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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想像)', '낯선 공간(空間)'을

주제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전통 삼원 공간에 대한 연구와, 연구를 토대

로 한 본인의 공간 표현방법을 비교하고, 이론적 근거, 작품의 조형적 특

성과 표현기법 등을 분석하여 본인 작업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새로운 곳의 낯섦과 신선함은 나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객관적인 모습

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지만, 느낌에 대한 기록은 담을 수 없다. 그렇다

면 ‘자신이 경험한 공간을 자신의 정신 속 신선한 아우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내가 경험한 ‘낯선 공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낯선 공간’은 본인이 목격하였지만, 공간은 실경과

상상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미 목격하였지만 다시는 목격할

수 없는 곳, 개개인이 같은 추억을 다른 이미지로 만드는 경험들을 기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즐거움의 시각을 보여

주고 스스로 경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장소와 상상의 조합으로 형성된 ‘낯선 공간’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찾고, 그 공간의 배경과 구성과정, 기록된 내용의 의

미와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이 있

다.

제I장에서는 ‘낯선 공간’을 기록하게 된 창작동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II장에서는 ‘낯선 공간’의 배경이 된 전통 산수 공간 ‘삼원공간’을 고

찰하고 본인 그림에 나타난 ‘삼원 공간’의 차용과 변용에 대해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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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절에서는 ‘삼원 공간’을 분석하면서 이상공간의 모습을 고찰해본다.

2절에서는 ‘삼원 공간’과 ‘낯선 공간’을 비교하여, 차용된 특징과 변이된

성격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서 전통을 계승한 기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

하였다.

제III장에서는 ‘낯선 공간’의 기록과정에 따라 구성 원리와 기록된 내용

의 성격, 그리고 현대 공간 기록화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1절에서는 ‘낯선 공간’ 형성함에 있어서 ‘상상’의 활동과 과정을

알아보고, 2절에서는 기록된 구성물이 갖는 ‘실재함’에 대한 성격을 알아

보았다. 제3절에서는 공간 기록화로서 기록의 역할과 구체적인 이미지

정보들을 분석하였다.

제IV장에서는 본인이 ‘낯선 공간’의 ‘공간 구성’과 ‘표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낯선 공간’이 내용에 따른 화면 구성과 구성의

결과 모습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낯선 공간’의 표현기법에

서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설명한다. 재료의 선택의 당위성과 사용되는 색

채를 소개하고, 전통채색기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제V장에서는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상상을 통한 ‘낯선 공간’의 형성 과정과 기록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실히 한 후 향후 지속될 작업의 방향 모색과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주요어 : 낯선 공간, 삼원공간, 상상, 기록화

학 번 : 2014-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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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대 교통수단 발달은 이동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인간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켰다. 사람들은 확대된 이동 범위를 의미있게 생각하

고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이렇게 장소에 대한 기록이 쉬워지고, 이미지 노출이 잦아진 만

큼,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기대치는 적다.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낯섦

보다는 아는 범위에서 이해한다.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삶과 역사, 모습

보다는 단순 방문으로 만족을 느낀다. 본인은 이 사회적 현상이 인간이

이동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즐거움을 놓치고, 허례허식만 남은 것

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대인의 문화패턴에 본인의 아쉬움과 ‘낯선 공

간’에서의 정신적 행복감을 표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참여와 시도를 제

안하는 이미지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생활공간 속에서 느끼는 ‘낯섦’은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동시에 본인 스스로 다름을 느끼고 다름에 대한

자아의 인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결합하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한 본인만

의 세계를 형성하고, 목격한다.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감정과 목격한 환상들을 ‘낯선공간’으로 기록하고 기

념하고자 한다.

‘낯선 공간’은 본인 고유의 공간을 사생한 개인 기록화이다. 그려진 공

간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다. 흔한 일상적 도시의 모습이지만, 아무도

본적이 없다. 단순히 여행지에 대한 사생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다. 사생된 공간은 실제 도시와 동화의 판타지적 이미지로 그린다.

공간은 두 공간 모두를 한 상황에 공존시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모두

소유한다.

학부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낯선 공간’의 기록 작업은 개인 경험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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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저장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여 ‘낯선 공간’의 존재의 방법, 기억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의 결합과 공존, 그 관계의 소통과 독립적인 공간형

성까지 생각해보고 시도하게 되었다. 초기의 작업들은 ‘낯선 공간’을 소

장하고자 한다. 목격한 ‘낯선 공간’의 일부를 투명한 큐브 안에 담는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키우는 수족관을 연상시키듯 살아있는 공간을 매체에

보관하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감상하는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업이

진행될수록 기억의 공간이 현실에서 재현되길 바랐다. 그리하여 다음 작

품에서는 큐브 안에 갇혔던 세계가 현실로 나오게 되었다. 상상의 공간

에서 현실로 나오게 되면서 작품의 형상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여 현

재 사물의 재현에 가깝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특정 틀에 공

간을 가두지 않고, 공간이 펼쳐지는 모습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간들의 공존과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동안 잊고 지낸 어릴 적 환상과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기존 관심사가 연관되어 나타난

다. 시각적 현상과 본인의 인식, 총체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나타난 공간

이라는 점을 연구하고 분석해보았다.

‘낯선 공간’의 표현을 주제로 한 작업을 중심으로 제I장에서는 ‘낯선 공

간’을 기록하게 된 창작 동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

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II장에서는 ‘낯선 공간’의 배경을 연구한다. 공간에 영향을 준 전통

동양화의 이상세계 표현과 공간의 사상과 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의 작품에 어떻게 차용, 변이했는지를 알아보았다.

제III장에서는 ‘낯선 공간’을 기록과정을 순차적으로 고찰해 본다. 먼저 공간의

생성과정에서 공간 창조의 정신적 행위를 알아봄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본인이 목격한 요소들의 존재성과 ‘낯선 공간’ 형성의 도구가

되는 상상력의 원인과 과정, 상상을 통해 목격된 공간이 어떻게 이미지화

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낯선 공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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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진 ‘낯선 공간’에 대한 기록의 의의를

정의해보고 고찰하여 기록된 공간에 대한 실체와 구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IV장에서는 본인이 ‘낯선 공간’을 기록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낯선 공간’이 화면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구성의 결과 모습에

따라 비교하여, ‘낯선 공간’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 기법을 설명한다. 재료

의 선택의 당위성과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 색채를 소개하고, 전통 채색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제V장에서는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로 얻은 결과에 대

해 고찰해보고,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할 작업

의 방향과 연구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분석, 연구하고 논지를 전개함으

로써,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작품의 의도와 표현간의 연관성에 타탕함

을 부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작품의 사상적 배경과 작품 발상의

직접적 행위가 되고 있는 ‘상상’의 행위의 존재와 과정을 연구하고, 우연

을 의도화 시킨 작업이라는 상호 연관성을 구축함으로, 본인 구성과 표

현의 논리를 객관화 시키고자 함이다. 또한 그동안 작품에서 활용한 구

도와 채색기법을 정리함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앞으로 지속될

작업의 이론과 방향을 모색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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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낯선공간과 삼원공간

이번 장에서는 본인의 ‘낯선 공간’을 논하기 전에 본인의 작품 사상

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통 산수 공간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산수

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활용한 ‘낯선 공간’과의 차이점과 공통

점을 비교, 연구 해보고자 한다.

1. 삼원공간

‘낯선 공간’은 현실을 반영한 상상의 공간이다. 그림은 공간의 재현으

로 그림을 보는 것은 ‘낯선 공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되기를

의도한다. 그림의 감상은 낯선 공간을 실제로 목격한 것과 같고, 이를 통

해 실제로 낯선 공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달랜다. 낯선 공

간은 일시적으로 생성되고 인지할 수 있다. 다양한 상상과 경험을 기반

으로 한 공간으로, 본인의 내면과 새로운 경험들의 공간 재구성으로 비

현실적인 공간을 구현한다.

이상향에 대한 상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실에서 탈피하는 환상의 공간으로 현실을

개선한 대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에서는 산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상향을 조성하고 시각화하였다. 4세기경부터 산수화는 독립적

으로 그려지면서 인간의 지향성이 투영하였다.1) ‘산수(山水)’만을 사용하

면 대상으로서의 자연만을 의미하지만 산수화(山水畵)는 산과 물이라는

소재로 ‘공간’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2) 산이나, 물, 나무와 같은 물체들이

관계 속에서 공간을 의식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림 안에서는 사물들

이 이루는 공간의 깊이감을 드러냄으로 자연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연에

1) 국립중앙박물관,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p.194.

2) 김병종,『중국회화의 조형의식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p. 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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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치론적 입장으로 산수화를 바라보면서, ‘산수’의 물질적 속성의

가치뿐 아니라 그 견해에 더하여 산수미와 인간의 덕목을 연결시킨 공간

으로 지고한 가치를 의미하게 되었다.

곽희(郭熙) 『임천고치(林泉高致)』3)의 ‘산수화론’은 본인의 공간 표현

에 있어서 연관된 공간 의식과 표현을 다룬다. 곽희의 산수화론은 시점

과 구도, 그리고 심미 의식의 문제 등을 다루는데 그 중 ‘삼원 공간(三遠

空間)’은 이를 대표한다. ‘삼원법(三遠法)’은 산수공간을 바라보고 표현하

는 시점으로 ‘움직이는 관점’이라고도 불리는데, ‘삼원 공간’은 이러한 시

점을 가지고 산수 공간을 소요유(逍遙遊)를 가능하게 하는 와유의 공간

으로 표현한다. 그림을 감상하는 자는 화면 안에 깊이 있고 무한한 공간

을 통해, 소요유를 경험한다. ‘낯선 공간’은 전통 산수 공간에서 영향을

받고, 그 중 삼원공간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림의 역할과 의도, 그리고 재

현 방식 등을 따르고자 한다. 그림은 ‘곽희의 산수화론’의 영향을 받고,

그와 연관된 특징을 가진다. 전통 산수화가 세속에서 받는 구속감에 대

한 해방을 지향하고, 전통 산수 공간처럼 소요유를 위한 다시점을 차용

하지만, 현실 과 상상의 공간의 성격이 이분되지 않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각 표현에 있어서 전통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 하는 경물의 차이로 전통적 표현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먼저 전통

회화에서 표현되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산수 공간의 원리와 내면에 있는

철학적 배경을 알아보고, 산수화의 전통적인 이상 세계와 속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삼원 공간

‘낯선 공간’이 지향하는 전통 산수화의 공간은 단순한 평면이 아닌

‘무한적이면서 초월적 공간’이다. 공간은 무한한 상태로, 화면에서는 우주

3) 북송시대 산수화의 대가 곽희와 그의 아들 곽사가 저술한 회화 이론서로 산

수훈, 화의, 화결, 화제, 화격습유, 화기 여섯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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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초적인 기(氣)를 구현한다. 산수화를 보는 것이 곧 “정신을 펼쳐내

는 것”이라는 종병의 말로 알 수 있듯,4) 산수화의 공간은 정신적 공간을

구성할 것을 지향한다. 또한 산수화는 정신적인 영역의 무한 공간과 인

간의 윤리적인 가치를 자연에 연결시키고, 도덕성과 자연미, 산수의 심미

작용, 그리고 교육기능까지 갖고 있다. 화면 안에 정신적인 공간을 구성

하고, 이를 통해 화면의 유한한 공간을 벗어나 무한 공간으로 진입하게

한다.5) 산수화를 통해 ‘와유(臥遊)’가 가능한 것도 정신적 공간이라는 특

성 때문이다. 늙고 병들어 명산을 두루 다니며 와유를 추구하던 삶에 대

한 아쉬움을 산수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실제감을 위해

‘다점(多點)투시법’를 사용하였다. ‘삼원법’은 다점 투시를 활용한 전통시

점이다. 이 시점으로 표현한 소요유의 공간이 ‘삼원 공간’이다. 본인의

‘낯선 공간’이 가지는 성격 역시 소요유를 가능하게 하는, 와유의 공간임

을 지향한다.6)

일점(一點)투시가 ‘보고 있는’ 시선이라면 다점 투시는 인간이 이동해가

면서 정면, 측면, 상표면 등등을 ‘보아 가는’ 시점7)을 구현한다.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는 무위의 자연 공간을 평면에 표현해내기 위해 ‘원(遠)’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여기서 ‘원’은 전통 동양

의 예술, 동양의 회화 창작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거리감을 나타내는

서양의 원근법이 단순히 수학적 거리감을 가진다면, 전통 회화의 원은

물질적 거리 이상의 미학 사상을 함축한다.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에

이르기 위해 속세와 선경 사이에 있는 경계를 통과하고8), 경계를 통과함

으로 선경을 굽어 살펴볼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원’의 개념이

동양의 산수화를 산수 속의 경물을 단순히 옮겨놓은 것에서 실존적인 자

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194.

5) 김재숙, 「삼원법에 나타난 산수 공간의 미학적 의미」, 철학연구 제125집,

대한철학회, 2013, p.84.

6) 위의 글, p.84.

7) 위의 글, p.85.

8) 하영준, 「郭熙의『林泉高致』에 나타난 '遠'의 意境에 관한 硏究」,한국 사

상과 문화 제68집, 한국사상문학학회, 2013,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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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종병(宗炳 375-443), 왕유(王維 699-759)

등을 거쳐, 북송시대에 이르러 현대까지 전해지는 곽희의 ‘삼원론(三遠

論)’이 정립되었다. 곽희의 삼원법은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실제 자연의

공간 속에 존재하며 감상하는 그림을 가능하게 한다. 고원(高遠), 심원(深

遠), 평원(平遠)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른 시각을 표현한다. 삼원의

공존을 통해 감상자의 눈이 고원에서 심원으로, 그리고 다시 평원으로

돌아다니며 그림의 시선을 따라 옮겨 다닐 수 있게 된다. 삼원법은 이러

한 보아가는 시점을 가지고 상이한 시점을 어울리게 만들어 감상자로 하

여금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자아내어 소요유할 수 있는 ‘삼원

공간’을 만들었다.9)

곽희는 ‘토고(吐故)10)’와 ‘납신(納新)’11)을 사용하여 자연에 기탁하는

은일자적인 태도와 일반 사대부의 입장, 상반된 두 상황을 동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산수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전 산수화의 유가적 은일

처로서 산수의식과 도가의 은일 문화 그리고 북송대의 미학적 은일주의

모두를 포함한다. 이전의 사상은 고요한 산림에 들어가 산수에 각자의

정서를 기탁하고, 속세를 멀리함으로 정신적인 기쁨을 얻는 것이었다. 그

러나 곽희는 중국 사대부의 입세(入世)와 출세(出世)라는 현실 또한 포

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현실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산

을 유람하는 것과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자 하였다. ‘산수화’를 통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자 하였고, ‘삼원법’으로 무한의 초월적 근원 공간

을 재현 것이 ‘삼원 공간’이다.

세속 공간과 이상 공간

산수 공간은 ‘은일’의 장소였다. ‘산수’는 은일, 은둔의 뜻을 가졌었고,

9) 김재숙, 앞의 글, pp. 83-84.

10) 토고(吐故): 묵은 탁한 기운을 내뱉는다.

11) 납신(納新): 새로운 맑은 기운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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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 ‘산야’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직업 관료들의 관점에서 ‘산수’와

‘산수화’에 대한 의식이 생긴 후에는 고난을 수반하는 은둔 장소의 이미

지는 사라진다. 대신 ‘산수 안에서 인자(仁者)와 지자(知者)인 인물들이

즐기는 장소’라는 생각이 깔리게 되었다.12) 산수를 미적대상으로 바라보

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에서 은둔하는 사람의 산수화보다는 현실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요유’를 수반한 산수화로 정립된다.『임

천고치』의 ‘삼원 공간’은 이러한 직업적 관료의 미적 만족감을 주는 ‘산

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다. ‘삼원 공간’에는 세속 삶과의 연관성을 고

려해서,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두 개의 공간’이 등장한다. 한 공간은 관

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현실 세속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임

천의 ‘탈속 공간’이다. 13)

시끄러운 티끌세상의 굴레와 속박은 사람의 마음에 늘 실증나는

바이다.14)

‘현실 세속의 공간’은 일상이 있는 현실의 공간이다. 임금과 어버이에

대한 윤리와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공간으로 일상과 윤리가 존재하는 공

동체의 공간15)이다. 즉, ‘현실 공간’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곳, 친숙하

고 반복적인 패턴이 생겨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각주 14>에서 알 수

있듯 곽희는 이 공간을 시끄럽고 인간을 구속하는 ‘진효강쇄(塵囂韁鎖)’

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수식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얽매임과 실증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살아가는 공간에서 염증을 느끼고, 이러한

고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롭고 자유로운 은거의 공간을 요구한다. ‘탈

속 공간’의 모습은 현실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름다운 공간’으로 제시된

것이다. 곽희는 이 탈속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 '차경(借景)’으로 제시한

12) 곽희,『곽희의 임천고치』신영주(역), 문자향, 2001, p.159.
13) 김재숙, 앞의 글, p.90.

14) 위의 책, p.11, 塵囂韁鎖,此人情所常厭也.
15) 위의 글,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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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음대로 소요할 수 있고, 노을과 안개를 관조할 수 있을 만큼, 여

유롭고, 원숭이와 학 등이 날아다니고 지저귀는 곳이며, 진효강쇄의

윤리적 고삐에서 안개와 노을 속의 선성의 모습은 마음에 늘 그리

워하면서도 볼 수 없는 바이다.16)

현실에서 바라본 차경은 사람의 미적 만족감에서 오는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주면서 마음을 사로잡는17)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

수가 적합함이다. 아름다운 산수는 군자의 근원적 향수를 일으킨다. 군자

가 미적 ‘쾌(快)’를 주는 산수 임천을 갈망하고, 차경은 그러한 공간에 대

한 갈망을 충족시켜준다. <각주16>은 임천고치의 차경을 묘사한 부분이

다. 그 아름다운 공간은 소요유하며, 자유로이 은일하여 자아를 기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자유롭고 세속의 때를 제거해 줌은 도가에서 말하

던 은일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같지만, 자아에 대한 언급은 현실 세계에

서 지켜야 할 큰 윤리 역시 이 공간을 통해서 가능함을 의미한다. ‘차경’

은 출사자(出仕者)입장에서 ‘은일 공간’이다. 즉, 몸이 속세에 있으면서

정신은 자연에 둘 수 있는, 세속 공간 속에서 본인의 몸을 깨끗하게 하

면서 큰 윤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가볼만하고 구경할만한 곳을 그리는 것이 노닐만하고 살만한

곳을 그려 얻음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18)

그러나 모든 자연 공간이 소요유의 차경이 될 수 없다. 품격 있는 산수

의 공간은 소요할 수 있고(可遊)，거주할 만한(可居) 곳뿐이다. 차경은

16) 앞의 책, p.9, 丘園養素, 所常處也, 泉石嘯傲, 所常樂也,漁樵隠逸, 所常適也,

猿鶴飛鳴, 所常親也, 塵囂疆鎖.此人情所常厭也。煙霞仙聖煙霞仙聖,此人情所

常願而不得見也.

17) 위의 책, p.9, 豈不快人意, 實獲我心哉.

18) 위의 책, p.16, 可行可望. 不如可遊可居之爲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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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미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정신적 고양을 수양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구사해야한다. 현실을 버리고 자연으로 은일하는 것은 도리가 아

니지만, 그것에 대한 갈망을 현실에서 충족하기 위한 매개를 정의하고

있음이다.

곽희의 ‘아름다운 공간’이란 원숭이의 소리와 새의 울음이 실재로 귀에

들리는 듯하고 산색과 물빛이 황홀하며 살만하고 노닐만한 품등을 얻은

공간이다. 차경을 세속에서 존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솜씨 좋은 화가

의 손을 통해 그려진 산수화이다. 곽희의 ‘차경’은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

지만, 현실 도피적인 차경이 아닌 현실과 긍정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

면서 감상자의 미적 만족을 위한 점이 강조되는 산수화를 의미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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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원 공간의 활용.

삼원공간과 낯선 공간은 삶에 대한 불만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같

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선조들은 산수를 찾아 떠났고, 본인은 일상을

벗어난 낯선 장소로 향한다. 속세에서 느낀 염증과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얻는 피곤함은 벗어나, 새롭고 낯선 이상 공간에서 미적 쾌감과 정신수

양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과거나 현재에서 일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차경을 찾고자 함은 차경의 공간이 시간적 조건과 독특한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성을 갖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간 속에서 ‘나’와 세계의 관

계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시선과 양태가 혼합적으로 엮이면서 공간의 가

치를 느끼게 된다.19)

‘낯선 공간’은 현대식 빌딩과 그 지역의 동, 식물로 구성된다. 자연의

모습과 인간 문명이 공존하며 서로에게 위협도 주지 않는다. 실제 현실

속 관계와 다른 모습이다. 문명의 발달은 자연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야

기하였다. 현재까지 오면서 자연은 파괴와 손실을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

이 되었고, 본인은 이 과정을 거른 채, 현재를 마주한다. 특히 타인의 공

간에서는 시각적 이질감과 새로운 관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본인의

이상이나 관념이 현실을 앞지르고 허구가 실존보다 미화되는 주관적인

이해관계20)로 타인의 공간을 본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상적 차경을 제

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차경은 ‘현실의 이상화’와 ‘이상의 현실화’를 통해 시대의 철

학을 그림에 나타냈다. 곽희의 차경과 본인의 차경이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두 공간의 구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징들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공간의 모습과 이해관계를 알기 위해 이번 장에

서는 과거의 사람들과 본인이 가진 회화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19) 이명수, 「공간, 장소 그리고 경계에 관한 노장철학적 접근」,동아시아 문화

연구 51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2012, p.225.

20) 김병종,「산수화, 땅의 그림」, 조형22, 서울대학교,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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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본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변이된 자연관에 대해선 배경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낯선 공간 속 전통의 승계

‘낯선 공간’은 우연히 목격한 풍경에서 새로움과 신비감을 받고 그림

으로 옮긴다. 도시를 특정 소재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도시 풍경 요

소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다. 산

수화처럼 산과 나무들만을 그리지 않고, 도시 풍경화처럼 도시의 경관만

을 소재로 하지 않는다. 장소의 외형에서 받은 감정과 시각물들로 이루

어진 ‘현대식 자연 경관’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본인은 삼원공간에서 나타난 회화관을 현재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

용하여, 동시에 현대적인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여 본인의 그림 세계를

얻고자 한다.

먼저, ‘낯선 공간’은 삼원공간과 같이 ‘소요유’를 지향하는 공간이다. 곽

희가 제시한 그림을 통한 자연으로의 은거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과거

산수화를 통해 감상자가 받던 ‘자연’의 역할을 의도한다. 감상자는 그림

을 보면서 “마치 이 산중에 있는 것 같음”을 느끼게 된다.21) 산을 소요

하는 자의 체험을 느끼게 해주는 산수화는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공감

을 체험하게 된다. 즉, 산수화를 통해 내적으로는 무위(無爲)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의 운동변화나 현상에 순응할 때 현실세계의 인위적인

가치관에서 해방되어 정신적으로 무한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22) 소요유

는 ‘천지본연의 모습’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천지 본연의 모습’이

란 인간사회의 인위적인 가치판단에 의하지 않고 언제나 균형과 조화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의 섭리에 일치하는 것, 즉 가식이 없고 소박

21) 김재숙, 앞의 글, p.96.

22) 황지원, 『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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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형평을 유지하며 한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23) 반면 ‘낯선 공간’은 세속의 공간, 현재 누군가의 공간이 배경이 된

다. 앞서 산수화에서도 일상의 모습들은 점경물(點景物)이 등장한다. 도

로, 정자, 나룻터 등이 등장하여 실재감을 준다. 그러나 주(主)는 자연이

다. ‘낯선 공간’에서는 현대식 빌딩과 건축물,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시

설, 보기 좋게 다듬어진 식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 조화로운 공간은 그 곳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확대화

하고자 한다.

소요유 공간의 변화는 자연과 만물, 그리고 나(我)의 새로운 관계다. ‘자

연’과 ‘인간’의 변화된 관계에 따라, 소요유를 위한 필요조건의 변화이다.

과거와 다른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편리성이 만든 문명이 형평을 이루는

공간을 만든다. 문명화에 너무 익숙해진 결과로 순수한 자연과의 합일을

이룬 생활일지라도 문명의 편리성을 포기하지 못함이다.

다음으로 ‘공간’의 활용이다. 전통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 다르게 풍

경의 외형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음미하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본질표현을 위한 체험의 강조는 화가에게 산수의 형태(刑)를 넘

어, 산수가 이루어내는 공간이 ‘의경(意境)’으로서 높아질 수 있는 경지를

가능케 하였다. 의경을 표현해 내기 위해 회화는 결코 자연의 복제품이

아닌 ‘화의(畫意)’를 표현해야 한다. 화의를 위해서는 자기 체험이 중요하

다. 체험은 곧 화가의 생각, 뜻(意)으로 이어, 그림에서 화가의 창작, 창

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주변 자연의 사생체험을 바탕으로, 한 화가의

상상력을 담는 그림을 그릴 것을 강조한다. 화가는 자연의 복제가 아닌

경(景)을 빌려 정(情)을 드러내는, 만물의 융합을 그려야 한다.24) 즉, 공

간은 전통산수에서 화가의 상상력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형상의 본질과

화가의 사상, 그리고 뜻을 담는 것이다.

23) 앞의 책, p 72.

24) 왕야오팅,『중국회화산책』, 오영삼(역), 아름나무, 200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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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서 노닐게 하는 것이다. 25)

이러한 사의적 의미의 공간 활용은 그림이 보이는 것보다 많은 것을 갖

게 한다. ‘공간’은 시각화된 사물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 동양의 개념으로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어딘가에 고

정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장자(莊子)』에서 공간은 실제

로 있으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26) 공간은

존재적 차원의 대상이나,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식론적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산수화에서 공간은 의재필선(意在筆

先)27), 흉유성죽(胸有成竹)28)의 실현 공간임을 고려하면, 구성하는 공간

은 시각적 인식 이상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산수화의 공간 구성은

일반적으로 2차원적 공간(선)과 4차원적 공간(시간), 그리고 5차원적 공

간(의식)의 종합이 되어야 한다.29) 이러한 개념은 그리는 작가뿐만 아니

라 감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수행되어, 체험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도

이러한 공간 덕분이다. 본인의 공간도 허(虛)와 실(實)의 장소로, 실존할

수도 있지만 만들어낸 장소일 수도 있다. 목격한 장소에 다시 가보아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존재를 알고 있

지만 인식하기는 어렵기만 하다. 이것이 전통 동양의 회화가 표현하고,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회화의 공간이다.

전통 동양의 회화에 화의를 담고자 할 때, ‘여백’을 남긴다. 전통 산수화

에서는 사물간의 관계를 통한 공간 표현이 화면에 자연 속 깊이감과 무

한함을 표현한다. ‘여백’은 이 관계에서 자연과 화가의 관계를 대변하는

25) 마이클 설리반, 『중국의 산수화』, 김기주(역), 문예출판사, 1994, p.154.

26) 이현주,「莊子의 內篇으로 분석한 영화 <아바타>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

자인학 연구, vol 11 No.5,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3, p.268.

27) 의재필선(意在筆先): 뜻이 붓 끝에 나타나 있다.

28) 흉유성죽(胸有成竹): 가슴속에 이미 대나무가 있다

29) 오영삼, 「산수화의 遠視형식」,한국미학예술학회지 통권 제11호, 한국미학

예술학회, 2000,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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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다. 서양화에서 빈 공간이지만, 전통 산수화에서는 보이지 않음으

로 ‘뜻’을 내포하여 ‘사색의 장’이 되는 것이다.

남송의 이당(李唐, 1049년경~1130년경)

은 “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안

개 속 사구 등은 쉬워보여도 그리기는

어렵다”고 하였다.30) 표현은 흐릿할지

라도 공간을 비움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려진 부분과 서로 다른 융합 반응을

일으켜 기운이 넘치는 상승효과를 가져

와야 한다. 하나의 초월적 공간을 만든

다.31) 시각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구름과 안개로 보여져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심상’으로 자

아낸다. 이것을 ‘유백(留白)’이라 표현

한다. ‘유백’은 허와 실을 바꾸어 감상

자에게 상상력을 일으키는 효과이다.

남송대의 그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

는 데, 그 예로 모익毛益 이 그린 <유

연도柳燕圖><도판1>이 그러하다. 화

면 일부에 경물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공백으로 표현하여, 직접적인 설명을 피함으로 그리는 사람과 보

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32) ‘낯선 공간’은 여러 다른 공간이 재조합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공간이 재조합되어 하나의 공간을 이루면

서 오는 미묘한 차이를 전통 산수공간에서 사용하는 여백의 개념을 차용

하여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동일한 성격의 여백과 유백의 의미를

30) 왕야오팅, 앞의 책, p.153.

31) 김재숙, 앞의 글, p.99.

32) 위의 책, p.24.

<도판2> 【작품23】의 부분

<도판1> 모익(毛益)의

<유연도>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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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공간’을 시도한다. <도판 2>는 이 여백의 공간을 활용한 사례이

다. 공간을 유백으로 유도하기 위해 담묵의 우림을 시도하였다. 공간은

여러 공간이 혼합된 공간이다. 시각적으로 정원의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빌딩의 하늘이 되기도 한다. 직접 제시를 피함으로 보는 이의 상상력을

유도하고, ‘사의’의 공간으로 간주하여 공간의 해석을 남기고자 하였다.

여러 공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함에서 환상을 느끼도록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진실과 허구가 일체 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공간이 빈 여백을 매개체로 삼아 연결되기를 희망하였

다.

마지막으로 ‘시점’의 활용이다. 하나의 산은 걸음마다 다르고, 산의 형태

는 면마다 다르다. 산수화는 이러한 산에 대한 체험을 담은 것으로, 산수

화에 사용된 다시점은 산수와 경험의 시간, 그리고 사건을 끌어 들이고

있다.33) 이러한 시점의 활용 결과는 시각적인 재미를 구사한다. 자연의

부분적 풍경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유도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전통 다시점을 활용한 표현은 비논리적인 상황과 공간을

표현함에 활용할 수 있다. ‘낯선 공간’의 상상의 비균일적 공간 구조를

구성하면서, 감상자의 공간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공간

을 구성하고 싶었다. 공간의 구성물을 구상함에 있어서 삼원법의 세 가

지 시점으로 바라본 풍경들을 조합하였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달라지

는 이동하는 느낌을 위해, 전통 회화 시점인 ‘이지동도’의 개념을 도입해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 경험과 그 장소들을 그림 속 하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을 시도한다.

《KE0893》은 서양의 영향인 투시원근법과 전통 투시도법이 혼재된 양

상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시도한다. [표 1]

은 【작품22】의 주제부를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경험이 합쳐져 하나의

덩어리 전체 장면을 의도적으로 구성, 시도한다. 곽희의 「산수훈」의

‘산은 대물이기에 인간이 산수를 볼 때에는 반드시 멀리서 조망해야 한

33) 앞의 글,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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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다. 주제부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의 건축물의 시점을 비교해 보았다. 상부에 그려진 ‘건물 1’은 덩

어리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원법으로 그려 실제 빌딩의 높이를

느껴질 수 있게 표현하였다. 바로 옆에는 전통 가옥 ‘건물 3’이 이어지는

데, 실제 공간이라면 같은 고원법으로 표현하지만, 부감시로 표현되어 있

다. 이는 본인이 경험한 가옥이 높은 빌딩에서 본 경험이 있고, 경험한

순간의 이미지가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그림에서는 실제 경험했던 시점

에서 그려졌다. 다른 공간이 뒤틀려 사물이 시간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공간을 구상하기를 시도한 것이다. 덩어리의 중간 부분에 있는 ‘건물 6’

와 ‘건물 8’은 평원에서 그려졌다. 그러나 같은 중간 부분일지라도 ‘건물

8’은 ‘건물 6’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에, 시점이 부감시로 표현되었다.

시각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실제로는 불

가능한 뒤틀린 공간들의 구성으로 시선에 불편함을 주고,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통해 일반 공간이 아님을 표현해보고자 시도한 것이

다.

삼원공간에 나타난 전통 동양 회화의 특징들과 ‘낯선 공간’을 비교해보

면서, 그것을 활용한 사례를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로 소요유에 대한 갈

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림의 역할이다. 일상으로부터 느끼

는 피로감을 새로운 공간에서 위로받고, ‘소요유’에 대한 갈망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두 공간의 생성 목적을 같게 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자유롭게 떠나지 못한 아쉬움을 ‘산수화’를 통해 달래

고자 한 그림의 의도를 본인의 그림에도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로는 전통 동양회화에서 담았던 ‘공간’의 개념이다. 그림을 자연의 복제

가 아닌 ‘화의’의 뜻을 담아, 그리는 이와 감상하는 이의 상상을 유도하

는 ‘여백’과 ‘유백’의 개념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시점’을 사용한

대상의 표현이다.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게 하는 ‘다시점’을 차용함으로

사물 본질에 대한 성찰과 진지함을 얻고자 하였다. 삼원 공간의 개념들

은 정신적 공간의 소요유 경지를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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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는 구속적이지 않은 연출을 시도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이 요소들을 차용해 봄으로 ‘낯선 공간’의 환상적이면서도 기이한 장면을

연출뿐만 아니라, 공간의 무한한 확대로 이어짐과 심미적 즐거움들 역시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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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한 시점을 이루고 있는 <KE0893 Ⅰ>

상

건물1: 고원 건물2: 심원 건물3: 부감 건물4: 평원

중

건물5: 고원 건물6: 평원 건물7: 고원 건물8: 평원

하

건물9: 부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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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차용을 통한 변이

‘낯선 공간’은 자유, 유(遊)와 락(樂)의 체험을 위한 장이다. ‘낯선 공

간’으로 삶의 장소를 잠시 옮기고, 일정기간을 거주하지만, 여전히 완벽

한 이해가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이다. 타지인으로 그 지역을 관찰하고,

이질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한다. 새로운 공간의 법칙에 따르면서

그 방법이 나의 삶과는 다름에서 재미를 경험한다. 전통 동양 산수공간

의 이상적 공간에 대한 표현법에서 새로운 공간을 나타내는데 활용해보

고자 한다. 선조들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고, 산수화의

소요유를 표현한 방법을 차용하지만, 두 공간이 가진 성격은 차이를 갖

기에, 전통의 변이를 시도한다.

‘자연’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34)을 의미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주, 환경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과거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에서 세상의 이치, 윤리, 미(美)등 인간의 모든 삶을 빗대어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자연의 체험방법은 ‘은둔’이었다.『서경(書經)』에

는 과거 사람들이 가진 자연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35)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장대하고 경이로운 대상이었다.36) 고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생각

은 의지가 없는 물질의 집합체가 아닌, 자연 속에 신이 들어있는 살아있

는 존재로 생각했다. 자연에 대해 친화적이면서 순응적인 태도로, 이러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근대 이후까지도 인간 삶의 법칙이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그만큼 자연은 인간에게

친숙한 존재이다. 화가는 자연의 이러한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와 연결시

키고, 그것의 시각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산수화를 그리는데 있어서 깊

게 관찰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판단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본질에 다

34) 국립국어원, ‘자연’.

35) 안종수,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 2006, p.67.

36) 윤사순,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8, p.20.(조기영,「전통적

자연관의 유형과 현대적 수용성 : 자연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따른 유형」,

동양고전연구12(99‘12), 동양고전학회, 1999, p2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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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갈 수 없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

연을 그림에 표현을 위해 ‘체험’을 강조하고, 자연에 대한 태도는 ‘관조’

적 입장이다. 결국, 산악의 형세를 취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은둔자로

생활함이 기본이었다. 곽희의 삼원 공간 역시 산수 자연 공간을 ‘차경’으

로 삼고, 솜씨가 좋은 그림을 통해 공간의 재현을 시도한다.

먼저, ‘공간’을 경험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 앞서 ‘공간’에 대해 전통

동양 회화의 개념을 차용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간을 경험하는 방

식에서는 변화를 주었다. 전통 산수화에서 보여주듯 산수화의 공간이 되

는 자연을 체험하는 방법은 ‘은둔’이었다. ‘삼원 공간’ 역시 은둔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을 현실 속에서 ‘삼원 공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본인은 공간 속의 은둔이 아닌 참여를 선택하고 의도한다. 직접 은

둔은 아니지만 좋은 그림을 자신의 공간에서 감상함으로, 자신의 범주

안에서 자연 속에 은둔 방식이다.37) 그러나 ‘낯선 공간’의 차경은 다른

자연의 모습을 가진다. 본인의 차경 모습에서 문명의 모습은 필수적이다.

문명과 함께하는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공간은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는 ‘관조’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객

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사물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리는 이의

주관적 의사와 각각의 상황이 상상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낯선

공간’은 환상을 주는 상상의 시각물과 실존하는 대상들의 비중이 비슷하

다. 다른 사람의 현실이지만 본인에게는 새롭고 신비한 곳으로 또 다른

속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으로 옮겨지는 공간은 ‘참여’를 통한 경

험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 그려진 대상들에게서 원시적, 근시적 시각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 다시점을

활용한 복합적인 조합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차경’ 모습이 다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낯선 공간’은 다

른 사람의 현실이지만 본인에게는 새롭고 신비한 곳으로 또 다른 속세의

의미를 갖는다. 모두에게 새로운 곳이 될 수는 없지만, 관찰자와 감상자

37) 곽희, 앞의 책, 신영주(역)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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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상의 여지를 통해 익숙하지만 실제로 본적이 없는 공간을 의도하고

있다. 이 특성은 곽희가 제시한 차경의 목적은 같지만 모습이 달라, 본인

의 공간이 변이를 시도하는 이유가 된다. 본인은 이상적인 세계의 성격

이 단순한 아름다운 무릉도원이 아닌 현대인의 상황에서 편안함과 즐거

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곽희의 차경은 소요유할

수 있고(可遊), 거주할 만한(可居) 산수 공간이다. 세속으로부터의 초연

함을 지니고, 자기 자신과의 정신의 중용을 갖고, 감상자의 마음을 천지

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 ‘허정하고 맑고 그윽한 적막으로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38) 그에 비해 본인의 공간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구경할만하고, 노닐고 싶은 공간이고, 적당하게 즐기다

집으로 가고 싶은 공간을 의도한다. 회화는 현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

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이 있다. 본인이 전통

공간을 변이하는 이유는 이러한 회화의 기능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현대인들의 삶은 매일이 반복되고, 무사안일주의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무료하고 기대감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위로하고 싶었다. 몽환적인 판타

지가 이 세계를 가보고 싶게 만들기를 바라고, 잊고 살았던 동화 속의

세계를 연상시키길 시도한다. 그림 같은 초목은 한번 관광해보고, 약간의

위험과 미지가 존재하여 경험해 보고 싶게 만든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

는 않지만 모험하고 즐기고 싶은 세계를 그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변이의 대상은 그림 속에 나타나는 두 공간의 관

계이다. 곽희의 임천고치에서 나타난 두 개의 공간은 현실의 세속공간과

임천林泉의 탈속공간이다. 세속의 공간은 책임감이 따르는 공간으로, 인

간을 구속하는 진효강쇄의 공간이다. 반면 이 구속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차경’이다. 속세에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장소로, 미적인 쾌감을

주는 산수의 공간이다. 곽희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정확히 분류하고 각각

이 가지는 공간의 특징을 분류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이 나타내고 있는

공간은 전통 자연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자연의 공간은 아니다. 현대 도

38) 김재숙, 앞의 글,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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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미지는 산(山)보다 높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빌딩으로 표현하

며, 자연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미지로 대표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시는 자연과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인간문명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본래 자생(自生)하는 것은 현대문명이 파괴시키며 성장하면서

초래된 문제 때문이다. 본인은 이미 개발이 진행된 후에 이 세상을 마주

하였기에, 극단적 대립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였다. 이 과

정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다. 그렇기에 ‘낯선 공간’은 이러한 본인의 시각과 생각을 보여준다.

또한, 선조들이 보여주는 속세와 선경의 구성 모습과 다른 이유이다. 그

들은 선경의 모습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연이 주(主)가 된다. 감상자는

정경 인물이 되어 산수를 감상할 뿐이다.39)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이

상적 모습이 ‘속세를 떠난다’는 아니다. 자연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상

향을 대변할 수 없다. 오히려 본인의 이상적인 모습에는 인간의 흔적이

존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과 공존하는 현대적 건축물이 필수이다.

자연은 이 인간의 생활공간에 최대한 적당한 모양새를 갖춘다. 자연을

숭상, 위대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조화와 관상적인 부분이 돋보인다. 이러

한 모습의 변화가 본인 세대가 받아 드리고, 바뀌어 버린 관념의 한 부

류가 될 수 있음을 기록하고, 그 모습을 보여줌을 시도한다.

전통화를 계승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전통화의 양식을 차용하지

만, 시대와 사는 모습의 차이로 많은 부분에서 변이의 대상이 필요했다.

‘낯선 공간’에서 변화를 준 것은 ‘은둔’ 대신 ‘참여를 선택하는 공간에 대

한 태도, 살만한 공간이 아닌, 놀만한 공간, 마지막으로 자연과 속세와의

관계이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과 기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지, 어떤 방식의 변이 방향과 방

법에 대해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 현재의 생각과 사상을 더욱 합리

적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성찰을 갖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전통 산수 공간’의 이론을 고찰하고 본인의 공간과 비교,

39) 김재숙, 앞의 글,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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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전통 산수 공간은 자연을 시각적 대상보다는 정

신적 대상으로 마주하고, ‘삼원법’을 통해 ‘삼원 공간’이라는 심미적 공간

을 창출하는 것이다. 곽희는 이러한 공간을 ‘차경’으로 표현하고, 제대로

된 이해와 표현으로 속세에서도 소요유를 즐길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

만큼 전통 산수 공간은 사대부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생각과 사상을

담고 있다. 본인은 그들의 자연관, 공간 그리고 시점에 대한 방법을 차용

하였지만 그들의 공간을 습득하기 위한 태도, 차경의 성격, 그리고 세속

과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변이를 선택하였다. 전통 삼원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차용과 변이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지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통 사상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기에, 좀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다

양한 전통의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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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낯선 공간의 회화적 기록과정

이번 장에서는 상상력을 통한 낯선 공간의 모습을 통해 작업의 주제

가 되고 있는 '공간'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환상'과 이미지의

창조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난 공간의 성

격과 공간이 기록화로서 무엇을 기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낯선 공간의 생성

현대인의 삶에서 교통의 발달은 ‘여행’이 생활화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

고, 새롭고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움은 자극이

되고, 이 경험은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 추억으로 간직한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같은 장소를 방문하지만 각자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개인

이 펼친 장소에 대한 상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상(想像)
의 차이는 개인이 가진 환경에 따른 ‘타 문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

이다.40) 상상은 시대적, 지역적, 계층적, 교육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자가 인식하는 낯선 공간에 대한 해석이

다채로워 질 수 있다는 주장41)에 공감하고, 고유성을 가진 ‘낯선 공간’을

시작하였다. ‘낯선 공간’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어린 시절 환타지 세계

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형상들을 기록한다. 공간은 익숙한 이미지면서,

개별적인 지역성을 갖는다. 또한, 판타지 이미지들은 환상적인 공간을 연

출하여, 공간의 비실재적 이미지와 독창성을 더한다. 새로움과 동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코드를 묘사하면서, 현실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새

40) 안종철, 「꿈과 욕망의 거울로서의 여행지」,황해문화통권 제 66호, 새얼문

화재단, 2010, p.474. 에서 재인용.

41) 위의 글, p.476, “이러한 지역적, 계층적, 교육적 배경을 더 고려하면서 그들

의 여행지를 분석했다면 그들이 가지는 인상과 생각을 좀 더 풍부하게 보

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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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차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낯선 공간’이 현실을 반영하면서 독립적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상상’

의 과정을 연구해 봄으로 ‘낯선 공간’의 정체성을 갖고자 한다. 본인의

경험과 상상을 거쳐 만들어낸 공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행위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과정을 알아보고자한다. 현실과 상상이 조합하여 복합적인

공간 생성이 되는 이미지화 과정을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현대

기록화로서 어떻게 기록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

고자 한다.

상상의 대상 ‘낯선 공간’

‘낯선 공간’에 대한 기록은 즉흥적이었다. 본인이 새로운 장소에 머물

면서, 외관을 즐기던 중 환상적 공간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

라진다. 이러한 일시적인 공간의 존재는 ‘낯선 공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

기하게 만들었다. 처음 이 공간을 경험했을 때는 마치 어린 시절 꿈꿨던

외국의 모습과 같았다.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의 공간을 간직하고 싶었다. 목격했지만, 사진으로도 담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험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변질되었

다. 이러한 점이 아쉬워 잊기 전에 ‘낯선 공간’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낯선 공간’은 일상과 다른 장소로 떠나 공간 속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다. 장소의 이동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현장을 기록하는 그림은 옛 부

터 많이 그려졌다. 과거에는 여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림 속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곤 하였다. 18세기 유럽 문화 속 그랜드 투어의

초상화나, 우리나라 의 ‘금강산도’가 대표적이다. 여행을 통해 그려진 그

림은 일반적으로 지역적 정보를 담는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실존하

지 않아 지리적 정보가 없는 이상적 장소인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가

있다. 이 그림들은 시대의 철학을 담고, 그 모습을 통해 보는 이에게 새

로움을 전달하고 다른 세상에 대한 교감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낯선



- 27 -

공간’ 역시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공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공간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비완결적 상황이 감상자에게는 상

상의 기회를 부여한다. ‘타자의 문화’임를 인정하여 그 문화에 대해 완벽

하게 터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주관적 지식

과 상상이 조합된 풍경을 보여준다. 이 조합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함에

서 오는 신선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모습을 가진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낯선 것에서 느

끼는 미지(未知)로 인해 상상의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지에

서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 그리고 호기심의 상상을 가지고, 낯선 장소

를 바라본 나만의 공간이 ‘낯선 공간’으로 구성되고 기록되고 있다.

‘상상’의 정의

상상(image)은 감각-지각(sense-percep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상

력은 ‘본인의 지식’을 재료로 삼는다. 살면서 가졌던 전반적인 삶의 태도

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 상식부터 타지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

험과 생각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시대적 요인이다. 21세기 ‘디지털 시

대’42)는 빠르고 방대한 정보력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80년 이후 세대는

디지털화 된 사회를 이전 세대(80년 이전 출생)에 비해 익숙화 되었다.

이들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 지식의 범람을 당연시 한다. 이러한 환경은

이미지나 정보에 대한 무방비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하나의 키워드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대표적으로 인식되고 고착화된 정보를

42) 이광석, 「인터넷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언론학회, 2011, p.83,

;80년대(79~88)에 태어난 세대를 디지털세대, 90년대(88~)를 모바일 시대라

고 지칭하였다. 본인은90년대 이후 청년기를 보낸 세대를 의미하며 디지털

세대와 모바일 세대를 두루 통칭할 수 있는 개념으로 80년대 이전 출생과

이후 출생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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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에 영향

을 끼친다. 사전 지식과 정보는 쉽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

지만, 반대로 모험심과 상상력에 제약(制約)을 주고, 획일화된 이미지를

갖게 한다. 새로운 것에 접근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상상의 기회는 빼앗

긴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상력’의

개념은 상업적이거나 획일화된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의식의 영

역에서 결합시키면서 존재하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떠오름’43)으로

정의한다.

본인의 공간에서 ‘상상력’은 본인의 공간이 지닌 ‘지역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기록된 공간에는 대중적 이미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도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만큼, 감상자로 하여금

공감능력이 격하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 그

떠오름을 소재로 하였기에,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의 외관에서 받은

느낌과 경험을 통해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중적 이미지와는 다른

나만의 공간이라는 점이 공간을 창조하고 상상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

는 동기가 된다.

상상의 유형

상상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대상

을 통해 지각한 내용을 형태, 그림 등으로 연상한 것이다.44) 예를 들어

어떤 실체의 부분만을 보고 아직 보이지 않는 실체의 전체 모습을 읽어

낼 수 있다. 지각된 내용은 형태, 그림 등으로 연상된다. 상상력을 통해

제시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지만,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본인의 그림에서 상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43) 박은영, 「모호한 형태에 있어서의 조형적 상상력의 발현」, 디자인학 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101호, 한국디자인학, 2012, pp. 253-254.

44) 위의 글,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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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상상력의 유형에는 ‘조형적 상상력’과

‘개념적 상상력’이 있다. ‘조형적 상상력’은 지각요소로 떠오르는 것이 어

떠한 형태적 이미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 상상력’은 형태 이외의

의미, 스토리 등의 비정형적 요소를 말한다.45) 본인의 그림에서 시각적으

로는 개념적 상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

로는 두 가지 행위를 시도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건축 구조물들을 화면의 큰 구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의미를 가지지 않

는 기하학 도형 등의 등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그림에서 상상의 행위는 그림을 그리는 본인 뿐 아니라, 그림을 감상하

는 이에게도 필요하다. 그림 속 ‘낯선 공간’이 장소에 대한 기록화이면서

도, 그 기록은 ‘상상’을 통한 현존하는 것들과 비 실재하는 것들의 결합

이기 때문이다.

<도판3>와 <도판4>는 본인 그림에 등장하는 그림의 부분이다. 제작

시기가 다르고, 다른 내용과 경험이지만 비슷한 형상의 호수가 등장한다.

이 호수의 형상은 어린 시절 본인이 외국에 나가면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던 ‘밤의 호수’이다. 어린 시절, 특정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외국을 만

화 ‘아라비안나이트’의 배경처럼 환상적, 이국적 이미지로 상상하곤 하였

다. 실제로 외국을 방문하고, 실제의 느낌과 함께 이전의 꿈꾸던 환상이

겹쳐 보이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방문하는 장소가 다를지

라도,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본인은 이것을 조형적 상상력의

45) 앞의 글, p.253.

<도판4> 【작품3】의 일부<도판3> 【작품1】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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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으로 간주한다. 조형적 상상력은 지각에 대한 투사에 의한 추리와

주관적 기억46)으로 작용된다. 대상을 보고 그것과 흡사한 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연상시키는 것이다. 독일의 생리학자 헬름홀쯔

(Helmholtz)의 무의식적 추리(likelihood principle)는 감각 자극으로 인한

지각 그림 단서가 주어지면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기를 기억해 냄으

로써 문제를 풀어낸다는 가설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를

한다고 간주한다.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과 흡사한지

연상하고 수정과 조정을 통해 맞추어 보는 것이다.47) 본인의 작업에서는

환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 과정이 작용한다. 낯선 공간에서 새롭게 인

지된 것과 본인의 내면에 있는 이미지를 함께 목격한다. 이 과정은 공간

을 다채롭게 구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시리즈의 공통적인 이미지를

양성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낯선 상황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

들과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지어, 흡사한 것, 익숙한 것

으로 연상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이 각 작품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경험과 기억은 상상력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

른 대상을 경험하였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재인(再認)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조형적 상상력’은 ‘지각되는 것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을 따른다. 과정 내 지각된 표상 자체가 형상(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경험, 그 어떤 것에도 적용될 수 없다.48) 게다가 지각된 형상이

‘모호한 형태’49)라면 상상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 본인은 이러한 요

소를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도한다.

<KE0893 Ⅰ>를 보면 사실적인 풍경 속에 기하학 도형과 모호한 형태가

있다. <도판5>는 건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한 형상이다. 이것은 즉각

46) 앞의 글, p.255.

47) 위의 글, pp. 254-255.

48) 위의 글, p.256.

49) 위의 글, p.256, “‘모호한 형태’란 시각적 대상이 그 속에 조직화된 지각적 g

형식을 발견할 수 없는, 비구조적이고 비정형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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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응이 어려워, 그림 형상 해석에 어려움을 준다. 반면에 <도판6>

과 같이 정형적인 도형일 때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도 유추해낸다.

기하학적 도형과 모호한 형태 모두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

았지만, <도판5>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사물로 해석된다. 반면 <도판6>

의 경우에는 우주, 지구, 동방명주 등 유사한 형태의 해석들이 있었다.

이 형상들은 본인이 경험한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실재하는 것들과 비실재하는 것

들의 비과학적인 공존의 관계를 시각적으

로 도와준다. 실재로 각각의 공간은 논리

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는 이 구성을 설

명할 수 없다. 근경에 위치한 물상에서 원

경으로 이동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근경에 위치 할 법한 물상들은 공간에 대

한 이해와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

한 관계를 돕기 위해 시각적 방법으로 ‘도

형’을 사용하였다. 보는 사람은 주변의 익

숙한 요소들에게서 형태를 이끌어내고 해

석하려 한다. 그러나 주변의 형상들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확실

하게 알 수 없다는 점으로 새로운 상상력

의 가능성을 시도한다.50) 본인 역시 기존의

법칙과 과학적 실존 가능성이 불가능한 공

간에 대한 문제를 형태의 모호성을 통해

풀어내고자 시도한다. 모호한 도형들로부터

다양한 추측과 해석의 가능성으로 예술 세

50) 에른스트 곰브리치(Erenst H.J. Gombrich, 1909~2001)는 형태의 불확실성은

그 판독에 있어서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기며, 모호성이 이미지를 읽는 문

제의 열쇠라고 피력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서양미술사』,백승길, 이종숭

(역), 예경, 2003.p.4.)

<도판5> 【작품22】의 일부

<도판6> 【작품22】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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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해소하고자 시도하였다.

낯선 공간의 이미지화 과정

‘낯선 공간’의 대상은 내면에 있는 ‘심상의 공간’이다. 내면의 심상을 기

록하기 때문에, 주로 본인의 ‘상상력’에 의존한 구성과 소재를 사용한다.

‘상상’은 인간의 자동적 떠올림이지만, 상상의 반복은 그림의 이미지 형

성 결과에서 공통적 이미지를 양산하였다. 반복된 요소들은 다음 전개될

공간에서도 재등장하게 되고, 화면 전체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상상력

은 본인의 그림에서 특정 측면이 아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의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다.51) ‘발상’은 두뇌에 학습되어 저장되어진 연관성 있

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일종의 아이디어이다. 이는 이미

경험을 통해 저장된 기억의 활용으로 극대화가 된다. 즉, 발상은 본인이

학습하고, 생각에 따른 확산과 수렴의 형태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것

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원리를 적

용해보면, 경험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바탕으로 형성된 생각과 경험의

종합이다. 우리는 이 반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발상이라 한다. 이러한

발상을 통한 이미지 도출은 인지과학의 이론을 이용하면 순차적 반응에

따라 ‘5가지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52)

관념적 사고범위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환경의 첫 번째는 가장 처음으

로 받아들이는 경험이다. 장소의 첫 시각적 경험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화되는데, 이 고정

된 이미지는 새로운 장소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정적이게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객관화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익숙해

지기 전까지는 매번 같은 장소가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51) 홍병선, 『예술에서의 상상력』, 연경문화사, 2012, p.15.

52) 유재춘,「고정관념의 정체와 창조적 사고를 위한 두뇌활용법 연구」,디자인

학 연구 34, 한국디자인학회, 2000,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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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을 공유할 지라도 서로 다른 관념화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낯선 공간’의 동기이자 구성의 원리이다. 두 번째는 학습의 단계

중 가장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낯선 공간에 대한 이미지는 처

음의 이미지와 마지막 경험의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를 기록한 것이다.

반복된 경험들과 중첩이 되는 이미지는 본인의 뇌에서는 더 이상 고유성

을 지닌 장소가 아니다. 작은 단위의 특정 장소보다 더 큰 단어의 의미

다양화로 이어진다. 이것은 인지과학 영역에서 분석하는 입력환경 세 번

째 단계이다. 이미 알고 있거나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양상들

과 연결시키는 효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눈에 띄거나 독특

한 방법으로 강조된 것, 특히 오감 중 하나에 특히 강하게 호소된 것들

에 영향을 받는다. 이 단계는 본인이 사진보다 회화를 추구하는 이유와

도 같다. 사진의 객관적 현장의 모습과 나의 기억의 이미지가 다른 이유

도 네 번째 단계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본인의

관심을 특별히 더 끄는 것이다. 《KE0893》시리즈가 <청명상하도(淸明

上河圖)>53)와 비슷한 모습으로 옮겨지고 있고, 《광주해윰도》는 <독서

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54)의 영향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모두 현지에서

접한 인상 깊은 작품들의 작품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섯

번째 이유, 낯선 장소에서 조우한 감명 깊었던 기존의 이미지들의 영향

력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 창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인의 ‘낯선 공간’은 발상과 생각에 대한 근원이 무엇인지 정

확한 제작 과정을 알 수 없었다. 새로운 공간을 마주하면서 새로운 아이

디어가 발산되지만, 무의식 영역의 활동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공간의 자유로운 상상은 지금껏 본인이 학습해 온 내면이 스스로 표출하

고 있는 행동이다. 새로운 공간을 형성 할 때마다 형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공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본인 공간

53) 장택단(張擇端),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525X255(cm), 비단에 채색,

1120년경,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54)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비단에 수묵담채, 91.5X62.3, 일본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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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이 되는 ‘상상’의 행위를 알아보고, 인지과학의 영역으로 그 과정

을 고찰해 봄으로 다양한 구성의 본인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이론

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판7> 공간 크로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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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낯선 공간’의 구성과 기록

고대 신화에서 보여주는 상상력

들은 풍부하고 기이하다.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산천풍물의 기이

한 동물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기괴한 신화의 소재들은 고대인들의

삶에 접목시켜 재미를 자아낸다. 중

국 신화자료의 보고(寶庫)라고 불리

는 『산해경』신神, 선仙, 귀鬼, 괴

怪, 산, 강, 하늘, 땅이 모두 등장하

고 기이한 새와 동물, 신선과 마귀,

금과 옥과 보물들을 통해 매우 심오

하여 현대인이 통독하기 어려운 상

상의 세계를 그려내었다.55) 『산해

경』에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과 괴

물, 그리고 동물의 복합형상이다. 예

를 들어 『산해경』에 등장하는 우

민국 사람들은 깃털이 나고, 난민국

사람들은 알을 낳는다. 동방의 목신인 구망 <도판9>은 새의 몸에 사람

의 몸을 가진다. 얼굴이 네모지며 2마리의 용을 타고 있다. 반인반수의

모습이 초인적인 힘을 느껴지게 한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에 상상을

더하여 상상력의 흥미와 재미를 더하는 방법으로 설정되었다. 소설 속

존재들은 이렇게 실재하는 것과 비실재하는 것들이 조합하였을 때, 더욱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다. 본인 작업에서도 실재와 비실재의 조합들을 통

해 비슷한 초현실적 분위기의 설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55) 예태일,전발평, 『산해경』, 김영지, 서경호 역, 안티구스, 2008, pp.4-6, p

430.

<도판8> 『산해경』

<전욱의 부락도>부분

<도판9> 『산해경』목신 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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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공간’은 현실에 실재하는 것과 비실재하는 것들이 혼재한다. 실재

하는 요소들을 통해 그림은 익숙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비실재하

는 것들을 낯섦을 유발한다. 이것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낯섦을 시도한다.

감상자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형상을 통해 실재와 비실재하는 것의 이분

법적인 구분을 시도한다.

‘낯선 공간’은 실재와 상상(비실재)가 공존한다. 상반된 두 가지의 자연

스러운 구성을 위해 그림에서는 ‘환상 illusion’을 시도한다. ‘환상’은 마치

실재가 아닌 것을 실재처럼 속이는 것, 잘못된 지각을 의도하는 것을 의

미한다.56) 본인은 공간을 목격하면서 본 것들을 사생하지만, 모든 것이

실존하지는 않는다. 단지, 목격하는 순간만큼 본인에게는 모든 것이 실재

하였음이다. 그렇기에 그 순간에는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실재한다고 믿

으며 기록한다. 먼저 우리가 실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의 존재 여부가 정확하다고 믿을 수 없다. 플

라톤(Plato)은 우리가 감각적 세계에서 실재의 이미지만 본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보는 실재의 이미지는 실재가 아닌 ‘실재의 모사이며 재현’

이다. 또한 그림은 실재를 그리지만, 그것을 모방, 재현일 뿐, 실재를 표

현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그림은 감상자에게 ‘환상’을 주길 항상 시도

한다. 실재를 재현하는 것이 실재의 모방을 통해 실재처럼 속이는 것, 실

재에 대한 잘못된 그것이 ‘환상’이다. 그렇다면 이미 그림 속의 세계에는

모두 환상이고,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본인의 공간은 보는 이에게 ‘환상’을 시도한다.

그림 속 공간 이미지에서 모든 것이 환상일지라도, 실존적 감각으로

인지된 이외의 것을 허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낯선 공간’에서 실재와

실재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가치로 존재한다. 작품 속 공간은 지역성뿐

만아니라 현지의 신화적이고 판타스틱한 정신적 영역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시도하여 본인은 직접적으로 지각한 실재한 대상과 동등한 가치

56) 심귀연, 「실재와 환상-마그리트의 회화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철학연

구 제135집, 대한철학회, 2015,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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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 이것이 ‘판타

지fantast’이다.57) 판타지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다. ‘상상력으로 현실로 나

타나지 않는 것을 모양으

로 바꿔두는 활동’을 의미

한다.58) 그림에서 실재하

는 것의 이미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

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고,

두 공존이 두 세계의 자연

스러운 전환을 유도한다.

낯선 장소를 새롭게 지각할 수 있도록 ‘낯선 공간’ 에선 실재하는 것과

비실재한 이미지들을 동일선상에서 그린다. 감상자의 시각에서는 둘의

존재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공존의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데페이즈망 d’paysement‘59) 을 시도한다.

‘데페이즈망’은 사물들이 현실적인 위치를 이탈하여 공간 자체를 초현

실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법이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의 그림은 이 표현의 대표적이다. 초현실적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익숙한 것들의 ‘낯선 배열’을 활용한다. 믿었던 위치에 놓이지 않

은 물체들을 보면서, 그림을 보는 이는 현실 같지 않은 공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꿈, 신비, 밤과 같은 비 실재적인 공간을 실존적 공간으로

경계의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60) 본인 역시 환상과 판타지 요소를 이

57) 앞의 글, pp. 300-311.

58) 정대현·이혜정·정옥경,「영화 해리포터에 나타난 판타지 유형분석과 판타지

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8(2), 한국어린

이 미디어 학회, 2009, p.118.

59) 전위법 혹은 전치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60) 심귀연, 위의 글, pp. 315-346.

<도판 10> 그들의 세상 1,2, 29.7x21(cm), 사진에

채색, 2013.



- 38 -

용하여 실재하는 것과 비실재하는 것들의 혼재를 위해, 위치를 통한 착

각을 시도한다. 데페이즈망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성격은 앞서 언급한 동

양의 산수화의 ‘삼원 공간’과 비슷하다. 데페이즈망으로 형성된 공간은

‘일탈’과 ‘해방’의 성질을 갖는다. 곽희의 산수에서도 현실로부터 자연으

로 도피, 일상의 구속으로부터의 은일적 성격이 일치한다. 그러나 곽희의

산수에 포함되었던 현실의 문제, 시대의식 등이 데페이즈망의 공간에는

결여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은 이러한 방법의 시도를 통해, 두

공간 모두 현실적 대상이 해체됨으로써, 현실에 예속된 의식구조, 감정,

심리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로 이행되어가는 느낌을 주는 공

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해방된 공간이 외상에서의 해

방을 통한 치유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61)

‘낯선 공간’은 실재와 비실재하는 것들이 공존하여 공간을 이루고, 그

공간 안에서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것(실재)과 존재하지 않는 것(비실

재)의 구분이 의미 없다. 그럼에도 그 두 가지가 공존이 서로의 존재성

을 도와주는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데페이즈망’의 표현은 이 두 가지

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이 표현하는 공간에서 요소들이 일반적인

시각과 위치에 구성되지 않음을 통해 판타스틱한 공간을 창조하도록 유

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는 사람은 그것의 인지를 통해 환상과 판타

지를 경험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61) 김지열,「초현실주의회회에 있어서의 데페이즈망의 연구」,이화교육논총

vol.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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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낯선 공간’ 기록의 의의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주로 사진을 이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의 기록이 특정인(人), 중요 사건, 행사 등에

국한됨을 고려해보면, 현대인은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것에 보다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는 개인의 기록이 남겨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SNS를 이용하여 공

유하고, 타인 삶의 모습과 감성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동영상, GPS를 이용한 위치 서비스, 해시태그(#) 등 다양한 방법들

이 활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라고 해석할 수도, 기록된 사건에 대한 다양화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은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길 희망

하고, 그것이 개인의 상상력에 의해 목격한 환상이라는 점에 가치와 무

게를 둔다. 이러한 점이 본인이 기록화의 동기이고 그 방법의 이유이다.

기록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어 개인과 사회, 다양

한 양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주로 공적

인 사건들과 소수의 사건들만이 기록화로 남겨졌다. 우리는 남아있는 기

록화들을 통해, 과거의 글이 남길 수 없는 상황의 모습, 양식, 모양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은 시대를 간접 경험하는 주요 자료로 이

용하기도 한다. 기록화들은 그려진 시대 상황을 묘사한다. 행사를 기록한

기록화라면 그 시대 행사의 식순과, 의복 양식 등을 전달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려진 건축물에서는 시대의 양식도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기

록화에서는 화가의 개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최대한 자신의 화풍을 감

추고, 직업화가로서 양식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은 개인

기록물인 만큼, 본인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기록한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본인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

각, 그리고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시각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어떠한 환

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마주하는지 등의 내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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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들을 기록하며 그 세계에 대한 공감을 시도한다.

이상 공간에 대한 개인의 기록

개인 기록물은 특수성과 보편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대 가치 등을

담는다. 그러므로 기록화 안에는 당시대인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요

소들이 존재한다. 본인은 ‘낯선 공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현대인의 ‘차

경’이미지를 구상한다. ‘낯선 공간’의 기록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

기 시작한 세대의 새로운 제안이다. 전통 동양의 이상 낙원은 오래도록

‘무릉도원’으로 통했다. 그 세계는 신선들이 사는 선계 공간(仙界空間)이

다. 복숭아꽃 숲에 신선한 풀들이 아름답게 피어진 고기를 잡는 이미지

가 이상적 공간으로 이미지화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는 도연명의 [도화원기] 속 도화원의 ‘무릉도원’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아니다. 무릉도원에 대한 ‘좋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현대인의 바뀐 가

치관에도 절대적인 이상향이 될 수 없음이다. 본인이 ‘낯선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은 복숭아밭의 유희 세계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겪을 수 있는 일종의 모험담(a adventure story)으로 생각한다. 평화로운

자연이 아닌 사건과 사고, 그리고 조금의 위험함이 감도는 모험 세계이

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꿈꾸는 것은 본인의 배경에서 찾는다.

어릴 적, 서양 공주이야기를 보면서 이상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높은 성과 뭉게구름, 파란 하늘에 파스텔 톤 식물들이 사는 세계

를 동경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접한 일본 만화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

고 영웅이 되고, 8등신의 미남, 미녀가 되어 세상을 구한다. 이러한 내용

과 이미지는 어린 시절 이상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었고, 그 동심의 세계

는 성인이 된 후에도 깊이 간직하고 있게 되었다. 아직도 어린 시절 용

품을 보거나 동화를 읽으면 이때의 감성에 젖어들곤 한다. 그리고 현실

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느끼면서 현재의 이상향에 대입하길 시도해본다.

팀 버튼(Tim burton, 1958~)62)의 영화는 전통 세계관의 변화를 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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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대 감성에 맞추어 세대의 구분 없이 재창조에 성공 사례이다. 팀

버튼의 영화 ‘《앨리스》’시리즈63)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스 캐럴

(Lewis Carrol, 1832~1898)의 『앨리스(1865)』의 차례, 배치, 사건 등을 자

신의 스타일로 비틀고 변형시켜,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였다. 원본 동화의

내용에 현 시대의 모습을 개입시켜,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호응을 얻었

다. 본래 13년 전 앨리스가 꿈꾸던 ‘원더랜드(Wonderland)’는 어른이 된

앨리스가 극복해야 할 ‘언더랜드(Underland)’로 변화한다. ‘언더랜드’는

앨리스가 극복해야하는 또 다른 현실이다. 동화 속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다. 모자장수의 붉은 머리카락은 산업혁명의 수은

중독을 암시하고, 붉은 장미는 영국을 상징한다. 붉은 머리 여왕과 사람

들의 과장됨은 지성, 자존심, 위엄 등 허위의식을 표현하는 등 서구세계

를 풍자하고, 그것을 극복해 주는 영웅적 앨리스가 현실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판타지의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64) 동시에 팀 버튼은

본인이 영감을 받은 영국 빅토리아 시기의 문화적 양식과 현대인의 호기

심을 자극하는 그로테스크라면서도 화려한 색상을 보여줌으로, 보는 이

에게 묘한 신비감을 준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공간이 주는 상상의

요소와 자극을 받는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앨리스》를 보여줌

으로 바뀌어버린 현대인의 감성에 부응하게 된다. 《앨리스》는 오래도

록 사람들이 가진 동심의 상태를 파괴하지 않고 활용되어 새로운 꿈과

상상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본인 역시 ‘낯선 공간’ 기록은 전통 세계관을 부분적으로 차

62) 팀버튼(Tim burton, 1958년 8월 25일~)은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작가이다. 미

국 월트디즈니에서 일하다 퇴사 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는 <가위손>(1990), <화성침공>(1996), <찰리와 초콜릿공장>(2005), 《앨리

스》시리즈 등이 있다.

63) 루이스 캐럴 (Lewis Carrol, 1832~1898)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거울나라의 앨리스 (Through the Looking-Glass)」동시에

언급시 『앨리스』라 칭한다.

64) 양윤정,「팀버튼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에 나타난 판타지 서

사 분석」,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미래영어영문학회,

2010, p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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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현대적 감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일부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상 공간의 모델로 대변하고자 한다. 곽희의 『임천고치』에

나오는 ‘살만한 곳’을 현대인들에게 묘사하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북송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

대인은 문명의 편리를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의 공간은 개

인 기록물이지만 이러한 현대인들의 사고(思考) 일부분를 제시한다. 자연

과 대조적인 고층빌딩이 자연 속에 있고, 인간을 위해 다듬어진 길을 암

시하듯, 그림의 곳곳에는 표지판들이 난무하다.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식물들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물들과 공존하고 있다. 현대인이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누렸던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 편의 시설 등을 포기

하지 않는 새로운 이상향의 모습을 본인의 기록화에 언급하고 싶었다.

‘낯선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약간의 위험과 적

당한 새로움만을 즐긴다. 그 후에는 본인이 꾸려놓은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가 새로운 상상의 공간의 요소가 되었다. 그 모습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서양식 판타지의 공간이 삽입되고, 현실의 이점과

본인 세대의 문화, 문명권 영향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간의 조건

으로 나타나고 있음이다.

현재의 기록

‘낯선 공간’의 기록화는 새로운 공간의 성격을 제시하면서, 기존 기

록화의 역할을 시도한다. 공간은 본인의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세계이지만, 기록되는 실재하는 것들은 실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낯선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기존 기록화들처럼 실재 구성물의

객관적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그 중 건물들은 특징적 요소

를 실제와 비슷하게 기록하려 노력하였다. 본인의 작업 중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갖는 것들이 있다. 현재 중국의 건축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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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양식적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시대의 사상을 갖기도 하고, 현대

적 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본인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림 속의 모습은 현재 중국 도시의 역사와 시간, 정신과 경험 등

을 대변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건물은 특징적으로 크게 고대, 사회주의, 현대건축양식

등이 존재한다. 고대 건물은 궁궐이나 사당 등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중국인들의 전통 가옥 형태를 말한다. 사회주의 건물은 중국이 오랜 시

간동안 사회주의를 거쳐 왔기에 존재하는 양식이다. 그 외, 세계의 여러

유명건축가들의 건축물과 고층빌딩의 현대건축물들이 있다. 본인은 과거

의 사상과 이념을 경험하지 않았고, 단지 이러한 이념이 바탕이 된 건물

들이 새롭기만 하다. 그것이 사회주의의 잔재일지라도 현재 모습을 받아

드림에 있어서 사상이 아닌, 시각화된 모습, 문화로 받아드리고 표현하였

다. 중국은 1910년이 되어서야 현대적 의미의 건축가가 등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공산화 이후 극심한 사상과 선전이 난무했고, 1949년 중국이 공

산화되어 모든 삶의 형식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50년

대에는 ‘민족형식’이 유행하였는데, 후에 복고주의로 낙인이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가 되면 신구조주의 건축양

식으로 정립된다. 중국 북경의 10대 건축65)도 이때 시공되어 약 1년 만

에 완공된다. 이때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은 표준에 준하지 않는 임기응

변식의 양식으로 지어져, 기존 고전주의에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을 융합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1970년대의 건축은 사상으로 비정상 건축의 시대

가 되었다.66) 건축 디자인은 실종되고 공산당 선전형상만이 남았다. 개

혁 개방 이후에는 이전의 ‘중국의 고유형식’과 ‘민족형식'을 차용한 현대

65) 국경 10대 공정, 북경 10대 공정: 1958년 9월 5일 국경 공정 임무로 확정

되고 10월 25일 차례로 완공됨. 인민대회당, 중국혁명과 중국역사박물관,

중국 인민혁명 군사박물관, 북경기차역, 북경공인 체육장, 전국 농업전람관,

영빈관, 민족 문화궁, 민족반점, 하교대하.

66) 이상옥,「건축과 정치사이」, 조형미디어학 16권1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13, p.170.



- 44 -

건축물이 등장하였다. 90년대 이전에는 전통지붕을 주로 모방하거나 건

축부재의 간단한 변형으로 표현한다.67) 현재 중국에는 긴 세월동안 건축

이 변화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 도시에 다양한 시기의

다채로운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고, 본인에게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이 되

어 공간의 이미지가 되었다.

[표 2]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국 건축 양식들의 예

[표 2]에서 보듯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다양한 양식들이 본인의 그림에

나타난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시기적 구분이 없이

타문화에 대한 주관적 사상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의 사생(寫生)을 통해

서, 중국의 현재를 반영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지각한 대상이 자신의 기

억 속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를 담는 공간을 보여준다. 전통 산수에서 ‘경

험’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마음의 표상이고, 그 표상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나타난

다. 본인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낯선 공간’의 이미

지는 이러한 면에서 현대 기록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인식하고 받아드린 것은 아니지만 기록화에서 보여주는 총체적인 이미지

67) 지영호, 「중국현대건축 전통계승의 수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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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있어서 다양한 중국 내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현재 중국이 가

지고 있는 현재 도시의 모습의 기록을 시도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낯선 공간이 기록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낯

선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상상’의 행위, 그를 통해 기록된 물상들이

가지는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낯선 공간’은 경험의 순간 본인의 상상력

으로 창조된다. 그 상상력은 기존에 본인이 지닌 배경지식과 새로운 것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을 인지과학의 영역을 통해 5단계로

나누고 창조된 공간에 대한 입지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간에 구성된 사물의 성격을 연구하였다. 실재하는 것과 비실재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그림 속 사물 존재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것을

위해 ‘환상’과 ‘판타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사용된 기법은 ‘데

페이즈망’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된 환상은 실재의 재현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의 그림의 형상이 보여줄 수 있는

중국의 건축사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상상이라는 행위가 그림이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고, 익숙하지만 낯선 도시의 이미지의

이유와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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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낯선 공간’의 표현 방법

이번 장에서는 실제 그림 분석을 통해, 환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공간

이 그림으로 구성된 모습을 살펴보고, 상상을 통해 얻게 된 자신만의 경

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록된 공간의 구체적인 표현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 현대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많은 SNS활동은 현대인들의 ‘허세의 장’이

라고도 불리고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을 떠나고 스냅 사진으

로 남에게 자신의 삶을 평가받길 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

을 통한 자기노출에 진정성이 결여되고, 현실의 모습과도 차이가 있어,

현대인의 새로운 정신적 질병이 되었다는 점이다. SNS를 통한 기록과

그것을 공개하는 방법은 과열화가 되면서, 진정성을 상실하고 타인에 의

한 자신만이 존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방

식의 기록 상용화가 되면서 생긴 문제를 인지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솔

직하고 진정한 이 공간의 경험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비판

하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대한 기록 방법과 기억을 소장방법에 대해 다

름을 느끼고,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본인

이 제작한 ‘낯선 공간’의 이미지화 작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작업은 ‘낯선 공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의 일부를 기록

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 이미지는 본인 경험

의 상상 이미지의 범위가 제한되고, 다른 것에 비해 장소의 기록과 목적

지의 현실적 이미지를 기록하여, 공간의 실제적 소유에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작업은 낯선 공간이 좀 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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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낯선 공간’의 공존을 시도하고, 격자 구도를 통해 두 공

간의 합일화와 더 넓은 세계를 기록함을 희망하는 이미지들이다.

세 번째 작업은 ‘낯선 공간’의 구체적 이미지화와 이전보다 확장된 공간

에 대한 기록의 이미지이다. 과거의 기록화로부터 양식을 빌려오고, 선조

들의 방법을 이용한 현대화를 추구한다. 공간에 대한 제약 없는 낯선 공

간의 경험에 대한 감정들을 이전의 양식들보다 더 채워 넣고 있다.

1. 화면구성

(1) 큐브(CUBE)

상자는 우리 생활에서 물건을 소장하고 간

직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2001년

뉴욕의 ‘저스틴 지냑(Justin Gignac)’68)은 ‘상

자’의 활용을 잘 보여준다. 이미 버려진 것을

‘간직할 만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아크릴 상

자(아크릴 큐브)를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도

판11>. 상자 안에는 뉴욕의 일상 쓰레기뿐

아니라 특별한 날이나 특정의 사건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수집하여 큐브 안에 넣어 판매하

였다. 큐브는 시공간적 공간과 의미를 창출하

고, 기념할만한, 간직할 만한 기념품으로 완

성된다. 이렇게 ‘소유’하고 ‘기념’하는 것은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도 크다. 그만큼 소

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갈망도 커졌다. 《큐브》는 본

인에게 간직하고 싶은 것, 그리고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68) 저스틴 지냑 (Justin Gignac)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이다. 2001

년 ‘NYC Garbage’으로 유명해지고 ‘Wants for sale’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도판11> 저스틴 지냑

(Justin Gignac)의 뉴욕의

쓰레기(NYC Gar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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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공간’을 담고자 한 것이다.

<도판12>《큐브》의 전시전경

《큐브》들은 정육면체의 외곽 모양을 이용한 판넬에 제작되었다. 이

큐브는 본인이 목격하고 재창조해낸 공간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할 매체가 된다. ‘큐브’라는 매체 안에 공간을 넣어 현실에서 존재

함과 동시에 현재와는 분리되는 의미를 시도한다. 본인이 목격한 공간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는 점과 ‘낯선 공간’이 가지는 지역적 특징들을 집

약적으로 응축하여, 다른 시, 공간을 구축하여 놓았음을 의미한다. 각각

의 큐브가 가진 공간은 다른 공간, 다른 경험, 그리고 각각 다른 시간으

로 이루어진다. 또한 스노우 볼과 같은 관상적 의미도 가지길 희망하였

다. 그래서 각 하나의 큐브를 바라보면 테마를 가진 공간을 보고 있는

듯 착각에 들게 한다. 기억은 그림으로 그렸지만, 평면 속 큐브의 입체성

을 추구하였다. 그림의 느낌을 간직하면서 입체적 효과를 내기 위해 한

면에 얇은 죽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면을 분할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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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사물을 큐브 안에 넣은 것이 아닌 공간을 집어넣었다는 효과를

만들었다.

‘큐브’를 활용한 《방》은 다른 성격을

갖는다. 《방》안의 공간은 각각의 기억

들을 의도적인 재조합을 시도한다. 이전

의 큐브는 내가 목격한 장면의 일부로

공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였다. 그

러나 《방》은 기억의 잔재들끼리의 큐

브 안에서 재구성을 이루고, 내면의 또

다른 ‘낯선 공간’ 형성한다. 본인 작품의

다른 공간들은 본인이 생성해 낸 것이나 그것에 대한 의도, 목적성에 대

해선 우연적이다. 이 때, 우연히 눈에 보인 공간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그러나 이 공간은 본인 의지로 기억들을 주도적으로 공간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큐브의 공간에는 기억된 사물들이 존재한다. 전통 공간 이론처럼

사물들 간의 관계를 적용해 본 것이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유래한 사물

들은 서로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런 성

격을 나타내기 위해, 각 사물의 각 존재의 이질성 표현을 시도하였다.

<도판13>에서 볼 수 있듯, 각각의 그림이 오브제로써 존재하도록 서로

다른 종이라는 점의 마티에르를 남겨두었다. 공간을 구성하는 기억된 사

물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기억

의 사물화 과정과 전통 공간 개념의 실현을 시도해 본 것이다.

기억의 공간은 죽은 공간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气)에 의해 큐

브 안에는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큐브들이 하나의 사회

가 되고, 그들의 법칙으로 운영되어가고 있는 독립적인 세계다. 비록 큐

브 안에서 ‘낯선 공간’은 기억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현

실에서 기억의 ‘낯선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현

실과 가까워지는 순간을 표현한다. <도판14>는 현실과 상상의 공간을

<도판13>【작품7】의 부분.



- 50 -

분리하는 매개체인 상자가 깨진

모습이다. 기억들이 현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실에 존재

하는 것처럼 이전의 표현보다

더 실질적이면서, 현실적이게 표

현해 보았다. 여전히 그림 같은

건물에 그림 같은 색을 갖는다.

이미 한차례 그림이 되었기 때

문에,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나 이전 큐브와는 달

리 공간 자체 의 규칙이 깨짐으

로 큐브 안의 공간은 육면체의

구조가 나타난다. 현실의 영향을

받아, 육면체의 구조가 드러나는

모양이 나온 것이다. 현실과의

관계성에도 변화가 생김을 담고

자 하였다. 기억을 담는 공간과

현실 세계와의 접촉은 그림의

양식 변화를 필요하게 되었다.

큐브 안의 이미지가 기억이었다

면, 큐브 밖으로 나온 이미지는

현실화 되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본인의 작품 속 공간의 대한 개념은 현실에서 공존

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도판14> 큐브 이탈, 220 x 110 (cm),

장지에 수묵채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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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자회화(grid) 방식

본인이 만든 상상의 공간을 현실과 경계가

사라진 것은 <도판15>이다. 구 안에는 현실세

계가 비춰 보이고, 구의 한 가운데에는 응축되

어있는 환상적 공간이 개화(開花)되기 전의 모

습으로 존재한다. 아직 적극적으로 공간이 펼쳐

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폐쇄된 공간에 압축시

키지 않고 싶음의 시도이다. 이 모습은 ‘낯선 공

간’이 현실세계에서 강하게 응축되어 있다가, 그

감동을 재현하고자 싶을 때, 개화시키고자 함이

다. 현실에서도 환상적 공간을 갈망하고, 그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가지

고 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후의 작품부터는 현실의 일부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상상의 공간을 시도한다. 어떠한 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에서 독립적 공간으로 항상 재현되고

있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사용한 것이 ‘격자 방식’이다.

<도판15> 【작품11】의

일부.

<도판16> 샹강월드, 150X405(cm), 혼합기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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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과 <도판18>은 전통 책가도 구도를 이용한 작품으로 ‘격자

회화(grid) 구도’의 첫 시도이다. 앞의 <도판12>는 소장품으로서의 욕구

를 충족하고자 하는 구도라면, 책장이나 장식장을 활용한 격자회화의 구

도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현실에 펼쳐진 환상 세계의 재현을 갈망하고

있다. ‘책꽂이’와 ‘장식장’은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

전히 ‘낯선 공간’은 특정한 틀을 통해 구현되지만, 갇혀있던 공간은 현재

의 공간에 펼쳐있다.

‘장식장’이나 ‘책장’은 형태만으로도 ‘격자 회화 방식’ 구조를 갖는다. 격

자방식은 기초 단위의 반복을 의미한다. 초기 격자방식의 모습은 화면을

평평하게 하고 면과 면을 깊이감 없이 덧붙이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

러한 구조주의적 화면은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에 와서 보

편적 형식이 성립된다. 몬드리안은 수평, 수직, 직각과 변을 사용하여, 직

각과 사각이 교차하는 격자를 형성하였다.69) 본인의 그림은 ‘책장’, ‘장식

장’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격자 방식을 갖게 되었다. 책장과

장식장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기계적인 선들이 화면 전체를 분

할하고, 분할된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또 다른 화면을 구성하는 것

이다. 본인의 그림에서도 독립적인 스토리를 가진 공간이 배치된다. 서로

간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책장’이라는 수직, 수평의

구조를 표현함으로 구도의 조형적인 미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책을 보

관하고, 장식을 보관한다는 의미의 연장선으로 본인의 낯선 공간을 보관,

전시하는 의미도 갖는 것을 의도하였다. 낯선 공간에 대한 소유욕이 존

재하지만, 세계에 대한 확장을 시도한 것이다.

69) 하진용, 「幾何學的 形態의 造形性 硏究 : 格子樣式(Grids)의 展開過程을 中

心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1993,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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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7> 디스커버리, 40x140(cm), 장지에 채색, 2014.

<도판17>은 격자 방식의 특징을 살리면서, 그 구조의 해체를 시도해본

것이다. 장식장으로 표현한 <도판16>의 분할된 공간들을 해체함으로, 그

특징을 한 번 더 이용한다. 각각의 공간은 분리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전

시가 가능하도록 의도했다. 구도의 특성에 따라, 이미 분리된 공간체로서

도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이다. 그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다시

장식장의 모습이 된다. 이러한 양식화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단독 액

자틀을 제작하였다. 그림은 액자틀은 직접적으로 작품의 오브제중 하나

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림은 액자 틀의 앞, 뒤, 위 그리고 아래에 존재

한다. 이 그림이 <도판16>의 일부로 장식장 안에 존재 하였을 때, 유일

하게 장식장 틀 밖으로 존재하는 그림이었다. 이전 큐브 구도에서 시도

했던 것처럼 본인의 공간들을 깊숙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꺼내놓고, 현실

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하얀 장식 틀 안에서 자유

롭게 배치되면서, 그림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틀을 통해 공간의

거리감을 시각화 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간의 깊어지는 효과를 유도하였

다. 실제 그림의 틀이 작품의 오브제로 존재하면서 현대미술에서의 격자

회화 방식의 의미 실현을 시도해 본 것이기도 하다. 단지 여러 개의 공

간을 하나의 그림으로 귀결시켜주는 역할로 사용되었던 격자방식을 재해

석함으로서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창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3) 전통 회화 속 개념과 이미지 양식의 차용

소장, 보관의 의미를 갖는 틀에서 벗어난 상상의 공간은 더 확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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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넓어지고, 이전의 것보다 내용도 많이 갖

게 되었다. 이미지 또한 상자 안에 갇힌 ‘기억 속의 공간’ 이미지로 표현

했던 것에 비해서, 재현된 공간으로서 직접적으로 현실과 닿은 공간이기

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하였듯, 이미지는 본인

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같은 장소일지라도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구성하는 것도 본인이 어떠한 영감을 얻었느냐에 따른 것이다. 낯선 장

소가 본인의 이미지에 주는 큰 영향들 중 하나는 타지로 마주하게 되는

지역적 특징이다. 그 곳에서 한 새로운 경험이 본인에게는 지역적 특징

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들은 다른 특징을 갖을 수

있었고, 그것과 연관된 서로 다른 전통화와 연상될 수 있었다. 현지에서

의 경험이나 사소한 연관성 등으로 인해 전통화와 관계를 짓게 된 본인

의 그림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도판18> 자각몽가도, 105x220(cm), 장지에 수묵채색, 2013.

<도판18>는 전통 회화의 차용을 시도한 첫 사례이다. 책가도중 하나

인 장한종의 <책가문방도 8곡병(冊架文房圖 八曲屛)70) >을 차용하였다.

70) 장한종, <책가문방도 8곡병(冊架文房圖 八曲屛)>, 19세기 전반, 종이에 채

색, 195x360.1(cm), 경기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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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도는 진한 채색으로 조선시대의 책장 및 장식장을 표현한 그림이다.

책이 꽂혀 있는 서가와 귀한 기물이 진열된 모습을 그려 방안을 장식하

였는데71), 이러한 특징으로 책가도는 김호연(金鎬然)은 장식화로, 이우환

(李禹煥)은 문방(文房)으로, 야나기무네요시(柳宗悅)은 정물화로 분류한

다.72) 그만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19세기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중국식 다보각多寶各, ‘보물진열장’을 변형한 형태로 시작하였다.73)

조선의 유교정신을 바탕으로 실내 장식병풍으로 자리를 잡고, 주로 사랑

방 선비의 방에 놓여 학덕을 위해 힘쓰는 문인들의 소망을 담았다. 또한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文房四友) 나 여러 가지 기물이나 과일을 그려

물건들을 구경하게 그려졌다. 이러한 정물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으로

인해 풍자와 해학미를 표현하기도 하며, 낮과 밤, 사계절 등의 시간을 의

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순이라 하지 않는다. 책가도의

구도가 가진 시공간을 초월한 형식 때문이다. 서양의 원근법이 아닌 동

양의 다시점으로 표현되었다. Ⅱ장에서 언급하였듯 이 시점은 융합의 시

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로운 원근법을 구사한다. 이 구도가 평면의

화폭에서 대칭 비례, 균형, 조화의 관계를 형성하며, 화면 밖의 시간이

아닌 화면 안 화폭의 여백 속에서 초월적인 무의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다. 그렇기에 책가도는 신비스럽고 자유로우며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

는다.74) 본인이 이 구도를 차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통적인 책가도

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책장을 중심으로 화면을

반듯하게 구획하여 면마다 책이나 기물을 배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유롭게 배치하는 것인데 본인이 차용한 형식은 첫 번째 구도에 해당된

다.

71)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속도시 도시속미술』,국립중앙박물관, 2016, p.200.

72) 조미란·전종주, 「민화에 나타난 무의식세계에 관한 연구-책가도를 중심으

로」, 호남대학교논문집 vol 4, 호남대학교대학원, p.293.

73) 윤범모[외]편 『한국의 채색화:궁중회화와 민화의 시대.3,책거리와 문자도』,

다할미디어, 2015, p.366.

74) 조미란·전종주, 위의 글,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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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거리의 구도는 기하학적으로 현대적 표현성을 띄고 있다고 평가된

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격자회화방식(grids)’으로도 화면을 해석할 수 있

다. 수직과 수평선의 다양한 짜임과 기본적인 구조를 메우는 강한 색채

가 서양의 신조형주의시기의 격자양식과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분할된 공간에서는 현실적인 연관성을 떠나 각자 새로운 공간의 질서를

부여 받고 있어75), 시 공간을 초월하는 다른 의식 세계로의 이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주는 것이다. 본인의 책가도 역시 그러한 특징을 적극 활용

한다. 책가도에 배치된 공간들은 각각 다른 지역과 경험들로 본인의 현

재와 기억들의 공간들이 현실세계에 하나로 놓여있음을 상징하고자 하였

다. 어느 부분은 기억이 정리되지 못한 채 점점 쌓이기만 하면서도, 현재

의 심정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내면을 표현해보고자 하였

다.

본인의 경험은 낯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이야기이다. 대부분

타인의 도시가 배경이 된다. 현대화 과정 속에서 본래 도시가 가지고 있

던 전통적 색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들은 전통 가

옥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한 건축물들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 그 특색이 낯선 도시의 이미지화를 이루는데 주를 이룬

다. 이미지화 된 도시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현재의 도시를 반영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본인 작품은 개인 기록물이면서도 도시 기록화의 성격

을 지닌다. 동 아시아 지역의 기록화 경우, 중국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76)와 일

본의 <에도명소도병풍(江戶名所図屛風)>77) 이 대표적이다. <청명상하

도>는 본격적인 도시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뽑힌다. 그만큼 <청명상하

75) 앞의 글, p.296.

76)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113.6X49.1(cm), 비단에 채색, 조선 18세기 후반,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77) <에도명소도병풍(江戶名所図屛風)>,107.2X488.8(cm), 금종이에 채색(紙本金地着

色), 에도시대 1657, 出光美術館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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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통 도시 기록화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이미지이다. 동아시아 도

시 기록화로서 주변국가에서 그 양식이 많이 차용되었을 뿐 아니라, 북

송시대 이후의 도시 기록화 양식이 그것을 통한 학습화로 이루어졌다.

<청명상하도>는 자연과 도시가 경계를 이룬다. 이 중세 도시의 그림이

전반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조선과 일본은 각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 공간적 이질성과 시기적 차이로 시간적 이질성을 내포하는 작품을

그려냈다. 그 모습은 <청명상하도>의 모습에서 원용한 것이었다.78)

본인의 작품 《KE0893》는 중국의 강소성(江苏省)에 위치한 도시들에

머물면서 경험한 공간을 그린 것이다. 머무는 동안 상하이 엑스포(Expo

2010 Shanghai China)79)에서 선보였던 ‘움직이는 청명상하도’80)를 접하

고, 강렬히 매료되어 그 지역 도시들에 대한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이다.

《KE0893》은 ‘움직이는 청명상하도’를 본 후로 인근 운하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림 속 일부 풍경을 목격하는 것 같은 경험을 기록하였다. 원본

이 가로가 긴 그림의 형식이기에 지나가는 모든 길이 그림의 일부와 같

이 느껴졌고, 작품 제작에 있어서 그와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림들

은 서로 다른 상황일지라도 연결성을 갖는다. 각 그림들은 다른 공간 구

성을 이루고 있으나, 함께 모였을 때는 그림의 공간으로 된다.

78) 권정은, 「조선후기 시와 그림에 나타난 성시 풍경의 양상비교」, 비교문학

제66집, 한국비교문학회, 2015, pp. 9~10, “도시전경을 묘사한 성시전도는 규

장각 차비대령화원의 녹취재에서도 특히 국왕들이 출제하는 삼차시험에 자

주 출제되었다는 등의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컸던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 예를 들어 <東都繁昌

図卷>과 같은 작품은 제3경의 ‘両国槁’를 그리면서 <청명상하도>의 하이라

이트인 홍교의 모습을 원용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애초에 선행하는 <청명

상하도>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등의 지적을 상기해 볼 필

요가 있다. 에도를 그린 그림에서 직접 특정 장면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

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79) 상하이엑스포(Expo 2010 Shanghai China), 중국 상하이에서 2010.5 월~10

월까지 개최된 국제 박람회.

80) 상하이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선보인 청명상하도를 토대로 만든 디지털 영상

물이다. 원작의 700배 크기로 높이6.3m, 길이130m의 첨단 영상물로 제

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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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구성은 여러 공간과 장면이 하나의 고정된 공간 속에 함께 있

다. 이 고정된 공간의 틀은 <청명상하도>에서 차용한 구도를 의미한다.

<청명상하도>는 ‘이야기 그림’의 유형 중 하나인 횡 권 형식으로 약 5미

터가 넘는 장대한 공간에서 당시 상업도시였던 개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800명의 인물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동시에 수많

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하나의 공간으로 보

이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명상하도>의 ‘홍교’는

당시 산수화의 모습인 은거하는 자연의 모습과 복잡한 도시의 모습을 이

어주면서, 두 이미지의 상생효과를 낸다. 산수화와 풍속화의 서로 대조적

인 모습을 연관시킴과 동시에 미적감성을 이루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

다. 81)건축물의 담과 그림 전체의 도시는 길과 다리들은 모두 연결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다른 시간대에서 일어난 두 개 이상의 장편 또는 공

간을 한 폭에 그릴 수 있었다. 이것을 ‘이시동도(異時同圖)’, 같은 시간

대의 다른 공간의 인물이나 경물을 그린 그림을 ‘이지동도(異地同圖)’라

고 불렀다.82) 오랫동안 전통 회화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그림

인 오대 고굉중(顧閎中)의 <한희재야연도(韓熙載夜宴圖)>83) 가 있다. 그

림 속 공간을 보면, 담이나 방으로 공간이 분할, 연결되면서, 각각의 공

간에는 다른 상황이 설정되어있다. 동일 장소에 일어나는 다른 시간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청명상하도> 역시 공간뿐만 아니라, 화면마다 다른

시간이 부여되었다. 우측이 새벽의 모습, 중간이 대낮의 모습, 그리고 좌

측은 오후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림 안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처럼

서로 호응하도록 구성하고 있어, 그림은 공간의 확대와 초월, 그리고 시

공 복합 형식을 가능케 함이다.84) 본인의 그림에서도 서로 다른 시공간

81) 서성, 「명청 서사 삽화 중의 이시동도와 이지동도」, 한국학연구 제38집,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5, pp. 14-15.

82) 위의 글, p.9.

83) 고굉중(顧閎中), <한희재야연도(韓熙載夜宴圖)>, 비단에 채색, 오대 남당,

28.7X337.5(cm), 북경 고궁박물원.

84) 위의 글,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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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그려졌기에 이와 같은 연결의 매개체가 필요했다. 이어지는 큰

여백, 마치 하나의 큰 정원을 이루는 듯 보이는 다리, 그리고 현지의 식

물들의 자유로운 구성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

《KE0893》에서 공간을 구성은 크게 현지화 된 자연, 도시의 모습 그

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상상의 것들이다. 때로는 공존하면서 교차하는

이질적인 공간들의 결합을 청명상하도의 도시 구도를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강소성 대부분의 도시들이 <청명상하도>에 열광하던 느

낌과 여러 중국 운하도시의 이미지가 청명상하도로 강하게 영향을 받았

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원작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진행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이다. 각 부분은 동일한 일정

에서 경험하였으나 장소와 시간이 다르고 걸음마다 옮겨졌던 장면들을

고려하여 구도와 순서를 정하였다.

첫 번째 부분 <도판19>는 그림의 도입부 부분으로 실제 <청명상하도>

에서는 도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이 부분은 도시를 기

록했다는 이미지보다는 중국 전통의 궁 건축물과 함께 이상적이고 아름

다운 동양 전통화의 몽롱한 분위기를 현대의 도시로 풍겨주는 모습으로

기록한다.

<도판19> <청명상하도> 일부와 【작품22】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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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0> <청명상하도> 일부와 【작품23】와 비교2.

두 번째 부분 <도판20>은 원작에서는 실제 도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

이다.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경계로 삼았으며 분리된 공

간은 각각의 다른 경험을 의미한다.

<도판21> <청명상하도> 일부와 【작품24】와 비교 3.

세 번째 모습 <도판21>은 현장의 실제 모습이 원작의 구성이 많이 닮

아있다. 원작의 긴 물을 따라 형성되는 도시의 모습은 실제로 긴 강물을

따라 형성되었던 도시의 모습과 유사하다. 상상이 가미된 요소를 가지면

서도 본래 지역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빌딩이 중심부보다는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듯한 공간의 느

낌이다.

다른 작품들은 한 장소에서 경험한 하나의 기록이었다면 《KE0893》시

리즈는 그림을 따라 보는 이의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작업을 의도하였

다. 기존 산수화가 화폭내의 공간에서 노니는 ‘소요유’에 대한 시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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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며, 동양의 전통 회화에서 능숙하게 행하던 ‘시공복합형식’의

현대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낯선 공간’ 기록화의 목적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목격한 이 공간을 기

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관료사회에는 특별한 계기를 기념하거나 친

목 모임 등을 가진 후에 기록물을 남기는 ‘계회도’가 있었다. 《광주해윰

도》는 이러한 계회도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문인 관료들의 모임을 기록

한 계회도는 좌목과 인물 정보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한 취지의 기록화면서, 그림의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만남과 인연, 친분과 결속을 중시한

관행적 측면과 시각화된 기록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85) 그림의 모

임이나 행사장면은 상세하게 그려졌다. 17~18세기 궁중의 행사 기록화가

옆으로 긴 두루마리나 화첩에 행사의 모든 과정을 원상근하(逺上近下)의
횡적인 인물배치로 구성하는데 양반층의 계회도에서 위아래로 긴 화폭에

그들의 이념에 어울리는 산수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86)

보통 행사 등의 장면을 재현하는 기록적인 요소와 행사장 주변의 풍경과

풍물을 함께 나타난다.

본인이 작품으로 보여주는 기록화는 개인 기록물로 ‘낯선 공간’을 경험

하는 도시에 대한 환상들이 내용을 이룬다. 같은 도시 속에서 머물면서

같은 일정으로 같은 경험했지만 사람마다 같은 추억의 다른 이미지를 갖

는다. 《광주해윰도》는 일행들과 함께 머문 도시 중국의 광저우(广州

Guangzhou)87)를 본인의 입장에서 그린 그림이다. 그렇기에 중국어 발음

의 ‘광저우’라고 쓰지 않고 한국식 발음인 ‘광주’와 ‘생각하다’의 순 우리

말인 ‘해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함께 했던 동

85) 윤진영, 「조선시대 지방관의 기록화 : 기록화의 유형과 영남지역 지방관

의 紀錄畵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pp.78-79.

86) 이태호,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8, p.144.

87) 광저우 (广州 Guangzhou), 중국 광동성의 성도이자 화남지방 최대 무역도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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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과 그 추억을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적인 성

격의 기록화이다. 함께 했던 타 문화권의 사람

들 역시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후, 서로 각자 하나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추억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도시의 다른

모습을 기억하고, 다르게 묘사하고 있었다. 이러

한 추억을 공유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와

비슷한 의도를 지닌 그림 <독서당계회도><도

판22>를 연관시킨다. <독서당계회도>는 그날의

독서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과

같은 그림을 나누어 가졌다. 본인의 그림은 같

은 그림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

한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의 아래에는 글자를 써 넣었던 본래의 양식에 따라 본인의 그림에

서도 글자를 상징하도록

구성하였다 <도판23>.

전통적인 기록화에서 이

부분에는 인명(人名)을

기록한 좌일(座日)과 제

작 동기를 적은 발문(跋

文)등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기록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관의

다양한 생활 풍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기록화는 관행적인 사안,

공식적인 행사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회합도 기록한 바가 발견된다. 본인

은 이 부분의 양식을 따르지만 의도를 달리했다. 이 부분은 경험을 한

각자가 작성을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어떠

한 생각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컴퓨터에서는 인식

하지 못하는 글자를 ‘□’과 같은 기호로 인식하곤 한다. 함께 추억을 나

<도판22><독서당계회

도(讀書堂契會圖)>, 비

단에수묵담채,91.5X62.3,

일본개인소장.

<도판23> 【작품2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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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람이 다른 언어를 쓴다는 점, 그러한 추억에 있어서 손 글씨보다는

컴퓨터를 익숙히 사용한다는 점 등을 착안하여 계회도의 현대화를 시도

해보고자 하였다.

2. 필법과 채색

대다수의 본인 작업은 ‘장지에 채색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본인은 본

인의 공간이 어릴 적 도화지에 꿈을 그리듯, 그림을 그려졌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바랐다. 장지의 사용에 있어서 그림의 내용에 따라

비표백과 표백을 모두 사용하였고, 전통 종이를 사용함으로 표현되는 범

시간적인 느낌을 그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작품 중

반부부터는 부분적인 공필법을 시도한다. 비단에 채색하기에는 무거운

채색들을 장지에 자유롭게 구사함으로, 필선과 함께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장지를 활용한 그림의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모

든 것을 따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그리기에 앞서 아교포수의 선(先)진

행을 필수로 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아교포수를 진행하여 각 개성을

지닌 건물이나 물질의 표현을 시도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맞춰 그림

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그림을 진행한 방식들을 살펴보려 한다. 본인의

그림에 표현된 기법을 필(筆)과 색(色)으로 나눠 알아보고자 한다.

‘낯선 공간’의 필(筆)

본인 그림 속 공간은 기억 속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시점과 재현이 불가능한 형상, 불분명한 경계등으로 구상되었다. 현

실과 환상을 동시에 갖고 시점과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 다른

시간과 공간의 연관성을 지니는 기억 조합으로 구성된다. 정신으로 이루

어진, 심상(心象)속의 공간이기에, 어떠한 정의도 정확하게 내릴 수 없다.

선명하게 경계의 구분을 드러낼 수 없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 64 -

그럼에도 본인은 이 공간을 가장 세밀하게 묘사할 때 쓰던, ‘공필(工筆)’

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공필’은 전통 회화 기법 중의 하나로 정교하고 세심한 붓놀림으로 경물

을 묘사하는 표현 방식이다.88) 일반적으로 얇은 붓을 사용하여 선을 긋

고, 그 선은 중봉을 이용하여 농담과 굵기의 변화가 없다. 반듯하고 짜임

새있게 사용되어, 대상물의 털끝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섬세한 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전통회화에서는 인물화, 화조화,

산수화 등 널리 사용되었고, 다수의 기록화도 공필법을 활용하였다. 계화

(界畵)는 공필법을 활용하여, 자(尺)를 사용하여 반듯하게 정자나 누각

등의 건축물을 그리는 것이다. 계화화법은 산수화에서 정경(情景)묘사 중

에서 구조물을 묘사할 때 그리던 방식으로 후에 산수화뿐 아니라 풍속

화, 민화, 의궤나 행사를 묘사하는 기록화 등에서 활용되었다.89) 전통적

인 계화도의 창작 방법은 기계적인 직선을 위해 붓끝을 반원형의 도구에

넣어서 사용한다. 붓끝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똑바른 선을 긋기 위함

이다.90) 본인의 공간 창작 과정에는 있어서 건축물의 특징에 따라 표현

됨이 다른데, 과거의 건축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 필법을 사용

한 요소가 등장함으로서 그림 속 공간은 시간을 확대화 시킬 수 있는 효

과를 얻는다. 계화의 기법이 중국의 송대(宋代, 960년-1279년)91)와 조선

후기 궁중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기에, 필법을 통해 자연스러운 시간의

연상 작용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건축물과 비교하여 본인의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물’

역시 ‘필선’을 강조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면상필을 이용하여 식

88) 임혜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공필화 기법의 특성-중국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제11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08, p.57.

89) 구태익·이재근, 「계화화법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12

No1, 한국정원학회,1994, p.103.

90) 왕야오팅, 앞의 책, p.55.

91) 송대에는 장택단, 곽충노, 왕사원, 조충과 같은 계화전문화가 등장할 정도로

발전한다.(서동천·한동수, 「원대 계화에 보이는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대

한건축학회 학술논문집-계획계(1), 대한건축학회, 2005,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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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파리와 가지, 마디 등의 형상을 그린 후, 채색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전통 동양 공필화의 채색은 담채와 중채로 나뉜다. 담채는 고대 인물

화에서 보이는 작품과 같은 것이고, 중채는

불투명 광물성 안료인 석청, 석록, 주사 등

의 색채를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92) 본인

의 작품에서는 담채의 맑음과 진채의 쌓음

을 함께 시도하고 있다. 장지에 색감을 쌓

아서 전통 동양화의 느낌을 추구하면서도

서양의 명암 방법이나 묘사법, 전통 재료의

색에서 벗어난 현대 시대의 색감추구를 통

해 현지 자연이 주는 묘함을 전달하고자 한

다.

‘낯선 공간’의 색(色)

예로부터 채색은 고유색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외형적인 색이 아닌,

화가가 사물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심상에 따른 색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류부채 隨類賦彩). 화가는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에 대한 이해와 이치

를 깨닮음을 우선시하고, 그 후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색을 가지고 표

현해야 한다. 즉 본래의 색채를 얼마만큼 잘 모방하는가 하는 것이다.93)

본인의 작품에서 '색'은 공간의 고유성을 의미한다. 실재하지만 상상의

공간을 통한 실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려 불

화에서 사용했던 ‘설채법’을 활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러 색들을 흐

리게 반복하는데, 동시에 다양한 빛깔을 낼 수 있도록 레이어 층을 형성

하는 방법이다. 동양화 재료의 특성상 채색 물감과 함께 사용하는 아교

92) 정효진,「수묵화, 채색화의 색채 사용 형식 방법 연구 및 분류」,한국 콘텐

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8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p.43.

93) 손경숙,『동양회화의 재료와 기법』, 이담, 2010, p.21.

<도판24>【그림27】제작

과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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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착제 역할을 하면서도 표면 재료의 막을 형성한다. 이전에 칠해진

아래의 색과 그 위에 얹히는 색이 섞여버리는 유화와는 달리, 장지 기법

에서는 혼색이 아닌 원색들을 한 층 한 층 겹쳐가면서 여러 층이 모여

의도한 색을 발색하는 기법을 사용한다.94) 이를 이용하여 장지 위에 여

러 겹의 레이어를 만들어, 한 가지 단어로 통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빛

깔을 표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방법의 채색은 덧칠할수록 깊은

색을 표현 할 수 있다. 한 번에 진하게 채색을 올리면 단조로운 느낌이

난다. 이것과는 달리 여러 번에 쌓아 올리면서 작품의 깊이감과 환상적

인 느낌을 시도하였다.

초기의 작업들은 장지에 수묵담채가 주를 이룬다. 《큐브》가 이에 해

당한다. 최소한의 채색을 가지고 먹의 번짐을 이용한 동양적 상상의 공

간을 표현하려 하였다. 본인의 그림에서 기본이 되는 색은 ‘먹’이다. 먹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전통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먹의 농담을 이용한 필

선과 발묵을 이용한다. 필묵의 운용에 따라 그리는 이의 사상, 철학, 그

리고 사의성을 담고자 하며, 그 수준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는다. 전

통적으로 동 아시아에서는 필선만으로도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

다. 색채는 그에 비해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서양화 기법

과, 재료가 주는 선명함과 사진, 프린팅의 잉크색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색채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먹의 색에 대한 부정이 아닌, 색

채가 주는 시각적 재미에서 더 많은 흥미를 쉽게 느끼는 것이다. 본인

이 《큐브》를 통해 보여준 ‘수묵채색’은 먹의 발묵이 주는 오묘함과 색

체가 주는 판타지를 동시에 지향한다. 먹의 발묵을 통한 다양한 먹의 색

들을 또 다른 색으로 인식하고, 필묵의 변화에서 보이는 ‘먹’의 다양한

색을 채색의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수천가지의 빛깔을 나타낼 수 있다는

현의 색(검은 신비, 검음)95)을 이용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그 색의 비침

과 함께 어우러지는 '본인의 색'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94) 정종미,『우리 그림의 색과 칠-한국화의 재료와 기법』,학고재, 2001, p.222.

95) 앞의 글,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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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색'은 실제 사물이 가지지는

않지만 본인만의 공간에서 존재하는 색

의 표현을 의미한다. 전통채색은 차분

하면서도 중후하게 우러나오는 깊이 있

는 발색과 인공색채가 아닌 자연의 색

채, 빛으로 걸러낸 듯 투명성을 들 수

있는데, 본인은 이러한 전통 채색의 느

낌을 수용하면서 현대인의 환상과 판타

지를 자극할 수 있는 색채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에서 발색되는 색은 먹으로

물상의 자취를 표현한 후, 색을 입혀 특유의 분위기를 유도한다. 먹과 안

료의 사용량과 두 층 사이에서 코팅제 역할을 하는 아교의 두께, 다른

색과의 혼용, 그리고 외부 광선에 의해서 다른 색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도판25>는 이러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공간은 오래된 동

남아시아의 사원을 방문하면서 본 공간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사원은 정

확히 건축 원리와 사용처가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비밀을 가진 이미지라서, 그 공간이 가진 아

우라를 명확한 색을 규정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신비한 공간 표현 방법

을 전통 채색의 방법에서 활용하였다. 전통 채색방법이 주는 채색에서

서양화법과는 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화폭 안

의 공간에 대한 개념의 표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기술로

볼 수도 있는데, 아교를 이용한 굴절된 색 파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화면

에 채색된 아교의 도막층을 통해 우리 눈은 새 파장을 느낀다. 도막층에

의해 굴절된 색 파장은 우리 눈에 짙게 보이고 아교를 바르지 않은 것은

그대로 보인다. 이러한 기법과 함께 먹의 색채를 활용하면, 같은 색일지

라도 더 다양한 색으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그

림이 가지는 공간감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다. 화면에 들어가고 나오는

이중적 공간감을 형성하면서 미묘한 색감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

<도판25>【작품12】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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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6) 이러한 과정을 활용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본인이 느낀 공간에 대

한 색채를 찾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큐브》는 다른 작업에

서는 사용되지 않은 색을

사용하였는데 종이 본연

의 ‘한지의 색’이다. 이 작

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콜

라주 기법을 사용한 '입체

감 표현'인데, 입체감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직육면체의 외곽모양을

딴 화판에 본인이 상상한 공간을 넣고, 육면체 중 하나의 면에 얇은 죽

지를 이용해서 <도판26>와 같은 ‘한지의 색’을 사용한다. ‘한지의 색’은

본래의 바탕이 되는 장지의 색감과는 다르다. 장지 위에 이미 채색된 색

을 비추며 자연스러운 한지의 색을 보여준다. 이 색의 효과로는 전통 채

색 안료들과 잘 어울려 자연스러운 반투명함이다. 그림에 색을 증폭시켜

줌과 그림 위로 면으로 된 하나의 레이어가 생겨남으로서, 평면적 형체

안에서 입체감도 살아난다. 입체감을 표현을 위한 명암의 방법이 없는

전통 방식을 존중하면서, 서양기법을 응용한 것이다. 특히, 소묘와 같은

서양의 빛에 의한 입체 화법에 익숙한 현대인의 시각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다.

Ⅳ장은 본인 그림을 조형적 특징(구도)과 표현 특징(기법)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큐브》의 구도에서 전통 기록화의 구도로 오면서 현

재의 공간과 상상 공간의 공존하는 모습을 고민하였지만, 그 경계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낯선 공

간’을 이루는 사물의 현실 속 존재는 ‘기억’에서 ‘실재’가 되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에 대한 표현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공필’이었다. 공필은 전

96) 앞의 책, pp. 225-227.

<도판26>【작품6】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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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기법 중에서도 가장 세밀한 묘사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공간의 존

재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현실에 두고 싶었다. 이 전개과정

에서 도입된 전통 기록화 구도의 차용은 공필의 느낌을 더 살려주었고,

기록화로서의 양식도 갖추게 해주었다. 그러나 전통화에서 보여준 그림

속 글씨와 그림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고, 본인 그림에서도

조형적으로 승화시킨 수준이 미약하였다. 전통 기록화의 공간을 차용하

고 있음에도 그 깊이감을 옮기지 못한 것이다. 색채와 표현기법 또한 완

벽히 구사하지 못하여, 더 많은 수련과 시도가 필요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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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품의 구상 원리와 배

경, 그리고 내용을 연구한 것으로 ‘낯선 공간’을 소재로 한 본인의 작품

이 가지고 있는 전통 회화 사상과 그것의 창조를 가능케 해주는 ‘상상’이

라는 행위를 분석하였다. ‘낯선 공간’은 본인에게는 현실의 삶에서 이탈

하고 싶은 욕구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주는 공간이며, 그것을

통한 ‘상상’이라는 정신적 행위의 의의와 과정을 통해 본인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우연히 상상의 공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의 경험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낯선 공간’의 작업들을 시작하였다. 지나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

움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달래줄 매체가 필요했다. ‘낯선 공간’은 무의식

중에 갑작스럽게 떠오른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세계 같았으나 그것은 나

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통 매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가져

온 전통 회화에 대한 생각과 가치,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

던 생각들과 감정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이 세상에 남아 미래에게 현재

를 전하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 회화의 특징과 기록화의

역할을 통해, 묻힐 수 있는 가치를 경험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록의

방식은 너무 다양해졌고, 오히려 그 가치가 격하되고 갈피를 못 잡는 상

황이다. 동시에 기록하고 싶은 순간들은 다양화되었는데, 각자 기록하고

싶은 것보다는 기록할 수 있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선조들이 보여준 방식을 차용해 봄으로써

오히려 발전된 기술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다.

전통 회화 속에는 현대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식과 특징들이 이미 활용되

고 있었다. 많은 배경과 표현에서 전통 회화 양식을 빌려 사용함으로 현

재에 어울리는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로 다양한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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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현실에 메여있던 나에게는 과거 산수 회화가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간절함은 ‘상상’을 통한 공간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낯

선 공간’을 표현하면서 잊고 지냈던 ‘상상의 재미’를 느끼고, 그 존재성을

입증하기에 이르렀다. 무의식 중 떠올림이라 믿었던 상상의 공간은 본인

도 인식하지 못했던 본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미지화

과정이었다. 공간은 항상 과거에서 온 것과 같은 시간성을 가졌고, 본인

의 공간은 1차원적인 공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 했다. 그러한 생각을 무

시하고 잊기를 반복하다가, 전통 양식과 사상이 가진 ‘공간’으로서 만들

어 보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이상 세계’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이상향’을 담는 공간이었다. 항상

머무를 수는 없지만 흥미와 재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현실에서 모험을 못하고

순간의 일탈도 꿈꾸기만 하는 대리만족의 공간이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

은 정신세계의 실현을 체감하게 되는 경험이었다.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상상의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

만, 그것은 이미 본인이 겪어온 전통 사상과 무의식으로 넘겨둔 동심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재의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업의 조형성에서는 조형적 특징과 표현의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초창

기 작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공간에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 변화되는 구도를 알아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표현성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

였다. 또한 이러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기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와

전통적인 매체기법,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본인의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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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통해 본인 작업에 대한 주제, 발상, 정체성, 그리고 표현과

기법 등에 대한 통찰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본인의 작업세

계에 대한 근원을 찾아주었고, ‘상상’이라는 정신적인 활동 과정 분석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통 회화에서

차용되고 변이된 사상을 분석하여 ‘전통 회화 계승’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향후 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 제시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한 것들은 차후의 작업에서 무엇을 개선하고 진행해

야 할지의 지표가 되어준다. 우선 작품이 ‘상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탄생

되고는 있지만. 다소 형식화되고 스스로의 주제에 얽매이는 측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단순화를 구상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더 많은 관찰과 경험을 유도하고 본

인이 그림의 사상적 배경을 둔 전통 회화에 대한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표현기법에 있어서 의도에 벗

어나지 않는 다양한 시도의 필요성이 보인다.

본인의 작품의 주제는 새로운 상황과 상상의 조합이다. 살면서 계속되

는 새로운 경험들과 스스로 상상을 멈추지 않으면, 장르의 제한없이 다

양한 결과로 확장할 수 있다 생각된다. 물론 그것과 적절한 방법의 전통

회화를 계승하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명

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다. 그러나 개선 될수 있는 사항이라 생

각되며, 본고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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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ainterly account 

expression of ‘The strange spaces’ 

utilizing ‘Three Disances Spaces’

-With a focus on My Work

Han, Jihyoun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deals with my works on ‘The strange space’. In

comparison with the ‘Three distances space’, which is the base of my

work, I show the theoretical principles,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

of expression.

The unfamiliarity of new places makes me to have a rich

imagination. We can keep the objective reality with photographs. But

it’s not possible for keeping the feelings. This motivates my idea that

‘It would be wonderful to own that space, which is experienced, with



- 90 -

the fresh aura by my painting. ‘The strange space’ is the combination

of the reality and imagination. By recording this space, I preserve the

place where I can not go again and recor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same memories to different images. Also, by this

way, I also show my view of enjoyment and induce their own

experiences on the place.

So, one of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formation

process and the meaning of ‘The strange space’, the other is to

construc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pace by analyzing background,

technique, and feature of formation.

In chapter I, I explain the purpose and motivation of drawing ‘the

strange space’, and briefly introduce the contents and method of

research.

In chapter II, I study the traditional mountain-water space, ‘Three

distance space’, and analyze the borrowing and transformation. In

section 1, I construe the ‘Three distances space’ and ideal space. In

section 2, I provid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records that inherited

tradition by comparing the ‘Three distance space’ and ‘The strange

space’, and checking the difference between borrowed and transformed

characters.

In chapter III, I examine the composition principle, the nature of

the recorded contents, and the role of modern space recording in ‘The

strange space’ by transcribing it. In section 1, I examine the activities

and processes of the ‘imagination’ in forming the ‘The strange space’.

In section 2, I examined the nature of the ‘existence’ of th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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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In section 3, we analyze the role of recording and

information of specific image as spatial recording.

In Chapter IV, I looked at ‘the space composition’ and ‘expression

technique’ of ‘The strange space’. In section 1, I compare and analyze

the features according to the screen composition and the result of

compositing ‘The strange space’. In section 2, I explain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in the expression technique of ‘The strange space’. I

introduced the necessity of material selection and used colors, and

examined how to use traditional coloring technique.

In Chapter V, I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and

describ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rough the above research, I will make sur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formation process and the record of ‘The strange space’

through the imagination, and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work.

keywords : A strange space, Three distance space, Imagination,

Record picture

Student Number : 2014-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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