이다[27][29]. 여자 캐릭터 뒷편에는 

은은한 여러 가닥의 회색 소용돌이 선이 하늘색 바탕

로 부드러운 율동감이 느껴지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

다. 이것은 체 인 그림의 상황이 결국에는 해피엔딩

일 것이고, 이것들이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암시한다[24].

그림 5. <On Guard for Love> 2016

그림 6. <Together> 2016

[그림 6] Together는 가족을 그린 그림이다. 그녀의 

기 작품에는 가족들이 모여 기념사진 촬 을 하는 듯 

한 구도의 가족화가 많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를 얻은 후, 일반인과 갤러리의 커미션을 받아 이런 구

도의 가족화를 다수 제작하게 되었다[27]. 유행하는 

시 문화나 객의 요청 등 외부 인 요인이 그녀의 작

품에 향을  것이다.

그녀의 가족화에서는 서구 통 인 가족 상화같

은 사회  지 나 얼굴 생김새의 증명용의 것이 아니

다. 가족 안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그 내면의 연결된 사

랑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어깨를 감싸며 가족의 울

타리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꿈을 북돋아  것, 가

족 간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 뿐이 아니라 진심어

린 행동으로 표  하는 것, 당신 곁에 있으므로 언제든 

도와주고 격려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타인과

의 계 심의 메시지를 한다.

Ⅲ. 보편성의 미

1. 알머슨 작품에서의 성인 여성의 얼굴
알머슨 작품에서 여러 인물들  성인 여성의 얼굴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등장 빈도도 높고 주요 텍스

트 메시지의 화자이기도 하며, 콜라보 이션 상품의 

심 이미지이다. 미술사 으로 볼 때도 얼굴 표 은 화

가들에게 흥미로운 표  역이자 동시에 도 의 역

이었다.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굴 표 에서 상화 

속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하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부각

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시도되었다[5]. 크게는 운명부터 작게는 한 순간의 

섬세한 감정 분 기를 연출하는 것이 얼굴이다. 얼굴 

안의 시각  요소들은 개별 인 것부터 그 조합들 모두 

메시지를 하는 기호와 상징이 된다.

알머슨의 최근 작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자 성

인 캐릭터의 특징은, [그림 3]-[그림 6]등을 보면, 동그

란 얼굴에 , 코, 입이 작아 귀엽고 착한 인상이다. 이

목구비가 서구 이기 보다도 동양 인 얼굴이다. 머릿

결은 주로 진한 갈색 곱슬이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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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바 알머슨의 초기 판화 작품들

작가 사진인 [그림 2]를 참고해 보면, 헤어스타일과 옷

의 표 은 자화상 같고, 이목구비는 서양인이 주목하는 

동양  외모를 반 한 것 같다. 작가 자신도 언제 어디

서 어떻게 이 캐릭터가 생겨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한다[27]. 그 게 등장한 여성 캐릭터에는 작가 

알머슨의 심미 인 원인, 시  특성과 의 취향 

등 문화  요소가 어울려 이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이

라 생각된다.

[그림 7]은 알머슨의 1990년  기 작품이다. 이 그

림 속 얼굴 표 을 보면 조형 으로 굵은 라인드로잉 

심으로 표 했다는 에서는 최근 작품 경향과도 연

속성이 있지만, 인물의 세부 표  방식은 재의 것과 

는 다르다. 90년 의 것은 훨씬 오 한 콧날과 속 썹

이 짙은 큰 매의 인물이 서구형 얼굴에 가깝다. 2000

년 로 어들며 인물들이 작은 의 동그란 코 심의 

재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볼 수 있다.

알머슨의 인물이 변모 하 듯이, 미인의 기 도, 

의 취향도 시 에 따라 변한다. 본고 내의 알머슨의 여

성 캐릭터는 비 스처럼 황  비율의 미인은 아니지만, 

완벽한 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력 이고 호감이 가는 

미의 유형을 보편성의 미에서 찾았다. 이 시  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캐릭터의 얼굴이 심미  매력을 느

끼게 하는 미  요소는 무엇인지 다음 항목에서 미  

범주을 참고하여 분석해 보았다.

2. 보편성의 미와 일탈
얼굴과 미(美)-1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아름

다움에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기능이 있다[14]. 뇌

로도 확인 된다[7]. 조용진 교수는 미인은 쾌감 유발

자라고 정의한다[8].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 스로 표

표 4. 순수미의 유형의 미인 얼굴 이미지
유형 대표 이미지 설명

작품

<밀로의 비너스>의
얼굴 부분
B.C.130-100년 작

장 오귀스트 도미니트 앵그르 작
<샘>의
얼굴 부분
1856년 작

알퐁스 무하 작
<백일몽>의
얼굴 부분
1897년 작

평균
2000년대
상위 0.1%의 미모를 가진 한국 대
표 여자 연예인 평균 얼굴

대표
여배우
김태희
2000년대 
대한민국 대표 미인

그림 8. 미인 얼굴에 나타난 황금 비례 영역과 수치 by 
Prof. Judith H.Langlois at Univ. Texas 
Austin[31]

되는 미인은 [표 4]와 같이 로의 비 스 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얼굴을 분석하면 조형 으로 황  비례가 

잘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얼굴의 

미간 간격,  세로 폭 간격, 코 가로 폭 간격, 입 길이, 

입술 폭 간격, 턱 길이, 와 뺨 가로 폭 간격과 그 

사이 각도, 턱 좌우 각도 등에 황  비례를 용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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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  세련된 곡선과 여백의 조화로움을 지닌 황  비

율의 미인 얼굴이 탄생한다. 앵그르의 샘에 나오는 여

성의 얼굴, 알 스 무하의 일러스트에 나오는 여신같은 

여인의 얼굴, 우리나라 표 여배우 얼굴의 평균 얼굴 

이미지, 그리고 2000년  최고 미모의 여배우라 불리는 

김태희의 얼굴에서 이러한 황  비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쁘고 우월한 외모를 보고 미  쾌감을 느끼

며 미를 향유하는 것은 미  범주 분류에 따른 캐릭터 

분류로 보자면, 순수미(the beautiful) 범주에 있는 캐릭

터이다[5]. 미  범주에 고 (高低)는 없으나, 페히

(Gustav T. Fechner)는 순수미를 미  범주  의의 

미에 속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감각  쾌감보다는 

높은 수 에 있으면서도 감각 인 것 자체로부터 직  

의(適意: 기쁨, 호감, 즐거움 Gefallen)를 발생시키는 

것이다[10]. 순수미를 보면 부분 아름답고 미 이라

고 느끼며, 이는 조화성, 직 성, 완결성, 무 심성, 쾌

감성 등의 특질이 선명하게 나타난다[11].

[표 4]의 작품 속 여인이나 표 여배우 인상에서 유

사한 미  쾌감을 받을 수 있다.

얼굴과 미(美)-2
하지만 알머슨의 여성 캐릭터는 호감가고 매력 이

지만 순수미의 미  범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알머슨이 묘사 기술이 부족해서 여성 캐릭터를 아

이들 그림처럼 서투르고 황  비례에 어 나게 그린 것

은 아니다. 즉, 알머슨의 캐릭터는 다른 범주의 아름다

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알머슨의 여성의 얼굴과 유사한 유형의 얼굴을 조사

해 보니, [표 5]에 등장한 미인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와 같이 조용진 교수가 연구한 간계 

동양인 평균 얼굴[8]과 한의학 사상체질로 분류한 45세 

미만 태음인 여성 평균 얼굴[33], 90년  한국  미모로 

유명한 여배우 오정해, 최근 들에게 주목 받고 있

는 평범한 외모의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지닌 김고은 등

이 알머슨의 여성 캐릭터가 주는 인상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보통 얼

굴, 평범한 외모에 마음이 끌린다는 말은 편안한 보편

성이 갖고 있는 심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한 

표 5. 보편성의 미 유형의 미인 얼굴 이미지
유형 대표 이미지 설명

작품

알머슨 작
<On Guard 
for Love>
[그림 4]
얼굴 부분

알머슨
SNS사이트
프로필 그림[32]

평균

남방계 아시아와
북방계 아시아
여성이 혼합된
중간계 평균 얼굴[8]

45세 미만 평균 태음인 체질 
평균 얼굴[33]

대표

1990년대
한국적 미인이라
불리는 여배우
오정해

2012년 영화 
<은교>여주인공.
평균 미인이라고
불리는 여배우
김고은

보편 인 미가 에게 어필되고 향유되고 있다는 뜻

이다. 이 보편성의 미가 알머슨 작품의 여성 캐릭터 얼

굴의 매력도에서 강렬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보편성의 미는 친근함과 편안함을 포함한다. 한 

천재가 만든 걸작품과는 범주가 다른 민 품의 보편성

의 미와 유사 하다. 보편성의 미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

람들의 생활 속에서 다듬어지고 삶의 방식과 맞춰진 형

태이다. 화려한 장식 없는 단순한 형태 속 우아한 세련

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의 미감은 우리  마

음속에서 흘러나온 미감이 오랜 세월동안 쌓여 형성된 

것으로, 우리 문화 환경 속에 사는 구라도 편하게 즐

기고 감상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0].

미  범주를 놓고 무엇이 더 고 스럽고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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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첫 에 사로잡

는 놀랍도록 완벽한 아름다움과, 오래 두고 보면 볼수

록 새롭고 깊이가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다른 역이라

는 것이다. 로의 비 스나 미 란젤로의 피에타 같은 

조각상에서 느끼는 미의식도 있고, 우리나라 민 품의 

분청청사기나 달항아리에서 느끼는 미감도 있다는 것

이다. 평범한 외모의 여배우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

고은이나 알머슨의 캐릭터에서의 미학  보편성이 완

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근하고 편안한 것 

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라는 보편성의 미 역에서의 

유사성이 있고, 이러한 미감을 향유하는  문화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다.

2000년  고형 미인의 선호, 황 비례를 도입한 얼

굴 성형수술 등 들이 미를 향유하는 범주가 순수미 

심으로 국한 되어 있던 것이,  상으로 볼 때 재 

들이 향유하는 미  범주가 확장, 이동,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얼굴과 미(美)-3
그 다고 사람들은 완벽하게 황  비례에 맞춘 얼굴

이라든지, 평균값에 정확히 일치하는 얼굴이 최상의 미

라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본능 으로 평균값 수치의 

부분  작은 일탈을 선호한다[20].

알머슨의 캐릭터들은 각 작품마다 닮은 듯하지만 닮

지 않은 부분이 있다. 헤어스타일, 옷, 표정, 세 한 요

소들이 다 다르다. 즉, 작은 일탈이 보인다. 를 들자면 

이도다완을 볼 때 순부 의 형태가 정확한 칭을 이루

지 않고 비 칭으로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불량품

이 아니다.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부분 으

로 작은 일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완벽에서 

벗어난 작은 일탈이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다. 이 작은 일탈이 각각의 매

력 포인트, 개성을 만든다. 주디스 랭와(Judith H. 

Langlois) 교수의 연구에서도 보면 얼굴 매력도에서도 

약간의 일탈이 있는 얼굴이 매력 이고 섹시한 얼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 완벽에서 약간 벗어난 것, 

평범한 듯 보이지만 약간의 작은 일탈을 보여주는 것 

등이 더욱 자연스럽고 매력 으로 보이게 하며, 보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향유하는 미의 변화
시대상, 보편성의 미, 편안한 것이 아름답다
알머슨의 보통 얼굴이 의 호감을 불러일으킨 이

유  하나는 우리  우리 사회  문화에도 원인

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성형술과 미용술의 발달도 

향을 주었으며,  매체 방송에서 성형으로 인생역

에 성공할 수 있는 미인의 법칙 같은 로그램을 방

한 것, 통  유교  사상(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에서 비교  벗어나 자기 몸에 한 결정권

을 본인 스스로 갖게 된 것, 이런 상들이 맞물려 

인들은 아름다움에 한 욕구가 폭발[14]한 상들을 

변화의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 생 66.1%

는 (성형수술을 하면 외모가 더 나아진다는 제 하에)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한다[30]. 즉 돈만 있으면 

인공 으로 뻐질 수 있는 시 에 살고 있다. 이런 사

회에서는 인 으로 황 비례 완벽한 미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 한 반작용으로,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인간미가 있는 것이  다른 아름다움으로 주목받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  상과 개인의 선택과 미

 감수성은 서로 향을 주고 받는다. 알머슨의 작품

은 지  이 시 에 들에게 편안하고, 개성있고, 자

연스러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감수성을 향유하는

데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Ⅳ. 알머슨 작품에서의 이항대립쌍의 해체

1. 미술과 디자인의 탈경계
알머슨은 미술의 역과 디자인의 역 구분 없이 왕

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다. 한 세기  까지만 해도 

한 작품이 미술도 되고 동시에 디자인도 되는 것에 상

당한 거부감을 표명하는 시 다. 20세기 반 그린버

그(Clement Greenburg)는 미술의 디자인화를 강력히 

반 했다. 그린버그는 의 취향에 따라가는 모든 시

각 술을 키치(Kitsch)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엄 하

게 고 미술, 아방가르드, 모더니즘과 구분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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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15]. 이 사상은 분명히 술과 사회와의 계

와 각 역의 정체성 규정에 큰 향을 미친 요한 이

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분법 이고 념

인 술론에 기 한 것이다.

그러나 재 국내외 미술 작가들(무라카미 다카

시, 쿠사마 야요이, 권기수, 최정화 등)이 디자인의 역

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술과 디자인 

경계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자체가 미술계에서의 의미를 

얻고 있다[1].

이처럼 미술과 디자인의 형식과 내용  융합은 알머

슨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술 공  디자인이 

융합되어 감으로, 장르 간, 개념 간, 물질 간, 상업간 경

계를 넘어 섞이는 상이 알머슨의 결과물 속에서도 드

러난다.[표 1]-[표 3]

알머슨 작품이 미술이면서 동시에 디자인이 되는 것: 
인물의 캐릭터화, 작품의 상품화
알머슨 작품이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어 동

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

째로 알머슨의 회화의 인물이 회화  그림인 동시에 캐

릭터 디자인의 특성인 독창성, 연재성(연속성), 친근감, 

연출의 편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캐릭터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체 인 심리  특

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의 의지

인 측면의 특질을 가리킨다[10]. 넓은 뜻의 인격을 형성

하는 요한 요소이며,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될 때에는 

기업이나 상품의 개성과 특징을 표 한 인간 인 뉘앙

스를 가진 아이캐쳐(Eye Catcher)로서 호감을 주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13]. 이 듯 알머슨의 인물 특히 

주인공 격인 성인 여성은 캐릭터 성격, 개성, 호감가는 

외형을 갖고 있다. 보편 인 미를 기본으로,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인간 정서에 호소하는 친근감도 있다. 친근감

이 주는 매력은 귀여움, 즐거움, 따뜻함, 재미 등을 들 

수 있다[4]. 알머슨이 유화의 회화  스타일을 기본으로 

드로잉  느낌을 갖는 그림체를 소신껏 발 시켰다는 

것은 독창성을 이미 확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림 속

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표 한 것도 캐릭터 디자인과 

의 인기 요소라고 보여 진다. 한 10년 이상 개인

과 아트 콜라보 이션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캐릭터의 연재성(연속성)과 련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소비자들에게 하여  인지도

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한 알머슨의 캐릭터는 화

폭 안에서 작가의 상상 로 실과 실을 넘나들며 

표 된다. 실사 상으로는 촬 할 수 없는 표 , 인간으

로 표 이 불가능 한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연출의 편리

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창성, 연재성(연속성), 친근

감, 연출의 편리성이 캐릭터 디자인의 속성이다. 하지만 

알머슨의 작품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CF 상처럼 

서사구조는 없지만,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일 성 있는 

메시지는 생성, 달하고 있다.

알머슨이 순수 미술과 상업  디자인의 경계를 넘어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두 번째 구체  사실은 두 개

의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www.evaarmisen.com은 그녀의 순수 미술 활동

의 시 기록  온라인 갤러리 형식으로 운 되고 있

다. 반면에, www.losarmisen.com은 상업용 웹사이트

다. 그녀를 랜드와 할 수 있는 작품 제작과 캐릭터와 

같은 상품개발, 제작, 출 , 일러스트 활동을 진행하면

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창출한다. 이로써 알머슨

은 순수 미술과 상업 미술의 두 역에서의 입지를 동

시에 증명하고 있다

2. 이항대립의 해체 및 동시 추구
앞서 살펴 본, 순수 미술과 상업  디자인도 이분법

 시각으로 보면 이항 립 이다. 알머슨이 이 두 가

지 립 되는 개념의 경계를 지우고 립을 해체시켜 

미술과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한 것과 같이 이 연장선 

상에서 그녀의 작품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항 립 의 

해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 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항 립은 역사 으로 동양의 음양설이나, 디지털

의 이진법 등[표 6]에서 볼 수 있다. 이항 립 범주는 

그 간에 회색지 를 허용하지 않는 강직성이 있기 때

문에 랑스 사회학자 본(Gustave Le Bon, b.1841 - 

d.1931)은 이항 립을 야만 이라고도 했다[6]. 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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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이항대립 쌍
vs

전통적

1) 음
흑 ←――→ 양

백

2) 0
무 ←――→ 1

유
3) 악 ←――→ 선
4) 여 ←――→ 남

알머슨 
작품

내

1) 동양 ←――→ 서양

2)
순수 미술
인물화
걸작
작품

←――→
디자인
캐릭터
민예품
상품

3)

본인
주체
자화상
one

특별한 천재

←――→

타인
타자
초상화
anyone
누구나

4) 미술관
지배계급 ←――→ 마트

대중

5) 이성
텍스트 ←――→ 감성

이미지

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술 분야에서 이제는 그 경계

를 와해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이 보이며 이

는 알머슨의 작품 속에서도 드러난다.

그녀의 자유롭고 유연하게 모든 소재를 재구성하는 

독자 인 시각은 이성과 감성, 실과 이상, 이미지와 

텍스트, 가시 인 일상과 비가시 인 계성 등, 늘 양

면성을 지니며 경계를 넘나든다. 우선 캐릭터도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 나있다. 캐릭터의 곱슬

머리 큰 키와 길쭉한 팔다리는 서양인 모습과 같고, 이

목구비는 동양 인 모습이 동서양의 양면  정서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포리즘 (aphorism)인 이

성  요소에 자신의 감성 인 표 을 결합하여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추구됨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와 

문화를 반 하는 순수미술과 감성  소비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 한다. 이 작품들

은 문화를 선도하는 지배계 의 장소인 갤러리에도 

시되며, 아트 콜라보 이션 상품들은 들의 보편

인 소비 공간인 마트에서도 진열된다. 미술 에서 거래

되기도 하고, 로드샵에서도 구매 가능하다[표 6].

알머슨이 만들어낸 그녀만의 랜드화 된 캐릭터와 

작품들은 미술과 디자인, 동양과 서양, 고 과 하 문화

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항 립 인 

강직한 질서를 해체되고 공존하고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Ⅵ. 결론

에바 알머슨은  미술계의 천재 인 거장으로 군

림하는 유형의 술가는 아니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손

맛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독창 인 작품 세계를 건설

하 다. 한 순수미술과 디자인 역을 넘나들며 활발

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본고를 통해 그녀의 작품

이  주목을 받게 된 사회 문화  토 , 주제 유형 

 주요 메시지,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들의 미의

식의 변화와 확장, 그리고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탈경계

와 이항 립의 해체 상을 조명해 보았다.

일반 으로 동심과 일상으로 이해되는 작가지만 작

가가 진정으로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으로서 

계 속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의 삶을 리하게 찰하며, 타인의 삶을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들 사이 계에 있어서 우리에

게 진정으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

는 그녀의 노력이 있었다.

작품 속 캐릭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느끼

는 보편성의 미 개념이 알머슨 작품 속 둥그스름하고 

친근한 얼굴에 큰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는 것 발견하 다. 그녀는 작품 속 인물들은 캐릭터 디

자인화 하여 그녀의 고유한 가치 창출에 성공한 술가

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녀가 보여  보편성의 미

는  생산 제품에까지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는 이 

시 에 의 니즈에 맞는 심미  스타일 개발에 요

한 아이디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알머슨 작품 속 캐릭터  여성 인물이 순수미술

의 특성과 캐릭터 디자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과, 알머슨의 작품이 갤러리에서 거래됨과 동시에 마

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모습 갖추고 거래된다

는  등에서 기존 억압된 질서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던

작품의 특징인 미술과 디자인의 탈경계 상이 알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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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독자

인 시각은 실과 이상, 보이는 일상과 보이지 않는 희

망, 늘 양면성을 지니며 경계를 넘나든다. 미술과 디자

인 등 여러 이항 립 구조를 해체하여 자유롭고 유연하

게 재구성하며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알머슨의 작품 속 여성 캐릭터의 보편성

의 미라는 과 탈경계 상 심으로 분석하 지만, 

앞으로 그녀 작품의 치유  기능[25][26]도 살펴 볼 수 

있고, 아포리즘  형식, 작품 속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계, 조형미와 표  방식 등 아직도 연구 과제가 여

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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