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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작품 연구는 친근한 이야기를 조형화한 Narrative Jewelry

제작을 통해 대중과의 감성적 소통과 공감을 목표로 하였다.

서술적 미술 (Narrative Art) 은 대부분 사실적 묘사와 보편

화된 상징을 통해 이야기를 묘사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감상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고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이야기를 글로 접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서술적 미술은 이야기라는 지적 공감대를 통해 예술

가와 감상자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작품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예술가의 일방적인 감정 전달이 아닌 감정의 상호 교류

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와 같은 서술적 미술(Narrative Art)로서의 서술 장신

구(Narrative jewelry)를 제작함으로써 이야기라는 공감대를

통해 대중과 감성을 교류하고자 하며, 장신구의 특성을 활용

하여 이야기를 보고 느끼는 것뿐 아니라 몸에 착용하고 만지

는 신체 접촉을 통한 감성적 즐거움을 더하고자 하였다.

연구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나는 대중에게 친근하고 또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원제: What men live by.)와 트

리나 파울러스(Trina Paulus, 1931-) 의 “꽃들에게 희망을”-

(원제: Hope for the flowers)의 내용을 주제로 하였으며, 서

술적 회화의 특징적 표현기법인 사실적이고 섬세한 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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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을 통한 표현을 연구 작품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활용하

고자 하였다.

제작기법으로는 투각, 타출기법, 칠보기법, 부식과 같은 금속

공예의 고전기법을 주로 하고, 재료에 있어서도 귀금속, 보석,

에나멜 등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서 익숙함에서 오는 친근함이

느껴지도록 의도하였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장신구가 몸을 장식하는 공예품 그 이

상의 의미를 가진 감성적 즐거움을 내포한 예술품으로서 따

뜻한 감동을 전하는 매체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서술적 미술(Narrative art), 서술 장신구(Narrative

jewelry), 감성적 교류

학 번 : 2013-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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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작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예술은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예술의 시초는 타인마저도 자신과 동일한 감정으로 일치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어느 외적 표백에 의하여 감정을 발표하는 데

있다. 또한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이며, 예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수한 목적에 있어,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과 다른 점

은 언어에 의하여 사람은 사상을 전달하고 예술에 의해서 감정을 전달하

는 것이다.1)

나는 흥행한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원작소설을 읽어 보곤 한다. 원작소

설을 먼저 읽고 난 후 영화를 감상하게 되면 소설을 읽는 동안 나의 머

릿속에 그려졌던 장면과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묘

사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좀 더 관

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영화를 감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품의 내용

을 모를 때는 외적인 형태나 작가의 기량에 감탄하는 것에 그친다면, 내

용을 알고 작품을 보게 되는 경우 예술가와의 감성 교류를 통해 큰 감동

을 받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에 “서로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지적

공감대는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작품을 예술가

의 일방적 감정 전달의 매체가 아닌 상호 감성 교류의 매체로 받아들이

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서 언급한 톨스토이의 “예술의 본질”에 부합하는 작업을 위해 이

1) L.N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신원문화사, 2007 p63, p64, p65,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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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작가와 감상자간에 지적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의 주변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

람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나는 그들로부터 미술은 난해하고 어려워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는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 내용의 일부를 가볍

게 들려주고 그와 관련된 그림들을 몇 가지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흥미롭게 그림을 감상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림의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에는 건성으로 보았고 그로인해 전혀 눈에 들어오

지 않던 것들이 내용을 알고 난 후에는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게 되어

눈에 들어오며 예술가가 전하고자 의도한 바를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

를 하였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현대미술 가운데 작가의 내면을 추상적

으로 표현한 몇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큰 흥미

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흥미, 혹은 관심은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통화제에서 생겨나며 이러한 공통된 화제를 통해 작가와 감상자는

유대감을 형성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할 뿐 아

니라 작가가 작품을 통해 발표한 감정이 감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서술적 미술이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대중과 교류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현대미술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적 표출에 집중하

여 대중과의 교류나 공감에서는 다소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서술적 미술이 이야기의 내용을 아는 대중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하였다

면 현대미술은 비교적 난해하여 친근함을 느끼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술은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써 일부 고상한 취미

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서술적 미술이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결속시키고, 감성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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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통해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생

각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서술적 미술을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장신

구에 표현함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함 속에 그

가치를 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Narrative”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서술적 미술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중세 미술과 그리스, 로마 신화

를 바탕으로 한 여러 회화와 조각들이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라파엘

전파 회화는 이러한 종교적 성향을 배제하고 인간의 내면을 다룬 문학

속 한 장면을 지극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으로 묘사하며 문학 속 인문학적

메시지를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전한다. 또한 섬세하고 우아한 고전적

아름다움을 재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선한 자극보다는 기존 미의 기

준에 부합하는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게도 한다. 나는 이러한 신고전주

의 라파엘 전파 회화에 강한 매력을 느꼈으며 서술적 미술로서의 장신구

를 제작하는 데 있어 작업의 근간으로 삼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비교적 내용이 쉽고 대중에게 알려져 있

는 문학을 연구작품의 주제로 하였고 이러한 문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면을 서술하듯 묘사하며 문학의 내용을 조형화하여 연구작품을 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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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arrative Art (서술적 미술)

1. 서술적 미술의 개념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인 서술적 미술(narrative

art)은, ‘이야기 미술(story art)’ 이라고도 하며 미술에서 서술적인 요소

는 고대 이집트부터 주된 표현 내용이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성서

나 고대 역사에 나오는 일화를 그린 역사화가 회화의 장르 중에서도 가

장 높은 위치를 점유하였으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서술적

회화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적인 주제들은 19세기 말 당시의

생활과 삶의 광경을 선호한 화가들에 의해 배격되었고, 이후 현대 미술

가들은 서술적 회화와 조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며, 사실상 모더니

즘 이래로 미술에서 서술성은 기피되어 왔다.2)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수많은 서술적 미술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건이

나 신화 혹은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지화하여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목적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술적 미술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표현

과 상징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을 함축하여 하나의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

현하고 활자의 이해가 아닌 시각화된 이미지로써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우며 이야기의 내용을 더 오래 머릿속에 각

인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목적성만이 서술적 회화나 조각 제작

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며 작가로 하여금 이야기의 내용이 강한 동기가

되어 표현의 욕구를 자극하였기에 부연설명에 그치는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이 아닌 작가의 예술혼이 담겨있는 더 큰 가치를 가진 예술품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한다.

2) 서술적 미술 [敍述的美術, narrative art]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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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적 공예의 예

2.1 Christina Smith

[도판 1] Christina Smith, Mail Teapot, tea service

Sterling silver, Tray 12 x 14 inches
출처: http://www.taboostudio.com/img_dtl.asp?id=236

크리스티나 스미스(Christina Smith, 1951-)는 현대 장신구 작가로서 작

가 내면의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묘사하는 내러티브 장신구 작가로 알려

져 있다. 그녀는 스털링 실버를 통해 고립 된 기억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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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한 순간을 바탕으로 하며 그녀 기억의 본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녀가

속해있는 환경 속에서 대표되는 오브제를 모티프로 장신구를 제작한다. 이러

한 작품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는 정치적 움직임의 아이러니에 바탕을 두기

도 하며 저녁뉴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풍자적으로 본인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3)

[도판2] He Always Planned to Leave [도판 3] tea set, sterling silver

sterling silver

출처: http://www.ganoksin.com/borisat/nenam/christina-smith.htm

3) http://www.mobilia-gallery.com/mobilia-artists/cristinasmith 에서 발췌, 번

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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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riko Kusumoto

[도판 4] Mariko Kusumoto, Altar I ( music box with movement) 1995

출처: www.mobilia-gallery/artist/marikokusumoto

“나의 아버지는 승려이고, 나는 사백 년 전에 세워진 절에서 자랐다.

절에 사는 동안 나는 그곳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민족을 가진 미국에 더 오랜 시간 살

면서 더 의식적으로 일본인으로써의 자아가 성립되었다. 절에 대한 그리

움이 커져감에 따라 나는 일반적인 일본문화와 더불어 그것에 감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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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마음이 생겼다.

금속은 아이 때부터 아주 친숙한 재료였는데 제대위에 있는 금속으로 된

불교용품을 광내고 연마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금색 장식

의 반짝이는 빛이 어둠속에서 드러날 때 나는 영적세계와 영원한 침묵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금속 작품에서 나는 종종 불교용품과 같은 색의 황동을 사용한다. 그

리고 작은 크기의 작품 내에서 나는 그림자, 빛, 침묵, 영성,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억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마리코 쿠슈모토(Mariko Kusumoto)는 섬유와 금속을 모두 잘 다루는

작가로 특히 금속작업을 할 때 자신의 기억 속 이야기를 작품에 투영시

킨다. 위의 마리코 쿠슈모토의 작가노트와 함께 작품을 살펴보면 일본인

의 정서와 함께 그녀의 어릴 적 기억을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5] Mother’s room, 1995 [도판 6] Kisekae doll III, 1998

출처: www.mobilia-gallery.com/artist/marikokusumoto

4) www.mobilia-gallery.com/artist/marikokusumoto 에서 발췌,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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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ruce Metcalf

[도판 7] Bruce Metcalf, [도판 8] Bruce Metcalf,

<overgrown>,정은, 적동 <catcher for a young Icarus>,정은,나무

출처: http://craftcouncil.org/sites/craftcouncil.org/files/2_2009-01-15-16-01-25.jpg

이야기를 조형화한 사물은 대체로 의인화나 은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작가들은 의인화의 대상을 현실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선정

하기도 하며 때론 친근한 것 혹은 잘 알려진 상징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브루스 매트케프(Bruce Metcalf, 1949-)는 마치 외계 생물체 같은 형태

를 이용하여 만화적 상상력을 유발한다. 대학신문의 만화란을 담당했었

던 그는 현대인의 고통, 불안, 좌절, 두려움 등을 기형적인 인물의 형태

와 우스꽝스러운 연출로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삶

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다. 어쩌면 진지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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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지닌 어두운 단면을 좁은 무대 위

를 뛰노는 못생기고 가여운 작은 생명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생명

체의 표정에서 인간의뭉개지고 짓밟힌 마음이 외치는 나지막한 절규가

느껴진다. 그것은 작가 내면의 아우성만이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

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비극적 사회의 일

면을 그대로 서술하며 이야기한다.5)

5) http://americanart.si.edu/collections/search/artist/?id=7115

성기백, 「유희적 소통을 위한 공예품 제작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공예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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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주의 서술적 회화의 예

앞서 살펴본 현대작가들의 사례와 더불어 연구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작품의 모티프가 된 신고전주의 라파엘 전파의 회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문학은 특히 신고전주의

회화의 주된 소재가 되었고, 섬세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묘사함으로서 예

술가가 문학을 통해 경험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1 무자비한 미녀(La Belle Dame Sans Merci)

<무자비한 미녀>는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 키츠(John Keats,

1795-1821)의 시로써 영국의 화가 카우퍼(Frank Cadogan Cowper,

1877-1958)와 프랭크 딕시(Sir Frank Dicksee,1853-1928),존 윌리엄 워터

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 1849-1917)등 라파엘 전파

(Pre-Raphaelite)와 그 영향을 받은 화가들에 의해 같은 제목의 회화로

그려졌다.

이 시는 한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일종의 담시로, 간결하고 읽기 쉽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난해한 언어와 표현이 가득한 시들보다도 더 함축

적이다.

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오, 갑옷의 기사여,

홀로 창백하게 헤매고 있으니?

사초는 호숫가에서 시들고

새들도 노래하지 않는데.

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오, 갑옷의 기사여,

그토록 여위고, 그토록 슬픔에 잠겼으니?

다람쥐의 창고는 가득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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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도 끝났는데. (중략)

나는 초원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소,

아름다음으로 충만한 – 요정의 아이를.

그녀의 머리칼은 길고, 그녀의 발은 가볍고

그녀의 눈은 야성적이었소.

나는 그녀의 머리에 꽃의 관을 만들어 주었소,

그리고 팔찌와 향기로운 허리띠도,

그녀는 마치 사랑하듯 나를 바라보며

달콤한 신음소리를 내었소

나는 그녀를 천천히 걷는 내 말에 태웠고

온종일 다른 것은 보질 못했소.

비스듬히 그녀가 몸을 기울여

요정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달콤한 풀뿌리와

야생꿀로 감로를 찾아주며

틀림없이 묘한 언어로 말했소 -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녀는 나를 요정동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눈물 흘리며 비탄에 가득 찬 한숨을 쉬었소.

거기서 나는 그녀의 야성적인, 야성적인 눈을 감겨줬소,

네 번의 입맞춤으로.

거기서 그녀는 나를 어르듯 잠재웠고,

거기서 나는 꿈을 꾸었소 – 아! 슬프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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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꾼 마지막 꿈을

이 싸늘한 산허리에서

나는 보았소 창백한 왕들과 왕자들을,

창백한 용사들도, 그들은 모두 죽음처럼 창백했소.

그들은 부르짖었소 - ‘무자비한 미녀가

그대를 노예로 삼았구나!‘

나는 보았소 그들의 굶주린 입술이

어스름 속에서 섬뜩한 경고로 크게 벌어진 것을,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 내가 여기

이 싸늘한 산 허리에 있음을 알았소.

이것이 내가 홀로 창백하게 헤매며

여기 머무는 이유라오.

비록 사초는 호숫가에서 시들고

새들도 노래하지 않지만.

존 키츠 ‘무자비한 미녀(La Belle Dame Sans Merci)’(1819)

시의 내용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남성을 유혹

해 결국은 파멸시키고 마는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시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요정은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세계를 상징하며 요정에게 집착하는 기사의 모습은 이상 세계로 도

피처를 구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키츠는 이시를 통해 인간이 환상 속 이

상 세계에 매혹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은 커져갈 뿐이며 그 환상이 사라

질 때 인간은 현실 속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방황을 거듭하

고, 급기야 죽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6)

6)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p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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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프랭크 캐도건 카우퍼 <무자비한 미녀>

출처: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카우퍼는 라파엘 전파(Pre-Raphaelite) 화가로서 중세와 르네상스 초기

회화에 관심을 가지며 감정적인 암시, 아련한 분위기, 알레고리, 상징 등

을 표현하고자 했다. 카우퍼의 <무자비한 미녀> [도판9] 는 아름자운 자

태로 어딘가 신비스러워 보이는 한 여인이 붉은 색의 양귀비꽃이 그려진

옷을 입고 해질녘 호숫가에 앉아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그런 그녀의

앞에 갑옷을 입은 기사가 누워있다. 눈을 감은 기사의 얼굴 위로 거미줄

이 보인다. 거미줄이 없었더라면 잠들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거

미줄로 인해 기사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 순진

한 얼굴로 죽은 기사를 앞에 두고 태연하게 머리를 빗는 여인의 모습이

그림의 장면을 더욱 괴기스럽게 느껴지게 한다.

워터하우스는 라파엘 전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라파엘 전파 보다 더 풍부

하고 감각적이며 섬세한 묘사로 문학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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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하우스의 <무자비한 미녀> [도판10] 는 지극히 아름답고 순수한 얼

굴의 요정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사의 목에 두르며 유혹하는 모습은 고

혹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다.

역시 라파엘 전파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화가 딕시의 <무자비한 미녀>

[도판 11] 을 살펴보면 시의 “ 나는 그녀를 천천히 걷는 내 말에 태웠고

온종일 다른 것은 보질 못했소, 비스듬히 그녀가 몸을 기울여 요정의 노

래를 불렀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라파엘 전파 화가들은 주로 셰익스피어와 낭만주의 시인들에

게서 영감을 얻었다.7)

[도판 10]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도판11] 프랭크 딕시 <무자비한 미녀>

<무자비한 미녀>

출처: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7) [경계를 넘어 빛을 발하다-낭만과 인상주의] 마로니에북스 201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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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샬롯의 아가씨(The Lady of Shalott)

매서운 동풍이 팽팽히 부는 가운데,

창백한 가을 숲은 이울고,

넓은 흐름은 강둑에 부딪혀 신음하며

낮은 하늘에서 캐멀롯 위로

비가 무겁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려와서

버드나무 아래 버려진 배를 찾아,

뱃머리 둘레에 이렇게 썼다

샬롯의 아가씨.

강의 희미하고 넓은 저편으로

마치 황홀경에 빠진 어느 예지자가,

그 자신의 재난을 보는 것처럼 -

공허한 표정으로

그녀는 캐멀롯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그녀는 사슬을 풀고 누웠다;

넓은 흐름은 그녀를 멀리 데리고 갔다.

샬롯의 아가씨.

엘프레드 테니슨, 최지호 옮김, ‘샬롯의 아가씨(The Lady of Shalott)’

(1842년판) 중에서8)

영국의 시인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이 아더왕 전설을 바탕

으로 쓴 서사시 ‘왕의 목가 (The Idylls of the King) 1863-1885’ 중 ‘일

레인 편은 생명이 소진할 정도로 강렬한 일레인의 짝사랑을 그렸고 테니

8)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p156



- 17 -

슨은 이러한 일레인에 깊이 매혹되어 이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시를 남

겼는데, 그것이 바로 위에 일부 소개된 ’샬롯의 아가씨‘다.9)

워터하우스는 위의 테니슨의 시를 묘사하는 그림[도판12] 을 그렸는데

그는 시의 서정적 느낌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여 일레인의 절망감과 상

실감 그리고 비애가 묻어나게 하였다.

[도판 12]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샬롯의 아가씨>

[출처: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샬롯의 아가씨’를 탄생시킨 일레인 전설은 아더왕 전설을 집대성한 맬러

리 경(Sir Thomas Malory, 1408-1471)이 저술한 <아더왕의 죽음, Le

Morte D’Arthur 1470년경> 에서도 나온다.

9)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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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톨랫Astolat 영주의 딸인 아름답고 앳된 일레인은 원탁의 기사 중에

서도 용모와 무예가 가장 뛰어난 랜슬롯Sir Lancelot을 짝사랑하지만 이

미 귀네비어 왕비에게 마음을 바친 랜슬롯은 일레인의 마음을 거절한다.

사랑을 거절당한 일레인은 그 슬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을 검은 비단으로 싼 배에 싣고 자신의 사연이 적힌 편

지를 손에 쥐어, 캐멀롯으로 띄워 보내 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죽은 일레인을 태운 배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랜슬롯이 있는 캐멀롯

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일레인의 죽음을 그림쇼(John Atkinson Grimshaw, 1836-1893)는

화폭에 담아냈다. [도판13]

이미 죽은 몸이 되어 자신이 죽도록 사랑했지만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에게로 가는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은 왠지 원망과 슬픔이 느

껴지기보다 번뇌를 초월한 평화로움과 애잔함이 유유히 흐르는 강에 몸

을 맡긴 일레인의 모습에 묻어나는 듯 하다.

[도판 13] 존 앳킨슨 그림쇼 <일레인>

[출처: [미술관에서 숨은 신화 찾기] 안그라픽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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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품 연구

나는 내가 경험한 감정을 바탕으로 감성이 스며들어 있고 삶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내포한 장신구를 언제나 갈망해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삶의 철학을 담은 문학은 나에게

늘 특별한 영감을 주었다.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 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와 트리나 파울러스(Trina Paulus, 1931-)의 “꽃들에

게 희망을”은 특별히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애정을 가졌던 책으로 매번 읽

을 때 마다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기에, 이러한

문학의 감동을 연구 작품을 통해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원제:

What men live by.) 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벌거벗은 채 길가에

버려진 천사 미하일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느님의 명령을 어

긴 미하일은 지상으로 떨어져 사람이 되고,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

를 만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 안에

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이야기이다.

톨스토이 스스로가 “전쟁과 평화”, “안나 케레니나” 등의 대작 이상으로

특별히 아꼈다는 이 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사랑, 죽음과 삶의 의미 등의

무거운 주제를 그만의 따뜻한 문체로 알기 쉽게 감동적으로 전하며 이웃

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

요한 삶의 덕목과 교훈을 담고 있다.



- 20 -

2.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 1931-) 의 “꽃들에게 희망을” - (원제:

Hope for the flowers)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두 애벌레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철학서이다.

어쩌면 땅을 기어 다닐 줄만 아는 애벌레들에게 높은 곳이란 오르고 싶

은 이상일 것이며,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로를 지지대 삼아 밟고

기어오르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세상 어디든 훨훨 날아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나비인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한 채 꼭대기에 오르려 짓밟

히고 짓밟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애벌레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모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참된 삶의 가치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비가 되어가는 두 애벌레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를 변화시켜 허물

을 벗는 행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존재하

게 하는 커다란 변화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 암시해준다.

만일 나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한 꽃은 씨앗을 남기지 못해 이듬해 다시 싹을 틔울 수

없다. 그것은 꽃의 부재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된 이야

기가 “애벌레들에게 희망을”이 아닌 “꽃들에게 희망을”이 된 이유일 것

이다. 애벌레가 스스로 변화를 통해 나비가 된 것은 애벌레 자신에게 참

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알게 해 주는 것 뿐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줌

과 동시에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꽃들에게 희망을’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제목에 담은 의미를 통해

한사람의 작은 행동과 변화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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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제작의 기법 및 과정

나의 연구 작품은 ‘내가 느낀 문학의 감동을 어떻게 장신구에 묘사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의 결과물이다.

먼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와 “꽃들에게 희망을”의 내용 중 내게

감동과 영감을 준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간추려진 내용에 따

라 작품을 구상하였다.

먼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한 한 연구 작품은 이야기의 내

용을 함축하며 무형의 의미를 조형화 하고자 하였으며, “꽃들에게 희망

을”을 주제로 한 연구 작품은 문학을 주제로 한 서술적 회화가 주를 이

루었던 빅토리아 시대 신고전주의 라파엘 전파 회화를 참고하여 사실적

이고 섬세한 표현으로 회화적 느낌을 살린 장신구 제작을 목표로 하였

다.

모든 작업은 수작업 (Fabrication)으로 하였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가.”의 경우 은판에 이미지들을 투각하고 투각한 2차원 이미지들을 반복

적으로 겹치도록 구성하여 각각의 이미지들이 한데 어울려져 3차원의 형

태가 되도록 하였다. [도판14]

[도판1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작업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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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에 있어서는 금판을 얇게 민 뒤 아주 작은 조각이 되도록 잘라 모자

이크를 붙이듯이 붙여서 색감과 표면을 표현하고자 한 것 과 다소 2차원

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납작한 이미지들 위에 에나멜 레진을 섞어 입혀 입

체적인 느낌과 색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꽃들에게 희망을”의 경우에는 배경으로 사용된 꽃잎과 잎사귀를 표현하

는데 있어서 은판에 꽃잎과 잎사귀를 그린 뒤 재단하고 망치 성형과 타

출기법을 이용해 그 결을 표현하여 사실적 형태감을 주고자 하였다. [도

판15]

[도판15] “꽃들에게 희망을” 작업 진행 과정

또한 은판을 성형해 만든 꽃잎에 칠보를 입혀 꽃의 색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칠보로 색을 입히기 전 기본적인 칠보 컬러 테스

트를 시작으로 몇 차례의 레이어가 가장 적합한지 몇 도의 온도에서 몇

분간 굽는 것이 가장 이상적 컬러를 낼 수 있는지 오랜 시간 많은 실험

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였고 그 결과 기존 많이 알려진 칠보의 색감과 다

른 나만의 칠보 방식을 찾게 되었다. [도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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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 칠보 색표의 예

잎사귀의 색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꽃잎에 표현된 에나멜의 생동감

있고 반짝이는 느낌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잎사귀의 색감으로 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잎사귀에는 황화칼륨착색를 이용한

표면처리를 통해 채도를 낮추면서 무광택 표면으로 마무리 해 꽃잎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하였다. 이 역시 칠보와 마찬가지로 시약의 온도와 농

도 그리고 레이어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컬러를 반복된 실험을

통해 시편들을 만들어 실제 작품에 원하는 톤의 색감을 적절히 표현 할

수 있었다. [도판17]

[도판17] 황화칼륨 착색 시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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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황화칼륨착색 전과 후

애벌레는 먼저 클레이로 형태를 만들고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 은으로 캐

스팅 하였으며, 그 위에 에나멜과 에폭시 레진을 섞어 입히며 색감을 표

현하였다. 또한 금과 은의 그래뉼을 애벌레 몸통에 패턴을 그리며 붙여

입체감을 주고자 하였고 애벌레의 눈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반짝이

는 눈을 통해 생명력이 느껴지게 하였다.

애벌레 기둥이나 애벌레 무더기와 같은 배경은 부식기법을 이용하여 은

판을 부식시켜 양각을 표현하거나 타출기법을 통해 애벌레의 형태를 부

각시키고자 하였다. [도판19]

[도판 19] 부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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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설명

[작품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Ⅰ

이 작품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과 그 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천사 미하일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이 되어 지상에 떨어질 때

하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답을 모두 알게 되면 그

때 다시 하늘에 올라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세 가지 질문이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안에는 무엇

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다.

사람이 되어 지상에 떨어진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을 만나게

되고, 그와 그의 아내 마트료나와 생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답들을

알게 된다.

톨스토이는 그 세 가지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 속에 진정한 삶

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전하고자 하였다.

사람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의 온정으로 인해 살

아갈 힘을 얻으며, 어리석게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우

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더 오르려 애쓰며 살아간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 또 허락되지 않은 것,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과 같은 삶의 진리와 가치를 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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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Ⅰ

정은, 순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12x12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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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Ⅱ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달았

습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며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

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0)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가족 혹은 친구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지상에 떨어져 사람이 된 미하일도 벌거벗은 채, 몸 뉘일 곳 하나 없이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

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관

계를 맺게 된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타

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면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

불행에 처한 이웃을 못 본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려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선이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희망이 되어 그를 살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

으로 인해 살아간다.

10) 톨스토이 단편선, 월드컴 출판사, 2006,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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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Ⅱ

정은, 14K 금, 에나멜

12x1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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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Ⅲ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시몬?”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이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집어먹고 서둘러 그를 지나치려고

하는구나! 돈을 빼앗길까봐 겁이 날 만큼 네가 그렇게 부자냐? 아, 시

몬!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시몬은 발길을 돌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예전보다 범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SNS로 실시

간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보니 범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

만 세상이 참 무섭고 흉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아인 친구를 이용해 마약을 배달하게 하고 장기밀매에 팔아넘기는 범

행, 거의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는 성폭행,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

에게 인분을 먹이는 교수 등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뉴

스들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 나 역시도 누군가 내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

밀 때 선뜻 손을 잡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먼저 의심하고 괜히 도

와줬다가 내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외면하고 모른 척 돌아서게 되지

않을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세상에서 살

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

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며 받은 만큼 갚아주라 했

다. 받은 만큼 갚아주면 과연 내 마음에 평화가 올까? 반면 예수는 “악

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

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

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11)고 하

였다. 예수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남을 돕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사랑임을 뜻하는 것이 아

닐까?

11) 신약성경 마태오 복음서 5장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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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Ⅲ

정은, 14K 금, 에나멜

12x12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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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Ⅳ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

내 뜻과 관계없이 왔다가 내 뜻과 관계없이 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

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

히 살 것처럼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

습은 참으로 어리석다.

“한 사람이 찾아와 일 년 동안 뜯어지지도 않고 닳아서 모양이 변하지

도 않을 정도로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뜻밖에 그의 등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죽음

의 천사가 이 부유한 사나이의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

니다. ‘이 사나이는 일 년 신어도 끄떡없을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저

녁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구나.’ ”12)

이 대목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이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곤 한다.

내일이 나에게 허락될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살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내게 허락될지 안 될지 조차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행복은

오늘 느낄 수 있기를, 무언가 더 갖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가진 것을 나

누며 누군가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12) 톨스토이 단편선, 월드컴 출판사, 2006,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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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Ⅳ

정은, 14K 금, 에나멜

10x12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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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Ⅴ

“마트료나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 번

에 두 마디씩 내뱉었다. 십년도 더 지난 옛날 일까지도 모두 들춰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사정없이 퍼붓다가, 시몬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

를 움켜쥐었다. ‘내 옷이나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재킷인데 뺏어 입고

그래요. 이리 줘요, 못된 개 같으니! 지옥에나 가 버려요!’”

“그 여자는 무서웠습니다. 죽은 영혼이 여자의 입에서 튀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간혹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

으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곤 한다.

“이성을 잃었다”는 표현처럼 화로 인해 정신을 잃은 순간 악마가 입 속

으로 들어와 죽음의 기운을 내뿜으며 혀를 칼 삼아 상대의 마음을 난도

질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 쉽게 아물 수

있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해 속으로 난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약을

바를 수도 없고 치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더 오랜 시간 지독한 고통

을 준다.

화는 악마를 부르고 죽음의 화염으로 모두를 불태운다.

불이 꺼지고 난 후 모든 것이 타버렸다는 것을 알고 후회해도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라 죽음의 화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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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Ⅴ

정은, 14K금, 다이아몬드, 가넷, 에나멜

12x1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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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Ⅵ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그냥 갈까? 혹시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도 모르잖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뭐야? 가까이 가면 덤벼들

어서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러면 꼼짝 없이 죽게 되는 거야. 설령 목

을 조르지 않더라도 내가 왜 저 사람을 아는 척 해야 하지?”13)

내가 이탈리아에 살 때의 일이다. 기차를 타기 위해 역에 가고 있었다.

역 근처 골목에서 집시 무리가 집시 여자아이 하나를 발로 밟고 머리채

를 흔들며 구타하고 있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 고개를 돌리려 하는 순

간 그 아이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다.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간절한 눈빛

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애써 외면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 일이 있고난 후 나는 그 아이의 눈이 자꾸만 떠올라 ‘경찰에 신고라

도 해줄 걸 그랬나.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 그 애가 더 이상 짓밟히

지 않도록 도와줄 걸 그랬나.’ 하는 후회들로 한동안 무척 괴로웠다.

불편하고 귀찮은 상황을 외면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긴 시간 내 마음

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

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14)

13) 톨스토이 단편선, 월드컴 출판사, 2006, p18

14) 신약성경 마태오 복음서 25장 35-3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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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Ⅵ

정은, 14K 금, 에나멜, CZ

12x1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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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4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사방에

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

느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 뿐 이었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

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

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림자

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15)

무한 경쟁의 대열에 합류한 호랑 애벌레는 밟고 밟히는 무참한 현실 속

에서 처음 느꼈던 흥분과 달리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신

이 올라가고자 하는 꼭대기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

우리는 끝없는 경쟁 속에 목적도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꼭대기에 오르

기 위해 기를 쓰며 살아간다. 또한 다들 가는 길을 나만 안가겠다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가기도 한다. 이런 비겁하고 못난 모습과 확신 없는 삶에 가끔은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달리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밟히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호랑 애

벌레의 독백은 때로 나의 머릿속을 맴돌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들이

며 하루하루 경쟁 속에 시달리며 버티는 것을 힘겨워하는 호랑 애벌레의

모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

15)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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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꽃들에게 희망을” Scene #4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7x9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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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6

“너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어. 그

런데 너를 만난 이후로 이런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어. 그때까지

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이제 나는 너와 함께 기어 다니며 풀이나 뜯어

먹는 생활을 하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

이었습니다.16)

사랑에 빠진 애벌레에게 더 이상 경쟁할 의지는 생기지 않는다. 서로 사

랑을 나누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동안 두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 꼭대기를 목표로 삼고 참고 버티며 하

루하루 꼭대기에 오르는 일에만 몰두해 왔는데,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자 목표를 향한 경쟁은 무의미해 지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작품에 표현된 애벌레 무더기 속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두 애벌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적의식을 상실한 채 사랑의 감정에만 얽매어 있음

을 보여준다.

16)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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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Scene #6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6x8cm

2015



- 41 -

［작품9］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7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저 무리 속에서 짓눌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

나!”

“정말 그래!”

그들은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17)

밟고 밟히며 꼭대기를 향해 기를 쓰고 오르려 애쓰던 애벌레 더미에서

내려온 두 애벌레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다. 사랑을 찾고 그와 함께 하는 생활이 과연 이 둘이 찾던 이상일까?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만큼 못미더운 것이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

랑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랑이 영원할 꺼라 믿으며 나의 인생에서

추구했던 모든 이상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간 품었던 이상을 접고 상대에

게 맞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스스로의 자아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완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하고, 나를

완성하려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아네모네 꽃밭 속에 애벌레들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네모네의 꽃말은 ‘속절없는 사랑’이다.

17)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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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Scene #7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11x11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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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8

한동안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껴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 더 있을 게 분명해.’18)

분명 사랑으로 자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음에도 호랑애벌레는 갈증을 느끼고 일상에 지루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있다.

자아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나 스스로를 찾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작가

는 애벌레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사랑의 굴레”와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진 할미꽃은 상승이 아니

라 하강하고 소멸을 향하는 꽃이다.

［작품10］에서는 할미꽃의 이러한 우울한 형태와 꽃말을 통해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감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져가고 결국 함께 하던

두 애벌레가 답답함을 느끼고 각자의 자아를 찾기 위한 이별을 맞이함으

로 서로에게 슬픈 추억이 될 것을 예고한다.

18)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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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Scene #8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11x1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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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1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19)

위의 내용은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고 몸에서 나오는 실로 온 몸을 휘감

아 고치 속으로 들어간 노랑 애벌레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며

지지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대변한다.

나 스스로를 바꾸는 개혁에 가까운 변화는 기대와 설렘을 동반한 두려움

일 것이다.

나는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

상할 때 한 TV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붕대를 얼굴에 잔뜩 감

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TV 프로그램의 취지는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에 자존감까지 상

실한 여자들을 성형수술을 통해 콤플렉스를 없애주고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시켜 자존감을 찾아준다는 것이었다.

이는 취지야 어떻든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자들이 단순히 좀 예뻐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

게 진심을 다해 죽을 각오로 본인의 모습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

다.

성형수술을 마치고 오랜 회복의 시간을 보낸 후 멋진 모습으로 방송에

나온 출연자는 물론 수술을 통해 매우 아름다워진 외모가 가장 먼저 눈

에 들어오긴 하지만 걸음걸이와 표정 그리고 말투까지 자신감에 넘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니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느니 하면서 성형

수술로 예뻐진 여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니 하나 빼는 것

도 벌벌 떨 만큼 두렵고 주사 맞는 것도 끔찍하게 싫은 걸 생각해보면

19)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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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죽을 수도 있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 정말 죽

음을 각오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낸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

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넘어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보여 진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도 없

고 바뀌지도 않는 것. 그것은 국적, 성별, 부모, 그리고 외모라 했다.

운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보통은 순응하며 살아

간다. 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성별을 바꾸거

나 외모를 바꾸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 용기

에 감동하고 그 간절함을 응원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들은 애벌레의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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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Scene #11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7.5x14.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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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2

호랑 애벌레는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다잡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해졌습니다.

“네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는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

야.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호랑 애벌레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

는데도, 이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20)

우리는 때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올라보지 못한 자리 등을 선망하

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막상 가져보고 그 자리에 올라보면, “별거 아니

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멀리서 볼 때는 고귀해 보이고 좋아보이던 것들이 가까이 들여다보면 전

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곤 한다.

나 역시도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참된 가치인지 아니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인지, 눈먼 봉사처럼

자신의 가는 길조차 깨닫지 못한 채 군중심리에 이끌려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본다.

20)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 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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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2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9.5 x 9.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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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3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호랑 애벌레는 한탄했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

라니!”

호랑 애벌레는 실망만이 아니라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21)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존감만 잃어갈 뿐이다.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해 이겼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할 필요도, 또 졌다

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지금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이기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지는 것이 훗날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고가 되겠다.’ ‘우뚝 올라서겠다.’와 같은 의지는 경쟁이 아닌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우쭐대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대자연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

21)[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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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Scene #13

적동

사이즈 Variou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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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4］“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4

“우리도 날 수 있어! 우리도 나비가 될 수 있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

니라 날아야 해!”22)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서 눈부신 노랑나비를 본 호랑 애벌레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호랑 애벌레는 꼭대기에 오르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애벌레 하

나하나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닌 나비의 인자를 감추고

있는 존엄한 객체라는 사실을.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때 느끼는 승리감이야

말로 진정한 성취이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 꼭대기에서 우리는 그저 다시 추락하지 않기 위

해 하루하루를 불안감에 떨며 밑의 있는 누군가가 내 자리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만 전념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운다면 날개를 갖게 되

어 누군가를 발밑에 두지 않고도 높은 곳 어디든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

다면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행복

을 가져다 줄 것이다.

22)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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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Scene #14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12.5x11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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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5］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5

어느 날 마침내 호랑 애벌레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호랑 애벌

레는 지친 몸과 슬픈 마음으로 노랑 애벌레와 함께 뒹굴며 놀던 정든 곳

을 찾아갔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웅크

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노랑나비 한 마리가 눈부신 날개로 호랑 애벌레에

게 부채질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23)

이제 호랑나비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노랑 애벌레 대신 눈부신 노랑나비가 있었다.

두 애벌레는 서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각자 다른 길을 떠났지

만 잘못된 판단을 했던 호랑애벌레는 지치고 슬픈 모습으로, 자신의 진

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고치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 노랑 애벌레는

노랑나비의 모습으로 서로 함께 지내던 곳에서 재회한다.

노랑나비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참모습은 변하지 않았기에 호랑애벌레

를 잊지 않고 호랑애벌레에게 다가가 잠든 호랑애벌레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며 옛사랑을 추억한다.

부질없는 욕망을 쫓다 옛사랑을 찾아 돌아온 호랑 애벌레와 나비가 되어

서도 옛사랑을 잊지 못해 추억의 장소를 찾은 노랑 애벌레의 재회에 “사

랑의 기쁨”과 “첫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진달래를 배경으로 하여 의미

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23)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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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5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8x16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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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6］ Scene #18

끝....24)

처음 애벌레로 만난 두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다.

두 애벌레의 변화는 애벌레들 스스로에게 큰 도약이며 꿈과 이상의 실현

이다.

나는 마지막 장면에 두 나비의 만남을 묘사함으로서 나비로 변한 두 애

벌레의 재회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운을

남겨두고자 하였다.

24)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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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8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9x4.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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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7］ “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9

아니, 새로운 시작25)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이야기하는 “끝”과 “아니, 새로운 시작”은 이 세

상에 영원한 끝도 시작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해본다. 애벌레들이 나비로 변하게 된 것은 애벌레로서의 삶이 끝

나고 나비의 삶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또 곧 나비는 알을 낳고 죽게

되어 나비의 삶이 끝인 것 같지만 나비의 분신인 알을 통해 세상에서 다

시 애벌레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니 생과 사의 반복을 통해 이 세상

에 영원한 끝도 시작도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매년 피고 지고 나고 죽지만, 결국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또 영

원히 존재하지도 않는 꽃과 벌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작품에 담고자 하

였다.

25)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주니어 1972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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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꽃들에게 희망을” Scene #19

순은, 정은, 14K 금, 에나멜, 다이아몬드

 6.5x19cm, 7x16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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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 “꽃들에게 희망을” Epilogue

이야기는 두 애벌레 모두 나비가 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지만, 나는 에필

로그를 통해 그들이 나비가 된 후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다.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애벌레가 자아를 찾은 것 그 이상의 이미를 담고 있기 때

문이다. 기어 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애벌레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작가는 “애벌레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 대신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애벌

레가 나비로 변한다는 것이 단순한 자아성찰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나비는 꽃들을 찾아다니며 수정을 시켜 열매를 맺게 한다. 나

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먹고 사는 동물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씨앗도 만들

어지지 못해 이듬해 봄이 와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그

야말로 세상의 부재를 뜻한다. 미물로 여겨지는 한 애벌레가 나비가 된

다는 것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진다면 하물며 사람이 자아를 찾았을 때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 자아를 찾는 일이 스스로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크게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꽃들

에게 희망을”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생

각한다.

나는 나비가 남긴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열매를［작품20］으로 표현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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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꽃들에게 희망을” Epilogue

순은, 정은, 적동, 14K 금, 에나멜

11x1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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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장신구는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이고 시적인 이야기를 스며들게 해야

하고 균형 잡힌 조각처럼 표현되어야 한다.” - 페데르 뮈스 (Peder

Musse)26)

내가 추구하는 장신구는 덴마크의 장신구 작가 페데르 뮈스 (Peder

Musse)가 정의한 것처럼 시적인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고 균형 잡힌 조

각과 같으며 철학적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내포하는 장신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나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삶의 철학을 담은 문학의 내

용을 장신구에 묘사하여 감상자와의 감성의 교류를 실현하고자 시도하였

으며, 문학 속 아름답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장신구를 통해 문학

을 활자의 이해가 아닌 시각과 촉각을 통해 보고 느낄 뿐 아니라 몸에

착용하는 행위를 더하여 신체 접촉을 통한 더 큰 감성적 즐거움이 전달

되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문학과 미술의 교차점에서 그 둘을 한꺼번에

즐기는 즐거움에 도취되는 경험을 하였고, 고전 금속공예 기법을 연구

작품에 응용하기 위해 고전기법을 탐구하고 습득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

과 실패가 있었지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하여 연구를 시작하기

전 느꼈던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나는 서술적 미술이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결속시키고, 감성의 교

류를 통해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며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이러한 Narrative 장신구 제작 연구를 계속 해나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이나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착용자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미술로써 장신구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감성적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6) 덴마크의 보석함 展, 서울대학교미술관 모아(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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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jewelry

production for emotional

communication.

Moon, SooJung

Major in Metals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y to emotionally communicate an

intimate story through the production of narratively-based jewelry.

Narrative art conveys the content of a story through direct or

indirect representations and symbols. Viewers can become interested

if they know the story. The story creates a bond of sympathy

between an artist and the viewers, and they exchange emotions via

the work.

Thus narrative-art forms a bond between the artist and the viewer

through the story and the viewer feels a sense of closeness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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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It enables the mutual exchange of feelings rather than the

one-sided delivery of an artist’s emotions.

By making jewelry as narrative-art, I was willing to try to exchange

emotions with viewers through the story. I want more emotional

pleasure through physical contact which is not only seeing the story,

but also feeling, touching, and wearing the story. This is the

advantage of wearing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being represented

with jewelry which could be worn.

In this study, I expect to be able to convey a warm impression to

people with jewelry which isn’t just a craft to decorate the body, but

with jewelry that is a work of art with a sense of emotional

pleasure.

keywords : Narrative art, Narrative jewelry, Emoti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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