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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 『Dear wolf·ghost·wind』 에 내재된 

메타포로서의 시각적 장치가 어떻게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며 작동되 

는지 고찰하며 그림책이라는 ‘특수한 예술형식’을 통한 내러티브 

너머의 확장성에 대해 더불어 살피고자 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만나는 사물들의 표면적 의미 아래 

흐르는 모호하고 복잡한 속성들과 의미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 이러한 의도는 본 작업에서 가장 유의미한 이미지 메타포의 해석과 

발견이며 이미지와 언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결합이라는 특성상 

그림책 형식의 확장성을 갖는다. 세상의 끝, 연금술사, 존재, 신화, 

시간의 조각, 진실과 거짓, 거울, 선악과, 플라톤의 최초의 인간. 

유니콘, 두 번째의 나, 체셔고양이, 달의 뒷면, 끝없는 우주, 유리구슬, 

황금수레바퀴, 생명나무, 꿈의 시간, 아니마 같은 언어들은 기억과 

정서, 심리적 소우주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되풀이해서 나타나거나 

사라졌는데 이러한 감성과 사유의 조각들을 이미지 메타포로서 

해석하고 재구성하였다. 이 모호한 단어의 결합체들은 나의 작업 혹은 

나의 삶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질문으로서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시키는 혼돈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너와 나의 구분 없음’과 ‘사물의 경계 없음’에 

대한 메타포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미지들은 단편적 내러티브와 

결합하며 파편화된 이미지 조각의 지속적인 패턴으로 발화시켜 



주제의식의 정신성과 작업의 컨텍스트를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내면을 끌어올리고 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메타포는 명료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만큼이나 불확정적인 상태로서의 관념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내면의 

깊은 상징을 이미지화하여 발현하게 한다. 또한 각자의 해석에 따라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림책 내러티브는 이미지 메타포 양식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하며 고유한 특성을 가진 적합한 매체로서 함께 

논의해볼 대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신을 투영하는 

반영물로서의 작업에 내재된 시간적·공간적 내러티브 속 메타포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과 해석을 다루며 그에 따른 조형적 형식과 특징, 

이론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층적 함의의 층위를 관찰하고 

형상화 하고자 한다. 또한 폭넓은 관점과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갖게 하며 미적 실험을 넘어 새로운 속성과 변형성에 대한 

가치관을 깊게 형성하게 하는 데 의의를 갖고 이 연구에 접근해 

보았다. 

주제어 : 이미지 메타포, 그림책, 맥락화, 생명의 그물, 아트북

학번 : 2014-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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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작의도와 배경

이 연구는 본인의 작품 『Dear wolf·ghost·wind』의 시퀀스 

이미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창작 의도 및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반복적인 모티프들, 의식을 통한 내부 세계의 구조, 해석된 

상상으로서의 이미지 메타포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내러티브 작업들을 담아내는 형식으로서 적합한 

성향을 반영한 그림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을 함께 확장시켰다.

메타포적 의미는 문학·미술·영화를 포함한 전 인류의 예술사에서 

언제나 본질적이며 미학적 사유로 여겨져 왔다. 상징적이며 신화적이고 

무의식적 원형들의 흐름을 갖는 하나의 원천으로써 철학적인 사유를 

잇는 매개체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함축된 

메타포적 이미지는 어떠한 개연성 없는 공상이나 그저 자유롭게 

복합적인 의미들을 연결시켜 산출해내는 표현 양식이 아니다. 이미지에 

내포된 심리적 양상들을 떠올리고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며 

새로운 관점들을 의도치 않게 끌어 올리는 사유의 본질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 메타포의 내러티브를 연결시켜줄 하나의 

형식으로써 그림책은 본인의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는바 본 연구의 주제와 더불어 결합 조건으로 채택하였다. ‘하나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기록물이다.’1) 라고 그림책을 정의했던 베이더의 

말처럼 현대의 그림책은 ‘특별한 예술 형식’을 넘어 구조의 다층적 

해석과 심리학적이며 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로써도 활발하게 

1) 데이비드� 루이스,� 현대그림책� 읽기,� 작은� 씨앗,� 2008,� p272� (Bader,� Barbara의� 서문�

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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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다. 슈바르츠가 말하는 ‘예술형태’란 서술텍스트와 그림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무한정 변화하면서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2)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는 그림책 양식 특유의 관계성 속에서 그림책 형식은 

허구와 현실의 차이의 간극을 넘나들며 시각적 메타포로서의 주제에 

상호작용하며 융합되는 역할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의 연구에 의의를 

가졌다. 특히 서술-미학-이미지의 통섭적 표상으로서 독자의 연령층에 

구분 없는 여러 층위의 해석을 확장시켜 전형성을 벗어나 다각도의 

변용성과 내밀한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예술의 가치는 그것의 선험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 

가능성에 있다고 보드리야드가 언급했듯이 오늘날 그림책은 문학적 

산물을 포괄하며 시각예술의 특별한 형식으로 융합되어 왔다. 연구자는 

이러한 그림책의 시각적 형식과 주제에 적합한 상호작용의 틀을 경계로 

허구와 현실의 차이의 간극을 오가는 메타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러한 양식 속에서 본질적이며 심미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면추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인 생명의 

그물과 연관된 이미지 메타포의 특징과 양식의 장치에 대해 분석하고 

반영하였다. 모든 생명체의 속성은 죽음을 예외로 둘 수 없으며 이러한 

생명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어떤 경계도 없음을 형상화하고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구조와 이미지 메타포의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문학적·예술적 장치로서의 해석이 이러한 예술 형식의 이해와 보편적 

의미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시각적 내러티브가 

2) Joseph� H.� Schwarcz� and� Chava� Schwarcz,� The� Picture� Book� Comes� of� Ag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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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이야기의 연결성과 더불어 탈정형성에 대한 코드를 실험하며 

새로운 독자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본질적 맥락에서 작품 연구를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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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Dear wolf· ghost·wind』에 표현된 시적 

내러티브의 이미지를 통하여 시각적 메타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너와 나의 구분 없음’과 ‘사물의 경계 없음’이라는 정신과 결부된 

이미지 형식들을 특정한 매체 속에서 풀어내고자 구조에 관한 실험적 

시도와 양식들을 적용하였으며 필수적인 문헌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관한 이미지 연구와 함께 형식에 대한 변형적 접근 또한 

함께 병행하였다. 그림책이 학문적 담론으로 부상한지는 40여년의 짧은 

역사에 불과하지만, 문장과 그림이 동시에 구현되는 특별한 

예술장르로서의 다층적인 해석을 지속하며 시각 예술의 한 형태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기에 형식매체로 포함하였다. 독자 대상의 포괄성 

부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지만 그림책은 예술의 한 형태로서 

부각되어 다양한 논의와 시도를 통해 계속적인 특성과 형식이 재정의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작업이 가진 본질적 개념과 관통하는 관점들을 살펴 

보며 문학과 예술의 본질적 사유인 이미지 메타포의 특징을 함유한 

내러티브의 특정적 서사와, 관습적 한계성 속에서 의도된 경계적 

장치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새로운 양식과 실험성을 도입하여 여러 층위의 해석을 확장시키며 깊이 

있게 주목할 만한 논의를 내러티브의 예술형식 안에서 복합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 속성을 부각시키는 데 충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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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북 형식의 변형된 접근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객과의 또 다른 소통 방식의 작용을 일으키며 다층적인 경험과 

의미를 통한 그림책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한 예술형식 안에서도 여러 겹의 

리터러시와 다양한 관점을 불어넣어, 경험과 보기(seeing)의 방식에 

변화의 의미를 고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Research

주제

메타포

생명의� 그물

문헌리서치

매체양식

Draft

메타포� 심층

주제� 심화

시퀀스� 연작

아트웍

Develop

Final

Depth Process 

Output

제작

분석� 및� 수정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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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메타포에 대하여

2.1. 어원과 고대의 이미지 메타포

‘메타포Metapho’는 환유Metonmy와 함께 비유에 속한다. 사전에 

정의하는바 그리스어 Metaphora에서 유래한 단어로, 영어인 meta-와 

그리스어 μετά로 ‘뒤, 넘어서, 와 함께, 접하여, 스스로’라는 뜻과 

‘옮기다, 이동하다’의 어원으로 phor와 결합하여 쓰이게 되었다.3)

본래의 관념은 숨긴 채 보조관념만 드러내어 표현하려는 대상을 설명 

하거나 그 특질을 묘사하는 표현법이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는 

‘은유, 전이, 숨겨서 비유하는 수사법, 비교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언어로서의 문학적 어법인 ‘은유’와 차이를 두기위해 ‘이미지 메타포’로 

서술하고자 한다.4)

아래에 제시된 그림은 비잔틴제국의 건물양식에 사용된 모자이크 

벽화로 메타포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드러내준다. 새장에 갇혀있는 

새는 몸 안에 갇혀있는 영혼을 표현하며 외부의 새장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을 말해준다. 이처럼 두 개의 혹은 그 이상의 주제가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이미지 메타포의 전달방식이다.

은유의 종류에는 암시적 메타포(Implicit metaphor)), 혼합 

메타포(mixed metaphor), 죽은 메타포(dead metaphor) 등5)이 

3) https://en.wikipedia.org/wiki/Metaphor

4)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포� [metaphor]�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522&cid=40942&categoryId=32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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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유에 능한 것이다. 이것만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이며 천재의 

표징이다. 왜냐하면 은유에 능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유사성을 재빨리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6)라고 

말했다. 

그림 2-1 6세기 비잔틴제국의 모자이크화 (도상학) 

이러한 텍스트를 유추해볼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상징화된 

혹은 기호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르게 변환시킬 수 있는 상상력과도 

깊이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창조적” 상상력이란 

실제로 어떤 것을 발명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낯선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을 뿐이다“7)라고 한 것처럼 이미지 자체의 요소들을 

6) 시학, 아리스토텔리스,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p13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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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키고 일차적 원형의 낯선 이미지로 끌어올 수 있을 때 이미지 

메타포의 핵심을 발현시키게 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문학이론가인 프라이는 언어가 구체에서 추상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 즉 은유의 단계, 환유의 단계, 묘사적인 서술 단계로 

구분하였다. 언어의 은유 단계가 바로 신화의 단계로 여기에서는 

추리와 추상이 매우 드물고 언어는 대부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된다. 

신화 이야기에서 인격과 사건 사이의 연계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실마리를 구성하고 신의 행위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신 자체가 바로 

전형적인 은유이다. 해, 달, 바람, 비, 천둥, 번개, 불, 바다 등 중요한 

자연현상은 신화에 의해 인격신의 활동으로 은유되었다.8)

메타포를 사용하는 핵심적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정신의 

내적인 활동들이 유사한 대상들을 연결시키는 일에 몰두할 때 정신은 

곧 그 대상들이 지닌 형상, 즉 외면성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정신은 외적인 것 안에서 자신을 찾아 이를 내면화 

하려고 하며, 정신 그 자체와 자신의 열정을 미적으로 형상화할 때 

7) 환상성-전복의� 문학,� 로지� 잭슨,� 문학동네,� p17,� 2004

8) 노자와� 신화,� 섭서헌,� 문학동네,� p66,� 2003

그림 2-2 바람, 비, 천둥, 번개, 구름, 무지개의 신(한나라 무량사석각화상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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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모든 외면 속에서 고양된다는 것을 메타포를 통해 증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메타포의 층위는 무의식적이며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일상적 관념 또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2.2 영화에서의 이미지 메타포

다음은 영화 Doubt (2008)에서 표현된 매우 압축적이고 명료하며 

매우 쉽게 표현된 메타포의 한 장치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어느 

비오는 날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장면은 

이어서 신부의 설교가 시작된다. 대사의 간결한 전달방식을 위해 

신부의 대사는 볼드체의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한 여인이 어떤 남자의 험담을 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죠. 

거대한 손가락이 그녀를 가리켰고

여인은 큰 죄책감에 다음날 고해를 했어요. 

여인이 물었어요.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얘길 하는 것이 죄악일까요

용서를 구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네. 무지하고 타락한 자여.

이웃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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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안 되오.

집에 있는 베개를 지붕으로 가지고 가서 칼로 찌른 다음에 오시오

그래서 여인은 베개와 칼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 베개를 찔렀습니다. 

베개를 찔렀소?

네 신부님 

어떻게 되었나요?

깃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깃털들. 

사방으로 깃털들이 날렸어요. 

그러면 바람에 날린 깃털을 주워오시오

그건 불가능해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행한 험담(goss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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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영화 Doubt, 2008 신부의 설교 장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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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적 장치는 ‘말하기’와 이미지,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 

속에서 훨씬 다층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서사적 규칙의 적용 

속에서 명료한 전달방식에 생생함을 부여한다. 『영화 Doubt』는 제목 

그대로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의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시된 

에피소드의 장면에 적용된 메타포적 장치를 들여다보면, 짧지만 

강력하게 제시된 이 설교의 말이 영화의 숨겨진 핵심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압축적이고 명료하다. 하지만 베게 속 깃털의 좋은 

예시에 반해 오히려 덧붙였던 문장들이 교훈적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메시지는 강하게 전달되었으나 오히려 많은 생각들을 

일으킬 단초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단어만 

생략되었더라도 훨씬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힘을 갖지 않았을까 한다. 

예를 들어 전제 조건이었던 험담이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신부가 마지막에 친절하게 설명하는 정답과도 같은 

부연텍스트를 생략했다면 오히려 관객에게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이 되었을 것이다. 

여자가 꿈에 어떤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은 

누군가 나를 똑같이 ‘gossip’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대한 일차적 메타포에 관한 설명이다. 영화의 기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미 한번은 암시적 의미에 대한 파악이 있었을 것이다. 

반복해서 한 번 더 언급함으로 해서 과잉 설명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지점이 메타포의 의미 중 보여주려는 것을 

더욱 쉽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명백하다. 현재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sns에서도 험담에 대한 이 영화의 메시지를 간혹 

이용하는 현상이 드물게라도 드러나는 건 대중적 관객에게는 쉽고 

명징한 메시지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점으로서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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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암시적 메타포를 넘어설 때 모호함의 여지와 함께 

의미적 전달은 느릴 수 있지만 사유의 여지와 심층적 구조를 더욱 

이해하도록 만드는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제목 자체가 

맥거핀9)으로 보일만큼의 명징한 메타포가 영화에서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이미지 메타포가 비교적 쉽고 

강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2.3. 문학으로서의 메타포

“언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언어로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그의 저서 <색채론>에서 서술한 바 있으며 

<상징>에서 또한 “말로서 대상이나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언어의 한계를 직시했다.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바탕과 정신세계는 

언어에 의해 암시적으로 표현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없어서 

비유나 은유Metaphor의 힘을 빌린다.10)

내용이나 주제 자체가 모호하며 어느 것 하나 확실해 보이지 않는 

중층적이며 왜곡된 내용의 카프카 문학은 인물들이 변형된 대상에 대한 

메타포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며 그의 세계관은 의미 깊은 신화에 도달 

가능하게 했다. 카프카 본인조차 자신의 작품에 대해 명백히 밝힌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스스로의 사유 또한 안개와도 같이 흐릿하다고 

9) 영화� 등의� 줄거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일종의� 트릭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7%A5%EA%B1%B0%ED%95%80

10) 카프카문학론,� 안진태,� 열린책들,� 2007년� p109� ‘카프카� 문학의� 구성분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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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곤 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조각난 퍼즐처럼 하나의 세계가  

제시되어 나머지 부분들을 독자 스스로 수수께끼처럼 하나씩 맞추어 

만들어 가야 한다. 카프카는 궁극적으로 결론과 의미를 규정하거나 

명확함 없이 한 부분이나 조각과도 같은 단편을 메타포나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을 체험하도록 하는 셈이다. 따라서 그의 모든 작품은 

수많은 해석을 낳고 세기를 지나서도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매일 기록된 일기조차도 끝없는 메타포들을 내포하고 있어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자들과 독자들의 해석을 끊임없이 열려있기도 하다. 

또한 독자들은 카프카의 작품을 숨겨진 코드나 관념을 찾아내려 하며 

묘사된 방식대로 읽지 않는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갈래로 열려있으며 

인용하고 재해석되도록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가 철저히 내포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그가 창조해낸 

생명체 혹은 동물들의 행동이 내부의 언어와 사유에 대한 암시를 

끌어내고 정서 상태나 해석의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읽혀지는 

것이다. 이것은 낯선 사유와 체험을 공유하게 하며 자기 내부의 변화와 

인식의 성숙함을 일으키게 하는 차원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엄격한 특성 안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작품들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메타포로서의 체계를 매우 정연하게 서술된 세계로 체험하게 한다. 

또한 많은 차원의 공감각과 확장성을 일으키며 특정 방향이 아닌 

다각도의 알 수 없는 층위나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이되는 예술적 사유 

활동의 소산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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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의 최초의 비유설화인 <나무들Die Baume>은 시적인 특징 

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엄격하고 비밀스러우며 파악할 수 없는 

소실점을 열어 보이려고 하는 점에서 카프카의 모든 문학의 변별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11) 이 메타포적 설화는 도교사상과 불교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일본의 화가인 Katsushika Hokusai (1760- 1849) 

12)의 목판화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뭇잎이 없는 수양버들 모양의 나무 등걸이 하얀 공간 속에 그려져 

11) 카프카의� 최초의� 비유설화� <나무들>연구,� 한국카프카학회,� 이주동,� 2000

12) 가츠시카� 호쿠사이는� 일본�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 화가이다.� 삼라만상� 그� 어느� 것도�

그려냈으며,� 전� 생애� 동안� 3만� 장을�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판화� 외에� 직접� 그린� 그림도�

걸출했다.� 고흐� 등,� 인상파의� 색채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으로� 《부악삼십육경》,�

《호쿠사이� 만화》� 등이�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Katsushika+Hokusai&source=lnms&sa=X

&ved=0ahUKEwj7nN2JsfPaAhVFl5QKHf7pBi4Q_AUICSgA&biw=1585&bih=117

2&dpr=1

그림 2-4 Katsushika Hokusai 葛飾 北斎 



- 30 -

있는 이 그림이 프란츠 블라이에 의해 2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는 잡지 

<히페리온Hiperiyon>의 1908년도 제 6권 안 표지에 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카프카의 스케치 <나무들>역시 같은 잡지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13)

호쿠사이의 그림은 수많은 당대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림의 복제본이 전시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텅 빈 공간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이며 뚜렷한 생명의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듯하다. 그림 속의 

매화나무는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바닥을 딛고 있는 어떠한 물체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도가적 세계관과 맞닿아 연결 지을 수 있는 

해석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림은 인간의 정신에 깃든 힘들이 어떻게 표상을 초월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실제적 현상 속에서 형상에 대한 관념을 초월해야 

하는지를 대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인식이 

가능한 나무의 모습은 그 자체만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을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감싼 결국은 실재가 아닌 비어있음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과 기세, 바람의 변화와 감정의 요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더욱 분명한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형상 이면의 것을 포착할 수 있다면 수많은 메타포들의 암시와 

의미에서 철학적 세계의 속내를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표상을 떠나 표상을 받치고 있는 세계 속의 그림자를 목격할 수 있다면 

불안정하게 비치는 사물의 표면이 초월함과 꿈과도 같고 춤의 율동과도 

13) 카프카의� 최초의� 비유설화� <나무들>연구,� 한국카프카학회,� 이주동,� 카프카연구<제8집>,�

2000,�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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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류가 변화하며 완전히 형상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메타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것에서 저것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가지며 텅 비어 볼 수 

없는 것 같다가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같은 의미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얀 공백은 도의 영원성과 무한성으로서의 변화의 원천, 즉 

우리의 인지활동을 벗어나는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무로부터 모든 사물들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변화 후에 

다시금 근원인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4)

이러한 호쿠사이의 그림에 감춰진 수수께끼와도 같은 메타포를 

카프카는 유추했을 것이다. 혹은 그림의 메타포를 새로운 형식으로 

서술해 보려는 실험을 했다고 보여 진다. 카프카의 사유형식을 통한 

해석의 상호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 카프카의� 최초의� 비유설화� <나무들>연구,�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제8집>,� 이주동,�

2000,p.272,

그림 2-5 <Die Betrachtungen> 

18편의 산문집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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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전에서의 메타포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를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리듯이, 신화의 형식은 성인의 마음을 특별한 형식의 의사소통으로 

열어놓는 방아쇠이다. 신화의 형식이 등장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신의 

감수성이 촉발된다. 신화는 성인이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수용적 

감수성을 상기시키는 잠재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방아쇠이다. 철학적 

맥락에서 보면.신화를 전략적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이어질 내용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참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철학적 마음을 

열어놓는다.15)

그림 2-6 Lycaon을 늑대로 만드는 제우스신

15) 장자,� 영혼의� 변화를� 위한� 철학-장자� <내편>분석,� 로버트� 앨린슨,� 김경희� 옮김,� 그린비,�

2004,�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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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편에서 신화적 이야기인 소요유의 붕새이야기는 읽지 않은 

사람조차도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 대중적으로 

이야기가 구전되고 전파되어 이야기의 깊이 있는 해석보다는 일상화된 

단편적 해석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재미있는 지점이다. 

한낱 손바닥만 한 새가 2만리의 날개를 가진 거대한 붕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다. 첫 부분에 

신화적이며 상징적인 이야기를 사용한 의미는 진리로 추정 되는 

메시지에 다가가고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스토리 이전의 혹은 

해석 이 전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책을 읽는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동화나 

우화들을 신화나 설화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 필요불가결한 인지적이며 문학적인 메타포의 

암시임을 알게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로서 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진리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허구적인 형식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깨달으며 직접적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일례로 우리의 정신은 <장자>가 약속하는 더 수준 높은 

메시지나 철학을 이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철학적 

독자로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의 형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발전적인 

것이며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언중에 

이해하면서 장자를 대할 것이다. 따라서 장자의 첫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될 허구(necessary fiction)로 간주될 수 있다.16) 이해를 돕기 위해 

장자 제1편의 <소요유逍遙遊>의 시작 문장을 덧붙인다.

16) 로버트� 앨리슨,� 앞의� 책,�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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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명에 물고기가 있었다. 이름은 곤(鯀)이다. 

곤은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물고기가 변해 새가 되었는데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 넓이도 몇 천리에 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붕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을 가득 뒤덮은 구름을 

연상시킨다. 붕은 바다 기운을 타고 남명으로 옮아가려 한다. 

남명은 바다이다…후략

설문해자에서 鯀은 ‘물고기이며 魚는 의미를 나타내며 系(계)는 

음을 나타낸다(魚也。从魚系聲)고 설명하고 있다. 갑골문은 고대에 

물고기를 낚는 사람과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표현한 

상형자이다. 17) 문화사적으로 鯀이란 문자가 등장한 시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편에 등장하는 

鯀은 ‘어두운 바다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이며 새로 변하여 하늘로 

솟구치면 대붕(大鵬)이라는 새가 된다고 한다. 그 크기가 수 천리고 

17) http://chinesewiki.uos.ac.kr/wiki/index.php/%E9%AF%80

그림 2-7 랴오원하우廖文豪, 한자수 『汉字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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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리를 날아간다’ 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장자의 자유로운 

무위자연의 사상을 언어로 형용하기 힘든 상징으로 설명하고자 사용된 

환상의 생물체라 볼 수 있다. 18)

오른쪽 한자의 형상은 손의 기호를 간략화 한 것이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든 그물로 잡는 사람이든 끈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그 

후에 이 고대문자는 魚(어)와 系(계)의 합체자인 鯀로 간단하게 

발전하였고, 그 중에서 系는 그물을 엮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구전이나 역사와 관련된 그림에서는 물고기를 잘 낚거나 그물로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의 문자 

체계에서는 이미 상징 혹은 유사성이 깃든 형상이 내포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림 2-8 장자 소요유 곤

장자의 내용을 읽자면 자유나 초월이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일부러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즉 

18)� �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권중달� 외� 14인，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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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그래야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던 것들이 일부러 노력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허구적 장치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진짜 의도를 

끌어내기 위해 던지는 선문답 같은 단계는 우리의 사고를 두드리고 

문맥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궁극적 목적을 더한다. 하지만 장자편의 

소요유를 잘 나타낸 이미지로서의 메타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질적으로 텍스트에서 부여된  몇 천리가 된다는 날개를 가진 곤의 

묘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위의 이미지처럼 아무리 큰 새도 

끝없는 바다 위에 떠있는 새라면 결국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작은 

독수리처럼 표현되는데 붕의 모습이 적절하게 재현되었다고 볼 수 업는 

점에서다. 

장자에서의 메타포는 문학적 스타일이나 장식적인 멋 부리기가 

아니다. 메타포는 말하려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신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포적 접근은 분석적 

정신을 해체하는 데 있어 우리가 좀더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이다. 또한 

어떤 진리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신화와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포가 필연적 진리치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 선뜻 생각하지 않는다. 신화의 뚜렷한 상징성으로 교육적 

기능을 연결시켜서 기꺼이 향유하지 않는 독자에게 메타포는 뚜렷하게 

다른 효력을 발휘한다. 메타포는 성인을 위한 제2의 신화이기도 

하다.19)

19) 로버트� 앨리슨,� 앞의�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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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책의 탄생

     

  3.1. 서양그림책의 시초

어린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원형이 되는 도서는 최초의 그림이 

있는 교과서로서 1658년에 발행된 코메니우스의 『오르비스 픽투스 

Orbis Pictus (세계도회)』이다.20) 이 도서는 전쟁으로 인해 배우지 

못하고 교육 시설조차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코메니우스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하였다. 그림과 내용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그림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괴테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채워준 것은 이 책뿐이었다고 했을 

정도로 널리 읽히고 전파되었고 유럽인들이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림책으로 볼 수 있는 삼강행실도는 서양그림책의 

20) 세계최초의� 그림교과서,� 요하네스� 아모스� 코메니우스,� 남혜승� 역,� 씨앗을� 뿌리는� 사람,�

1999

그림 3-9 <세계 최초의 그림교과서>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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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인 코메니우스의 1658년 <오르비스 픽투스>보다 200여년이나 

앞서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자들과 일반인을 

포함한 어린이 또한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므로 독자적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대중을 상대로 제작된 최초의 인쇄물인 챕북21)은 다음 

장에서 설명이 보완되겠지만 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읽어주며 교육적 

문화를 가졌던 가치가 본격적인 어린이 그림책 시기와 맞물려 토이북 

세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삼강행실도 또한 근대 이전의 한국 고전 

그림책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21) 조그맣고� 값이� 싼� 책으로� 흥미위주이거나� 또는� 윤리적,� 교육적� 특징을� 가진� 경우도� 더러� 있

다.�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하던� 이� 책은� 역사적� 사건,� 설화� 민요� 등을� 포함하였고� 주로� 행

상인들에� 의하여� 거래되었다.

그림 3-10 삼강행실도 1434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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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독자대상의 확대 

16세기에 나타난 엠블럼북 Emblem Book(寓話集)은 18세기까지 

인기를 누리며 발간되었다. 식물이나 동물 혹은 아이콘이 새겨진 

이미지와 여러 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다양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지의 함축된 은유나 뜻을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변호사였던 안드레아 알치알티 

Andreae Alciati (1492-1550)가 최초로 썼으며 짧은 운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악기는 국가 간에 전쟁 대신 화합을 강조했고 나무는 제왕의 

힘을 상징했다. 엠블럼북의 작가들은 이솝우화나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고전에서 도용하였고 이미지는 목판화의 다소 조잡한 

형식이었으나 점차 판화 장식이 등장하면서 아름다운 엠블럼 북으로 

발전되어 갔다. 안드레아의 엠블럼북은 수수께끼처럼 함축된 내용으로 

책을 유행시키며 이후 파리에서도 출간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22)

그림3-11 안드레아 알치알티의 엠블럼집 『엠블레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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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좌측 이미지에서 왕관을 쓴 왕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듯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거나 용맹을 상징하는 암사자의 모습을 상징화시키듯 

풍자와 비판, 종교성이 드러나는 주제를 주로 찾아볼 수 있다.23)

이러한 엠블럼 북을 선행하여 기호와 상징체계를 다루는 문학 장르가 

나타났고 책에 나타난 회화적 이미지들은 일상생활의 장식에 활용되어 

건물이나, 가구, 의복 등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중세시대에 

발간되었던 동물 우화집이나 속담집으로부터 유래된 엠블럼 북은 

프랑스에서는 주로 종교를, 독일에서는 정치적 주제를 많이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림 3-12 앰블럼 북 장식의 변화과정a

  

22) https://en.wikipedia.org/wiki/Emblem_book,� 위키피디아,� 엠블럼북의� 정의

23) https://archive.org/details/emblemataandreae00al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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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앰블럼 북 장식의 변화과정b

그림 3-14 앰블럼 북 장식의 변화과정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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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인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챕북 Chapbook"이 대중적으로 

전파되었는데 현재 그림책의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의 엠블렘북 방식과는 다르게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인쇄물이었지만 오히려 엠블럼책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고 조악한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책의 주 독자층이었던 상류계층에서 유럽 

전역에 걸친 하층계급을 포함한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면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경제적인 이유에서 글이나 이미지는 질적으로 

무성의하고 저렴한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18세기부터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는 볼륨이 있는 책의 형태를 띠지 

않고 간행된 각종 문서나 팜플렛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번역본에선 ‘싸구려 책’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지만 ‘chap’ 

이라는 단어는 ‘행상인’를 가리키는 ‘chapman’에서 온 것이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고대영어 ‘cēapman’ (cēap 거래 + man 

사람) 에서 왔고, 행상 속에 팜플렛이나 동화책 같이 부피가 작은 

책자를 넣고 다니면서 파는 상인의 모습이다. 챕북이 아동용 그림책의 

기원이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챕북에는 정치적, 신학적 

문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허구적 내용을 담은 문헌이라고 해도 그 

대상은 아동에 한정되지 않았다. 주로 『걸리버 여행기』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설을 축약한 요약본이거나 재화된 이야기들이 실렸고, 

거칠고 저렴한 종이를 사용한 제본되지 않은 채 접혀진 구조였다.24)

챕맨들은 바구니나 상자에 책이나 작은 생활용품들을 메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가정에 판매하거나 보급했다. 동네를 돌며 좌판을 

열고는 가벼운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하여 큰 인기를 얻었으며 특정 

책은 삽시간에 판매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24) https://en.wikipedia.org/wiki/Chap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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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챕북은 ‘비블리오테크 블뢰Bibliothèque bleue’라고 

불렸는데 ‘파란 종이커버와 함께 판매 된 이 팜플렛과 같은 제품들은 

리브레블 블러스 (livres bleus) 또는 "블루 북 (blue book)"으로 

알려지게 되었다.’25) 챕북 출판업자들은 이 작은 책의 생산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허가제까지 도입이 되었다. 이후 책에서 

문화적 역사를 찾는 연구자들은 서지학에서 벗어나 ‘비블리오테크 

블뢰’와 같이 연구가 전무한 부분을 통해 이념과 흐름을 분석했다. 

‘평범한 독자들의 독서 체험을 밝혀내고 싶었기 때문’26)이라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연구들이 영국의 인쇄사 등 전통연구들을 국제적으로 파급시킨다. 

그림 3-15 챔맨:18c 서적

25) https://en.wikipedia.org/wiki/Biblioth%C3%A8que_bleue

26) 책의� 미래,� 로버트� 단턴,� 교보문고,� 2011년,�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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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림책의 대중화

19세기는 그림책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챕북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에게도 지식을 전하는 체계가 기반이 되면서 책의 필요성과 

보급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작용들이 

사회적으로 인식수준 또한 성숙해지는 시기와 맞물렸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형성된 중산 계층이 교육과 자본축적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수요로 인한 

시장은 점차 커져갔다. 증기 기관차로 인해 신속해진 유통수단과 

더불어 인쇄 기술의 발전이 목판화를 대체하면서 화려한 컬러로 

다채로운 아동 출판물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에 독일의 

아동문학사에서 현재까지 중요하게 언급되는 『하인리히 호프만 

박사27)의 더벅머리 아이』(1845)가 출간되면서 유럽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운문으로 된 아홉 가지의 이야기는 훈육을 위한 

엄격하고 잔인한 체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판매되고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해석되며 연구되고 있다. 책의 내용 중 <불장난하는 파울린헨 

이야기>는 부모님이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남은 파울린헨이 성냥갑을 

발견하고 놀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두 마리 고양이가 “아빠가 그러면 

안된댔어! 그만둬. 그러다가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 거야!”라며 

부모님을 대신하여 경고를 주는 장면이다. 하지만 파울린헨은 말을 

듣지 않고 불장난을 시작했고 불이 온몸에 옮겨 붙어 죽어버린 

27) Heinrich� Hoffmann� Donner,� 1809~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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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다. 텍스트의 일부분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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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야옹! 야옹! 이야옹! 야옹!”

아빠가 그러면 안 된댔어!

그만둬, 그러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거야!“

파울린헨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냥불은 활활 타올랐지요.

불꽃은 치지직거리며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큰일났어요! 옷에 불이 붙었어요.

불은 앞치마에 옮겨 붙더니

계속 번져가요.

손에도, 머리에도 불이 붙어요. 

저런, 파울린헨이 다 타버려요.

…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아이의 살과 머리카락 전부.

한 줌의 재만 남았어요. 

작고 예쁜 신발 한 짝하고요.28)

28) 동화의� 전신분석학적� 해석,� 아니타� 액슈테트,� 문학동네,� 200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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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더벅머리 페터』 내지_불장난하는 파울린헨 이야기

다른 8개의 장면도 이와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손가락을 빠는 아이에게 큰 가위를 

들고 나타난 재단사가 손가락을 자르는 잔혹한 징벌을 서슴없이 표현한 

장면의 연속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책은 백오 십여 년 

동안 계속해서 판매되고 분석되고 있으며 행동교정을 유발하는   

부모의 심리적 측면을 넘어 정신분석학적인 다양한 형태의 갈등 속에 

빚어지는 메타포적 의미를 적나라한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호프만 박사의 『더벅머리 아이 페터』를 

기념하여 독일에는 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각 나라에 수출된 수백 권의 

번역본이 원화와 캐릭터 인형과 함께 상설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정규적으로 연구자들의 세미나가 진행되며 심리학적이며 

문학적인 연구 논문 또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한 

세기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그림책의 전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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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더벅머리 페터 박물관 der struwwelpeter museum, 독일

3.4. 예술출판의 인식

그림책의 황금기를 활짝 열어준 에드먼드 에번스는 인쇄 기술자이며 

출판기획자였다. 특히 그림책의 역사에 중대한 작가였던 월터 크레인, 

케이트 그린어웨이, 랜돌프 칼데콧의 작업물이 에번스의 예술적이며 

아름다운 그림책을 제작하려는 가치관과 연결되어 미적 표현과 

예술성을 극대화시켰다. 같은 시기의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 movement과 아르누보 디자인운동29)

29) 아르누보� 디자인� 운동� ‘신예술’을� 의미하며� 새로운� 예술양식� 운동을� 일컫는다.� 미술상에서�

유래되어� 모던� 스타일� 유겐트슈틸� 등으로� 불리며� 회화� 조각� 등� 예술분야는� 물론� 일상용품에

도� 영향을� 미쳤다.� 식물과� 자연을� 모티프로� 한� 곡선의� 장식� 추구� 및� 독창적인� 많은� 작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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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Nouveau은 일상 전반에 미의식을 추구하며 급속한 대중화를 

이루게 된다. 에번스의 다색프린트 개발로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림책 제작이 현실화되었고 철도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영국에서는 기차역의 키오스크가 설치되면서 잡지를 비롯한 

선물로 적격인 토이북 장르 또한 펼치게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집이면 토이북을 선물하는 게 의례였고 시리즈물로 연속되어 발간되는 

토이북 전집을 서재나 책상에 장식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용 

교재 정도였던 그림책은 예술 장르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1850년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최초로 건립되면서 이후 

30년 뒤에는 아동전용도서관이 만들어지며 어린이 도서의 대중화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의 실험과 

예술성이 경제적이면서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펼쳐지면서 그림과 글을 

독특한 양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해지고� 있다.

그림3–18 The Juvenile Child’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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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위법’30)이라고 분류되는 그림책 서사 기능 중 하나의 

방식이다. 그림책이 유행하며 작가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하면서 

작업 비용에 대한 인세 개념을 적용 시킬 만큼 당대의 그림책은 

30) 글이� 하는� 이야기를� 그림이� 반복하기도� 하고,� 글이� 하는� 이야기를� 그림이� 보충하거나� 완성

하기도� 하며,� 글과� 그림이�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글과� 그림이� 다

른� 이야기를� 하는� 그림책을� 대위법� 그림책이라� 한다.� 대위법은� 작곡법의� 하나로� 화성법과� 대

조된다.� 화성법이� 하나의� 선율을� 중심으로� 그� 선율을� 조화롭게� 조직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작곡

법이라면,� 대위법은� 두� 개의� 선율이� 어느�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개별� 선율의� 특성을� 지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작곡법이다.� 이런� 기준에서,� 그림이� 글

에� 종속되지� 않는� 가운데�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취한� 그림책의� 경우,� 이를� 일컬어� 대

위법� 그림책이라� 한다…그림이� 단순히� 글� 이야기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글에서�

하지� 않은�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글에서� 벌어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을� 이야

기하기도� 하며,� 글의� 시점과는�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열린어린이>,� 2011,� 4

월� (이해를� 돕고자� 대위법의� 정의보다는� 책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설명된� 글을� 부친다)

그림3–19 월터 크레인 <Beauty and the 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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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월터크레인은 그림책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매우 신중한 계산으로 섬세하게 만들어냈다. 화면 전체를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만들어 실내의 가구나 커튼 등 배경의 디자인을 

매우 구체적이며 아름답게 재현하였고 이러한 책을 보는 독자들은 책 

속의 공간을 들여다본 듯이 배치된 사물에까지 깊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어린이책의 위대한 초기 삽화가 중 하나로 학자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그의 생생한 선과 환상적인 이미지, 라파엘 전파에 필적하는 

상세한 묘사가 오랫동안 높이 평가되었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크레인 역시 테니슨의 중세주의, 존 러스킨과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미학,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받았다.31) 뿐만 

아니라 장식미술 분야에서도 크게 활약하여 <디자인의 기초 The 

Basics of Design>라는 이론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책과 잡지 일러스트에서 전례 없는 탁월한 시기의 르네상스로 

예술의 아름다움과 저렴한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쇄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아트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디자인 지향적인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크레인과 함께 랜돌프 칼데콧Randolph Caldecott 과 케이트 

그린어웨이Kate Greenaway는 그림책 황금시대를 이룬 3대 작가였고 

그림책 예술장르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유렵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몇 년간은  사회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며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독서 교육이 정부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더 좋은 책을 자녀들에게 읽히고 싶어 

했고 어린이 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히 일어나게 되었다. 

31) 어린이� 문학의� 역사,� 이론과� 실천,� p440



- 52 -

문학적이며 예술적인 운동과 사회적 움직임이 시대에 맞물려 어린이와 

어린이 책에 대한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고 <피터팬>과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 동시대에 태어난 작품인 것처럼 많은 당대의 문학 

작가들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으며 성인의 문학에서도 

종종 어린이 주인공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였다.   

3.5. 중심의 이동 : 도서관의 확대

제 1,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미국의 경제 

부흥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다양한 산업에 원조가 가능했던 새로운 

아메리카는 많은 예술가, 사상가, 디자이너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국은 1910년부터 아동도서관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그림책 상을 

제정하면서 그림책 분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세계의 중심지로 

활약하게 되었다. 한 해의 가장 우수한 어린이 책에 뉴베리상을 

그림 3–20 케이트 그린어웨이 <under the window> 목차와 첫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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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하기 시작했고 1938년부터 뛰어난 삽화에 칼데콧상을 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들은 그 외 수많은 명예와 인정, 칭찬의 표시와 

더불어 현대 미국의 어린이 문학을 만들었다.32) 이러한 수상은 

판매부수가 수만 부에 이르게 되며 학교수업의 중요한 참고도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공도서관은 진보개혁 시기에 걸쳐 자리를 잡아 

갔고, ‘사회사업에의 요구와 도시빈민에 대한 관심, 어린이 노동에 

대한 혐오감, 이 모든 것이 공공도서관의 성장에 기여했다.’33)

이때부터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Make way for 

Ducklings, 1941』같은 맥클로스키Robert Mccloskey의 그림책을 포함한 

여타의 책들은 시점의 변화를 과감히 공중에서 바라보는 부감법으로  

영화적 표현을 대입하거나 새로운 시도에 활발해졌으며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 혹은 가장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 가족애를 관통하는 

쉬운 메타포의 내용과 의미가 함유된 책들의 전성기가 되었다. 

3.6.. 그림책의 메타양식

최초의 그림책으로 인식되어 있는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의 『세계도회』(Orbis Pictus)의 탄생 이후 ‘계몽의 

시대’를 넘어 그림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혁신적이며 새로운 이론과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금기시되거나 터부시되어 왔던 

주제들이 혼성적 형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사회적 시선의 다층적 

반영은 포스트모던적 특성과 의미가 고찰되면서 상호작용적인 관점들의 

32) 어린이� 문학의� 역사,� 이론과� 실천,� p375

33) 같은� 책,�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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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형식이 담론으로 떠올랐다. 특히 그림책에서의 메타픽션적 관점은 

포스트모던의 특성 중 강력한 장치로서 새로운 관점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시선을 끄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타픽션은 숨겨진 의미와 함의들로 가득한 이미지 메타포와도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메타픽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개스가 1971년 

<철학과 픽션의 양태>(pilsophy and the form of fiction)에서 

보르헤스와 바스, 플랜 오브라이언의 작품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픽션의 개념이나 방법, 현상들을 

나타내기 위해“반(反)소설, “초소설”, “내향성 소설”, “자기반영적 

픽션”, “미장아빔”(mise en aybme),“자동재현”, “비재현적 

내러티브”, “메타텍스트성”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오다가 80년대 이후에는 메타픽션이라는 용어가 고정되었다.34)

“메타”라는 접두어는 내러티브“이후”,“앞”또는“바깥”에 놓여있는 서사 

층위를 가리킨다.35)

유럽과 영미권의 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기부터 아동문학에서 

서서히 메타픽션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공공연히 메타픽션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던 데는 패트리샤 

워의 연구와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서술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폭넓게 알려진 저자의 메타픽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2008,� p.� 241

35) 폴� 코블리,� 『내러티브』,� 윤혜준�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부,� 2013,�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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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과 리얼리티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가공물로서의 그 위상에 자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허구적인 글쓰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글쓰기들은 구성을 이뤄나가는 자신의 방법들을 

비판하면서, 서사소설의 근본적인 구조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허구적인 문학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의 있을 

수도 있는 허구성도 탐구한다.”36)

맥칼럼McCallum(1996)의 진술을 인용하면 포스트모더니즘 

비평과 메타픽션 모두가 지닌 공통적 특성은 ‘개방성과 놀이성 및 

패러디는 물론 서술의 파편화와 불연속성, 무질서와 혼란, 코드혼성과 

불합리성’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37), 니콜라예바Nikolajeva는 현대 

아동문학 선집의 상당 부분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장르 중첩, 전통적 서사구조의 해체, 다성성, 

상호주관성과 메타픽션 등을 들고 있다.38)

문학을 비롯한 새로운 예술 장르 속에서 떠오른 메타픽션은 

선형적이며 전통적인 서사구조에 대한 전형성에서 벗어나고자 나타난 

현상이었다. 리얼리즘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실 속에 나타난 방식을 

재현해왔던 입장으로부터 벗어나 예술가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재해석되거나 모방되고 구성되며 변동성이 허용되는 형식으로 창조될 

36) Waugh,� Patricia.� Metafiction: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메타픽션』,� 김상구� 옮김,� 열음사,� 1989,� p.16

37) 로렌스� 자이프·실비아� 판탈레오� 엮음,『포스트모던� 그림책』,� 교문사,� 2010,� p.4

38) 위의� 책,� p.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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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관점들이 출현하며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하나의 장르로서의 경향을 드러내며 전형적으로 이어진 

논리구조를 허물거나 이야기 층위들을 하나의 형식 안에서 서로 

반영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인용된 분석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Pantaleo의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그대로 도입해 보면 메타픽션 장치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져 왔다. 패트리샤 워의 12항목의 

기능과 데이비드 루이스의 5가지 항목에 이어 판탈레오는 18가지 

항목을 거론하였다. 데이비드 루이스는 포스트모던 그림책과 

메타픽션적 그림책 사이의 구별을 위해  포괄적으로‘경계 깨뜨리기, 

과잉, 불확정성, 패러디, 행위하기’의 다섯 항목으로만 카테고리를 

분류한 점에 비해. 패트리샤 워의 메타픽션적 특징적인 전략39)은 

다음과 같다. 

1) 과도하게 개입하여 가시적으로 조작활동을 하는 

서술자, 곧 장막 뒤에서 걸어 나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이야기 화자. 

2) 화려한 인쇄기법상의 실험, 즉 확대, 왜곡, 역전, 

그밖에 작품의 객관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지면 위의 

인쇄상태를 조작하기. 

3)독자에 대한 뚜렷한 극화, 즉 독자가 마치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인 것처럼 말을 걸기 

39) 데이비드� 루이스,� 2008,� (앞의� 책:축약� 재인용)�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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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식 상자Chinese-box구조, 즉 여러 수준을 통해 

회귀할 수 있는 이야기 속의 다른 이야기, 삽입된 이야기 

5) 일련의 주술적이며 비합리적인 이야기들. 

6) 내러티브의 시간적, 공간적 구조의 총체적인 붕괴. 

독자가 읽어야 할 각 장들의 순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저자가 자신의 내러티브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 

7) 끝없는 회귀,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순환하거나 

종결을 영원히 지연시키도록 구조화된 플롯의 경로. 

8) 자기 자신을 향해 의도적으로 주위를 환기시키는 

성찰적인 이미지들. 

9) 이야기의 내부에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논하기. 

10) 이미 다뤄진 내러티브의 여러 층위들 사이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특정한 픽션적인 관습들을 지속적으로 

침식해 들어가기 

11) 내러티브적 관습에 주의를 끌기위해  SF나 

포르노그라피, 서부극과 같은 대중적 장르를 이용하기 

12) 문학적, 비문학적 텍스트들 양쪽 모두에 대한 

명시적인 패러디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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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비아 판탈레오는 이러한 견해에 바탕을 두고 학자들의 

연구를 더하여 정리한 메타픽션의 장치를 위의 표와 같이 18항목으로 

발표한 후 개별적인 그림책의 연구를 더해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빌어왔던 메타픽션의 맥락화는 본 연구의 이미지 메타포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분석되어졌으나 주제의 심층연구로는 이론적 배경이 

다수 필요한바 최소한의 배경만 언급하였다. 하지만 후속연구에 필요한 

쟁점들의 선행리서치로 인해 연구내용에 도식으로 설정되어 간략히 

언급하였다. 

메타픽션�장치의�항목

1 독자에게�직접�이야기를�거는�나레이터(들)

2 독자에게�직접�이야기를�거는�등장인물

3 책�속�이야기�또는�다른�이야기를�코멘트하는�등장인물

4 나레이터가�등장인물로�변하는�상황

5 이야기를�전하는�다양한�나레이터�또는�등장인물

6 다양한�이야기

7 이야기�속�이야기

8 시간과� �공간의�붕괴

9 비연속적� /�비선형적� /비순차적

10 상호텍스트성

11 패러디

12 실험적�타이포그라피� (배열� /�스타일� /�인쇄실험)�

13 장르,�담화,�화법의�혼합

14 그림방식의�혼합양식

15 미장아빔

16 새롭고�특이한�디자인과�구성

17
독자가�이야기가�만들어지고�창작되어�가는�과정에서�
의식하도록�하는�과정이나�방법

18 불확정성

표2 List of Metafictive Devices





4.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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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미지 메타포-그림책 메타포

4.1.1. 검은 사자 :동물 메타포(Monstor/Animal Metaphor)

본인의 선행 작업인 <검은 사자>는 전형적인 그림책의 양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인공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갔었던 갤러리를 1차 

세계라고 한다면 그림 속의 어떤 소리를 듣고 그림 속의 문을 발견한 

후 어떤 주저함도 없이 미지의 문을 통과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마주한 세계는 2차 세계로 상징된다. 공중 위에 길게 늘어진 붉은 

사다리를 타고 안개 낀 그림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미세한 부분의 

차이로 인해 알아채는 변화의 경계점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경계의 

틀은 단순히 그림, 액자, 지상과 공중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만 안과 

밖, 존재의 내부와 외부의 대상은 위치와 관점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림� 4-21� <검은� 사자� The� Black� Lion>� 본문�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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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만이 자욱한 허공의 세계를 꿈과 같이 한참을 걸어간 후에 

공중정원을 마주하고, 거대한 꽃들 뒤로 검은 색의 어두운 형체를 

발견하고 주춤하지만 인간 존재에 위협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결국 

문제라고 느낄 때 해결책을 찾아낸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주체적 

삶의 영역으로 꿈과 우연을 마주할 때 숨은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까이 가서 막상 대면한 검은 

형체는 사자와 닮은 모습을 한 거대한 동물로 악몽처럼 다가와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했지만 결국은 시공을 초월한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야기에 드러나는 동물 혹은 신비하거나 기이한 생명체의 상징은 

대부분 모호한 함의를 숨기고 있지만 모든 이미지들 중 가장 보편적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문학의 경우엔 문학적 내용보다는 주인공 

혹은 표층 동물들의 모습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장화신은 고양이, 

바바, 틴틴, 피터 래빗, 에릭 칼의 배고픈 애벌레, 괴물들이 사는 나라, 

토토로 등 무수히 많은 동물의 표상이 있다.

그림 4–22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센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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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제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의 꿈 가운데 다소 명확한 

30여개를 관찰하면 9개의 경우가 동물에 대한 꿈이다40).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동물들 대부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노는 이미지들의 

모델을 결코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 동물과 관련된 가치들이 얼마나 깊은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지…말해준다.41)

<검은 사자>의 첫 장면은 평범한 일상적 미술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던 아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시작된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기억, 부름, 외침, 휘파람, 목소리, 꿈의 혼돈 같은 것이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 이성과 혼돈의 장소, 꿈과 환상의 공간이 다르게 

멈춰있지만 소리 때문에 공간은 여백을 갖고 숨을 쉬는 것이다. 엄마의 

40) https://blog.naver.com/yachtmasters/220957553647

41)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질베르� 뒤랑,� 문학동네,� p.90,� 2007

그림4–23 『장화신은 고양이』,샤를 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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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잡고 있던 아이는 어느새 혼자 그림 앞에 서있다. 아이는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가는 것일까. 환상의 경계에 서있는 것일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 그림 속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것일까. 

검은 사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과정에 대한 감정들을 서술했던 

에세이 책의 한 부분을 재인용해보고자 한다. 

“아이는…자기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소리를 치고, 두드려도 아무 대답 

없는 모호함을 향해서 다가가는 소녀, 용기를 내서, 혹은 

호기심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다가가지만 곧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코앞에서 알게 

되었지만,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다. 두려움에 다가설 수도 

그렇다고 한 발작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중략) 아이는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걸 

알기에 놀이를 멈춰야 할 때를 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할 

땐 언제든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다른 무엇으로 

변형된다 해도 알아볼 것이다. 돌아갈 곳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은 설렐 것이다. 

『검은 사자』작업을 하면서 나는 아이가 되었다. 공중에 

떠있는 사다리를 걷는 마음도,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도, 

형체모를 거대한 그림자와 부딪친 뜨악함도,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소리친 절박함도 모두 내 안에 있었고, 

부딪쳐서 얻은 원더랜드 또한 내 안에 숨 쉬고 있다. ‘검은 

사자’는 무의식의 세계이며, 맞닥트려야 할 혹은 이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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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그 무엇일 수도 있다. 용기를 내어 외치는 순간 

두려움은 서서히 깨어지면서 어떤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누구나 과정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집요하게 매달리고 들여다보면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명료하게 다가오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 또한 

만날 것이라고 믿을 뿐.”42)

결국 메타포로서 등장하는 검은 사자는 내러티브를 이끄는 그림자 

리더이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 독자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각자의 무의식이 발현될 수 있는 

메타포로서 누군가는 그림자로, 장애물로, 용기로 혹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각자의 상황과 인식에 맞게 파악하게 

될 것이고  고정관념이나 정형화된 이치성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상을 

전환하는 의미를 작동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만일 한 아이의 존재가 성숙한 정신의 인격을 지녔다고 믿을 때, 

또한 아이라는 순수성과 늘 성장해야 하는 인간의 표상으로서의 작은 

사람이라는 도식일 때, 만일 검은 사자가 진실이라는 명제를 달고 

있고, 한 인간이 진실을 대면하고 너머에 혼돈을 대면하고 왔다고 

고백한다면 진실이 없는 세계에서는 다른 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처럼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림의 세계를 건너가는 아이는 

스스로 2차 세계의 징후를 발견하고 서슴없이 다가간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이든, 낯선 세계이든 열린 문은 인간의 호기심과 근원에 대한 

질문과 열려있는 마음에 대한 메타포의 시작점과 같다. 이러한 기이한 

42) 런던� 일러스트� 수업,� 이지선� 공저,� 아트북스,� 2010,�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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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혹은 신비한 생명체는 철학적 의미에서 관점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생각해보지 못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생명체는 

독자가 이전에 보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공포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림 4–24 <검은 사자, The Black Lion> 본문 이미지 p.9-10

그림 4–25 <검은 사자, The Black Lion> 본문 이미지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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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어 본능적으로 피하려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심리학적 연관성이 정설이 된 것처럼 낯설고 

이상한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거나 진실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움과 낯선 것들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며 이해의 

차원을 넘어 기꺼이 낯선 충격을 받아들일 때 정신의 고양과 촉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예술적 측면에서는 명백한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착하다고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이 항상 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비록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런 점은 부모가 가르쳐 준 것과는 모순이 되며, 따라서 

어린이는 자신을 괴물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어두운 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낙관론만을 어린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문화적인 관습이 되었다. 

정신분석 자체도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삶의 부정적 본질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삶의 부정적 본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시되었다.43)

베텔하임의 이러한 설명과도 같이 죽음이나 인간 존재의 한계와 

같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로서 암시되고 읽혀질 때 삶의 

43) 옛� 이야기의� 매력,� 브루노� 베텔하임,� 시공사,� 201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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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대해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대면이 충족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동물, 괴물, 트릭스터44) 이미지는 문학이나 이야기 내러티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와 같은 것이다. 마리아 니콜라예바는 

그림책에서 동물의 사용이 인간의 특정한 사회적 위치나 인종, 성별 을 

드러내지 않아 캐릭터의 자율성에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사람 인물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관계성에 이미 선입견을 갖게 되며 

나이와 사회적인 직업 등 다소 리얼리즘에 부각된 설명적인 지점들이 

간접적으로 부연되어 고정된 생각이나 예상할 수 있는 제한적 관점으로 

44) 트릭스터(Trickster)는� 신화� 등의� 이야기에서� 신과� 자연계의� 질서를� 깨고� 장난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인물이다.� 선과� 악,� 파괴와� 생산,� 현자와� 바보같은� 완전히� 다른� 양면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4-26 주제연구-이미지 메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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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상상력의 축소화 때문일 것이다. 한 존재의 모순점을 여타의 설명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근원적 속성은 본질적 존재로 쉽게 이야기로 

빠져들게 한다. 메타포적 표현은 낯선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판타지에 가장 밀접한 주제로 나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 괴물, 트릭스터 이미지는 일반적인 사회의 

규칙인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는 유사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다름을 쉽게 발견하며 공포를 느끼거나 배척하고 외면하려 한다. 

이러한 동물, 신비생명체 혹은 괴물로서의 숨겨진 기층은 순수한 

본질적 특성에 가장 가까워서 시각적 메타포의 환상 혹은 상징으로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인간성을 투사하여 내러티브의 중층적 함의를 

풍요롭게 만드는 의미를 지닌다.  

검은 사자의 프랑스 출간본 에필로그에는 생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Sophie Schwartz의 상상력 메타포에 관한 소개 글이 이색적으로 

들어간다. 작업의 메타포가 아이들 혹은 독자에게 어떻게 인지적으로 

그림4–27 Le Lion Noir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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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되는지에 대한 연구로 흥미로운 연결성과 추후 예술 감각의 

발달론에 관한 연구로 연장시키려 하는 점에서 간결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해본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나요? 작은 아이가 세계 너머의 검은 

사자와 마주친 이야기를 보았나요? 그것은 검은 고양이 

였나요?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상상력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줄께요. 뮤지엄에서 아이는 아주 큰 

그림 앞에 서있어요. 그림 속에서 작은 문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죠. 엄청나게 거대한 검은 사자가 당신을 

꿀꺽 삼켜요. 얼마나 무서운지. 물론 실재는 아니겠죠.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 동물과 괴물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당신이 동물원의 

진짜 사자를 눈으로 보는 것은 동시에 두뇌로 지각이 

됩니다. 당신이 본 사자는 사진처럼 머릿속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현실에 

존재하는 사자를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떠올리기만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록된 황금 털의 사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자를 떠올리면서 얼룩말 코트를 입은 모습을 

상상해본다던가 상상력은 세상을 더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첫 장면에서 보이는 

사람의 숨겨진 다리 처럼요. 기둥 뒤에 숨어있는 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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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어떤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홀로 걸어 

다니는 다리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를 보고 읽고 

만들어 보세요!’(…후략)

Sophie Schwartz45) 심리학박사

그림4–28 <검은 사자> 본문이미지 p17-18

그림책의 역사는 언어와 함께 이미지의 총합이며 시각적 메타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들여 만들어지고 소장되고 우리의 삶과 

더불어 숨 쉬고 사랑받는 소중한 물건으로서의 책의 역사이기도 하다. 

프랑스 역사가들이 이스트와르 뒤 리브르I’hiatoire du livre 라 이름 

붙인 책의 역사라는 학문과 멋지게 맞물린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학문은 기술서지학과 도서관학, 고문서학, 사회학의 전통을 아우르며 

45) Sophie� Schwartz는� Geneva�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Fundamental�

Neuroscience에� 소속되어� 있으며� 꿈과� 기억의� 신경생물학에� 대한� 다수의� 저명한� 논문과� 과

학기사를� 기고하는� 생물학� 기반의� 심리학� 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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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물질문화를 복원하려 한다. 책의 내용 뿐 아니라 생김새와 

감촉, 심지어 냄새까지 독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미는 

매체를 포함한다.46)

그림책은 많은 연구자로부터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지만 여전히 

변화되고 재정의 되며 그 함의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야기책과 

달리 진정한 그림책은 그림이 중심이 되어 또는 그림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전달한다. 글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47)’라고 유리 

슐레비츠Uri Shulevitz는 이야기책과의 명백한 차이점을 제시했다. 또한 

그림책 이론의 초기 비평에 공헌한 페리 노들먼Perry Nodleman은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서로 규정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각자 따로 

존재할 때처럼 한쪽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그림책에서는 의사소통 

46) 어린이� 문학의� 역사,� 세스� 레러,� 이론과� 실천,� p439,� 2008

47) Writing� with� pictures:� How� to� Write� and� Illustrate� Children's� Books,� Uri�

Shulevitz,� Watson-Guptill,� 1985,�

그림 4–29  <검은 사자>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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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들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존재한다. 글을 읽으며 

동시에 그림을 정독할 수 없다는 말이다’48)라고 서술했다. 그림책 

비평의 선구자인 마리아 니콜라예바는 그림책을 보는 눈에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독특한 

예술형식이다. 기호학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림책은 도상 기호와 

관습 기호라는 두 개의 기호로 소통한다’49)고 언급하였다.

그림책의 전문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바는 시각 우위의 

예술을 강조하며, 텍스트에 있어서는 보조적인 수단이거나 상생을 위한 

관계성에만 의미의 핵심을 두고 있다. 교육적 도구로서의 그림책은 

이미지를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 미적인 형태 혹은 그 자체의 

예술적 표현에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림책은 단순하게 

글과 그림이 조합되어 있다고 해서 그림책의 형식을 이루지 않는다. 

일반적 구조의 이야기책과는 달리 그림과 글이라는 시각언어와 

문자언어의 이중구조를 사용하는 특수한 범주의 형식을 가지며 

‘예술형식art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때로는 글 없이 단독적인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조건으로 전제되며 상충적 관계를 유지된다. 

이러한 그림책에서의 대위법은 글이나 그림이 단순히 서로를 

반복하거나 지시하여 중복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오히려 그림엔 등장하지 않는 목소리만으로서 화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의 메타성이 작용한다. 그림책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 작용하며 페이지간의 맥락과 연속성을 통해 흐름을 

48) 그림책론,� 어린이� 그림책의� 서사방법,� 보림,2011,� p9

49) 그림책을� 보는� 눈,� 2001,� 도서출판,� 마루벌� p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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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며 한 권의 책으로 완결된다. 이러한 연결된 시퀀스로 인해 

지면이라는 공간은 시간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문학적 산물을 포괄한 

시각예술의 특별한 형식의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서 그림책의 융합성은 

새롭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책 또한 논픽션과 픽션이라는 장르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예술성의 접근으로 볼 때 메타포적 픽션은 필연적이다. 

특별한 형식의 결합조건과 함께 할 때 전제된 기본적 내러티브를 넘어 

전형성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3 그림책 내용과 형식의 전제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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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커다란 새 The Big Bird :변신 메타포(Metamorphosis Metaphor) 

그림책 <커다란 새>의 중심이미지는 제목과 같이 거대한 푸른 새이다. 

표지의 창문은 컷아웃으로 뚫려져 있어 커버를 여는 동작이 창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연쇄적 효과를 가진다. 그림책은 표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는 암시적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징조가 될 수도 있고 영화의 구조처럼 그저 맥거핀이 되어 

흥미를 끌어오게 만들 수도 있다. <검은 사자>의 이야기가 어두움, 

블랙, 거대한 무의식의 어두운 형체가 사자의 뒷모습으로 암시된 듯한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독자들에게 제목에서부터 문제 제기 혹은 

의심의 질문을 받곤 한다. 그것은 형체나 모양이라기보다 어쩌면 색이 

주는 낯선 이유 때문일 것이다. <커다란 새>는 색에 대한 고찰이 이중 

그림 4-30 커다란 새 The Big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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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검은 사자>에서 특이점으로 활용된 검은 

색의 사용은 오직 사자의 캐릭터와 다른 세계를 잇는 입 속의 

공간만으로 제한시켰다. 그 외의 대부분의 색은 중채도의 생생한 

컬러로 사용하여 표현하였음에도 강조적인 캐릭터의 표현때문인지 

어두운 혹은 어려운 알레고리로 받아들여졌다. 사실 이것은 특징적인 

경험이었는데 이후 이어지는 작업에 색에 대한 고찰을 결합시켜볼 수 

있다는 의식 속에 분명하게 표상된 개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다. 

색으로 비유된 메타포로써 내러티브가 작동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야기와 더불어 결합시켜 보고 싶었는데 우리의 감정을 색 자체로 

표현하는 방식 또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커다란 새>는 기괴한 것과는 반대인 오히려 아름다움의 이미지인 

동시에 변신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왜 변신일까. 변신과 동물 

메타포는 연속적인 연구주제와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에 

사실상 선행연구는 지속적인 작업의 중심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새는 현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이며 관념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푸른 새는 자유를 상징하며 태어나서는 부드러운 솜털을 

가진 아주 작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 날개와 

부리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크기를 갖게 된다. 히치콕의 영화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특별히 새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작은 새의 존재는 육식동물도 잡아먹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독수리가 될지 아름답기 그지없는 공작새가 될지는 모르는 

것으로 문학적으로는 규정짓는다. 또한 새의 이미지는 덧없는 것이 

라는 관념 또한 내포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새처럼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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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라는 어구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영혼의 상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 메타포를 다루기 위해 인지적 착각의 프레임을 서두에 

포함시켰다. 아이는 어둡고 비오는 밤에 거대한 새가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창문을 닫은 채 밤을 지새운다. 이렇게 보낸 밤은 

꿈의 모호한 속성처럼 대비된다. 비가 그친 아침에 밝은 해가 뜨고 

창문을 열어보니 겨우 손가락만한 어린 아기 새가 죽은 듯이 창가에 

누워있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지각과 눈을 의심하며 지난밤에 구해주지 못했던 

새를 떠올리며 작은 새를 돌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두운 암흑 

속에서는 무엇이 꿈이고 환영이며 실재인지 알 수도 없고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설정의 수수께끼 같은 의미의 비유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4–31 <커다란 새>, 본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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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움, 밤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상태는 환영과 같으며 무지의 

상태에 서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는 

명확히 보려고 하며 환영의 시간과 착각 사이에서 구분이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새는 아이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란다. 책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종이 지면 안에 구겨지듯 새는 더욱 더 커져간다.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하지만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그 변화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질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미지 형태로서의 육체의 

변화는 가시적인 물질성의 변화로 보이지만 메타포적으로는 본연의 

정신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형상, 원형의 모습에서 탈바꿈되어 유아적인 정체성을 

벗고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것은 태도의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인 

것이다. 새는 너무 커져서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아이에겐 여전히 

작은 새였지만 성장한 새는 아이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림 4–32 <커다란 새>, 본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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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은 고통 또한 감수하는 것이다. 각각의 

위치성은 또한 그들의 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커다란 

새의 내러티브는 불연속적이길 원했고 이미지들은 비선형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주길 의도했다. 시적 환상성을 가지길 원했고 이야기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길 의도했다. 푸른색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마음의 변화와 시간의 확장을 위한 변화된 색으로 

전개시키기도 하였다. 색의 변화는 또한 정서의 변화이다. 기다림에서 

놓아버림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은 마음의 성장은 정신의 각성이며 

깨어남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독자는 다시 찾아온 듯 보이는 그 커다란 새가 아이와 

함께였던 새인지 아니면 혹은 다른 새로운 새인지 알 수 없다. 사실은 

어떤 해석도 가능하며 어떤 착각도 가능한 것이다. 그 새가 자유와 

그림4–33 <커다란 새>, 본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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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모험을 상징했는지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이별과 성장을 

상징했는지는 온전히 독자의 해석에 달려있다. 시각적 메타포는 뚜렷한 

의미를 살려낼수록, 메시지를 명징하게 하고 해석의 여지를 단조롭게 

만든다. 오히려 여러 번 퍼즐을 맞춰도 늘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인식, 조건이 흥미롭다. 그러나 해석이 어떨지언정 아이는 

새의 등 위로 가볍게 착지한다. 떨리고 무섭지만 감았던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한다. 아이는 어느새 끝없는 바다 위를 날고 있다. 그녀는 

새가 되었고, 새를 자신의 마음처럼 다룰 수 있었고 마음의 일체가 

되어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진정으로 변화한 것은 작은 아이인 것이다.

그림 4-34 새와 관련된 주제 이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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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새와 관련된 주제 이미지 c 

그림 4-35 새와 관련된 주제 이미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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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시 작품-Paper forest tale

그림4–37 선행연구 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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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프레임 실험 작업

4.3 이론적 선행연구-메타픽션 그림책

연구주제를 진행해나가면서 시각적 메타포가 잘 전달되면서도 논쟁적 

의미를 가져온 그림책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논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메타픽션 그림책의 맥락화 

읽기 Reading the Contextualization of Metafiction 

Picturebook : 에밀리 그래빗의『Wolves』를 중심으로(Focused on 

Emily Gravett’s 『Wolves』)50) 그림책의 메타성과 수사적 전략으로 

메타픽션은 시각적 메타포의 층위와 가장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다소 

50) 한국� 일러스트레이션학회� Vol.52호,� 이지선,� 2017,� 10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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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같이 숨겨진 맥락의 시각예술 실험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림책의 컨텍스트를 적용하는 등 현재의 작업에 

관한 연구와 관통하는 관점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의의를 가졌다. 

에밀리 그라벳Emily Gravett은 스스로 ‘Entertainer’의 역할을 

자칭하며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물하겠다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이다. 에밀리 그라벳의 그림책 『Wolves』 는 작가의 첫 그림책으로 

수수께끼적 특성의 메타포를 재치 있게 숨겨두었고, 화자로서의 

나레이터 기법을 적용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직관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특정한 서술방식을 관계적 내러티브의 게임과도 같은 변형방식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코드와 패러다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늑대들』은 내러티브 속에서 발견되는 장치와 관객과의 

소통, 복수결말의 해석이 이중적이며 영화어법인 극적 아이러니를 

도입시키는 등 이야기의 세계를 특별하게 만든다.51)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작업의 연구에 이론적인 맥락을 정리해가는 과정과 

연계성을 두며 수행하여 본 연구의 핵심적 체계에 대한 형성에 구체적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

51) ‘메타픽션� 그림책의� 맥락화� 읽기:� 에밀리� 그래빗의『Wolves』를� 중심으로,� 이지선,� 2017,�

한국� 일러스트레이션학회� Vol.52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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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작품 주제와 형식의 발상

4.4.1. 『Daily Aestheticcs』 일상미학|

연구주제는 박사과정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해왔고 기본적으로 작업에 

결부되어 있는 일상성과 생명의 그물론에 대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일상을 보내며 수많은 사물과 풍경을 지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쉽게 지나치게 되는 매일의 경험은 유사한 패턴 

속에서도 중복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스크랩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습관처럼 수집된 이미지들은 그저 읽힐 수 없는 

상실의 기호로써 무의미하게 축적되어 갈 뿐이다. 

이러한 잊혀진 기호들을 작업이라는 행위를 하며 발생하는 종이의 

수많은 파지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사물의 조각들에서 유사한 맥락을 

발견하였다. 주체에서 잘려져 버린 조각들은 의미를 상실한 채 

언젠가의 필요에 의해 계속해서 감금되어 있다가 결국은 잊혀지거나 

폐기되어 버린다. 이러한 조각들을 주제의 단편과 연결된 퍼즐로 

맞추려고 했고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성과 픽션의 이미지 메타포를 

연결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을 단계적으로 끌고 갔다.

작업과의 기본적인 연계를 이루는 근본 사유는 이렇게 일상성에서 

매 순간 발현되는 이미지의 집약적 기억과 기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이미지화는 인식의 대상이자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보면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단면들을 스크랩하고 종이 

조각들로 이어 붙여 잊혀진 기호들을 드러내고 발견해내고자 하는데 

의미를 갖고자 했다. 또한 유사한 의미로 흩어져 있는 사물과 파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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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고리로 엮어 지나치는 단편적 기록을 각각의 스펙트럼으로 

구분지어 재배열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서술과 구성 방식을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 언급된 부분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엠블럼 북이나 비망록의 기록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였다. 

매일 기록하는 개인의 아카이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상상력 

또한 지속적인 관찰과 손의 만남에서 발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기·기록처럼 보이는 내러티브의 구성은 지극히 작가의 사적인 내용의 

일화처럼 보일 수 있어 형식 자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메타포로 작품과 

융화하며 생각의 흐름을 시간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원초적 

작업물이며 작업 세계와의 연결과 융화하는 모놀로그라기보다 

다이얼로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림 4-39 일상성과 이미지메타포의 연결 내러티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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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작가의 파편화된 기록과 노트의 내용들이 

일기의 한 부분인 것처럼 허구를 끌어들여 결국은 창작 그림책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착상하였고 실제 창작자를 내러티브하고 비틀어 

분리되어 나오면 하나의 온전한 그림책 픽션이 되는 요소들로 만들고자 

시도해 보았다. 적절한 주제의 대상들을 이미지화하고 연구 작업에 

앞서 관련된 메타포의 영역을 결합시키는 조건을 찾고자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 이어졌던 메타픽션적 그림책의 개념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들에 의해 하나의 조각이자 패러디이며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앙상블 작업으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된다고 보는 

바이다.

그림 4-40 일상성과 이미지메타포의 연결 내러티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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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Daily Aestheticcs』 작업물

그림 4 -42 『Daily Aestheticcs』  Codex Book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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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Passing by anymean』 일상미학Ⅱ

『Passing by anymean』 작업은 또한 연구과정의 일련된 주제로써 

개별적인 이미지의 모듈로 진행하였다. 사유에 대한 기술은 

이미지로써, 매일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일상적 사유는 

이미지의 집약적 기억인 메타포로 풀어낸 것이다. 흔히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간을 지나치듯 어떠한 지적 각성 없이 흘러가는 하루의  

과잉적이며 반복적인 이미지를 재해석한 작업이다. 이미지 속에 내재된 

현재의 정신을 포착하여, 읽지 못하며 그저 복제되는 이미지로써   

재생산하고 버리는 것에서 유추해낸 작업이었다. 

그림 4–43 『Passing by any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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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시간은 현재 속에 상호 침투해 있으며 유기적으로 매개되는 

사유의 매체이며 이러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순간은 보잘것없는 현상으로부터 해체되고 새로운 가치의 요소로써 

인식되는 것이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미지의 축적에 작가적인 

기술로서의 일상의 재배열과 사유를 전개하여 프레임화를 시도해보고자 

선행연구 작업으로 Passing By에 대한 작업을 끌어내었고 이러한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주축이 되어 최종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 

사물이나 이미지의 어떤 특정한 유용성과는 상관없이 소유된 

개인의 흐트러진 상품이나 사물들, 지나간 시간의 은폐되고 사소한 

흔적들을 가져와 현재를 비추는 인식의 요소로 삼았으며, 그것들 

속에서 기억과 사유를 서술하며 연결시키는 의미의 변동과 내재된 

그림 4–44 『Passing by anymean』 작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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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조명해보며 프레임화 시킨 부분에서 원형의 이미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최종 연구 작업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지나치는 풍경과 사물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전의 사건이나 

사물들을 고정적이고 고착된 것으로 두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망각하고 또한 같은 곳을 헤매지 않는 것을 말하며 현재를 더욱 깊이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보면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단면들을 엠블럼의 형상 속에 박제화 시켜, 자의적인 해석 

너머로 객관성을 서술하고 일상을 통한 시대를 사는 개인으로서의 

정신을 새롭게 구성하여 인식의 요소로 해석되는 방식을 시도해 본 

것이다. 다만 하나 하나의 이미지 메타포가 상징성이 강하여 

내러티브의 의미보다는 단일한 이미지의 의미로써 작업된 부분이 컸다. 

개별적 이미지의 상징성으로서는 의도성이 드러났지만 본 연구의 

플롯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서와 감수성의 결합으로서는 의도적 

형식이 특정적으로 드러난바 내러티브의 새로운 차원으로는 오히려 

특정 형태에 변화를 최종적으로는 끌어내어 본 작업과 결합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 92 -

그림 4–45 『Passing by anymean』, 우석갤러리



- 93 -

4.5 『dear wolf ghost wind』 주제연구

본인의 작품에서 다루는 주제는 생명의 그물을 근본 주제로 한 이미지 

메타포에 관한 연구이다.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속성은 

죽음을 맞이하며 이러한 생명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손잡고 공명할 때 삶은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주웠던 반짝이는 돌을 필통 속에 

고이 간직했고, 꽃잎을 말려 몇 해를 책 속에 꽂아두었고 물방울 

무늬의 조끼를 입은 인형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만이 아닌 친구와 공감하는 기억이었고 유년시절을 

불러들이는 환상 같은 것이었다. 잠들기 전 읽던 이야기 속엔 장난감 

병정이, 바다 속 검은 고래가, 돌이 된 당나귀가 모두 친구였고 숲 

속의 맑은 물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구했고, 나무들은 바람을 

불렀다. 돌과 인형과 도토리들은 모두 비밀을 나누었고 애정과 마음을 

주었던 생명이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릴 때 나누었던 

비밀과 약속들은 모두 부정되거나 버려야할 것이 된다. 그러나 

창조적인 작가는 혼동됨이 없는 아이들처럼 세계를 창조한다.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할 때만큼 진지하고 절대적인 몰입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무런 사념 없이 무언가를 한없이 추구해나가는 창조자와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금강경에 묘사된 정신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심오한 정신적 단계 중의 하나가 ‘사사무애(事事無碍)’의 

경지라고 한다. 단어 자체의 뜻은‘어떠한 사물이건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52)인데 모든 현상과 현상이 서로 

52)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37101&cid=40942&categoryId=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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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이, 즉 거리낄 것 없이  순환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정신이 

고양되면서 세상의 벽을 없애고 포용하여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은 또한 ‘사물과 사물, 아무런 나뉨이 없다….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물이 있는데, 그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두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다른 모두에 반사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유의 조각들을 포착하고 작업의 주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에 대한 이미지 메타포 연구는 마음의 눈으로 감성의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심층적 의미 안에서 표상을 끌어낼 수 있는 결합의 완성적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의 채택에 더불어 이러한 메타포적 장치는 

사실상 예술 그림책의 보편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포착하고 

결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림4–46 아타나시우스 키르허, <빛과 어둠의 위대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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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나시우스 키르허가 고안한 이 장치의 목적은 이러한 변형의 

마술로 최대한 많은 상징과 은유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다. 키르허는 

광학적 반사가 관찰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본성에 대한 영적 성찰로 

이끌기를 희망했다.  키르허는“나 자신이 그와 같은 기계를 지니고 

있다. 그 기계는 거울을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황홀경을 불러일으켜, 

그 사람의 평소 모습 대신 어떤 때는 늑대의 모습을, 어떤 때는 개나 

또 다른 동물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고 썼다. 53) 스스로의 인간의 

모습을 광학기계에 투영하여 변형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마술적 

기계의 기술은 나 자신만이 아닌 타자 혹은 생명과의 연계성과 인류의 

본질적인 삶에 질문과 사유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학적이며 예술적 

은유로서의 실마리를 꺼내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하여 시각적 메타포는 깊은 본성과 마음을 작동시키는 예술적 

사유이며 근원적 특징이다. 본 작업은 삶에 있어 하찮게 여겨지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새로움을, 신비를, 기억을 발견하려는 의도이며 

또한 사유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서 이미지의 메타포를 끌어들이고 

확장해가려는 것이 본질적 목표이다. 작업은 현재를 거울에 비추는 

인식의 요소로서 결국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더욱 깊이 있게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메타포의 해석은 방법의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해석되는 것보다 훨씬 다층적인 개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53) 기억의� 메타포,� 다우어� 드라이스마,� 2006,� 에코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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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작업 이미지연구 및 리서치

그림4–47 이니셜 과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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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발상의 포착

작업의 과정은 초기 연구에서 시작된 메타포를 끌어낼 수 있는 작은 

상징의 이미지 단어들을 채집하였다. 끊임없는 스케치의 흐름을 

형상화하면서 이미지에 내재된 기억과 내러티브를 연결시켜 단편적인 

이야기의 의식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의식적인 형상화 연구의 목적은 

감각과 감성을 하나의 톤 혹은 여러 가지 색으로 조합되어 특별한 색의 

톤으로 만들어주고, 내러티브의 강화는 의식을 확장시켜 나가게 한다. 

그림책을 진행하는 과정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적인 방식으로 

예외는 있으나 일정한 시간성이 요구되는 양식을 갖고 있다. 각각의 

경험에 따라 틀리지만 3~5여년의 긴 시간동안 컨텍스트의 흐름을 

쌓아가는 작가들도 많은 만큼 만들어 가는 내러티브는 경험과 직관의 

주름을 겹겹이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스케치하고 

썸네일을 채택한 후 의미화 과정을 반복해나간다. 생략과 해체를 거듭 

적용하면서 이야기, 내러티브의 구성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표4 메타포로서의 작업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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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적으로 이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제의 발상과 함께 작성해왔던 

시적인 문구와 인용문들, 문학적 아포리즘을 대입해보고 재구성하는 

형식을 더해가며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리서치 단계부터 작업의 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베이스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트북 유형일지, 그림책 형식일지 혹은 전시 방식인지에 

따라 작업의 층위와 방향을 변동시켜 나갔다. 사실상 많은 종류의 예술 

형식이 오히려 비슷해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오히려 순수 회화 

작업만 전시했던 갤러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 작업의 전시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한 것처럼 많은 아티스트들이 회화 작업을 하면서 

아티스트북을 만들고 사진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작품집을 만들기도 

한다. 리서치는 방향성을 가진 후에 이미지를 비롯한 사유의 기록과 

아포리즘 등으로 상상력의 구성안을 재해석해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분석표와 같이 세밀한 조사와 조사에서 얻어진 소스와 영감의 

조각에서 메타포를 갖는 

상상력과 분석을 통해 한 방향으로 초점을 모으면 물질적 형식의 전체 

그림을 형상해있다. 

    

표5 Relationship between analogy and metaphor 

modified from Gentner and Mar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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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와 은유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상황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의 매핑으로 볼 수 있다. 이 

비교 과정은 새로운 추론을 촉진하고 새로운 통찰력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촉진한다. 창조적인 문제 해결의 잠재력은 

비교되는 두 영역이 표면에서 매우 다르다면 가장 두드러진다. 유추와 

은유를 창조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지 과정을 

이해하기위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54)

아이디어는 하나의 이미지로부터도 시작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작업의 흐름을 놓지 않는다면 원하는 이미지는 찾아오지 

않는다. 생명의 그물이라는 주제는 동기에서 밝힌바 사물과 생명, 

사람과 동물, 그 어떤 것도 나뉨 없이 하나의 거미줄과도 같은 또한 

54) Analogies� and� Metaphors� in� Creative�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 2008

표6  메타포와 유추에 의한 인간 추론의 과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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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의 언어처럼 보석그물같은 이미지 구조에 대해 생각했다. 단어에 

기대지 않고 끝없는 새로운 사물들이 서로 말놀이를 하는 것처럼 물고 

물려있고 겹겹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며 이미지들을 

꼴라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4-48 관련주제 연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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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초기 스케치과정 



- 102 -

스케치 작업과정

    

스케치 작업 과정은 이미지의 연상 작용과 생명의 그물에서 연관 

지어진 사고의 흐름을 따라 자유로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가치관과 질서에 반응하지 않고 늘 떠올릴 수 있는 최초의 이미지 

너머로 들어가는 명상과도 같은 층위의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 

스스로의 인식으로서의 이야기는 이런 집중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빠르게 몰입하고 성숙시키는 역할로 전이되기 

그림 4–50 스케치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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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한 정신의 층위는 방향성을 잃는 듯 여러 갈래로 

흩어지며 혼란스럽게 헤매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표상들 간의 형상은 

우선적인 것과 우열의 파기로서 꿈의 조각이 앞서기도 하고 현실보다 

환상의 상이한 요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병렬되기도 하면서 이미지 

퍼즐들을 맞추는 선행 작업을 지속시켰다. 

이미지 작업의 도식은 때로 한 장의 풍경에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최초의 근원적인 주제를 명료화하면 분석하고 선택한 알레고리로서의 

비유방식으로 의미화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다만 기록의 반영과 

이미지 메타포의 연결성이 창작되어 나오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시키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큰 변화를 의도하지 않은 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에 해당하며 책의 내부, 집의 내부, 정신의 

내부의 존재로 놓여진 상황을 상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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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이미지 조합과 파편화된 조각

그림 4–51 이미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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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조합과 내러티브 조각

  

생명의 그물에 걸려있는 것은 무생물까지도 포함한 ‘경계없음’에 

대해 포착하려고 하였다. 세계와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만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과 사물도 각자 고립되지 않고 

소통한다는 시적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장자’의 이야기에서 물고기와 

하나가 되어 노닐고,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를 때 양자는 

하나로 보는 것이며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인가. 세계의 한 부분인 것인가. 인간 

중심과 나 중심을 벗어나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대상화하는 상대적 

개념에 빠지지 않고 본질의 탐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기록과 이미지의 연상을 끌어올렸다. 사물과 걸림 없이 어울리며 

그림 4–52 텍스츄얼 스케치



- 106 -

공생하는 것은 도가의 가치관과도 밀접하며 화엄경의 경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미지, 곧 나의 세계에 애틋함을 

실었고, 희미한 커튼과 푸른 패턴으로 젖은 찻잔과 곰팡이가 생긴 

딸기의 의미를 새롭게 마주하였다. 텍스츄얼 이미지는 여러 권의 

노트가 되었고 이전의 작업까지 배제하지 않고 하나의 어울림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선별해나갔다. 매일의 기록이 끊이지 않도록 기록과 이미지 

노트를 연결시켰고, 형식의 선별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다.



그림4–52 텍스츄얼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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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텍스츄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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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그림형식 변형 및 적용시도

그림 4–54 이미지 변형

그림 4–55 이미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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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표지 작업의 변형 시도

  

그림4–56 최종작품 표지작업a

그림4–57 최종작품 본문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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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최종작품 표4 작업

그림 4–59 최종작품 표지작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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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본문 아트웍 & 레이아웃 진행 과정 

그림4–60 작업의 본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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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1 본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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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3 『dear wolf ghost wind』 본문 작업

그림4–62 『dear wolf ghost wind』 본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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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작품연구 : 형식 에디션

예술가의 창작노트

그리스인들은 예술성을 그림이나 캔버스가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가 인간을 위해 신에게서 불을 훔친 신화적 이야기로 상징화 

시켰다. 위대한 천재라고 일컫는 예술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유명한 노트에는 수로와 자동 직물기, 해부학, 

빛과 그림자연구, 입체기하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명품과 

공학설계도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의 창작노트 코덱스55)는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의 특수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노트 한 장마다 

실제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그는 그리기보다는 생각하며 기록하는 과정에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500권 이상의 노트를 남겼다고 한다. 

각 연작에 대한 상세한 스케치나 사유의 흔적이 담긴 노트가 상자 

속에서 발견되었고, 사후에 출간된 노트만 해도 289개의 항목이 있다.  

뒤샹을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언급한 앙드레 브르통은  그의 

노트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여겼고 그의 작품은 노트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56)라고 언급했다. 작업 노트는 시각경험을 

보완한다. 단순히 개념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형식적 인터뷰나 글보다 

작업의 원천이 되는 아이디어부터 추상적 이미지가 포함된 과정의 

흔적이 예술작품의 구성 요소이며 하나의 오브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55) 낱장을� 묶어서� 책의� 형태로� 만든� 고문서(필사본)이며� 자연현상과� 과학기기� 발명에� 대한� 아

이디어를� 스케치,� 설계도� 등으로� 기록한� 연구� 노트

56) 뒤샹� 딕셔너리,� 토마스� 기르스트,� 주은정� 역� 2016,� 디자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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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늘 노트와 스케치 작업을 일상의 기록과 함께 해온 동시에 

개인의 아카이브 기록소와 같은 노트 에디션과 일기의 형식을 결합하여  

작품을 담았다. 노트는 기록축적의 미적요소를 드러내며 한 존재의 

삶과 정신의 숨은 의미를 담고 있어 사실 그 자체가 메타포적 기록의 

집적체 라고 할 수 있다. 카프카의 일기가 거대한 메타포의 산물인 

것처럼 말이다. 

많은 책들은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능가할 구글 디지털 

랜드로 복제되고 도서관마저 사라져가지만 전통적인 건축물과 도서관, 

아름다운 책의 구조들은 많은 창작자들과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감각을 

촉발시킨다. 또한 인간에게서 개별적 사물들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와 몸의 감각과 연관된 경험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특히 예술가와 

아티스트들의 감각 속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4–64 마르셀 뒤샹의 노트, 

Green Box, 인쇄물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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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노트는 삶과 작업이 교차하는 성찰의 일기와도 같고, 

사유가 흐르는 인식의 거울과도 같다. 끊임없이 그 거울을 갈고 

닦아내는 속성들을 담아 꿈의 기록이듯, 예술가적 몽상이든 삶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연결된 ‘사사무애’의 시각화를 이야기 

내러티브로 형상화하고 변형하는 이미지를 담아내는 복합적인 미적 

기록으로 연결시켰다.

예술가의 수많은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듯 보편적인 인간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욕망과 인간 스스로의 경험을 기록하여 남기려 하는 

욕망은 전후 구분 없이 맞닿아 있다. 15세기 르네상스 문화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는 수백 년간 예술가와 

과학자를 아울러 인류의 유산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앤디워홀Andy 

Warhol의 이만매 분량의 일기와 키스 해링의 성찰적 기록은 오늘날 

미술계의 현상과 양식에 관한 탐구에 줄곧 거론되며 쓰이고 있다. 

그림 4–65 The Andy Warhol diaries , 

1991–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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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한 일상의 사유를 노트에 담아내며 이러한 방식은 내면의 

심연을 끌어올려 작업과 연관된 핵심적 이미지를 관찰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비망록 Common place book과 같이 인쇄물이나 

사진 등 스크랩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노트에 모아 개인적인 역사로 

남겨두는 유래도 있었다. 15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영수증이나 

편지 등을 꼴라쥬처럼 만들어 기록 노트용으로 보관되기도 하였다. 

17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는 수많은 텍스트의 아이디어와 인용문을 

정리할 방법으로 인덱스 개념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접근법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존 로크, 존 밀턴, 마크 아켄시드는 메타포가 언어를 

감각, 사물,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경로라고 주장했다.57) 당시 

지식인들과 교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도 전해진다. 정확한 유래는 

없지만 자서전기록 형식이나 독일의 album amicorum 이라는 개인의 

기록을 담은 책 또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7) http://www.mindisacollection.org/metaphor/

그림 4-66 존 로크의 Index, 

Courtesy Bodlei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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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amicorum Shapero rare books 

아미코럼(amicorum)은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우정의 책’이라고 

하는데 지식인들이 노트를 늘 소장하며 시의 구절이나 격언 등을 서로 

적어주기도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행처럼 번진 문화라고 한다. 

오래되고 진귀한 노트는 언제나 한 개인의 영혼이 드러나는 것처럼 

특별한 정서와 감각적 경험을 전달해준다. 메타포적 의미의 작업과 

더불어 늘 사용해온 특정 노트의 양식을 빌어 물성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생성하는 동시에 책의 메타성을 추구하였다. 일기 혹은 노트의 

형식이지만 그림책 자체의 틀을 넘어 시각적 미학을 추구함으로써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식을 벗어난 실험의 장이 된다고 생각했다.   



- 119 -

예술가 혹은 개인이 기록하는 노트는 내면의 깊이를 끌어올려 예술 

작품으로 이끄는 정서적 감정과 본성에 대한 반성적 통찰을 가져온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고통, 다름에서 느끼는 차이와 분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 비판보다는 사랑을 비난보다는 공감을 추구하려는 상태와 

가까워진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깊은 사유와 정연한 감각으로 살아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과 기록에만 그친다면 개인과의 차별 점은 가질 수 없으며 

그 길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기록하고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창작이나 작업 

자체가 아니라 인지적 성찰을 통한 깊은 반성과 성장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생과 그물론의 이행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4-68  Cornelis amicorum 1563-1569 cldufgks



- 120 -

5. 최종 작품 I

<Dear wolf ghost wind>는 아주 작은 존재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른 없는 아기 새의 검은 밤에 관한 이야기이며, 

지혜로운 토끼에 관한 이야기이다. 눈앞에 푸른 언덕을 꿈에서 매일 

달리는 갇힌 말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어린 소년이 노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매일 나를 스쳐갔던 

그들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싶었고 이제 그들 모두는 내 

상상 속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한다. 

책의 첫 시작은 누군가의 일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노트가 펼쳐져 

있고, 가위와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는 빈 의자와 책상에서 시작된다. 

목탄가루가 잔뜩 묻은 회색빛 노트에 대충 휘갈겨 그린 듯 한 사자가 

서있다. 낙서처럼 무언가를 기록해둔 듯 몇 줄의 문장들이 함께 쓰인 

지극히 평범한 노트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림 5–69 최종작품 아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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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개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갔다. 

그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궁금하여 

텍스트의 ‘내’가 누구인지, 책 속의 화자인지, 사자인지, 전지적 

시점의 관찰자인지 다소 모호하게 제시하였다. 혼란을 주는 이유는 

하나의 이어지는 단편들이 접근법에 따라 충분히 자신이 겪은 방식의 

구조로 체험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의도적 모호함은 사실상 

이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방식을 미세한 차이정도의 변화만 주어 연결시켰을 때 

그 차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차이가 지각되면 인식의 

체험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 그저 바라보는 

것(seeing)에서 주시(looking)하거나 알아채는(notice) 것으로 인식의 

선별점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림 5-70 <dear wolf ghost wind>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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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1 <dear wolf ghost wind> p6-7

장면은 전환되어 도자기 화병과 꽃, 돌상자가 평면의 구조 속에 

나열되어 있다. ‘검은 산 아래 가득히 숨어있던 붉고 푸르스름하던 

빗방울 같은 보석들’이라는 텍스트가 부여되면서 이미지에서는 그저 

나열식의 노트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산 아래 숨겨진 혹은 묻힌 보석 

같은 존재들이란 걸 결부시키게 된다. 이것은 초기 장면에 보여지는 

작은 암시 같은 것인데 이후 이어질 시퀀스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다. 

버려지고 떨고있는 

망가지고 젖어있는

주인 잃고 앙상해진

우한 하나 우산 둘 

주인을 기다려요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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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중의 이 텍스트는 잃어버린 우산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미지에 보여지는 건 단 하나의 우산도 없다. 낙서처럼 번져있고 

그리다 만 것 같은 동물과 곤충들이 서있거나 뒷모습을 보이고 지친 

모습으로 뒤를 돌아보거나 잠들어 있다. 우산이 가진 이미지 메타포는 

대상체의 전환점이 있다. 우산을 잃어버린 건 사람인데, 사람이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가는 시점이 아닌 잊혀진 우산이 주인을 찾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는 전혀 우산의 묘사를 완전히 

생략했다. 그렇다면 우산은 어떤 대상을 메타포로써 내포하고 있을까. 

이러한 지점에서 알아채는 것, 그저 보는 것이 아닌 경험은 하나의 

사건처럼 찾아오며 체험되는 것이다. 처음엔 해석의 방식이 지극히 

해프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메타포의 의미를 알아챈다면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방식의 명백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빨강

하얗게 태어나서 하양은 사라지고 

하양은 물들고 지금은 빠알간

빨갛게 흐르는 물컹이는 조약돌

이 장면에서는 제복과도 같은 모자를 쓰고 빨간 망토를 쓴 까만 얼굴의 

새한마리가 그저 웃고 있는 장면이다. 새는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구름 

아래에 서서 어딘가를 내려 보고 있다. 왜 지금은 빨강인지, 하얀색은 

왜 물들고 사라졌는지, 조약돌은 왜 물컹한지에 대한 해답은 해석하는 

독자의 몫이다. 새의 이미지와 색의 변화만을 묘사하여 현재 새가 

처해있는 상황과 세계를 접목해보면 매우 잔혹한, 혹은 대자연에 

숨겨진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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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숨겨진 메타포 속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세계를 창조한다. 텅 

빈 공간 속에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한 점의 회오리바람을 숨겨둘 

수 있는 것이다. 그저 보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게 사라지고 제거된다.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고, 볼 이유도 없었던 것들이 매일 

체험된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의 틀을 쌓기에 지극히 사사로운 체험인 

것이다. 

보기의 방식과 해석의 방식은 그것이 그림책이든 작업물 그 자체이든 

형식의 개념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작업자의 의미 있는 

행위이며 주체적인 명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다. 작업을 대하는 

태도는 세계를 보는 방식과 맞물려 있다. 그림책에서의 이미지 또한 

묘사되는 것도 재현되는 것도 아닌 표상 너머의 정신과 체험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시도를 가졌다.   

그림 5–72  최종작품 아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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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3  최종작품 아트웍

그림5–74 최종 작품 아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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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6 최종 작품 아트웍

그림 5–75 최종 작품 아트웍 변형작업



- 127 -

그림5–78 최종 작품 아트웍

그림5–79 최종 작품 아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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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0  최종작품 아트웍

그림5–81 최종 작품 아트웍



그림 5–82 최종작품 프린트 

그림 5–83 최종작품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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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4 최종작품 프린트 변형작업



- 131 -

5.1. 최종 작품 Ⅱ

『Dear wolf· ghost·wind』

그림 5–85 최종 작품 북메이킹

일상성과 생명의 그물론에 대한 발상으로 시작한 연구의 창작 

과정은 일상의 기록이 각각의 기호로써 스펙트럼으로 구분 지어져 

재배열되고 새로운 해석을 담아 일기 문학, 메뉴스크립트, 비망록 

형식의 방식들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일상성과 연결된 메타포의 형성은 

그림책의 개념으로서는 새로운 시도로써 기존의 일반적 이해양식을 

차단하고 다중 양식의 도입으로 형식과 방식의 문제를 재접근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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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물질성과 내용적 형식으로는 고대의 스크립트북이나 엠블럼 

혹은 비망록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물성의 형태는 가장 현대적이며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몰스킨 노트북의 형식을 재현했다. 

몰스킨 노트는 세계적 예술가와 작가인 피카소나 반 고흐 헤밍웨이를 

거론하며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몰스킨 공방은 사실상 사라지고 이러한 

전통과 아날로그적 예술을 살려내기 위한 밀라노의 출판업자 마리오 

바루치가 거의 흡사하게 재현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의 일상화와 메타포적 주제를 담기에 적절한 

의도와 맞물려 있었고 그림책을 대하는 첫 번째의 호기심과 ‘책’ 

자체로서가 아닌 그림책 이전의 상태, 혹은 그림책이라는 기본적 

생각들이 이러한 특성 앞에 오히려 혼돈과 모순의 영역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또한 고유한 에디션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끔 최소한의 절제된 

표지그림을 단순화시키고 색도 배제하여 별색 인쇄로 제작하였다.

그림5–86 최종작품 북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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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7 최종작품 면지 

그림5–88 최종작품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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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9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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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0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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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1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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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2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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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3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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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4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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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5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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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6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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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7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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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8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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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9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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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0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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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1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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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2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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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3 최종작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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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4 최종작품 에필로그 &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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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5 최종작품 Variation-a

그림 5–106 최종작품 Variation-b 



그림 5–107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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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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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과 논의를 통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림책 작업 『Dear 

wolf·ghost·wind』은 이미지 메타포에 대한 모색으로 경험과 이야기 

기록에 관한 내러티브의 내재를 통해 확장되었다. 의식과 무의식의 

일상과 이미지의 메타포에 관한 상관관계는 서로 작용하며 복합적인 

해석의 대상들과 교감을 통한 깊은 개인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생명의 그물이라는 주제의 이미지 메타포와 관련된 표현을 

위해 사물들의 표면 아래의 심층을 탐구하며 이미지화 하였고 복잡한 

속성들을 하나의 기록물에 텍스트와 유기적 관계를 함께 형상화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본질적 내면을 드러내고 형상화할 수 있는 끝없는 

이야기의 파편들로써 조형적 형식과 미적 실험을 탐구하는 것에 접근해 

보았다. 

또한 메타포의 속성은 철학적 의미로써는 관점의 전환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각적인 의미로는 대상체의 변화된 형상을 찾고자 했다. 

더불어 인간 정신의 변화와 본질의 탐구에 대한 이미지 형상화로써 

새로운 속성을 찾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심층 속에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접근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가져보았다. ‘예술’에서는 점진적 

진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성공’이 급속하긴 하지만 

단속적斷續的”인 까닭은‘예술’이 인간정신 중, 특히‘상상력’ 

imagination과 관계하기 때문이다.58) 라고 오타베가 서술했듯이 

그림책 예술이라는 형식은 독백 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작용하고 대화적인 구조들을 끌어들여 사실적 형식으로서는 말할 수 

없거나 표현될 수 없었던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장치이며 관계적 

내러티브의 게임과도 같은 변형방식을 주도할 수 있는 점에서 이미지 

메타포와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살펴보았다. 

48)� 오타베� 다네히사,� 예술의� 조건� 근대미학의� 경계,� 2012,� 돌베게,�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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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정되지 않고 변주하며 다중적 장치들과 연결되는 

메타포적 관점은 고정되어 있고 규범화된 이야기를 심층적이며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취한다. 그에 더해 복잡하고 난해한 코드들이 화법과 

새로운 배열로 인해 더욱 재미있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에서 상상력을 

발동시키며 복잡한 층의 시각예술의 구조도 편한 작동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관습적 표현에서 줄 수 있는 익숙하고 안전한 상태를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듯 내재된 관점을 다층적 허구의 세계를 상상하고 

창조해볼 수 있는 작동 방식으로 공존하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의미에서 문학적 은유성과 더불어 이미지 메타포는 필연적으로 

그림책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문헌조사, 아트웍 작업, 그림책 형식의 

과정으로 단계화되는 작업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부분에 집중적인 시간의 배분을 적절히 못한 점에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 또한 그림책 형식의 본문 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특수 재단과 접지법까지 적용시키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표지의 레터프레스 기법과 띠지의 별색 인쇄의 공정은 

다양한 색상과 내지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미세하지만 여러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출판물로서의 계획은 물성이 강화된 여러 방식의 실험적 접근을 

내지에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파편적이며 단편적 이야기로 정리되면서 

이미지 메타포가 응축된 내러티브와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실험은 

지양하는 것이 그림책 『Dear wolf·ghost·wind』에 적합한 콘셉트라는 

생각이 들어 초기 계획 중의 일부를 제외시켰다. 이후에도 연구주제는 

지속될 것이며 이야기를 더욱 모호한 지점이 가진 허구화와 연결시킨 

이후에는 물성적 측면을 더욱 발휘시킬 수 있는 아트북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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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재구성으로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후속 작업 또한 이미지 메타포의 연구가 더해져서 세부적 장치 

또한 더 근접하여 연구하고 싶은 바람을 지니고 있다. 여러 항목의 

심리적·정신적 의미들의 장치가 연결되고 다중적인 양식을 가지며 

비선형적 요소들의 메타포를 주제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며 세대를 

특정하지 않으며 훨씬 자유로운 구조의 특성과 함께 탐구해 가고자 

한다. 순응적이지 않은 비선형적 구조를 다층적으로 파악하고 삶과 

세계가 담긴 그림책의 관념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관점과 맥락을 

놀이처럼 이해하게 되는 도구로써 생명의 그물이라는 이미지 메타포 

연구에 접근해 보았으며 한층 의미 있는 예술의 본질과의 연결성으로 

세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탐구를 진행해나가려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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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Metaphor of 

『Dear wolf·ghost·wind』

Jisun Lee

Faculty of Design

The Gradu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how a visual device 

as a metaphor inherent in his work 『Dear wolf · ghost · wind』 

is reproduced, a story using a special art form of a picture book I 

would like to add additional research on the extensibility form of. 

It has an ongoing interest in understanding and expressing that the 

visible world comes from an invisible world, meaning the surface 

area of the things that meet between life and death ambiguous and 

complex flowing under It is meaningful to discover and understand 

attributes. These meanings are the presentation and discovery of the 

most meaningful metaphor images in this operation, and because of 

the nature of images and languages, primary meaning(tenor) and 

secondary meaning(vehicle), they have a picture book format 

extensibility. The end of the world, alchemist, existence, myth, part 

of time, truth and lie, mirror, good and evil, the first human of 

Plato. Language like unicorn, second, Cheshire cat, back of the 



moon, infinite universe, glass beads, gold wheels, life trees, dream 

time, anima, memories and emotions, in the psychological 

microcosm We interpreted and reconstruct the part of the reasons 

with these sensibilities which are displayed repeatedly or 

disappeared with vitality as an image metaphor. This conjunct of 

this ambiguous word can be a trace of chaos that connects with the 

deepest inner surface as an endlessly repeated question in my work 

and in my life. We focused on the metaphor research of "we do 

not distinguish between you" and "no boundary of things" 

commonly found in such a world. Let 's try to explore the process 

of structuring the context of the spiritual manipulation of the 

subject consciousness by firing the image with a continuous pattern 

of pieces of fragmented images combined with fragmentary stories.

In conclusion about the possibility of eventually raising the 

intrinsic inner side of human beings, I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metaphor understanding as a state that the metaphor is as uncertain 

as it can not be clearly defined It is to express the symbol of the 

deep inside of the image. Also, the story of a picture book which 

can contain a complex meaning based on their interpretation can be 

possessed by a metaphor form, a close relationship to the object to 

be discussed together as a suitable medium having special and 

unique characteristics have. Based on the treatment of important for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metaphor in the temporal and spatial 

stories inherent in the work as reflection water projecting oneself, 

the formative form and characteristics accompanying it, the 



theore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 We will try to analyze the 

stories of multilayered implications. It also has a paradigm to 

understand wide viewpoints and deep structure, approaching this 

research with significance to deeply create values for new attributes 

and deformability beyond aesthetic experiments, experience of the 

story I tried to.

Keywords : Picture book, Metaphor, Image, No Boundry, Ar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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