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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는 찬란한 순간의 환희 뒤에 연속되지 않는 파편적 시간에서 허무의 감정을 

느낀다. 사랑, 아름다움, 행복 등의 감정은 일시적이다. 나는 이러한 환희의 순

간을 동경하지만, 그것의 소멸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 나는 순간적이고 사라

지기 쉬운 속성을 지닌 것에 주목하였고, 순간적인 것을 그림 속의 정지된 이미

지로서 고정하여 의미를 부여하려 하였다. 이러한 순간적인 시간의 특질은 정

적 이미지와 그림의 과정이 흔적으로 드러나는 동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주로 기억에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하는데, 기억은 인상적인 어린 시절과 

최근의 경험이 바탕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기억은 늘 현재의 심리에 따

라 혼재되어 나타난다. 어린 시절 미국과 한국의 여러 거주 환경과 자연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정서를 상징한다면, 최근의 인상적 기억은 외로움과 같은 불

안정한 심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 마주한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었고 반복적인 회상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불충분한 기억은 왜곡과 변

형을 동반하였고, 나는 상상을 통해 나의 심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변형하거나 

과장하여 시각화하였다. 이미지로 표현되기 이전의 심상은 불명료하지만, 모호

한 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형태가 없는 외로움, 불안, 쓸쓸함, 허무감 등의 감정을 형태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형상화하였다. 나의 작

업에 나타난 방의 풍경은 나의 생활 공간을 추상화한 것이다. 방은 외부 환경과 

차단된 내부 공간으로서 나의 내면을 비유한 것이지만, 관객을 향해 열린 무대

와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나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 넣기 전에 세 면이 가로

막힌 닫힌 공간을 설정하여, 3차원적 공간 표현을 극대화하는 원근법을 적용하

였다. 원근법은 사물과 눈앞의 세계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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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불안한 느낌과 혼란스러움이 

담긴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동서양에서 회화의 한 장르로 존재하는 풍경화는 객관적인 자연 그 자체이기

보다는, 인간의 의식이 투사된 주관적인 세계라 할 수 있다. 나의 작업에 나타난 

자연 풍경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이미지인 동시에, 회화 공간 안에서 자의적으

로 구성되는 비실재적 공간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나는 화산 폭발, 겨울의 설

경, 자연 지형 등의 자연적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대상의 외양에 나의 감정을 투

사하였다. 화산이 폭발하여 생성된 연기구름은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으

로서, 이는 짧은 생의 덧없음을 상징화한 것이다. 겨울의 설경에서는 변형되어

가는 사물의 매끄럽지 못한 외양으로 쓸쓸함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조망과 은

신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 두려우면서도 신비로운 비일상적 환경을 자연의 지

형적 특징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회화와 드로잉 작업 전반에서 나의 감정은 시각화 방식을 통해서 강

조된다. 미술에서 우연적 표현은 이성 너머의 것을 예술 형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나는 순간적인 것, 불안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재료의 우연적 효

과를 이용한다. 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물감을 흘리거나, 뭉개기, 흐리기, 번

지기 등의 효과를 적용하여, 붓으로 직접 그려서 나타낼 수 없는 표현적 효과를 

얻는다.  

  그림의 본래 의미가 그린다는 것에 있다면, 그것을 지우는 행위는 이미지를 파

괴하는 행위가 된다. 나는 그려진 이미지에 새로운 물감을 덧칠하거나 지워서 

이미지를 가렸다. 지워진 이미지는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림을 지우는 

것은 나의 그리기 방식인 긁기와 연관된다. 물감을 화면에 부드럽게 바른다기

보다는 캔버스에 힘을 가하여 긁듯이 형상을 만들어나간다. 나는 이러한 방식

으로 화면에 속도감과 거칠고 생생한 느낌을 주려하였고, 지워진 이미지의 모

호해진 형상이나 공간의 표현으로, 관객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기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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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체 화면의 색채는 시공간과 관련한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적 요소로 사용되어 위험하고 아련한 정서를 강조한다. 나의 작업에서 주관적

으로 선택된 색은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로서 밤의 색, 겨울의 색, 위험의 색 

등으로 나뉘어져 구체적인 공간과 형상을 시각화하는 한편, 색채 자체가 화면

에서 부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나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소재를 선택하였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과

정에서 여러 특성을 발견하였다. 나는 기억의 형상화를 통하여 순간의 아름다

움과 그것의 소멸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공간의 

표현과 낯선 분위기를 통해 드러내려 하였다. 나는 이러한 감정의 불안정한 측

면과 변화에 주목하여 소재를 달리하거나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불

안함을 표현하려 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중화하려는 충동의 양면적인 정서

를 그림 속 공간에서 색채, 기법, 그리기 방식 등의 형식적인 특성으로 나타내었

다.  

  나의 작업은 이와 같이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인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과 방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작업이 궁극적

으로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공간을 형상화하는 회화의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순간과 그리기, 혼재된 기억, 고독한 심리의 공간화, 풍경, 낯선 분위기, 

우연적 효과, 지우기와 긁기, 위험과 아련함의 색  

학  번: 201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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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나는 불현듯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 말로써 전달하기 어려운 정서와 감

각 등을 시각화하기 위해 손으로 그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매

일 빠르고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미지와 비교하면 비교적 느리고 수공적인 생산 

방식과 같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흘려버릴 수도 있는 사소한 기억, 감

정, 인상, 감각, 충동 등을 즉흥적으로 또는 오랜 고민 끝에 표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불명료한 나의 심리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드러낸다. “떠다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야말로 오직 깊은 사색적 주의 앞에서만 자신의 비 을 드러내려는 

것” 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나의 작업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림을 그리며 1

내가 인식한 주관적 세계를 표현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작업으로 이어지는 심상과 충동은 나의 감정에 주목할 때 뚜렷해진다. 나는 감

정과 심리의 긍정적 측면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외로

움, 아쉬움, 우울 등은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게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기

억 그리고 눈앞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나의 고독한 심리

는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과 현재의 나를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자극하는 

기억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심연에 존재하는 ‘나는 나’라는 의식은 홀로선 자아

의 절대적 고독을 깨닫게 한다.  나는 내면의 고독에 집중함으로써 회화와 드로2

잉의 작업으로 심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확장하여 시각화해나간다. 

 Byung Chul Han, 『피로 사회』, 김태환(역), 문학과지성사, 2013, p. 34.1

 John Cowper Powyes, 『고독의 철학』, 이윤기(역), 서울: 까치, 1988, p.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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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작업에서 언어화되지 않는 공백을 감각의 작용을 통해 표현하려 하

였다. 나는 이러한 태도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고 계획적인 주제 의식보다

는 다소 주관성이 강한 표현 방식이나 소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평소의 관심과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하게 된 동기와 진행 과정,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된 

소재들, 공간의 구조와 정서, 기법과 그리기 특징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언어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론 II장에서는 파편적인 시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환희의 순간 뒤에 느

끼는 우울과 고독의 감정을 확인하여 작업의 전반적인 동기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회화와 드로잉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순간의 허무함에서 느낀 감정을 

가시화하는데, 이러한 주제는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운동감 

또는 방향감과 같은 시간성이 드러나는 소묘를 예로 들어 그리기 방식에서의 시

간성 표현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나는 실제 나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나 사진 이미지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작

업을 진행하였다. 문득 떠오른 아련한 기억의 이미지는 그것을 구체화하여 보고자 

하는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기억의 인출과 발현 양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의 기

억을 어린 시절과 최근의 기억으로 나누어서 작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

지 알아본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데 이러한 사유 방식은 공간적인 의미

를 지니기도 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작업의 양상을 방과 자

연 풍경으로 분류하여 나타낼 것이다. 나는 외로움, 불안, 허무 등의 감정을 공간적

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써 드

러내었다. 드로잉 작업에서 묘사된 방은 내면을 비유하는 공간으로서 추상화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방의 풍경은 관객을 향해 정면으로 열린 프로시니움 극장

의 무대 구조의 특징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공간감과 기이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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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출하기 위해 적용한 원근법은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나는 원근법의 환상적

인 특성과 연관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의 자연 풍경에 대해서는 동서양에서 풍경화의 존재 의미에 대한 정리

를 통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풍경은 자연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투

사된 주관적 표상이다. 나는 어떤 계기로 형성된 의식 속의 이미지에 나의 감정을 

투사하여 그것을 자연적 소재와 풍경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속 대

상에의 감정 이입은 과거의 기억, 현재의 심리 또는 대상의 외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작업의 형식적인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작업의 표

현 방식인 기법, 재료 그리고 색채 등이 어떻게 접하게 관련되어 주제를 강화하

는지 알아본다. 또한, 표현의 형식적인 특성을 미술사의 흐름이나 회화 재료의 특

성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학사 졸업전시 작품과 2011년 석사 과정부터 2013년까지 진행

한 작품에서 선별한 회화와 드로잉 작품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

의 진행과 이해를 돕기 위해 석사 수료 이후에 제작한 작업 일부도 함께 다룰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편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나의 작업을 

정리하고, 작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조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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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로움의 시각화 

1. 순간과 그리기  

  거대 서사 즉, 연속적 시간관과 역사관의 종말은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에 큰 영향

을 끼쳤다. 서사적 시간의 종언은 일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장 프랑수아 료타르는 시간의 파편을 긍정하였다. 하지만 한병철은 료타르를 비판

하며 이렇게 말한다.  

  “료타르는 서사적 시간의 종언이야말로 ‘존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기

회이고 ‘존재의 증대’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서사적 시간의 종

언이 지니는 허무주의적 측면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시간 연속체의 해체

로 인해 실존은 극단적으로 취약해진다. 영혼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끔

찍한 허무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영혼을 죽음에서 빼내어줄 사건은 어떤 지

속성도 없기 때문이다. 사건들 사이의 간격은 죽음의 지대가 된다. 아무 사건

도 일어나지 않는 그 중간의 시간에 영혼은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존재에 대

한 기쁨은 죽음의 공포와 뒤섞인다. 환희의 순간 뒤에는 우울, 존재론적 우울

이 따른다.”  3

  이것은 파편적 시간이 지니는 허무주의적 측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불연속적이고 균열된 시간에 대한 관념 아래에서 단순하게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

은 위험하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곧 사라진다. 나는 순간을 붙잡으려 한4

다. 왜냐하면, 순간 자체는 위의 글에서와 같이 찬란하고 숭고한 동시에 그다음에 

오는 허무는 나에게 외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은 모든 것을 정지된 이미

 Byung-Chul Han,『시간의 향기 : 머무름의 기술』, 김태환(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3

  2013, pp. 91-92. 
 위의 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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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귀결시킨다. 나는 정지된 이미지로 반짝이는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이렇게 변화의 순간에 있는 것 혹은 사라지기 쉬운 속성을 지닌 것은 머릿속에 어

떤 잔상을 떠올리게 한다. 순간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다. 붙잡

을 수 없는 허상 같은 현상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가치, 사랑, 애착을 가졌던 대

상들이 변하여 사라진다는 사실을 은연중 환기시킨다. 그리하여 나는 순간적인 것

을 상기시키는 이미지 혹은 반대로 그 불안함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려 하였

다.    

  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을 뜻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지각은 사건의 변화에 대

한 경험에서 나온다. 순간적인 것을 표현하려는 것은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고

민과 분리될 수 없다. 시간이라는 주제는 회화에서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시간

을 상징하는 사물의 이미지, 연속적인 동작을 하나의 화면에 나타내는 방법, 운동

감의 표현 등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전적인 표현방식은 설명적으

로 시간의 흐름이나 동적인 순간을 지시한다.  하지만 회화에서 시간의 노출은 그5

리는 방식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묘에서 시간적인 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묘는 무수한 선의 반복

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 전체가 화면 안에 고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선의 순서, 

운동감과 방향성에서 시간적인 특질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것을 자연주의적 재현 

회화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어떤 광경과 인물들의 정 한 재현은 실재의 시간

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확고부동해 보인다. 이런 종류의 회화 작품에 그려진 사물

의 이미지는 손에 잡힐 듯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려진 이미지는 화가

의 손에 의해 물질의 축적으로 그려진 것이지만, 이처럼 견고한 환영을 보여주는 

그림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알기 어렵다. 시간성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흔적으로 

나타날 때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Jean Robertson and Craig McDaniel,『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역), 파주: 두  5

 성북스, 2011, pp. 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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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재된 기억과 상상 

   

  나는 문득 머릿속에 어떤 기억의 이미지 즉, ‘심상’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 심상

은 나의 정서와 심리가 반영된 기억 이미지로서 그림으로 표출하고 싶은 욕구를 

나에게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심상들은 평범하고 특징 없는 기억들이 아니라 나에

게 강렬하게 각인된 인상적인 기억으로부터 일어난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

의 공간』에서 로마 시대의 기억술에서 인상적인 기억에 의한 심상(imagines)을 

생동 이미지(imagines agentas)라 부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각인력을 심

리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 인상의 힘이 강하여 쉽게 잊히지 않

는 심상을 말한다.  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작고 진부한 것들을 기6

억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이 새롭고 경이로운 어떤 것에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특별한 것, 저속한 것 수치스러운 것, 이상한 것, 위대한 것, 믿을 수 

없는 것, 우스꽝스러운 것은 우리의 기억에 오래 각인된다.” 고 한다.  7

  우리는 이처럼 지나간 과거의 모든 면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강

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 즉, 인상적인 것을 기억한다.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을 분류하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최근

의 불완전한 심리를 자극하는 기억들로 나눌 수 있다. 시차가 있는 이 두 부류의 기

억은 서로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현재 접하고 있는 사물이나 

공간, 때로는 추상적 개념을 매개로 과거와의 유사성에 의해 촉발된다.  

  어린 시절 인상적인 기억이 형성된 곳은 오랫동안 살았던 거주 공간 주변의 자연

환경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거대한 자연이었다. 집 주변과 도

 Aledia Assman,『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역), 서울 : 그린비, 2011, pp.  6

  299-300.
 Rhetorica Ad Herennium III, XXII, ed. Theodor Nüßlein, Zürich, 1994, pp.7

174-177; Frances A. Yates, The Art of Memory, London, 1992, pp. 25~26. 위의 책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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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간의 자연 환경은 무미건조한 도시 속 거주 환경에 활기를 주었으며 일상생

활에서 놀이의 즐거움이 있는 무궁무진한 발견과 상상의 장소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자연에서 접한 깊고 푸른 온천수와 그 열기, 빙하 지대에서의 눈싸움, 만년설산

과 희귀한 동식물 등의 이국적인 자연환경은 나에게 밝고 선명한 색채의 인상과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어린 나이일수록 새롭게 접하는 환경이나 대상들에 대하여 더 신비롭고 환상적

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최근의 기억보다 과거의 기억이 더 강렬한 인상으로 저장

되어 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은 최근 접한 도시 속 자연 공간이나 과거에 찍었

던 사진, 비슷한 자연환경의 이미지에 의해 상기된다. 이렇게 어렸을 적 자연에서

의 기억은 반복적인 회상으로 나에게 친숙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발전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이미지는 현재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변모하게 된다.   8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기억 이미지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현재 나의 정서를 반

영하는 주관적인 이미지이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고향에서 느낄 수 있

는 안식처의 이미지로 그려져 심리적인 위안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억은 신비

함, 즐거움, 친 함, 경이로움 등 긍정적인 정서를 상징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작업에서는 회상하

는 현재의 시점에 따라 현재의 감정과 심리를 반영하는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게 된다. 나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한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이 불분명하게 뒤섞여 나타난다. 계속하여 재구성되는 과거와 새로운 기억

은 현재의 감정과 심리에 따라 변화한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인상적인 기억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 비해 불안정한 심리

를 반영하는 고독감, 외로움, 혐오, 분노, 갈망, 그리움이라는 언어로 묘사된다. 이

러한 심리들이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는 이유는 비교적 최근의 경험으로 현재까지 

 신응섭,『심리학개론』, 서울: 博英社, 1997, pp. 191-1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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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비슷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과 공간이 과거의 친근한 

자연에 대한 기억들을 나에게 환기시킨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억과 감정에 따라 낯

선 이미지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다. 예를 들면, 우연히 보게 된 공간에서 과거와 

관련된 친근함을 느끼면서도 현재의 감정을 투영하여 바라보게 된다.  

  <어느 날_1>[그림 1] 은 늦은 밤에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게 된 도시 공간

을 소재로 작업한 것이다. 매일 다니던 공간이지만, 해가 져서 어두운 공간에서 본 

풍경은 기이하고 낯설게 보였다. 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밤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적막하게 보였다. 이러한 어둠 속 공간은 어두운 환상을 불러일으켰고 

고독한 감정으로 각인되었다.          

  나의 작업에서는 적막감을 어둠 속에 홀로 선 버드나무와 바람에 펄럭이는 하얀 

종잇조각의 조합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무 밑의 여러 가지 밝은색의 사물은 

어두운 화면과 공중에 떠오른 종잇조각과 대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본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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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의 심리에 따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미지 일부분이 강조되거나 정서적인 

분위기를 함축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저장된 전체 기억에서 일부만이 인출된 단편적인 기억은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기억은 정보의 저장과 망각을 수반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개연성 있는 흐름이기보다는 단편적이다. 그 단편적인 기억에

서 떠올린 이미지들은 현재의 감정과 심리에 따른 상상의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불충분한 기억의 공백은 상상의 작용으로 메워지거나 생각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된다.  

  기억은 어떤 전체의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축적이고 상징적이다. 여기에 더

해진 상상은 시공과 나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 불가능한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해준다.  프랭크 바론은 “인간은 상상력으로 자신의 욕구와 9

좀 더 가까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나는 기억 일부에서 취득한 10

이미지를 상상을 통해 현재 나의 심리를 대신 드러내 주는 대상으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내가 소망하는 것과 근접한 대상으로 심화시킨다. 

  <케이크>연작은 생일과 관련된 기억을 소재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

리에서 느꼈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 사라진다. 나는 이러한 경험에서 즐거운 

시간이 찰나와 같으며 인간관계의 유한함에 대해서도 덧없다고 느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케이크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였다.  

상상 속에서 케이크와 촛불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케이크 1>[그림 2]에서는 흰색의 3단 케이크가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나타나

도록 하였고 촛불은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순간으로 표현하였다. 과장된 케이크

와 초의 불빛을 통해서는 금방 사라질 약한 물체들에 대한 연민을 그것을 보완하

는 부풀린 모습으로 대치하였다. 또한, 이미 먹어서 없어진 케이크와 소멸한 불빛

  Robert H.  McKim, 『시각적 사고』, 김이환 역, 평민사, 1995, p. 132.  9

 Barron, F. “The Psychology of Imagination.” in A Source Book for Creative   10

     Thinking(edited by S. Parnes and H. Harding). Scribner’s. 위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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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상 속에서 복원하고 케이크와 초의 모습을 과장하였다. 이것은 사물의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순간을 과장하여 그려서 이미지로 고정하려 한 것이다.  

  <케이크 2> [그림 3]에서는 특별한 날의 즐거움이 지나간 것을 테이블 위의 흔적

으로 표현하였다. 먹고남은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난 뒤의 썰렁하고 어지러운 흔적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얀 케이크와 테이

블을 어두운 배경과 대비시켜 활기를 잃은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드로잉 작업인 <케이크 연습 1> [그림 4]에서는 조각 케이크 위의 촛불에 눈을 그

려 넣어 촛불을 의인화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화려해야 될 케이크를 검게 칠하여 

타들어간 재처럼 나타내었고, 초는 가늘고 미세하게 그려서 곧 사라져 없어질 것

임을 암시하였다. <케이크 연습 2> [그림 5]에서는 넓은 케이크 위에 꽂아 넣은 촛

불이 회색빛 연기를 내뿜으며 힘없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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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의 표출과 해소 

  기억에 의한 심상은 언어와 문자의 논리적인 표현 이전에 불현듯 떠올라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그림을 완성해 나감에 따라 심상을 물리적인 것

으로 구체화한다. 표현되기 이전의 심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지 불분명하게 느껴진다. 이에 그림을 그려 심상을 시각화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불안정한 감정과 심리를 표출하고 해소한다. 

  제라르 마크롱은 『고독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감정이란 한 사건에 대한 신체

의 비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말한다. 감정은 상황이 일어났던 당시 짧

은 순간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여운처럼 지속하기도 한다. 

그는 기본적인 감정을 공포, 분노, 혐오, 슬픔, 놀람, 기쁨 등으로 나눈다. 이러한 감

정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적절한 판단을 통해 생존에 유리하도록 하

기 위한 반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바

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한다.   11

  그러나 감정은 항상 적절한 반응으로 적절한 시기에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

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을 느

끼고 한동안 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어떤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감정에 따른 

이러한 결과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확인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고민거

리가 되기도 한다.   

  E. H. 곰브리치는 심리에 의해 무언가를 보고 기억하는 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사물과 공간 등의 대상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

며 그것들을 다시 기억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같은 장소

 Jerard Maqueron, 『고독의 심리학』, 정기헌(역), 서울: 뮤진트리, 2010, pp. 11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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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즐거울 때와 슬플 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게 된다고 말한다.             12

  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감정의 상태에 따라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의 심상을 떠올린다. 격정적인 감정은 사물을 인지하고 기억할 때 나의 빠른 

심장 박동에 맞추어 폭발하고 분출하는 듯했으며 차분하고 고독에 잠길 때면 대상

들이 공간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 것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지곤 하였다. 

  <어느 날> 연작은 밤의 풍경에서 받았던 인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밤의 어둠

과 싸늘한 공기, 바람에 굴러다니는 사물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시 나의 외로

운 심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재된 기억과 감정으로 밤의 풍경을 

대하였고 그림을 그릴 때 회상에 의한 심상 역시 복합적인 감정에 의한 결과였다. 

 E.H. Gombrich, 『서양미술사』, 백승길·이종숭(역), 도서출판 예경, 2006, p. 5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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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연작에서는 그림을 그릴 당시의 고독감, 적막함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으

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느 날 2>[그림 6]는 늦은 밤 멀리 떨어진 운동장을 바라보

았던 인상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람에 휘날리는 종이, 화

면 가운데 놓인 상자와 화분의 시든 식물 등으로 차가운 분위기의 쓸쓸함을 더하

도록 하였다. 여기 나타난 푸른 색채의 차가움은 내가 느끼는 쓸쓸함과 가까운 것

이었다.       

  <어느 날 3>[그림 7]과 <어느 날 4>[그림 8]는 잔디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을 하

고 있다. 얇은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떨어져 있거나, 잎이 그대로 달린 굵은 나뭇가

지 일부가 바닥에 잘린 채 놓여 화면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과자 봉지나 머

리끈 같은 인간 생활의 흔적도 포함되어있다. 나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사물과 자연

물이 바닥에 가라앉은 모습을 침체된 나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

듯 외로움과 공허함 등 괴로운 감정은 어둡고 차가운 공간의 분위기와 기억에 의

한 자의적인 형태를 통해 표현되었다. 공간과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

라 내가 기억하는 이미지들로 심리와 감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와 구도, 색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이한 감정 상태와 심리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형태

로 그림을 제작하였다. 예를 들면 외로움은 친숙한 공간과 소재에 감정이입을 함

으로써 나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현재의 불안정한 감정과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상태를 지향하는 갈망의 마음은 그것을 가상으로 실현해줄 공간을 구현하고 개인

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상징적인 사물들을 배치함으로써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

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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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의 방> 연작은 어릴 적 나의 작은 방에 대한 기억이 작업하게 된 동기가 되

었다. 나는 어릴 적 규모가 작은 나의 방에서 문을 닫아 외부와 차단된 채로 생각하

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였다. 나의 방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만의 생

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장소였다. 이러한 공간을 떠올리게 된 이

유는 현재 느끼는 불안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학

교 안에서 오히려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 하나의 교실에는 다수의 사람이 있

지만 얕은 대화가 일어나기 일쑤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 사이에서 떨어져 홀로 있

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였고 이는 사람이 없는 공간, 어릴 적 고독의 시간을 즐겼

던 방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먼저 제작한 <생각의 방 1>[그림 9]은 밝은 오전의 공간으로 의자 하나와 바닥에

는 갖가지 사물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로댕의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이 상징적인 의미로 단순화되어 그려져 있다. 방의 가운데 비어있

는 의자는 휴식과 사색의 여지를, 바닥의 정돈되지 않은 사물들은 방을 마음대로 

어지럽혀도 되었던 자유로움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이어서 제작한 <생각

의 방 2>[그림 10]는 가을밤에 야영했던 기억에서 출발하였다. 텐트와 잔디밭에 대

한 이미지를 실내 공간 안으로 옮겨왔다. 

  이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은근한 소망은 <생각의 방>연작에서 개

인적인 방의 구조와 긍정적인 기억을 반영하는 사물과 대상들로 구현함으로써 실

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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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독한 심리의 공간화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 외에도 인간의 의식을 정신 공간으로 설명

한다. 러시아의 언어학자인 유리 로트만은 “관념은 결코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지

만, 관념 속에는 항상 공간이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는 공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13

는 추상적인 개념도 그것을 어떤 공간으로서 의식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사

용하는 언어 체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답답한 마음을 분출한다.’ 또

는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표현하고 이를 마치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현

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은 언어를 통

해 ‘끊임없이 변하는 인상의 흐름’을 ‘언어적 체계로 조직’해야 한다.” 고 한다. 그14

리고 이러한 언어 체계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 표

현에서 위치, 장소, 방향 등 공간적 뜻을 지닌 단어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유 방식은 공간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처럼 나는 형태가 없는 감정을 모양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이를 공간에 존재하

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추상적인 감정을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상상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공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 특정 분위기를 내포

하게 하였다.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감정을 항시 인지한다면, 우리는 시간

을 감정적인 특질이 있는 것으로 체험할 것이다.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시간 흐름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가 향수나 후

회를 느낄 때도 시간은 감정과 긴 하게 연결된다. 그때의 감정은 현재의  

 김수환,『사유하는 구조: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11, p. 168.13

 Edward T. Hall,『숨겨진 차원』, 최효선(역), 서울: 한길사, 2002, p. 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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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나 특성에 대한 것이다. 만약 시간

이 지나도 느낌이 지속된다면 그 감정은 분위기(mood)가 된다.”  15

  위의 글에서와 같이 나는 나의 작업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우울하거나 기이하

고 묘한 분위기를 지닌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1. 내면의 고립: 실내 풍경 

	 	 방은 건축의 내부 공간으로서 외부 환경과 차단된 곳이다.  이러한 방은 인간16

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서 일상을 의미한다.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에서 “외관(façade)은 꿰뚫어야 할 층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따

금 뒤로 물러나 쉴 수 있는 장막을 제공한다.” 고 보았다. 그리고 방은 그러한 17

외관의 안쪽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방이라는 은신처를 나

의 내면으로 상상하였다.  

  <생각의 방>과 <어떤 방>연작에 나타난 실내 공간은 나의 생활 공간인 방을 

추상화한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주체이자 관객의 시선으로 공간을 묘사하

고 있는데, 방은 무대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작업에 나타난 실내 풍경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처럼 묘사되었으며, 관객을 향해 열린 구조로 구성되

어 공간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대신, 화면 바깥 가상의 벽을 전제로 하는 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대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프로시

니움 극장(proscenium arch)이 구축되었는데, 오늘날에도 곧잘 이용되고 있는 무

 Jean Robertson and Craig McDaniel,『테마 현대미술 노트』, p. 188.15

 서구화된 도시의 주택과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내부 설계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16

   으로 18세기까지 유럽 가옥의 방들은 침실, 거실, 식당과 같은 명칭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채 고정된 기능이 없었다. (Edward T. Hall, 『숨겨진 차원』 , p. 183.)

 위의 책.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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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태이다. 프로시니움 극장은 공연자와 주변 풍경을 ‘창’처럼 보여주는 공간 

형태로서, 세 개의 벽면이 막혀있고, 관객을 향해 정면으로만 열려있다. 공간의 

구조는 무대를 위한 장치나 대기하고 있는 공연자를 관객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

는 곳에 가려두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구조는 현실 세계와 환상 세

계가 이중적으로 결합한 공간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나는 구체적인 대상을 그리기에 앞서 화면에 선으로 바닥과 벽면을 나누어 육

면체의 방을 암시하는 임의의 공간을 설정하였다. 화면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사다리꼴의 바닥과 벽면이 뒤쪽으로 수렴되게 하였다. 이는 흔히 3차원적 공간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작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무대를 마련한 뒤 

꾸미듯이 그 안에서 상상하게 된 상황과 이미지들을 구현하였다. 

  가상의 방을 설정하는 것은 사물 간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계, 원근법의 정확

성과 사물 묘사의 정 성이라는 의무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상상을 자유자재로 실현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이는 원근법이 적용된 공간에서 기대되는 사물의 논리적인 배치와 어긋나는 낯

선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버트 린튼은 『20세기의 미술』에서 원근

법은 르네상스 미술가에게 화면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그 속에 사

물들을 일관성 있게 배치하려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원근법은 그들이 생각하기18

에 대상을 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성을 표방한 특수한 표현의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1910년대 지오르지오 드 키리코(Giorgio de Chirico)는 비약적인 원근법

을 통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화면에서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들게 하였다. 그가 사

용한 원근법은 합리적인 질서보다도 이 질서가 무너지기 쉽고 신뢰할 수 없는 것

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키리코는 현실에서 잘 알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들을 

이용하지만, 화면에서의 이질적인 대치와 강조된 원근법으로 혼란스러운 환상적

 Norbert Lynton,『20세기의 미술』, 윤난지(역), 예경, 2003, pp. 14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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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의 그림을 그렸다.  키리코의 작품 <철학자가 정복한 것>[참고 그림 1]에 19

등장하는 사물들은 기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불명확한 공간 속에 드리워진 인간의 

그림자와 연기를 뿜어내는 기차만 살아있는 것을 암시한다. 무언가 잘못되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익숙하고 평범한 사물들이 위태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기분 좋은 멜랑콜리로 혹은 공포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림의 

효과는 르네상스식 공간 묘사의 관행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강조된

다.   20

  이와 유사하게 오스카 슐레머의 <공간속의 인물들>[참고 그림 2]도 지나치게 명

확한 원근법적 공간에 규격화된 인물을 배치하여 비현실적이며 신비스러운 화면

을 창출한다.  21

 Norbert Lynton, 앞의 책.19

 위의 책, pp. 148-150.20

 위의 책, p.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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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_동양풍>[그림11]에서는 방에 한국의 전통 가구와 수묵화, 민화, 인물화 

등의 이미지가 가득한 것으로 그렸다. 전통적인 물건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혹은 

고가의 전통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타인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겐 익

숙하면서도 생소한 대상들이다. 어디선가 취득한 동양적인 그림들을 방에 벽지처

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내었고 나무로 만든 전통 가구를 배치하였다. 또한, 바닥의 

중앙에는 양탄자 위에 누워 신문을 펼쳐보고 있는 나 자신을 등장시켰다. 호기심

을 느꼈던 전통적인 것 혹은 동양적인 풍취를 지닌 물건과 그림을 가상의 공간에 

배치하였다. 또한, 오래된 그림에 둘러싸여 있고 싶은 나의 감정은 산수화의 감상 

방법인 와유(臥遊)로 설명할 수 있다. 와유란 ‘집에 드러누워 그림을 보면서 정경

(情景)을 더듬고, 그림 속 인물처럼 소요(消遙)하는 일’을 말한다.  ‘귀중한 그림들 22

 Yosio Nakamura,『풍경의 쾌락』, 강영조(역), 파주: 효형, 2007, pp. 310-3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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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에 대한 환상은 와유의 감상 방법을 하는 그 자체로서 나

타난다.  

  <어떤 방_Word is Meaningless>[그림 12]에서도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상의 방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과거의 경험에서 타인이 내게 

어떤 약속이나 그럴듯한 말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말이

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경험에서 슬픔과 

실망감을 느꼈고 작업의 화면 중간에 ‘Word is Meaningless (말은 무의미하다.)’ 

라는 문구를 써넣게 되었다.  

  이 작업에서도 앞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정 종이테이프로 바닥과 천장을 

나누어 커다란 방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문과 길 그리고 식물 등을 나타

내는 선들을 속도감 있게 그렸다. 소나무를 천정에 거꾸로 그려서 사물들이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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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허공에 부유하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상반신이 지워진 인간의 모습에

는 위축되어 희미해져 가는 자아를 투영하여 그렸다.  

2. 내면의 확장: 실외 풍경 

  

  풍경은 서양에서 인물화의 배경으로만 다루어지다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

에 이르러 독립된 장르로 ‘풍경화(landscape painting)’가 성립된다. 풍경화는 외

부 세계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하여 보여주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그

것을 묘사하는 화가 개인의 인식이 투사되어 성립되었다. 땅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풍경은 문화 구성체인 것이다.  23

  한편, 풍경화는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전파되어 ‘산수(山水)’라는 이름으로 17

세기 이전부터 이미 중요한 회화의 장르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산수화는 말 

그대로 산과 강의 자연 풍경을 주제로 하였으며 산에는 신선이나 진귀한 짐승이 

존재한다는 신선 사상과의 연관에서 시작된다. 이처럼 “풍경은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하여 사람들이 품고 있는 주관적 표상”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풍경(風景)은 바람(風)과 빛(景) 등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

수히 다양한 대기의 현상과 함께 표현되었다.  24

  일상 공간에서 마주치게 된 특정 실외의 풍경은 나의 의식 속에 새로운 이미지

가 펼쳐지도록 한다. 또한, 지금 나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뿐 아니라 2차 이미지

의 풍경도 다시 의식 속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구성된다. 의식 속의 잔상은 외부

의 환경이 나의 의식을 자극할 때 촉발되며, 그것은 순간에 대한 관념과 관련하

 Jean Robertson and Craig McDaniel, 『테마 현대미술 노트』, p. 237. 23

 Yoshio Nakamura,『풍경의 쾌락』,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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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로움이나 불안 등의 정서를 투영하게끔 하는 현상이나 성질을 지닌 풍경일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내가 재현하는 풍경은 풍경의 역사에서 과학적인 재현 법칙을 따른 자

연주의적 풍경 혹은 실재하는 산수를 그린 실경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자연의 

압도적인 위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등의 외경심과 숭고미를 표현하는 낭만주

의의 상징적인 풍경의 이미지와도 다르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두어 

상상력과 환상의 발현을 중시하였던 낭만주의적 태도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작업에서 묘사된 실외의 풍경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이미지인 동시에, 회화 공

간 안에서 자의적으로 구성되는 비실재적 공간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실제 풍경에 감정을 투사하는 한편,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대

상을 찾는다. 사물에 대한 감정이입은 한 개인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그의 마

음을 대신 표현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 마음의 상태 즉 감정25

과 심리를 대상에 투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상에나 감정

을 투영하지는 않는다. 나는 현재의 심리 상태와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특정 

대상에 주목하고 그 대상에 감정이입을 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나의 감정을 

대상에 일방적으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대상의 외양적인 모습에 영향

을 받아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게슈탈트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가 슬픔에 

찬 사람처럼 보여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아래로 휘어져 수동적26

으로 매달려 보이는 버드나무 가지의 형태와 방향성이 사람이 슬플 때 취하는 

외양과 그 정신과의 비교를 통해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물27

리적인 대상의 외양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투사한다고 할 수 있다.  

 Rudolf Arnheim,『예술 심리학』, 김재은(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25

pp. 86-87.
 위의 책, p. 96. 26

 위의 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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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산 폭발 

   

  나는 영상 매체나 사진 자료를 통해 접한 이미지에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나는 이러한 충격의 감정을 작업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이때 이 충격의 감

정은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재료

의 물성을 통하여 자연 현상의 에너지와 순간성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무언(無言)_화산>[그림 13]은 간접적으로 접한 화산 폭발의 이미지를 소재

로 하였다. 나는 실제의 광경을 상상하며, 자연의 장엄함에 이끌리면서 한편으

론 소멸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생성되었다가 

변하여 사라지는 폭발의 이미지는 나에게 인간의 삶과 의미 있는 것들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대한 관념을 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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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3]���������	
��������������������  무언(無⾔言)_화산,���������	
��������������������  2012,���������	
��������������������  캔버스에���������	
��������������������  유채,���������	
��������������������  97���������	
��������������������  x���������	
��������������������  130���������	
��������������������  cm���������	
��������������������  



‘메멘토 모리’ 를 주제로 한 네덜란드 정물 회화에서는 촛불이 자주 등장한다. 28

초의 심지에 붙은 불꽃은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진다. 이러한 물리적인 속성은 인

간의 삶의 세속적 가치와 쾌락의 덧없음을 상기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로 묘사

된다.   29

 나는 화산 폭발로 인한 연기구름의 속성에 네덜란드 회화에서 묘사된 촛불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른 점은 촛불이 비교적 정적이라면 화산 폭

발은 더 격렬하고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한 화산 폭발의 장엄함이 곧 없어

질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소멸에 대한 강렬한 인식으로 느껴졌다. 

   2) 겨울의 설경  

  나에게 익숙했던 환경이 눈에 덮여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될 때가 있다. 하늘에

서 내린 눈이 사물의 외관과 환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기 때문이다. 눈이 쌓

여감에 따라 나무가 거칠게 휘어지거나, 자동차와 같은 사물이 눈에 뒤덮인다. 나

에게 겨울은 어린 시절의 설렘과 신비의 상징적인 계절로 기억된다. 하얀 설경을 

배경으로 눈사람을 만드는 일은 어린아이인 나에게 낭만적인 환상을 주었다. 하지

만 어릴 적 형성된 겨울에 대한 환상적 이미지는 현재 마주친 상황에 의해 상반되

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눈사람>[그림 14]은 매일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마주친 눈사람을 소재로 하였

다. 당시 눈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부서져 있었다. 매끄럽지 못한 외양은 내게 흥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욕망과 생의 허 28

   무함을 경고하는 계몽적 권고와 인문적 성찰을 담고 있다.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해 덧 
  없음을 의미하는 바니타스(Vanitas)는 고대로부터 서구 미술에서 즐겨 그려진 주제로,  
  해골, 썩어가는 과일, 시들어가는 꽃, 시계, 타버릿 촛대 등의 모티프로 상징된다. 세속  
  세계의 쾌락과 그것의 무상함을 동시에 상징하는 16~17세기의 화려한 네덜란드 정물 
  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Jean Robertson and Craig McDaniel, 『테마 현대미 
  술 노트』, p.189.)

 위의 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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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하였고, 기이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한편으론 눈사람이 곧 녹아 없어질 것

을 생각하며 아쉬움과 연민의 감정을 투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에서, 나는 화

면에서 흩어지고 부서져가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눈사람을 중심으로 덜 마른 배

경에 군데군데 둥글게 붓질을 하거나 나무 막대를 연상시키는 갈색으로 선을 그었

다.  

   

  나는 추운 겨울에 우연히 땅바닥을 향해 휘어진 두 그루의 작은 나무를 발견하였

다. <무제(얼굴)>[그림 15]에서는 아래를 향해 하강하는 이미지로 우울한 감정을 

반영하였다. <무언(無言) 1>[그림 16]과 <무언(無言) 2>[그림 17]에서는 망가져 

가는 자동차가 있는 공간을 묘사하였다. 첫 번째 작업에서는 눈에 미끄러져 떨어

질 것 같은 자동차를 표현하였고, 두 번째 작업에서는 겨울 공간에 잠식된 자동차

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렇게 겨울 풍경과, 눈의 무게에 의해 변형되어가는 사물

의 여러 가지 외양으로 쓸쓸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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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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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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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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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연 지형 

  나는 처음 가본 자연 환경에서 친숙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황량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그 이유가 땅의 생김새나 형세인 지형적인 특징과 관련된다고 생각하

였다. 지리학자 제이 애플톤은 인간이 편하게 느끼는 거주 공간과 환경미는 ‘숨기

와 보기(Hide and Seek)’의 원리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이 어떤 풍경을 30

좋아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해답을 구하면서 찾은 결론이다. 그는 동물 심

리학자 콘래드 로렌츠의 ‘서식지 이론’ 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것은 생존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생물을 볼 때 마음에 흡족해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은 공간에서 “‘몸을 숨기는 한편 시정(視程)을 확보한

 Jay Appleton, The Experience of Landscape, Willey, 1975. Yoshio Nakamura, 30

 『풍경의 쾌락』, p. 5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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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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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캔버스에���������	
��������������������  분무���������	
��������������������  페인트와���������	
��������������������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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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162.2���������	
��������������������  cm���������	
��������������������  



다’는 생태학적 전략” 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계를 충31

족 해주는 장소를 무의식적으로 선호하고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32

  인간은 이처럼 생존 본능에 따라 ‘조망과 은신(Prospect and Refuge)’이 양립

하는 장소를 찾는다. 예를 들어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 사이에서 바깥 경치를 보

는 일, 혹은 나무가 울창한 숲의 가장자리에서 전망이 탁 트인 곳을 바라보는 것

을 말한다. 이렇게 어떤 자연 공간에 둘러싸여 밖을 조망하는 감각의 만족감을 

미적인 만족의 원천이라고도 본다.   33

  나는 위에서 설명한 조망과 은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나무에 둘러

싸여 있는 공간에서만 실현된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굴과 바깥의 경계

도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계는 신비롭고 낯설게도 느

껴진다. <동굴>[그림 18]은 이러한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바깥으로 향하는 입

구에 접한 동굴 내부를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  

눈을 계속 감고 있으니  

눈꺼풀 너머로 눈 덮인 들판과 산 같은 것이 보이는데 

회색빛이다. 이곳저곳 얼룩져 보인다. 

깊은 구덩이가 있다. 바닥 한가운데 

글쎄 난 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기분이 든다. 

-작업 노트 중(2013)- 

  위의 <눈과 공간>[그림 19]에 대한 작업 노트는 상상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

기를 서술해 본 것이다. 이 작업에서 눈이 내린 평야, 한가운데의 깊은 물웅덩이, 

지평선을 채우는 눈 덮인 나무들 혹은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 등을 나타

내었다. 웅대하고 두려우면서도 신비로운 데가 있는 비일상적인 자연을 보고자 하

 Yosio Nakamura, 앞의 책, p. 53.31

 위의 책, p. 319.32

 위의 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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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망을 이러한 자연의 지형적 특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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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9]���������	
��������������������  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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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낯선 분위기와 정서의 강조 

1. 우연적 효과 

  미술에서 ‘우연’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예술 작품에 ‘원초적 마력’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특히 ‘우연성’은 다다(Dada)에 의해 채택되어 반

예술을 극단까지 실험하였다. 취리히 다다의 일원이었던 장 아르프는 우연한 법칙

에 따라 작품을 만든다. 그는 실패한 작품을 찢어서 바닥에 던지고 그 우연한 배열

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긴다. 이러한 자동주의 기법은 “상상력을 검열 없이 분출시

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34

  이렇게 작업에서 우연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이

고 불확실한 표현을 수용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성 너머의 것을 예술의 형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역사

적으로 예술가의 업적이 정확함과 성실함에 적합한 대상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되

었던 시기에는 작가의 흔적이 지워진 화면의 표면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

기에 발달한 창조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그림에서 붓 자국과 우연성이 나타

나게 하였다.  이어서 화가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필적은 바로크 시기에 이르면 예35

술가의 진취적인 정신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개인의 흔적이 뚜렷이 인정된 것은 

낭만주의의 시기가 되고 난 후였고, 20세기 초현실주의에 이르러 ‘우연적 표현’은 

미술의 한 방법이 된다.   36

  나는 작업을 우연으로만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연에 

 Matthew Gale,『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역), 서울 : 한길아트, 2001, p. 63.34

 Rudolf Arnheim,『예술 심리학』, p. 253.35

 위의 책, pp. 252-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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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효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작업은 철저한 계

획에 한정되기보다는 즉흥적인 판단이나 재료의 물성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것

은 재료의 물질성과 우연적 효과에서 나의 감정이 반영되는 필적들의 매력을 존중

한 것이었다. 

  이처럼 작업에서 우연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서와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예상하여 

허용하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의외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통제 불가능한 면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우연에

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나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즉흥적인 

태도에 의한 효과는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 작가의 역할을 축소한다기보다는 그 

우연적 효과를 작업의 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재료의 불안정

한 물질성을 이용하여 감정의 불안정함을 드러내기에도 적합한 기법으로 생각되

었다. 

  나의 작업에서 ‘우연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물감의 농도에 따라 화면에 물감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 나이프에 의해 뭉개진 물감, 넓고 

납작한 붓으로 형상이 흐려지도록 하는 것, 분무 페인트(Spray Paint) 를 사용하37

여 이미지를 감추거나 번져 보이도록 하는 것 등의 효과를 작업의 성격에 따라 혼

용하였다.  

  나는 유화나 아크릴 물감과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분무 페인트를 

작업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회화 재료가 튜브에 담겨져 판매되

고 있고, 이러한 물감을 여러가지 용제와 섞어서 적절한 농도로 만든 뒤 캔버스나 

종이 표면에 바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나는 분무 페인트

 분무 페인트는 본래 거리의 낙서화인 그래피티에 사용되던 매체로써, 회화의 전통적  37

   매체 밖에서 유래한다. 그래피티는 하위 문화에 속하던 것이었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예술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 톰블리, 잭슨 폴록은 낙서의 표현법에 관심 
   을 보였고 장 뒤뷔페는 아웃사이더 아트로서 낙서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였다. 재료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분무 페인트는 캔버스 표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는 자유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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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면서 비교적 단시간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면에 분사

된 물감의 흐릿한 윤곽은 마치 표면에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며, 손으로 잡을 수 없

는 형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생성 방식은 작업에서 화면의 표면을 다채롭게 하였다. 우연

의 결과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식에 의해, 붓으로 직접 그려서 나타낼 수 없는 표

현적인 효과를 얻었다.  

  나는 뿌옇고 모호하며 힘없는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진 이미지를 붓으로 

흐렸다. <엽서>[그림 20]에서 화면 가운데 ‘큐피트와 프시케’의 이미지는 흐려짐으

로써 배경에 스며들고, 형상의 의미는 잘 알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림 <안개 동굴>[그림 21]의 화면 전체는 여러 가지 색이 부드럽게 혼합되어 있

다. 먼저 그린 종유석의 이미지 위에 물감을 올리고, 평평한 붓으로 가로축으로 쓸

어내어 덮었다. 여기에서도 형상의 뚜렷함은 사라지고, 배경이 된 이미지는 새로

이 칠한 색 면 아래로 흐릿하게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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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우기와 긁기 

  로버트 라우셴버그(1925~2008)의 <지워진 드 쿠닝의 그림>[참고 그림3]은 1953년

에 그가 존경하던 드 쿠닝의 드로잉 작품 하나를 6주일이나 걸려서 지운 것이다. 

이에 대해 비평가 레오 스타인버그는 작품이 물리적인 사실로 존재하기 보다는 의

식을 통해서도 새로운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라우셴버그는 

지운 것도 그림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해 액자를 두른 것이라 하였다.   38

  라우셴버그의 작업에서 드 쿠닝의 드로잉 이미지는 완전히 지워져 백지가 되지

는 않았다. 흐릿하지만, 미세하게 종이의 요철 사이에 스며든 선의 흔적을 볼 수 있

 Tony Godfrey, 『개념 미술』, 전혜숙(역), 서울: 한길아트, 2002, pp. 6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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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명성을 얻은 작가의 작품을 지우는 라우셴버그의 행위는 일종의 도전이

자, 반달리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림의 본래 의미가 그린다는 것에 있다면, 그

것을 지우는 행위는 이미지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회화 작업을 작가의 믿음이 

깃든 것이라 간주했을 때, 작업의 이미지를 지운다는 것은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것

이자, 지운 흔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그리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있다. 그려진 이미지가 잘못되었

다고 생각되거나, 이미지가 너무 또렷하게 나타나 작위적이라 느낄 때이다. 이 때,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림을 지우거나, 명료함을 무효화하기 위해 새로운 

물감을 덮는다. 하지만 이미지를 지우고 나면 캔버스는 완벽한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렸던 그림의 붓 자국과 형체가 흔적으로 남는다.  

  <화이트 소다>[그림 22]는 먼저 그렸던 이미지를 지우면서 시작하였다. 캔버스

에 힘을 가해 이미지를 지우는 물리적인 행위는 폭력에 가깝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를 지운다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지움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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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는 지워져서 흐려져 가는 이미지에서 깊은 공간 속

으로 점차 후퇴해가는 풍경을 연상하게 된다. 나는 지우기를 멈추고, 이미지의 흔

적 위로 새로운 물감을 칠하여 견고하지 않은 불안정하고 모호한 공간을 드러내려 

하였다. 이후, 나는 무언가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물감을 덮는 기법을 공간의 표현

에서 이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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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을 지우는 것은 나의 그리기 방식과도 연관된다. 그림은 도구를 이용

해 좌우 또는 상하로 손을 움직여서 지워지게 된다. 그림을 그릴 때 선을 쓰는 습관

이 드러나는데, 특히 <어느 날 2>[그림 6]의 작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밤 풍경을 묘사할 때 좌우로 선을 긋는 동작을 반복하여 공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힘을 주어 캔버스 표면을 어내듯 그려내고 있다. 물감을 화면에 가볍고 부드럽

게 칠한다기보다는 긁어나갔고, 때로는 나이프를 이용해 물감을 뭉개서 이미지를 

만들었다. 

  사이 톰블리(1928~2011)는 신화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여 자유로운 필치가 표류

하는 캘리그래피 적인 회화 작업을 완성하였다. 화면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39

의 이름이나 단어 등의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데, 톰블리는 이러한 문자 기호가 회

화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캔버스 화면을 마치 벽처럼 대하여 단

단한 화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선을 끼적이거나 휘갈긴다. 그는 자동기술법에 의해 

낙서하듯이 자유롭게 선을 긋고, 튜브에서 바로 물감을 짜내서 바른다. 톰블리가 

신화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캔버스의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신화와 관

련된 재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휘두른 자국들이다.  그의 작업 화면에는 이40

러한 휘갈긴 흔적, 지운 흔적, 무언가 쓴 흔적이 화면에서 부유한다. 나는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톰블리의 작업에 나타난 쓰기와 지우기의 요소에 주목하였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 서양 회화에 도입된 동양 서예적 요소. 1950년대 추상 표현 39

   주의 화가들이 한문 서체를 작품에 도입.
 박영택,「20세기 사상과 미술: 롤랑 바르트와 사이 톰블리」,『월간 사회평론 길,   40

   Vol.98 No.8』, 1998, pp.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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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장의 <어떤 방_Word is Meaningless>[그림 12]와 <무제>[그림 23]에서 나무

나 수풀 등을 묘사할 때 형상은 색연필로 종이 표면을 긁어나간 흔적으로 나타낸

다. 두 작업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미지 일부를 지웠는데, 분무 페인트나 크레용으

로 덧칠하였다.  

  톰블리의 작업에 나타난 선의 유희는 전체 화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과는 

상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떤 방_Word is Meaningless>[그림 12]에서 즉흥적으

로 그은 선들은 어느 정도 구상적 이미지와의 관계 속에서 읽히도록 의도하고 있

다. 반면에 <무제>[그림 23]는 좀 더 그러한 연관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

나 두 작업에서 공통적인 것은 종이 위에 나무나 수풀 등의 대상을 묘사하면서도 

그 형상이 자유로운 필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종

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뾰족한 도구의 끝으로 표면을 긁을 때의 경쾌함과 관

계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드로잉 작업에서 명료한 이미지와 함께 지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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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흔적으로 시선을 끌고자 하였다. 새로이 덮여진 물감의 층을 통해서 가

려진 이미지를 들여다보게 이끌고, 모호해진 공간으로는 상상의 여지를 남기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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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과 아련함의 색 

   

  회화의 역사에서 색채는 형태와 비교되었을 때, 오랫동안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회화에서 색채는 그 자체로 작품의 성격과 연결된 표현적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작업에서 색채를 통해 시공간과 관련한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려 하

였다. 나의 작업에서 색채는 구체적인 공간과 형상을 형상화하며, 한편으론 색

채 자체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여기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외로움과 불안의 

정서를 담는데 색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화면에서 색채

의 심리적 효과로 관객에게 긴장감을 주는 한편 아련한  정서도 느끼도록 하였41

다. 어떤 물체의 색채는 빛의 밝기뿐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 개인의 심리와 인지

력에 따라서도 달리 감지되는데, 나는 물체와 시공간에 대한 가변적인 색의 인

지를 바탕으로 작업하였다. 또한, 작업에서 기이하고 낯선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색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주관으로 선택

되었다. 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주관적으로 색채를 선택하였으나, 무의식적으로 

색에서 인지되는 일반적인 심리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인간에게 미치는 색의 심리적인 영향을 보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루돌프 아른하임은『미술과 시지각』에서 색은 형상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강

한 표현력을 가지며 인간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과학적으42

로, 색은 신체적인 반응을 유발하는데 장파의 파장을 가지는 색채들이 팽창의 

반응을 유발하고, 단파의 색채는 수축의 반응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는 색채의 43

파장에 따라 우리가 다른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파인 적색

 아련함: 똑똑하게 분간하기 아렴풋하다. 어슴푸레 희미하다. 아련하다: 보기에 부드 41

   러우며 가냘프고 약하다. 
 Rudolf Arnheim,『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서울: 미진사, 2003, pp. 329-331. 42

 위의 책, p. 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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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눈을 파고듦에 따라 강렬한 흥분을 느끼거나 단파인 청색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44

  괴테는 『색채론』에서 “모든 색은 제각각 인간에게 특수한 느낌을 주며 그로

써 자신의 본질을 눈과 정서를 통해서 드러낸다. … 곧 색은 특정한 감각적, 정

서적, 심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각각의 색은 인간에게 특별한 정

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색은 칸딘스키가 “푸른 빛의 적색은 물질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꺼져가는 듯한 슬픔을 띤다.” 고 하는 것처럼 45

명도와 채도에 따라 그 색들이 야기하는 감정의 강도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색채를  나의 작업과 관련하여 설명하겠다. 

   1) 밤의 색 

  타시타 딘(1965~)은 ‘매직 아워’ 의 글에서 색이 물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빛의 46

허구임을 말한다.  

   “밤과 색의 접점에서, 모든 것은 갑자기 절정에 있게 된다. 세상은 광택이 

나는 금속처럼 빛난다. 하늘은 무겁게 짜인 태피스트리처럼 걸려있다. 세부

는 부차적이 되고 초점을 잃는다. 가장 흐릿한 창문은 덧없는 영광으로 빛나

고…. 당신은 선명한 세계가 천천히 밤에 의해 더럽혀질 때, 공간을 전율과 

공포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  47

 Johann Wolfgang von Goethe,『색채론; 자연과학론』, 장희창·권오상(역), 서울: 민 44

   음사, 2003, pp. 248-257. 참조.
 Rudolf Arnheim, 앞의 책, p. 339. 45

 매직 아워(magic hour): 촬영에 필요한 일광이 충분하면서도 인상적인 효과를 낼 수  46

   있는 여명 혹은 황혼 시간대. 일광이 남아 있어 적정 노출을 낼 수 있으면서도 자동차 
   나 가로등, 건물 불빛이 뚜렷하다. 하늘은 청색이고 그림자는 길어지며 일광은 노란빛 
   을 발산한다. 매우 따뜻하며 낭만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으나 그 시간은 아주 짧다.(영 
   화 사전, 2004.9.30, propaganda)

 Tacita Dean, ‘Magic Hour’,  for  Colour, 2007. David Batchelor, Color, MIT      47

    Press; London: Whitechapel, 2008, p. 23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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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색은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와 관계되는데, 나는 밤의 어둠이나 햇빛이 약

한 공간에서 쓸쓸함을 느낀다. <어느 날 1>[그림 1]과 <어느 날 2>[그림 6]의 작업

에서는 밤의 어둠과 그것을 표현하는 색채로 적막한 공간을 나타내었다. 배경과 

물체를 대부분 짙은 녹색과 푸른색으로 칠했고, 물체의 색은 어둠 속에 스며든 것

처럼 보이게 하였다. 어두운 배경에서 시선을 끌도록 밝게 칠해진 종잇조각의 이

미지는 바람이 분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강조되었다.  

   

  <얼굴들>[그림 24]에서 화면에 확대되어 그려진 얼굴은 형상보다도 색채로 다

가온다. 나는 하나의 캔버스에서 한 가지의 색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칠하

였다. 화면에 나타난 라벤더빛의 보라색과 하늘빛의 푸른색은 물감의 튜브에 이

미 조제된 색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나는 화면에 가득 확대된 정체불명의 얼

굴과 저녁 공간을 환기하는 푸른 색조를 결합하여 적적한 느낌을 나타내려 하였

다. 

-   -45

���������	
��������������������  ���������	
��������������������  

[그림���������	
��������������������  24]���������	
��������������������  얼굴들,���������	
��������������������  2013,���������	
��������������������  캔버스에���������	
��������������������  유채,���������	
��������������������  각각���������	
��������������������  65.1���������	
��������������������  x���������	
��������������������  53.0���������	
��������������������  cm



   2) 겨울의 색 

  겨울 풍경을 소재로 한 <무언(無言)>연작, <눈사람>[그림 14], <무제(얼굴)>[그

림 15], <눈과 공간>[그림 19]의 작업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여러 가지 흰색을 사용

하였다. 나는 약하고 아득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면에 흰색을 덧칠하거나 이미지

를 뿌옇게 흐렸다. 화면에서 흰색과 함께 흐리고 옅은 색들은 강렬함과 명료함보

다는 겨울 풍경에서 느껴지는 아득함이나 차가움과 관련된다. 또한, 흰색을 화면

에서 검은색과 함께 사용하곤 하였는데, 이는 드로잉에서 검은색으로 형상을 나타

내고 지우는 습관과 관련된다.    

   3) 위험의 색 

	 	 화가인 데이비드 리드(David Reed)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창문으로 들어

오는 바깥의 빛과 색채를 접한다. 그는 오늘날 인공적인 색이 난무한다고 하며 우

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색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48

  오늘날 인공적인 색은 유화보다는 분무 페인트(Spray Paint)에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분무 페인트의 여러 색 중에서도 형광색은 지나치게 밝고 위험해 보인다. <

무언(無言) 1>[그림 16], <장애물>[그림 25], <열기>[그림 26]의 작업에 사용된  

분무 페인트의 이름은 ‘애시드 그린(Acid green)’, ’파이어 레드(Fire Red)’ 등이다. 

나는 색 명칭의 의미처럼 강렬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떠올린다. 이렇게 눈이 아프

도록 강한 색의 인공성에서 인위적인 현상이나 물질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색

은 메모지나 도로 위의 표지판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색이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거나 위험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애시드 그린과 파이어 레드는 나에게 단순히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David Batchelor, Color, p. 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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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나는 이러한 색으로 유화나 연필의 부드러운 색과 대비시켜 신선한 충격

을 주려 하였다.        

  <열기>[그림 26]와 <무언(無言) 1>[그림 16]에 사용된 형광색은 화면의 표면에 

분사된 것으로 마치 부유하는 추상적 형상이나 물질로 보이도록 하였다. <열기>[그

림 26]에 사용된 파이어 레드는 주변에 그려 넣은 불꽃 형상과 관련된 것으로 불

처럼 열이 나는 것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불꽃에서 볼 수 있는 색이 

아니라 좀 더 인공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려 하였다.       

  <홍조>[그림 27]에서는 형광색이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붉은색과 분홍색을 주되

게 사용하여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그렸던 이미지를 지우고 덮는 과정에 사

용된 분홍색 유화 물감은 화면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방향성을 갖게 되

었다. 나는 이러한 이미지와 색채에 이끌리며, 다가가기 어렵고 잡히지 않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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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상하게 되었다. 나는 화면에 분무 페인트를 분사하여 흰색과 분홍색의 곡선

으로 한 순간 생겼다가 없어질 것 같은 추상적인 형체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화면

에서 붉은 색조를 통한 이미지의 표현으로, 관객도 상승감이나 열기의 일렁임을 

느끼기를 기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케이크 1>[그림 2]의 배경은 채도가 낮은 붉은 색조가 지배적이

다. 작업의 주제인 흰색 케이크의 밑 부분에는 적색의 띠가 드러난다. 나는 피가 

스며든 케이크를 상상하며 의도적으로 흰색의 순수함과 피처럼 붉은색이 대비되

도록 하였다. 이처럼 작업에서 붉은색은 위험한 물질을 암시하거나,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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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의 작업에 드러난 나의 감정은 파편적인 시간에 대한 인식 또는 순간적

인 것과 그 이후에 다가오는 허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순간적인 

것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인상적인 기억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나의 

심리를 공간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작업의 양상을 공간의 성격에 따라 방과 외부

의 풍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제의 시각화 방식을 분석하고 형식적

인 특징이 주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알아보았다. 

  나는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떠올리게 된 심상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의 작업은 사랑, 아름다움, 행복 등의 감정도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러한 환희의 순간을 동경하면서도 동

시에 소멸에 대한 아쉬움에서 고독,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

고 나는 이러한 시간의 특질을 지니는 주제 즉, 내가 느꼈던 순간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를 미술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는 그리기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기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주의적 재현 

회화와 무수한 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소묘의 예를 비교하였다. 순간적인 시

간의 특질을 지닌 주제는 정적 이미지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는 시간성이 담긴 동적 이미지가 병치될 때 대조의 효과를 통하여 강화될 수 있

었다.  

  나는 기억에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억과 회상의 현재 심리와의 연관

성에 대해 살펴보고, 나의 작업에서 기억의 양상과 작용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았다. 내게 떠오른 심상은 여러 기억 중에서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기억에

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린 시절과 최근의 기억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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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억의 이미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나의 심리에 부합하는 것

으로 재구성되었고, 모호한 심상을 구체적인 것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감정을 표

출하고 해소하였다. 

  이와 같이 형태가 없는 외로움, 불안, 쓸쓸함, 허무감 등의 감정은 무대 구조와 

같이 형성된 방 또는 자연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나의 내면에 대한 비유이자 나

의 생활 공간을 추상화하여 연출된 방은 다소 기이하고 낯선 공간으로 느껴진

다. 원근법은 사물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나

의 화면에 적용된 원근법은 불안한 느낌과 비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대처럼 정면을 향해 열린 공간 구조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어 관객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나의 작업에 나타난 자연 풍경-화산 폭발, 겨울의 설경, 자

연 지형-은 여러 풍경화의 장르 가운데 낭만주의적 태도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나의 정서를 회화와 드로잉 작업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형식적인 특징

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연적 표현이 인간의 이성보다

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특성을 수용하는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의 작

업에는 물감의 흐리기, 뭉개기, 번지기 등의 효과로 직접 그려서 나타낼 수 없는 

표현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지우기의 방식으로 형성된 이미지의 흔적을 

하나의 표현 형식으로 수용하였고, 긁기의 방식으로 화면에 거칠고 생생한 느낌

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현적 요소

인 색채를 통하여, 위험하거나 아련한 정서를 강조하였다. 나는 색채로써 화면

에 밤과 겨울이라는 시간과 계절의 정서를 드러내었고, 붉거나 인공적인 색으로 

심리적 긴장감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가시적인 감정과 심리를 가시적인 것으로 구현해나가는 과정

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작업의 소재와 상징성, 표현적 특징 등을 미술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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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았으며, 나의 작업의 내용과 형식의 긴 함, 발전 가능성, 한계 등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0년의 작품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작품을 다루면서 태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감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소재와 표

현을 달리하였는데, 그러한 차이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대상과 표현적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감정의 변화에서 오는 불안정함을 표현하려 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양면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작업에서 예

측하지 않았던 형식이나 이미지가 결합하게 하였고, 그리하여 낯선 분위기, 비

일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공간, 밝은 화면 속의 불안한 정서 그리고 아늑하면서도 

황량한 풍경 등을 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산재해 있던 작업들을 모아보고 분석하면서 논의가 단순화

된 경향이 있으나, 나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 진행하고 연구할 점들을 

발견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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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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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perience a sense of emptiness in the discontinuous, fragmented 

time that comes after the elation of radiant moments. Emotions such 

as love, beauty, and happiness are momentary. Although I yearn for 

such moments of elation, I regret their extinction. I have paid 

attention to things that are momentary and disappear easily and 

sought to imbue momentary things with meaning by fixing them as 

suspended images in paintings. The properties of ephemeral time are 

contrasted and strengthened when static images and dynamic images, 

which reveal the drawing process as traces, are juxtaposed. 

  I have worked mainly from memories, which consist of my 

impressions from childhood as well as recent experiences.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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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ensuing from the two always appear as mixtures consistent 

with my present state of mind. If my experiences from living in divers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uring childhood symbolize positive emotions, recent memories are 

related to unstable states of mind such as loneliness. Triggered by 

circumstances that I face now, past memories undergo repetitive 

reminiscence. In addition, inadequate memories are accompanied by 

distortion and modification, and I visualize these memories by 

modifying or exaggerating them, through imagination, to fit my state 

of mind. While mental imagery is unclear before it is expressed as 

images, I have sought to express and release emotions by concretizing 

vague mental imagery. 

   I have depicted formless emotions including loneliness, anxiety, 

desolation, and emptiness by experiencing and viewing them as 

having form and existing in space. The scenes of rooms in my work 

are abstractions of my living spaces. Although they are internal spaces 

closed off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metaphors of my mind, 

the rooms appear as structures similar to stages, which are open to 

the viewer. Before drawing in concrete images, I have established 

spaces closed on three sides and applied perspective that maximizes 

three-dimensional spatial expression. Perspective was developed to 

describe objects and the world before one’s eyes rationally and 

logically. However, I have freed myself from such restrictions and 

expressed perspective as unrealistic space filled with anxiety and 

chaos. 

   Existing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as a genre in painting, 

landscape painting can be seen as representing a subjective world onto 

which human consciousness has been projected rather than objective 

nature itself. The outdoorscapes in my work can be seen 

simultaneously as images onto which my mind has been projec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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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s of insubstantial spaces arbitrarily constructed in pictorial 

space. With natural images including volcanic explosions, snowy 

winter scenes, and natural topography as subject matter, I have 

projected my emotions onto the appearance of objects. Appearing and 

disappearing momentarily, clouds of smoke generated by volcanic 

explosions symbolize the futility of short life. Snowy winter scenes 

reveal desolation through the rough appearance of changing objects. 

In addition, I have expressed as nature’s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spaces that make survey and seclusion possible at once and fearsome 

yet mysterious non-quotidian environments. 

 Across all such paintings and drawings, my emotions are 

emphasized through methods of visualization. In fine art, accidental 

expressions aim to bring into artistic form what lies beyond reason. 

To express the momentary and the unstable, I use the accidental 

effects of the material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work, I obtain 

expressive effects that cannot be achieved from painting directly with 

the brush through the application of techniques such as spilling, 

smudging, blurring, and spreading paints. 

    If the original meaning of painting lies in the act of drawing, the 

act of erasing becomes an act of destroying images. I have destroyed 

the images created by applying new paints on them or erasing them. 

Erased images manifest themselves as traces. Thus, erasing the image 

is related to scratching, which is my method of drawing. Instead of 

gently spreading paint on the canvas, I create forms by applying force 

to the canvas, as if scraping it. Through such method, I have sought 

to imbue the canvas with a sense of speed and a rough and vivid 

feeling and to leave room for the viewers’ imagination through the 

vague forms of erased images and spatial expression. 

    In addition, the colors of the entire canvas are used as expressive 

elements implicitly revealing emotions related to time and sp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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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emphasize dangerous and somewhat vague sentiments. In my 

work, subjectively selected colors are implicit and symbolic elements 

and are divided into colors of the night, of winter, and of danger, thus 

visualizing concrete spaces and forms. On the other hand, the colors 

themselves are highlighted on the canvas at times. 

  I have thus selected subject matter to reveal my emotions and 

discovered man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visualizing these 

emotions. By depicting memories, I have sought to reveal the beauty 

of the moment and the psychological solitude ensuing from its 

extinction through spatial expression and an unfamiliar atmosphere. 

Paying attention to the instability of and changes in such emotions, I 

have changed the subject matter or expressive method. In addition, I 

have expressed the two-sided emotion of the impulse to express 

anxiety and to overcome and neutralize it in the space within the 

paintings through formal characteristics including colors, techniques, 

and drawing methods. 

  My work shows the process and method through which my 

subjective emotions and impressions are depicted concretely. Through 

the expressive methods of pictorial space, I demonstrate that work 

begun from personal motives is ultimately for communication with 

viewers. 

Key Words: moments and drawing, mixed memories, spatialization of 

psychological solitude, landscape paintings, unfamiliar atmosphere, 

accidental effects, erasing and scratching, dangerous and somewhat 

vag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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