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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그림자를 통한 일상 순간의 표 ’을 화두로 삼고,연구자

가 2010년부터 재까지 창작한 작품을 상으로 그 이론 토 의 정립

과 조형 특징 제작기법을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이론 토 는 ‘순간’의 개념에 한 검토,‘일상’의 가치에

한 고찰 ‘그림자’에 한 동·서양의 인식과 술표 연구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한 개인 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발

해온 작업의 조형 특징과 제작기법을 연구․분석함으로써 본인의 작업

을 체계 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순간’의 개념은 찰나,즉 일시성을 특징으로 한다.세상의 모든 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

오지 않고,인간은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존재한다.여러 존재의

상실과 감정의 소멸은 인간을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만든다.

그러나 순간의 ‘일시성’(變)은 순환하고 반복(常)된다.만물은 변화하지

만,그 변화한다는 사실만큼은 늘 그러하고,스스로 그러하고,변하지 않

는다.‘’이라는 시간 속의 어느 ‘순간’은 한 번 흘러가버리면 원히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변화를 거쳐 다시

찾아온다.본 연구자는 시시각각 소멸되어 버리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

‘순간’이라는 시간 속에 일정한 내재규율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순간’

의 일시성(變)을 순환하고 반복되어 항구 인 개념(常)으로 보는 인식의

환을 하면서 일시 인 순간과 감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

고자 했다.

‘일상’의 일차 인 사 의미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다.‘순간’의

반복인 것이다.시간 속에 존재하는 순환이라는 내재규율을 통해 ‘순간’

은 ‘일상’의 일부분이며 ‘일상’ 한 ‘순간’과 하나의 개념임을 알 수 있

다. 한 연구자는 ‘일상’의 의미를 특별하지 않은 ‘소외된’개념을 포

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 다.흔히 문명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순간보다는 특별한 순간의 가치만을 추구한다.그러나 항상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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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소외된 ‘일상’의 가치는 삶의 즐거움을 느끼

게 한다.본 논문의 연구 상 범 에 포함된 작품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소재를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시 ‘순간’이라는 찰나의 시간성을 주제로 삼았

지만,그 일시성이 반복하고 순환하는 ‘일상’인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일상 순간’이라는 용어로 규정하 다.‘일상 순간’의 개념과 가치는

‘그림자’의 형상으로 구성하여 표 하 는데,그 의미를 고찰하여 회화

으로 표 하는 것을 본 연구 논문의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은 ‘Ⅰ장 머리말’,‘Ⅱ장 일상 순간의 개념 고찰과 술표 ’,

‘Ⅲ장 그림자에 한 동·서양의 인식과 술표 ’, ‘Ⅳ장 조형 특징과

창작 기법’,‘Ⅴ장 작품분석’,‘Ⅵ장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다.

Ⅰ장에서는 연구자의 개인 경험을 통해 ‘일상 순간’과 ‘그림자’에

해 고찰하게 된 동기를 소개하고 연구의 범 와 내용을 서술하 다.

Ⅱ장에서는 ‘일상 순간’에 한 개념을 정리하고 ‘순간’을 단 된 시

간으로 바라보는 입장인 변(變)과 ‘순환’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입장인

상(常)에 해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 배경을 통해 고찰하 다. 한

‘소외된 일상’을 화두로 삼은 여러 술 표 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작업의 큰 소재 주제로 등장하는 ‘그림자’에 한 동양

과 서양의 역사․철학 인식을 소개하고 회화 속에 등장하는 그림자를

살펴보았다.서양회화의 기원이 된 그림자 그림을 통해 서양 사상의 핵

심 개념인 ‘모방’과 ‘본질과 허상’을 명확히 구분 짓는 이원론 인식에

해 논의 하 다.그러나 동양에서는 기본 으로 그림자를 타자화 시키

지 않고 상과 동일시하는 일원론 인식을 보인다.동양에서 ‘그림자’

의 언어학 기원과 회화의 발달에 해 살펴보고,사군자의 기원 설화

를 통해 ‘정수(精髓)’와 ‘사(轉寫)’의 계를 다루었다.

Ⅳ장에서는 연구 작품의 주된 조형 특징과 창작 기법을 여백과 화면

구도,필법(筆法)의 활용, 사(轉寫)기법으로 나 어 분석하 다.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상 작품 군을 시기별로 ‘풀의 숨결’,‘이름

없는 사물의 존재’,‘본질과 허상’,‘공간 속의 회화’,‘궤 과 흔 ’의 다섯

가지로 나 어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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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장에서는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림자의 표 을 통한 일

상 순간에 한 연구의 의의 한계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해 망해보았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인은 그림자가 가진 ‘일상 순간’의 의미

를 고찰하고 이를 수묵의 필법을 활용한 조형언어로서 표 하 다.본

논문연구는 이제까지의 작업을 정리하고 객 으로 체계화 시키는 계기

가 되었으며,본인의 삶과 술의 발 과정에서의 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발 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주요어 :그림자,변화,일상,순간,순환,몰골법

학 번 :201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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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본 논문은 ‘일시 순간’이라는 찰나의 시간성을 주제로 삼지만,‘순간’

이 지극히 일상 인 것임을 ‘일상 순간’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그 개

념의 의미를 고찰하여 회화 으로 표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본 연

구자는 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는 그림자와 자아를 동일시하여 일시 이

고 일상 인 상에 아름다움을 담아 그 안에서 안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작업을 통해 작가 자신의 내 수양과 치유는 물론, 람자로 하

여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여 공감을 통한 치유의 방법을 찾고자 한

다.

감정을 객 화하여 분석하고 배경이 되는 이론을 논의하는 것은 술

작품을 단순히 시각 술로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확

장시킬 수 있는 요한 거름이 된다.본 연구는 개인의 사소하고 지속

인 감정을 체계 으로 시각화하여 논의하 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자가 ‘그림자’에 주목하게 된 것은 지극히 개인 이고 일상 인

어느 한 순간의 느낌으로부터 비롯되었다.유년기부터 많은 여행과 스치

듯 지나가는 인간 계를 통해 경험한 희노애락(喜怒哀樂)의 감정은 삶의

유한함과 찰나의 소 함에 해 집 하게 하 다.다시 오지 않을 순간

의 감정을 붙잡으려 했던 기록은 세월이 지나 마주하니 순간 느 던 감

정의 섬세함을 잃어버렸다.‘시간의 흐름과 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진

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 다.

우주의 활함과 존재의 유한함에서 오는 갈등은 어떠한 상이나 상

황에 직면할 때 그 모든 존재가 사라져 버릴 불가피한 순간에 해 염려

하고 집착하게 했다.오랜만에 들춰본 일기장에서 ‘순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 이고

허무주의 인 질문’을 찾게 되었다.질문은 나름 로의 답과 함께

있었지만,여러 해를 거듭하여 반복되고 있었다.그러나 몇 해 동안 같은

상황과 고민을 반복했으나,놀랍게도 그 고민의 ‘반복’이나 ‘순환’에 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따라서 ‘순간’의 변화에 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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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갖게 되었는데,‘변화하기 의 순간(常)’을 ‘변화한 뒤의 순간

(變)’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순환 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어느 해의 평범한 날,학부 재학 동안 휴식을 취하던 벤치 앞에서

우연히 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그림자는 연약하고 유연한 담묵을 은은

하게 띄고 있었다.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순간 으로 마음이 따스하게 차오르는 경험을 하 다.4년 동안 그 풀잎

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그 풀잎의 그림자의 존재는 더욱 더

인식하지 못했다.본 연구자는 풀잎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슬픔과 민함

으로 가득 찬 내면상태와 유사함을 느끼면서 상에 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풀잎의 그림자를 찾아가 찰하고 마음에 담아두며 안과 치유

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시간과 날씨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과

치가 바 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사라져 버릴 순간에 해 느끼

는 아름다움과 두려움’이라는 고민에 한 답을 제시해주었다.

그림자는 분명히 에 보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상이라는 에서 인

상 이었다.일반 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은 물리 으로 지각이

가능한 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그림자라는 ‘허상’의 존재는 많은 질

문을 던져 다.‘그림자’란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아니면 그 역시 하나

의 ‘본질/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고정 가치와 비되는 일시

이고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에 한 조명을 통해 지극히 소소한 ‘일상’

인 ‘순간’에 한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하 다.

2011년 우연히 바람에 흔들리는 풀의 그림자를 발견한 당시는 ‘일상

순간’에 한 내용과는 련 없이 풀의 그림자라는 소재의 조형 특성

에 주목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작업의 진행과 함께 보다 합한 표

방법을 찾고 그 표 기법을 익히면서 작업의 정체성과 불분명한 주제의

식을 명확하게 했다.작업의 기에는 풀의 그림자의 미 형상화에 주

목하 고,작업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표 방법과 구성을 시도하 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회화의 조형 질서와 미의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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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의 1 에서는 그림자를 통해 주목하고 있는 ‘순간’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순간은 짧은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서양에서는 ‘순

간’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된 실체로 인식한다.인간의 생(生)·로( )

·병(病)·사(死)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직선 인 사유방식이다.이를 통해

순간의 ‘일시성’에 한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그러나 동양에서는 기본

으로 ‘순간(變)’과 순간의 반복인 ‘일상(常)’을 동일한 실체로 인식한다.

삶과 죽음의 ‘서로 다른 세계’조차도 ‘연속 선상에서 순환하는 하나의

세계’로 인식하는 일원론 사유방식이다.변화는 일정한 내재규율을 따

라 과학 으로 이루어진다.본 연구자는 순간의 일시성과 그 순환을 일

원론 사유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2 에서는 ‘일상’의 가치를 재정

립하고 일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다룬 다양한 문학과 술의 표 을 감상

하고 논의하고자 한다.본 논문의 연구 상 범 에 포함된 연구자의 작

품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소재를 채택한 것이다.

Ⅲ장의 작업의 주요한 소재 주제로 등장하는 ‘그림자’에 한 동서

양의 역사․철학 인식을 소개하고 회화 속에 등장하는 그림자를 살펴

보고자 한다.1 에서는 서양회화의 기원이 된 그림자에 해 서술하고

그림자를 바탕으로 서양사상의 바탕이 된 ‘모방’과 ‘본질/실체와 허상’를

구분 짓는 이원론 사유의 틀에 해 고찰 할 것이다.2 에서는 그림

자의 언어학 기원으로 유추한 ‘일원론 인식’에서 ‘이원론 인식’으로

의 환과 회화의 발달과정에 해 서술하고 사군자의 발생과 ‘정수’와

‘사’의 계에 해 논의할 것이다.

Ⅳ장 순간을 포착하는 표 방식을 ‘여백과 화면 구도’,‘필법(筆法)의

활용’,그리고 ‘사(轉寫)기법’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1 에서는 여백

과 구도의 짜임을 설명하고,2 에서는 서 와 회화의 용필의 근원이 같

음을 논의하며 작품에 조형 특징으로 드러난 서법(書法)을 활용한 표

과 몰골법(沒骨法)의 재해석을 논의하고자 한다.3 에서는 상의 형

태를 따라 그리는 사 기법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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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장에서는 ‘그림자를 통해 본 일상 순간’의 표 을 ‘풀의 숨결’,‘이

름 없는 사물의 존재’,‘본질과 허상’,‘공간 속의 회화’,‘궤 과 흔 ’의

다섯 가지 역으로 나 어 분석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Ⅵ장에서는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한계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해 망해보고자 한다.

II.‘일상(日常) 순간’의 개념 고찰과 술표

본 장에서는 ‘순간’의 개념에 한 검토와 ‘일상’의 가치에 한 고찰을

통해 ‘일상 순간’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개념에

한 검토 과정에서 논리 개의 편의를 하여 동양사상에서 사용하는

‘상(常)’과 ‘변(變)’이라는 어휘를 차용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 키워드는 ‘일상 순간’이다.‘일상(日常)’이란 단어는

‘매일 같이 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즉 ‘불변(不變)’

는 ‘상(常)’에 속하는 개념이다.이와 반 로 ‘순간(瞬間)’이란 ‘ 깜박

할 사이’라는 뜻으로 ‘시간의 어느 한 짧은 시 ’을 지칭한다.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므로,‘순간’이라

는 어휘의 개념은 결국 ‘변화’ 는 ‘변(變)’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이

듯 ‘일상 순간’이라는 어휘에는 [불변/변화] 는 [상(常)/변(變)]과 같

이 상호 조 으로 보이는 두 개의 철학 개념이 동시에 들어 있다.

‘일상 순간’이라는 어휘는 다분히 모순 이다.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변화하되 변화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러

한 주제에 한 검토는 자칫 념론 이고 학 이며 소모 인 토론으

로 흐르기 쉽다.따라서 본 연구 검토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

히 하는 여러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상(常)’과 ‘변(變)’에 한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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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을 ‘매일 같이 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뜻 이외에 ‘소외

된’개념으로 인식하여,본 논문의 키워드인 ‘일상 순간’에서의 일상은

‘불변(常)’의 개념과 동시에 ‘소외된 존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

을 밝힌다.

1.‘일상 순간’-변(變)과 상(常)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는 ‘모종의 상(現象)’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한다.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요한 명제에 직

면하게 된다.첫째,‘변화’는 어느 한 시 에 이르러 갑자기 일어나는 것

인가,아니면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사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가.둘째,‘변화하기 의 순간(常)’인 상과 ‘변

화한 후의 순간(變)’은 동일한 실체인가,아니면 단 된 별개의 실체인

것인가.인간의 생(生)·로( )·병(病)·사(死)를 로 들어 동·서양 선인들

의 인식을 검토해볼 것이다.

1)순간의 일시성(變)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사람은 변한다.감정도 변한다.인

간을 둘러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만물의 변화가 두려운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한 없이 동경한다.그러나 변하

지 않길 바라던 나 자신의 감정조차 변한다.인간은 허무해지고 외

로워진다.

소유하지 못하고 잡지 못한 것에 한 아쉬움이 없다면, 원한

것에 한 집착이 없다면,우리는 허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원한 것은 없다는 명제에 한 겸허한 인정’이 혹시 우

리를 허무감으로부터 구원해 수 있지 않을까?

-2010,작가노트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만물은 변한다.계 ,나이,탄생과 소멸,감정과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다.본 연구자의 작품창작은 시간의 흐름과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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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는 만물에 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단 된 별개의 실체인

‘순간’은 일시 인 특징을 띄며 서구 사유방식의 근원을 이루는 헬 니

즘과 헤 라이즘의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서구 인 사유방식은 체로 ‘삶’과 ‘죽음’을 단 된 별개의 실체로 인

식하 다.1) 라톤은 우리가 생활하는 실세계 외에, 원하고 완벽한

‘이데아(Idea)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그에 따르면 이

데아는 월 선(善)의 세계이므로 공간성과 시간성의 향을 받지 않

는다.‘변화’라는 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는 단지 이데아의 ‘모방(Mimesis)’일 뿐인 인간의 실세계에서만 존재

한다.‘상(常)’과 ‘변(變)’을 단 된 별개의 실체로 인식하는 표 인 이

원론 사유방식이라고 하겠다.

헤 라이즘 사상이 결집된 성경 속에 엿보이는 인식 역시 이와 유사하

다. 자인 유일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다.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창조하고,해와 달과 별 등의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생물을 창조한다.

‘시간’역시 창조의 그 순간부터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다.하지만 그의

외아들로 묘사되는 메시아인 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재와 미래가 동

일한 원성을 가진 존재이다.2)‘신’에게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이다.따라서 ‘변화’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신’은 ‘상(常)’의 존재인 것이

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 역시 당 에는 시간을 월한 존재 다.단지 에

덴동산의 지된 과일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어 생로

병사라는 변화의 과정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인간에게 ‘시간’이 주

어진 것은 ‘죄의 댓가’라고 인식한 것이다.‘인간’은 ‘변(變)’의 존재인 것

이다.

그리하여 ‘인간세계’에만 존재하는 ‘시간’은 천지가 창조된 그 ‘첫째 날’

1)서구 사유방식은 체로 헬 니즘과 헤 라이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본 연

구는 라톤의 주장과 성경 속에 나타난 인식을 논리 개의 근거로 삼았다.물론

라톤 1인이 헬 니즘을 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화이트헤드(A.N.Whitehead

;1861-1947)가 서양철학은 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듯이, 라톤은 헬 니즘

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의 형성과 발 에 있어서 인 치를 차지하기 때문에,본

연구의 논리 개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단된다.

2)『성경』,히 리서 13장 8 ,“ 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원토록 동일하시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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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ClaudeMonet,CathédraleNotre-Damede

Rouen연작,100x65cm,Oiloncanvas

부터 ‘마지막 심 의 날’을 지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무한한 원’을 향하

여 진한다.헤 라이즘의 ‘시간’은 직선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따라서

‘순간’이라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상’과

‘변’은 단 된 별개의 실체인 것이다.

서구인의 이러한 인식은 술표 에서도 구 되었다.끊임없이 변화하

는 순간을 붙잡고자 하는 미술사조인 인상주의 미술이 ‘순간포착’의 형식

으로 등장하 다.

[도 1]에는 순간의 색채 변화를 물감을 두껍게 겹쳐가며 빠른 터치

로 포착해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한 화면 안에서의 빠르게 움직이

는 빛의 변화를 포착해냈고,같은 장면을 여러 번 다른 색채로 그려 각

화면마다의 변화 한 포착했다.‘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기록’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면서도 표 할 때는 하나하나 분 된 이미지를 연

속 으로 늘어놓을 뿐이다.포착된 이미지는 ‘포착의 동작’을 실행함과

동시에 과거가 되어 분리되는 이원론 인 모습을 나타낸다.

2)일시성의 순환(常)

동·서양 사고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서양은 신과 인간세계를 구별한 다음,인간이 살고 있는 상

세계를 기계장치와 같은 정물체(靜物體)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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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시한다.하지만 동양에서는 동(動)의 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를 시한다.

유가사상에서 가장 시하는 『역경(易經)』은 삼라만상의 이면에 숨

겨진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여 그 내재규율을 음양의 이진법으로 나타낸

서 이다.『역(易)』, 는 『주역(周易)』(『TheBookofChange』)이

라고도 하는 이 책은 그 이름인 ‘역(易)’이라는 한자 자체가 ‘변화’를 의

미한다.

『역경(易經)』에 의하면,우주와 자연과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한다.변화는 어느 일순간 돌발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순간의 연속 선상’에서,그리고 주변의 구성요소

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하지만 불규칙

으로 아무 게나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변화하는 그 속에도 ‘일정한 내

재규율’,즉 ‘상(常)’이 존재한다.이 듯 ‘상(常)’과 ‘변(變)’은 동 의 양면

처럼 동일한 실체이다.단지 필요에 의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각도에

서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상(常)’과 ‘변(變)’을 동일한 실체로 인식하는 경향성은 유가(儒家)·도

가(道家)·불가(佛家)를 막론하고 모든 동양 사유방식에서 일 되게 나

타난다.그러한 인식은 사물과 상을 단면 으로 보지 않고 시공을

월하여 총체 거시 으로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비롯된다.

도가에서는 그러한 지혜의 을 특별히 ‘장생구시(長生久視)’라고 표

한다.3)장생구시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삶과 죽음의 ‘서로 다른 세

계’조차도 ‘연속 선상에서 순환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임을 깨달을 수 있

다고 인식한다.『장자(莊子)·지락편(至樂篇)』에 나오는 ‘고분지탄(鼓盆

之歎)’의 고사(故事)는 그러한 인식을 잘 표 하고 있다.장자는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물동이(盆)를 두드리며(鼓)노래를 불 다.

때마침 조문을 온 친구 혜자(惠子)가 나무라자 장자는 이 게 답하

다.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 슬 지 않겠는가?나도 처음에는 슬

3)『老子 59장』:“深根固柢,長生久視之道。”김학주 역,『莊子』,연암서가,2010,pp.

420-45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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펐다네.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아내가 태어나기 이 에는 생명이

란 존재하지도 않았지.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을

것일세.형체 뿐만 아니라 기(氣)도 없었을 것일세.흐릿하고 아득

한 사이에 섞여 있던 그 어떤 것이 기로 변화하고,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갖추어진 것 아니겠나.그

것이 지 변화하여 죽음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네.춘하추동 사

계 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처럼 말이지.아내는 지 천지라는 거

한 방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데,내가 소리 내어 우는 건 하늘의

이치를 깨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그래서 곡(哭)을 멈추고

노래를 부른 것일세.4)

서구 인 인식에 의하면 시간은 직선형으로 흐른다.기념하고 싶은 그

어떤 순간도 지나가버리면 원히 소멸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이러

한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 부지불식(不知不識)간에 슬픔과 허망한 감정

에 빠지게 만든다.그러나 장자의 순간은 순환한다.마치 ‘’이라는 시간

속의 어느 한 ‘순간’은 한 번 흘러가버리면 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

니라,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변화를 거쳐 다시 오는 것과 같다.

인간의 ‘삶’과 ‘죽음’역시 마찬가지 이치로 이해할 수 있다.인간은 우

주와 자연의 일부다.‘삶’이란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자연의 조화

에 의해 잠시 동안 형체를 띄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죽음’이

란 삶의 형태를 변화시켜 자연의 일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5)이

게 ‘순환하는 변화 속의 일정한 내재규율’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다.‘상(常)’과 ‘변(變)’은 하나인 개념인 것이다.

불가사상에서 말하는 우주의 원리는 ‘공(空)’,‘제행무상(諸行無常)’,‘제

법실상(諸法實相)’등의 어휘로 설명되어진다.먼 ‘제행무상’6)이라는 어

4)『莊子 · 至樂篇』:“是其始死也，我独何能無概然！察其始而本無生，非徒無生也而本無

形，非徒無形也而本無氣。雜乎芒芴之间，變而有氣，氣變而有形，形變而有生，今又變而

之死，是相 爲春秋冬夏四時行也。人且偃然寝于巨室，而我噭噭然随而哭之，自以爲不通

乎命，故止也。”

5)동진(東晋)시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마지막 부분,“잠시잠깐

자연의 조화에 맡겼다가 돌아가니,즐겁구나,천명(天命)이여!다시 무엇을 의심하

랴!(聊乘化以歸盡，樂夫天命复奚疑!)”지 재,『 국시가선』,을유문화사,1977,pp.194-196

참조.

6)『아함경(阿含經)』에 최 출 하는 불교 용어로 불교 사상의 ‘4 특징(四法印)’ 의

하나이다.나라 야스야키,『인도불교』,정호 역,민족사,1990,p.1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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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 개념부터 고찰해보면,‘제행’ 는 ‘제법’이란 ‘삼라만상의 이면에 존

재하는 일정한 내재규율’을 뜻한다.7)‘무상(無常)’이란 흔히 ‘허망함’의 뜻

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상(常)이 없다’는 뜻이다.즉,삼라만상의 모든

사물과 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늘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무

상(無常)’,즉 ‘공(空)’의 개념이다.다시 말해서 ‘공(空)’이란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아니라,‘생각에 머무름이 없는 것’,즉 사물과 상에

해 ‘고정된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8)하지만 상 세계에서 주

으로 가지게 된 인식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 역시 잘못이다.

그러한 주 인식이야말로 사물/ 상의 객 본질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이러한 개념을 불가에서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고 표 한다.

‘제행무상’과 ‘제법실상’은 상반된 견해가 아니라,상호 보완 인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9)

북송(北宋)시 의 동 (東坡)소식( 軾)은 그의 표작「 벽부(赤壁

賦)」에서 달(月)과 물(水)의 사례를 들어 ‘상(常)’과 ‘변(變)’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도 이 물과 달을 잘 알고 계시렸다?흘러가는 것은 모두

다 이 물처럼 흘러가게 마련이오만,그러나 한 번도 우리 곁을 떠

난 이 없소이다.차고 기우는 것은 모두 다 달처럼 변화하게

마련이오만,그러나 결코 더 이상 어들거나 늘어난 은 없소이

다.변화하는 측면으로 보자면야 천지간에 모든 일이 깜짝할 사

이라도 변화하지 않는 때가 없겠으나,변화하지 않는 측면으로 보

자며는 만물이 나와 함께 끝이 없는 법이라오.헌데 뭘 그리 부러

워하신단 말이오?10)

7)김용표,『달마의 소리』,한신 학교출 부,2005,pp.174-179.참조. 키백과 해설 참

조.http://zh.wikipedia.org/wiki/%E4%B8%89%E6%B3%95%E5%8D%B0

8)『 강경』의 핵심 지혜는 “머무는 곳 없는 그곳에 마음을 둘지어다.(應無所住而生其

心)”는 말에 있다.(第10分,第5節)(김용옥,『 강경강해』,통나무,1999.pp.73-79,참

조.)

9)나라 야스아키, 의 책,pp.99-105.

10)｢赤壁賦｣: 子曰:“客亦知夫水 月乎?逝 如斯,而未嘗往也,盈虛 如彼,而卒莫消

長也｡蓋 自其變 而觀之,則天地曾不能以一瞬;自其不變 而觀之,則物 我皆無盡也

｡而又何羨乎?”소식,『東坡志林』,김용표 역,세창출 사,2012,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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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日月圖,작자미상

상 으로 보면 우주 안의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한

다.마치 달이 작아졌다가 커지면서 변화하고 물이 언제나 흘러가버리는

것처럼, ·여름·가을·겨울의 사시사철이 변화하고 인간도 시시각각 죽음

의 순간을 향해 늙어간다.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그 상황의 변화만 바

라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한다. 상 이고 미시 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

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동 는 삶과 우주에 한 거시 인 을 제시한다.거시 인

은 사시사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찾아오며,커졌다가 작아지는 달도 더 이상 커지거나 완 히 없어져

버리지 않고,흘러가버린 만 알았던 강물도 여 히 우리 곁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다.늘 변화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일정한 내재

규율이 존재한다는 진리와 더불어 ‘상(常)’과 ‘변(變)’의 순환 이치에 해

설명하고 있다.11)

한편,‘순간의 일시성’에 한 회화표 에서 [도 1]은 아침과 녁이라

는 시간 에 따라 달라지는 빛에 의한 색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우리

는 아침과 녁의 풍경을 동시에 볼 수 없고,다른 공간을 한꺼번에 볼

수도 없다.그러나 동양의 고 화가들은 시공합일을 시도했다.12)그들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도 2]의 조선

시 왕이 앉던 용상 뒤에 배치되어 있던 <일월도>가 좋은 가 된

다.13)실제로는 낮(日)과 밤(月)이 함께 있을 수 없으나 낮과 밤의 변

(變)을 매일 순환하는 상(常)으로 인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1)소식, 의 책,pp.36-37.

12)동병종,『서법과 회화』,미술문화,1999,p.168.

13)임두빈,『민화란 무엇인가』,서문당,1997,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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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日常)’의 가치

어원학 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매일 ‘반복 인 것’을 의

미한다.동시에 이러한 반복의 결과 ‘례화된 것’ 는 ‘습 ’을 의미하

기도 한다.엘리아스(N.Elias)는 ‘일상’이란 개념의 다양한 용법을 명확

하게 하기 해 립개념인 ‘비일상(Nicht-Tag)’을 비시켰다.14)

일 상 비 일 상

평일 축제일(휴가)

통상 인 사회 역 특별한,비통상 인 사회 역

작업일(특히 노동자의)
시민,즉 노동하지 않고 이윤으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역

민 의 생활
고 직(왕, 통령, 리,국회의원 등)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매일 생활이 이루어지는 역 역사에서 요한 국가 인 행

사생활(가족,사랑,어린이) 공 인,혹은 직업 인 생활

자연 인,자발 인,성찰되지 않은

참된 체험과 사유의 역

성찰된,인 인,비자발 인,

특히 학문 체험과 사유의 역

일상의식:이데올로기 인,소박한, 올바른,순수한 참된 의식

모든 다른 역의 기 가 되는

행 체험의 역

특정한 행 논리에 따른 특수한 세계,

혹은 목 이 있는 세계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 능력을 가진 세계 문 인 행 능력을 가진 역

어느 집단에 임시로 장된 역 제도,조직

특수한 세계에 상응하는 행 지식

형태라는 의미에서의 일상성
과학 ․기술 ․경제 행 와 지식

[표1]일상의 개념 /[출처-『일상에서의 철학』,p.172]

14)최종욱,『일상에서의 철학』,아르떼,2000,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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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 의하면 ‘일상’의 개념은 ‘일상의식’,‘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세계’라는 뜻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이다.반복과 친숙

의 세계로서의 일상과 사 역으로서의 일상, 상의 세계로서의 일상,

등의 폭 넓은 의미를 지닌다. 의 분석에 의한 ‘일상’의 특징은 ‘민 의

삶’속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것’,‘통상 인 것’,‘시시한 것’,‘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등등, 체로 부정 이고 소외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일상(日常)’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순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매일 반복되는 상(常)’의 의(狹義)와 ‘부정 이고

소외된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의(廣義)로서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1)소소한 즐거움

유교사회 던 동양에서는 통 으로 술 창작의 사회 효용성을 강

조하 다.문학의 경우,“ 은 반드시 도를 담아야 한다(文以載道)”15)는

고정 념이 커다란 흐름을 이루었고,미술에 있어서도 백성을 교화시켜

야 한다는 효용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진(魏晉)시 의 도연명(陶淵明)은 가을이 되면 지천으로 피

어나는 평범한 국화꽃에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 고,16)북송(北宋)

시 의 동 (東坡)소식( 軾)은 유배지의 달빛에 어른거리는 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아내었다.17)

15)나연첨(羅聯添),『한유연구(韓愈硏究)』, 만학생서국,1981,pp.229-231참조.

16) 도연명,「음주(飮酒)5」: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꽃을 따노라니/아아,유유자 함

이여!남산이 보이 나!/산 이내 속에 아름다운 녁 노을/공 의 새는 짝을 지어 돌

아온다.(采菊東籬下,悠然見南山。山氣日夕佳,飛鳥相 還。) (지 재, 의 책.

pp.197-198참조.)

17)소동 ,「밤에 승천사를 거닐다(記承天寺夜遊)」:“원풍 6년 10월 12일 밤이었다.옷

을 벗고 잠을 청해 보았다.달빛이 창을 넘어 들어왔다.문득 흔쾌한 마음에,일어나

뜰을 거닐어 보았다.이 즐거움을 함께 나 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리하여 승

천사로 장회민을 찾아갔다.그 역시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둘이 함께 뜰을

거닐어 보았다.뜨락,텅 빈 밝은 곳에 물이 고여 있는 듯하 다.그 속에 수 가 어

지러이 흔들리고 있었다.아마도 나무와 측백나무 그림자이리라….그 어느 날 밤에

달이 없겠는가?그 어느 곳에 나무 측백나무가 없겠는가?하지만 우리 두 사람과

같은 한가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으리라.(元豐六年十月十二日夜,解衣欲睡,月色入戶,

欣然起行。 念無 ,遂至承天寺 張懷民。懷民亦未寢,相 步於中庭。庭下如積水空

明,水中藻荇交橫,蓋竹柏影也。何夜無月,何處無竹柏,但 閑人如吾兩人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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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기로 넘어오면서 일상생활 속의 작고 하찮아 보이는 소재를 채

택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명나라 말엽의 소품문

( 品文)작가들은 일상생활의 아주 소소한 소재를 채택하여,담담한 필

체로 붓 가는 로 을 쓰는 수필(隨筆)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18)

미술창작에 있어서도 도(道)를 실천하는데 공헌해야한다는 고정 념이

주류를 이루었던 상은 탈피되었다.공자로부터 내려온 회화의 효능론

은 당 (當代)장언원(張彥遠)이 “교화를 이루어 인륜을 돕는다”고 하여

더욱 요한 기 이 되었다.19)회화작품의 감상을 통해 을 교화시키

는 사회 효용성이 회화의 요한 목 이었던 것이다.

송 (宋代)에 발달했던 산수화에서 사회 효용론에 입각한 유가의 도

(道)가 표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범 (范寬)의 [도 3]<계산행려도

(溪山行旅圖)>를 살펴보면 가운데 커다란 주 (主峰)을 볼 수 있다.이

그림은 주 (主峰)의 치를 먼 정한 뒤 순차 으로 가깝고 멀고 작고

큰 것들을 그린 것이다.숲과 바 를 그린 것도 종로(宗 )를 먼 생각

하고 순차 으로 잡목과 풀 꽃 작은 돌멩이 들을 그린 것으로,모두 '군

신유의(君臣有義)'의 교화를 담아 주종(主從)의 신분질서와 역할을 명확

하게 드러내기 한 것이었다.20)산수화에서도 사회 효용론에 입각한

유가의 도(道)를 표 했다.

한편 실 인 문제들을 기록하는 풍속화 한 그려졌다.장택단의

[도 4]<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는 수도 변경(汴京)을 흐르는 변하(汴

河)를 사이에 두고 교외 시내(川)배,다리,성문,시가 등이 순서 로 보

이고,술집,상 ,노 ,상인,우마차 군 등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원근법을 이용하여 사진처럼 정확하고 사실 인 풍경을 재

소식, 의 책,pp.67-69.)

18)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것을 소재로 하는 소품문은 공안 (公安派)와 경릉 (竟陵派)

에 의해서 본격 으로 창작되었다.원종도(袁宗道;1560~1600),원굉도(袁宏道;1568

~1610).원 도(袁中道;1575~1630)등 원씨 삼형제로 표되는 공안 는 “개인의

성령(inspiration)을 펼쳐낼 뿐,그 어떤 격식에도 구속받지 않는다(獨抒性靈,不拘格

套)”는 성령설(性靈說)을 주장하 다.그들은 주로 산수유람,상화(賞花),탐매(探梅),

품명(品茗)등,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 등장하는 ‘사소한’소재로 짧은 을 창작하여

20세기 에 수필(隨筆,붓 가는 로 쓰는 )이라는 장르 출 의 효시가 되었다.

한 이 무렵 날짜를 기록한 짧은 소품들도 탄생했는데 이는 일기(日記)의 출발이 되었

다.(허세욱,『中國隨筆 史』,을유문화사,1981,pp.36-57참조.)

19)갈로,『 국회화이론사』,강 식 역,돌베개,2010,p.31.

20)장언원 외,『 국화론선집』,미술문화,2002,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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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范寬,

<溪山行旅圖>,

견본담채,206.3

x103.3cm, 북

고궁박물원

[도 4]張擇端,<淸明上河圖>,부분,

지본수묵담채,24.8cm x528.7cm,

북경고궁박물원

해냈다.

특히 이 작품은 풍속화의 발달에 큰 향을 끼쳤으며 그의 향을 받

은 송 (宋代)의 인물 풍경과 사회 환경을 사실주의 화풍으로 그려

내고 있다.후세에도 많은 향을 미쳐 원(元),명(明),청(淸)을 거쳐 수많

은 방작(倣作)이 성행하 다.

명말(明末)의 소품문과 풍속화의 발달은 근 시기에 어들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상이라고 할 수 있다.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재화의 축

과 이동이 용이해지고,이에 따라 신분질서가 흔들리는 시기 기 때문

에,문이재도(文以載道)로부터의 탈피는 역사 흐름에 따른 필연 추세

던 것이다.기존의 통사회에서는 거창한 주제만을 의미 있게 다루며

일상을 하찮게 여겼으나,지극히 일상 인 작은 소재를 채택하여 ‘작은

것’,‘은 것’,‘사소하고 하찮은 것’속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새로운 흐름이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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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장승업,

기명 지도(器皿折枝圖),

부분,고궁박물

[도 6]PeterClaesz,Vanitas,

1630,Oiloncanvas,39.5x56cm,

Mauritshuismuseum.

2)소외된 소재의 재발견

주제가 고 에서 일상으로 내려온 것과 같이 일상 인 소재도 술 표

안에 진입했다.서양의 정물화와 기명 지도(器皿折枝圖)21)는 요한

인물의 상이나 종교 인 내용을 그리던 이 의 회화장르22)와 비교 했

을 때,일상생활의 기물들을 그렸다는 에서 형식상의 공통 을 갖는다.

그러나 기명 지도에서는 문구와 책은 학문과 벼슬,모란은 부귀,석류

와 포도는 자손의 번성,게는 장원 제라는 의미를 상징하고,정물화에서

는 해골,촛불은 죽음,악기는 감각 쾌락,싱싱한 과일과 꽃은 음을

21)기명 지도는 당시에 인기 있었던 회화의 한 형태로 그릇과 화 ,과일,채소류를 소

재로 그린 그림이다.

22)장언원은 『역 명화기(歷代名畵記)』에서 ‘돈 (墩臺)와 각(樓閣),기물 등의 무생

물에게서는 모방해야할 생동감이나 포착해야할 기운(氣運)도 없으므로 단지 화면 내에서

의 치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설명하여 당시에 인물화와 산수화가 아닌 ‘일상의 기물’

을 그리는 것이 낮은 단계의 회화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다.우주와 자연의 이치가 들어

있는 ‘산수화’와 비교했을 때 ‘일상의 사물’은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개념인 것이다.(장언

원 외,『 국화론선집』,김기주 역,미술문화,2002,p.87참조.)

이후 청 (淸代)에 쓰인 『개자원화 (芥子園畫傳)』에서는 기물을 그리는 방법에 한

설명이 나오면서도,실생활에 쓰이는 사실 인 기물들을 그리는 것을 속(俗)되다고 표

한다.(『개자원화 (芥子園畫傳)』,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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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6】죽부인,45x90cm,순지에 수묵,2013

상징한다.정물화가 ‘음’과 ‘죽음’이라는 모티 를 한 화면에 배치해

‘Vanitas’라는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에 해 객에게 주지하고 있다

면,기명 지도는 복(福)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려졌다는 에서 상이하

다.

본 작업은 일상 으로 할 수 있는 기물들의 그림자를 소재로 하여

정물화와 기명 지도가 다루었던 일상생활의 물품들을 소재로 선택하

다는 에서 유사 이 있으나,그 의미 인 측면은 다르다.먼 복(福)

을 기원한 기명 지도와는 다르게 그 상들의 그림자를 소재로 ‘소외된

일상의 가치’에 한 질문을 던졌다.작업의 주제가 되는 ‘순간의 일시

성’(變)은 정물화의 ‘Vanitas’라는 인생의 덧없음이나 무상함과 연 되지

만,본 연구자의 작품에는 그러한 허무주의를 넘어서 상(常)과 연결되는

정 인 개념이 내포되어있다.

【작품26】에는 각각의 사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없어 자칫 뜻보다 형

(形)이 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상징이 내포되지 않은 상’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의미가 들어가지 않은 상’그 자체에

한 의미를 찾는 것이 작업에서 담고자 하는 사(思)이다.

한편 미술작품에서 일상의 보다 극 인 개입은 먼 1917년 마르셀

뒤샹(MarcelDuchamp)의 디메이드(Ready-made)와 연 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뒤샹의 작품 ‘샘(Fountain)’은 작가가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작품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쟁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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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MarisaMerz,Untitled

(Livingculpture),

공업용재료,1966,Tate

Moderncollection

【작품37】

다과(茶菓)의 순간,

70x88cm,

버려진 나무 테이블,2014

키며 기성 습과 제도 권 에 의문을 던지면서 ‘일상’의 가치를 재조

명했다.

뒤샹의 디메이드가 ‘기성품’으로서 공산품을 미술작품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면,1960년 의 미술운동이었던 아르테포베라(ArtePovera)는 일

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한 재료’,혹은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했다.빈곤

한 미술(PoorArt)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보잘 것 없이 버려진 재료는

권 인 제도 안에 들어와 ‘일상’에 해 질문을 던졌다.23)

23)아르테포베라는 주로 나뭇가지,바 ,신문,타이어,비닐 지,흙,알루미늄 호일,소

,구리,바늘 등의 사소하고 하찮은 재료들을 이용하여 구체 인 삶을 화이트큐

(Whitecube)안에 개입시켰다.(토니 고드 리,『개념미술』, 혜숙 역,한길아트,2002,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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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7】은 쓰 기 더미 사이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활용한 작업이

다.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상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길가의

풀잎부터 책상 에 있는 사물과 버려진 쓰 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일상’은 포 인 의미를 지닌다.작게는 일반

이고 소소한 상인 풀의 그림자에서부터 평범한 물건들의 그림자와 버

려진 오 제가 갖는 ‘소외된 존재’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순간의 일시성’(變)은 단 된 찰나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순환하는 자연의 내재규율 속에서 연결된 개념으로서 ‘상(常)’과 동일하

게 인식된다.본 연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變)과 상(常)을 구분지

어 보지 않고 연장선상에 놓고 인식하는 일원론 인 인식 방법이 이를

분리지어 인식하는 이원론 인 인식 방법보다 과학 이고 합리 임을 알

게 되었다.

풀잎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한다는 개념과 그 변(變)과

상(常)의 순환 인 개념을 포함하며 동시에 ‘소외된 상’으로서의 ‘일상’

특징을 내포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그림자’는 ‘일상 순간’의 뜻

을 지닌다.다음 장에서는 그림자의 형상화 작업을 해 그림자를 바라

본 동서양의 인식과 술 표 을 살펴 볼 것이다.



-20-

III.‘그림자’에 한 동·서양의 인식과 술표

일상생활 속의 수많은 소소한 상 에서도 본 연구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언제나 우리 곁에 늘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림자’다.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동양화에서는 일반 으로 그림자에 한 표 을

찾아보기 힘든 상에서 출발하 다. 상의 정수(精髓)를 표 하고자

하는 문인화에서 그림자를 그리지 않는 상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

인가?그림자는 과연 하나의 본질/실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아니면 허

상에 불과한 것인가?본 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해 동·

서양의 ‘그림자’에 한 인식을 역사 ,철학 ,언어학 ,미학 에

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서양 술과 그림자

라톤(Plato)은 서『국가』에 그림자가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를 제

시했고,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리니우스 (GaiusPliniusSecundus)

는『회화의 기원』에 그림자를 이용한 최 의 회화에 해 소개하 다.

두 가지 술을 통해 ‘그림자’에 한 서양의 인식을 집 으로 논하고

자 한다.24)

1)본질과 모방(Mimesis)

라톤(Plato)의 서 『국가』의 제7권에서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로

선(善)의 ‘이데아(Idea)세계’를 설명하고 있다.이 비유에는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가 분리되어 등장한다.동굴 밖은 선

의 이데아 세계이다.동굴 안은 이데아를 ‘모방(Mimesis)’한 실세계이

다.동굴에 갇힌 인간(죄수)들은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벽에 비

친 그림자만 바라보고 산다.그림자의 원천은 동굴 밖의 태양이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여 동굴 안에 피워진 모닥불이다.그림자는 모방에 의해

24)빅토르 I.스토이치타,『그림자의 짧은 역사』,이윤희 역, 실문화연구,2006,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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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다른 모방이지만,사람들은 동굴 밖 실체의 존재는 상상조

차 하지 못한 채,이 모방의 모방에 불과한 ‘그림자’를 실체로 인식한다.

그 태고의 인간은 자신이 갇힌 감옥의 안쪽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그 벽면에는 동굴 밖 실체의 그림자들이 투 되어 있다.벽에 비친 그림

자들만 보고 사는 인간에게 ‘진실’이란 ‘그림자’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그

림자의 원형에 한 존재여부와 동굴 밖의 세계에 한 존재여부를 의심

하지 못한다.인간은 몸을 돌려 태양의 세계에 직면해야만 진정한 지식

에 다가갈 수 있다.25)

따라서 그림자로 설명되는 ‘모방’은 ‘인식과 지식’에서 가장 낮은 단계

로 취 되었다. 를 들어,의자라는 사물은 이데아의 모방이고 의자를

그린 그림은 ‘모방’의 모방이므로 더욱 낮고 무가치한 것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라톤은 술가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험이 있어 추방해야한다

고 주장하기에 이르 다.26)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데아의 1차 모방인 사물과 그 사물의 2차 모방

인 그림자를 3차 으로 모방하는 형식의 작업을 진행한다.서양철학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치하는 모방과 그 모방이라는 개념을 통해 무가치한

것에 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2)회화의 기원과 타자성

리니우스는『박물지(HistoriaNaturalis)XXXV,15』에서 우리가 회

화에 해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은 회화가 선으로 윤곽을 그린 인간의 그

림자에서 최 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설화에 등장하는 도공(陶工)부타데스(Butades)에게는 딸이 있었다.어

느 날 연인이 쟁터에 나가게 되어 딸이 비탄에 잠기자,부타데스는 벽

에 투 된 그 남자의 그림자 윤곽을 그려볼 것을 권했다.아버지의 말을

따라 부타데스의 딸은 불에 탄 장작개비로 은 연인의 그림자 윤곽을

그렸고,부타데스는 거기에 흙을 발라서 부조를 만들어서 다른 도기와

함께 구워냈다는 설이다.서양회화와 소조(塑造)의 탄생 설화이다.27)

25) 라톤,『국가』,김 균 역,살림,2008,pp.232-236참조.

26) 라톤, 의 책,pp.306-313참조.

27)빅토르 I.스토이치타, 의 책,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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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JosephWright,TheCorinthian

Maid,1782-1784,Oiloncanvas,106.3x

131.5cm,PaulMellonCollection

설화에 의하면 부타데스의 딸은 얼굴을 램 불빛에 비추어 벽에 그림

자를 만들고는 그 그림자의 외곽선을 따라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리

니우스의 설화는 그림자를 ‘상을 재 복제함으로써 그것을 포착’하는 다

소 마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그림자를 사하는 방식

은 서양회화의 조형(Form)의 원리와 하게 연 되어있다.

재 (再現) 심의 서양 회화는 이 듯 상(떠나는 애인의 얼굴)을 닮

게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이미지가 ‘수직화된 측면상(profile,

像)’을 띄고 있는 것은 정면의 그림자로는 상의 특징(얼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모습을 그려 ,코,

입의 윤곽선을 표 해야 했으며,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록하는 자화상이

아닌 타인의 상을 기록하는 것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 속에서 그림자의 이미지는 ‘존재의 타자(他 )’28)를 상징

한다.이는 ‘실제와 허상’,‘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이원론 인

사유방식을 띈다.

그려진 상의 ‘수직화된 측면상’은 본 연구자의 작업에 나타나는 그림

자들의 형상과도 일치한다.연구 작품에서는 각각의 사물이 상징하는 바

는 없으나,‘원’이라는 인 선(善)과 립하여 ‘모든 사물이 고유

28)빅토르 I.스토이치타, 의 책,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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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작품22】의 부분

한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제하고 있다.따라서 그 상들의 고

유한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특징이 잘 드러난 이미지로 표 했다. 워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모양은 그림자의 성질은 잘 표 하지만,물체들의

고유한 특징을 악할 수는 없었다.서 있는 모습의 ‘측면’그림자 즉,

‘실루엣(Silhouette)’의 형태가 가장 합한 이미지로 선택되었다.

실루엣(EtiennedeSilhouette)이라는 이름을 가진 랑스 수상의 말

장난에서 시작된 ‘실루엣’ 티는 ‘실제와 허상’에 한 문제를 제기하여

큰 인기를 렸다고 해진다.상 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를 맞춰 나가는 티의 진행방식은 서로를 악하기 해 서로의

모습의 실루엣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질/실체’를 악하기 해 ‘허상’인 수직화된 측면상의 이미지를 확

인하는 것은 동굴의 비유에 제시된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의 ‘그림

자/허상과 본질/실체’의 차등 계와 모순되는 구조를 보인다.

랑스의 자연과학 연구가 샤미소(A.P.Chamisso)가 쓴 단편소설 『페

터 슐 의 기이한 이야기』(1824)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소년은

‘회색남자’에게 은보화를 받고 자신의 그림자를 다.[도 10]부자가

된 소년은 그림자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괴로워져

‘회색남자’에게 ‘그림자’와 ‘자신의 혼’을 바꾸는 두 번째 교환을 제안하

게 된다.29)

29)아델베르트 폰 샤미소(Adelbertvonchamisso),『그림자를 사나이』,최문규 역,

열림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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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그림자를 남자

이 이야기는 서양에서 ‘그림자’가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여 다.배리(J.M.Barrie)의 <피터팬

PeterPan>에서 그림자를 발에 꿰매어 으로써 어린 소년에게 실을

부여해주는 웬디의 모습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도 11]에서 화장

품을 놓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타자’와 싸움을 하는 남자의 이미지

를 활용한 고 역시 그림자의 정체성에 한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말한 그림자를 소년의 이야기,피터팬,화장품 고에서는 그

림자를 ‘혼과 육신’,‘실제와 허상’,‘자신과 타자’라는 이분법 인 계

로 악한다.본 연구자는 이러한 입장이 동양에서 그림자를 다루는 시

각과 상이하다고 단하 다.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동양에서 그림자를

인식하던 시각을 살펴볼 것이다.

[도 11]그림자 활용

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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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양 술과 ‘그림자’

국을 표하는 시인 이백(李白)은 「월하독작(月下獨酌)」에서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면서도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술을 먹기 때문에 외

롭지 않다고 말했다.

꽃밭 사이 한 병의 술, 花間一壺酒,

친한 이 없어 홀로 마시는 술. 獨酌無相親

술잔 들어 달님을 하고, 擧杯邀明月,

그림자 마주 하니 셋이나 되었구나! 影成三人.30)

의 시에서 이백은 자신과 달님,그리고 그림자를 하면서 셋이

되었다.그러나 달님과 그림자를 ‘타자(他 )’로 간주하여 인격을 부여해

셋으로 셈한 것이 아니다.동양에서는 자연과 나를 일체화 시키는 물아

일체(物我一體)31)를 지향하 다.이는 <월하독작>에 나오는 숫자 ‘셋’이

앞서 살펴본 서양의 인식처럼 그림자를 객체화 시켜 타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일체화’된 개념임을 알려 다.

본 연구는 그림자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체로 인식하는 동양

의 사유방식에 근거하면서,그림자<影>라는 문자의 발생과 일원론 인

식에 깊은 연 이 있다는 단아래 진행되었다.

1)그림자의 언어학 기원과 회화의 발달

‘그림자(影)’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다.고 국어에서

<影>은 원래 경<景>으로 사용되다가 후세에 분리된 것으로 유추된

다.32)동한(東漢)시 에 쓰인 국 최 의 자 (字典)인『설문해자(說文

30)이백(李白),『이백시선李白詩仙』,임도 역,지식을 만드는 지식,2013,p.336.

31)무 자연(無爲自然:억지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러한)의 삶을 살고자 자연과 인간

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는 태도.동양에서는 자연 속의 도(道)와 이치(理)를 악

하고 자기 자신도 그 구조 속에 유기 으로 존재하려고 하 다.

32) 二子乘舟,汛汛其影。《诗·邶风·二子乘舟》。疏:“景,指舟影。”正日景以求地中。《周

礼·大司徒》。释文:“景,本或作影。”문맥 상 그림자 <影>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경<景>

과 구분 없이 쓰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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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字)』를 살펴보면 그림자는 <影>이 생기기 경<景>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33)경<景>이라는 자는 있으나 <影>이라

는 자는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고 국 생각의 틀에서는 ‘景(빛)’

과 ‘影(그림자)’을 구분하지 않는 일원론 사유방식을 갖고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影>은 『설문해자』가 쓰여진 한(漢) 이후 진남북조시 (魏晉

南北朝)에 <景>34)에서 생되어 나온 자로 단된다.이 시기에 이론

가이자 화가인 고개지(顧愷之)가 등장하여 회화에 한 체계 이론을

정리하는 등35)이 시 보다 발 한 회화이론의 모습을 보 다는 으

로 미루어 보아 경<景>과 <影>의 분리가 본격 인 국회화의 출발

이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36) <影>은 이후에 이미지<像>,그림<

圖>( 상화의 경우)37)라는 뜻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빛과 그림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분리되면서,시·공간과 만물의

상에 한 과학 인 인식이 사실주의 화법의 회화의 발달에 향을 주

었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한 그림자<影>와 이미지<像>,그림<圖>의

혼용 사용은 ‘이미지/그림’과 그림자가 한 연 이 있음을 알려

다.

33) 光也。从日京聲。,『설문해자(說文解字)』

34)장언원의 서화동체론(書畵同體論)에 따르면 가장 이른 국의 한자는 상형(象形) 인

것으로서 자의 모양을 사물의 형상(形狀)에 근거해 그린 것으로 국문자는 진한 회화

성(繪畫性)을 갖는다.(갈로, 의 책,pp.133-136.)그러나 ‘景(빛)’이란 자에서 분리되

어 나온 ‘影(그림자)’는 형성자(形声字)이다.(즉,뜻은 ‘彡(삼)’을 따르고,소리는 <景>을

따른다.)(从彡,景声)『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彡>은 ‘털로 장식하고 무늬(文)를 그리

는 것(毛飾畵文也)’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文’은 원래 ‘무늬(紋)’를 뜻하는 말로 쓰 기

때문에 보다 강한 회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5)장언원은 그림의 흥기에 해 설명하면서,그림의 오묘함은 진한 시 부터 기록될

수 있다고 하여, 진시 에 뛰어난 화가가 지 않았고,남북조 시 에 이르면 훌륭한

화가가 간혹 나타났다고 하 다.(장언원,『역 명화기』,조송식 역,시공아트,2008,

p.34.)이 시 의 회화작품이 고분과 토기 등에서 발견된 주술 이자 장식 인 기능을

했다면 진남북조시 에 이르러 회화작품은 격히 발 해 회화 단일체로서 품평되고

감상되어졌다.

36)从彡,景声。,『설문해자(說文解字)』. <影>은 형성자(形声字)이다.즉,뜻은 ‘彡(삼)’

을 따르고,소리는 <景>을 따른다.

37)정형민,「한국 근· 미술용어의 변형과 정체성-회화에서 드로잉(drawing)까지」,

p.115,『조형 Form』21호,서울 학교 미술 학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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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수(精髓)’와 ‘사(轉寫)’

정약용이 쓴 산문집을 살펴보면 다산은 국화를 벽 앞에 세워놓고 롱

불로 그림자를 만들어 지인들을 해 함께 그 그림자를 감상했다고 한

다.38)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국화를 감상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이내 국화의 그림자를 보고 감탄했다고 해진다.그

림보다 더욱 그림 같다 여겨진 그 그림자는 상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마땅히 감상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다.

사군자는 언젠가 달밤 창문에 비치는 나무,매화나무 그림자를 보던

선비가 그 그림자를 먹으로 베껴 그리면서 탄생했다는 설이 있다.39)이

는 서양회화의 기원과 동일한 방식이다.그러나 서양회화의 사(轉寫)

방식과 동양회화의 사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20세기의 이론가 윤

희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순한 스 치나 카메라 사(轉寫)가 아니라 작가의 술 정

서의 체 인 안계(眼界)로 이루어지는 가장 사실 인 표 을 말

하는 것이다.즉 그것은 붓끝의 묘사가 아니라 ‘마음의 표 ’인 것

이다.그 마음이라는 것은 시 의 정서이기도 하며 따라서 교양과

사상의 거울이기도 한 것이다.40)

‘마음의 표 ’은 작가의 안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즉 작가의 뜻(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상의 외형을 닮게 그리는 형사(形似)와 뜻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 사의(寫意)는 고개지가 회화이론으로 신(傳神)

과 이형사신(以刑寫神)을 제시하면서부터 동양미술에서 요한 담론이었

다.

이인로는 『 한집』에서 스스로 그림에 해 ‘겨우 모양만 비슷하게

흉내 낼 뿐’이라며 ‘닮게 그리는 것’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그

38)정약용,『다산의 마음』,돌베개,2008,pp.108-109.

39)오 (五代)때 이씨부인(李氏夫人)이 창에 비친 달밤의 나무 그림자를 먹으로 그렸

는데 다음날 보니 생동감 있고 품 가 있었다고 하여 이씨 부인을 묵죽화의 태두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은집,『수묵화의 이론과 실기』, 림,1994,pp.16-17.)

40)최열,『사군자 감상법』, 원사,2000,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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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서도 자신의 그림은 ‘묵희의 풍골(風骨)’을 지니고 있다고 하 는데,

이는 형(形)과 사(思)를 모두 아우르는 가운데 사(思)를 더 높은 경지로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 는 ‘묵죽(墨竹)에서 신(傳神)을 논하고 형태를 논하지 않고

있음’을 지 하면서 사(思)만을 강조하여 형(形)을 으로 쳐두는 것을

비 하 다.그러나 ‘나는 신사(神似)를 그리지 형사(形似)를 그리지 않

는다.’고 하여 스스로 사의(寫意)를 사군자 그림의 요체로 헤아렸다.형태

를 강조하면서도 뜻을 담는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할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다.41)

동양에서 자연을 그릴 때 상의 ‘정수(精髓)만을 그린다.’는 말이 있

다.유 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은 것으로써 많은 것을 총 ’

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사물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취사선택’을 요구한 것이다.42)이는 회화에도 향을 끼쳤으며

개 형식 으로 간결한 필치를 사용해 상을 단순화시켰다.정신과 이

치를 표 하는 데에 ‘최소한의 원형’만을 포착하 던 것이다.서구 인

방식의 ‘재 ’이 아닌 ‘정수’의 표 은 상이 지닌 정신성과 더불어 작가

의 정신성을 표 하기 해서 다.

나무 그림을 공부하는 자는 한 가지의 나무를 취하여 달밤에

그 그림자를 흰 벽 에 비추면 나무의 참 형상이 나온다.43)

곽희는 『임천고치』에서 와 같이 말하 다.이는 나무의 그림자

에 의해 그 본질의 형상을 보려고 한 것으로 나무의 ‘정수’를 악하고

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상의 정수를 악하는 데에 본질을 양식화·

념화시켜 간략화하기 해 빛에 비추어 원상(原狀)을 얻었던 것이다.

이는 달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시․서․화 삼 (三絶)의 표암(豹菴)강세황(姜世晃)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41)최열, 의 책,p.30.

42)갈로, 의 책,pp.292-293.

43)兪崑,『中國畵論類編』,華正書局,民國 73,p.634.‘學畵竹 ,取一枝竹,因月夜照其影

於素壁之上,則竹之眞形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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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지 수십 년에 끝까지 깨달음이 없었는데,그 창 앞에 비치

는 달 그림자를 보고 그려댔더니 약간 진 이 있는 것을 알겠다.44)

나무의 그림자가 간결화된 형상으로 작가의 사의를 표 하는 것에

방 이 있었던 것에 반에 의 은 보다 구체 이고 실증 인 ‘사

(轉寫)기법’이라는 방법론에 해 언 한다.‘창 앞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보고 그려댔다’는 구 은 ‘를 그린 것’과 비교되어 쓰여 있어 달에 비

친 나무의 그림자를 사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한 ‘찰,연구,수련에 더불어 깊은 지식과 강한 필력이 더해

져야 오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그 ‘오묘한 경지’는 화목(畵

畵)에 상 없는 신사조(傳神寫照)를 의미하 다.45)이는 곧 자연물의

생김새와 성격,생성원리를 포함하는 ‘정수(精髓)’라고 생각된다.따라서

사군자의 기원설화와 같은 방법으로 ‘오묘한 경지’인 ‘정수’를 악하는데

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형사와 사의 에서 더 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시 에 따라 달라졌

지만,조선 시 쓰인『동문선』에서 이인로는 닮게 그리는 방법과 그

안의 정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약속하지 않고도 서로 같은 것’임을 밝혔

으며 이는 형사와 사의가 상호 필수 인 개념임을 설명해 다.46)따라서

사생(寫生)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는 ‘정수’와 상호 필수 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야외에서 자연을 직 찰하며 그리는 ‘사생’이나 종이

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 그리는 ‘사’는 모두 상의 형태 뿐 만 아니라

생성원리 내재된 법칙(理)까지도 악할 수 있게 했다.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을 거쳐 상의 최소한의 원형인 ‘정수’에 빛과

그림자의 표 이 생략된 이유를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의 상

(常)과 변(變)을 일원론 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단했다.즉, 나

무와 나무의 그림자를 같은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빛과 그림자의

44)강세황,『표암유고』p.311.「題自畵扇面 :又題」 ,“畵竹數十年後未有悟,模得窓前

月影,覺有 進.”

45)변 섭,「조선 후기 화론의 이해(1)」,『한국문학연구』창간호,고려 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2000,p.118.

46)최열, 의 책,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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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상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의

정수에 포함된 것으로,그림자 그 자체로 악할 수 있다.

3)이원론 인식의 발 과 사실주의 기법

변(變)과 상(常),빛(景)과 그림자(影)에 한 일원론 인식이 사의화

인 사군자의 바탕이 되었다면 형태와 상을 시하는 움직임은 일부의

화원화(畵員畵)에서 주로 보여지는 재 인 사실주의 화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빛과 그림자를 이원론 으로 인식하는 이 진 남북

조시 에 <影>이 경<景>과 분리되어 인식되며 본격 인 회화장르가

발달된 것을 기 으로 존재해오다가 과학 이고 재 인 회화사조의 발

달로 맥을 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양의 찰과 재 심의 미술사조가 유입되기 이 부터 동양

에서도 독자 으로 형사(形似)의 표 을 요하게 여기는 움직임이 있었

다. 를 들어 송(宋) 의 산수화인 [도 12]<조춘도(早春圖)>를 살펴보

면 음 (陰影)에 한 표 이 드러난다.서양화처럼 명확하게 빛에 의한

음 과 원근(遠近)표 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미세하게 표 되어 있

다.곽희(郭熙)는 산수훈(山水訓)에서 ‘신즉산천이취지(身卽山川而取之)’라

하여 직 인 체험 속에서 순수한 과 감각에 의존하여 자연을 찰할

것을 당부하 다.동양의 통 회화에서도 빛과 그림자의 표 은 존재해

왔던 것이다. 상의 정수를 표 하고자 한 문인화와 상의 형사를 바

탕으로 한 사실주의 회화가 공존해 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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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郭熙,

<早春圖>,부분,

158.3x108.1cm,

견본채색,北宋,북

고궁박물원

[도 13]김두량,

<黑狗圖>부분,

26.3×23㎝,지본채색,

18세기,국립 앙박물

본 연구자는 화면에 표 조차 되지 않는 ‘그림자’와 선비의 개를 닮

은 ‘사군자’사이의 차등 계 에 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그러나

동양에서의 ‘정수(精髓)’는 서양에서 그림자가 타자화되어 이원론 으로

인식된 것과는 달리 일원론 으로 인식되었다.문인화에서 그림자를 표

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가 변화하는 ‘허상’으로서 본질을 표 하기에

합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동일체로 인

식했음을 알게 되었다.

‘사(轉寫)’기법은 서양에서 ‘모방(Mimesis)’이 가장 낮은 단계의 인지

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상의 '정수'를 표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 으로 제시된다는 에서 본 작업의 시작 과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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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창작 기법과 조형 특징

Ⅳ 장에서는 앞에서 언 한 작품의 이론 배경 내용 요소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조형화되었는지 논의해보기로 한다.작품에 나타난 기

법과 조형 특징을 여백(空白)과 화면 구도,필법(用筆)의 활용, 사(轉

寫)기법으로 나 어 분석하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1.여백(空白)과 화면 구도

1)여백

여백은 동양회화의 가장 특징 인 화면의 특징 하나로서,화면에

서 포치( 置)와 여백은 같은 무게로 치한다.포치는 표 하고자 하는

상의 치설정에 한 것으로 상 뿐 아니라 상 외의 공간,즉 여

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여백은 서양회화에서 인식하는 ‘공백’의 개념과

는 달리 의도 으로 ‘남겨둔’공간으로서 묘사된 상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이 함께 공존한다.47)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에서 여백을 화면의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표

의 주체와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상의 치나 그

것을 둘러싼 여백의 공간과 비례는 각각 고유한 언어를 갖는 것이다.본

연구 작품에 과감한 여백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여백은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 空)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

을 포치 하는데 성김(疏)과 빽빽함(密)의 처리 즉,‘긴장(緊)과 이완(鬆)’

의 법칙과 하게 련이 있다.동양사상의 근원인 음양의 원리에서

양극 사이의 미묘한 운동이 변화와 창조의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동양

회화에서도 서로 다른 두 지 사이의 미묘한 운동이 커다란 차이를 만

들어낸다.원근(遠近)과 소(大 ),모임(聚)과 흩어짐(散),허(虛)와 실

(實),가벼움(輕)과 무거움(重)48)등으로 다양하지만,이러한 특징은 모두

47)임 락,「화면에 있어서 사의 공간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논문,1994,p.7.

48)왕백민,『동양화 구도론』,강 식 역,미진사,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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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풀의 숨결,74x74

cm,장지에 수묵,2011

【작품8】소곤소곤,41x64cm,

장지에 수묵,2011

‘긴장과 이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자원화 』에서 수양버들 그림에서 세(勢)의 표 은 ‘체 구성

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바람에 물결치는 가느다란 가지들을 분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49)고 하 는데,한 곳을 성기게 하고 한 곳을 빽빽하

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 화면에서 채워진 부분을 실(實),여백을 허(虛)라고 칭할 수도 있

다.허와 실의 계는 국의 고 시(詩)<논화(論畵)>에는 ‘긴 강에 먹

한 없으나 사방으로 휘갈긴 붓이 보이는 듯’이라는 구 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다. 국화가 제백석(齐白石)이 새우를 그릴 때도 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자연스럽게 물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 것이 이런 이

유에서이다.여백은 필묵(筆墨)이 없는 곳에서도 필묵을 볼 수 있게 해

다.50)

본 연구 작품에서는 큰 여백과 작은 여백 사이의 립과 조화를 가장

큰 화면상의 특징으로 한다.양 극 사이의 미묘한 운동으로 미세한 바람

이 불 때마다 조 씩 움직이는 그 생동감 있는 세를 포착하고자 했다.

【작품1】과 【작품8】에는 여백의 크고 작음이 ‘긴장과 이완’으로 작용

한다.성긴 부분과 빽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물체가 그려진 부

49)왕개,『개자원화 (芥子園畫傳)』,운림필방,1987,p.75.

50)<논화(論畵)>의 일부,왕백민, 의 책,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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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작품15】의

수직구도

[도 37]【작품16】의

수직구도

분에 시선을 유도해 주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조용하고 내

한 소리에 집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화면에서 묘사된 부분과 묘사되지 않은 부분을 객으로 하여

연결시키게 하는 이미지의 연속 효과와 더불어 화면 밖으로 무한히 확

장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화면 속의 풀의 그림자는 제한되고 단순히 재

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뻗어나간다.

한편 통 인 방식의 여백의 해석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백의 의

미 한 고민해보게 되었다.시 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여백의 의미가

통 인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으며 인들이 처한 맥락 속에서

의 여백의 의미는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본 연구자의 작품 반

【작품1-38】에서 드러나는 단순화되고 제된 조형양식은 복잡 다난한

삶 속에서의 휴식과도 같은 개념으로 단된다.의식/무의식과 의도/비

의도의 여부를 떠나 일련의 여유 공간을 생성하기 해 과감한 여백을

특징 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화면 구도

① 수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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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작품31】의 삼각형구도

시각 인 무게감의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균형은 구성에서의 보편

인 목표이다.51)본 연구자는 작품에서 의식 으로 그 균형을 깨뜨리는

구도를 사용하 으나,동시에 불안정한 구도 가운데서 균형을 찾도록 보

완하는 구성을 활용했다.기존에 알고 있던 수직구도에서 약간의 변주를

통해 미묘한 긴장감과 균형감을 찾고자 하 다.[도 36]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왼 쪽으로 내려오는 기가 있으며, 기를 타고 작은 풀잎들이

달려있다. 체 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갖지만,하단에서 둥근

곡선의 기로 하강하는 느낌을 완화시켰다.[도 37]은 상 으로 작은

크기의 많은 풀들이 직립하여 수직 느낌을 주지만,길게 내려오는 선

에 약간의 곡선을 가미시켜 흘러내려오는 듯 처리하고, 앙을 빗겨난

곳에 배치해 강한 하강의 느낌을 피하고자 했다.

개 수직으로 으로 떨어지는 체로 남성 이고 속도감이 느껴지며

강하고 단호한 느낌이 들지만,[도 36]과 [도 37]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풀의 그림자들은 풀이 가지는 여성스럽고 여린 느낌이 그 로 반

되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럽고 유동 인 느낌을 다.두 가지

립되는 개념이 공존하여 화면에 긴장감 있는 구도를 형성했다.

② 삼각형 구도

[도 38]【작품28】의 삼각형구도

본 연구 작품에서 특징 으로 활용되는 구도는 삼각형 구도이다.[도

38-40]를 살펴보면 삼각형 구도는 안정감을 주며 정 이며 통일된 느

51)데이비드 A.라우어 외,『조형의 원리』,이 일 역, 경,2002,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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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다.본 연구자는 화면에서 형상들의 균형 잡힌 배치를 통해 조화

감을 느끼게 했다.긴장이나 불안한 요소를 없애 작품을 바라볼 때 고요

하고 사 인 공간에 은 하게 근하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

다.그러나 화면 반에 균일한 무게를 배치하면서도, 심부 꼭지 으로

간 인 을 설정하여 시선의 집 을 유도하 다.[도 38]의 심부

에서는 바이올린의 헤드 부분과 활,걸어놓은 속옷 등을 교차시켰고,[도

39]에서는 자 거의 손잡이 부분에 시선을 유도하 으며,[도 40]에서

는 장식 인 꽃의 그림자를 심부에 배치하고 먹의 색감을 높여 상

으로 시선을 이끌었다.연구 작품에서 먹은 반 으로 그림자의 평면

특징을 살리는데 주력하여 사용되었다.평면성은 화면에서 시선을 분산

시켜 자칫 하고 지루한 효과를 주는데,이를 세부 인 표 과 묘사

가 많아 시선을 집 시킬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배치시키는 화면구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도 40]【작품30】의 삼각형구도

2.필법(筆法)의 활용

(1)서법(書法)

복희(伏羲)와 창힐(倉頡)이 만물의 형상에서 팔괘와 자를 만들었다

고 하여,많은 이론가들은 회화와 서 의 기원이 같다하 다. 자가 만

들어지기 이 부터 존재해왔던 회화의 흔 들로 그 원류가 같지 않음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지만,52)서화의 용필(用筆)이 같음에는 이견이 없다.

52)갈로는 씨와 그림이 상형 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동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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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여거사화보(六如居士画谱)』의「서화일법(書畵一法)」에는 “ 나무

를 그리는 법은 기는 서(篆書)와 같고 가지는 서(草書)와 같으며

잎은 진서(해서(楷書))와 같고 마디는 서(隸書)와 같아야 한다.”53)고

하여 서 와 회화의 필법을 하나로 보고 그 구체 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조희룡의 여덟 폭 병풍 <묵죽(墨竹)>에 있는 화제 에는 ‘나는

를 그리는데 서 쓰듯 하여’라는 구 이 있다.54) 나무의 잎을 그리

는 데에 서를 활용한 표 이 합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원 의 조맹부는 시에 ‘돌은 비백과 같이,나무는 주와 같이, 나무를

그릴 때는 씨의 팔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팔법이란

자팔법(永字八法)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화론에 언 된 서화의 용필 동론에 한 앞서 제시한

시들을 통해, 사군자에서 사용된 필법 본 연구 작품에 등장하는 ‘풀

잎’의 그림자 표 을 서(草書)체의 활용으로 분석해보았다. 한 획

(點劃)의 운필(運筆)을 논한 자팔법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필세와 형

세를 살펴볼 것이다.

소동 는 ‘해서는 섬과 같고,행서는 감과 같고, 는 달림과 같다’고

했는데,이것은 서체의 모양이나 쓰는 기분을 잘 표 한 것이다. 서는

사람이 달릴 때처럼,서있거나 걸을 때보다 모양이 기울어 움직이고,기

세가 있도록 쓰는 것이다.55) 서나 해서의 선이나 모양은 직선이 주가

되어 모가 나게 쓴 데에 반해 서는 ‘곡선’이 주가 되고 모양의 정돈법

에도 일정한 규칙이 없다.‘획이 굽어서 풀과 같다고 해서 서라고 부

르게 되었다’56)고 하는데, 나무의 잎 표 에 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에는 크게 장 (章草), (今草), (狂草)세 가지 분류가 있

다. 서가 처음 생겨났을 시기의 장 에는 아직 서의 서법이 남아 있

씨는 원시사회에서 노 제사회로 넘어간 시기에서야 비로소 나타나지만 회화는 신석기

시 에 이미 존재했다.(갈로, 의 책,pp.133-141.)

53)장언원 외, 의 책,p.190.

54)최열, 의 책,p.125.

55)박정근,『 서입문』,학일출 사,1990,p.5.

56)박정근, 의 책,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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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狂草 張旭

<草書古詩四帖>부분,

唐

[도 19]永字 八法

[도 17]今草,王羲之, 

千字文, 부분 ,東晉 

[도 16]章草, 漢 추정 

어 직선 인 느낌이 강하다[도 16]. 는 씨를 쓸 때 윗 자의 끝을

이어 다음 자의 시작 획으로 하는 것으로 서에서 벗어났다[도 17].

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흘려 썼다[도 18].여러 자를 연결해서 이어서 쓴 연

면 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57)

자 팔법은 길 <永>자를 통해 한자의 기본 획(點劃)쓰는 법을

익히도록 만들어 놓은 운필(運筆)방법 여덟 가지를 말하며,서 의 기

인 원칙이다.여덟 가지의 명칭과 특성을 표를 통해 정리하 다.

57)동병종, 의 책,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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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특 성

측(側):기운

필 을 오른쪽으로 향하여 힘을 주었기 때문에 세

가 기울어졌다.짧고 간단하지만 변화가 많아 의

처리는 작가의 역량으로 평가된다.

늑(勒):가로그음

말을 다루기 해 입에 물리는 재갈의 형상이다.

붓을 역입( 入)한 후 붓끝(筆鋒)을 지면(紙面)에

고 힘 있게 억제하여 거둘 때 긴박하게 한다.

노(弩):내려그음

무 곧으면 힘이 없게 되므로 곧은 에도 잘록

하게 굽은 형세를 취하여야 한다.마치 활을 힘껏

당길 때의 형세(形勢)와 같다.

(趯):갈고리

공이 튀는 필세(筆勢)에서 붙여진 이름인데,공이

벽에 부딪혔을 때 반발력에 의해 튀어 나가듯이

변화의 성질을 갖는다.

책(策):치침

채 을 치는 필세(筆勢)를 가지고 있는데서 생긴

말인데,보통 말에 채 질을 할 때에는 으로 치

기 시작하여 를 향하게 된다.

약(掠):긴 왼삐침
머리카락을 빗어 내리는 모양이다.머리를 빗을 때

끝부분 까지 힘을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탁(啄):쪼음
새가 먹이를 쪼아 먹는 모양같이 짧고 강하고

리하다. 을 어서 180〫도 엎어 탄력을 다.

책(磔): 임

고기를 자르는 기분으로 붓을 이끈다.한 획 속에

가는 부분과 굵은 부분이 두드러지게 함께 섞여

있다.

[표2]운필의 종류

[참고자료 :선주선,『서 통론』,1996,pp.77-87참고]

이 운필법을 본 연구자의 작품에 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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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특 성 작품의 시

측(側)

기운

필 을 오른쪽으로 향하여 힘을 주었기 때문에

세가 기울어져 있다.짧고 간단하지만 변화가 많

아 의 처리는 작가의 역량으로 평가된다.

늑(勒)

가로그음

말을 다루기 해 입에 물리는 재갈의 형상이다.

붓을 역입( 入)한 후 붓끝(筆鋒)을 지면(紙面)에

고 힘 있게 억제하여 거둘 때 긴박하게 한다.

노(弩)

내려그음

무 곧으면 힘이 없게 되므로 곧은 에도 잘

록하게 굽은 형세를 취하여야 한다.마치 활을

힘껏 당길 때의 형세(形勢)와 같다.

(趯)

갈고리

공이 튀는 필세(筆勢)에서 붙여진 이름인데,공

이 벽에 부딪혔을 때 반발력에 의해 튀어 나가

듯이 변화의 성질을 갖는다.

책(策)

치침

채 을 치는 필세(筆勢)를 가지고 있는데서 생긴

말인데,보통 말에 채 질을 할 때에는 으로

치기 시작하여 를 향하게 된다.

약(掠)

긴 왼삐침

머리 카락를 빗어 내리는 모양이다.머리를 빗을

때 끝부분 까지 힘을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탁(啄)

쪼음

새가 먹이를 쪼아 먹는 모양같이 짧고 강하고

리하다. 을 어서 180〫도 엎어 탄력을

다.

책(磔)

임

고기를 자르는 기분으로 붓을 이끈다.한 획 속

에 가는 부분과 굵은 부분이 두드러지게 함께

섞여 있다.

[표3] 자팔법에 의한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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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작품12】의 부분 [도 21]【작품18】의 부분

[도 22]【작품11】의 부분 [도 23]【작품17】의

부분

[도 20]에는 긴 획을 활용해 직선 인 서의 느낌이 강한 장 (章草)

를 활용한 표 이 두드러진다.세로로 으로 내려 는 듯한 획인 노

(努)를 주로 사용하 다.[도 21]역시 노(努)의 표 을 살펴볼 수 있다.

식물의 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느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힘을 유

지할 수 있는 곧은 필선을 사용했다.수직으로 내려 지만, 무 곧지

않고 잘록한 느낌을 다.잎이 달려 있는 기에 합한 필획이라고 생

각된다.

[도 22]과 [도 23]는 붓 끝이 둥 게 말아져 있는 형상을 띄어 곡선

인 느낌을 특징으로 (今草)와 유사하다.일필(一筆)과 일필은 연결

되어 있지 않지만,그 기세를 연결시켜 마치 동그란 선이 무수히 겹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다.주로 나무의 잎이 모여져 있는 부분에서 사



-42-

[도 24]【작품5】의 부분 [도 25]【작품6】의 부분

[도 26]【작품1】의 부분

용되었다.풀의 그림자를 그릴 때는 개 가필(加筆)없이 일필휘지로 표

한 것이 부분이지만,풀 잎이 무성하게 모여 있는 와 같은 부분에

서는 먼 그은 획이 마르기 에 가필을 하 다.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짧게 삐친 탁(啄)이 보다 길고 곡선 으로 활용되었는데,빠르고 가벼운

리듬감 있는 운필(運筆)이 특징 이다.

[도 24]와 [도 25]에는 짧고 간결한 삐치는 책(策)이 으로 활

용되었다.말을 채 질 할 때 힘은 채 의 자루에서 주지만 채 의 끝에

서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붓의 머리는 두텁고 끝은 얇게 빠지

는 모습이 특징 이다.잎의 세가 끝까지 살아있는 짧은 풀잎의 표 에

당하 다.

[도 26]에서는 긴 왼 삐침인 약(掠)이

사용되었다.머리카락을 빗듯이 유연하게

으로 내려오는 느낌을 살렸으며,붓을

뗄 때에 힘을 조 하여 가느다란 선으로

마무리 하 다.이 때 끝까지 붓 끝에 힘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며 힘을 무 많

이 주면 두껍고 뭉그러진 선이 나오기 때

문에 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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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작품18】의 부분

[도 28]

【작품2】의 부분

[도 29]

【작품7】의 부분

[도 30]

【작품4】의 부분

[도 27]에서는 붓을 뗄 때까지 붓 끝에 무

게를 주어 힘을 유지하는 책(磔)이 활용 되었

다.한 일(一)자 하듯 하 다가 붓을 추스르고

힘을 주어 붓끝이 펴지게 하 다.이 획 어느

정도 늑(勒)획의 성질을 지녔지만,약(掠)획 과

마찬가지로 붓을 거두어 들일 때(收筆)세심하

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선의 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특징이 있

다.

[도 28]은 오른 쪽으로 힘을 주어 기울기

가 기울어진 측(側), 획을 활용하 다.心자

나 삼수변(氵)을 쓸 때 사용되는데,짧고 간단

하지만 씨의 표정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표

으로 쓰인다.작품에서는 미세한 크기의 풀

잎의 그림자나 새싹을 그릴 때 을 는 식

으로 활용했다.

[도 29]은 갈고리 획인 (趯)이 쓰 는데,

길게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낚아채듯이 삐침이

있는 것이 특징 이다.공이 튕기듯이 올라오

는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잎의 표 보다는

주로 억세고 힘 있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기의 표 에 합했다.

[도 30]에는 늑(勒)획이 사용되었다.가로

로 길게 는 획인데,달리는 말을 재갈로써

제지하는 것처럼,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풀이 아래에서 로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는 만큼,가로 획의 무거운 늑(勒)획

은 드물게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자팔법에 나오는 여덟 가지 운

필법을 통해 연구 작품을 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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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구륵법과 몰골법

(2)몰골법(沒骨法)

몰골법은 골(骨)이 몰(沒)의 뜻인 ‘묻히거나 가라앉은’형태,즉 윤곽

선을 지 않고 표 하는 방식이다.몰골법은 선이 제외된 형태를 띄지

만 필법으로 분류되어 있어 선 (線的)양식과 면 (面的)양식이 결합

된 간 형태의 표 을 띈다.

‘는다’는 뜻의 획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법과 뿌리를 같

이 하여 동양회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획(劃)은 (點)과 선(線)의

간 형태로 볼 수 있으나,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석도의 <일

획론(一畫論)>에 의하면 끝없이 확장하는 우주 인 개념이다.석도는 획

이 회화에서 하나의 부분 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본질 이고 완성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다.58)

본 연구자는 수묵 표 에서 획이 그어져 나가는 방향으로만 무한히 확

장 되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인

식하 다.따라서 ‘확장된 의미로의 획’이 ‘면(面)’으로 수용되는 형태를

고찰하고 ‘선의 술’이라고 불리는 동양회화에서 ‘선이 제외’된 표 방식

에 해 연구에 의의를 두고자한다.

① 몰골법의 개념과 개

동양 회화 표 에 있어서 윤곽선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의하지 않고,

58)차동하,「수묵에 의한 추상표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0,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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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몰골법

明,徐渭,<花卉卷>,부분

바로 먹이나 색채만을 사용하여 붓을 넓게 퍼지도록 하여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기법을 몰골법이라고 한다.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몰골,즉

없는 그림이라 하며 구륵화(鉤勒畵)와 치되는 기법이다.

구륵화는 ‘구륵진채법(鉤勒眞彩法)’이라고도 한다.형태의 윤곽선을 선

으로 먼 그리고 그 안을 먹이나 채색으로 메우는 기법이다.오 의 황

이 형 으로 사용했고 명료한 윤곽선과 화려한 색채로 장식 인 그

림으로 ‘황씨체(黃氏體)’라고 불렸다.

몰골법은 본래 서역의 승려들이 화면 체를 색채로 표 하며 묵선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화를 그릴 때 사용해왔다. 국에서는 장승요

(張僧繇)가 양나라 때 서역을 통하여 유입된 훈염법(薰染法)을 통해,

상의 색면(色面)을 입체 으로 그리는 요철법(凹凸)으로 창시했다고

해진다.산수를 그리는데 ‘필묵’신 ‘청록(靑綠)’을 사용하여 몰골법을 그

렸다고 하는데,59)이는 몰골법이 기에 채색기법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려 다.당나라의 양계(楊界)등에 의하여 이어져 오다가 오 (五代)와

북송 기에 이르러 서희(徐熙)·서숭사(徐崇嗣)등에 의하여 ‘서씨체(徐

氏體)’로 정착되었다.

북송 이후 수묵화와 문인화의 성행에 따라 수묵화가 보편화되면서

색채뿐 아니라 수묵으로도 윤곽선 없이 농담(濃淡)만으로 형태를 나타내

는 경우 몰골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사의성(寫意性)을 띤 몰골법은 문

인들의 취향과 착되어 수묵화의 한 양식으로 주류를 이루었다.

59)이성미,『한국회화사용어집』,다할미디어,2003,p.299.

[도 32]몰골법

梁,張僧繇,<五星及二十八

宿眞形圖>,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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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梁楷,

<潑墨仙人圖>,宋,지본수묵,

49x28cm, 북고궁박물원

[도 35]八大山人,

<叭叭鳥圖>淸,

지본수묵 29.7x31.8cm

붓의 사용에 있어 왕유(王維)가 수묵이 최상(畵道之中 水墨 爲上)이

라는 주장을 편 이래로 용필(中鋒用筆)의 시 다면60),당나라

기부터 수묵이 발 하면서 묵법이 강조되며 측 용필(側鋒用筆)이 발달

하게 되었다.61)측 용필에서 나아가 와필(臥筆)을 사용한 몰골 기법은

의 한계를 없애고 붓의 속성을 극복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송 에 발명된 유연묵62)은 이 까지 선묘 주의 수묵화를 몰

60)동양회화에서 회(繪,칠하는 행 )와 화(畵,는 행 )는 각각 면 사고와 선 사고

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동양 회화는 ‘상의 재 ’보다 ‘존재의 상징’에 을

맞췄기 때문에 상 음 법이나 명암법이 아닌 기호화된 선 양식, 는 양식이 발달했

다.(김병종,『 국회화연구』,서울 학교 출 부,1997,p.63) 부인(衛夫人)은 『필진

도(筆陣圖)』에서 ‘필력이 좋은 사람은 골(骨)이 많고,필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육(肉)이

많은데,골이 많고 육이 은 것을 근서(筋書)라 하고,육이 많고 골이 은 것을 묵

(墨豬)’라고 하며 근과 골을 좋게 보고 육을 나쁘게 보았다.(갈로, 의 책,p.183.)

61)린 시,『 국화-선의 술,붓의 미학』,황보경 역,시그마 북스,2012,pp.296-297.

62)당·송 에는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그을음으로 만든 송연묵,송나라 이후에는 기름

그을음으로 만든 유연묵이 만들어졌다.송연묵은 먹빛이 진하지 않고 청색을 띠는 데 비

해 유연묵은 먹색이 진할 뿐 아니라 반짝거리는 윤택이 나는 특징이 있다.(정종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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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화나 발묵화로 발 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문인사 부들이 사

의성에 을 맞추어 회화의 흐름이 변한 이유도 크지만,재료의 창안

과과 물성에 한 이해로 발 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63)

청 를 거쳐 근 (近代)시기로 이동하면서 석도,팔 산인과 서비홍,

이가염,치바이스,우 등의 근 작가들이 통 회화 기법 묵

(破墨)과 발묵(潑墨)을 활용해 수묵의 실험을 이어왔다.우리나라는 1960

년 송 방,정탁 ,민경갑 등의 묵림회(墨林 )작가들을 필두로 물과

먹을 사용하면서 아교와 먹의 농담조 에 의한 먹과 종이의 상호 반응효

과에 해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조형 이고 재료 인 측면으로 심이

옮겨졌다.64)몰골법은 필법보다는 묵법에 한 심으로 동양화가

들에 의해 즐겨 쓰인다.

② 몰골법을 활용한 표

본 연구자의 작품 【작품21-32】에서 가장 특징 으로 표 되는 기법

은 몰골법이다.몰골법은 면 양식이 두드러진 운필(運筆)이 필요한데,

묵(墨)으로 면을 처리하는 만큼 먹에 한 이해가 선험 되어야 했다.

소동 는 ‘먹을 만들 때 묘법은 교(膠,아교)를 제 로 다루는 데 있다.

오늘 날 좋은 먹을 만드는 비결은 질이 좋은 그을음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좋은 먹을 만들지 못한 것은 교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65)먹은 제조할 때 아교와 함께 배합하는데,이는 먹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아교의 사용이 수묵의 미묘한 층차를 드러내는 데 요한 향

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려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수묵을 활용한 몰골법에서 아교의 사용을 분석하

고,연구 작품에서의 표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리 그림의 색과 칠』,학고재,2001,pp.135-141,참조.)

63)정종미, 의 책,p.150.

64)정형민,『근 한국 미술과 '동양'개념』,서울 학교출 문화원 ,2011,

pp.100-116참조.

65)정종미, 의 책,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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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아교반수 횟수에 의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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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반수는 조직이 성긴 한지 를 코 하여 균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균일해진 한지의 조직은 먹의 번짐과 같은 ‘우연성’을 막아 다.일

반 으로 수묵화에서는 먹의 번짐과 붓 자국이라는 우연 효과를 활용

하지만,본 연구자는 붓 자국을 남기지 않고 번지는 효과를 피해 필연

인 효과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아교반수(물 100ml:일본산 알 아교 3g:명반 0.15g)를 하지 않은 종

이(국산 이합장지)의 경우에는 흡수성이 뛰어나 물과 먹을 칠하는 로

그 로 흡수하 는데,한지의 성긴 조직 사이사이로 먹이 퍼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흡수력이 좋아 붓 끝으로 민하게 표 해도 윤곽선을

넘어 번져 섬세한 부분의 표 에는 합하지 않았다.먹의 농도가 짙게

표 되었으며 먹색이 깊고 탁하며,붓 자국이 그 로 남아있다.

아교반수 2회,4회 처리한 종이는 0회 처리한 종이보다는 부드러운 운

필감이 느껴졌으나 붓 자국이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교반수 6회 처리한 종이는 본 연구 작품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

었다. 당한 정도의 흡수성과 먹의 발색을 보이고 붓 자국도 남지 않았

다.

아교반수 8회 이상 처리한 종이는 종이의 섬유질에 아교가 강하게 코

되어 있어서 먹물이 성긴 종이의 조직 사이까지 스며들지 못했다.아

교가 묻어 고착시킨 굵은 입자의 섬유질에만 먹이 선택 으로 흡수되면

서 반 형태가 생겼다.아교반수가 종이의 흡수성을 약화시켜 먹색

한 연하게 나타났다.

아교반수 10회 처리한 종이에서는 먹의 색이 아교반수 0회 처리한 종

이에 비해 히 연한 것을 볼 수 있다.기름칠이 된 투명한 종이 같은

느낌으로 반짝 거리는 윤이 나는 듯 하며,이는 도침된 종이에서 볼 수

있는 담백한 종이 결의 택과는 다르다. 한 8회에 비해 반 이 더욱

넓은 분포로 도드라졌다.

본 연구자는 아교반수 2회,4회,6회,8회,10회의 실험을 거쳐 본 연구

작품에 가장 합한 아교반수의 횟수를 찾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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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색 화 수 묵 화

[표5]발색의 원리 [출처-정종미, 의 책,p.172,참조.]

일반 으로 채색작품의 경우 안료를 겹겹이 쌓아올리는데,효과 인

발색을 해 아교반수를 여러 번 하고,수묵작품의 경우 번지고 스며들

어가는 효과를 해 아교반수를 게 한다.그러나 본 연구 작품의 경우

에는 스며들어 번지는 느낌 없이 투명하게 첩된 먹의 표 을 해,채

색작품에서 만큼 여러 번 아교반수 하 다.먹의 번지는 성질은 [표6]의

좌측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다.아교 반수 처리 하지 않고 그린 작품의

경우 먹색이 짙고 풍부하지만,번짐이 심해 세 한 표 에는 합하지

않았다.반면 아교 반수 처리한 작품의 경우에는 얇은 선까지도 번짐 없

이 명확하게 표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교 반수 0회 아교 반수 6회

[표6]먹의 번짐 비교

(【작품24】와【작품28】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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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A 종이 B

부 분

확

[표7]종이의 종류에 따른 반 의 유무

(【작품27】과【작품31】의 부분)

한편,아교반수를 많이 할수록,한지의 성긴 섬유질 사이로 먹물이 흡

수 되지 않아 섬유질 모양 로 반 들이 생겨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 은 종이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형태와 간격이 다르며,종이B의 경우

반 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가 고른 것을 볼 수 있다.

한,한 번의 묵(重墨)이 아닌 여러 번을 겹친 담묵으로 흐린 회색

빛의 그림자를 표 하 다.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담묵을 겹쳐서 칠했

는데,한 회에 칠해지는 담묵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하 다.

첩으로 인한 투명성은 그림자가 물리 으로 각할 수 있는 상이

아님을 표 하는 데 효과 이었다. 한 시간이 지나면 치가 변화하는

가변 인 그림자라는 상의 특성을 잡아내기에는 윤곽이 규정되지 않은

몰골의 표 방법이 더 합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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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작업과정,2010

[도 15]작업과정,2010

3. 사(轉寫)기법

본 연구자는 작업 기에 표 인 문인화(文人畵)이자 사의화인 사군

자가 탄생한 설화와 같이, 사기법을 통해 작품을 제작했다.[도 14]와

같이 오랜 시간 상인 풀의 그림자를 직 찰하고 사생(寫生)하는 것

을 바탕으로 풀의 생김새와 그림자의 속성인 상의 이치에 해서 이해

하게 되었고,나아가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시간 에 따른 그림자의 길

이,계 과 날씨에 따라 해를 가리는 구름의 움직임 까지 일정부분 악

하게 되었다.이러한 사생의 과정을 바탕으로 자연의 운행원리를 인식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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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생을 통해 얻어진 묘리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

내 구상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 다.이 과정은 북송(北宋)시 문동

(文同)이 제시한 개념인 흉 성죽(胸中成竹)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마음 속에 그리고자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충분한

사생과 찰 후에 단 번의 붓놀림으로 작가의 정신과 상의 정수를 표

한다는 의미이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다룬 창작기법과 조형 인 특징을 바탕으로 2010

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한 작품들을 분석하 다.

Ⅴ.작품 분석

작업의 내용은 풀의 숨결,이름 없는 사물의 존재,본질과 허상,공간

속의 회화,궤 과 흔 이라는 다섯 부분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자

연 에서 풀의 그림자를 그리며 시작된 작업은 암실,조명,정물이라는

인공 인 장치들로 제한되고 동시에 확장되어 나간다.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의 모습과 계하여 빛의 궤 을 소재로 다루기도 하 다.작업의

조형 요소는 달라졌으나 하나의 큰 주제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살

펴 볼 수 있다.

1.풀의 숨결

사군자의 기원에 련한 설화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의 그림자를 사하

면서 시작된 작업은 사군자의 발달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검은

먹으로만 구성된 [도 41]과 [도 42]를 살펴보면 단일한 색으로 구성되

기 때문에 잎들이 구도나 필획,그리고 농담에 의한 차이로 구분되는 것

을 볼 수 있다.【작품1-8】에서는 먹을 오채(五彩)로 인식해 다양한 색

이 있음을 제하여 한지,혹은 목 에 채색을 배제하고 다른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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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작품2】의

부분

【작품12】달빛창가2,혼합재료,

90x72cm,2011

[도 41]李霆,

<風竹圖>,17세기

견본수묵,

127.5x71.5cm ,

간송미술 소장.

【작품10】 빨래,30x50cm,

모시에 수묵담채,2011

인 사물의 표 을 제외하 다.사군자에서 담고자 하는 상의 정수와

원형의 표 을 드러내고자 했으며,풀의 모습을 가장 정제되고 간결한

필치로 묘사하 다.

사군자는 네 가지 군자의 덕목을 지닌 매란국죽(梅蘭菊竹)만을 그리다

가 차 이 내린 모습,달이 뜬 모습 등의 구체 인 상황을 개입시키

거나,화면을 보다 조형 으로 자유롭게 구성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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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업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인 풀의 그림자에서 특정한 상

황 속에 놓인 풀의 그림자를 표 하게 되었다.창문가【작품18】,담장,

계단 등에 비춰진 그림자의 모습,달 빛에 드리운 그림자의 모습【작품

11-12】은 보다 구체 이면서 서정 이고 시 인 정취를 담아내었다.작

가의 개인 체험에 의한 이야기를 포함시키면서,작품의 제목도 <녹사

평 역의 계단>,<늦은 밤 버스 정류장>【작품19】등 보다 구체 인 이야

기를 포함시켰다.화면에서도 상의 그림자가 아닌 ‘물리 으로 지각할

수 있는’물체를 개입하기도 하 다.【작품10】은 빨래에 비친 풀잎의

그림자를 조형화한 것이다. 어놓은 빨래에 비친 미세한 담묵이 바람결

에 흔들리고 구름이 해를 가릴 때 잠시잠깐 사라지는 그림자의 모습을

표 했다.【작품17】은 임 자체를 화면에 묘사하여 종이를 붙힌 화

을 바닥에 놓고 그림자를 포착하는 상황을 담고자 했다.이 의 작품

들이 특정한 상황을 개입시켰다면,【작품17】은 보다 구체 인 상을

사실 으로 표 하여 그림자와 실체에 해서 직 으로 고민해 보았

다.허상과 실체라는 질문은 그림/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환 (illusion)과

도 연결되며 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해서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

다.

2.이름 없는 사물의 존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사물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수 통에 꽂 있

는 숟가락과 젓가락들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이었다.그 작은 계기를 통

해 구의 방향에 따라 생긴 화장실의 수건걸이의 두 개의 진하고 흐린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다.주의를 기울여 본 이 없었던 그 상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이러한 지극히 일반 인

사물 즉,존재들에게 고유성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사물에 한

심은 풀의 그림자에서 사물의 그림자로 소재를 확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 소외된 이름 없는 사물/ 상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자 하면서,그

사물과 나 자신과의 계와 추억에 해 상기하게 되었다.본 연구자는

그 상들의 역사를 더듬어 기억해주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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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보통의 사물,

【작품30】의 부분

‘일본인 친구에게 선물 받은 돌고래 피규어’.‘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은색 기차모양 연필 깎기’‘스무 살

처음 떠난 뉴욕여행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1달러 짜리 장식품’.이 모

든 상들은 이름이 없는 보통의 존재들이지만,본 연구자는 이들의 이

야기에 집 하면서,함께 공유한 세월과 추억에 해 일련의 유 감과

애틋함을 가지게 되었다.소외된 상들에 한 고민은 길 가에 피어있

는 작은 풀의 그림자로부터 시작해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로 옮겨왔고,

보잘 것 없는 사물들에 해 연민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따라서 그 존

재들의 역사를 기억해 으로써 ‘존재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작업의 소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풀의 그림자에서 실내의 수많은

물건들로 바 게 되면서 그림자를 만드는 조명 한 자연 (光)에서 인

공 (光)으로 바 었다.태양 에서의 작업이 실내로 들어오며,인공조명

을 설치해야 했으나 가장 난제 던 것은 빛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

이지 않는 다는 이었다.따라서 순간의 변화에서 오는 찰나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던 작업의 형태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그림자를 기록하

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빛의 형태를 설정

할 수 있게 되면서,물체들을 선정하고 구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었

다.이 의 작업에서 결정 인 향을 차지했던 빛의 역을 자의 으로

[도 44]조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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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게 되면서,보다 주체 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었다.고정된 그림

자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선을 이용해 첩시켜 구성하 는데,그림

자가 첩된 부분은 짙게 어두워져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냈다. 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조형미를 찾아 낼 수 있었다.화면에서 이미

지의 첩은 보다 람자의 주체 이고 극 인 시선의 움직임을 유발

한다.이미지의 직 인 사와 더불어 빛이라는 물질의 흔 과 시각

효과에 집 하 다.이 과정은 본 연구자가 표 하고자 하는 그림자의

첩되는 효과를 드러내는 데에 합하 으며,그림자의 가변 인 성질

보다는 투명한 성질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이미지의 첩은 풀의

숨결 시리즈를 제외한 작품 반에서 특징 으로 드러나며 특히【작품2

4】에서는 이미지를 확정 짓지 않고 시간성과 비물질 인 속성을 강조하

여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됨 없이 부유하며 능동 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

다.

3.본질과 허상

사물들의 고유한 이야기에 집 하고 사물들을 찰한 결과 어떠한 개

인 인 공간 안에 정리되지 않은 채 아무 게나 놓여 있는 사물들 속에

일련의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한 개인의 가방 속이나 서랍

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소지품들로 짐작할 수 있다.

때로는 한 개인을 잘 드러내기 해서는,그 사람을 직 으로 드러내

는 설명이나 상화 혹은 사진보다 간 인 방법이 더욱 효과 이기도

하다.그 상 자신이 아닌 그 상의 소지품을 통해서,소지품 자체가

아닌 그 소지품의 그림자를 통해서,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물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작가가 선정함으로써 몇 차례에 걸친 필터링을 통해

라톤이 언 했던 이데아와 ‘등 ’에 따라 나뉘는 존재성에 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본 연구자는 ‘본질’과 ‘허상’에 한 차등 계 과 우

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으며,‘허상’의 이 오히려 ‘본질’을

오해 없이 가장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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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1】 자 거를 탄 교수,장지에 수묵,

116x144cm,2013

【작품31】은 권 이기 보다 인간 이고 진솔한 성격의 한 교수의 소

지품들로 구성한 작품이다.그 교수는 종종 자 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

는데, 만에서 국 문학을 공했을 시 그 은사님들의 향을 받았

으리라 짐작된다. 국의 사막과 몽골 인 지역을 주로 여행 다니는 사

물들의 주인은 1년에 평균 으로 10-15번 씩 출장 여행을 다니기 때

문에,작은 검은색 캐리어는 그의 트 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다.그 때

마다 기념품들과 다기(茶器)를 구입해 수집하기도 한다. 은 시 부터

쓰던 안경은 그의 패션에 한 감각을 보여주는데 90년 모았던 잠자리

안경이 그 이다.학생들은 매년 스승의 날 카네이션으로 존경하는 마

음을 표 한다.

한편,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실체가 모호하게 표 되기도 한다.【작품2

3】은 값 비싼 찻 잔과 일회용 종이컵,은으로 된 티스푼과 라스틱 숟

가락,화려하게 치장된 머리핀과 라스틱 집게,가죽 허리띠와 애견용

목 끈 등을 한 화면에 구성하 다.형태 으로 유사성이 있는 이러한 물

체들은 실에서 다른 취 을 받지만,화면 안에서 그림자로 표



-59-

되었을 때는 그 실제의 모습을 감춘다.인간은 으로 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단순히 보이는 것을 실제/실체로 이해할 수는

없다.그림자라는 허상을 통해 시각과 상상력,인식의 한계에 해 생각

해 보고자 했다.

<본질과 허상> 작업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나 자신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찰하고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기 이 에

간략한 어휘와 개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 다.한 개인의 상을 외형

인 모습의 재 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지품과 그 그림자를

재 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본질’과 ‘모방’이라는 차

등 계 에 한 회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사람의 본질을 드러내

는 데에 ‘간 인 시선’은 때로 객 이고 효율 인 시선이 된다.

4.공간 속의 회화

1)내 한 공간

가스통 바슐라르(GastonBachelard)는 『공간의 시학』에서 인간의 본

성 가운데 내 성에 해서 설명하며 ‘요나 콤 스(Jonahcomplex)’66)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이는 인간이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자 하는 퇴행 이고 비사회 인 상을 말한다.인간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공포와 불안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로 안내하게 되는

데,그 안락한 장소는 개 자신의 몸을 눕힐 수 있는 가장 사 인 공간

인 침 로부터 시작한다.침 ,방,집으로 확 되는 내 한 공간은 본

연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장소이다.기존 작업의

이 소외된 사물들의 존재성과 가치에 한 질문이었다면,<내 한

공간>의 작업은 소외된 상 혹은 애착을 느끼는 상들을 자신의 사

인 공간 안에 들여오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는 행복한 공간의 이미지로서,스스로가 소유되는 공간, 인 힘으로

부터 방어되는 철 한 자기 자신만의 공간을 의미한다.67)

66)가스통 바슐라르,『공간의 시학』,곽 수 역,동문선,2003.p.11.

67)가스통 바슐라르, 의 책,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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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슐라르는 인간이 애호하는 장소인 집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물들의

집을 서랍,상자,장롱 등의 이미지로 제시하 다.본 연구자는 보통의

존재들에게 존재성을 부여함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

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했다.장소애호(topophilie)의 공간은 방어와 동시

에 소유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물들이 ‘집’격인

서랍은 방어와 소유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자는 미

술의 원 인 즐거움이 순간을 기록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 한 공간>의 작업과 하게 연 되

어 있다고 생각한다.[도 45]에서 드리워진 난 의 그림자는 서랍 안에

가둬져 난 에게는 안정감을,본 연구자에게는 소유의 즐거움을 다.

[도 45]【작품35】부분

2.확장된 회화 형식

본 연구자는 미술의 역사상 회화가 가진 특성 가장 순수하고 높은

가치를 클 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가 제시한 ‘평면성

(Flatness)’이라고 규정하고,고 미술로서의 회화의 순수성에 해 ‘일상’

의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한지는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들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사

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종이이다.신축성,흡수성,보존성 등의 모든 면에

서 캔버스나 트지보다 우수하며,작품에 사용하는 종이는 그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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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작품36】부분
[도 47]【작품38】부분

표면이 고르고 택이 나는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소외된 일상의 순간을 담는’작품의 주제와 작품

의 표 형식의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완 하고 기념비 인 형식의 작

품 제작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따라서 ‘한지’,‘캔버스’로 규

정되는 회화의 고 스러운 ‘평면성’에서 벗어나 ‘벽과 바닥,물체’를 화

으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공간 속의 회화>작업은 2차원의 평면을 3차

원의 공간 안에 옮기며 회화 형식의 경계에 해 질문한다.

실제로 그림자가 생기는 벽과 바닥에 직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캔버

스나 종이의 ‘네모반듯한 틀’이라는 습 인 회화의 형식을 벗어나고자

했다.확장된 회화매체는 통 인 고 미술에 해 의문을 제기하며 ‘일

상’의 가치에 해 생각해보게 한다.화 이 아닌 곳에 그린 그림은 이내

지워지게 되며 퍼포먼스(Performance)와 같은 일시성을 지닌다.작품은

순간을 기록하고자 했던 작업의 주제와 잘 부합하게 되었다.3차원의 공

간에 그려진 회화는 상의 ‘존재(存在)했음’과 ‘부재(不在)함’을 명확히

드러낸다.【작품36】에서 빛의 그림자는 일시 이고 가변 이라는 성격

보다 존재와 부재에 한 질문과 함께 그 부재를 드러내는 ‘흔 ’으로 역

할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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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6】화이트 큐[도 48]【작품36】의 제작 과정

5.궤 과 흔

그림자는 존재와 부재에 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흔 ’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이 존재했다가 사라진 자리에 빛이 존재했다는 의

미인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과 치를 바꾼다.

【작품33】의 왼쪽 작품은 본인이 상상한 천장에 삼각형의 창문이 있

는 공간이다.그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표 한 것이 [도

49]이다.빛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고 그림자도 움직인다.

빛과 그림자의 흔 ,즉 빛의 궤 을 담았는데 이는 사진(寫眞)이 ‘실제

로 존재했었음을 옮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진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흔 ’의 표 은 재 기법에서 즉물(卽物) 인

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작품33】의 오른쪽 작품은 빛의 움직임을 곡

선으로 표 한 것인데 라핀을 이용해 드로잉 하 다.이후 수성의 먹

물을 올리니 유성의 라핀과 반작용으로 투명한 선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행 와 과정의 흔 ’까지도 명료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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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3】빛의 궤 ,장지에 수묵,

각 27x35cm ,2013

‘일상 순간’의 표 은 그림자를 통해 다양하게 표 되어 왔다.작품

반에는 풀 그림자의 조형 특성과 소외된 순간을 담고 있는 특징에

매료되어 형태를 재 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하찮은 상에 한 심

은 자연물에서 정물과 기물로 옮겨 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름

없는 사물들을 소재로 다 ‘존재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한, 사기법

을 통한 형태의 ‘재 ’은 역사 으로 ‘모방’이 가지고 있는 낮은 단계로서

의 인식에 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본 연구자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

고 여겨지는 ‘본질’과 그것의 모방에 불과한 ‘허상’이 갖는 차등 계 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따라서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 간 인

시선이 때로 더 효과 이며 의미가 있다고 단하 다.한편,차등

우와 인식에 한 고민은 ‘회화 형식’에도 향을 주었다. 습 으로

순수하고 고차원 인 가치로 여겨졌던 캔버스라는 틀을 벗어나 공간 속

으로 회화를 확장시켜 고정 인 고 미술의 형식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했다.

[도 49]【작품34】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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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맺음말

지 까지 ‘순간’에 한 동·서양의 인식과 ‘일상’에 한 술표 등을

고찰하면서 ‘일상 순간’에 한 의미를 악해 보고,‘그림자’를 통한

주제의 조형 표 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필연 으로 변화하는 만물에 한 인식

으로 시작되었다.일시 인 순간(變)을 붙잡고자 하는 집착과 원에

한 동경은 부정 이고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하 다.그러나 동·서양의

순간에 한 인식을 고찰하면서,‘순간의 일시성’(變)이 단 된 찰나로서

의 개념이 아니라 순환하는 자연의 내재규율 속에서 연결된 개념으로서

‘상(常)’과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일시 인 모든 존재에 한 고민은 계속 되어온 것이

지만,그림자에 한 심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풀잎의 그림자로부

터 시작되었다.풀잎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한다는 ‘변(變)’

의 개념과 순환 인 ‘상(常)’의 개념을 포함하며,동시에 ‘소외된 상’으

로서의 ‘일상’ 특징을 내포한다. 한,‘부정 이고 소외된 이미지’에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한 의(廣義)로서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자

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그림자’는 ‘일상 순간’의 뜻을 지닌다.

그림자에 심을 기울이며 본 연구자는 동양화에서는 일반 으로 그림

자에 한 표 을 찾아보기 힘든 상에 의문을 갖고,그림자를 통해 ‘본

질과 허상’이라는 립 이고 차등 인 가치에 해 고민하게 되었다.

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등장한 ‘그림자’와 ‘모방(Mimesis)’은 ‘본질/

실체’와 립 인 개념으로 가장 낮은 차원의 인식으로 치한다.한편,

리니우스의 ‘회화의 기원’에는 상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의 모습

을 그린 설화가 제시되었다.그림자로 포착된 측면 이미지는 ‘타자성’을

갖는 상의 분신(分身)과 같이 취 되었다.다시 말해 서양에서는 그림

자를 이원론 (‘주체의 객체’,‘본질의 모방’)으로 인식하 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만물의 변화를 포함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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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物我一體) 삶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림자를 일원론 으로 인식하

는데,이는 사군자 그림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사군자에서 그림자가

생략된 이유는 그림자가 이미 상의 본질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되

었기 때문이다.그림자가 곧 상의 정수(精髓)이며,사군자 던 것이다.

한 서양에서 본질과 ‘립 개념’으로 제시된 ‘모방’과 달리,‘사(轉

寫)’가 본질과 ‘상호보완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림자의 형상화 과정에서 여백은 긴장과 이완을 통해 미묘한 생동감

을 포착하고,풀잎의 그림자를 작품 밖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 다.

구도 상에서는 수직 구도와 부드러운 풀의 곡선이 함께 혼용되어,화

면에 불균형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 다.삼각형 구도는 정

인 안정감을 주어 객에게 작품의 고요한 소리에 집 할 수 있도록 했

다.필법(筆法)으로는 선 표 과 면 표 이 두드러진 서법(書法)과

몰골법(沒骨法)을 분석하 다.본 연구자는 는 행 와 칠하는 행 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이어진 개념으로 이해하 다. 씨를 쓰는

기본 원칙인 팔법을 통해 획(劃)의 통을 이해하고 독자 기법의 발

에 해 고민해보았다.면(面) 양식인 몰골법에서는 먹과 아교에 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자에게 합한 표 에 해 분석해 보았다.사군자

(四君子)를 그릴 때에 요한 개념으로 제시된 사기법이 활용되었는데,

풀잎의 그림자를 찰·사생· 사 하며 어느 정도 자연의 운행원리에

해 악하게 되었다.

연구 작품은 크게 다섯 가지의 종류로 나 어 해석 할 수 있었다.작

품 기 풀잎의 그림자를 그리던 단계인 ‘풀의 숨결’은 차 구체 인 사

물이나 상황이 개입되었다.‘이름 없는 사물의 존재’는 일상 으로 마주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물들에게 존재성을 부여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자연 에서 인공 으로 조명이 바 며,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

들이 다양해졌다.‘본질과 허상’은 한 개인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 외

인 형상이 아니라 그 개인의 ‘소지품들’이라는 ‘모방’된 도구가 때로는

더 효과 일 수 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소외된 일상의 ‘물건’에

한 심과 애정은 ‘공간 속의 회화’에서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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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간인 집을 사물에게 부여해주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한 ‘소외된

일상의 순간’의 주제와 반 되는 ‘평면성’이라는 회화의 순수하고 완벽한

형식에 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작품 소재로써 ‘그림자’와 ‘일상 순간’에

한 논의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 다.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상태의 문제 과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측하고 망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통 인 조형방법을 분석하면서,본 작업에서의

재료기법의 장 과 단 을 찾아 낼 수 있었다.필(筆)의 사용에 있어서

두서없이 사용하던 필법이 아닌 정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통의 필법

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몰골법을 활용할 때 이 까지 감각에만 의

존했다면,실험을 통해 구체 이고 체계 인 수치와 계를 알 수 있어

앞으로의 작업에 발 된 수묵필법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상의 본질’에 한 고민은 ‘회화의 본질’에 한 고민을 낳게

하 다.소외된 ‘일상’에 한 고민이 지속되면서 고정 이고 완 한 회

화형식에 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그림자에서 비롯된 회화

에 한 심과 일치하는 이 있다고 생각하 다.회화형식의 확장을

해 재료와 매체를 보다 다양하게 사용해 볼 것이다.2차원의 평면을 3

차원의 공간 안에 옮기는 작업을 하며,종이부조에 심을 갖게 되었다.

종이부조의 입체 활용에 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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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 창 가,90x72cm,순지에 수묵채색,2012

【작품19】 늦은 밤 버스정류장,90x72cm,순지에 수묵담채,2012

【작품20】 텅 빈 그림자,90x72cm,혼합재료,2012

【작품21】 보통의 존재,137x70cm,장지에 수묵채색,2012

【작품22】 보통의 존재,78x108cm,장지에 수묵,2012

【작품23】 불편한 진실1,장지에 수묵 70x100cm,2013

【작품24】 오후 네 시의 흔 ,장지에 수묵,100x130cm,2013

【작품25】 보통의 존재,장지에 수묵,35x130cm,2013

【작품26】 죽부인,장지에 수묵,50x110cm,2013

【작품27】 한 남자의 공간,장지에 수묵,130x160cm,2013

【작품28】 G선상의 아리아,장지에 수묵,130x160cm,2013

【작품29】 세 여자,장지에 수묵,135x160cm,2013

【작품30】 잠 못 이루는 밤,장지에 수묵,116x288cm,2013

【작품31】 자 거를 탄 교수,장지에 수묵,116x144c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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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2】 그 여자의 취향,장지에 수묵,97x130cm,2013

【작품33】 빛의 궤 ,장지에 수묵,각 27x35cm,2013

【작품34】 잔상(殘像),장지에 수묵,각 60x72cm,2013

【작품35】 서랍 안의 난 ,가변설치,서랍장에 아크릴,2014

【작품36】Whitecubes,230x335x160(H)cm,벽·바닥·물체 에 아크릴,2013

【작품37】 다과(茶菓)의 순간,70x88cm,버려진 나무 테이블,2014

【작품38】길었던 겨울,140x185x100(H)cm,혼합재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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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풀의 숨결,73x73cm,

장지에 수묵,2010

연구작품도

【작품2】 풀의 숨결,116x96cm,

장지에 수묵,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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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풀의 숨결,162x390cm,장지에 수묵,2010

【작품4】 풀의 숨결,120x95cm,

장지에 수묵,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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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풀의 숨결,97x130cm,목 에 수묵,2010

【작품6】 풀의 숨결,91x116cm,장지에 수묵,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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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풀의 숨결,95x140cm,장지에 수묵,2010

【작품8】 소곤소곤,41x64cm,장지에 수묵,2011



-77-

【작품9】 墨墨 ,45x63cm,소포지에 수묵,2011

【작품10】 빨래,30x50cm,모시에 수묵담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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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달빛 창가1,

90x72cm,장지에 수묵담채,2011

【작품12】 달빛 창가2,

72x60cm, 목에 혼합재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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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아지랑이,60x50cm,

순지에 수묵채색,2011

【작품14】 일 일 ,

90x60cm,순지에 수묵채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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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5】 풀의 숨결,

130x55cm,장지에 수묵,

2011

【작품16】 풀의 숨결,90x72cm,

순지에 수묵채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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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7】 Captured,90x72cm,

장지에 수묵담채,2012

【작품18】 창 가,90x72cm,

순지에 수묵채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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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9】 늦은 밤 버스정류장,90x72cm,순지에

수묵담채,2012

【작품20】 텅 빈 그림자,

90x72cm,혼합재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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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1】 보통의 존재,137x70cm,장지에 수묵채색,2012

【작품22】 보통의 존재,

78x108cm,장지에 수묵,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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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3】불편한 진실1,장지에 수묵,70x100cm,2013

【작품24】오후 네 시의 흔 ,장지에 수묵,

100x130c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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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5】 보통의 존재,장지에 수묵 35x130cm,2013

【작품26】 죽부인,장지에 수묵,50x110c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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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7】 한 남자의 공간,장지에 수묵,130x160cm,

2013

【작품28】 G선상의 아리아,장지에 수묵,130x16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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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9】 세 여자,장지에 수묵,135x160cm,2013

【작품30】 잠 못 이루는 밤,장지에 수묵,116x288c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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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1】 자 거를 탄 교수,장지에 수묵,

116x144cm,2013

【작품32】 그 여자의 취향,

장지에 수묵,97x130c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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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3】 빛의 궤 ,장지에 수묵,

각 27x35cm ,2013

【작품34】 잔상(殘像),장지에 수묵,

각 60x72c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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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5】 서랍 안의 난 ,가변설치,

서랍장에 아크릴,2014

【작품36】Whitecubes,230x335x160(H)cm,

벽,바닥,물체 에 아크릴,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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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7】 다과(茶菓)의 순간,

70x88cm,

버려진 나무 테이블,2014

【작품38】길었던 겨울,

140x185x100(H)cm,

혼합재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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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expressionsofdailymoment

throughshadows
-basedonmyworks-

Kim,MinHae

OrientalPaintingDept.ofFineArt

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im,SungHee

Throughthesubjectofthe‘expressionsofdailymomentthroughshadows’,this

thesisestablishesthetheoreticalgroundandanalyzesthevisualcharacteristics

andproductiontechniquesofmyartworkscreatedfrom 2010uptothepresent.

Thetheoreticalgroundofthisresearchproceedslargelyinthreeparts,from the

considerationofperceptionandartisticexpressionofshadow intheEastandthe

West,totheexaminationoftheconceptofa‘moment,’andtheconsiderationof

the value of‘daily life.’Also Itry to systematically examine works by

researchingandanalyzingthevisualcharacteristicsandproductiontechniquesof

theworks(thatbeginwithpersonalexperiences).

Theconceptofa‘moment’featuresan instantaneity,thatis,atemporality.

Everythingintheworldconstantlychanges,neverforamomentstopping.Time

passed is never regained.Humans existin consistentchanges within all

creations.Lossofmanyexistencesandtheextinctionofemotionsmakehumans

lethargicandfutile.

However,the‘temporality’ofamomentcirculatesand‘repeats.’Eventhoughall

creationschange,thefactthattheychangeisalwaystrue– thatthey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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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thischaracteristic,neverchanges.The‘moment’thatflowedawayin

thetimeof‘spring’doesn'tdisappearpermanently;itcomesagaintousthrough

thechangesofsummer,fall,andwinter.Ibecometoknow thatthereisa

regularinternalruleinthe‘moment’oftime,whichiseasilyunderstoodaswhat

isconstantlyextinguished.Astherecognitionofthe‘temporalityofmoments’is

changedtoapermanentlycontinuousconceptthatcirculatesandrepeats,Itry

tocureandovercomethewoundsfrom temporarymomentsandemotions.

Thebasicliteralmeaningof‘dailylife’is‘lifethatrepeatseveryday.’Thatis,a

repetitionof‘moments.’Throughtheinternalruleofcirculationthatexistsin

time,a‘moment’canbeapartof‘dailylife’andonecanthinkofa‘moment’

and‘daily’asthesameconcept.Additionally,Iunderstandthemeaningof‘daily

life’as an extensive one thatincludes the undistinguished and ‘alienated’

concepts.Civilized people in contemporary times commonly pursueonly the

valueofaspecialmomentratherthantheendlesslyrepeatingmomentsofdaily

life.However,thevalueofneglected‘dailylife’,thatalwaysexistsaroundus-

butisunrecognized -,makesonefeelthepleasureoflife.Alltheworks

includedinthescopeofthisresearcharetheonesthatchosetrivialsubject

mattersofdailylife.

Thus,Itakethetemporalityofthemoment-thatisthetransient‘moment’-as

thetopic,butrecognizesthetemporalityasthethingsofdailylife’anddefines

itastheterm ‘dailymoment’.Theconceptandvalueof‘dailymoments’are

expressedthroughtheimageofthe‘shadow’,andthisresearchaimstoconsider

themeaningandthenexpressthem inapainterlyway.

Thisthesisconsistsof‘ChapterⅠ Preface’,’ChapterⅡ Considerationonthe

ConceptofDaily Moments and ItsExpression’,‘ChapterⅢ Perception and

Artistic Expression ofShadow in the Eastand West’,‘ChapterⅣ Visual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Techniques’, ‘Chapter Ⅴ Analysis of the

Artwork’,and‘ChapterⅥ Conclusion’.

InChapterⅠ,Iintroducethemotivationofinvestigating‘dailymoments’and

‘shadows,’anddescribethecontentandscopeofthestudythroughmyperson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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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Ⅱ elucidatestheconceptof‘dailymoments’andconsiderschange(變),

anattitudethatseesa‘moment’asadisconnectedtimeandpersistence(常),an

attitudeofseeing timeas‘circle’.Additionally,thispaperexaminesvarious

artisticexpressionsthathavedealtwiththe‘alienateddailylife’asmainmotif.

Chapter Ⅲ introduces Eastern and Western history and philosophical

understandingsofthe‘shadow’,whichappearsasthemainsubjectmatteror

topic and discusses shadows thatappearin paintings.Through a shadow

painting,whichbecomesanoriginofWesternpainting,thisthesisdiscusses

‘imitation’,which is a main conceptin Western thought,and the dualistic

understandingthatclearlydistinguishes‘essenceandillusion’.However,inthe

East,shadowsarebasicallynotconsideredastheother,butshowsmonistic

understanding,thatidentifyitwithobject.Thisthesisexaminesthelinguistic

originsandthedevelopmentsofpainting‘shadows’intheEastanddeals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Jeongsu(精髓, essence)’ and ‘Jeonsa(轉寫,

transcription)’throughthefolktaleoftheoriginofSagunja(orientalpaintingof

FourGraciousPlants;Bamboo,Apricotflower,Orchid,Chrysanthemum ).

ChapterⅣ analyzesthemainvisualcharacteristicsandcreationtechniquesof

theartworkforthisresearchbydividing them intothetechniquesofblank

space,composition,theuseofbrushstrokesandJeonsa(轉寫,transcription).

ChapterⅤ describesandanalyzescontentandform oftheartworksforthis

research through dividing them periodically into five categories:‘Breath of

Glass’,‘TheExistenceoftheNamelessObject’,‘EssenceandIllusion’,‘Painting

inSpace’and‘TrajectoryandTrace’.

ChapterⅥ summarizesthedescribedcontent,whichisdiscussedinthisthesis,

andexaminesthesignificanceandlimitationofresearchaboutthedailymoment

through the expression ofshadow,and prospects furtherdirections forthe

research.

Throughthisresearchprocess,Icontemplatethemeaningofthe‘dailymoment,’

which shadowspossess,and expressitasvisuallanguageusing the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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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sofink paintings.Thisthesisisabletogivemean opportunity to

organizeandobjectivelysystematizetheartworksupuntilpresent.Moreover,

thiswritingwillfurtherdeveloptheartworkbyredefiningitssignificanceand

value.

Keywords:shadow,change,dailylife,moment,circulation,molgol-beop(a

techniquethatdrawsfigureswithoutoutlines)

StudentNumber:201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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