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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 중 시간

의 흔적과 축적에 관한 주제의 작업을 대상으로, 그 창작의 동기와 

목적,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 근거, 소재의 선택과 조형적 특

성, 표현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후속 작업의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 논문은 주어진 삶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시간이라는 개

념으로 풀어낸 본인의 회화 작업에 관한 글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의 작업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시

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간과 삶에 관한 개인적 깨달음을 표현

한 본인의 작업 주제와도 일치한다. 바로 지나가버린 ‘크로노스’

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 인

식하고 축적하고자 함이다. 비록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회화

에 담고자 한 내용과 고민을 글로 기록하고 답을 찾아가는 또 하

나의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작품에 담았던 본인의 생각을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풀어

내는 일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여겼다. 또한 언어라는 매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작업에 이론적, 학술적 기반이 되어, 보다 객

관적으로 작업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로 다른 표

현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정리된 것 역시, 하나의 맥

락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회화와 언어는 서로 다른 표현매



- ii -

체이기에,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본고를 통해 본인의 작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이후에 진행될 작

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더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시간과 삶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 제작의 목적

과 진행해온 작업의 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Ⅱ장은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작품제작의 기반이 되는 시

간관과 관련된 인식과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는 시간의 일반

적 인식인 순환적, 직선적 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는 본인

의 작품과 밀접한 개념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표상

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한 시간관 중 크로노스의 시간과 연

관된 작업을 다루었다. 1절은 <선(線)담쟁> 작업과 관련된 내용으

로, 먼저는 생명력의 상징적 소재인 담쟁이의 생장과 잎맥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어서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와 그 기법

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작업의 소재가 되는 나무의 상징과 개인적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

였으며, 이어서 재료로서의 족흔적과, 이를 활용한 기법에 대해 기

술하였다.

제Ⅳ장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인 

<build days>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1절에서는 시간의 축적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는 축적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과 연관된 내용

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표현한 다양한 재료들과 그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build days>의 주된 표현방법

이라고 할 수 있는‘쌓기(Build)' 의 의미와 이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벽돌의 형상, 채색기법에서의 쌓기인 중첩 등에 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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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한계와 결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주요어 : 크로노스(Chronos), 카이로스(Kairos), 

시간의 흔적, 시간의 축적, 쌓기(Build), 중첩

학  번 : 2012-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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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미하엘 엔데(Michael Ende, 1929~1995)의 『모모』는 본인에게 인

상적이고 흥미로웠던 소설로, 두고두고 반복하여 읽게 되는 책 중 하나

이다. 이 책의 부제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 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이다. 부제만으로도 추측 가

능한 이 소설의 내용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그 가치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본인은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모모를 회색신사

들로부터 지켜주는 세쿤두스 미누티오스 호라 박사의 대사 중 한 부분을 

인용하며 이 논문의 서두를 시작하고자 한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

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

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

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

도 느끼지 못하는, 눈멀고 귀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1)

이 구절을 읽고 ‘과연 시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스스

로에게 물었을 때,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슴 한편의 허전함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저자인 미하엘은 이 소

설을 통해 시간과 삶을 동일시하며 사랑으로 현재를 아낌없이 살라고 말

한다. 시간의 소중함, 삶의 유일성과 그에 대한 가치는 너무나 당연하고

도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적용하며 살

아가기란 쉽지 않기에, 시간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모모』를 비롯해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분야는 물론이고, 철학, 종교, 과학 분

1) Michael Ende, 『모모』, 한미희 옮김, (주)비룡소, 1999,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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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까지 다루게 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거의 이 모든 

분야 대부분의 시작은 시간과 삶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본인 역시 이 시대와 공간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이유와 

가치,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과 성찰, 깨달

음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인정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입에서 맴돌기만 하는 진리와 삶의 괴리감을 부정하기

도 하고, 순종함으로 체득하는 깨달음의 반복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

고 감사하곤 한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어느덧 변하게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시간이 답이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삼 실감하곤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에 실려 가는 삶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시간과 동행하는 삶의 지속이 중단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

므로 삶과 시간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다. 삶, 시간, 죽음, 생

명. 이는 결국 ‘존재(存在)’의 담론까지 이어지는 고찰로 동서양, 시대

를 막론하고 종교, 철학, 과학적 차원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순환적 시간2)과 직선적 시간으로 인식된다. 우리

는 이 두 관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달력과 시계의 

형식이 바로 순환적 시간의 대표적인 예이고, 태어남과 죽음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은 직선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태양과 달의 

순환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매일을 사는 동시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인

생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즉, 순환적 시간은 미시적이고, 직선

적 시간은 거시적인 것이다. 이렇듯 시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복합적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작업에서는 시간에 관한 두 인식 중, 신본

주의(神本主義)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직선적 시간관에 좀 더 집중하였

다. 

한편, 크로노스(Chronos,χρόνος)와 카이로스(Kairos,καιρός)

2) 원환적(圓環的) 시간이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순환적 시간으로 통일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 3 -

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다. 크로노스는 수평적, 직선적인 측정 가

능한 시간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 기회 혹은 초월적 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는 심리적 시간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이기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카이로스는 그러한 시

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성격의 시간인 셈이

다. 본인은 이러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를, 작업에서 다룬 시

간의 표상으로 차용하고자 했다. 즉, 과거의 흔적에 관한 시간을 크로노

스로, 현재와 미래를 카이로스 시간의 축적으로 은유함으로 본고를 구성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크로노스’, ‘현재와 미래=카이로스’

라는 식의 이분법적 분류가 아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바라본

다는 뜻에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인식한 것이고, 카이로스의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려는 의지를 표현하

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각 작업의 주제와 연결해보면, 

<선(線)담쟁>과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가 바로 크로노스적 시간의 흔

적이고, <build days>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표상을 기준으로 작성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작품제작의 기반이 되는 시간관

과 관련 개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는 시간의 일반적 인식인 순

환적, 직선적 시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본인의 작품과 밀접한 시간 

표상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비교 분석함으로 본고의 구성 근

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과 연관된 본인의 작업들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절은 <선(線)담쟁> 작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생명력

의 상징적 소재로서의 담쟁이와 그 잎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와 그 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

도록 하겠다. 2절에서는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작업의 소재가 되는 

나무의 상징과 개인적 의미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어서 재료로서의 족흔

적과, 이를 활용한 기법에 대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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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인 <build days> 

시리즈에 관한 내용이다. 1절에서는 카이로스 시간의 소재가 되는 축적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표현한 다

양한 재료들과 그 활용에 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절에서는 

<build days>의 주된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쌓기(Build)' 의 의미

와 이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벽돌의 형상 등에 관해 살펴보려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한계와 결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 본고를 마무

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어진 삶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풀

어낸 본인의 작업에 관한 글이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개

인의 회화 작업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

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간과 삶에 관한 개인적 깨달음을 표현한 본

인의 회화 창작 이유와도 일치한다. 지난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돌이켜보

고 앞으로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축적하고자, 잠시 머물러 정리하고 기억

하려는 또 하나의 ‘작업’인 셈이다. 

작품에 담았던 본인의 생각을 연구 논문으로 풀어내는 일은, 표현하고

자 하는 주제를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어라는 매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작업에 

이론적, 학술적 기반이 되어, 보다 객관적으로 작업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서로 다른 표현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함께 정리된 것 

역시 하나의 맥락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회화와 언어는 서로 다

른 표현매체이기에,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

만 본고를 통해 본인의 작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이후에 진행될 작업

의 가능성에 기대를 더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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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간의 인식과 표상

시간(時間)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3)는 시간에 대해 “만약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물음을 받고 해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모른다.”

라고 고백한 바 있다. 시간은 인간이 겪는 경험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경험의 하나로서, 오로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온갖 시도는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4) 시간이라는 어휘는 친근하게 

읽히고 사용되지만, 그 개념에 논리적 기준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려 하면 

본질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낯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사유와 함께 지속되

어 왔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시간에 관해 논하고, 많은 예술가

들은 시간을 주제로 다룬다. 필자 역시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시간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시간’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까.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존재도 아니

다. 각자의 존재는 어느새 ‘인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렴풋한 사유

(思惟)의 시작을 기억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자’한다. 즉, 스스로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며, 유한한 시간을 보다 깊고 길게 영위하고자 함이고, 이는 결국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것이지 않을까.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시간에 대한 

고찰은 본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음 역시 거부할 수 없

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논의와 연구, 창작활동은 끊이

지 않고 역사와 함께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3)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고대문화 최후의 위

인이었으며, 중세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하게 한 선구자였다. 주요 저서인《고백

록》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신과 영혼이었다. (참고: 위키백과)

4) Marie-Louise von Franz, 『시간이란』, 윤원철 옮김, 평단문화사, 201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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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회화 작업은 삶과 존재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본인의 

작업과 연결된다. 삶, 존재는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로, 각 단어의 의미 

역시 시간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합리적으로 정의하기 난해한 개념들이

다. 본인의 작업과 본 연구는 이런 개념들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그 의미에 대해 폭넓게 생각함으로 주어진 삶을 

누리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감상자로 하여금 함께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

를 바랄뿐이다. 때문에 본인은 이러한 개념들의 관계와 정의에 관해 논

하기 보다는 작업의 주제와 연관된 시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고

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회화 작업에 기반이 되는 시간관과 관련

된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시간의 일반적 인식

시간에 대한 연구는 먼 옛날부터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기에 이를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놓

은 사전을 보면 여러 표제어들과 어울려 있거나 여기저기 참조 표시를 

해 놓아 복잡할뿐더러, 지속이나 연속, 움직임, 변화 등 애매한 동의어들

로 위장되어 있게 마련이다.5) 이러한 시간을 굳이 구분해 보자면 크게 

과학, 종교, 철학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의 관

점 중, 과학적 차원에서 보는 시간은 천체의 주기적 운행과 그 주기의 

길이 측정과 관련된 우주론적-천체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일상

5) Étienne Klein, 『시간은 존재하는가?』, 김기윤 감수, 이수지 옮김, 민음사 출판

그룹 (주)황금가지, 200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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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도 가장 깊이 관련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 순환과 직선의 인식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농경 사회의 자연관에 기초한 그리

스적·동양적 시간이고, 후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삶에서 연원(淵

源)하는 시간이다.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나 두 가지 인식이 함께 

공존하기 마련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생활과 사고, 

사회적 환경과 종교, 종족의 차이 등을 통해 두 인식의 차이를 구명하곤 

한다. 하지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로 현재 우리는 이 두 관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달력과 시계의 형식은 

순환적 시간의 대표적 인식이고, 태어남과 죽음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은 바로 직선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태양과 달의 순환을 

기준으로 매일을 반복하는 순환적 시간에 사는 동시에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역사와 인생이라는 직선적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이는 시간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결된다. 미시적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순환적 시간

을 인식하는 것이고, 인생의 시작과 끝, 역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간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아 직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도 복합적으로 연관

된다. 이어서는 이러한 순환적 시간, 직선적 시간 각각에 관해 좀 더 깊

이 알아보고자 한다.

1) 순환적 시간

원(員)은 처음과 끝이 없는 형상으로, 흠 잡을 데 없이 조화롭고 완벽

한 형상으로 통해왔다. 시간이 무한대로 고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인류의 

위대한 신화에서, 몇몇 종교에서, 철학 유파에서, 그리고 더 나중에는 니

체의 철학에서 쉽게 우위를 차지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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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적 시간의 개념은 천체의 운행에 근거한다. 이는 천체의 운행이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천체의 운행은 계절의 순환

을 가능하게 하며, 동식물의 생활사에 영향을 끼친다. 순환적 시간관은 

제의적인 주기성에서도 발견되는데, 인도와 마야의 달력이 보여주는 영

겁(永劫)의 순환이나 꼬리를 물고 있는 뱀7)을 통해 시간의 영원회귀성

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역경 등에서도 보

편적 시간의 순환에 기초한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인도에서는 우주적 리

듬으로 구성된 순환적 시간관이 지배적이었

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간 안에서 

출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輪

廻)가 일어나고, 깨달음을 얻어 브라만과 합

일한 수행자나 불성을 체득한 불자만이 그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탈할 수 있

다.8) 이 외에도 여러 문화권에서 서로 조금

씩은 다르지만 이른바 ‘영원회귀’를 기반으로 하는 시간 개념이 종종 

발견된다. 한편, 물리적 시간의 관점에서도 순환적 인식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계가 처음부터 둥근 모양으

로 발명 된 이유 역시 이러한 순환적인 시간과 관련된다. 하루를 24시간

이라는 단위로 나눈 것과 더불어 1년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달력

의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6) Étienne Klein, 앞의 책, p.55.

7) 그리스어로 우로보로스(Ouroboros, ουροβóρος)라 하는 이 이미지([도판 1])는 고

대의 상징으로, 뱀이나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형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수세기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 상징은

윤회사상 또는 영원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특히 중세 연금술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참고: 위키백과)

8) Marie-Louise von Franz, 앞의 책, p.33.

[도판 1] 우로보로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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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적 시간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세계 공통력(曆)인 그레고리력은 

기독교 문화권을 바탕으로 예수가 탄생했다고 보는 해의 전과 후의 두 

시대로 나뉜다. 기원전을 뜻하는 B.C(Before Christ)와 기원후를 뜻하

는 라틴어인 A.D(Anno Domini)9)이다. 즉, ‘기원(基源)’은 그리스도

의 탄생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 종교의 책력이지만 세계적으로 역사를 

표시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개념인 것이다. 실제 의미와 

관련해서도 오류가 발견되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단점

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법 자체를 근본

적으로 바꾸거나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0년대

까지는 단기(檀紀, 단군 기원)를 사용하였고, 이웃인 일본 역시 단독적인 

연호를 사용해왔다. 이렇듯 형식은 다를지라도, 시간을 단위화해서 기록

하고, 계산하는 배경에는 직선적 시간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시간의 직선적 인식은 시간에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사상인 유대교,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으

로 바라본 것으로, 신에 의한 창조의 시점과 최후 심판의 종점 사이에 

흐르는 직선적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간관으로 본 역

사는 시작과 종말의 사이에서, 종말을 향해 진행된다. 이는 역사와 시간

의 일회성과 직선적 진행을 함축하는데, 이러한 시간의 방향은 근대 과

학적 사고에서도 발견된다.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 등의 학자들은 우

주의 무한성과 함께 시간 진행의 전향적(前向的) 방향 및 그 직선적 무

한 진행을 믿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생물학적 진화론이 크게 보급되고 

이와 함께 발전론적 역사관이 일반화됨에 따라, 근대적 시간 표상은 대

체로 선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앞에 있고 과거는 뒤에 있으며 

현재는 그 양자 사이의 한 점으로 간주되어 시간은 이 삼자를 잇는 선과 

같은 것으로 표상된다.10) 지금도 과학계에서는 시간의 직선적 개념이 일

9)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이다.

10)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2001,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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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언젠가는 죽

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직선적인 시간관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2. 시간의 두 가지 표상

앞에서는 시간에 관한 일반적 인식인 순환적, 직선적 시간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본인의 작품과 연관되는 구체적인 시간 표상과 관

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학문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론화 작업이 요

구되기 마련이기에, 문자나 상징 등의 기록 가능한 기호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그 대상과 기호 간의 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와 이론가는 언어라는 기호로서 연

구 대상을 정의하고, 설명해왔다.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언어

가 아닌 각 분야만의 독특한 기호로 대상과 관련된 그 무언가를 표현한

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절

을 통해 본인의 작업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언어적 기호 개념을 찾아 학

문적 근거를 제시하려 한다. 

본고를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본인은 시간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언급했다. 그는 시간과 인식과 관련하여 후기 저서인 『고백록』

중 시간과 영원에 대한 제 11권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가 만약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이고 과거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현재가 아니고 영원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마음속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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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새겨진 것으로서 과거의 현재인 기억, 현재의 현재인 직관 혹은 

지각, 미래의 현재인 기대로 이루어진다.11)

그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혹은 영혼-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몸은 물리적 시간을 살 수 밖에 없지만 마음은 심리적 시간을 살아야 한

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12)는 아우구스티누

스와는 다른 관점으로 시간을 정의했다. 그는 시간을 선후관계에 의해 

측정된 운동의 수로 여겼다. 즉, 물리적 관점으로 본 시간은 계산의 대상

인 ‘지금’의 연속일 뿐인 셈이다. 이러한 시간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

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이후 많은 철학자들의 연구의 근간이 되는 

주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인은 이 두 철학자 각각의 시간관을 주축으

로 본인의 작품의 이론적 바탕을 전개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의 표상으로 구분하였다. 바로 

‘크로노스(Chronos,χρόνος)’와‘카이로스(Kairos,καιρός)’인데, 

이 두 개념은 주로 남성의 형상으로, 크로노스는 노인, 카이로스는 젊은

이로 우의되곤 한다. 크로노스는 무한히 흘러가는,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적절한 순간, 기회 혹

은 초월적 순간을 의미하는 주관적이고도 심리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는 심리적 시간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적이고 일

반적인 시간이기에 객관적이라면, 카이로스는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선

택하고 활용하느냐와 관련된 주관적인 성격의 시간인 셈이다. 

본인은 이 두 단어의 함축적 의미와 상징을 작품 연구에 적극 활용하

고자 했다. 즉, 앞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관은 크로노스와 연결

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의식의 ‘현재’를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

11) 홍경실, 『베르그손의 철학』,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5, pp.146-147.

1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소크

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영향력있는 학자였으며, 그리스 철학

이 현재의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참고: 위키백과)



- 12 -

라보고자 함이 본 논문의 기반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들

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흔적’,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축적’이라는 

큰 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지나간 흔적을 크로노스

의 시간으로 바라보아 <선(線)담쟁>과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작업을 

다루었고, 시간의 축적이라는 주제의 작업인 <build days>는 카이로스적

인 현재와 미래로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각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은 이어지는 Ⅲ장과 Ⅳ장에서부터 다루기로 하고, 이어서는 시간의 두 

가지 표상이 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

보고자 한다.

1) 객관적 시간의 크로노스

크로노스(Chronos)는 이미 초기 그리스 시대부터 비슷한 이름과 철

자 때문에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Kronos)신과 혼동되고 동일시되

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농경과 계절의 신으로 

로마에서는 사투르누스(Saturn)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두 고대 문화에서 

크로노스(Kronos)가 크로노스(Chronos)와 동일시되면서 시간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시간의 상징인 긴 낫이나 모래시계, 유

리잔 등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그리스·로마의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연장자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늙은이의 모습을 하고 있

다. 그래서 고전의 대표 신들이 하늘의 천체로 연결될 때 사투르누스는 

가장 높고 가장 느린 혹성과 연결 되었다.13) 때문에 고전 미술에서 크로

노스나 사투르누스는 완벽함 위엄을 갖추면서도 우울하고 침울한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현대의 문예적 표현으로, ‘사투르누스적(Saturnine)’

이라는 표현이 음침함, 침울함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이는 혹성들 가운데 가장 차갑고 건조하고 느린 사투르누스

13) Erwin Panofsky, 『도상해석학 연구』, 이한순 옮김, (주)시공사, 2001,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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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노년, 비참한 빈곤, 죽음 등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죽음의 도상 역시 사투르누스처럼 작은 낫이나 큰 낫을 들고 등장한다. 

또한 농경, 계절의 신인 사투르누스가 홍수나 기근 등의 재난을 야기하

는 장본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종교적 숭배 관습이 점차 해체되어 마침내 철학적 공론으로 

대체되었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로노스(Kronos)와 크로노스

(Chronos)가 우연히 지녔던 유사성으로 두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쓰이

고, 실제로도 특징을 일부 공유하게 되었다.

크로노스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점성학 관련 그림들에서 그의 

비우호적인 의미들이 강조되었다. 또한 문헌적 근거만으로 성립되고 전

개된 신화해설서의 세밀화에서는 유독 그를 끔찍하고 불쾌한 대상으로 

묘사했다. 삽화가들은 거세 과정이나 아이를 산 채로 먹어 삼키는 행위

를 서슴없이 묘사했는데, 고전 미술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식인 풍습의 이미지는 후기 중세 미술에서 고정적 유형으로 

[도판 3] 프란시스코 고야 
(Francisco de Goya),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Saturn Devouring His Son)>, 

1819~1823년

[도판 2] 프란츠 이그나츠 귄터
(Franz Ignaz Günther), <시간(time)>, 

1765~17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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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점성학 그림과 융합되어 때로는 거세 장면

과 아이를 잡아먹는 모습이 결합하거나 먹는 행위와 목발 모티브가 연결

된 경우를 접하게 된다.14) 신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자식들을 삼켜버

렸기 때문이다. 이는 고야의 유명한 그림 <아들을 삼키는 사투르누스>

([도판 3] 참고)에서 생생하게 잘 그려졌다.15)  

한편, 크로노스는 프랑스어 ‘Chronologie’의 번역어로, ‘시간의 

학문’, 연대학(年代學)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에 있어서 연대학은 그 과거의 시간적 위치나 상호간의 시간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오래된 과거의 사건 중, 숫자로서의 연대로 표시가 불가

능한 사건이나 사상에 대해 상호간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상대

적 연대가 사용되어 왔다. 20세기에는 물리화학적 기반으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이 개발되면서 절대연대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오랜 

시간이라는 변수 속에서 상대연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한다. 

2) 주관적 시간의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인간의 삶이나 우주의 발전 과정에서 전환점을 기록하는 

짧고 결정적인 순간의 의미로, 다시 말해 적절한 시간, 기회 등을 상징하

는 단어이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회’로 알려진 인물 모티브로 

표현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크로노스는 노인으로 표현되는 반면, 

카이로스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는 어깨와 발목에 날개를 달

아 잽싸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로마 신화의 헤르메

스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카이로스는 주로 기회의 상징

물인 저울과 함께 표현된다. 이는 애초에 면도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

14) Erwin Panofsky, 앞의 책, p.145.

15) Harald Weinrich, 『시간 추적자들』, 김태희 옮김, 황소자리 출판사, 2008,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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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묘사되어오다가, 나중에는 바퀴라는 상징물이 더 첨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 카이로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거의 

대머리에 가깝게 깎여버린 머리칼이다. 이는 속담이나 시를 통해 표현되

어온 ‘기회’의 특징을 은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뒷머리는 

대머리지만 이마 쪽 머리칼이 남아 있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이 그를 놓

치지 않으려면, 그 신의 정면에서 머리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지 못하면 인간의 손은 신의 미끌미끌한 뒷머리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그러면 적절한 시간을 놓치게 되어 결국 기회는 미끄러져 사라

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16)

이렇듯 기회의 신의 상징인 카이로스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구제사적(救濟史的) 개념이기도 하다. 즉 신의 구제 계획의 중

심이 되는 사건을 카이로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령 이스라엘 민

족의 출애굽,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메시아인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최후의 심판, 종말까지 역사 전체의 의미를 

16) Harald Weinrich, 앞의 책, p.165.

[도판 4] <카이로스(Kairos)>, 
트로기르(Trogir) 유물 복원품

 

[도판 5] 프란체스코 살비아티
(Francesco Salviati), <카이로
스(Kairos)>, 1552~15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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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각각의 시점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로스는 신의 지상에

의 강림 혹은 신의 영원한 세계가 지상의 덧없는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

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유대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

음과 부활은 인류를 위해 대속한 대표적인 카이로스이다.17) 메시아인 예

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역사의 의미가 결정

된 것이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kratēs, 

BC460~377추정)의 이름으로 전승되는 수많은 저술 중 『금언집』의 

서두에는 “생은 짧고, 기예는 길다.18)”라는 경구가 등장한다. 여기에

서 ‘기예(Ars, art)’는 문맥상 의술을 뜻하는 ‘기술(Techne)’로서

의 해석이 어울리지만, 오늘날에는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분야에서 자

주 인용되는 어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 이후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기회는 덧없고, 실험은 위험하고, 판단은 어렵다.19) 

그는 첫 문장에서 인생과 기예간의 크로노스적인 비대칭성을 주장하

자마자, 곧 동일한 의학적 문맥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끌어들

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쉽게 지나가는 인생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어

떤 의미로는 크로노스적 시간의 본성을 더욱 빠듯하게 만드는 것이다.20) 

그렇다. 크로노스의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도 실은 눈 깜짝할 사이

에 지나간다. ‘시간은 나이에 비례한다.’는 표현 역시 괜히 생겨난 말

이 아니다. 또한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

지만 이렇게 체감되는 시간에 대해서, 이 장을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조

17) 소광희, 앞의 책, p.84.

18) “Ars longa Vita brevis.”(라틴어)

19) “Occasio Praeceps Experimentum Periculosum, Iudicium Difficile.”(라틴어)

20) 소광희, 앞의 책,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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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여러 철학자들의 다양한 시간관과 인식, 

그리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등의 개념을 통해 막연하게 접근했던 본인

의 생각에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어지는 장에서부

터는 본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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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간의 흔적과 삶의 표현

오감(五感)이란 다양한 감각을 신체에 있는 감각수용기의 종류로 구

분한 것이다. 이 중 ‘시각’을 통해 파악한 이미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래서인지 시각에는 본래 가치 이상의 절대적 권위가 부여

된 것 같다. 하지만 시각이란 원초적이고 직관적일 뿐, 그에 대한 객관성

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본 것에 대한 것은 객관

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직관적이고도 주관적인 시각은 본인에

게 더욱 특별한 감각으로 다가온다. 본인은 시각에 대한 자극이 예민한 

편이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세심한 관찰을 하곤 했고, 관

찰한 대상을 평면에 재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그림을 전공하고 이를 

탐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관찰하며 시각적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담던 중 본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자연물(自然物)이었다. 

자연은 너무나 익숙하면서 막연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길가의 들

풀이나 가로수, 낮은 언덕부터 광활한 대자연까지, 우리는 자연을 극복하

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종종 그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

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곤 한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주기도 하며, 소소한 쉼과 안식, 때로는 경외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본인은 종종 자연물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로 보여 진

다는 로마서의 한 구절21)을 떠올리곤 한다. 

이러한 자연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술 작품의 주된 소재이자 

주제가 되어왔다. 본인에게도 어느 날 문득, 매일 스치던 자연물 중 담쟁

21)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의 일부,

개역개정판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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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나무라는 대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 시작은 바라봄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담쟁이를 바라보았을 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생장에서 생명력을 보았다. 작은 잎들이 온 벽을 덮기까지, 그렇게 자라

가는 담쟁이의 삶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존

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작업이 바로 <線담

쟁>이었다. 한편, 그 흔한 가로수에서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자라가는 나

무의 줄기와 가지에서 인생의 길을 겹쳐 보게 되었고, 이를 표현한 것이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작업이다. 본인은 담쟁이와 나무라는 자연물의 

속성에서 객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들 자연물은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영위하

고 다스릴지 고민하는 우리네 삶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즉, 주어진 시간을 있는 그대로 영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시

간의 개념을 은유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물로부

터 느낀 생명력(담쟁이), 인생의 길(나무)을 ‘크로노스 시간의 흔적’

이라는 맥락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본인이 바라본 대상으로서의 자연물

은 이들이 살아온 시간의 결과이자 시간의 흔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렇게 도출한 시간의 흔적, 크로노스는 자연물을 바라봄으로 시작된 

작업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통분모가 되어, 이번 장을 이루는데 1절에

서는 <線담쟁>, 2절에서는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의 소재와 표현기법

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선(線)담쟁>의 소재와 표현기법

중국의 철학과 예술이론 중에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바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것이다. 돌 하나를 들어 높은 산을 알고,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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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다가왔음을 안다. 한 떨기 작은 꽃의 

속삭임이 세계의 오묘한 비밀을 드러내고, 한 줄기 대나무 잎의 흔들림

에서 대천세계의 소식을 알아낸다. 소위 한 떨기 꽃은 하나의 세계요, 풀 

한 포기는 하나의 천국이다.22) 북송(北宋)의 소식(蘇軾, 1037~1101)

은 언릉왕(鄢陵王)의 절지화(折枝畵)를 논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

다.

누가 한 점 붉은 색을 말하면서 끝없는 봄을 끌어다 풀었는가.23) 

한 점 붉은 색은 바로 끝없는 세계다. 화가는 결코 마술사가 아닌데, 

어찌 한 편의 춘색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 화가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필

체로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생명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린 것

은 꽃이지만, 뜻은 꽃에 있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풍부한 체험세계에 

있다. 소식은 그림을 논하는 시에서 “붓 끝에 우연히 미세한 티끌 하나

가 모이니, 계곡과 산 어디인들 이것이 아니리오.24)”라 했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에 끝없는 계곡과 산이 드러나니, 붓으로 직접 무한한 계곡

과 산을 그릴 필요가 없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은 바로 하나의 원만한 

세계다.25) 이러한 시각은 소식 외에도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과 

감상에서, 그리고 예술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본인

도 담쟁이를 통해 삶과 생명, 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한낱 작고 흔한 식

물일지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대한 생명력에서, 시간에 순응하며 하

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연적 생장의 삶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절에

서는 본인의  <선(線)담쟁> 작업의 소재인 담쟁이와 이를 표현한 재료

기법 등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22) 朱良志, 『미학으로 동양 인문학을 꿰뚫다』, 신원봉 옮김, (주)알마, 2006, p.358.

23) “誰言一點紅, 解寄無邊春”,「서 언릉왕주부소화절지이수(書 鄢陵王主簿所畵折枝

二首 : 언릉의 왕주부가 그린 절지화에 쓴 두 편의 시)」

24) “毫端偶集一微塵, 何處溪山非此身”, <서와진경화(書王晉卿畵)> 『소시보주(蘇詩

補注)』 권33.

25) 朱良志, 위의 책,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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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장의 상징으로서의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26)

위의 글은 도종환(都鍾煥, 1954~)의 시, ‘담쟁이’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쟁이는 포도과에 속하는 덩굴나무로, 줄기에 덩굴손

이 있기 때문에 담벼락이나 암벽, 나무줄기 등에 달라붙어 올라가는 특

징과 공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는 이유로 황폐된 절사지나 벽면 

녹화 등의 조경에 활용되곤 한다. 때문에 도시의 많은 벽면에서 담쟁이

가 심심찮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담쟁이를 보았다. 벽이나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자라가고, 온 주변을 덮어버리던 담쟁이는 그 생명을 

다하더라도 존재했던 흔적을 남겨둔다. 생장이 멈춰 잎은 말라 비틀어져 

바닥에 떨어져 바스라지지만, 줄기들은 여전히 벽에 붙어있는 것이다. 마

른 줄기는 여전히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이러한 줄기

마저 사라지더라도, 벽을 타고 올라가던 덩굴손의 자국들([도판 6] 참

26) 도종환, 『담쟁이-도종환 시선집』, 시인생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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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 남아 담쟁이의 흔적이 된다. 이러한 담쟁이와 그 흔적들을 보았을 

때, 새삼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위를 향해 자라나고, 뻗어 나

가는 담쟁이의 생장을 통해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존재와 그의 시간을 볼 

수 있었고, 생장이 멈춘 줄기나 덩굴손의 자국에서는 여전히 그 생명을 

기억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담쟁이의 모습들과 벽을 타

고 자라나는 확장력, 잎사귀의 촘촘한 잎맥에서 작지만 거대한 생명력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그저 사실

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행위와 방법을 통해서도 의미를 

담고자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출발한 작업이 바로 <선(線)담쟁> 시

리즈이다. 

<선(線)담쟁>의 담쟁이는 화폭을 타고 올라가는 조형적 담쟁이다. 있

는 그대로를 묘사하기보다는 담쟁이의 생장을 더욱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때문에 담쟁이의 형상을 드러내되, 기법 자체

가 그 생장표현의 주된 요소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야 했다. 다시 담쟁이를 관찰했다. 이전에는 그 줄기와 잎의 뻗어나감과 

자라남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길, 잎맥을 볼 수 있

었다. 잎맥은 뿌리로부터 생장점의 끝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사람으로 본

다면 혈관과도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해 생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명

[도판 6] 덩굴손과 덩굴손의 흔적 사진, 2010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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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잎맥에서 선(線)적 표현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리고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는 선으로 잎맥을 묘사하여 조형적으로 담쟁

이를 엮고자 했다.  

2) 선(線)과 생명의 흐름 표현

담쟁이를 바라봄으로 시작된 생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생명

력을 은유하는 잎맥, 그리고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이끌어 냈다. 담쟁이의 

생명력을 선으로 치환(置換)함에 앞서, 표현하고자 하는 선의 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동양 회화에서 선(線)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 조형언어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형상과 형태를 구분하는 수단 

이상으로 작가의 용필능력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본인은 담쟁이의 잎

맥을 그저 단순한 재현으로서의 선이 아닌, 생명력을 은유하는 선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때문에 작업에서 사용한 선묘의 설명에 앞서, 먼저 전

통적으로 인식되어온 선에 관한 화론을 간단하게나마 서술하고, 이를 통

해 본인이 사용한 조형언어로서의 선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한다.

동양회화에서의 선

선(線)은 회화부분에서 보통 색(色), 면(面)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다뤄진다. 하지만 이는 서구의 분석적이고 합리

적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의로, 선에 대한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에서 선은 형태를 드러내는 역할과 더불어 작가의 내면의 

힘과 사상, 정신까지 드러내는 표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필묵(筆

墨)이라는 재료로 인한 효과로, 모필(毛筆)에 의한 선묘는 그 표현의 범

위가 광대하여 그 자체에 많은 조형적 요소를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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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伏犧)가 처음으로 팔괘(八卦)를 그어서, 우주만물의 형상을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그림이 시작되었다’는 중국회화의 발생기

원설에는, 획(劃)으로부터 회화가 발달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긋는 것(劃) = 그림(畵)’의 의미에서 보자면, 면(面)을 해석하는 재

료보다도 대상을 선(線)으로써 해석해 내기 위한 용구가 더 필요했을 것

이다. ‘필묵인온(筆墨氤氳, 필묵이 통합적 기능으로 묶여 있어 떨어지지 

않음)’, ‘필묵음양(筆墨陰陽, 필이 동하여 양이 되고 묵이 이를 받아 

음이 됨)’이라는 어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筆)과 묵(墨)은 상이

한 구조와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원적 통합의 재료인데, 그 선후차에 있

어서 ‘묵필(墨筆)’이 아니라 ‘필묵(筆墨)’인 점만 보아도 선적 사고

가 중국회화의 주형의식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으로 발아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27)

한편 회화에서 선과 필묵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육조시대 남

제(南齊, 479~502)의 사혁(謝赫, ?~?)이 그의 저서 『고화품록(古畵品

錄)』에서 정리한 화육법(畵六法)28)의 두 번째 항목인‘골법용필(骨法

用筆)’에서부터이다. 이는 붓을 쓰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수련하고 단련

한 능력이 있어야 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29), 이는 화가의 선

을 통해 용필의 능력인 필력(筆力)을 평가한다는 기준인 셈이다. 한편,  

당말오대(唐末五代)의 화가, 형호(荊浩, ?~?)는 『필법기(筆法記)』에서 

사혁이 언급한 골법용필론을 계승, 발전시킨 화론인 ‘육요(六要)30)’에 

27) 김병종, 『중국회화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102-103.

28) 중국 회화사상 최초의 화론서인 사혁의 『고화품록(古畵品錄)』서문에 제시된,

회화에서 중요시 되어야하는 여섯 가지의 기준이다. 순서대로 기운생동(氣韻生

動),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隨類賦彩), 경영위치(經營

位置), 전이모사(傳移模寫) 이다.

“畫有六法, 一曰氣韻生動, 二曰骨法用筆, 三曰應物象形, 四曰隨類賦彩, 五曰經營位

置, 六曰傳模移寫” 謝赫, 『古畵品錄』. (참고: 張彥遠, 『역대명화기上』, (주)시공

사, 2008, p.81.)

29) 葛路,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 돌베개, 2010, p.88.

30) 산수화 창작에 요구되는 여섯 가지의 사항을 일컫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비평의

기준이다. 기(氣), 운(韻), 사(思), 경(景), 필(筆), 묵(墨) 순이다.

“夫畵有六要：一曰氣, 二曰韻, 三曰思, 四曰景, 五曰筆, 六曰墨“ 荊浩, 『筆法記』.

(참고: 葛路, 위의 책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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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하였다. 그가 제시한 육요는 산수화 창작을 위한 여섯 가지 기준

으로, 사혁이 인물화에 근거해 제시했던 화육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혁의 육법은 단지 골법용필만을 말했을 뿐 용묵(用墨)에 대해서

는 제시하지 않았다. 후대의 몇몇의 학자들은 골법용필이 용묵을 포괄한

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골법용필에는 먹

의 농도, 질감 등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묵은 물체의 입체

감과 명암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돌을 표현할 때 빛을 받는 면은 묽게 해야 하고 빛을 등진 면

은 짙게 해야 하니, 대상의 색채와 깊고 얕음에 근거해 용묵을 변화시킴

으로써 묵법이 실제로 채색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혹자는 

이를 색채의 풍부함이라고 말한다.31) 그러나 육요는 확실히 육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니, 산수화의 특수한 요구와 형호 자신의 창작 실천에 근

거해 육법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육법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32) 즉, 중국 고대에서 형호는 처음으로 필묵을 다 같이 중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양회화에서 선이란, 붓과 먹의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화가

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선은 표현하는 

대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인물화에서는 18묘법(妙法)33), 산수화에서는 

20종 이상의 준법(皴法)34)으로 양식화되어 현재까지도 동양화의 기본 

31) 葛路, 앞의 책, p.182.

32) 葛路, 앞의 책, p.176.

33) 인물화에서 의습선을 표현하는 18가지의 법식이다. 대표적으로 고고유사(高古遊

絲), 철선(鐵線), 금현(琴絃), 행운유수(行雲流水), 마황(馬蝗), 정두서미(釘頭鼠尾),

혼(混), 궐두(撅頭), 조의(曹衣), 절로(折盧), 유엽(柳葉), 죽엽(竹葉), 전필수문(戰筆

水文), 감필(減筆), 고엽(枯葉), 구인(蚯蚓), 감람(橄欖), 조핵(棗核) 등이 있다. 명

대에는 전통 존중의 형식주의가 강해져 화법의 규격화가 성행하였는데, 이들 묘

법 역시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참고: 김성희, 「조선후기 회화기법

연구 : 인물화 묘법과 산수화 준법 및 수지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7-21.)

34) 산수화에서 산과 돌의 생김새와 그 특징을 표현하는 필묵을 양식적으로 구분하

면서 생겨난 용어로, 오대(五代)에서 송대(宋代)에 걸쳐진 시기에 그 근간이 형성

되었다. 대표적으로 20여종의 준법들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진

경산수화의 대가인 정선(鄭敾)이 대나무 빗자루로 쓸어내리는듯한 평행집선준(平

行集線皴), 이른바 겸재준(謙齋皴)을 창시하여 사용하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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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으로 교육되고 실습되고 있다.  

생명력의 은유적 선묘

담쟁이의 잎맥을 표현하기 위해 참고한 선은 철선묘(鐵線描)이다. 철

선묘는 인물화의 18묘법 중 필치에 표출성이 없고 일정 속도, 같은 굵기

로 표현된 선묘법으로, 선의 질감이 철사와 같이 딱딱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선을 참고한 연유는 

비록 단조롭고, 건조한 느낌의 선일지라도, 잎맥의 엮임과 짜임으로 생동

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선의 형

태, 두께 변화, 농담으로 인한 변화로 전달될 수 있는 느낌을 최소화시키

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선의 표현으로 엮은 담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의 잎이 중첩되고, 수많은 줄기가 화면을 분할하므로 조형적 구

성을 위해서는 선의 강약과 농담변화가 불가결했다. 때문에 본인은 사용

하는 먹의 농도를 10단계 정도로 구분하여 표현에 활용했다.

한편 본인은 <선(線)담쟁> 작업 시기에 다양한 재료를 혼용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본 작업에서 전통적인 모필이 아닌 안

료를 찍어 쓰는 펜을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기록이 시작된 때부터 역사시대라 일컫는 것처럼, 필기구의 발전으로 

인류사의 기록과 보존, 전승이 가능해진 것이다. 붓은 펜 이후에 제작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3대 문자 체계인 메소포타미

아의 설형(쐐기)문자, 이집트의 상형문자, 중국의 갑골문자 모두 어딘가

에 새겨진 문자로 ‘새기는(파는) 도구’의 형태가 안료(顔料)의 개발과 

함께 이를 찍어 쓰는 펜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측한다. 앞선 설명에서 동

양의 선은 필묵이라는 재료와 함께 주요한 조형요소로 발전하게 되었음

을 서술했다. 동양 회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線)이 주된 요소인 작

업에 모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일탈이었을 것이다. 이는 당연

의 산하를 독창적으로 조형해냈다. (참고: 김성희, 앞의 논문,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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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인 필묵과 선에 대한 실험적인 접근이었다. 붓이 등장하기 전의 

기록 도구의 상징으로 펜을 활용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특별하고 흥미로

운 시도였던 셈이다. 한편, 펜으로 표현한 선의 질감은 단조롭고 건조한 

느낌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펜촉은 얇고 뾰족한 금속의 도

구로써, 한지의 섬유질에 걸려 튕기거나 머무르게 되는 현상을 종종 경

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침이나 아교포수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얇

은 순지보다는 장지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작업의 주된 표현 요소는 선이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결국 점, 선, 면의 조형적 구성이었다. 조형의 기본

적 구성 요소만을 활용한 이 담쟁이 작업은 어떤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의 표면만을 옮기는 것이 아닌, 대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사의

(寫意)적 작업이었기에 본 그림에 앞서 구성하는 단계가 많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담쟁이의 다양한 모습을 사생(寫生)하고 기록해둔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하여 화면 구성에 활용하였다.  

[도판 7] <선(線)담쟁> 작업에 사용한 주요 도구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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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의 소재와 표현기법

앞 절에서 설명한 <선(線)담쟁> 작업은 대상을 바라봄으로 얻게 된 

사유의 이미지를 표현한 내러티브35)를 갖고 있다. 즉, <선(線)담쟁>의 

내러티브는 담쟁이를 바라봄으로부터 깨달은 생각과 느낌, 떠오른 영감

을 선묘로 은유하여 표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대상

으로서의 자연물인 나무로 확장되었다. 실은 앞선 작업의 담쟁이도 ‘덩

굴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식물학적 분류로는 나무에 속하는 자연물이

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에서 담쟁이와 나무라는 소재는 각각 담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담쟁이와 나무를 구분하여 서술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나무라는 소재로 확장된 작업인 <흔

적 속 나무형상 찾기>에 대한 서술을 하고자 한다. 먼저는 소재가 되는 

나무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나무는 예로부터 많은 예술작품에서 등장하

는 대상이다. 특히 산수화의 주된 대상이자 형상이 되는 나무의 표현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수지법(樹枝法)36) 또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는 산수화 표현기법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개자원화보(芥子園畵譜)를 

통해 기록,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나무라는 소재에 대해 알아본 뒤, 본 

작업에서 사용한 재료와 기법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35) 내러티브(narrative)란 실화나 허구의 사건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인 형식

을 뜻하는 어휘개념으로, 설명 또는 기술(writing)이라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말이다. ‘말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narrare”에

서 유래한 단어로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인

과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적 사건들의 연결을 의미하며 문학이나 연극, 영

화와 같은 예술 텍스트에서는 이야기를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 동원되는 다양한

전략, 관습, 코드, 형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필자는 본인의 작업의 구

상, 전개과정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36) 산수화에서 특히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산수화가 흥성하게 되는 당(唐), 송

대(宋代) 이후 각 화가들의 수지법은 시대를 내려오며 하나의 모본으로 참고 되

고 양식화되었다. 이러한 수지법이 각종 법식으로 정리되고 명명되는 것은 대체

로 명(明), 청대(淸代)에 와서 성행하게 된다. (참고: 김성희, 앞의 논문,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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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닮은 나무

나무를 본다. 은행나무, 벚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름 모를 가로수의 

나무들까지. 나무는 너무나 익숙하고 가까운 삶의 주변에 항상 있어왔다. 

나무는 자연물 중에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예술작품의 단골 소

재가 되어 왔다.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나무를 소재로 작업을 하곤 한

다. 이렇듯 그 대상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예술이 되는 소재, 나무에서 본

인은 인생(人生)을 겹쳐 보았다.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 자라나는 나무는 자연물 중 가장 풍부하며 광

범위한 상징을 가진다. 인류 문화의 모든 시대와 지역에 걸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들은 크게 중심축, 생명과 풍요, 원조(元祖)

적 이미지(계통수)로 나눌 수 있다. 수목은 뿌리가 지하에 뻗치고, 나뭇

가지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많은 민족 문화에서는 이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우주축(세계축, Axis Mundi)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우주축

의 관념은 BC4000년경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수목 외에도 기둥, 봉, 탑, 

산은 모두 이 상징을 공유한다. 한편, 나무는 또한 지모신(地母神)이 가

진 풍요로운 생산력의 상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우주축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적(元祖的) 이미지인 계통수는 민

족 또는 가족의 신비적 근원의 상징이 된다. 많은 민족에서 나무는 아버

지나 어머니와 동일시되는데, 그 예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11장에 등장

하는 ‘이새의 나무37)’는 유대인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중세  

회화에서 많이 다루어진 이미지이다.

이렇듯 나무라는 존재의 여러 상징을 통해 본인이 나무를 통해 인식

했던 다양한 깨달음이 자의적 감흥만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를 향해 자라는 생장은 자연물의 일반적인 속성일 것이다. 하지만 유

독 나무는 그 수직 지향적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신장의 높이를 훌쩍 넘어서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자면 어느새 그 

37)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 개역개정판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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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로 하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광대한 하늘 

아래에 작은 존재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결국 본인에게 나무란 하

늘을 향하도록 시선을 이끌어주는 매개이다. 또한 하늘을 향해 팔을 벌

리고 서 있는 사람 같은 모습에서 조물주를 찬양하는 형상을 상상하게끔 

하는 매체가 되기도 했다. 

때로는 그 자체로 경이로울 수 있는 자연에서 사람과 닮아 보이는 형

상으로서의 나무를 바라보게 된 후로, 본인에게 나무는 더욱 특별한 존

재가 되었다. 높고 넓게 퍼져나가는 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그 그림

자, 그리고 이와 엮인 소소한 경험들은 순간의 감성과 섞여 의미 있는 

소재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나무를 통해 삶과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

다. 줄기와 가지의 형상으로 인생의 길을 나타내기로 한 것이다. 즉, 어

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위해 노력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나무의 수직 지향성으로 은유하기로 했다. 

위를 향해 자라는 나무의 속성으로부터 연상하게 된 사람 삶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축적되는 시간과 경험, 

어디론가 향하는 방향 등을 상징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

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을 삶의 흔적(痕跡)이라 여기고, 이를 은유하

는 상징적 재료와 표현 기법으로서의 흔적, 직접적인 자국을 작업에 활

용하게 되었다. 

2) 족흔적과 나무형상 표현

이제 나무라는 소재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는지 사용한 표현 방

법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앞 절에서 본 <선(線)담쟁>의 경우에는 담

쟁이 잎맥의 선적 요소를 차용하여 철선묘법의 선질을 먹과 펜을 사용하

여 소재로부터 얻은 주제를 표현했다.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에서도 

이러한 내러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먼저는 재료가 되는 삶의 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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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족흔적(足痕跡)에 대한 서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자국들이 만들어낸 우연적 바탕 속에서 나무라는 소재의 형상을 축출해

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삶의 기록, 족흔적

분주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무수한 족적(足跡)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쌓이고 있다. 아랍 지역의 사막에서 살아온 유목민

족인 베두인(Bedouin)족(族)38)은 발자국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는 물론, 

성별, 여자일 경우에는 임신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베두인족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능력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추

리물을 보기만 하더라도, 발자국은 의외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자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타이어 자국, 지문 등을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흔

적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인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족흔

38) 아랍어로는 바다위(badawi)라고 하며 '사막에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아라

비아 반도와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방, 이집트 시나이 반도 등 건조 사막지대에

약 300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복장인 하얀 디슈다샤 차림으로 모래

를 걷는 부유하고 선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낙타를 몰고 오아시스를 찾

아다니는 우아한 부족'이라고도 불린다. (참고: 위키백과)

[도판 8] 다양한 발자국과 타이어자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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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足痕迹)을 작업의 재료이자 조형언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숨을 내쉬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계속 내뱉고 생성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족흔적은 삶의 파편으로 지나온 삶

을 은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흔적은 결국 스스로 인식하

지 못하기도 하는 이미 지나간 시간, 즉, 크로노스의 의미와도 상응된다. 

이러한 자국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그림의 바탕을 실제로 사람

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그들의 흔적을 담고자 했다. 실은 작

[도판 9] 먹이나 색을 입힌 습지로 찍은 발자국 위에 목탄으로 그린 습작들 부분 

[도판10] 먹을 입힌 습지로 찍은 타이어 자국 위에 먹으로 그린 습작들 부분



- 33 -

업 초반에는 족흔적을 직접 바탕에 담기보다는 바탕지 위에 색이나 먹을 

입힌 습지를 겹쳐 흔적의 형상만을 찍으려 했다.([도판9]과 [도판10] 

참고) 하지만 그렇게 진행한 밑 작업은 족흔적의 우연적인 효과가 현격

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 먹지의 역할을 하는 색을 입힌 종이를 설치할 

때, 결과물의 조형적 이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밑 작업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의도된 설정이나 연출의 한계에서, 표현에 

관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도한 방법이 바로 족흔

적을 직접 담아는 것이었다. 물론 이 방법 역시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는 않았다. 사용하던 바탕지인 장지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본 

작업의 바탕재, 짜임이 굵고 질긴 광목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찍힌 자국들은 바탕의 설치 시간에 따라 겹치고 

쌓이고 뭉개져 형태가 불분명한 것과 분명히 두드러지는 것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그 찍힌 자국들이 밀

집 되어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는 현상 또한 볼 수 있

었다. 희미하고 의미 없는 것 같으나 쌓이고 쌓인 시간, 때로는 선명하게 

기억되는 경험, 흔적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어제의 파편(破片)이다. 

인도(人道)에 설치한 바탕에는 주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히기 마련이

다. 때문에 도로에도 천을 설치하여 자전거 바퀴나 승용차의 타이어 자

국도 담아 작업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된 타이어 자국은 사람의 발자

국과는 또 다른 삶의 단면-속도감, 분주함 등-을 상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흔적을 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혹

자는 설치를 통한 흔적의 기록과 관련된 작업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은 대상을 통한 사고의 시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

에 그 흔적들을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도출이 필요했다. 이는 그 대상으

로부터 느낀 생각과 깨달음을 회화로 표현해냄으로 감상자에게 이를 전

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족흔적과 지나간 

과거의 파편,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담은 이 바탕에서, 나무라는 소재

가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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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과 나무형상

너무나 많은 것을 담은 바탕이 만들어졌다. 무수히 찍힌 자국들의 재

료는 말 그대로 삶의 흔적이다. 더러운 먼지는 물론, 대도시의 공해물질, 

버려진 쓰레기들의 파편들까지, 이러한 ‘때’로 찍힌 수많은 족흔적의 

기록으로 삶의 길을 나타내고자 했고 바로 여기에 나무의 역할이 드러난

다. 바로 화면에 무수히 찍힌 흔적, 자국들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나무의 

형상을 찾는 작업단계가 진행된 것이다. 즉, 우연적으로 찍힌 흔적에서 

나무의 형상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삶의 길,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

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는 취할 것을 더 진하게 강조하는 것이었다. 새로

운 형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무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이미 바

탕에 찍힌 많은 자국들의 명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 자국

과 이질감 없는 표현을 위해 사용한 재료는 바로 목탄이었다. 여러 가지 

색이 혼색되면 결국 검은빛을 띄게 되는 것처럼, 여러 자국들의 흔적의 

재료-먼지, 때 등- 역시 어두운 색이었다. 또한 색감과 더불어 주의를 

[도판11]【작품 8】<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_도서관>, 2010 의 
제작과정 중 바탕재인 광목을 바닥에 설치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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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인 부분은 자국의 질감인데, 이는 습식재료보다는 건식재료와 어울

리는 것이었다. 

한편, 나무를 태워 얻은 숯인 목탄은 아마 최초의 건식 재료 중 하나

였을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며 다양한 필요에 의해 여러 재료가 개발되

었고, 현재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건식 재료로는 연필, 콩테 등이 

있다. 이들에 비해 목탄은 조금은 불편한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목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무른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말 그대로

의 ‘목탄(木炭)’부터, 연필이나 스틱 형태로 압축되어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것까지 말이다. 본인은 이러한 다양한 목탄재료 중에서도 원초

적인 형태의 목탄에 집중하고자 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나무의 재료로 나무 형상을 드러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결

과적으로도 족흔적의 자국들과 목탄은 꽤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의도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도판12]【작품 7】<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_타이어>, 2010 의 예 
타이어 자국만 찍힌 상태의 이미지(위)와 완성 이미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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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線)담쟁>과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작업에 대해 서

술하였다. 두 작업은 자연물이라는 소재로부터 시작된 내러티브에서 그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자연물의 생장이 자연적 순환과 시간에 순응

하며 자라나는 점에서 매일매일 동일하게 반복되는, 크로노스 시간의 객

관적 특성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線)담쟁>의 경우, 작은 잎

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어느새 큰 벽을 모두 덮어버리는, 작고도 거대한 

생명력에서 꾸준한 반복과 시간의 축적인 크로노스를 볼 수 있었다. <흔

적 속 나무형상 찾기> 작업의 나무와 인생의 방향, 그 길에 관한 표현에

서는 무수히 찍힌 족흔적의 우연적 축적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양을 통

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축적되는 시간의 

흔적, 즉 크로노스의 축적으로 형성되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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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간의 축적과 삶의 표현

앞 장에서는 크로노스 시간으로 엮은 본인의 작업들에 대해 살펴보았

다. 담쟁이의 생명력을 선으로 표현하고, 흔적 속에서 나무형상을 찾음으

로 삶의 방향과 그 길을 형상화 했던 작업에 이어, 이번 장에서 서술하

려는 작업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룬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미 앞에

서 언급했던 것처럼,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카이

로스 역시 크로노스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이전 작업들과 본 

장에서 다루는 작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 함이 아님을 

다시 밝히며 이번 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즉, <선(線)담쟁>과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에서는 자연물의 객관적인 시간과 이미 지나간 흔적에서  

크로노스 시간을, 이번 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보다 의지적으로 

축적하고자 카이로스 시간을 인식 하고자 함이 두 표상들의 활용 목적인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다룬 작업인 <build 

days>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 전에 먼저, 이전 작업들과 본 장

에서 설명할 작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다루고자 하는 시간의 차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구분-와 작업의 전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크로노스 시간의 흔적과 삶을 표현한 이전 작업은 주로 소재로부터 사고

의 흐름이 전개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번 장에서 다룰 작업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작업 전개의 주된 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차

이가 있다. 이 장에서 다루려는 <build days> 작업의 주제에 관해 간략

히 설명하자면 이전 작업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확

장시켜 그 시간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

체적인 작업 설명에 앞서 작업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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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대표 저서인 『존재와 시간』39)에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속으로 던져져 있음’의 피투성(被投性, 

Geworfenheit)으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한다. 피투된 실존은 가능적이고 

잠재적인 내적 존재로 현실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면서 그 가능

성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실존의 존재 방식을 기투(企投, Entwurf)라고 

부른다. 본인은 하이데거가 제시한 ‘기투’라는 개념에 집중하여 삶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평면 회화라는 매체로 표현해 보고자 했다.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월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

는 까닭도 이러한 인식에서부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버리

는 시간에 삶을 싣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아깝다. 때문에 ‘유수(流水)

같은 시간’은 어쩌면 우리네 삶을 폄하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다. 하

지만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이미 흘러가버린 것을 되돌리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의미있게 

기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이 기투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관과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기투적 의지를 축적 이미지

로 은유하고자 했고, <build days>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1절에서는 지난 작업에서 <build days>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과정 대해 서술하고, 축적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들을 다루려 

한다. 또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들에 관해서 정리하고, 이어

지는 2절을 통해서는 <build days> 작업의 주된 표현기법에 관해 세분

화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39)『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은 1927년에 출간된 철학서이다. 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오래도록 철학계를 지배하던 신칸트학파를 
대체하여 새롭게 인간존재의 적나라한 사실을 흐리지 않은 눈으로 응시하려는 
생의 철학이나 현상학이 대두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 아리스토
텔레스 이래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부정하고, 존재 일반의 의미를 인간의 일상적
인 존재의 방식에서 탐구하여 죽음에로의 존재를 자각하고 무(無)에 직면하는 
것에 의하여 본래적 자아에 이른다고 하여 실존 철학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하이데거의 이 책은 철학의 세계에서 이 인간존재의 "실존"의 모습을 처
음으로 획기적인 신선함을 가지고 조명한 20세기 철학계의 금자탑적인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고영복, 『세계의 사상』, 사회문화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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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적 이미지와 은유적 재료들

이전 작업에서는 자연물이라는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변에

서 쉽고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담쟁이와 나무를 바라봄으로 느낀 감동

을 표현했던 작업들에서 이어지는 <build days> 시리즈의 전개 과정은 

소재들을 통해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

적으로 인식하려는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는 재료적인 변화로부터 

그 출발을 볼 수 있는데, 족흔적이 신문지로 대체된 작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페이지의 [도판13]를 보면 두 작품은 모두 나무를 각기 다

른 재료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족흔적 속에서 나무형상을 찾는 것

은 결국 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족흔적이 더 이상 

우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

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재료와 조건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찾게 된 재료가 바로 신문지이다. 족흔적 대신의 신문지는 표현

하고자하는 바를 더욱 자유롭고 의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족흔적과 신문지 모두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삶의 흔적이

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문지는 선별한 내용이나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연히 찍히는 족흔적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재료를 

바꾸는 과도기적 시기에는 신문지로 나무형상을 드러내는 정도에 그쳤지

만, 이후의 작업에서는 신문지라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도 역시 그 다음 작업의 재료인 다색의 매체로 자연스럽게 대체되지

만, 2절에서 다룰 주요 표현기법인 쌓기(Build)의 근간은 신문지 에서부

터 구축된 것이기에 이 과도기적 작업에서 보여지는 재료의 전환과 활용

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먼저 앞서 설명한 기투적 삶을 위한 카이로스적인 시

간의 인식과 의지적인 축적을 표현하기 위해 형성된 축적 이미지의 조형

적 특징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축적 이미지로부터 연상되는 상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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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건축물, 도시와 스카이라인, 평원의 산수, 이렇게 총 세 분류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어서는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build days> 작업은 재료에 따라 신문지와 다색의 건식재료, 전통 안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재료의 상징적인 활용에 관해

서 중점적으로 기술하려 한다. 

[도판13]【작품 4】<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_실기실>, 2010(좌) 와 
【작품11】<신문나무 3>, 2011(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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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

‘축적(蓄積)’이란 물리적 대상이나, 개념적인 무언가를 모아서 쌓

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본인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표현하

고자 이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다. 삶이란 시간의 축적을 기반하고 있다. 

그 시간은 그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그 

크로노스 중의 특별한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적으로 카

이로스 시간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기투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리

고 이러한 시간을 쌓는다는 것을 행위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축적 이미지이다. 축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쌓은 형상이다. 다

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축적’으로서의‘쌓다’에서 본인이 사용

하고자 했던 의미로는 영문 단어로 표현할 때 그 개념이 더욱 뚜렷해진

다. 바로 ‘Build’인데,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본다면 ‘(건물을) 

짓다, 건설하다’, ‘만들어 내다, 창조하다’, ‘쌓이다’ 등의 의미이

다. 이러한 까닭으로 작업의 이름을 <build days>라고 하게 되었다. 즉, 

이 작업의 주제는 시간을 Build한다는 것으로, 마치 사람이 건축물을 짓

는 것처럼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화(化)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혹은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자 함이다. ‘쌓기(Build)’의 어휘개념은 <build days>에서 주요한 조

형언어로, 2절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축적’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형적인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축적 이미지로는 건축물과 이로 형성된 

도시의 스카이라인(Skyline), 그리고 평원의 산수 등으로 구분했는데, 

먼저 건축물이라는 대상은 바로 ‘Build’라는 개념에서 연상된 것이다. 

벽돌을 쌓아 건축물을 짓는 것은 시간이 쌓여 삶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

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건축물은 인공물 중에 가장 거대한 것으로, 삶이

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소재가 된다고 여겼기에 조형의 소재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건축물의 형상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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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쌓임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인공물이 아닌 산맥의 

형상으로도 여겨지곤 했다. 때문에 결과적인 이미지를 통해 연상되는 산

맥, 평원의 산수 이미지에 관한 조형적 특성에 관해서도 함께 논하고자 

한다.  

가장 큰 인공물인 건축물

건축 이미지는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매개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

망, 내적 갈망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들로 건물에 접

근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거하고 있는 공간인 ‘집’에 대한 생각만

으로도 우리네 삶을 표현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은 집에서 산다. 본인 소유이든 아니든, 심지어 지하철 복도

에 거적을 두르고 하루를 보내든,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 하늘과 땅을 

잇는 어느 곳에서 산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지구 표면을 자신들

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집’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집은 우리의 삶

을 지탱해주고,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으며, 각자의 존재를 가늠케 

해주고, 신원이 보장되며,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며, 자신의 친숙한 오브

제들이 있어 낯설지 않으며, 항상 다음날의 삶이 보장되는 공간을 말한

다. 그러나 산업화를 지나 소위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집 속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세계에 장단을 맞추어 변신하고 옮겨 

다녀야 하는 도시 유목민 같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 시대가 약속하는 집

은 농경시대 정주민의 집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삶이 가능한 새로운 유랑

민의 한시적 장소일지도 모른다.40) 이러한 집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쉽

게 볼 수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았을 때, 본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단면을 엿보는 듯 했다. 

스페인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인 가우디(Antoni Gaudì i 

40) 정기용, 『사람·건축·도시』, 현실문화, 200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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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t, 1852~1926)는 본인의 저서인 『가우디, 공간의 환상』에서 이

렇게 말했다. 

건축은 최고의 조형예술이다. 왜냐하면 조각과 회화도 건축을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건축의 탁월성은 모두 빛에서 나온다. 건축은 

빛의 질서이다. 이에 반해 조각은 빛의 유희이고, 회화는 색채에 의

한 빛의 재현이다. 색채는 빛의 분석이다.”41) 또한 “그림은 색채, 

조각은 형태로써 사람과 사물 등의 유기체를 표현한다. 외면적인 것

을 통해서 그 내면을 표현한다. 그리고 건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유기체를 창조한다.42)

가우디의 말처럼, 최고의 조형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사람

이 만든 가장 위대한 조형물이며, 가장 큰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는 농경의 시작이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배워왔다. 농경

의 시작은 정착생활을 기반으로, 농업의 융성은 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탄생을 가능케 했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비로소 임시 거처가 

아닌 집다운 집을 짓게 되었다. 이러한 ‘집’의 등장은 사람들의 마음

과 정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주거를 위한 집 말고도 과거에

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건축물이 등장한다. 즉, 몇 톤에 이르는 거대한 

돌을 세우거나 쌓아놓은 거석(巨石)들인데,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의 

카르나크 열석,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입석과 고인돌 등 전 세계에 걸쳐 

거석 유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누워있는 돌을 일으켜 세워 하

늘 높이 쌓아올리는 것은 바로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의 표현이었

다. 신석기 시대에 인간의 집이 탄생했고 이어서 신의 거처가 생겨난 것

인데, 건물만 놓고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는 크게 다르다. 주거를 위한 집

은 비바람을 막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장식도, 특별한 외부 표현도 

41) Antoni Gaudì i Cornet, 『가우디, 공간의 환상』, 이종석 옮김, 다빈치 출판,

2001, p.11.

42) Antoni Gaudì i Cornet, 위의 책,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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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었다. 그저 실용적이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신의 거처는 그것만

으로는 부족하다. 신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은 신성함과 위대함이 공존해

야했다. 어머니인 대지의 신을 위해 만들어진 실내는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 속에 녹아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안 되며, 아버

지인 천상의 신에게 바쳐진 외관은 인간의 신장을 초월해서 위로 한없이 

뻗어나갈 것 같은 위대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내부도 

외관도 신의 존재를 알리는 표현의 일환으로 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이

다.43) 이러한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세계 공통의 거석문화는 청동기 시

대까지 지속되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돌을 세우는 데 그리

도 열중했을까? 어쩌면 이러한 입석,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건축의 외

관은 인간을 하늘의 초월적인 무엇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을

까. 건축의 내부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공간이라면, 외관은 정신을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다. 집이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나’를 확인하게 

하는 곳이라면, 건축은 ‘우리’를 만들고 확인하는 곳인 셈이다.44)

한편, 건축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일 것이다. ‘바벨(Babel)’은 ‘신의 문’을 뜻하는 바빌론과 연결되지

만, 창세기의 저자는 ‘뒤섞다’, ‘혼란시키다’의 의미인 ‘발랄

43) 藤森照信, 『인문학으로 읽는 건축이야기』, 한은미 옮김, 이순, 2012, pp.49-50.

44) 藤森照信, 위의 책, pp.64-65.

[도판14] 영국 스톤헨지(Stoneh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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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l)’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11장

에서 이는 신을 저버린 사회를 상징한다.45) 

이렇듯 필요에 의해 시작된 건축은 거주를 위해, 삶의 터전으로, 신앙

의 표현 혹은 욕망의 단면으로 세워져 도시를 이룬다. 시대와 문화, 장소

에 따라 다양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는 건축을 포함한 이 거대한 인공물

은 과연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45)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

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

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

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

하게 하자 하시고 8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

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9절, 개역개정판 성경)

[도판15] 대 피테르 브뢰헬(Pieter Bruegel le Vieux), 

<바벨탑(Tower of Babel)>, 15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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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스카이라인(Skyline)

혼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어딘

가를 향해 가고 있다. 점점 높아만 지는 건물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담뱃갑 같은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사무실이 층층이 자리하

는 빌딩 숲이 우리 삶의 터전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간다. 얇은 

콘크리트 벽, 천장을 경계로 다른 삶이 살아지고 겹쳐지고 이어진다. 한

때는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의 자연은, 의무적인 조경공사를 통해 존재하

곤 한다. 이러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가로수들 역시 너무나 초라

해 보이기 그지없다. 아니, 초라해 보이다 못해 ‘인공물’들에 갇혀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건축물들은 발

전의 상징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여행의 필수 관광지로 꼽히기도 한다. 발전된 도시일수록 화려한 빌딩으

로 가득한데, 더 높고 거대하고 기이한 ‘세계 최고(高)’의 기록은 계

속 경신되고 있다.

한편, 도시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도시는 현재 그 도시 속에 거하는 시민들이 만든다. 체제가 허용

[도판16] 도시 이미지의 예 – 중국 상하이 풍경, 2013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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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낸 도시의 일상성은 현대인이 만든 신화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상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거대한 그릇이 바로 우

리가 사는 도시다. 그러나 도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도시의 복

합성은 신화를 단순화하려는 충동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뿐이다. 어떤 도

시가 변화를 거부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도시를 죽어 있는 도

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그것은 사

람들의 삶이 지속되면서 유발시키는 끊임없는 파괴와 건설의 역동성이 

있는 곳이다.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폐허의 이미지들이 공

존하는 모습은 도시 도처에 있다. 때로는 강력한 충돌의 양상으로, 때로

는 욕망의 그림자로, 때로는 슬픈 무관심으로 중첩되어 있다.46)

이러한 도시의 건축물을 조금만 멀리, 조금만 위에서 바라보면 그 장

대했던 높이와 규모, 화려함은 어느새 작고, 고요해진다. 해질녘 노을이

나 새벽하늘을 등지고 있는 도시 실루엣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그렇게 높고 컸던 건물들은 어느새 하늘과의 극명한 경계만을 남

기고 하나의 단면이 된다. 그리고 그 경계인 스카이라인(Skyline)47)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것이다. 도시와는 대조적인, 끝없는 하늘

이 그저 높고 깊고 넓어 보일 뿐이다. 빌딩 숲 안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46) 정기용, 앞의 책, p.181.

47) 하늘이 지상의 건물, 산세 등의 모든 지물과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경계선을 뜻

하는 단어이다. 주로 도시 건물과 하늘의 경계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도판17] 스카이라인 드로잉 습작 중 일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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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 고요함, 참으로 역설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원(平遠)의 산수

산수화는 중국의 동진(東晉)에서 남조(南晉)에 이르는 시기에 처음으

로 등장했다. 그 이전 고대의 청동기나 한대(漢代)의 화상석에서도 산수

가 등장하기는 하나, 이는 아직 인물의 배경 설명을 위한 문양적(文樣

的)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시적 산수그림은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이르러 인물의 배경 단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산수

로 일대 전환하게 된다. 바로 육조를 풍미한 현학(玄學)적 자연관이 산

수 그림을 일신한 것이다. 육조시대의 지식인들은 노장(老莊)적 도가사

상과 신선사상에 젖어 세속과 이별한 채 산수자연 속에서 고담준론(高談

峻論)과 탐미생활로 유유자적하곤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산수자연이 곧 

도의 구현이자 인간의 영원한 귀의처임을 자각하여, 가까이에는 산수정

원을 구축하는 한편, 신선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구도의 갈망으로 명산

승계의 선경을 찾아다니기를 일삼았다. 그러나 이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보다 손쉬우면서도 여실하게 산수자

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니, 이에 산수화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산수화는 작은 화폭일지라도 거대한 자연을 

담을 수 있기에 실제 산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독자적인 산수화가 출현하게 됨으로써 산수가 회화의 한 분야로 독립하

게 된 것이다.48) 

이렇게 산수화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수화가 제작

되며 이에 관한 여러 예와 경험이 쌓인 북송(北宋)의 곽희는 투시법의 

삼원론(三遠論)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의 아들인 곽사(郭思)가 편찬, 증

보한 『임천고치』의 「산수훈(山水訓)」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48) 강관식, 「중국 산수화사 요론」, 『간송문화 제28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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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것을 일러 고원(高遠)이라 

하고, 산 앞에서 산 뒤를 넘겨다보는 것을 일러 심원(深遠)이라 하

며,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일러 평원(平遠)이라 한

다. 고원의 색은 맑고 밝으며, 심원의 색은 무겁고 어두우며, 평원

의 색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다. 고원의 세(稅)는 높이 

솟아 있고, 심원의 뜻은 중첩되어 있으며, 평원의 뜻은 온화하고 아

득하다.49)

고원은 낮은 곳에서 높이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이

고, 심원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산을 보는 것이며 평원은 

수평으로 산을 보는 것이다. 이 삼원의 투시법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

는 기본적인 각도를 모두 담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삼원법 중에서 특히 

<build days>의 조형적 이미지와 연관된 평원의 시점에서 바라본 산수

에 집중하고자 한다. 수평으로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 즉 바라보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리 있어야 볼 수 있는 시점인 셈이다. 본인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삶의 한복판에 서있지만, <build days>의 작업의 조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삶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업에 임

하는 본인의 자세와 연관되는데 때로는 관찰자 입장에서 타인의 삶을 바

라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바라보고자 객관

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축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의 조각,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과도 연관

된다.

한편, 이상경을 표출하는 산수화도 기본적으로는 실제 산수를 관찰하

고 이에 근거한 실경을 바탕으로 의경을 드러낸다. 때문에 중국의 산수

화는 화북계의 산수양식과 강남계의 산수양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

49) “(山有三远,) 自山下而仰山颠, 谓之高远, 自山前而窥山後, 谓之深远, 自近山而望远

山, 谓之平远, 高远之色清明, 深远之色重晦, 平远之色有明有晦, 高远之势突兀, 深远

之意重叠, 平远之意冲融而缥缥缈缈.“, 郭熙·郭思, 「山水訓」, 『林泉高致』(참고:

葛路, 앞의 책,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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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이는 험준하고 거대한 화북지역의 자연과, 풍광이 명미(明

媚)하고 온난 다습한 양자강 유역의 자연으로 인한 차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각 화가들이 활동하던 풍토의 차이에 따른 지방성을 근거로 각 

지역의 산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그 

양식이 나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경 바탕의 산수양식과 관련하여, 본인

은 이 시대의 새로운 산수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즉, <build days> 작업

에서 다룬 지금의 실경인 도시의 건축 이미지는 이 시대의 산수화의 소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산수화의 재해석으로서 말이다. 

   

지금까지 축적의 이미지로부터 연관된 건축물, 도시와 스카이라인, 평

원의 산수에 대해 논하였다. 인류 역사의 발전 속에서 거대한 유물로, 삶

의 터전, 성공과 향락의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존재해온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로 형성된 도시라는 공간, 멀리서는 그저 고요하기만 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온화하고 아득한 평원의 산수까지, 작은 것이 쌓여서 

만든 형상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이어서는 이러한 축적

의 이미지를 표현한 재료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은유적 재료들

Ⅲ장에서 설명한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의 재료가 되었던 삶의 흔

적, 파편인 발자국, 타이어자국이 신문지로 대체되었음을 이번 절을 시작

하며 언급했었다. 이는 작업의 내러티브, 즉 주제로부터 시작되는 사고가 

확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료 역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작업에서는 삶의 흔적을 직접 화폭에 담았었다면 본 작업에

서는 이를 좀 더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와 재료

를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다. 그리고 먼저 선택하게 된 재료가 바로 신문

지이다. 신문지는 족흔적의 대체 재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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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게 됨으로 작업의 주제 역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 재료 부분에

서는 <build days> 시리즈 외에 함께 진행되었던 작업에 관해서도 논하

고자 한다. 어쩌면 이러한 작업 역시 과도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

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세분화시킨 것으로 단독적인 작업으로 다루고 싶

다. 작업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일시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본고에서 역시 

적은 분량으로 서술되기는 하나, 각각의 주제와 재료의 활용법에 대해서

도 간략하게나마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이어서는 신문지를 재료로 한 

작업들 이후의 재료인, 다색의 매체와 전통 기법을 활용한 채색에 관해 

서술하겠다.  

기록된 시간의 상징, 신문지

신문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중 대표적인 간행물로, 사회에서 발생

한 사건과 해설, 정보 등 사회 전반의 것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

해 만들어졌다. 발행주기에 따라 주간, 순간, 월간으로 구분 지을 수 있

으며, 내용에 따라 기관지ᆞ전문지ᆞ일반 상업지 등의 형태도 볼 수 있

다. 1609년에 독일에서 처음 신문이 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에 ≪한성순보≫가 발간된 것이 시초라고 한다. 본인은 신문이란 

우리네 삶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매체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을 보

여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언론사마다 각각의 성향이 다른 뿐더

러 때로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기에 더러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이 역할

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은 신문으로부터 기대하는 역할에 집중하여, 이를 우리네 삶의 상징

적인 매체로서 대표성을 부여하여, 재료로서 사용하고자 했다.

한편, 신문의 용지는 대부분 값싼 하급갱지로 표면이 거칠고, 회색, 

혹은 황색을 띈다. 본인이 재료로서 활용한 신문지는 회색의 신문지인데, 

대체로 신문의 용지는 햇빛이나 공기 등에 의해 황갈색으로 변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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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질이 약하여 장기간의 보존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신문지는 주로 신문 인쇄에 쓰는 것은 롤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일

상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표준규격화 해둔 것으로는 갱지(更紙)가 있다. 

이는 재활용 펄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시 쓰는 종이라는 뜻에서 쓰

이는 단어이다. 새로운 날이 되면 폐지가 되어 어제의 신문이 되어버리

는 이 종이는 뛰어난 흡수력으로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재활용되기도 

한다. 

하급 갱지로 보존이나 유지가 어려운 신문지의 속성은 삶의 시간과도 

비슷하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영향 하에 있는 존재 중, 불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삶이

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인은 삶을 은

유하는 재료로서 신문지는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신문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목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신문을 조각내서 재료화(化)했다. 이는 상징적 재료인 신문지 자체에 있

는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각 조각의 단

위를 시간의 파편이라 명명하기 위함에서이다. 또한, 지면에 인쇄된 부분 

중 색면(色面)만을 선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활자 면 만을 활용하기도 

했으며, 두 부분을 모두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표현해내고자 하는 이

미지의 내용과 그 의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문지를 조각낸 방법도 

각 주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찢기, 자르기, 모형화 등으로 나

누어진다. 신문지의 조각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 차열(撦裂) - 찢기

‘찢다’의 의미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이 동사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곤 하는

데, ‘찢어 버리다’라는 파생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주로 부정적인 대상을 거부하는 의미의 이 행위를 본인은 신문지라는 재

료에 적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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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아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이제는 그렇고 그런 사

건이 되어버린 시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속한 세상을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즉 우리의 삶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세상의 기록을 찢었다. 지우고 싶은 시간의 기록들을 찢는 행위

로 그 감정을 해소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렇게 찢은 조각으로 소

망하는 세상과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제로 진행한 작업이 

‘신문나무’들이다. 신문지로 형상화한 나무 소재의 작업은 크게 두 흐

름으로 진행되는데, 그중 이 차열, 찢어 붙이기 기법으로 제작한 것이 바

로 이러한 ‘신문나무’작업([도판19] 참고)이다. 신문을 잘게 찢어 붙

여 나뭇잎과 나무의 줄기, 가지를 형성하는 형식을 취한 이 작업에서 나

뭇잎은 활자가 인쇄된 신문지의 부분만을 선택해서 사용했다. 한편, 찢은 

조각들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없다. 어절과 단어, 글자 하나까지도 찢

어서 정확하게 읽히는 것이 없도록 했는데, 본래 내용이 아닌 그 이면, 

혹은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도판18]【작품 9】<신문나무 1>, 2011 (좌)와 【작품10】<신문나무 2>, 201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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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형(多角形) - 자르기 

다양한 모습의 서로 다른 개체가 모여 이루는 사회, 다양한 경험과 기

억, 그리고 추억으로 형성된 삶을 표현하기 위해 다각형의 조각들을 붙

여 작업을 진행해보았다. 신문에는 기사의 활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미지

와 광고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색감을 또한 담고 있다. 다각형

의 조각에는 이러한 색(色)면을 활용해 보았다. 신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이, 다양한 색이 인쇄되어 있다. 물론 신문의 용지 자체의 질이 색상의 

발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신문지가 담고 있는 색은 의외로 매력적이었

다. 활자 부분이 아닌 색 면이기 때문에 작업 과정을 보지 못한 감상자

의 경우는 신문지로 제작했음을 의심하거나 다른 채색 작업이 더해졌을 

거라고 짐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응에서 새삼 다른 용도로 전이된 

대상의 가치와 예술의 의미에 관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신문지라는 대상을 재료로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양

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작업이지만, 색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 의미가 

좀 더 실제로 경험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조형적인 이유에서 색면만을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다각형의 색면 신문지 조각을 통해 버려지는 

하찮은 존재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의 역할

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도판19]【작품15】<그래도 그날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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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道具)의 활용 – 모형(模型)화

같은 모양으로 신문지를 조각내는 형식은 개개인을 동일한 틀, 가치, 

기준으로 얽어매는 세상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활용한 것이

다.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벽돌을 은유하는 단위

로, 동일한 시간의 기준을 표현하는 장방형의 규칙을 부여했다. 이에 사

용한 도구(道具)는 문서 분쇄(粉碎)기, 모양 펀치 등이 있다. 문서 분쇄

기 같은 경우는 문서가 담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잘게 찢는 목적

의 도구로써, 주로 사무용구로 사용된다. 모양 펀치는 문구의 일종으로 

꾸미기와 만들기의 용도로 쓰인다. 이들을 작업에 응용하여 익숙한 일상

의 도구를 새롭게 보는 시각 또한 제시할 수 있었다. 장방형(長方形)의 

모양을 내기 위해 사용한 문서 분쇄기는 다양한 세단(細斷) 형태 중에서 

일명 ‘꽃가루’형태의 분쇄 모양으로 세단되는 분쇄기를 활용했다. 이

는 약 50x200(mm) 크기로 일정한 장방형의 조각으로 세단하는 것으로 

마치 벽돌과도 같은 모양의 신문지 조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건축물 형상을 표현했다. 즉, 벽돌을 쌓아 건물을 축조하는 것과 비슷

한 형식으로 신문지 조각을 쌓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때에 제작되는 이

미지는 건축물의 형상인데, 주로 사원, 돌탑 같은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건축물은 인간의 위대하고도 거대한 업적이다. 

[도판20] 분쇄된 장방형의 신문지조각(좌)과 나뭇잎 모양의 신문지조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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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양면처럼, 이 건축물은 인간 사회의 여러 단면을 상징하는 것으

로 활용되는데, 나는 여기서 각각의 개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들이 지

향하는 모습, 구성되는 방식 등을 형상화 하고자 했다.

한편, 나뭇잎의 모양을 내는 펀치를 사용하여 신문지로 나뭇잎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나뭇잎들로 나무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나무의 특

징은 줄기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Ⅲ장 2절에서 본인은 나무라는 소재의 

줄기와 가지의 방향에 인생을 비유했다. 이 줄기 없는 나무에서 나뭇잎

들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鳶)처럼,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일지

도 모른다. 겉으로는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줄기 없는 나무의 나뭇잎 같다고 느껴졌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

구되는 대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지는 삶은, 마치 줄기가 없어도 

무성한 나뭇잎 때문에 줄기가 있는 듯 착각하거나, 줄기의 유무는 신경

조차 쓰지 않는 것 같다. 살아있는 듯한 나뭇잎은 어느새 낙엽이 되어 

[도판21]【작품14】<데이리브-stemless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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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뭇잎 모양의 신문지로 생명력을 잃고 바람에 

실려 행선지를 알 수 없이 날아가 버리는 헛된 시간과 삶에 대해 표현해

보고자 했다.

다양함의 은유, 다색(多色) 매체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빛은 오히려 혼합될수록 밝아진

다. 만약 진공상태가 가능하다면, 색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

는 것이다.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추는 빛이 없다면 색 역시 

있을 수 없다. 색이란 뇌에서 형성되는 감각이기 때문에 뇌의 작용과 동

떨어져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색은 어

떤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특정 파장 

성분을 인간의 신경계가 인식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색은 빛을 내보내는 

광원과 빛의 반사 대상,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눈과 뇌가 있기에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물을 색으로 본다. 생활 주변의 대부분은 풍부

한 색채로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색을 인식하는 시각은 앞에서도 언급

했다시피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주관적이다. 역설

적으로, 이것이 색채의 본질을 다루는 모든 과학적 이론의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색은 각각 어떤 의미나 상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붉은색의 경우, 정열, 온기, 성적 에너지 등을 상징하고 초록색의 경우는 

대자연, 생명감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성장과 신선함, 편안함 등을 나타낸

다. 

한편 이러한 색을 재현하는 재료를 안료, 염료라고 말한다. 안료는 착

색제의 일종으로 물에 녹지 않는 미립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름이나 아

교 등의 접착제에 개어 대상물에 도포한다. 그러나 같은 착색제임에도 

염료는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재료이다. 안료는 회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의 한 가지다. 구석기 시대의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용된 안료는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물,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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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품 등의 채색에도 이용되어 왔다. 고대 안료 중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황토, 적토, 백토, 녹토 등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성 

안료로 볼 수 있다. 그 후 자연에서 잔재한 암석으로부터 주사, 녹청, 군

청 등을 채취한 광석을 가루로 만들어 안료로 사용하였다.50)

색에 관해서는 물리과학적으로 특히 빛과 관련되어 더 깊고 심오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색의 색상을 직관적인 

재료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인은 앞선 작업에서 신문지를 재료로 삼아

서 작품 제작을 이어가던 중, 색면 만을 활용했을 때에 그 색깔의 다양

성에 대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인쇄 상태가 좋을 수 없는 종이인 신

문 갱지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던 중 신문지라는 재료의 한계에 봉착하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에, 색에 대해 좀 더 접근해보고자 했고, 상품화 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여러 재료 중 크레파스와 오일파스텔, 크레용, 색연필 등 다색의 건식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재료들은 서양의 채색 안료의 체계

적인 연구와 개발로 인한 산물인데, 특히 본인이 먼저 선택했던 건식 매

체는 다색(多色)의 세트로 규격, 일반화 되어있는 것들이었다. 이미 우리

는 어린 시절부터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접해왔다. 아마 글을 배우기도 

전부터 가장 먼저 손에 쥐게 되는 도구는 크레파스였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접해봤을 법한 보급형 채색도구를 활용해 우

리네 삶의 기록과 시간에 대한 고민을 전달해 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색 세트의 매체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12색, 24색 정도

인데, 재료 형식에 따라 많게는 150개(크레용의 경우)의 색상들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다. 크레용 같은 경우는 혼색이 어려운 재료

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색을 갖추고 있는 세트를 구해 그 다양한 150

여 가지의 색으로 표현해 보았다. 

한편, 주로 서양으로부터 개발된 간편한 채색 매체들을 사용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동양의 전통적 채색 매체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

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색채 명칭이 

50) 이상현, 『전통 회화의 색』, 가일아트, 2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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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익숙하게 느껴진다거나, 전통적으로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회

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사용되었는데 흔히 우리의 색은 오방

색(五方色)51)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또한 본인은 <build days> 작업에서 전통적인 채색을 사용하기 이전 

재료기법인 꼴라주와 건식재료에서 직관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경험했었

다. 재료마다 그에 따른 기법과 그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평면적인 결과에서 좀 더 깊은 느낌을 찾고 싶었다. 그리

고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시기에, 회화유물의 복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통재료에 대해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통 재료와 기법에 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본인의 작업에 응용하게 된 것이다. 즉, 이전까지는 주제를 

은유하는 재료나 그 기법에 중점적인 작업을 해 왔다면, 이제는 전공 분

야인 동양회화와 관련된 전통 재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책임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담채(淡彩)·진채(眞彩) 기

법과, 비단 바탕을 활용한 채색의 작품들이다. 

2. <build days> 의 표현기법

앞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식하고 이를 기투적 삶과 연관하여 표

현한 축적의 이미지들과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재료들에 관

해 서술하였다. 재료의 활용과 그 은유에 관한 각각의 작품에 대해 구체

51) 오행의 각 기운과 연관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기

본색을 뜻한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풀어낸 다섯 가지 순수하고 섞음이

없는 기본색을 오정색(正定色)이라 불렀으며 오색(五色), 오채(五彩)라고 하였다.

청은 동방, 적은 남방, 황은 중앙, 백은 서방, 흑은 북방으로 오방이 주된 골격을

이루며 양(陽)의 색이다. (참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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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명하며 구분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build days> 작업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하는 개념인 ‘축적’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자 한다. 먼저는 축적 이미지 중 건축물에서 차용하게 된 벽돌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이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구축한 조형언어인 ‘쌓기

(Build)’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미 앞선 절에서 축적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축적의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는 축적으로부터 도출해낸 ‘쌓기(Build)’라는 

조형언어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데, ‘축적’의 사전적 의

미로는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물건을 차곡

차곡 포개어 얹어서 구조물을 이루다’, ‘밑바탕을 닦아서 든든하게 마

련하다’, ‘경험, 기술, 업적, 지식 따위를 거듭 익혀 많이 이루다’, 

‘재산, 명예 또는 불명예, 신뢰 또는 불신 따위를 많이 얻거나 가지다’

등이 있다. <build days>의 축적은‘벽돌을 쌓듯이 현재와 미래의 카이

로스적 시간을 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축적 대신에 ‘쌓기’

와 영문 단어로는 ‘Build’를 특징적 조형언어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쌓기와는 또 다르게, 재료기법적인 측면에서의 축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는 본인이 사용한 다양한 재료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과 관련된 재료인 비단 채색기법과도 연

관된다. 즉, 비단에 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중첩(重疊)의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바탕재인 비단의 투명성을 활용한 작업들의 표현기법인데, 이 절 

후반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1) 시간 축적의 형상화

이미 앞선 설명처럼 본인은 축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중에서도 ‘쌓기

(Build)’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벽돌, 즉 장방형의 조각을 쌓

는 것으로 시간 축적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build days>의 주된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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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인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은 건축물의 기본 요소인 벽돌에서 차용한 

형상이다. 즉, 장방형의 벽돌은 시간의 조각을 은유하는 조형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절에서는 벽돌을 기반으로 형성된 장방형 조

각에 대한 개념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다.

벽돌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벽돌의 기원은 

BC6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점토로 만든 생벽돌(불에 굽

지 않은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52) 이는 인간이 최초

52) 오리엔트 지역은 건조지대 이기 때문에 생벽돌로 집을 지어도 무방했다. (참고:

송재선, 『우리 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p.4.)

【작품20】의 부분 【작품23】의 부분 【작품27】의 부분

【작품28】의 부분 【작품33】의 부분 【작품30】의 부분

[도판22]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 장방형의 쌓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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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건축 재료라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물론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따라 벽돌 문화가 발전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쌓기 놀이를 위해 접하는 완구가 직육면체 기반의 레

고 블록이나 나무 블록인 것처럼, 쌓아 올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

가 바로 이러한 장방형의 구조임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

에서 본인은 시간을 은유하는 개념으로 벽돌의 이미지를 차용하게 된 것

이다. 즉, 쌓기, 축적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벽돌, 직사각의 형상

으로 하여금, 시간을 의지적으로 쌓아 올리는, 카이로스 시간의 기투를 

상징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장방형의 조각은 <build days> 작

업의 다양한 재료를 공통적으로 엮어주는 조형언어로 시간의 축적을 형

상화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된다.

2) ‘쌓기(Build)’와 중첩

축적이라는 어휘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도 ‘쌓기(Build)’라는 개념

을 택함으로 작업의 최소 단위인 조형언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재료와 

상관없이 ‘조형적 특징과 시각적 표현’과 관련된 개념이다. 즉 다시 

말하면, 신문지를 직사각형으로 분쇄하고 평면에 붙이는 것과 색연필로 

장방형의 형태를 그려나가는 것의 조형적 특징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형적인 관점에서의 ‘쌓기’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바로 평면 회화의 채색기법과 관련된 ‘쌓기’이다. 여기에

서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쌓기’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어휘로는 바로 

중첩(重疊)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을 

뜻하는 용어이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벽돌의 조형적‘쌓기’는 ‘집적

(集積)’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는데,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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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축적일지라도 집적과 중첩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집적은 양의 확장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반해서 중첩은 반복된다는 

의미와도 상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집적이란 물리적인 것이든 개념

적인 것이든 양이 늘어나는 쌓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첩이란 양의 

확장보다는 반복에 의한 질의 상승 혹은 깊이감 등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build days> 작업과 관련된 축적의 어휘인, ‘쌓기’를 

조형적으로는 ‘집적’의 의미로 본다면, 표현기법과 관련해서는 ‘중

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채색 기법과 관련된 중첩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중첩의 쌓기, 배채(背彩)

일반적인 동양회화에서는 채색화의 경우, 그 색감의 발색을 위해 색

을 옅게 여러 번 중첩하는 기법을 활용해왔다. 이는 비단 동양회화뿐 아

니라 모든 평면예술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중첩의 기법은 칠(漆) 공

예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옅게 여러 번 칠을 

반복하는 것이 표면을 더욱 고르게 안착되어 색 유지 에 용이하고 색의 

발색 또한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채색에만 국

한되지 않고, 여러 밑 작업에서도 볼 수 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벽 등의 표면에 페인트 칠 이전에 초벌제로 젯소(Gesso)를 바르는 것, 

동양 회화에서는 화지나 화견 바탕에 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밑 작업의 개념은 『논어(論語)』 「팔일(八佾)」에 

등장하는 회사후소(繪事後素)와도 연관지어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의 뒤에 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행위에 앞서 바탕을 먼저 갖추어야 한

다는 뜻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듯 색감의 깊이, 고밀도의 견고함을 위해 반복되는 행위인 중첩

은 동양회화의 경우 특히 농채화(濃彩畵, 진채화)에서 볼 수 있으며, 견



 【작품32】의 부분 【작품33】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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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絹畵)의 경우에는 이 중첩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된다. 그림을 그리는 

용도의 비단인 화견(畵絹)은 종이에 비해 투명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

문에 전통적인 채색 기법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배채(背彩)기법이

다. 배채법은 복채법(伏彩法), 후채법(後彩法)이라고도 불리는데, 화면의 

뒷면에 색을 입혀 안료가 화면 앞으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효과를 주는 

기법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법

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고려시대 불화에서 사용되었던 채색 기법으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상, 

어진 등의 초상화로 그 기법이 이어지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는 배면에 칠한 안료가 전면에 비침으로 인해 전면에서는 보다 얇은 채

색으로도 진하고 맑은 색감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면에서 

그은 선 위에 불투명한 안료가 칠해지면 이로 인해 채색 후 다시 선을 

그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배채를 통해서 처음 그은 선을 끝까

지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묘 중심의 표현에 매우 적합한 제작기법

으로 평가된다. 또한 배접을 통해 배면에 칠한 안료가 보호되어 전면의 

얇은 채색층의 박락 위험이 감소됨은 물론이고, 배채에 사용하는 안료는

              [도판23] 비단의 투명성과 배채 활용의 예 

【작품31】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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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적은 양의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의 효과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채는, 다양한 색의 채색화인 경우 

색지도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전면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색을 채색할 때

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배채 기법과 비단의 은은하고 투명한 특성을 살려 작

업에 활용하였다. 바로 배채를 활용한 중첩의 효과로, 평면 회화이지만 

재료적인 특성으로 깊이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전면, 배면 그리고 

배경이라는 세 층(Layer)의 중첩은 아교포수된 비단에서 효과적으로 표

현하기 힘든 부드러운 농도변화를 좀 더 폭넓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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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과 개념, 이를 바탕으로 진행

한 작업의 소재와 전개 과정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고를 작성하기 전까지 본인은 현재까지 이어온 작업들에 관해 각각

을 단편적으로 작성해둔 글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맞춰 

편집해왔다. 하지만 논문이라는 형식 안에서 삶과 시간이라는 큰 주제의 

각 작업을 구분하고, 그 연결고리와 근거, 이론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과

정에서 본인의 작업인 <선(線)담쟁>,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 그리고 

<build days>을 재조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전개해야

할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렴풋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문의 첫 장인 Ⅱ장은 본인의 작품제작의 기반이 되는 시간관과 관

련된 이론과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시간의 두 가지 표상인 크로

노스와 카이로스을 비교 분석하여 이어지는 Ⅲ장과 Ⅳ장에서 다루는 작

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연관

된 본인의 작업인 <선(線)담쟁>과 <흔적 속 나무형상 찾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각 작업은 1절과 2절에서 다루었는데, 먼저는 소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어서 각각의 소재(담쟁이, 나무)를 바라봄으로 얻은 

주제를 표현하는 기법이나 재료적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Ⅳ장은 카이로

스의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인 <build days>에 관한 내

용을 다루었다. 1절에서는 카이로스 시간의 소재가 되는 축적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표현한 다양한 재료

들과 그 활용에 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는 <build days>의 주

된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쌓기(Build)' 의 의미와 이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벽돌의 형상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머리말 부분에서 본인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를 인용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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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서두를 열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이 소설의 내용을 

차용하며 본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모모는 호라 박사와 카시오페이아의 도움으로 결국 시간을 훔치는 회

색 신사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한 순간 순간을 즐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모모의 이야기는 그저 동화 속 허상 아니라 촉

박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 동화의 끝부분, ‘짧은 뒷이야기’에서 저자는 모모의 이야기는 기차

에서 만난 한 수수께끼의 여행객이 들려준 이야기이고, 그와 헤어지면서 

그 여행객이 남긴 말을 기록하며 동화를 마무리한다. 그 승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인 듯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

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 듯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그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53)

그렇다.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

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

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은 생각해보면 본인의 삶에서도 몇 년 전 

부터인가 조급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운 누군가가 부담을 주거나 압

박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지나간 일을 후회하게 되고,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곤 했던 것 같다. 본인은 현재 20대 후반을 지나

고 있다. 10대 시절, 20대가 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아니 그들은 

어른인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본인이 20대가 되고, 그것도 후반에 걸

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된 것 같지가 않다. 언제 어른이 될 수 있

는 걸까. 실은 어쩌면 삶의 연륜과 경험, 시간이 쌓일수록, 더 많은 책임

과 역할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본고의 Ⅱ장에서는 현재가 만약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이고 과거로 이

행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영원이고, 현재의 시간은 마음-혹은 영혼-속

53) Michael Ende, 앞의 책,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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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겨진 것으로서 과거의 현재인 기억, 현재의 현재인 직관 혹은 지각, 

미래의 현재인 기대로 이루어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시간 개념에 의한 삶이란 ‘현재의 흔적’인 과거와 ‘현재

의 기대’인 미래,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경계인 ‘현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

이 될 수 있으며, 카이로스 시간은 무수히 많은 크로노스적 시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현재의 흔적에서 벗어나 현재의 기대

를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 즉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을 카이로스

의 시간으로 기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이다. 때로는 현재의 

흔적 때문에 현재의 미래가 불투명할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미래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

간에서 카이로스를 찾도록, 그리고 그렇게 매일을 살고자 한다. 『모모』

의 마지막장 제목처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끝’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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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Life 

in Trace of Time and Its 

Accumulation

-Based on Park, Joo-young’s artworks-

Park, Joo-yo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oposes a systemic research on the works that 

have been produced with the theme of ‘Expression of Life in 

Trace of Time and Its Accumulation’ from 2009 to 2014 by 

studying its motivation, purpose, theoretical basis appearing in 

the making process, materials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design 

, and representation techniques. 

The paper explains the author’s works which describes 

one’s contemplation on his or her given life through the concept 

of time. Its importance lies in the fact that the paper not only 

reflects on the author’s five-year-long painting works but also 

explains experience and realization that author have had as a 

member living in thi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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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coincides with the theme 

of the author’s works that describes personal findings on time 

and life — looking back on the past with ‘Chronos’ view and 

perceiving the future with ‘Kairos’ view of time. This paper 

will be another ‘work’, if not in the form of painting, as it 

contains the theme and contemplations intended in the painting.

Writing about one’s thoughts previously expressed in the 

painting can give more clear and accurate explanation of the 

theme of the work. The media of language also enables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work as they provide the theoretical 

and scholarly foundation for the author’s rather subjective work. 

The two entirely different expression methods could be 

concluded with the single theme because they share the same 

context.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 two cannot replace each 

other as painting and language are different media, of cours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may complement and 

further develop the author’s work.

The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 I briefly suggests the theme and purpose of the work 

that contains the contemplation of time and life. 

Chapter II discusses the concept and view of time on which 

the works are based. The two conventional concepts of time — 
circular and linear time — are studied first, followed by the 

explanation of the two different view of time — Chronos and 

Kairos —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author’s work.

Chapter III introduces Chronos-related works. Section 1 

introduces line ivy by depicting the growth of ivy and its leaf 

vein that represent life and vigor. Section 2 introduces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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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in trace by explaining the symbol of tree, its personal 

meaning, and how footprints are used as materials. 

Chapter IV introduces Kairos-related work build days. Section 

1 describe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ccumulated images that 

express the accumulation of time, and also contains the 

explanation of various materials used and its application. Section 

2 covers the meaning of ‘Build’ which is the main expression 

method used in build days, the shape of the bricks used to 

express this method, and the superposition method which may be 

equivalent to ’Build’ in painting.

Chapter V gives the summary of this paper and discuss the 

result and limits of the research, and finally suggests further 

research required. 

keywords : Chronos, Kairos, Trace of Time, Accumulation of 

Time, Build, Overlap 

Student Number : 2012-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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