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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된 본 연구자의 작품 중 2015년에

서 2017년도 작품을 중심으로 ‘실루엣’을 통한 사실적 나무형상 표현에

관한 작품제작 동기와 작품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살펴보고 전통매체를

활용한 표현방법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자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을 주제로 삼아 작업해온 예술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다. 본 연구자 또한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자연으로

부터 사색하고 영감을 받아 탐구해왔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회가 풍요로

워진 듯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다.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들에는 오류가 다반사다. 단, 조물주의 작품인 자연은 사람이

개입하기 이전에는 절대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 사계절의 변화는 사

람이 노력 하지 않아도 온도와 빛의 관계에 따라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로 흐트러짐 없이 시기적절하게 스스로 변화해 왔다. 이 같은 자연으로

부터 본 연구자는 사색하고 위로 받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석양 질 무렵

나무 뒤에서 빛이 강하게 비췰 때 나타나는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 형상

을 마주하는 순간에 숭고함과 아련함을 동시에 느끼곤 한다. 가만히 서

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자면, 비록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역광에 의해 나무와 하늘이 뚜렷하고 명확히 대비되는 순간을 마주함으

로써 본 연구자는 정신적 위로를 받곤 한다. 이런 순간의 감정을 마음속

에 담아두었다가 평면위에 정직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그 과정을 논

문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여 언어화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탄탄하고 면

밀한 작품 세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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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 I 장 머리말’, ‘제 II 장 실루엣의 회화적 표현’, ‘제 III

장 수묵을 활용한 사실적 나무 실루엣 표현’, ‘제 IV 장 표현기법과 제작

과정’, ‘제 V 장 맺음말’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에서는 자연을 마주하는 본 연구자의 태도와 그에 영향을 받아

제작하게 된 작업의 주제를 간략히 짚어보았다.

제 II 장에서는 미술사 안에서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의 회화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낭만주의 회화와 동양의 화론 및 사군자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제 III 장은 본 연구자의 작업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으로써 수묵을 활

용한 사실적 나무 실루엣 표현에 관해 논하였다. 역광을 마주한 개인적

경험을 진솔하게 서술함으로써 현재의 작업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본 연구자는 동양화의 전통매체인 필과 묵을 적극 활용하여 나무의 뚜렷

한 형상을 그리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나무의 사실적 재현의 의미에 관하여 자

세히 서술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표현기법과 제작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필묵을 활

용하여 나무를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백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 성김(疏)과 빽빽함(密)으로 나누어 설명

했다. 이어서 역광으로 인한 뚜렷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비단을 사

용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작업의 제작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끝으로 제 V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실루엣, 나무 형상, 여백, 필묵(筆墨), 사실적 재현

학 번 : 2014-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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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자연을 스승이자 벗으로 삼아 삶의 이치를 배우

고, 자연 안에서 은거하며 사색하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삶을 살아왔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종병(宗炳)1)은 집 안에 누워서 산수화를 감상하며 직

접 산속에 들어가 거닐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내용의 ‘와유’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다. 직접 산을 오르지 못함에도 단지 방안에 걸린 산수를

보며 현장감을 만끽할 정도의 그림은 수준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산

을 눈으로 보아 마음에 담고 그 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눈을

통해 보여 지는 산수화의 기능과 역할은 그리는 사람과 감상자 모두의

삶과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예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저오면서 본 연구자의 관심

사와 유사했다. 평소 자연 풍경을 좋아하던 본 연구자는 답답한 도시 속

에서 살아오면서도 자연에 대한 갈망은 지속되었다. 자연을 관찰해보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나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어린 아이 같은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젊음을 불사르듯 파란 잎이 무성해진다. 가을이 되

면 삶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하듯 잎은 붉은색으로 물든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되면 노인이 되어 백발이 되듯 가지는 앙상해지고 그 위에는 눈

이 덮여 온 세상을 하얗게 비췬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듯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태초에 정해진 법칙에 의해 어린잎이 세상

을 향해 움튼다. 이처럼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계절의 법칙과 우

리 인간의 삶의 여정이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자연을 충실히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자 현재와 같이 자연을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때 수묵화, 산수화를 떠올리면 얇은 화선지 위에 수묵

1) 종병(宗炳, 375-443)은 남조 송의 은사로서 화가이자 음악가이다. 그의 『화산수서』는 
중국 산수화론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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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옅은 채색으로 번짐 효과를 사용해서 안개효과처럼 뿌연 분위기 위주

로 그려내는 형식화된 그림이 떠오르곤 했다. 마치 노상에서 줄지어 판

매하는 동양화 또는 표구사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찍어낸 것처럼 반복

되는 산수화들처럼 말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대부분 몇 주 코스로 나무

그리는 법, 돌 그리는 법, 물 그리는 법 등 형식에 맞춰 배우고 그대로

찍어내듯 반복해서 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양

화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자는, 이제는 누가 봐도 진부하

게 보일만 한 산수화가 아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매체의 우수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표현하고 싶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앞서 언급한

형식화 된 산수화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대상을 치밀하게 그리거나 대상

을 온전하게 보기 보다는 형식에 맞춰 근경은 진하게, 원경은 담(淡)하게

를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그린다는 것이다. 각종 영상매체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아무

리 고상한 동양화의 우수성을 외친다 하여도 이런 종류의 것은 더 이상

현대적 미감을 따라올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보통 서양회화에서 풍경화

를 보게 되면 그림자 처리를 기본으로 재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동양 회화에서는 치밀하고 예리하게 그리는 것은 없었을

까? 정답은 북송시대 산수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당시 산수화는 대

자연, 대 우주의 기운을 담아내기 위해 거대산수를 많이 그렸는데, 비단

위에 매우 치밀하고 날카롭게 나무와 돌, 집 등을 그렸으며 아주 작은

크기의 사람들도 좁은 길사이로 보이게 그렸다. 이와 같은 화풍은 본 연

구자로 하여금 전통매체를 이용하여 대상을 재현하고, 뚜렷하고 형상을

그려나가는데 길잡이가 되었다.

본 연구자의 대학 학부시절 작업은 하늘을 주제로 구름과 빛 표현을

광목에 수묵으로 표현하고 산 능선을 농묵으로 실루엣(Silhouette) 처리

하여 그려 넣었다. 현재의 작업은 학부 시절 작업에서부터 변화를 고민

하며 시작되었는데, 뚜렷하고 치밀하게 그리기를 고민하던 차에 멀리서

본 산 능선의 실루엣에서 앞당겨 역광으로 인한 구체적인 나무의 실루엣



- 3 -

을 진한 농묵으로 가감없이 정직하게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

작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역광의 영향으로 보여

지는 나무 실루엣은 화선지보다는 아교포수가 된 비단에 그렸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비단위에 매우 세밀하고 정직하게 그리는 작

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영향을 받아 작업 하게 된 내용을 논문이라는 형

식에 맞추어 언어화 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생각들

을 한데모아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동 · 서양 회화에서의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의 회화적 표

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2절에서는 동양 회화에서 화론

과 기법을 기반으로 실루엣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군자를 중심으

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 형상을 주제로 삼고 있는 본 연구

자의 개인적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작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역광의 개인

적 경험을 토대로 그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

고자 한다. 2절에서는 필묵을 활용한 나무실루엣 표현에 대해 이론을 바

탕으로 개념을 기술하고, 3절에서는 나무의 사실적 재현의 의미를 알아

보겠다. 여기서 언급되는 ‘정직한 그리기’는 본 연구자가 가장 중점적으

로 생각하는 부분으로써 여러 장르의 예술이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동시

대에서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작업의 표현기법과 제작과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사실적 나무 형상 표현만

큼 중요한 여백과 화면 구성에 대해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

성김(疏)과 빽빽함(密)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본 연구자의

작업이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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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비단의 구멍을 메꾸고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과정으로

써 아교포수에 관해 서술한 후 본그림 전에 밑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그림을 진행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얻게 된 연구

결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작업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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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루엣의 회화적 표현

빛이란 생명을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이다. 낮에 활동하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모든 활동을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빛은 시간과 계절이란 한 토막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

이게끔 해준다. 빛은 모든 감각들 가운데서 가장 눈부신 경험이다.2) 이

러한 빛의 현상이 회화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으며 어떤 의미로 쓰였을

까?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빛으로부터 나무의 형상을 포착하는데서 작업

이 시작되었다.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역광으로 인한 나무의 뚜렷한

실루엣 형상을 비단위에 모필(毛筆)로 정교하게 그려나가는 것이다. 동양

의 회화에서는 대상을 그릴 때 빛을 표현하여 그리기 보다는 대상의 핵

심이 되는 골(骨)을 선으로써 간파하는 습성이 강하다. 빛의 현상적 표현

보다는 사물 본질에 대한 성찰과 정신성을 표현하는데 선의 강약이나 먹

의 농담으로 주로 표현 했으며,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빛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3) 그런 영향으로 서양에서는 수많은 화가들이

빛을 탐구하고 빛에 따른 심리적 변화와 분위기를 포착하는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장에서는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 이미지를 자주 그려내었던 독일

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를 통해 서양 회화에서의 실루엣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반면 동양 회화에서는 앞서 언급한데로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빛을 다

룬 경우는 흔치 않기에 빛에 영향은 배제한 채 선으로 대상의 구조를 파

2)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譯, 『美術과 視知覺』, 미진사, 1995, p.299.
3) 서승희, 「빛을 통해 형성된 그림자의 이미지 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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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실루엣을 포착해내는 특징을 주로 다뤄보기로 하였다. 즉 골법용

필(骨法用筆)의 개념과 사군자를 통하여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회화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1. C. D. 프리드리히 회화에 나타난 실루엣 표현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을 중시한 서양에서는 빛과 그림자의 현상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사진으로 포착되어

고정된 빛이 아닌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자유분방하고

거친 붓 자국을 남겼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표현하기 보다

는 빛과 여러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황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여

느낀 색을 표현하고자 했다. 찬란한 빛의 감정을 잡기위해 아름답고 파

스텔 톤의 색을 주로 쓴 모네와는 달리,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는 주로 나무의

이미지가 주로 등장하는 자연풍경을 역광으로 인한 실루엣 형상을 어두

운 톤의 화면을 통해 멜랑콜리하고도 숭고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프리드리히의 작품 세계에서 실루엣의 회화적인 표현을 중점적

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를 중심으로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4)(Caspar

4) 프리드리히는 1840년 사망할 때까지 150개의 유화작품과 1000여개의 소묘, 수채화, 세
피아화, 동판화, 목판화를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나, 주모브스키(Werner Sumowsk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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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Friedrich, 1774-1840)는 「다수의 생존 예술가들과 최근 작고한

예술가들의 회화작품에 관한 고찰」에서 거의 창작활동이 나아가고자 하

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예술의 유일하게 진실 된 원천은 우리의 심장,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의 언어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샘으로부터 솟아나지 않은 그림은 단지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

을 것이다.5)

이러한 언술은 프리드리히가 인간 내면의 언어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풍경화를 통해 예술가의 감정을 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

다.6) 프리드리히에게 있어서 풍경은 작가 자신의 내면을 사각 틀 안에

회화적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본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프리드리히는 기존의 답습되어오던 아카데미 기법에 실증을 보였고,

구도 면에서도 풍경화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시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으로 독특한 내면세계를 그려 나갔다.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두운 기운이 맴돌고 그 안에서

희망처럼 보여 지는 밝은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며 화면 전체에 강렬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런 강렬한 분위기 속에 화가 자신은 물론이고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종교적 심리를 불러일으키

도록 작용한다. 흔히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보고 멜랑콜리하며 동시에 숭

고미가 드러나는 회화라고 오랜 시간 미술사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나오는데 있어서는 프리드리히의 유년 시

절 겪었던 일들이 모두 그에게 내재되어 발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연구 Caspar David Friedrich-Studien」(1970)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밝혀졌듯이, 현재 약 480-500여점의 작품이 소실된 것으로 기록된다.

5) Die einzig wahre Quelle der Kunst ist unser Herz, die Sprache eines remen, 
Kindlichen GemÜtes. Ein Gebilde, so nicht aus diesem Borne enosprungen, 
Kann nur Kunsterlei sein.(Caspar Dacid Friedrich in Briefen und 
Bekenntnissen, Berlin 1968. p.92.)

6) 이화진, 「C. D.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 나타난 공간 구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2003, p.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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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9월 프리드리히는 양초 제조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섯 째

아들로 태어난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는 13세때 동생과 스케이트를

타던 중 얼음이 깨져 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에서 그는 이미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

과 고뇌가 은연중에 내면 깊숙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내면

상태는 독일의 낭만주의라는 시대사조와 매우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독일 낭만주의는 정신을 반영한 풍경화가 주를 이루며 사변적이고 초월

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연이 인간 정신과 교감하고 결

합됨으로써 내적인 감정의 투영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7) 사색적이면

서 신비하고, 목가적이면서 환상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고독하고 우울한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프리드리히의 회화에서는 이 무겁고 우울한 감

정을 인간존재의 본질로 승화시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프리드리히의 역광의 회화적 표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자의 작업과 함께 논하고자 한다.

먼저 [도판 1]과 [도판 2]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이 매우 흡

7) 이화진, 앞의 책, p.22.

[도판 1] C. D. 프리드리히, <달을 보는 두

남자>, 44x34cm, 캔버스에 유채, 1819

[도판 2] C. D. 프리드리히, <달을 보는 두

남녀>, 44x34cm, 캔버스에 유채, 1830, 베를린

내셔널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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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심지어 그림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도 같다. 하나는 두 남

자, 다른 하나는 남자와 여자다. 프리드리히의 대부분의 그림에서 사람은

감상자로 하여금 등으로 돌리고 거의 실루엣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역광으로 인해 그림 전체적인 분위기가 실루엣 처리됨에 따라 인물 또한

동일하게 처리됨을 볼 수 있다. 단, 등 돌린 인물의 등장은 관람자가 단

순히 풍경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등 돌린 인물에 투영함으로

써 그 안에서 역광의 순간을 직접 느끼는 듯 한 체험의 역할로써 존재

한다. 강렬한 낮의 빛이 아닌, 화면 정 중앙에서 은은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는 달의 역광은 화면을 명상적이면서도 깊은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만든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에서는 나무가 주된 풍경의 주제로 등장하는

데 이는 본 연구자의 작품과 유사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그의 작

품에서도 나무는 하나같이 ‘빛’을 등지고 서있음으로 나무의 실루엣이 진

하게 드러나며 과감하게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에 힘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면의 표현 없이 자연을 모방하는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도판 3] C. D. 프리드리히,
<눈 위의 참나무>, 44x36cm,

캔버스에 유채, 1829

[도판 4] 【작품 12】 C. D. 프리드리히 와 유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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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창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풍경화가 아카데미의 전통적 구성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창작품’이 아니

라, 감상자의 감정을 일깨우기 위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또 그는 “회화작품이란 단지 암시 해야만 한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정신적으로 자극해야하고 환상에 여유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8) 역광으로 인한 표현은 그가 얘기한 ‘암시’의 기능에 매우 적

합하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작가 내면의 심리와 감성을 절제하고

역광으로 인해 뚜렷해지는 나무의 형상을 모필을 사용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그려냄으로써 감상자로 프리드리히와 다른

희열을 자아낸다.

8) 이화진, 앞의 책, p.55, 참조.

[도판 5] C. D. 프리드리히, <바다 앞에

두 남자>, 44x34cm, 캔버스에 유채, 1817

[도판 6] 【작품 3】 C. D. 프리드리히 와 유사한 예



- 11 -

프리드리히의 그림에서는 본 연구자와 다르게 풍부한 생감과 특히, 빛

으로 인한 하늘 표현에 있어서 보다 더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색감 표현

을 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위 그림

에서는 역시나 두 사람의 뒷모습 실루엣이 화면 중앙 부분에 위치하면서

더욱 아련하고 자연세계 저 넘어의 것을 동경하는 듯한 우리 삶을 대변

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빛에 현혹되어 감정을 노출시키기

보다는 감상자로 하여금 요동치는 창공(蒼空)의 모습에서 무한정한 노을

빛 하늘을 감상자의 내면에 비추어 그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리 보고

느낄 수 있게 여지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보게될 프리드리히의 작품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제단화 : 산중의 십자가>과 <산중의 십자가와 대성당> 이다. 이

작품들을 보면 누구나 프리드리히의 종교관에 대해 짐작 할 수 있

다. 프리드리히는 1790년부터 4년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에서 건

축가이자 소묘교수였던 크뷔스토르프(Johann Gottfried Quistorp)

[도판 7] C. D. 프리드리히, <제단화
: 산중의 십자가>, 110x115cm, 캔버스

에 유채, 1807,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도판 8] C. D. 프리드리히, <산중의 십자가

와 대성당>, 37x44cm, 캔버스에 유채, 1817,

뒤셀도르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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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을 들으며 화가의 길을 시작했다. 당시 프리드리히는 그의

스승의 영향으로 그라이프스발트 주변과 뤼겐 섬 으로의 여행을

통해 풍부한 정서적 토대를 마련하여 풍경화를 그리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자연 경험에는 스승의 친구인 코제가르텐(Ludw ig

Kosegarten)의 종교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프

리드리히는 “나로서는 예술작품으로부터 정신의 고양과 –전적으

로는 아닐지라도- 종교적 상승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자연 풍경을 통해 종교적 경험을 함으로써 신에 대한 충만함

과 경외심으로 풍경화를 대했고, 자신의 풍경화를 통해 감상자들

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본인이 느낀 경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

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7]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님을 화면 정 중앙에 삼각형 모양의 근경의 산 위에 배치시키고,

산 뒤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빛줄기를 등짐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경건하고 겸허한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특히 하늘의 붉은

노을이 비춰 보이는 표현은 역광의 표현을 극대화 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결국, 프리드리히는 단순히 자연 풍경을 재현 한 것이 아니라 역광

의 빛을 통하여 실루엣 처리된 화면 전체에서 감도는 숭고한 분위기

에 취하여 관객에게도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도판 8]

에서는 십자가에서 수직으로 위치한 화면 상부에서 눈부실 정도의 강

렬한 노을빛이 후면에서 비춰지면서 화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당과 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검은 그림자

가 내려앉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으로

묘사 할 수 없는, 즉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

으심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써 역광의 효과

로 표현 한 것이다. 이는 프리드리히의 내면의 성찰이자 심상(心象)을

9) William Vaughan, 『German romantic painting』, New Haven, 1980, p.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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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화 한 것으로써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것을 적절한 회화표

현으로써 나타내어 숭고미(崇高美)의 가장 고차원적인 표출을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2. 사군자에 나타난 실루엣 표현

동양의 회화는 서법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선을 강조하는데신 입체표현

과 명암표현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모필을 이용하여 농담표현 없이 선

을 그으면 그것은 진한 농묵의 평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본 연구자의 실루엣 표현과 매우 유사한데, 이 지점을 연결시켜 동양의

회화에서 실루엣을 표현하는 화론 및 기법, 옛 작품을 예로들어 본 연구

자의 작업이 전통 동양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서

양의 실루엣 표현과 동양의 실루엣 표현의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실루엣으로 표현함에 있어 그 두 관

계의 유사성에 관해 살펴보겠다.

사혁10)의 육법(六法)을 최초로 해석한 장언원은 형사(形似)와 용필(用

筆)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무릇 사물을 그리는 것은 반드시 형사에 있고, 형사는 모름지기 그 골기(骨氣)를 완전

히 해야 하는데, 골기와 형사는 모두 입의(立意)에 근본을 두고 용필로 돌아간다. 그리하

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대개 글씨를 잘 쓴다.11)

10) 사혁(謝赫, 500-535) : 정확한 생졸년과 출신지 및 경력은 미상이다. 그는 인물을 잘 
그렸으며 특히 얼굴을 그리는데 뛰어났다. 그는 화가로서보다도 화론가로 더 유명하며, 
육법을 제시한 『고화품록』은 중국 고대 화론 중 가장 많이 회자된 명저로 이름이 높
다.(葛路, 강관식 譯,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0, p.86.)

11) 葛路, 강관식 譯, 앞의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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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혁이 제시한 육법12) 중 두 번째로 설명 되는 골법용필에 중점

을 둔 것으로써, ‘형상을 통해 정신을 옮긴다’ 는 이형사신(以形寫神)의

뜻과 연결될 수 있다. 골법용필에서 골(骨)이 뜻하는 것이 단지 인체의

골격을 뜻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본 연구자의 연구주제와는 적합하

지 않을 것이다. 사혁이 자신의 육법을 통해 품평(品評)한 그림에는 용이

나 말, 매미, 참새 등이 등장하는데 이에 관해 평한 것을 보면 인체의 골

격에 국한된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조형적인 용필의 능력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자는 본인의 주제인 역광으

로 인한 실루엣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골법용필에 근거한 필의 운용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형상을 뽑아내는 것과 닮았음을 인지했다. 이로써 동양

회화에서 획 또는 몰골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예로 들어 실루엣 표현과

관련지어 서술하고자 한다.

동양화를 전공으로 하는 본 연구자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를 꼽자면 ‘사군자’에 관한 질문이다. 동양화를 한다면 당연

12) 기운생동(氣韻生動) : 대상의 개성적인 풍격이 화면에서 살아 약동하는 듯이 그리는 것.
    골법용필(骨法用筆) : 대상의 골조를 필선으로 구사하는 것.
    응물상형(應物象形) : 대상에 응해 사물의 형상을 그리는 것.
    수류부채(隨類賦彩) :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색채를 부과하는 것.
    경영위치(經營位置) : 화면의 구성을 생각해서 제재를 적절하게 포치(布置)하는 것.
    전이모사(傳移模寫) : 古畫(고화)나 자연을 전하여 모사하는 것. (장언원 외, 김기주 

譯, 『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82-84.)

[도판 9] 민영익의 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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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군자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군자는 동양화를 대표하

는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사군자는 언젠가 달밤 창호지에 비치

는 대나무, 매화나무 그림자를 보던 선비가 그 그림자를 먹으로 베껴 그

리면서 탄생했다는 설이 있다.13)

그 옛날 가로등 하나 없던 시절 맑은 하늘에 달빛에 의해 창호지에 비

치는 대나무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상의 실루엣이 뚜렷이 떨어졌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 모습을 모필을 이용해 획을 그어 단번에 그려냄으로써

의도적으로 명암법이나 그림자처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광에 영

향을 받은 듯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구현해냈다. 만약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의 표현에 있어서 잎 또는 가지의 꺾이고 휘어진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여 그 형태를 묘사하고 고유의 색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형식이었다면 사군자의 가치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도판 10] 대나무 표현의 다른 예

사진과는 분명히 다른 기능으로써 사군자의 역할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색상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검정색 난초, 국

화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자의 눈에

는 먹으로만 그려놓은 사군자가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는 골법용필을 통해 본 바와 같이 대상의 골, 즉 대상의

13) 오대(五代)때 이씨부인(李氏夫人)이 창에 비친 달밤의 대나무 그림자를 먹으로 그렸는
데 다음날 보니 생동감 있고 품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씨부인을 묵죽화의 태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은집, 『수묵화의 이론과 실기』, 예림, 199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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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꿰뚫어 필의 운용을 통해 형상을 그려내듯이 매, 난, 국, 죽을 그

림으로써 묘사를 취하지 않고도 대상 고유의 윤곽을 예리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먹의 단색과 필의 획으로 그려지는 식물의 생동감 있는 형상

은 빛을 염두에 두어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에서의 역광의 회화

적 표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함이 맞

지만 결과적으로 회화 이미지의 유사성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으로 귀결

한다. 골법용필에 의거하여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외형의 실루엣을 표

현함은 마치 C. D. 프리드리히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역광에 의한 실루

엣 표현과 매우 유사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본 연

구자의 작업 설명에서 언급되겠지만 먹과 모필을 이용한 전통매체로 사

군자의 형식과 골법용필의 의미를 지닌 체 선을 긋고 이파리를 그려나가

는 과정은 지금까지 서술한 C. D. 프리드리히의 특징과 매우 닮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과 다르게 동양회화의 실루엣특징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의 특징과 한 가지 더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사군자는 대상의

실루엣을 감각적으로 화선지위에 배치해 그려간다. 먹에 의해 어떤 대상

이 그려지고 배치되는 순간 흰 여백이 드러난다. 이는 본 연구자의 나무

실루엣과 대비되는 여백의 화면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농묵을 이용해

[도판 11] 여백과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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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사군자의 경우 여백의 존재를 더욱 강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며

수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크고 작은 여백들을 만들어낸다. 서양 회화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백의 부분은 동양 회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

인 표현방식이다. 하얀 구름을 표현함에 있어서 서양에서는 결국 흰색

물감을 이용해 채워 넣는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마땅히 그릴부분은 그리

고 나머지 공간은 여백으로 처리함으로써 여유와 상상의 여지를 남긴다.

대상의 실루엣을 표현함은 비슷하지만 외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다른 회

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의 본격적인 작업 설명에 앞서 비교적 고전적인 회화를 예

로 듦으로써 앞으로의 논문 내용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기본 바탕이 될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점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을 보았을

때 서양 회화에서의 ‘빛’의 요소와 동양 회화에서의 ‘용필’운용 함을 같이

하여 역광으로 인한 더욱 뚜렷한 실루엣 이미지를 필묵으로 표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수묵을 활용한 사실적 나무 실루엣 표

현에 관해서 III 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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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묵을 활용한 사실적 나무 실루엣 표현

앞에서 살펴 본 동·서양의 실루엣 형상의 회화적 표현을 토대로 III장

에서는 본 연구자의 역광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작업에 대한

동기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빛을 등진 나무의 사실적 실루엣 표현을 전

통매체인 필묵을 통해 작업한 과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절

에서는 현재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

하게 서술함으로써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역광으로 인한 사실적 나무

실루엣을 그리게 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2절에서는 필묵을 활용한 나

무의 실루엣 표현 및 수지법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나무’를 수묵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면밀히 서술하고

자 한다. 동양 회화에서 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예와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여 서예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

로 3절에서는 필묵을 활용한 나무형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실적 재현

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역광의 개인적 경험

이 절에서는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역광이

라는 자연 현상을 마주하였을 때 느꼈던 개인적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하

여 현재의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현재 작업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부 3학

년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으로 주말마다 농촌 봉사활동을 떠나곤 했다. 이 곳 농장은 산으로



- 19 -

둘러싸여 있으며 농장의 주인은 100% 유기농법만을 고집하며 농사 뿐

아니라 주변 산지를 절대 손대거나 가꾸지 않으며 자연 그 자체로 유지

한 초자연적인 공간이었다. 도심과는 다르게 눈앞에 펼쳐지는 시야에는

먼지 한 톨 없을 것 같이 깨끗하고 맑은 하늘아래 동편 산 뒤에서 해가

떠오르며 산 능선의 검고 짙은 실루엣(Silhouette)을 강렬하게 빛으로부

터 대비시키는 자연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저녁 시간 때가 되면 해가 서

산을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 자연물이 붉은 노을빛을 등지는 순간은 새

벽과는 또 다른 강렬함을 내 뿜으며 자연물의 형상을 뚜렷하게 드러냈

다. 본 연구자는 자연물이 빛을 등지고 있는 이 순간의 현상, 즉 역광의

순간 강렬한 빛에 의해 자연물 본연의 실루엣 형상이 뚜렷하게 보일 때

느껴지는 숭고함과 명료함에 압도당했다. 역광으로 인한 현상은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 아름다운 색을 뽐내는 찬란한 자연의 현상과는 사뭇 다르

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맑은 하늘과 대비되어 들어나는 자연물의 그늘

진 형상에 매료되어 그 순간을 가감 없이 그려보고 싶은 충동이 들기 시

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2012년 학부 4학년 때 진행한 <묵경(墨景) : 창

공만상(蒼空萬象)>에 선행 연구 되었다. 당시 작업은 광목천에 평필로

발묵기법14)을 이용하여 200호 ～ 600호 크기에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

는 구름과 빛 표현과 함께 산 능선의 실루엣을 짙게 그려 넣는 대형작업

을 진행하였다. 광목천에는 표면처리 없이 땅과 하늘이 수증기로 맞닿는

듯 수묵으로 광목의 표면을 흥건하게 적셔가며 우연의 효과와 필연적인

부분의 조화로 그려나갔다. 이 작업에서는 실루엣을 그리는 동시에 구름

과 빛이 엉켜 다양하게 발산하는 하늘의 자연현상을 표현하였다.

<묵경 : 창공만상(墨景 : 蒼空萬象)> 시리즈로 학부 개인전 및 졸업전

시를 마친 후 이어지는 작업에서는 산 능선 실루엣에서 더 구체적이고

14) 발묵기법은 화선지 위에 먹과 물을 적당히 조절하여 번짐 기법으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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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작품 1】묵경(墨景) : 창공만상(蒼空萬象), 78x255cm, 광목에 수묵, 2012

[도판 13] 【작품 2】묵경(墨景) : 창공만상(蒼空萬象), 150x380cm, 광목에 수묵, 2012

[도판 14] 【작품 4】묵경(墨景) : 창공만상(蒼空萬象), 120x330cm, 광목에 수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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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나무의 형상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

하고자 했다.

이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본 연구자는 관악산 중턱에 위치한 학

교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작업하고 교정을 산책하며 연수(年數)가 오래

된 나무부터 이제 막 땅 위에 자리 잡은 가녀린 묘목까지 다양한 나무를

마주할 기회가 많았다. 역광의 때에 나무 형상을 가까이 마주할 때마다

동양 문인화의 대표 격인 사군자가 떠오르곤 했다. 짙게 그늘이 내려앉

은 나무의 자태는 창호지에 비친 자연물의 실루엣과 매우 흡사했다. 화

선지 위에 진한 농묵으로 그어진 대나무의 이파리, 매화나무의 가지표현,

난초의 선에서 표현되는 생명력이 연상되었다. 동시에 사군자에서 ‘그음’

으로써 나타나는 ‘여백’을 생각하게 되었다. 해지기 직전의 맑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러, 하얀 종이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하늘을 등지

고 검게 그늘진 나무의 실루엣이 눈앞에 포착되는 순간은 실루엣 이외의

여백 즉, 하늘이 강조되어 보이기도 했다. 예로부터 문인화(文人畵) 에서

는 그릴 것은 마땅히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림으로써 화면을 재구

성하고 그리는 사람의 심상(心象)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위 현상을 마주

한 본 연구자는,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나 눈에 포착되는 나무의 모습

을 임의로 취(取)하거나 사(舍)하지 않고 동양의 우수한 전통매체인 필

묵을 활용하여 나무 본연의 모습을 가능한 정직하고 명확하게 그리고자

했다. 문인화의 영향으로 인해 대상을 친절하게 옮겨 그리거나 섬세하게

화면을 채워가는 그림은 마치 수준 낮은 작품인 마냥 평가해온 결과 그

교육을 받아온 일반 대중들은 동양화에 대해서 편협하게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즉 매우 정교하게 대상의 구조를 파악하여 사실적으

로 그려내는 공필화 또는 세밀한 산수화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매우 좁

은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역광을 마주한 경험에서 느

껴진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의 실루엣을 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옛것으로 인식되어오던 동양화에 대한 편견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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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감을 감이하여 매체의 우수함과 재현적인 요소

를 결합하여 작업하였다.

이렇게 강렬한 역광을 마주하며 느꼈던 개인적 경험과 감정들을 서술

하며 본 연구자가 현재의 작업을 하게 된 계기를 서술해 보았다. 다음으

로는 앞서 살펴본 역광의 회화적 표현 및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매체인 수묵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에 옮겨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필묵(筆墨)을 활용한 나무실루엣 표현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나무 실루엣을 비단에 맑고 명쾌하게 사실적으

로 묘사함에 있어서 수묵 그이상의 재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모필

을 이용하여 자연물을 생생하게 그릴 때 필묵의 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전통매체인 필과 먹에 대한 재료적, 개념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설명을 한 뒤에 본인의 연구를 바

탕으로 필묵을 활용한 사실적 나무 실루엣 표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필묵(筆墨)

동양화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동양화를 ‘선의 예술’이

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인식된 배경은 수천 년간 동양의 회

화에서 선이 회화의 주된 양식이었음을 나타낸다. 동양 회화는 발생초기

에서부터 그 형식적 성숙을 이룩한 위진(魏晉)시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의

출발점에서 강조된 선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지속적

으로 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요소와 의미를 확대시켜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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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회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색채조차 부차적인 것으로

돌릴 만큼 동양회화는 선에 집착하였고 선은 동양회화에서 가장 핵심적

인 조형언어가 되었다. 그래서 동양의 회화는 선의 예술로 불린다.15) 이

러한 영향으로 인해 동양의 문화권 속에서는 지금까지도 선을 빼놓고는

동양의 회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난점이 있다. 동아시아 고대 화가들

은 선을 통해 그들의 삶과 철학을 담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평면회

화에 선적인 예술을 철학과 함께 결부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였다.

필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서양 회화에서 강조하는

‘칠’과는 다른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서양 회화의 칠은 면적인 요

소를 칠하고 그 위에 덧칠함으로써 그림의 대상을 어루만지며 시작부터

완성의 단계로 점차 이어지는 한편 선을 긋는 행위는 처음 선을 그음으

로써 대상을 칼로 쪼개듯 종이 위에 붓이 닿는 순간 그 형상을 단번에

얻을 수 있다. 즉, 동양 회화에서 선이란, 대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

적인 형태를 가감 없이 표현하는데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양 회화에서의 선에 대한 중요성은 서예와의 관계에서 더욱 명

15) 김백균, 「선적(線的) 사유-동양회화 예술언어로써의 선에대한 의미 고찰」, 제 13호 현
대미술학 논문집, 2009, p,188, 참조.

[도판 15] 본 연구자가 사용하는 필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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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게 그 의미와 관계를 인식 할 수 있다. 적어도 동양 회화에서 서화

동원론(書畫同原論)16)을 이해하지 못한 체 회화를 안다고 할 수 없을 만

큼 서예와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선의 개념은 다시 한 번 강

조된다. 고대 중국에서는 서법과 회화의 수천 년의 발전과정에도 불구하

고 한자의 모양과 그 쓰는 방식에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복잡한 획을 써

야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 였으며, 그것을 다루는 재료

의 동일함으로 인해 양자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어 왔다. 붓과 먹

으로 쓰는 동북아시아의 글씨는 조형성을 아우르고 있어서 조형 감각 없

이는 명필이 될 수 없었다. 글씨 쓰기 훈련 및 되풀이는 이른바 붓 놀리

는 힘(筆力)을 길러 주어 글씨를 조형 예술의 경지로 높여 나갈 수 있는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었던 것이다.17) 서예와 회화는 모두 문방사우(文房

四友)18)와 물을 기초로 한다. 붓은 서법과 회화의 도구로서, 먹 또는 색

과 종이 혹은 비단을 서로 결합하게 하는 도구이다. 붓은 다루는 서화가

의 손에서 손·팔목·팔꿈치·팔의 조화로운 움직임에서 자유자재로 운용될

수 있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힘 있게, 굳세면서도 부드러운 표현능

력을 가지고 있다.19) 당대 장언원은 고개지, 육탐미, 장승요, 오도자의 용

필에 대해 논하며 글씨와 그림은 용필 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론적

으로 확립했다. 송대의 곽희도 장언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는 회화의 용필을 ‘가까이 서예에서 취할 수’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논자(論者)들이 말하기를 왕우군(王右軍)이 거위를 좋아한 것은 거위가 목을

돌리는 것이 마치 사람이 붓을 잡고 팔을 돌려 글자를 엮어내는 것과 같은데 그 뜻이

있었다고 하니, 이는 바로 그림의 용필을 논한 것과 같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르기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종종 그림도 잘 그린다고 하는데, 대개 팔을 돌려 용필

16) 글씨와 그림의 용필법이 같다는 것에 대해 장언원은 인물화로 논증했고 곽휘는 산수화로 논
증했는데, 조맹부는 죽석과 화훼까지 이를 확장시켰다. (葛路,강관식 譯, 위의 책, p,343.)

17) 최열, 『사군자 감상법』, 대원사, 2000, p,35.
18) 동양화의 용구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종이와 먹, 북과 벼루를 들 수 있는데 예부터 

이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 일컬어 왔다.(김은집, 『水墨畵의 理論과 實技-四君子畵와 
山水畵에 대하여』, 예림, 1994, p.37.

19) 동병종, 김연주 譯, 『서법과 회화』, 미술문화, 2005,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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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응체되지 않기 때문이다.20)

이와 같이 서화의 용필(用筆)을 운용함이 같음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

며 이를 기본으로 수많은 표현을 가능케 하는 선의 활용은 전통회화를

바탕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으로 법고창신을 실천

하고 있다. 수천 년 전의 이론과 회화에서 등장하는 선을 주요한 요소로

써 사용하고 있는 본인 또한 동양 회화에서의 선의 이치와 그러함에 마

땅히 끌림이 있었기에 본 연구까지 이르게 되었다.

먹에는 크게 송연묵(松煙墨)과 유연묵(油煙墨)이 있다. 송연묵은 늙은

소나무나 그 뿌리 또는 관솔 등을 태울 때 생기는 그을음을 아교로 굳힌

것인데 약간 청색을 띠고 있으므로 청묵(靑墨)이라고도 한다. 유연묵은

배추, 무, 아주까리, 참깨 등의 씨앗을 태울 때 생긴 그을음을 아교로 굳

힌 것인데 약간 갈색을 띠고 있어 갈묵(曷墨)이라고도 부른다. 송연묵의

특징으로는 번들거림 없이 먹색의 고유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적묵법을 실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먹

을 쌓는 과정에서 담묵부터 농묵까지의 먹 빛깔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유연묵은 먹빛에서 약간의 윤기가 있으며 송연묵에 비해 유

연하다고 볼 수 있다. 송연묵으로는 앞서 언급한 적묵법보다는 선을 그

을 때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송연묵과 유연묵 외에도 먹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풍선식(風選式)과 수한식(水汗式)21)이 있다.

고대 중국의 화가들은 물상이 여러 상태에 따라서 그 색채도 달라진다

고 생각했다. 대나무를 예로 들면 종류가 다른 대나무는 잎의 색이 다르

다. 동일한 숲의 대나무 잎이라도 늙거나 여린 것이 같지 않으며 녹색의

20) 葛路, 강관식 譯, 위의 책, p.342.
21) 풍선식은 그을음을 약한 바람으로 날려서 입자의 크기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수한식은 

그을음을 물에 가라앉히며 크고 작음을 가리는 방법이나 두 방법 모두에서 입자가 고운 
것 즉 바람에 멀리 날아간 것과 물에 높이 뜬 것으로 만든 먹을 상품으로 치며 입자가 
굵은 그을음은 버린다.(김은집, 위의 책, p.39.)



- 26 -

정도도 다르다. 같은 숲의 대나무 잎

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과 개고 비오

고 흐리고 맑은 날 등 다른 상황에서

강도가 다른 햇빛을 받으면 그 색이

달라져 변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의 예를 들면

계절 등도 대나무 잎의 색을 변화하

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본

대나무 잎의 색은 변화된 색이지 그

본래의 색이 아니다. 동양화는 주체와

객체의 통일을 숭상하기 때문에 화가

가 창작할 때 마음과 물상의 감응을

통해 필요에 따라 색을 선택한다. 이

것은 감정이 내포된 색이며 상당히

주관적인 색채이론으로 일종의 철학

적 색채론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묵이 결코 새우의 본래색

은 아니지만 담묵으로 표현된 제백석(齊白石)의 새우는 투명하고도 생동

하여 무한한 미적 향수를 얻을 수 있게 한다.22)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찬

란하고 아름다운 색은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동시에 그것이 인간에

게 필요 이상의 정도를 넘는 순간 더 이상 눈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닌,

균형과 조화를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먹의 맑고 오묘하며 동시에 세상의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이치다.

한편 노자(老子)가 긍정하고 추구한 것은 외재적이고 쾌락적인 미가

아니라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미(美) 이다. 후대의 예술가들이 『노자』

12 장에 나타 난 이런 이해를 색으로 표현한 것이 수묵화에 나타난 묵색

이다.23) 동양화를 보면 특히 수묵화에서는 단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

22) 동병종, 김연주 譯, 위의 책, p.70.

[도판 16] 제백석의 <새우 그림>



- 27 -

분이다. 이것은 동시대에 동양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부분 영향을 주

어 전해져오는 특징이다.

동양화에서는 이런 현색(玄色)이나 묵색(墨色)을 이르러 자연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천지자연의 색이라고 한다. 현에 바탕을

둔 색은 문명의 허식, 관능의 탐미, 정욕의 탐닉을 커다란 정적 속에 해

체시키고 소멸시켜가는, 색이 없는 색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묵의 출

현은 자연의 본질에 대한 예술가의 추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필묵을 활용한 나무형상 표현

본 연구자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에 주된 재료로 쓰인 필과 먹의 일반적 개념과 옛 부터 이어져오는

재료적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수천 년 간 끊임없이 연구하

고 발전시켜온 예술가들에 의해 맥을 이어온 우수한 전통재료를 본인 또

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앞 선 방식을 답습하기 보다는 본

연구자만의 특징이 부각될 수 있게 전통재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기법

을 바탕으로 작업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나무를 대상으로 그린다. 맑은 하늘아래 역광으로 인해

뚜렷해지는 나무의 윤곽을 표현하기 위해 종이와 비단을 모두 실험해본

결과 종이에 비해 비단을 사용하는 것이 맑고 깨끗한 분위기의 회화적인

느낌을 나타내기에 적절했다. 비단 작업을 위한 밑 작업은 IV 장에서 재

료 준비부터 밑 작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나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화가들의 손에 의해 그려지

고 재탄생했다. 옛날이나, 문명의 발달이 급속도로 커져가는 현시대에도

23)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2006, p.343.
24) 조민환, 앞의 책,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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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한다. 도시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콘크리트 건물들은 즐비하게 세우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가로수를 심고 조경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나무가

들어가는 풍경을 주로 그려온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한 인터뷰

에서 나무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나무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명력의 가장 큰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

무도 두 그루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지요. 우리 모두는 내면

이 조금씩 다르고 외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 점을 더 잘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나무를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름에 잎이 무

성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당한 때에 그곳에 있지 않으면

나무의 형태와 부피를 간파해내기 어렵습니다. 정오에는 불가능합니다.25)

어떤 나무도 같은 나무가 없다는 이야기와, 겨울에 나무를 관찰하고

파악하기 더 좋다는 호크니의 의견은 본 연구자가 나무를 그리는 이유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과 재미를 멀리서 찾고자 한

다. 가까이 있는 나무 한그루 자세히 관찰해보지 않은 채 말이다. 무언가

를 유심히 바라보거나 관찰하여 그 모습을 파악해내는 행위는 유에서 무

를 창조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인간 고유의 행위이다. 본 연구자는

특히 앙상하게 가지가 드러나는 겨울나무를 좋아하고 그 대상을 주로 그

린다. 여름철 푸른 이파리로 가득한 나무의 모습은 크게 한 덩어리로 보

이기도 하고, 가장 찬란해 보이는 반면, 겨울나무는 춥디추운 바람과 눈

을 맞아가며 가장 쓸쓸하고 아련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본다면

사람의 혈관을 닮은 나뭇가지를 앙상하게 보여주는 겨울나무는 대동맥에

서 소동맥으로, 소동맥에서 이어지는 모세혈관을 닮아 잔가지 끝까지 뻗

어가는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겨울나무는 마치 죽

은 듯 보이지만 이듬해 봄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쳐버리고

25) 마틴 게이퍼드, 주은정 譯, 『다시, 그림이다』, 디자인 하우스, 201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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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내내 나뭇가지 구석구석까지 햇빛을 쬐인다.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공간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현

상으로 인해 본 연구자는 겨울나무에 특히 더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력 넘치는 겨울나무를 그림으로써 모세혈관과 닮은 잔가지까지 선으

로 하나하나 긋는 행위를 통해 나무의 구조와 생김새를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고 알아가게 된다.

나뭇가지를 화면 위에 그어 완성시키는 선은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기

본 수단인 동시에 완결점이다. 선의 기본은 직선과 곡선으로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 표현의 다양함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도 있으며, 옷 주름 또는 옷의 두께도 표현이 가능하

다. 특히 나무 표현에 있어서는 선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녹각법(鹿角法), 해조법(蟹爪法), 화염법(火焰法),

정두법(釘頭法)등이 있다. 녹각법은 나뭇가지가 뻗은 모양이 사슴뿔을 닮

았기 때문이다. 가을이나 겨울의 나무를 그리기에 적합하며 또 이른 봄

에 싹트기 시작하는 나무로도 적합하다. 해조법은 나무의 잔가지 모양을

게의 발톱같이 짧은 호선(弧線)으로 그리는 방법이다. 이 해조법은 북송

(北宋)의 마원(馬遠)이 즐겨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화염법은 잔가지의 뻗

은 모습이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유연한 선

으로 그려야 하므로 강직한 녹각법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정두법은 나

무의 잔가지를 못과 같은 모양의 직선으로 그리는 방법인데 붓 끝을 약

간 눌러서 못 머리처럼 되게 한 다음 붓을 들면서 선의 끝을 날카롭게

삐쳐 그려야 한다.26) 이 밖에도 선을 이용한 나무 표현에는 수많은 종류

의 법이 존재한다. 본인은 이와 같은 특징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본연의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무는 한없

이 평범할 수 있는 소재일 수 있지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림의

대상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26) 김은집, 위의 책, p.180.



- 30 -

간절함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표현하고 싶은 나무를 그림으

로써 더 밀도 있게, 깊게 파고들어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처음 미술을 접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동양화’ 보다는

‘서양화’27)에 관심이 있었다. 동양화는 그림으로써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서양화는 음영법(陰影法)에 의해 대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림자 처리 기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

어 내는 반면, 동양화는 음영 없이 형식화 되어 평면적이고 뿌옇게 그려

지는 것에서 전혀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동양화의

지필묵(紙筆墨)을 직접 다뤄보면서 생각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채

본28)을 볼 때 화선지 위에 마치 한 송이의 꽃이 피어오르는 듯 한 느낌

을 강렬하게 받으며 동양화의 미(美)적 매력에 젖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양화를 깊이 공부하면서 차츰 알게 된 것은 동

양의 회화에도 치밀하게 대상을 묘사하고 재현하는 화법이 있음이었다.

본인의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송대(宋代) 이곽파(李郭派) 화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묵을 다루는데 있어 묘기에 가까운 경지에 올랐다.

나무 그림을 살펴보면 음영에 구애받지 않고 선으로써 나무 대상 그

자체의 정수를 뽑아 그려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자로 어두운 곳을

눌러주고 색 면 처리하는 기법과는 수준이 다른 경지이다. 눈에 보이는

데로라면 그림자진 부분은 어둡게 눌러줌으로써 그리지 않고 넘어 갈 수

있지만, 동양의 회화에서는 빛의 영향을 철저하게 뒤로하고 대상에 집중

하여 ‘사진처럼’ 옮기지 않지만 오히려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해낸

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뿌연 동양화, 형식화된 동양화의 인식에서 벗어

나 치밀하게 대상을 파악하여 그림으로써 맑고 경쾌한 나무 형상을 표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이다. 뚜렷한 나무의 윤곽을 그리는 선의 기능

27) 여기서 언급하는 ‘동양화’,‘서양화’는 본인이 미술을 처음 접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입
시미술의 전형적인 그림을 얘기한다. 미술사에 등장하는 전통 동양화 또는 서양화와는 
거리가 있음을 밝힌다. 

28) 채본이란 학생이 그리기에 앞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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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살펴보자면, 면을 사용하고 색을 사용하고 양감을 사용하는 것

에 비해서 더욱 명확한 주관성과 정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먹으로

그려낸 반복된 선의 조합은 나무의 형상을 획득할 수 있고 나무 전체와

입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색에 의존할 필요도 없으며 관객으로부터 색을 상상할 수 있게 열

어줌으로써 오히려 색을 강조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반복된 선의

조합은 본인의 작품에서 주된 특징 중 하나인데, 특히 이파리들이 중첩

된 부분에서 그 표현력은 강조된다.

통상적으로 동양화에서 나뭇잎을 그릴 때에는 [도판 19]와 같이 느낌

위주로 분위기를 내주거나, 뭉쳐있는 부분에서는 발묵법으로 표현하고

끝 부분들에서 이파리를 그려줌으로써 마치 이파리가 가득 차보일 수 있

[도판 17] 이성,
<교송평원도>, 205x126cm, 비단에 수묵

[도판 18] 곽희, <조춘도>, 158x108cm,

비단에 수묵, 1072, 대만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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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표현한다. 본인은 전통매

체를 사용하지만 수천 년 간

답습해오던 표현이 아닌, 시간

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제 이파

리가 겹쳐서 생기는 덩어리진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

현하고자 하여 솔잎 하나하나

를 그림으로써 생기는 덩어리

감을 표현하였다.([도판20]참조)

어있는 비단위에 진한 농묵으

로 수십번 수백번 잎을 그어주

면서 생기는 효과는 주목할 만

하다. 포수된 표면위에 농묵이

쌓이면서 배접 후에는 미세한

입체감이 느껴진다. 단일한 선

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중첩

된 선들이 되어 나무의 양감을

표현하게 되었다. 섬유 안으로 스며드는 종이에서 느낄 수 없는 표면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선의 예술’이라 보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사군자를 기본으로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앞으로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충분히 능숙한 선 표현이 드러나 보이도록 할 것이다.

선으로써 나무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가 먹을 고집하는 이

유는 먹(墨)색은 흑(黑)색이라는 단일한 색채이면서 그것은 자연 만물

안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한의 다양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를 써서 결코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의 세계를 오

히려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흑백영화나 흑백사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상상하고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듯이 말이다. 오색

[도판 19] 일반적인 소나무 표현의 예

[도판 20] 【작품 16】부분, 소나무 표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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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뽐내는 나무의 찬란함은 순간 아름답게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그

멋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그늘이 짙게 내려앉은 나무는 마치 진한 먹

색을 품고 있는 듯 나무의 윤곽을 뿜어내며 진한 감동의 여운을 더욱 길

게 안겨준다. 먹으로 표현한 나무의 윤곽에서 일종의 어둠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어둠도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조용히 안정시키는 어둠, 인간의 마음을 깊이 내면적으

로 통일시키는 어둠이다. 먹색이 지닌 검정은 장식적인 것, 현란한 아름

다움이 전부 제거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 본래적인 것만이 나타나

있는 단순함으로 표현된다. 즉,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색이기도 하

다.29)

지금까지 필묵을 활용한 나무실루엣 표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체

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실제 작품에 어떻게 적

용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본

연구자의 주된 표현 방식인 사실적 재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

고자 한다.

3. 나무의 사실적 재현의 의미

송대 성리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화가나 시인들은 사물의 순수한 존재

를 관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 전달하고자 했다.30) 그러나 중국

의 화론을 미루어 보면 일찍이 동진(東晋)의 고개지(顧愷之)는 전신사조

(傳神寫照)라는 전신론을 주장했고, 사혁(謝赫)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제시했다. 이후 소동파(蘇東坡)는 형사(形似)에 얽매이는 것은 어린애 수

29) 조민환, 앞의 책, p.345, 참조.
30) 이선옥, 『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 돌베개, 201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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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라고 비웃었고, 또 동기창(董其昌)은 남종화(南宗畵)우위론을 펼치면

서 형사보다 사의(寫意)가 상위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동양화론

에서는 항시 전신이 형사보다 한 차원 높은 경지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

로 인하여 동양화론에서 정확한 묘사를 내세우는 형사론 내지 사실론은

항시 전신론에 눌려 제대로 전개되지 못해왔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그림의 본령은 무엇보다도 대상을 정확하게 옮겨

그리 데 있다고 본다. 진(晋)나라 육기(陸機: 261∼303)가 말했듯이 “사물

을 설명함에는 언어보다 나은 것이 없고, 형상을 보존함에는 그림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회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32) ‘형상을 보존함’에 그림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은 즉, 형상

의 어그러짐이나 변화를 최소화하고 그 상태 또는 구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그려냈을 때 비로소 형상을 보존함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수천 년 전의 화론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 미술계 안에는 여전히 형사를 강조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형상을 보

존함에는 그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한 것을 기본삼아 대상의 본연의

형상을 재현 하고 싶은 본능에 충실하여 천천히 섬세하게, 대상을 자세

히 관찰해가며 정직하게 그리기를 실천한다.

‘정직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

다33) 라고 정의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연 ‘정직하

다’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먼저 자문(自問)하게 된다. 사회적인 현상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고유의 영역에서도 정직하다는 것을 고수하는

것은 어쩌면 고리타분하거나 고지식하게 비춰질 수 있다. 과학의 발전으

로 카메라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직하다’의

사전적 의미처럼 거짓이나 꾸밈없이 바르게 그리거나 만드는 행위 자체

31) 유홍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 학고재, 1998, p.57.
32) 유홍준, 앞의 책, p.61, 참조.
3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하)』, ㈜두산동아, 1999, 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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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회의(懷疑)적인 비판의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사람의 고유

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그리기’라는 행위는 더 이상 고유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시대다. 심지어 화선지의 번짐 느낌과 호흡을 따라

획을 긋는 동양화의 영역까지도 이제는 컴퓨터로 흉내 낼 수 있다. 머지

않아 우리의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발전 할 것이다. 그렇다

면 이제 더 이상 그리기를 통해 대상을 정직하게 재현 하는 것은 무의미

한 행위일까? 지금의 논지와 같은 맥락으로써 현재의 작업을 하는 과정

에서 본인의 작품과 사진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는 비판적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다시 말해서 그리기를 통해 대상을 정직하게 재현 하

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

고 대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여

전히 인간 고유의 행위이자 가치 있는 것이다. 작업의 특성상 사생만으

로 완결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생활 속에서 촬영해둔 사진을 베이스

로 작업이 진행된다. 비단 위에 나무의 윤곽이 그려지는 순간에는 모필

의 특징을 살려 옛 선비들이 사군자를 치듯 나무 형상의 신묘막측한 생

태의 구조를 관찰하고 파악하여 호흡을 실어 획을 그음으로써 외형묘사

를 통해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한다. 본인이 ‘정직하게 그리기‘를 추구하는

것은 작가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대로 세상을 거짓이나 꾸밈없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심상인 것이다.

조경이 발달한 도심 속에서는 굳이 산이나 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수목을 자주 접하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분일초가

급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들을 유심히 보고 느끼고 감상할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어느 지

역 혹은 어느 유적지에 있는 나무를 그려야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특정 지역의 멋스럽고 역사 깊은 나무를 굳이 찾아가는 고생을 하

지 않는다. 그저 살아가는 주변에도 소소하지만 가치 있고 멋스런 나무

들이 존재한다. 그런 나무들을 만나고 영감을 받는 순간을 촬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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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으로 인한 나무형상은 매우 강렬하게 나뭇가지와 이파리 형태가 드

러난다. 그 모습은 매우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는 창조주의 설계를 따라 예외 없이 계절별 법칙대로 살아 숨 쉬는 생명

의 법칙이 숨어있다. 그 생명의 법칙을 품은 나무 본연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리는 것이다.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사진의 기능이 우수한 반면,

정직하게 그리기는 그 과정에서 대상을 유심히 바라보고 구조를 파악하

여 작은 스케치북에 자세히 연필로 그려보고, 밑그림에서 큰 구조를 표

시한 후 본 작업에서 필을 이용하여 보다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더하거

나 빼지 않고 그려낸다. 그럼으로써 눈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나

치는 과정보다 더 자세히 나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기를 하고난

후 그렸던 대상의 나무를 다시 마주할 때엔 그 나무는 더 이상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다. 그 구조가 보이고, 심지어 가지치기를 하여 모양이

변한 것을 알아보고 속상해했던 경험도 있다.

본 연구자는 꾀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기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행위 자체에서 바르고 곧은 정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작업

을 보는 관객들 또한 치밀하게 그려진 나무 형상을 봄으로써 그들의 삶

에서 거짓이나 꾸밈없는 사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래본

다. 동시에 사진과 유사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감동을 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데로 문명의 발달로 기계를 이용한 그리기도 있지만, 화선

지 또는 비단 위에 모필을 이용한 그리기는 사람의 오감을 기르고 유지

시키기에 적합하다. 컴퓨터는 입력된 값에 의해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반면 모필을 이용한 그리기에서는 붓을 잡고있는 사람의 호흡부터

자세에 이르기까지 마치 수련을 하듯 육체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며 행동

하게 된다.

동양화의 선 붓은 서양화 붓에 비해 얇고 길며 부드러워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이는 서예의 도구이자 면보다 선(線)의 예술을 추구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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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의 핵심 도구인데, 옛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연필이나 펜 대

신 평소에도 모필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공부를 하였다. 그림과 글쓰는

재료나 도구가 동일하기에 결국 그리기를 위해 따로 선 연습을 할 필요

가 없었다. 바로 창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본적인 선 연습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림을 그리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본 연구자에게는 그림을 그리기위한 재료 연

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필 또는 펜을 이용한 그리기는 비교적 쉽게 터

득하고 흉내 낼 수 있으나 모필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판 21] 
본 연구자가 주로 사용하

는 붓

[도판 22] 
서양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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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의 기법 중 몰골법(沒骨法)으로 나무를 표현할 때에는 덧칠하거

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화선지의 경우는 물을 잘 흡수하고 삼투성이 강

해서 붓의 움직임이 느리면 번지고 빠르면 메마르게 된다. 메마르고 습

윤하고 비백(飛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붓의 운용을 예리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여러 단계로 변화시킬 수 있어서 풍부한 먹색과 운율을 갖게

한다.34) 이렇듯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한 선 한 선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는

다. 물론 우연의 효과라는 것이 있지만,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철저하

게 의도된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우연의 효과에 기댈

수 없다. 이것은 덧칠이 가능한 서양의 재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수로 인

한 에너지 소비, 경제적 소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 작업과 별도로 끊임

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선 연습부터 옛 그림을 모사하는 것이

그 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 감각 기르기, 감

각 키우기 시간으로 본다. 실제로 붓 안에 물을 머금은 정도를 감각적으

로 인식하여 물 조절을 해야만 번지거나 갈필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

으며 선을 그을 때는 붓을 지그시 눌렀다 떼었다를 즉흥적으로 할 수 있

어야 살아있는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잔가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얇게 긋는다고 좋은 선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머리카락이나 실 같은

선이 나온다면 나뭇가지가 가지고 있는 마디표현이 생략되어 살아있고

힘 있는 가지의 표현을 잃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예민한 모필을 자유

자재로 다루기 위해 수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붓 끝에서 시작하여 붓을

잡고 있는 손가락, 이어지는 팔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몸 전체의 유연

한 움직임으로 필력을 습득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몸 전체의 관절,

마디의 감각을 기르게 된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 주된 재료와 재료 자체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묵에 대해 알아보았다. 강한 역광으로 인해 드러나는 나무의 실루엣은

34) 동병종, 김연주 譯, 위의 책,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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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묵으로 그려진 나무와 남겨진 여백에 의해 평면위에 재탄생한다. 삼차

원의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을 평면 안으로 가져올 때, 역광으

로 인한 실제 나무의 실루엣 느낌을 본 연구자의 의도를 담아 사실적으

로 재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짚어보았다. 본 연구

자의 작품에서 나무를 통해 설명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음

을 거듭 강조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려지고 남은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써 여백과 화면 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까지 설명되어진 작품

이 제작되어지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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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현기법과 제작과정

이번 장에서는 나무를 그림으로써 생기는 여백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여백은 동·서양 회화의 매우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써 본인의 작업에서도 나무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여백과 화면 구성은 크게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으로 나뉘고,

구성 면에서는 화면의 성김(疏)과 빽빽함(密)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

다. 이어서 비단 작업 제작과정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역광으로 인한 강렬한 나무의 이미지를 맑고 명확하

게 표현하고자 여러 종이를 사용해보며 가장 적합한 재료를 찾는 과정에

서 종이에 비해서 맑고 섬세한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비단을 선택

하게 되었다. 재료의 특성 상 비단은 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밑 작업을 거치게 된다. 화선지 및 순지, 장지와는 다르

게 본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많고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는 만큼 처음

부터 온전히 신경을 기울여 준비해야한다. 비단의 뚫려있는 구멍을 막고

먹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아교포수에 대해 알아보고 밑그림과 본그림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1. 여백과 화면 구성

동양 회화는 흔히 ‘선의 예술’ 또는 ‘여백의 미’라고 불려진다. 그만큼

여백이란 개념은 동양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번 절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필묵에 의해 그려지고 남겨진 공간

즉 여백과 화면 구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여백이 미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당대 중기이후 수묵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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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본 궤도에 진입한다 .35)

동양의 회화 즉, 동양의 예술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공백을 미완성으로

보지 않으며 그 공백을 포함한 전체를 그림의 완성으로 본다. 여백을 통

하여 무한한 예술 이상을 표현하고 무한한 심상(心象)을 유도하는 것이

다. 여백은 기본적으로 맑고 시원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살려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여백은 상징이다.36)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단지 빈공간성의 개념만이 아니라 시간성의 개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여백에 의해 표현되는 폭포나 구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며 변화

하는 과정,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원리, 즉 공

간에 존재하는 만물이 본질적으로 시간성을 지니는 이치가 반영된 개념

이다.37) 본인의 작업에서 역광으로 인해 빛으로 가득 찬 공간과 여백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의 흐름과 물질을 모두 포함한 개념 안에

서 공존한다.

남종화(南宗畵)의 시조인 왕유(王維)의 파묵(破墨)에서, 눈이나 폭포의

경우, 그리지 않고 화면을 그대로 두면서 그린 효과 이상을 내는 기법인

것을 보면, 이렇게 화면에서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여운이 감도는 듯 한 공백의 부분, 즉 우리가 여백이라고 부르는 화외

(畵外)의 부분은 서양화와 다른, 또는 그렇지 않은 그림과 다른 어떤 특

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38) 이번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

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백과 화면 구

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어떤 형식으로 실제 창작활동에서 활용되었는

지 알아보겠다.

35) 이 승 숙 , 「동 양 회 화 의  경 영 위 치 에  의 한  여 백 의  미  연 구 」, 홍 익 대  대 학 원  박
사 학 위 논 문 ,2006,p.85.

36) “상징은 표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사이의 경계, 그 경계
에 걸려 있는 다리이다. 상징은 이 이질적인 두 영역이 서로 결합되는 동시에 분리되는 
장소, 묶이는 동시에 풀리는 사건이다”,“상징 속에 종합, 용해된 보편성은 개념적 보편
성이 아니라 이념적 보편성이다.”(김상환,「상징」,『우리말철학사전』2, 지식산업사, 2002, 
p.71, p.75, 참조.)

37) 변영섭,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 북성재, 2013, p.91.
38)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찰 I」, 예술논총 6집, 2004, p.157.



- 42 -

1)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

동양의 회화에서는 비어있는 공간, 즉 화면 내의 여백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화면 위에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여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여백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화면에 생동감을 주고 그로인해 작은

화면 내에서 대상과 대상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답답함을 피할 수 있

다. 이러한 여백을 크게 나누면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큰 여백은 화면에 크게 비어있는 여백을 가리키고, 작은

여백은 화면의 형체 사이의 작게 비어 있는 여백을 가리킨다.39)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여백을 살펴봄에 있어 큰 여백과 작은 여백으로

공간 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존재하는 대상의 윤곽을 그림으로써 남겨

진 하늘, 배경 공간은 큰 여백으로 자연스럽게 남겨지고, 그려진 부분 속

에서 작은 여백이 존재한다. 작은 여백의 형성 과정은 반복된 필선사이

39) 왕백민, 강관식 譯, 『동양화 구도론』, 미진사, 1997, p.53.

[도판 23] 【작품 27】부분

- 작은 여백의 표현

[도판 24] 【작품 6】부분

- 큰 여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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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게 된다. 무수히 겹쳐진 솔 이파리 사이에서는 더 크고 더

작은 여백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러한 작은 여백은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농묵으로 채워진 넓은 윤곽사이에서 미세한 공간을 소통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화면 안에서 큰 여백과 함께 리듬감을 만들어 낸다.

화면 속에서 큰 여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 있는 반면 [도판

25]는 큰 여백과 작은 여백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작은 여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작품의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느

낌은 생동감 있고 리듬감 있는 화면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큰

여백이 주는 광활함과 여유와는 반대되는 느낌으로 세밀하고 다양한 작

은 여백들의 조화로 인해 더욱 활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여백을 크고 작

게 구성함으로써 화면내의 나무 윤곽을 더욱 또렷하고 유연하게 드러내

며, 윤곽 안에서 잔가지와 이파리들 사이 공간의 무수한 변화들을 만들

[도판 25] 【작품 24】큰 여백과 작은 여백이 적절한 비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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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려진 것과 남겨진 부분들의 소통을 이뤄낸다.

결론적으로, 여백을 나타냄은 첫째, 실(實)을 위한 것이며 둘째, 제재

(題材)의 내용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함이고, 셋째, 그림 속의 중요한 형

상이나 중요한 줄거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림을 더욱 변화 있게 하고 더욱 생동감이 있으며 더욱 상쾌하

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성김(疏)과 빽빽함(密)

화면의 구성이 평범하거나 가지런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림은 마땅히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고, 균일하면서도 균일하

지 않으며, 가지런하면서도 가지런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 성긴 것(疏)도 있고, 빽빽한 것(密)도 있으면 이러게 지루할 수

있는 요소들을 피할 수 있다.40)

회화의 풍격(風格)에는 빽빽한 풍도 있고 성긴 풍도 있다. 고대의 산수

화가 중에서 왕몽41)은 ‘빽빽한 풍’ 이고 예찬42)은 ‘성긴 풍’이다.

40) 왕백민, 강관식 譯, 앞의 책, p.75, 참조.
41) 왕몽(王蒙, 1308~1385) : 원의 문인, 화가. 자는 숙명(叔明), 호는 황학산초(黃鶴山樵), 

조맹부(趙孟頫)의 생질(甥姪). 그는 조맹부의 화법을 계승하는 한편 이에 다시 왕유(王
維), 동원(董源), 거연(巨然)의 화법을 가미시켜 화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가득 찬 산악을 
배치하고 우모준(牛毛皴)과 해색준(解索皴)을 구사하며 여백 하나 남김없이 집요할 정도
로 자세히 묘사하는 독특한 화격(畫格)을 창안하였다. 그는 평생 비단을 쓰지 않고 종이
에만 그려 그의 그림에는 특히 초묵(焦墨)이 많다. 흔히 원말 4대가(元末四大家)의 하나
로 꼽힌다. 

42) 예찬(倪瓚, 1301~1374) : 원의 문인, 화가. 자는 원진(元鎭), 호는 운림(雲林), 원말 4
대가(元末四大家)의 한 사람. 집안이 매우 부유하여 청비각(淸閟閣)에 많은 고서화(古書
畵)를 수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품이 매우 고결하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여 
탈속(脫俗)한 삶을 살면서 학예(學藝)에 잠심(潛心)하였다. 동원(董源), 형호(荊浩), 관동
(關同)을 스승으로 삼고 고법(古法)을 일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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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에서 볼 수 있듯이 왕몽의 그림은 화면아래부터 화면 맨 위

부분까지 가득차게 그리는 경향이 돋보인다. 구도 면에서 볼 때, 왕몽의

그림에서는 층층이 겹쳐진 산석, 울창한 나무 숲, 드문드문 있는 집들과

물결이 전체 화면을 대부분 차지한다. 마치 바람 한결 통할 틈이 없어

보일지경이다. 왕몽의 그림에서는 빽빽한 그림으로 인해 낙관이나 화재

까지도 그림 위에 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도판 27]의 예찬의 그

림을 보면 먹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감필법’을 적극 이용하여 최소한의

붓 쓰임으로 화면을 채워나간다. 구도 면에서 보면 왕몽과는 확연히 다

르다. 듬성듬성 서있는 나무와, 집, 그리고 바위에서 산까지 매우 간결하

고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구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왕몽과

예찬의 그림을 보는 관람자 입장에서는 같은 산수화를 보면서도 전혀 다

[도판 26] 왕몽, <구구임옥도>,
200x328cm,

[도판 27] 예찬, <용슬재
도>, 74x35cm, 종이에

먹, 1372, 대만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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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김과 빽빽함, 즉 구도의 차이에서 주

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성김과 빽빽함은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도판 28]【작품 13】, 【작품 22】부분 - 성김의 표현

[도판 29] 【작품 22】, 【작품 19】부분 - 빽빽함 표현

[도판 28]에서는 나무 기둥과 잔가지 그리고 솔잎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공간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다. 굵은 기둥이 지나가고 그 주변으로 잔

가지들이 뻗어있는 모습에서 듬성듬성 공간들이 드러난다. 이처럼 나무

의 생태에 의해 성김의 화면 구성이 생기는가 하면 [도판 29]에서는 빽

빽한 솔잎들이 응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빽빽한 화면 안에서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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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은 앞서 설명한 ‘작은 여백’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더 면밀히

화면을 확대하여 분석하자면 성긴부분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빽빽함이 존

재하며, 빽빽한 화면 안에서도 성긴 부분이 존재한다. 화면 전체가 빽빽

하거나, 전체가 듬성듬성 하다면 긴장감이 매우 떨어지겠으나 성김과 빽

빽함이 공존함으로 인해 관람자는 음악의 리듬을 타듯 화면의 흐름을 타

고 감상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연구자의 작업의 특징처럼 진한 먹색

과 흰 여백으로 단순화된 작업일수록 여백과 화면구성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느냐에 따라 작업의 전체 이미지가 뒤바뀔 수 있다.

2. 제작과정

제작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비단

조직의 특성상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막고 그 위에 먹을 정착시키기 위

한 작업으로써 아교포수과정을 알아보고 이어서 사실적 나무 그리기를

위한 기본 작업으로써 밑그림 제작을 설명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본그림

을 제작하는 방법 및 과정을 짚어보았다.

1) 아교43)포수(阿膠泡水)

작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위해 밑그림 작업과 동시에 아교포수 작

업을 진행한다. 비단을 쟁틀에 고정시킨 후 같은 높이의 의자를 양쪽에

두고 그 위에 쟁틀을 눕혀 놓는다. 아교포수 과정에서 비단의 높낮이가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포수 액이 특정 부분에 고이는 현상이

43) 갖풀, 짐승의 가죽, 뼈, 창자, 힘줄 등을 고아 만든 황갈색 액체를 말린 단단한 반투명 
물체. 물에 끓여 접착제로 사용한다. 아교 물에 가루로 된 안료나 백반 가루를 섞어 채
색하거나 종이나 비단표면처리에 사용한다. (이성미, 김정희, 앞의 책,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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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평을 맞춘 후 작업해야 한다. 비단을 쟁틀에

고정시킬 때에는 쟁틀 사방에 물과 적절히 섞은 풀을 고르게 펴 바른 후

비단의 올이 흐트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붙여야 한다. 올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표면에 그림을 그릴 경우 작품 완성 후 배접44) 시에 올

의 움직임으로 그림 이미지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을 자세

히 확대해 보면 조직 상태로 인해 구멍이 뚫려있어서 아교포수 없이 그

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아교포수로 비단의 구멍을 메우고 그 위에 먹

또는 안료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먼저 알 아교를 물과 3%의 비율로 비

커에 넣고 불린 후 중탕하여 가열된 아교 용액을 식힌 상태에서 해충방

지를 위하여 1/10 비율로 백반을 곱게 갈아서 아교용액에 넣고 섞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교용액을 눕혀 놓은 비단위에 앞뒤로 2회 씩, 총 4회

도포한다. 도포 할 때에는 아교용액이 비단 앞뒤 모든 면에 고르게 발릴

수 있도록 넓은 평필을 이용하여 방향을 바꿔가며 일정한 속도와 힘을

가하여 도포한다. 필자의 작업은 흰 여백이 많아 작은 먼지도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아교포수 시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비단위에 이물질이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핀셋으로 제거해가며 진행해야 한다. 총 4회의 아

교포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포수 후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 다음 포수

를 진행하는데 건조되는 과정에서 아교용액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남은 아교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랩을 씌워 냉장보관 한다. 아교

의 온도가 낮아져 차가워지면 응고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비단위에 고

르게 도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때문에 도포직전에 응고된 아교를 가

볍게 중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2) 밑그림 제작

비단은 일반 종이작업과 다르게 화판 대신 쟁틀45)에 비단의 양 사방

44) 배접(배첩褙貼): 비단이나 종이에 그린 그림 뒷면에 두꺼운 종이를 발라 그림을 빳빳하
게 만드는 일.(이성미, 김정희, 앞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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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풀로 고정시킨 후 작업 하게 된다. 쟁틀은 외경과 내경의 넓이 차이

가 있기에 내경크기를 측정하여 이에 맞게 갱지를 재단하여 화판에 고정

시킨 후 밑그림제작에 들어간다. 본 연구자가 일상에서 직접 촬영한 사

진을 바탕으로 밑그림제작을 진행하는 바, 건식 재료를 사용하여 전체적

인 큰 구도를 잡고 주가지에서 잔가지로 그려나간다. 본 작업 크기의 밑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나뭇가지의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촬영

한 사진을 바탕으로 작은 스케치북에 나뭇가지의 구성과 구조를 자세히

그리면서 구조 파악을 우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잘 파악되

지 않을 경우 같은 나무의 다른 사진을 참고하여 구조파악을 반드시 한

후 본 밑그림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 초기에는 밑그림에서 사진의 대상을 최대한 자세히 나무의 잔가

45) 쟁틀은 나무 각재로 된 틀을 말 한다. 비단에 그림을 그릴 때에 주로 쓰이는 도구로써 
화판처럼 막혀있지 않고 앞뒷면 아교포수를 할 수 있도록 사방에 각재로 된 틀이 있고 
가운데가 뚫려있다. 이는 비단 작업에서의 배채 기법을 위함이기도 하다. 

[도판 30] 【작품 12】의 밑그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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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렸으나 최근 작업들에서는 대략적인 구도와 주

가지의 위치만 그린 후 바로 본그림 작업으로 들어간다. 밑그림 작업을

초기와 달리하는 이유는 본그림을 여러 차례 제작하며 얻은 경험상 동양

의 붓은 연필이나 팬 등으로 밑그림을 천천히 따라 그리는 방식보다는

비단 위에서 그려질 대상을 예상하며 다소 밑그림과 차이가 생기더라도

즉흥적으로 호흡을 따라 속도감 있게 그어 내려가는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려진 밑그림은 쟁틀에 고정된 비단 뒷면

에 자석을 이용하여 고정 시킨 후 반투명한 비단의 특성을 살려서 비치

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본그림 제작을 시작하게 된다.

3) 본그림 제작

본 연구자의 작업은 진한 농묵을 이용하여 나무의 형상을 섬세하게 표

현하는 방식으로, 약 40분간 직접 벼루에 먹을 갈아서 그린다. 갈려진 먹

의 입자가 곱지 않으면 배접과정에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곱게 갈아 써야만 한다. 작업 때마다 먹을 갈아서 쓰는데,

농담차이가 생길 수 있음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먹 가는 작업을 한

다. 먹 준비가 모두 끝나면 [도판 30]과 같이 밑그림을 자석으로 앞뒤를

고정시킨 후 비단 아래에서 잘 비춰보이도록 준비한다. 본 연구자의 작업

은 덧칠 없이 단번에 그려나간다. 전체적으로 옅은 먹으로 그리고 묘사하

듯 그려나가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붓에 먹을 적실 때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한

다. 먹물이 붓에 너무 많을 경우엔 자칫 먹물이 비단에 흐를 수 있고, 반

대로 먹물이 부족할 경우 갈필이 나오며 생생한 나뭇가지를 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붓에 먹을 적신 후에는 임의로 한 부

분을 설정하여 이파리 또는 잔가지를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붓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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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부분은 붓을 때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다. 밑그림의 대략적인

구도와 주 가지의 위치를 기본으로, 잔가지는 밑그림에 메이지 않고 호

흡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려나간다. 모필의 특성상 화면위에 먹을 머금은

상태로 머물게 되면 선은 어그러지고 생동감 있는 가지 표현이 어렵게

된다. 밑그림을 따라서 그리게 되면 화면위에 붓이 정체되는 순간이 생

기게 되며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데로 그 표현에 한계가 생김으로 밑

그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붓이 닿는 부분은 그 순간

완결 되어 지나가고 계속해서 비단 위에 나무의 전체 형상을 그려나간

다. 본 연구자는 작업의 시작부터 마감되어지는 순간까지 예민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본그림 제작 과정은 [도판 31]

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접을 거친 후에는 반투명한 비단의 상태보다 훨씬 강하

게 먹과 여백의 상태가 드러난다. 배접을 통해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빛으로부터 강열하게 드러나는 나무의 실루엣을 보다 더 가깝게 표

현되는 것이다. 또한 배접을 하고나면 이파리에서 무수히 중첩된 선들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그 효과가 배가된다. 이처럼 본그림의 제작은 배접까

지 마쳤을 때 비로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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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 【작품 12】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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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 역광으로 인한 나무의 실루

엣을 주제로 삼아 사실적 나무표현을 작업 하게 된 계기와 그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하였다.

학부시절부터 줄 곳 수묵 풍경을 고집해온 본 연구자에게 있어서 오로

지 먹만을 사용해 작업한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인 글

로 마무리함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그에 따른

예술의 장르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등장하고 있는 시대이다. 무엇이 사

람에게 이로운지, 무엇이 해로운지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사

실 예술이란 장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

장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집안에 그림 한

점 또는 조각품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술의 역사가 이어져 존재해온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예술의 역

할은 무엇일까? 삶의 필수품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 인간이 살아가면서

냉장고, 숟가락 등 생필품을 보고 느낄 수 없는 정신적인 부분에 예술이

란 장르는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에서 예술이 현재에도 사람

들에 의해 즐기고, 향유되는 존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현

대의 예술의 흐름은 어떠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는가? 최근

에는 개성을 앞세워 텍스트화 되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예술들이 주목

을 받으며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유혹하지만, 본 연구자는 회화 자체

의 이미지로써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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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시생활과 번민(煩悶)으로 가득한 현대인들에게 적어도 본 연

구자의 작업을 감상하는 시간만큼은 ‘와유’의 개념처럼 역광으로 인한 나

무의 명확하고 뚜렷한 실루엣을 보며 새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넓은 면적의 여백을 보며 명상하고 깊은 사색을 경험하여 헛헛한 마음을

달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장에서는 실루엣의 회화적 표현을 동양과 서양의 회화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실루엣이 의미하는 부분

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1절과 2절로 나누어 설명했다.

III 장에서는 현재의 작업에 영향을 주었던 역광의 개인적 경험을 나열

하였다. 역광으로 인해 드러나는 대상의 실루엣은 그 대상의 형태를 가

장 직접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순간이다. 하루 중 역광의 순간을

마주할 시간도 그리 길지 않으며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역광을 보고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정을 평면위에 고스란히 정직하게 옮

겨보고 싶은 갈망에서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구현

하기 위해 사용된 매체가 사진이나 서양의 재료가 아닌 전통재료를 사용

한 것에 대해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동양화의 우수함을 계승 및 발전

시키고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2절에서는 필묵을 활용하여 나무의 실

루엣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재료의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수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3절에서는

실루엣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실적인 재현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이어지

는 IV 장에서는 표현기법과 제작과정으로써 여백과 화면 구성을 살펴본

후 비단 작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교포수 과정과 밑그림, 본그림 제작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자의 작업이 예로부터 산수화에 주

로 사용되어온 비단에 기반을 두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본 연구자의 작업은 뚜렷하고 명확한 나

무의 실루엣 형상을 전통 재료인 먹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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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히 여백을 활용하여 그림 전체를 진행해왔음을 살펴보았다. 이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자는 앞으로도 동양의 우수한 매체를 활용하

여 ‘그리기’에 기본을 두고 옛 화가들이 그러했듯이 자연을 유심히 관찰

하고 경험한바 이해하고 이를 밑거름삼아 진부하지 않은 우리의 풍경화

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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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alistic

Tree Forms through Ink and Wash

painting

-Based on Kim, Jong-kyu’s artworks-

Kim, Jong-kyu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he works produced from 2012 to 2017,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tial factors to motivation and creation of work related to

realistic form of trees through silhouette by focusing on researcher's

works from 2015 to 201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works of researcher by considering

expression method utilizing traditional media.

There are many artists who have worked on nature as a theme,

both East and West in all ages. The researcher has also been one of

them who was inspired by nature and began explor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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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cience seems to have enriched society, but the world

is still unstable and imperfect. Things that are made by people are

full of errors, but nature, the work of the Creator, moves in absolute

laws before human intervention.

The change of the four seasons has evolved itself in a timely

manner without any disturbance since the Earth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temperature-light relation without human’s effort.

The researcher likes to speculate and to be comforted from this

nature, especially at the moment of facing the silhouette shape due to

the backlight that shines strongly behind the tree at the time of the

sunset, feeling both sublime and serenity.

Standing still and looking at this phenomenon, even though the

world is confused and dizzy, researcher receives psychological comfort

because the tree and sky are clear and clearly contrasted by the

backlight. The emotions of these moments were put in my mind, and

expressed honestly on the plane, and researcher was able to build a

more solid and careful world of art compared to the verbalization

process in the form of a paper.

This paper consists of ‘Chapter 1 Preface’, ‘Chapter 2 Pictorial

Expression of Silhouette’, ‘Chapter 3 Expression of the Real Tree

Silhouette Using the Ink’, ‘Chapter 4 Expression Technique and

Production Process’ and ‘Chapter 5 Conclusion’. Chapter 1 briefly

discusses the attitude of the researcher facing nature and the subject

of produced work influenced by it.

Chapter 2 reviews the pictorial expression of silhouette due to

backlighting in art history. Its explanation is based on paintings of

German Romanticism, painting theory and four gracious pla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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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Chapter III discusses the expression of realistic tree silhouette

using ink as a chapter containing the core of researcher’s work. It

explains the moment when the researcher started current work by

describing personal experiences of facing backlight in a genuine way.

The researcher focused on drawing the distinctive shape of the tree

by using the traditional medium of oriental painting, pen and ink, and

reviewed foundation of theory in order to support the understanding.

The following i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ignificance of realistic

reproduction of trees.

Chapter IV closely analyzes the expression technique and the

production process. After using the pen and ink to draw the tree, the

margins are naturally formed. This is explained by dividing it into a

big margin, small margin, sparsity, and density. Next, it describes the

process of using silk in order to realize a clear image due to

backlight, and describes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work. At the

end of this paper, chapter V summarizes the overall description and

discusses the direction that the researcher should go forward.

Keywords: silhouette, form of tree, margin, brush and ink,

realistic reproduction,

Student Number : 2014-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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