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미술경영학석사학위논문

국제적 관점으로 본 
이성자의 1950-60년대 판화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

서  지  원



국제적 관점으로 본 
이성자의 1950-60년대 판화 연구

지도교수 정 영 목

이 논문을 미술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

서 지 원
서지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심    철    웅  (인)
      부 위 원 장   김    진    아  (인)
      위       원   정    영    목  (인)



- i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작가 이성자의 1950-60년대 판화를 국제적 관점에서 고찰
한 연구이다. 이성자는 1951년 도불하여 2009년 작고할 때까지 프랑스
를 주 무대로 회화, 판화, 도자기, 태피스트리, 모자이크, 시화집 등 다양
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1950년대 말부터 프랑스 화단의 주목을 
받았고 1960년대에 이르면 알베르토 마넬리, 장 아르프, 소니아 들로네 
등 당대에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작가들과 대등하게 교류하며 작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이성자의 이런 활동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현대 
미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성자가 1950-60년대 프랑스 화단에서 주목받게 된 중요한 계기가 
판화였으며 프랑스 문화성, 국립조형예술센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
서 그의 판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성자의 판화가 높이 평
가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에 비해 판화 연구는 
미진하다. 또한 이성자가 프랑스 주류 화단에서 활약했음에도 지나치게 
한국성만을 강조하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에 착안
하여 이성자의 판화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앙리 고에츠,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 등의 미술 
교육을 통해 판화를 접하며 당시 프랑스 추상의 경향을 선택적으로 수용
하고 거기에 동양적 감성이 더해진 개성을 드러내 호평 받았다. 1950년
대 말 부터는 자연이라는 주제에 애정을 갖고 목판화 제작에 몰두한다.  
이 시기 파리 화단의 중요한 경향 중의 하나였던 <누벨 에콜 드 파리>
의 작가들과 교유하며 판화의 재료적 특성에 집중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기호를 발전시킨다. 
  1960년대로 넘어가면 이성자에게 있어 회화와 판화는 별개의 것이 아
니고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조형을 드러내기 위한 상호 연관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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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회화 “여성과 대지 시대”는 이성자가 한국과 프랑스 모두에게서 
지금까지도 가장 인정받은 시기인데 회화에서 중요하게 쓰인 도상이 판
화에서 선행되었음에 주목했다. 이성자는 판화를 회화의 부차적 매체로 
보지 않았으며 그가 다룬 다양한 장르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발전해 나갔다. 
  1960년대에는 <그라스 그룹>의 추상 화가들과 친교를 나누며 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깊이 공감했다. 자연 속에서 직접 재료를 선택하
면서 판화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고 가공된 목판이 아닌 자연 그대
로의 나무를 이용한 목판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모색
해 나갔다. 이러한 자세는 곧 회화에도 응용되면서 회화와 판화의 경계
가 허물어진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장르, 많은 변천을 시도한 복잡다단한 이성자의 작
품 세계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판화를 중요시하고 판화를 회화와 함께 제작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프랑스 미술사적 맥락에서 회화-판화가로서의 이성자의 활동상을 
짚어 본 것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이성자, 국제성, 목판화, 누벨 에콜 드 파리, 그라스 그룹

학  번 : 2016-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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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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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이성자, <별에 대하여 외침>, 1964, 목판화, 24x30.5 cm, 

38x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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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 라울 우박(Raoul Ubac), <돌차기 판 La Marelle>, 1958, 
점판암 조각

[도판 17] 제임스 기테(James Guitet), <구성 Composition>, 판화, 
35x65 cm

[도판 18] 이성자, <카발레로-칸 갤러리 전시회 포스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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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로제 비시에르(Roger Bissière), <구성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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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x2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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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sise』(1953-54)의 수록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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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 이성자, <초원을 위한 구성>, 1958, 목판화, 10x12.5 cm, 
15x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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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1957년
[도판 37] 이성자, <내가 아는 어머니>, 1962,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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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 이성자, <바람의 증언>, 1965, 캔버스에 유채, 146x9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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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를 위해 제작한 목판화 <생테즈(종합)>(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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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8]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1980, 실크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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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9]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1980, 캔버스에 아크

릴릭, 45x51 cm
[도판 50] <그라스 그룹(Groupe de Grasse)>의 3인, 알베르토 마넬리

(Alberto Magnelli),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장 아
르프(Jean Arp)

[도판 51] 이성자와 알베르토 마넬리,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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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2] 이성자의 투레트(Tourrettes-sur-Loup) 아틀리에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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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9] 이성자, <초월 11월 No. 2>, 1975, 캔버스에 아크릴릭, 

나무, 130x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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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 이성자(李聖子, Seundja Rhee, 
1918-2009)의 1950-60년대 판화를 국제적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이
다. 
  이성자는 1951년 도불하여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며 예술 활동을 시
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50-60년대 판화는 밀도와 완결성이 뛰
어나 회화와 더불어 프랑스 화단의 이목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프랑스 문화성(Ministère de la Culutre),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는 물론 대표적인 판화 소장 기관인 프랑
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이 이성자의 판화 작
품을 130여 점 이상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국내에서도 이성자의 판화는 2018년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포함
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4차례의 초대전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
졌다. 국내 첫 전시인 1965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함춘홀에서 열린 귀
국전에 회화 37점, 판화 40점이 전시된 것에서도 이성자가 회화만큼 판
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 국립현대미술
관(경복궁)의 《프랑스현대명화전》의 커미셔너로서 작품 선정에 관여할 
때에도 판화에 큰 비중을 두었다.1) 

1) 이성자가 1970년 진행을 맡은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의 《프랑스현대명화
전》에는 판화 100여 점과 태피스트리 20여 점이 출품되었다. 그는 “프랑스
에서 <에콜 드 파리 L’École de Paris>의 두드러진 경향인 타피스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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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성자 연구에서 판화의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성
자에게 있어 판화는 부차적인 매체가 아니었고, 작가는 그에 대한 자신
만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판화를 회화만큼 중요하게 생
각했다는 것은 1993년 직접 관여하여 펴낸 판화 카탈로그 레조네
(Seund Ja Rhee: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7-1992)
를 보아도 알 수 있다.2) 또한 이성자의 작품 14,000여 점 중에 목판 
600여 점과 판화 12,000여 점 등 판화 작품 수가 타 매체보다 훨씬 많
은 것은 그의 예술 세계에서 판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여준다. 

  일무(一無) 이성자는 1951년부터 2009년 작고할 때까지 한국과 프랑
스를 오가며 활동한 한국의 미술가이다.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나 경남 
김해, 창녕과 진주에서 학교를 다닌 이성자는 풍부한 역사적, 자연적 배
경 속에서 감수성을 키우며 자랐다. 문인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집안
의 가풍은 서예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
장 배경 속에서 이성자는 자연스럽게 미술과 문학 과목에 소질을 보였
다.3) 전쟁과 가정불화로 1951년 도불한 후, 파리의 그랑드 쇼미에르 아
카데미(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에서 앙리 고에츠(Henri 
Goetz)에게 추상을, 아틀리에 17(Atelier 17)에서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
(Stanley William Hayter)에게 판화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

여 년 전부터, 판화는 10여 년 전부터 현대미술의 확고한 영역으로 부흥해왔
다”고 말했다. 이성자, 「아름다움과 미술의 사랑과 이해」, 『조선일보』, 
1970. 3. 13.

2) Claude Bouret, Seund Ja Rhee: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7-1992 (Villenave D'Ornon: Éditions Fus-Art, 1993).

3) 국립현대미술관 편, 『탄생 100주년 기념 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국립현대미술관, 2018),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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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된다. 같은 시기 도불하였던 다른 한국 작가들이 일본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프랑스에 유학한 것과 달리 이성자는 1950년대부터 서구 
미술계와 직접 교류 활동을 펼쳐온 최초의 한국 작가로 평가 받는다.4)

  1960년대 파리 샤르팡티에 갤러리(Galerie Charpentier)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프랑스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성자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총 85여 회의 개인전과 300여 회의 
단체전을 가졌고, 작고할 때까지 프랑스 파리와 투레트
(Tourrettes-sur-Loup)에 마련한 아틀리에 은하수를 오가며 회화 
1,300여 점, 판화 12,000여 점, 도자기 500여 점을 비롯해 모자이크, 태
피스트리, 시화집 등 총 14,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1991년 프랑스 
정부 예술원으로부터 예술문화공로훈장 슈발리에장(Chevalier dans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을, 2002년에는 예술문화공로훈장 오
피시에장(Officier dans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을 받았고, 
2009년 보관문화훈장과 한불문화상(Prix Culturel France-Corée)을 수
상한다. 이처럼 이성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의 활동은 물론 한불문
화교류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이다.5)

  그 중에서도 이성자의 판화는, 판화를 독립된 예술매체로 인정하고 이
를 활발하게 제작했던 프랑스에서 크게 인정받았다. 1960년 페롱 갤러
리(Galerie Perron)에서 이성자의 작품을 주목했던 수집가 질다스 파르
델(Gildas Fardel)은 상자 안에 쌓여 있는 목판화를 보고 판화 작업을 

4) 정영목, 「여성과 대지에 이르다」, 이지은 외,『이성자, 예술과 삶』 (생각
의 나무, 2007), p. 162.

5) 정영목은 해방 이후 유럽에 정착한 첫 세대 전업 작가인 이성자가 한국과 
프랑스 현대 미술사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한 바 있다. 정영목, 「이성자-화
가란 무엇인가」, 경남도립미술관 편, 『이성자의 귀천(歸泉)』(경남도립미
술관, 200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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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도록 부추겼고,6)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대표 레이몽 나성타
(Raymond Nacenta)는 1964년 회화보다 판화 개인전을 먼저 열어 이성
자의 목판화에 주목하였다. 이에 더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 판화관장 클
로드 부레(Claude Bouret)가 이성자의 판화 카탈로그 레조네의 출판을 
맡아 이성자에게 있어 목판화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무 예찬”이자 
“대자연의 철학”이라고 호평했다.7) 이는 이성자 판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8)

2. 선행연구

  이성자의 판화에 관해 학술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많지 않고, 전반
적으로 한국적인 미의식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1965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의 귀국전 기사에서, 이경성은 파리에서 판화가로서 이성자
의 위상을,9) 류경채는 전시에 출품된 목판화의 독특한 기법을 서술하였
다.10) 이경성은 ‘전통적인 한국의 조형 형태’를, 류경채는 ‘한국적 정서
와 여성적 섬세함’을 내세워 한국성의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6) 질다스 파르델은 프랑스 문화성의 현대미술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평론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성자의 후원자가 되어 199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편지
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 갔다. 이성자는 “당신의 작품이 샤르팡티에의 성
격과 부합하니 한 번 보여 보라”는 파르델의 권유로 샤르팡티에 갤러리를 찾
게 된다. 이성자 인터뷰, 대담자 김철효, 『한국미술기록보존소 구술녹취문집 
25』(삼성문화재단, 2007), p. 155.

7) Claude Bouret, “Faire chanter le bois”, in Bouret(주 2), p. 13.
8) 클로드 부레는 작가의 시기구분에 따른 판화 작품의 양식과 기법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면서 판화를 통해 나무의 자연을 다루는 작가의 자세를 긍
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 Ibid. pp. 13-22.

9) 이경성, 「전통적인 한국의 조형형태 이성자씨의 작품전을 앞두고」, 『동아
일보』, 1965. 8. 28.

10) 류경채, 『동아일보』, 196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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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판화는 회화에 비해 공예적 특성의 부차적인 매체로 고려되어 
설명이 충분치 않다. 
  프랑스에서도 미술 평론가 조르주 부다이유(Georges Boudaille)가 “서
양에 전해진 동양의 신비”로,11) 전 파리시립근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관장 자크 라세뉴(Jacques Lassaigne)는 
“동양적인 유산에서 나오는 오묘한 성격을 간직”하였다며 동양성이 부각
된 맥락에서 평가했다.12)

  이성자의 판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3년에 출판된 판화 카탈로
그 레조네에 실린 클로드 부레의 글을 최초로 볼 수 있다.13) 부레는 이
성자가 직접 명명한 시기구분에 따른 판화 작품의 양식과 기법의 변화를 
살피는 한 편 작가가 목판화를 제작하면서 자연에 대해 깊이 성찰한 점
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에서 이성자 판화의 전 시대를 다룬 연구로는 정경원의 연구가 유
일하다.14) 정경원은 이성자에게 있어 판화가 회화의 부차적인 매체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판화의 시기별 특징과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화에 집중한 논문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60년이 넘게 프랑스를 주 무
대로 국제적으로 활동한 이성자를 한국 판화사적 측면으로 한정하여 고
찰한 점이 아쉽다. 
  김이순은 1950-60년대 유화와 목판화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
을 주제로 조형적 발전을 이어나갔다고 주장한다.15) 작품과 고가구, 화
11) Georges Boudaille, “La Quinzaine des arts géometrie et humanisme”, 

Les Lettres Françaises, April 1964.
12) 자크 라세뉴, 「국립현대미술관 이성자 초대전에 부쳐」, 『국립현대미술관 

원로작가 초대전(이성자)』(국립현대미술관, 1978).
13) Bouret(주 7).
14) 정경원, 「이성자의 판화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3).
15) 김이순, 「자연을 찬미함: 모성과 그리움의 이중주-이성자의 195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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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다식판 등을 연관시켜 작가의 동양적인 감수성을 부각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도 대부분 이성자의 판화를 한국적인 미의식과 연
관 짓고 있다. 이성자에게 있어 한국적 정체성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였
으나 그가 평생 프랑스를 주 무대로 국제적으로 활약한 점을 고려하면 
단선적인 평가에 그쳤다.

  심은록은 처음으로 작가의 세분화된 판화 시대 구분에 따라 작품을 소
개한다.16) 특히 1977년 이후의 판화를 고찰하며 이성자와 시인 미셸 뷔
토르(Michel Butor)와의 협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작가와 오랜 기간 
협업했던 뷔토르는 자연의 결대로 자른 목판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판화
제작 전 과정을 스스로 해내는 작가의 태도에 존경의 뜻을 표했다.17) 
이러한 시도는 이성자 판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모든 장르와 
전 시대를 다루다보니 구체적인 작품 분석의 수가 적어 아쉬움을 남긴
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판화를 중요한 예술매체로 간주해왔고 그러한 환
경에서 미술을 배우고 작품 활동을 했던 이성자에게 있어 판화는,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게 한 시발점이자 그가 평생을 천착하며 자부심을 가졌
던 매체였다. 

  판화를 다루진 않았으나, 이 시기의 이성자 작업에 대해 국제적인 관
점에서 접근한 몇몇의 연구가 있다. 
  정영목은 이성자의 1950-60년대 회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당대 

대 유화와 목판화를 중심으로」, 『미술평단』108호(2013),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pp. 28-43.

16) 심은록, 『이성자의 미술』 (미술문화, 2018).
17) 미셸 뷔토르 인터뷰 (뷔토르의 아틀리에 ‘오 장티포드(Aux Antipodes)’, 

파리, 2008. 10. 12.). 



- 7 -

프랑스 추상 화가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18) 그는 이성자가 전후 
추상회화의 경향은 물론 시적 서정성이 풍부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였
던 경향에 주목해 다양한 유럽의 미술조류와 관계했음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추상회화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는 이성자의 
1950년대 초기작을 발전 단계별로 고찰하여 활동 초반기에 고에츠로부
터 받은 미술 교육과 교류한 작가들 간의 관계를 조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19) 여기에서도 프랑스 추상 화가들과 이성자의 작품 간 조형적 
유사성을 살핀 바 있다.
  전유신은 1950-70년대 한국 미술가들의 프랑스 진출 양상을 분석하
여 한국미술사를 국제적인 지평에서 고찰하면서,20) 도불 직후 이성자의 
활동상을 김환기와 비교한다. 그는 두 작가가 ‘바젠느 그룹(Bazaine 
Group)’의 전통과 자연이라는 요소를 각자의 방식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고 보았다.21)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자의 활동상에 집중해 바젠느 그룹
과 밀접히 관계하던 앙리 고에츠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22) 두 사람의 
연구는 이성자의 활동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당시 프랑스 작가
들과 이성자 작품 간 조형적 관계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18) 정영목(주 4), pp. 162-191.
19) 정영목, 「이성자: 초기작품 시기」,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3), pp. 28-37.
20) 전유신, 「프랑스 미술과의 관계를 통해 본 전후 한국미술 - 한국 미술가

들의 프랑스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21) 전유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미술의 한 조류를 설명하기 위해 

미셸 콘(Michele C. Cone)이 저서 『프랑스의 모더니즘들(French 
modernisms)』에서 사용한 용어 ‘바젠느 그룹’을 가져왔다. Michele C. 
Cone, French Modernisms: Perspectives on Art before, during, and after 
Vich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6, 전유신(주 20)에서 재인용.

22) 전유신, 「프랑스 미술과의 관계를 통해 본 이성자의 작업 - 에콜 드 파리
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편,『이성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학술행사』 (국립현대미술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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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록은 마넬리 미술관(Musée Magnelli) 관장 산드라 베나드레티-
펠라르(Sandra Benadretti-Pellard)와의 인터뷰를 통해 1960년대 초 이
성자가 알베르토 마넬리(Alberto Magnelli), 장 아르프(Jean Arp), 소니
아 들로네(Sonia Delaunay)와 자주 만나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언급하는
데,23) 여기에서 당시 이성자가 프랑스 화단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이 구
체적으로 드러난다.
  기존의 연구는 이성자의 1950년대 작업이 당시 프랑스 미술 조류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당시 현지 화가들의 작품 양상을 살
피고 이를 1950-60년대 이성자의 판화와 비교 분석하여 국제적 맥락에
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판화와 회화 간의 연관관계에 주목해 이성
자의 작품세계를 한층 입체적인 시선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회화에 비해 간과되었던 이성자 판화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다양한 장르
를 다뤘던 복잡다단한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의를 
갖는다. 

3. 시대적 배경

  유럽에서 판화는 전통적으로 회화와 동등한 위상의 예술 매체로 인식
되었다. 특히 19세기 사진이 발명된 이후 ‘복제 판화(Reproductions)’와
는 구별된 순수 창작 목적의 판화 작품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판화 협회가 설립되고 판화 전시가 활발하게 열렸다.24) 판화를 창작 목

23) 심은록(주 16).
24) 19세기 파리에는 1862년 <부식 동판화가 협회 La Société des 

aquafortistes>, 1882년 <프랑스 석판화가 협회 La Société des artistes 
lithographes français>, 1888년 <원본 판화 협회 La Société de l'esta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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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앞세운 장르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19세기 말 ‘원본 판화(Estampe 
originale)’나,25) ‘회화-판화가(Peintre-graveur)’도 작가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26) 
  20세기에 들어서 입체파 화가들은 물론 다다, 초현실주의, <에콜 드 
파리 L'École de Paris> 등 프랑스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던 작가들이 앙브루아즈 볼라르(Ambroise Vollard)를 필두로 한 출
판업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활발하게 판화를 제작했다.27) 판화 

originale>, 1889년 <프랑스 회화-판화가 협회 La Société des 
peintres-graveurs français>가 잇따라 조직되었다. 협회의 설립과 함께  판
화집이 출판되고 관련 전시가 개최되었다. Phillip Dennis Cate, “Prints 
Abound: Paris in the 1890s”, in Phillip Dennis Cate et al., Prints 
Abound: Paris in the 1890s- From the Collections of Virginia and Ira 
Jackson and the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2000), p. 16.

25)  ‘원본 판화’는 작가가 디자인, 음각, 인쇄의 전 판화 제작 과정에 관여하여 
완성한 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의미한다. 1888년 <원본 판화 협회>의 설립
과 함께 장인이 거장의 예술 작품을 판화로 복제해 내는 실용적 목적의 ‘복
제 판화(Reproductions)’와 작가 스스로 제작하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원본 
판화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 작품으로써 판화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의 
위상을 높여 주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한정 부수 개념을 도입하여 서명과 
일련번호가 있는 판화 작품만을 인정하는 등  ‘원본 판화’의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도 하였다. Fleur Roos Rosa de Carvalho and Marje Vellekoop, La 
Gravure à Paris: Une Rage fin de siècle (Bruxelles: Éditions Fonds 
Mercator, 2013), pp. 15-16.

26) ‘회화-판화가’는 원본 판화를 제작하는 판화가들을 일컫는 용어였다. 그러
나 20세기 판화 창작을 시작하였던 회화 작가들이 스스로를 ‘회화-판화가’로 
명명하면서 ‘예술 창작을 목적으로 판화를 제작하는 회화 작가들’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Michel Melot, L'Estampe 
impressioniste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1974), p. 263.

27) 볼라르가 대중은 물론 판화를 매체로 다루지 않았던 회화 작가들을 판화 
작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20세기 전반기 판화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를 만든다. 그는 세잔(Paul Cézanne), 르누아르(Auguste Renoir), 드가
(Edgar Degas), 고갱(Paul Gauguin),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팡탱-라투르(Henri Fantin-Latour), 르동(Odilon 
Redon) 등에게 판화 제작을 권했고, 피카소(Pablo Picasso), 브라크
(Georges Braque), 마티스(Henri Matisse), 보나르(Pierre Bonnard), 마쏭
(André Masson) 등의 석판화집과 동판화집을 출판하였다. Jean Adhé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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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있어 그림책이나 화집은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였는데, “야수파와 
입체파의 판화 작품은 책이 아니었다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많은 작가들이 출판을 목적으로 판화를 제작하였다.28) 
지속적으로 판화를 실험하고 회화, 조각과 병행했던 피카소(Pablo 
Picasso)와 같은 화가들은 차세대의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중 독일 출신 작가들은 목판화를 주로 제작하였다.29) 이들은 나무
라는 재료의 ‘표현력’에 집중했는데,30)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e)의 영
향으로 고대의 풍속적인 예술 작품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당시의 경향과 
맞물려, 나무가 주는 원시적인 느낌과 나무를 파내는 장인적인 접근 방
식을 활용하여 판화를 제작하고자 하였다.31)

  파리에서는 우키요에(浮世絵)의 영향으로 목판 매체의 사용이 유행했
다.32) 우키요에는 일본 에도 시대(江戶, 1603-1867)에 서민 계층에서 

La Gravure originale au XXè siècle (Paris: Éditions Somogy, 1967), p. 
176; Christopher Drake and Ambroise Vollard, Ambroise Vollard, Editeur. 
Les Peintres-Graveurs, 1895-1913 (London: Agnew's & Sons Limited, 
1991) 참고.

28) Riva Castleman, Prints of the 20th Century: A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 12.

29) Ibid. p. 11. 
30) Herta Wescher, “Les Gravures dans les expositions”, Cimaise, 1954.
31) Roger Avermaete, La Gravure sur bois moderne de l'occident 

(Lichtenstein: Quarto Press, 1977), p. 20.
32) ‘우키요에’는 19세기 중반 동양을 방문한 여행가들의 유물 경매 및 네덜란

드의 미술 시장을 시작으로 1850년대 이후 파리의 상점들을 통해 유통되면
서, 문학 작가들과 비평가들을 통해 미술계로 전파되었다. 미술 비평가 에드
몽 드 공쿠르(Edmond de Goncourt)가 발간한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
麿),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판화집이나, 수집가 지그프리트 빙
(Siegfried Bing)이 편집한 월간 『예술의 일본 Le Japon artistique』
(1888-1891) 등 프랑스에서 출간된 일본 관련 서적들과 이에 삽입되어 있
던 일본 근대 판화가들의 작품집이 유통되었다. 1890년 에콜 데 보자르
(L'École des Beaux-Arts)에서 열린 《일본판화 Gravure japonais》전은 
대중에게도 우키요에를 알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Siegfried Wichmann, 
Japonisme: The Japanese Influence on Western Art Since 1858 (London:  
Thames & Hudson, 1981); Philippe le Stum, “Une Leçon japonais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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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 풍속화 중의 하나로 선명한 선과 간결한 채색을 특징으로 하는 
목판화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목판화 부흥에는 스위스가 크게 역할 했
다. 1953년 취리히(Zürich)에서 국제목판화협회 <자일롱 Xylon>이 창
립되었다. 이들은 거친 마티에르 등 15세기 목판화에서 중시한 가치를 
판화에 담아내고자 했다.33) 흑백 판화는 지나치게 어두운 느낌을 준다
고 생각해 채색 목판화를 장려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목판화의 강렬한 
표현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4) 

  1950년대 파리에서도 판화 시장이 성행하고 교육 환경이 확장되면서  
판화는 새로운 창조 방식을 갈망하던 젊은 작가들의 주목을 받았다.35) 
이들은 회화와는 다른 판화의 표현적 특성 외에도 그 제작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는 등 판화 매체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실험하며 창작 활동을 
펼쳤다.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품을 제작한 것도 당시의 특징이었
다.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매체를 다루고 ‘실

Gravure sur bois en couleurs en France, 1889-1939”, Ebisu: Études 
japonaises 51(2014) 참고; 우키요에를 비롯한 일본의 문물과 풍속으로부터 
이국 취미적이고 자연주의적 모티프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을 ‘자포니즘
(Japonisme)’이라고 하는데, 일본 미술에서 얻은 모티프를 다양한 형태로 조
형 예술에 응용하여 새로운 시각적인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포니
즘은 프랑스에서 빠르게 소화되었으며 1860년경부터 약 반 세기 가량 유럽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馬渕明子, 『자포니슴: 환상의 일본 ジャポニスム―幻
想の日本』(2004), 최유경 옮김(제이앤씨, 2004), p. 8.

33) Adhémar(주 27), p. 187.
34) 이성자는 국제목판화협회 <자일롱>의 전시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다

(1965, 1982, 1984, 1985년).
35) 미술가 로제 보디에(Roger Bordier)는 1954년 『오늘의 미술 Art 

d’Aujourd’hui』에 기고한 글에서 예술 매체로서 판화가 다양한 경향으로 소
개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Roger Bordier, “Gravures”, 
Art d'Aujourd'hui, May-June 1954; André Bloc, Pierre Faucheux and 
Edgar Pillet, “Cinquante années de gravure”, Art d'Aujourd'hui, 
April-May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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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과정이었다.36) 자연히 판화와 회화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형적 유사성을 보였다.37) 
  이러한 시류에 힘입어 판화 출판사와 상업 갤러리들이 파리를 중심으
로 대거 문을 열었다.38) 과거 판화 수집가들이 판화 작품을 상자에 넣
어 보관했던 것과는 달리 회화와 마찬가지로 액자에 넣어 한 점씩 판매
했다.39) 미술관과 대학에서도 전시 및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판화를 다
수 구입했다.40) 이처럼 1950년대 파리에서 판화는, 작가들에게 각광받
는 예술매체로 자리 잡았다. 

36) Léon Degand, “L'Artiste et l'artisan”, Art d'Aujourd'hui, April 1950.
37) Pierre Descargues, “Méfions - Nous des graveurs et pourtant...”, Art 

d'Aujourd'hui, April 1950.
38) 1950년대 파리의 미술관에서는 30여 개가 넘는 판화 전시를 열었다. 당시 

파리에서 매년 열리던 《앙데팡당전 Salon des indépendents》, 《레알리테 
누벨전 Salon des réalités nouvelles》등의 살롱전에 판화 분야가 마련되어 
있었음은 물론, 파리시립근대미술관에서는 1952년《새로운 세대의 현대 판
화전 La Jeune gravure contemporaine)》을 열어 다양한 경향의 판화 작품
을 폭넓게 소개하였다. 파리의 국립조형예술센터는 판화 제작을 장려하기 위
하여 국가 차원의 출판 사업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파리에는 판화 
출판사만 87개에 이르게 된다. Adhémar(주 27), p. 233.

39) Henri Goetz, Ma Vie, mes amis (Paris: Climats, 2001).
40) Bernard Gheerbrant, À La Hune: Histoire d'une librairie-galerie à 

Saint-Germain-des-Prés (Paris: Adam Biro, 1988), pp.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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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50년대: 조형 탐색기

  이성자는 1935년에서 1938년까지 일본의 짓센여자대학(實踐女子大
學)에서 가정학을 공부했다. 섬유학·물리·화학·영양학·보건학·미학·미술
사·건축·실내장치 등의 가정학과 전공과목과 함께 부전공으로 요리·재봉·
음악·예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41) 당시 접한 미술사, 
미학, 건축 관련한 예술 수업은 그로 하여금 조형(造形)에 대한 기본 의
식을 심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6·25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도불하여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에서 불어를 익혔다.42) 이후 1953년 짓센여자대학
에서 배운 가정학과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의상 디자인 학교에 입학했
다. 이때 이성자가 회화에 재능이 있다고 확신한 학교장의 권유로 같은 
해 순수 미술을 가르치는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된
다.43)

41) 이성자, 「파리(巴里)에 꽃핀 동양(東洋)의 시(詩)」, 『여원(女苑)』, 
1965. 11; 이성자의 일본 짓센여자대학 가정학과 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코즈마 카오루, 「이성자의 일본 학생 시절에 대하여」, 국립
현대미술관 편(주 3), pp. 14-19를 참고.

42) 이성자(주 6), p. 123. 
43)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는 1904년 설립된 프랑스 파리의 사설 미술 교

육 기관으로, 앙투안 부르델(Antoine Bourdelle),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 등이 학생들을 지도했고, 대표적으로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칼더(Alexander Calder), 장 폴 
리오펠(Jean-Paul Riopelle),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등이 다녔다. 
1950년대에는 이브 브라예, 앙리 고에츠, 오십 자드킨(Ossip Zadkine) 등이 
교육자로 있었으며, 이성자를 포함하여 권옥연, 김종하, 김흥수, 나희균, 남
관, 박영선, 이세득, 장두건 등 9명의 도불 작가들이 이 곳에서 수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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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자는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이브 브라예(Yves Brayer)로
부터 구상 회화를 배웠고 이후 고에츠의 수업 방식에 매력을 느껴 그의 
수업에 집중한다.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은 지 일 년 만에 고에츠 아틀
리에의 조교로 발탁되어 2년 간 함께 일하고, 같은 전시에 참가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44)

  앙리 고에츠는 이성자가 파리 화단에 진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고에츠는 학생들이 남의 화풍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구현해 내도록 독려했다.45) 창작에 도움이 된다면 종
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한 교육관에 힘입어 이성자는 고에츠에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에
게 맞는 조형과 매체를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인 작가의 길을 갈 수 있
었다. 
  1956년 파리시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국립미술협회전 Société 
Nationale des Beaux-Arts》에서 비평가 조르주 부다이유의 주목을 받
아 『레 레트르 프랑세즈 Les Lettres Françaises』에 소개되며 본격적

44) 이성자의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알리는 계기가 된 활동 초기의 많은 전시
가 고에츠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에츠와 이성자의 지속적인 교우관계
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1956년 《앙데팡당전》은 물론 같은 해 고에츠 화실
의 학생들이 고에츠의 신념에 따라서 파리 생 제르맹 데 프레
(Saint-Germain-des-Prés)의 갤러리에서 연 무료 합동전에도 참여하였다. 
1957년 2월 파리의 부아옐 갤러리(Galerie Voyelles)에서 열린 《고에츠 화
실의 7인 화가전 7 Peintres de l’Atelier Goetz》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전시에 대한 평은『르몽드 Le Monde』,『라르 드 파리 L'Art de Paris』등
의 주요 일간지에 실렸다. 이성자는 파리 첫 개인전인 1958년 라라 뱅시 갤
러리(Galerie Lara Vincy)에서의 전시 역시 고에츠의 전속 화상이 소개해 준 
것이 컸다고 회고한다. 이성자(주 6), p. 256.

45) “거츠 선생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질 않애. [...]아카데미 그 선생이 거
기 3개(인)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라고 생각을 않애. 자기 그린대로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의 개성을 봐서 이렇게 협조를 해줬다고. 그 선생, 여기 선생
들은 우리, 배우질, 가르치지는 않 합니다. 처음부터 가르치진 않애.” Ibid.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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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리 화단에 데뷔한다.46) 같은 해 친구의 소개로 르 퓌이(Le Puy)
에 있는 기요메 갤러리(Galerie Guillaumet)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47) 
1958년에는 파리 라라 뱅시 갤러리(Galerie Lara Vincy)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일찍이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이성자는 1956년 
발로리스(Vallauris)에 사는 로베르(Robert Pérot)와 미슐린 페로
(Micheline Pérot) 부부로부터 도예를, 1957년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의 
아틀리에 17에서 판화를 배웠다. 그러나 금속판을 위주로 한 날카로운 
질감과 화학 처리 등을 거치는 복잡한 부식 판화의 공정에는 크게 흥미
를 느끼지 못했다.48)

  이처럼 이성자는 작업 초기 단계부터 회화, 판화, 도자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49) 그의 판화는 회화만큼 이른 시기인 1955년부터 제
작됐다는 기록이 있다.50) 이 중에서도 회화와 판화는 거의 한 해도 빠
46) “르 살롱에 처음 50호. 집 앞의 겨울 풍경. 방 안에서 그린 것. 빛깔이 똑

같지 않아도 하고 싶은 대로. 혼자 당선되어서 살롱 입구에 걸렸어. 개성 있
다고 신문에 났어. 이게 날 결정했어. 사실화할 적에.” 이성자 인터뷰, 대담
자 정영목, 강영주, 이지은, 심상용 (아틀리에 은하수, 투레트, 2006. 6. 
25.-29.); Les Lettres Françaises, 19 April 1956.

47)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3), p. 223.
48) “내가 하이텔 실에서 판화를 배웠다구. 그런데 그 내한테 체질에 안 맞아. 

쇠가 내한테 체질에 안 맞아. [...]화학적인 유리, 플라스틱은 더욱...자연산 
그기 내 체질에 맞지...” 이성자(주 6), p. 187.

49)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만 그리지. 내가 화가가 되겠다면 그림만 그리지. 
근데 사회에 나와서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면…물질에 흥미가 있어야 
돼. 현대 예술가는 그림만 한다고. 그림만 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구. 너무 가
까이 음악도 가깝게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데가 많고, 건물도 새로운 건물
이 자꾸 생기고, 문학도 새로운 문학이 다 하니까 그런거다. 그게 전체가 예
술이라고.” Ibid. p. 317.

50) 클로드 부레는 이성자가 단순한 제작 기법으로써 판화를 발견한 것이 
1955년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Bouret(주 7); 이후 이성자는 파리에서 함
께 공부하던 친구 로돌프 뷔시(Rodolphe Buchi)가 목판화로 전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 목판화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판화를 하고 싶은데 동판화는 그렇게 질감이 안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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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없이 다루며 많은 숫자의 작품을 남긴다. 판화의 전개를 시기별로 나
눈 것을 보면 “대지 시대”(1957-63), “나무의 자유 시대”(1963-72), 
“도시 시대”(1972-76), “투명한 대기 시대”(1977-81), “나무의 변신 
시대”(1982-87), “롤러의 출현 시대”(1988-92) 그리고 “목판화와 시 
시대”(1993-2008)로 분류된다.51) 이러한 일련의 시기별 명칭은 이성자
가 직접 명명한 것이었다. 회화만이 아니라 판화에도 다양한 시대가 이
름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 판화가 회화 못지않은 중요한 매
체였음을 알 수 있다.52) 

고…로돌프 (뷔시) 씨가 판화가 문제가 없으니 자기가 한다고…그래서 자기 
집에…내가 갔다. 근게 하는 것 본께네 나무, 나무에다 파는데 재미날 것 같
애…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 날 집에서 파봤다고. 재미가 나는 기라. 근게 
내 가서 세**에 가서 칼 사고, 나무 사고 그걸 내가 팠다고.” 이성자(주 6), 
pp. 268-269;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판화는 <1958년 새해>(1957)이다. 

51) 1993년 출판한 이성자 판화 카탈로그 레조네는 판화를 “대지 시대” 
(1957-63), “나무의 자유 시대”(1963-72), “도시 시대”(1972-76), “투명
한 대기 시대”(1977-81), “나무의 변신 시대”(1982-87), “롤러의 출현 시
대”(1988-92)로 분류하였다. 이성자기념사업회는 카탈로그 레조네의 시기 
구분 방식을 따르되 1993년 이후의 판화는 “목판화와 시 시대” 
(1993-2008)로 명명, 이성자 판화의 시대 분류를 완성하였다.

52) 1985년 열화당에서 펴낸 이성자 화집에서 이성자는 자신의 회화 작품을 
“구상작업”(1956), “추상작업”(1956-58), “여성과 대지”(1958-68), “중복시
대”(1968-71), “도시”(1971-74), “음과 양, 초월”(1974-76), 
“숲”(1977-78), “산, 바다”(1978-79), “뚜레뜨의 밤”(1979-80), “극지로 
가는 길”(1980-85)로 분류하였다. 유홍준 편, 『이성자』(열화당, 1985) 참
고; 이후 이성자기념사업회는 “구상 시대”(1954-56), “추상 시
대”(1957-60), “여성과 대지 시대”(1960-68), “중복 시대”(1969-71), “도
시 시대”(1972-74), “음과 양, 초월 시대”(1975-76), “자연 시
대”(1977-79),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시대”(1980-94), “우주 시
대”(1995-2008)로 분류하였는데, 이 역시 이성자가 관여한 것이다.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과천)에서 열린 《탄생 100주년 기념, 이성자: 지구 반대편
으로 가는 길》전에서 역시 이성자기념사업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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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앙리 고에츠의 영향

  이성자가 고에츠를 만난 것은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였다.53) 
이브 브라예에게 구상화를 배운 이성자는 앙리 고에츠의 현대적인 추상 
미술을 접하고 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54) 고에츠는 이성자의 
회화뿐만 아니라 판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38년부터 부인 크리스틴 부메스터(Christine Boumeester)로부
터 석판화와 동판 에칭에 대한 기본적인 판화 기술을 습득했다.55) 1949
년부터는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며 큰 규격의 판화를 제작했다.56) 

53) 앙리 고에츠(Henri Goetz, 1909-1989)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보스턴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하버드(Harvard)에서 수학한 뒤 뉴욕 그랜
드 센트럴 미술학교(Grand Central Art School)에서 미술을 배웠다. 1930년 
도불하여 몽파르나스에 위치한 미술 아카데미와 여러 미술가들 사이에서 생
활하였다.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 줄리앙 아카데미(Académie Julian), 콜
라로시 아카데미(Académie Colarossi) 등에서 배웠다. 1940년대 이전에는 
초현실주의자들과 교류하였고, 이후 비구상 미술의 오랜 흐름을 함께 했다. 
아르퉁(Hans Hartung), 미로(Joan Miro), 비에이라 다 실바(Maria Helena 
Vieira da Silva), 슈나이더(Gérard Schneider), 드 스탈(Nicolas de Staël), 
피카비아(Francis Picabia),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뒤샹(Marcel 
Duchamp), 피카소, 마넬리, 아르프 등과 친분을 쌓았다. Christian Tisari, 
“Henri Goetz”, in Henri Goetz, L'Oeuvre gravé de Henri Goetz 
1940-1972 (Stokholm: Éditions Sonet, 1973), pp. 6-7.

54) 이성자는 당시 “앙리 거츠가 추상화에 제일 좋은 선생”이라는 이야기를 듣
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 3년 간 추상미술을 배웠음을 회고한 바 있다. 이성자 
(주 6), p. 125.

55) 고에츠는 네덜란드 헤이그(Hague)의 보자르 아카데미에서 다년간 판화 교
육을 받은 부메스터와 함께 1942년 조르주 휴네(Georges Hugnet)의 『쉬운 
여자(La Femme facile)』의 삽화를 제작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판화 작업
을 시작하였다. Michel Melot, “Henri Goetz et la gravure (le procédé au 
carborundum)”, in Bernard Dorival et al., Henri Goetz: Peinture - pastel 
- dessin - gravure 1930/1980 (Pollenza: La Nuova Foglio, 1981), p. 
155.

56) 고에츠는 동판 에칭, 애쿼틴트, 메조틴트, 드라이포인트, 소프트그라운드, 
리놀륨 판화 등을 익혔고 더 나아가 이 기법들을 혼용하여 작업하거나 납, 
포마이카 등의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판화를 제작하였다. 1968년에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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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츠는 1951-55년 랑송 아카데미(Académie Ranson)에서,57) 1955
년부터는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미술학도를 위한 2개의 아틀리
에 수업과 아마추어를 위한 수업을 병행하면서 회화를 가르쳤다.58)   
1950년대 당시에 이미 유행하던 판화 기법 대부분을 익혔고 새로운 판
화 기법까지 개발했던 그는 1965년 고에츠 아카데미(Académie Goetz)
를 설립해 정식으로 판화를 가르치기도 한다.59) 고에츠는 판화 제작 과
정이나 새로운 판화 기법 등을 동료 작가들과 학생들에게 시연해주고 가
르치는 등 매우 개방적인 교육 방식을 선보였다.60) 
  고에츠가 참여했던 <그라피 Graphies> 그룹의 작가들은 구리, 석고, 
점판암, 유리 등 다양한 매체를 판화에 실험하고자 했다.61) 그들은 복제 
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예술 매체로 판화를 다루었다.62) 
  그가 판화를 중요한 매체로 여겼던 이유는 재료와 기법의 실험을 통한 

스로 ‘카보런덤(Carborundum) 에칭’ 기법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Bernard 
Dorival, “Un Artiste secret: Goetz”, in Dorival et al.(주 55), p. 12.

57) Frédéric Nocera, Henri Goetz, Catalogue raisonné: Peintures, oeuvres 
sur papier (Paris: Éditions Garnier Nocera, 2001), p. 170.

58) Stanko Josimov, “L'Oeuvre gravé de Henri Goetz 1909-1989” (M. S. 
Thesis, Université Paris IV - Sorbonne, 2016), p. 103.

59) 고에츠가 1965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판화를 가르쳤던 이유는 그가 스스
로 “진정한 판화가로서 필요한 방법론적인 기질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
이다. Ibid. p. 108.

60) Ibid. p. 111.
61) <그라피> 그룹은 1949년 회화가, 조각가들 중에서도 판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여 조직하였다. 작가의 미적 가치, 연구 주제, 소속, 나이
의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의 판화 작업을 도와주고 함께 전시함으로써 판화
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고에츠와 부메스터를 비롯하여, 플
로콩(Albert Flocon), 카스텔(Roger Chastel), 포트리에(Jean Fautrier), 리
시에(Germaine Richier), 달빗(Oskar Dalvit), 베르톨(Jean Bertholle), 르 
모알(Jean Le Moal), 생지에(Gustave Singier), 우박(Raoul Ubac), 마티유
(Georges Mathieu), 프리들랜더(Johnny Friedlaender), 자오우키(Zao 
Wou-Ki), 아르퉁 등이 모여 함께 판화를 제작하였다. Descargues(주 37).

62) 그 중에서도 고에츠는 에디션을 100개 이상 제작하지 않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작품의 에디션은 주로 10개 미만이었다. 고에츠가 판화를 단순한 회
화의 복제본으로 치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Josimov(주 58),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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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63) 고에츠는 작
업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그 순간 자신의 느낌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
진 매체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64) 거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실
험’에 있었다. 고에츠는 판화가 제작 과정을 일일이 쌓아 비축해 두는 
저장소와도 같이,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복합적인 표현을 제공한다고 느
꼈다.65) 계획한 것과 인쇄된 결과 모두 작품이 되고, 작품의 모든 에디
션은 각자 다른 지점에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고에츠는 표현 
방식이 강렬한 판화를 사용하여 기호와 형태 등의 시각 언어를 유화나 
파스텔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했다. 
  판화를 통한 예술 실험들은 그의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자극은 
결과적으로 회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조형세계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
가 미술잡지 『오늘의 미술 Art d'Aujourd'hui』에서 판화의 장점이 ‘회
화에 자유의 길을 펴주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66) 두 매체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양식을 단순하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했다. 고에츠가 판화를 통해 회화에 영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성자도 판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성자의 판화 초
기작에는 특히 판화의 끌 모양과 원색의 강렬한 색채가 드러나는데, 이
러한 점은 후에 그의 회화 작품의 긋기, 찍기 등의 다채로운 표현을 가
63) 고에츠는 『오늘의 미술』에 기고한 글에서 판화의 즉흥적인 매력을 논하

기도 하였다: “예술 창조에 있어서 ‘오토마티즘(Automatisme)’ 등이 추구하
는 즉흥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작품을 제작하는 중에 새로운 규율을 만들
고, 실수가 새로운 사실이 된다. [...]가능한 모든 (판화)기술 방식을 사용한
다. [...]새로움을 위해 인쇄 중에 종이를 당기거나 하면, 우연한 그림이 나온
다. 성공적으로 인쇄돼지 못한 작품도 잘 나온 작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판화를 통해)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Henri Goetz, “Improvisation de la 
gravure”, Art d'Aujourd'hui, April 1950; Gérald Gassiot-Talabot, “L'Ordre 
subtil des signes”, in Dorival et al.(주 55), p. 98.

64) Nocera(주 57), p. 184.
65) Melot(주 55), p. 151.
66) Goetz(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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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 원동력이 된다.

  이성자와 고에츠 판화에 드러난 형식적 유사성은 이성자의 1958년작 
판화 <파리 라라 뱅시 갤러리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구성>[도판 1]과 
앙리 고에츠의 1953년작 소프트 그라운드 에칭 작업[도판 2]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원과 화면을 가로지
르는 곡선과 전체적인 구도가 유사한 형식을 띤다. 특히 원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여러 겹의 선 표현은 두 작품에서 매우 흡사하게 보여진다. 이
러한 곡선의 사용은 고에츠가 화면을 구성할 때 리듬감과 긴장감을 조성
하기 위해 썼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이성자의 <1958년 새해>(1957)[도판 3]는 카탈로그 레조네에 수록
된 첫 번째 판화 작품으로, 거친 목판의 질감과 강렬한 색채와 더불어 
사각형, 원 등의 기본적인 조형의 등장을 암시하는 듯한 구성을 선보인
다. 사각형 속에 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형태는 1950년대 초 고에
츠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성이었다. 종이에 파스텔로 그린 고에
츠의 1954년작 <무제>[도판 4]가 그 예이다. 제작 매체나 화면의 비율
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내부 조형 구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각형 안의 
원이 화면의 중심을 채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에츠에게 기본적 
조형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변주되며 등장하는 것처럼, 1950년대 말 이
성자의 판화 속에 드러나는 기호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판화 제작 과정이나 그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
인다. 이성자는 손이 닿지 않은 자연에 시간을 들여 흔적을 남기는 과
정, 품을 들이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노동 과정을 판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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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매력으로 꼽았다. 이는 당시의 많은 프랑스 판화가들이 공감하는 판
화의 장점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고에츠는 판화 제작의 긴 과정에 흥미
를 느끼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결과를 얻기 위
해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했고, 길고 복잡한 기술적 과
정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67) 이러한 점이 집요하게 인내하고 시간을 
들인 표현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이성자의 판화와는 차이가 있다.

2. 아틀리에 17에서의 경험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는 1950년대 파리의 명망 있는 판화가이자 판화 
교육자였다. 헤이터의 아틀리에 17은 당시 파리의 독보적인 판화 공방으
로, 예술 매체로서 판화의 위상을 높이고 회화-판화가들의 활동을 장려
하는 곳이었다.68) 
  아틀리에 17은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판화를 배우는 장소임과 동시
에 그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소였다.69) 헤이터와 함께 작업한 

67) Jean-Pierre Geay, “Henri Goetz”, in Henri Goetz and Jean-Pierre Geay 
eds., Henri Goetz 1909-1989: Retrospective (Paris: Éditions Garnier 
Nocera, 1995), p. 16.

68) ‘아틀리에 17’은 1927년 판화 제작 워크샵으로 출발하여 20세기 파리에서 
가장 독보적인 판화 공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틀리에 17은 전통 판화 기법
을 응용하고자 시도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의 판화를 실험하고 개발하
였다.  1940년 제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뉴욕으로 거점을 옮겼다가, 1950년 
다시 파리에 문을 열어 1988년까지 운영되었다. 회화-판화가들의 활동을 장
려하여 예술 매체로서 판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다. Stanley William Hayter, New Ways of Gravure (New York: Pantheon, 
1949), p. 213; Julia Beaumont-Jones, “Studios of Paris: Stanley Jones 
on Hayter, Paris and Atelier Patris, 1956-58”, Art in Print, 
Septeber-October 2012, 2:3, p. 18.

69) Joann Moser, Atelier 17: A 50th Anniversary Retrospectiv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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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Joan Miro), 에른스트(Max Ernst) 등 초현실주의 계열 작가들이 
전후 아틀리에 17에 모였다. 
  1952년 피에르 알레친스키(Pierre Alechinsky)는 헤이터의 아틀리에
에서 미로와 칼더(Alexander Calder)를 만나 자동기술법과 우연의 법칙 
등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코르네이위(Corneille)와 자크 헤롤드(Jacques 
Hérold)에게 아틀리에 17을 추천하였다.70) 그 결과 1950년대 중반부 
헤이터의 아틀리에에는 윌프레도 램(Wilfredo Lam), 로베르토 마타
(Roberto Matta), 이브 탱기(Yves Tanguy) 등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물론, 애스거 존(Asger Jorn), 라울 우박(Raoul Ubac) 등 <코브라 
CoBrA> 그룹의 일원도 다수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유럽 각국과 미국
은 물론, 인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캐나다,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71)

  헤이터는 이들 이방인 작가들에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아틀리에 17을 
운영했다.72) 헤이터는 “나는 들어 본적이 없는 작가가 시도하는, 이제껏 
본적이 없는 작업이 피카소나 미로의 작업보다 더 흥미롭다”고 말했
다.73) 이성자 역시 이러한 태도를 가진 헤이터의 밑에서 판화 작업 기

(Wisconsin: Elvehjem Art Center, 1977), p. 15.
70) Carla Esposito, Hayter et l'Atelier 17 (Milano: Electa, 1990), p. 130.
71) 1950년 이후 아틀리에 17에서 처음 판화 교육을 받은 일본인은 1958년 

아틀리에를 찾은 쥬이치 사이토(Jyuichi Saito)였다. 이성자는 동양인 미술가 
중에서도 일찍 헤이터로부터 판화를 배웠던 셈이다. 中島徳博 編, 『線の 交
響詩 パリ ニューヨーク ヘイターのすべて』(Kobe: Santica Hall, Gallery 
Santica, 1985), p. 7; Jennifer Farrell, “Expanding Possibilities: Stanley 
William Hayter and Atelier 17”,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6. 
12. 6., https://www.metmuseum.org/blogs/ruminations/2016/workshop-and 
-legacy-stanley-william-hayter/. (2018. 7. 12. 방문).

72) 아틀리에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워크샵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여, 기본적인 
판화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였다. Ann Shafer, “Hayter: Content and Technique”, Art in Print, 
Septeber-October 2012, 2:3, p. 12.

73) Paul Cummings, “Oral History Interview with Stanley William Ha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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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국적의 젊은 회화-판화가들을 만나며 판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을 것이다. 

  헤이터에게 배운 다양한 판화 기법은 1950년대 많은 판화 작업에 창
조적 영감이 되었지만, 이성자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헤이터 공
방의 판화 작업은 주로 차가운 금속인 동판을 주 재료로 삼았고 에칭 방
식은 화학 재료로 판을 산화 시키는 산업적인 제작 방식이었다. 이에 더
하여 인쇄를 위해 사용하는 프레스 기계 역시 주변의 여러 화가들이 힘
을 모아 작동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작업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던 이성자로서는 이러한 작업 방식이 
맞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틀리에 17에서의 경험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성자는 그곳에서 접한 
판화 매체만의 강렬한 색채에 끌리게 되었다. 이성자는 이후 평생 밝은 
색감의 채색 목판화를 제작한다. 헤이터는 뉴욕의 아틀리에 17에서 
1940년대부터 <다섯 인물 Cinq personnages>(1946)[도판 5]과 같은 
채색 판화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무를 파내어 찍는 인도 판화
의 영향을 받아 나무에 롤러로 채색한 뒤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
했다.74) 헤이터의 채색 판화 기법은 1950년대 이후 파리에도 변화를 가
져왔다. 당시 흑백 판화에 충실했던 파리의 작가들도 점차 채색 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75)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11 March 1971, 
quoted in Esposito(주 70), p. 12.

74) 헤이터는 1950년대에 이르면 아틀리에 17의 제자 크리슈나 레디(Krishna 
Reddy)와 함께 ‘한판 다색 판화(Color Viscosity Printing)’ 기술을 개발하였
다. 한판 다색 판화는 점성에 따른 잉크의 무게나 롤러의 압력 차에 따라 하
나의 판에 여러 색을 얹어 인쇄할 수 있는 판화 기법이다. Mark Cole, 
“Atelier 17: The Influential Printmaking Studio encouraged Spontaneity 
and Improvisation”, Cleveland Art, March-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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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자는 인그레이빙 방식을 선호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틀리에 17에
서의 경험을 통해, 판화의 노동 집약적인 제작 과정에 매력을 느꼈다. 
헤이터는 인그레이빙 방식의 새기는 ‘과정’이 주는 인내, 기다림, 끈기에 
이끌렸던 바 있다.76)

  아틀리에 17에서 공부했던 작가 칼 슈라그(Karl Shrag)는 “창조적인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영감을 얻게 되고, [...]나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
해 주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비로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때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77) 헤이터는 아틀리에를 통해 예술가 개인의 감정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78) 당시 
아틀리에 17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
히 표현해줄 매체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성자도 
아틀리에의 다양한 조류와 경향을 접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를 위해 가장 적합한 매체가 목판임을 발견하였다.

75) Esposito(주 70), p. 17.
76) 헤이터는 뷰린(끌)과 판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중요

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험하였다. 판을 파내고 긁어내는 행위를 중요한 경험
이자 작업 과정으로 보았고, 더 나아가 이를 ‘원본판화’만이 가지고 있는 장
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품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더 직접적이면서 감
각적으로 선의 방향이나 깊이를 느끼고 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Hayter(주 68) 참고.

77) Moser(주 69), pp. 40-41.
78) Susan Tallman, “On Stanley William Hayter”, Art in Print, 

Septeber-October 2012, 2: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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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과의 비교

   <누벨 에콜 드 파리 Nouvelle École de Paris> 혹은 <2차 에콜 드 
파리 Deuxième École de Paris>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프랑
스 파리를 중심으로 추상 양식의 다양한 미술 경향을 보여준 전후 세대
의 작가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거시적인 의미의 용어이다.79) 
  <누벨 에콜 드 파리>는 정확한 작가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용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비평가들에 따르면 1941년 장 바젠느(Jean 
Bazaine)가 기획한 브랑 갤러리(Galerie Brun)의 《프랑스 전통의 젊은 
작가 20인 Vingt jeunes peintres de tradition française》전에 참여한 
프랑스인 작가들과, 파리에서 추상미술을 제작하는 외국인 작가들을 통
칭하는 것에서 기인했다.80) 비평가들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정의와 

79) 1952년 미술비평가 샤를 에스티엔(Charles Estienne)이 파리의 바빌론 갤
러리(Galerie de Babylone)에서 열린 《누벨 에콜 드 파리의 화가들 
Peintres de la Nouvelle École de Paris》전을 기획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레옹 드강(Léon Degand), 줄리앙 알바르(Julian 
Alvard),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미셸 라공(Michel Ragon), 피에르 레
스타니(Pierre Restany)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 평론가들에 의해 빈번하
게 언급되면서, 1950년대 말에는 <새로운 에콜 드 파리>뿐만 아니라 <에
콜 드 파리>마저도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는 추상 경향의 젊은 작가들을 의
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다. Bernard Dorival, “École de Paris: Un 
Essai de redéfinition”, in Jacques Demarcq, Années 50 (Paris: Centre 
Georges Pompidou, 1992); Laure de Buzon-Vallet, “L’École de Paris: 
Éléments d’une enquête”, in Pontus Hulten ed., Paris-Paris 1937-1957 
(Paris: Centre Pompidou & Gallimard, 1981), pp. 375-383; Lydia 
Harambourg, L'École de Paris 1945-1965: Dictionnaire des peintres 
(Neuchâtel: Ides et Calendes, 2010), p. 8; Natalie Adamson, Painting, 
Politics, and the Struggle for the École de Paris, 1944-1964 (Farnham: 
Ashgate, 2009), pp. 232-242.

80) 《프랑스 전통의 젊은 작가 20인》전은 1941년 나치 정권 치하의 프랑스
에서 조직된 전시로, 그 목적은 구상 회화로부터 벗어나 프랑스 미술의 전통
적인 계보를 이어가고자 함이었다. 비평가들은 이 전시에 참여한 바젠느, 비
시에르(Roger Bissière), 마네시에(Alfred Manessier), 에스테브(Mau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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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프랑스 작가들이 파
리를 중심으로 펼쳤던 국제적이고 다양한 활동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
다.81)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들은 20세기 전반부에 크게 유행했
던 기하학적 추상(Abstraction géométrique)과는 달리, 개인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추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82) 이들은 또한 재료가 가
진 밀도, 저항성, 혹은 구조 등에 흥미를 가져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자
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1950년대에 판화는 회화의 부차적인 매체가 아니
라 독립적 예술 매체로 부각되었고 회화만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예
술적 위상은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었다.83) 따라서 <누벨 에콜 드 파
리> 작가들은 회화 외에도 판화, 조각, 콜라주, 모자이크, 태피스트리, 
도자기, 연극 무대장치,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가지
고 제작하였다. 
  특히 판화는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에게 중요한 매체로 부상하
였다. 미술비평가 장 카수(Jean Cassou)는 “판화는 표현에 있어서 노동
이 중요함을 드러낸다.”고 말했다.84)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Estève) 등의 미술가들이 입체파의 기하학적 형태와 야수파의 주관적 색채
라는 두 경향의 종합을 보여주었음을 근거로 하여 이들을 정통적인 추상 미
술의 ‘새로운 세대’, 혹은 ‘젊은 세대’로 취급하였다. Michel Ragon, “France 
1940/1970”, in Michel Ragon, Michel Seuphor, L’Art abstrait 3 / 
1939-1970 (Paris: Maeght, 1973), pp. 29-30.

81) Camille Bourniquel, “La Succession de l'École de Paris, est-elle 
ouverte?”, Esprit, August 1953; Georges Limbour, “La Nouvelle École de 
Paris”, l'Oeil, 1957; Raymond Nacenta, L'École de Paris (Neuchâtel: Ides 
et Calendes, 1960), p. 19; Harambourg(주 79)를 참고.

82) Jean-Paul Blanchet, L’Abstraction des années 50 en France (Paris: 
Centre Georges Pompidou, 1985).

83) Jean Fautrier, “Eau-forte 1950”, Art d'Aujourd'hui, April 1950.
84) Adhémar(주 27),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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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ard)도 판화에서 중요한 것은 재료가 가진 특유의 물질성과 ‘작가
의 의지’라면서 물질에 자국을 남기는 작가의 개입 자체를 높이 평가하
고 판화를 ‘작가의 손이 닿은 진정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한다.85)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대표 작가이자 점판암 판화를 주로 제작하였던 라울 
우박이 1958년 미술잡지 『20세기 XXè Siècle』에 기고한 글에서도 당
시 미술가들의 판화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나는 목판화가 주는 힘과 흑백의 절대적인 대비에 매료되었고 [...]형태의 
거친 특성에 매료되었다. [...]판화를 하는 모든 작가는 데생과 판에 끌의 
자국을 남기는 것이 갖는 질적인 차이를 알고 있다. 판화에서 재료는 존중
받고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서 판화의 정신을, 끌 자국의 정신
을 찾을 수 있다.”86)

  이성자 역시 판화의 질감이나 표현적인 목판화의 색채에 대해 크게 흥
미를 느꼈다. 그 중에서도 고향 진주에 대한 기억을 가득 담은 ‘나무’에
서 오는 자연의 따뜻한 질감이나 생명력은 1960년대 이후에 이성자 판
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87) 프랑스에서 목판화가 가장 일반적인 
판화매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매체를 선택하
여 고집스레 천착했다.
  이성자는 둥근 끌로 목판을 파내는 작업에 흥미를 느껴 목판화를 시작
하였는데, <달의 구성>(1957)[도판 6]에서 끌로 표현한 선이 다수 등

85) Gaston Bachelard, “Matière et main”, Art d'Aujourd'hui, April 1950.
86) Raoul Ubac, “Mes Gravures”, XXè Siècle, March 1958, p. 51.
87) 이성자는 1957년 ‘나무’를 접하며 어린 시절 접했던 고향의 자연을 떠올린

다. 목판화를 제작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산에 갔던 일, 산 속의 절에 있던 
목판 공방, 꽃이나 부처상이 그려진 목판화를 팔러 마을로 내려가던 스님들 
등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고 회고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3),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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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마치 면처럼 화면을 주로 채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해에 전시 포스터를 위해 같은 작품을 더 큰 크기로 파내어 제작한 <라
라 뱅시 갤러리 전시회 포스터를 위한 구성>(1958)[도판 1]에서는 한
층 더 촘촘하게 그어진 날카로운 선이 부각된다. 두 작업 모두 선적인 
표현이 작품의 중심에서 강조되었다. 
  선이 두드러지는 표현 방식은 당시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이 
판화를 통해 공통적으로 선보인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 출신 작가 니콜
라 드 스탈(Nicolas de Staël)이 그림책의 삽도를 위해 제작한 <무제>
[도판 7]를 살피면 목판에 끌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선이 날카
롭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8) 
  장 바젠느 또한 에칭 작업 <네덜란드 II Hollande II>(1957)[도판 
8]을 통해 세밀한 선의 특성을 표현한다. 가로와 세로로 반복적으로 그
어진 선의 모양은 배경에 색이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뚜렷하게 존
재감을 드러난다. 여기서도 <달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그어
진 선이 마치 면처럼 화면을 밀도 높게 채우고 있다. 

  아르퉁은 1930년대부터 고에츠 부부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라
피> 그룹의 일원으로 함께 판화를 전시하기도 했다.89) 그는 장르를 막
론하고 선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 바로 
88) 1956년 파리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은 니콜라 드 스탈

의 대규모 회고전 《니콜라 드 스탈 1914-1915 Nicolas de Staël 
1914-1955》(1956. 2. 23-4. 8.)을 열었다. 드 스탈은 이성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고에츠가 이성자에게 ‘화풍이 드 스탈과 너무 유사해지
지 않도록’ 조언해주었을 정도였다. 심은록(주 16), p. 35.

89) 아르퉁은 1930년대 파리에서 고에츠와 이웃으로 만나 깊은 우정을 쌓았다. 
고에츠에 따르면 1935년부터 그가 추상 회화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데에도 
아르퉁의 영향이 컸다: “그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를 비구상 화가의 길
로 인도했다. 1935년 나는 추상 경향의 회화를 시작했고, [...]그는 시대의 
아방가르드 작가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Goetz(주 39),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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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였다.90) 제목부터 판화 매체임을 강조하는 <뒤얽힌 두 에칭 
Konvolut von zwei Radierungen>(1953)[도판 9]에는 선이 화면에서 
가장 부각됨을 볼 수 있다. 날카로우면서도 두께가 서로 다른 많은 선들
은 리듬감 있게 화면을 채워 공간적 긴장을 야기한다. 아르퉁의 선에서
는 특히 그것이 그어질 당시의 속도와 힘을 강하게 읽을 수 있다. 아르
퉁의 이러한 작품들은 선적인 표현이 강조된 이성자의 초기 판화와 유사
한 부분이 있다. 특히 <숲을 위한 구성>(1958)[도판 10]은 선을 강조
하기 위해 화면 전체를 그어서 채운 작품으로, 끌의 거친 자국과 선의 
결이 촘촘하게 화면을 채운다. 아르퉁의 <석판화 32번 Litho No. 
32>(1957)[도판 11]에서도 선은 더 두껍지만 촘촘하고 비교적 같은 결
을 가지고 있다. 가로와 세로의 선들은 직조 되듯이 서로 얽히고 축적되
어 밀도 높은 화면을 구성한다. 
  이성자와 아르퉁의 판화가 조형적으로 유사성을 띠는 이유는 두 작가 
모두 판화의 강렬한 표현적 특성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두 작가 모두 판화 매체의 재료, 물질적 특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아르퉁은 화면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가 강렬하게 표현되는 것을 중
시했다.91) 이성자도 이와 비슷하게 물질이 가진 저항성까지도 긍정적으
로 보았는데 목공소에서 얻어온 버드나무 목판이 잘 파이지 않아도 그 

90) 아르퉁은 안나-에바 베르그만(Anna-Eva Bergman)과 함께 로제 라쿠리
에르(Roger Lacourière)의 판화공방과 석판화를 가르치던 장 퐁(Jean Pons)
의 집에서 주로 작업하면서 애쿼틴트, 에칭, 석판화 등의 다양한 판화 매체
를 실험하였다. Geneviève Laplanche, Céline Chicha-Castex and Jean-Luc 
Uro, “La Vie de l'artiste en gravure”, in Céline Chicha-Castex et al., 
Hans Hartung: Estampes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10), p. 28.

91) 아르퉁은 판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 “나는 붓보
다 판화 도구를 들고 있을 때 한층 더 안심이 된다. 극적인 제작 과정과 재
료가 가진 저항성이 나를 기쁘게 한다.” Pierre Daix, “Hans Hartung”, in  
Demarcq(주 79),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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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즐긴 점이 이를 말해준다.92) 이 과정을 거치며 끌로 판에 흔적
을 새길 때, 판은 더 깊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료 스스
로를 더욱 능동적으로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아르퉁과 이성자 모두 이러
한 판화 제작 과정을 통해 회화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였다.93)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 중요한 
점은 기호에 대한 관심과 그 표현을 중시한 것이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와 몬드리안(Piet Mondrian)이 살았던 시대 
[...]작가들에게 순수한 추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과제였다면, 젊은 
추상 화가들은 반대로 추상이 어디에 도달할지 알고 있었다: 원형,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 언어를 통해 표현
하는)삶과 감수성이었다.”94) 

위의 알프레드 마네시에(Alfred Manessier)의 글에서도 드러나듯 젊은 
세대가 추상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이전의 세대와 달랐다. 이들은 추상적 
형태와 색채의 가치를 사용하여 외부세계를 자신만의 감수성으로 표현하
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기호에 대한 관심
이다.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작가들은 외형을 그려내거나 복제하는 것이 

92) 심은록(주 16), p. 67.
93) 아르퉁은 동판 에칭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를 회화에 반영하였다. 그는 

“구리나 아연판을 긁어내는 작업에 대한 나의 열정은 판화를 지속적으로 제
작하게 하였고, 이는 20-30년 후 나의 회화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판화에서의 긁어내는 특성을 채택해 1961-65년 사이의 회화에 응용
했다”고 밝혔다. Céline Chicha-Castex et al.(주 90), p. 8.

94) Léon Degand, “Manessier et la recherche d'une logique picturale”, Art 
d’Aujourd’hui, January 1953., p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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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로부터 받은 감각, 개념을 비구상적 언어로 발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했다. 그 과정에서 기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기호
가 현실 너머의 것을 ‘상징’하는 매개체이자 그림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
이다. 마네시에의 <길 La Route>(1959)[도판 12]에서 드러나는 강렬
하고 뚜렷한 색채를 가진 화면 속에는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해진 비정형
의 기호적 형태들이 중요하게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성자의 <출범준비>(1962)[도판 13]를 보면, 양쪽 끝으로 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막대 모양의 도형을 볼 수 있다. 붉은 바탕의 푸른 막
대 기호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당시 파리의 <누
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칼더의 <더 빅 I The Big I>(1944)[도판 14]을 보면 양쪽 끝이 넓어
지는 유사한 형태의 막대 기호가 화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곽선이 뚜렷한 이 기호는 선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어 만
들어낸 것이다. 막대 기호의 주변으로는 반달, 별, 달 등의 도형이 떠 있
다. 이 작품은 칼더가 헤이터의 뉴욕 아틀리에 17에서 제작한 작품이었
다. 칼더는 1926년부터 파리를 방문하여 미로, 아르프, 장 엘리옹(Jean 
Hélion) 등과 교류했고, 추상-창조 그룹의 전시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파리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95)

  한편 이성자의 <별에 대하여 외침>(1964)[도판 15]에서 ‘음’과 ‘양’
을 연상시키듯 반원의 형태가 서로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은 
라울 우박에게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96) 성상에 매료되어 있었고, 원시

95) Georges Boudaille, Patrick Javault, L'Art abstrait (Paris: Casterman Les 
Nouvelles Éditions Françaises, 1990), p. 229.

96) 우박은 고에츠, 아르퉁 등과 함께 <그라피> 그룹에 참여하였던 회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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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각의 순수성을 가진 작업을 주로 제작하였던 우박의 작업에는 공통
적인 기호들이 꾸준히 드러난다. 제목에서부터 자연 매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돌차기 판 La Marelle>(1958)[도판 16]은 점판암 조각으
로,97) 이 도상은 비슷한 형태의 수채와 과슈로 제작되기도 했다. 두 반
원이 그 사이의 공간을 경계로 하여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성은 
<별에 대하여 외침>(1964)[도판 15]의 화면 속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반원의 형태와 유사하다.
  제임스 기테(James Guitet)의 판화 <구성 Composition Ea>[도판 
17]에 핵심 기호로 드러나는 원형은 이성자의 <카발레로-칸 갤러리 전
시회 포스터를 위해>(1961)[도판 18]의 원형을 연상시킨다. 기테는 기
호의 종합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에너지(기)
가 모여 있는 자연”으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1958년 무렵 
몰두한 공부한 일본의 선사상(Zen)과 연관시켜 해석되기도 한다.98)

  이성자의 판화에서는 <다섯 번의 파도>(1959)[도판 19]부터 원형, 
사각형, 삼각형이 본격적으로 뚜렷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상징 기호
로 향하는 조형 의지를 보여준 <포플라 2>(1959)[도판 20]를 제작한 
해, 그는 “서양의 예술은 철학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나의 그림의 주제인 ‘여성과 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하학

화가의 한 사람으로, 1946년을 기점으로 하여서는 주로 점판암을 재료로 한  
석판화를 제작하였다. 사진가이자 조각가이기도 했던 그는 판화가 가진 조각
적인 특성에 특히 집중하였다. Melot(주 55), p. 153.

97) 우박은 점판암이 “잉크가 묻어 인쇄할수록 훼손되고, 마티에르로서의 매력
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마저도 자연 매체 자체가 가진 본연의 
흔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연의 재료’에 대해 각별히 매력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Raoul Ubac, “L'Ardoise gravée”, Art d'Aujourd'hui, April 
1950. 

98) La Délégation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Peintres de 
l’abstraction lyrique à Saint-Germain-des-Prés 1946-1956 (Paris: 
Mairie du VIè arrondissement de Paris, 1980), pp. 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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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부호들을 취하고 있다: 시간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기호로써 
직선, 삼각형, 사각형, 원(— △ □ ○)을 택한 것”이라는 말을 남긴
다.99) 이후 자신의 상징기호에 대해 “앵포르멜이 파리에 팽배해 있을 때
에 삼각, 사각, 원을 가지고 그림을 재보고, 세계의 예술을 새로 한다고 
생각한 것이 1960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00)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동양인으로서 상징 기호를 자신의 작업에 전
면적으로 드러낸 작가로는 <누벨 에콜 드 파리>의 일본인 작가 쿠미 
스가이(菅井 汲)가 있다.101) 미술비평가이자 시인인 장-클라랑스 랑베
르(Jean-Clarence Lambert)는 스가이의 판화 작업의 시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회화만큼 판화 작업에 시간을 할애했으며, 판화는 회화를 
비롯한 다른 매체에 대한 판화의 영향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서 그를 유
럽 전통의 회화-판화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102)

  스가이는 상징 기호를 사용하는 방향을 고수해 나가는데 1957년부터 
원형, 사각형, 삼각형을 주요한 요소로 사용한다.103) <아마도 
Peut-être>(1964)[도판 21]에 드러나는 조형은 이성자의 <포플라 

99) 국립현대미술관 편(주 3), p. 225.
100) 이성자(주 6), p. 131.
101) 스가이는 고베 태생의 일본인 미술가로, 오사카에서 미술을 공부한 뒤 

1952년 도불하여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다. Jacques 
Lassaigne, “Préface”, in Galerie Creuzevault ed., Sugaï (Paris: Galerie 
Creuzevault, 1958); Jean-Clarence Lambert, “L'Oeuvre graphique de 
Kumi Sugaï”, in Jean-Clarence Lambert et al., Sugaï: Catalogue raisonné 
de l'oeuvre gravé 1955-96 (Shizuoka: Art Dune, 1996), p. 8.

102) 스가이와 랑베르는 『끝 없는 탐구 La Quête sans fin』(1957), 『우연 
Aléa』(1962) 등의 채색 시화집을 함께 펴내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Jean-Clarence Lambert, “Sugaï vu de Paris”, in Jean-Clarence Lambert 
et Makoto Ooka eds., Sugaï (Paris: Fall, 1999) 참고. 

103) 스가이의 이 시기 작품은 미술사학자 나카지마 도쿠히로(中島徳博)에 따
르면 “상징화 과정”을 겪고 있었고, 이 때에 “조형 요소들은 원형, 사각형, 삼
각형, 그리고 대각선의 총합이었다.”고 평하였다. Tokuhiro Nakajima, “À La 
Recherche d'une vision”, in Lambert et al.(주 101), p. 18.



- 34 -

2>(1959)[도판 20] 속 기호들을 떠올리게 한다. 스가이의 원형, 사각
형, 삼각형은 알레친스키의 <센가이의 우주에 나타난 상징 기호의 변주 
Variations of Sengai’s Symbols of the Universe>(1960)[도판 22]가 
그러하였듯이, 기본 센가이(仙厓義梵)의 <우주의 상징 Symbols of the 
Universe>[도판 23] 속 기호들을 연상시킨다.104)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순서는 다르지만 화면의 중심에서 크게 부각된 원형, 사각
형, 삼각형이다.
  앙드레 마쏭(André Masson)은 서양의 그림이 영원히 동양의 작품보
다 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 많은 상징을 함유하
고 있는 동양의 서예로부터 찾았다.105) 미셸 라공(Michel Ragon) 역시 
1957년 미술잡지 『20세기』를 통해 작가들이 기호 자체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 ‘극동(Extrême-Orient)’의 영향이었다고 밝혔다.106)

  특히 1950년대 파리에서는 “네오-자포니즘(Néo-Japonisme)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예, 유도, 불교, 선사상을 비롯한 극동에 대한 관

104) 센가이는 에도시대 임제종, 고월파의 선사로서 20년간 하카다의 성복사 
주지로 있었고, 전통 불교적 주제를 포용하고 있는 서예 작품을 주로 제작하
였다. 그의 작품은 1878년과 1898년 두 차례의 국제 전시에, 그리고 잡지
『예술의 일본』에 소개되면서 프랑스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Wichmann 
(주 32), p. 384.

105) 마쏭은 “(앞으로)공간은 화가들의 정신으로 구성되고 회화는 명상을 위한 
오브제가 될 것”이라면서, “극동의 화가는 (이미)역사의 주요한 순간들에 이
러한 (선적(禪的)개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서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서
양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영원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리는 방식보다 더 
피상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Wichmann(주 32), pp. 398-399.

106) 라공은 이 글을 통해 “오늘날의 미술 경향은 상징이나 점 등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며, “아프리카에서 멀어져 더 정돈된 아시아 전통 미술의 장점
을 가져온다.”고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자포니즘의 유행 반세기 이후  
[...](작가들은)영감의 재료로 일본과 중국을 다시 찾아 작업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서양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추상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서예
를 통해)구상적인 기호에 시각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추상화하는 극동에 대
한 호기심의 결과”라고 보았다. Michel Ragon, “Le Signe dans l’art actuel”, 
XXè Siècle, January 1957, 8, pp.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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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극대화된 시기였다.107)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는 “잘 알
려지지 않은, 무엇인가를 정화시키는 전통으로서 서예는 (19세기 후반
의)일본 판화처럼 퍼져나가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108) 이는 당시 
활동하던 동양의 작가들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109) 
이성자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는 한 편 자신만의 기호를 정립하고자 시
도하게 된다.

  이성자가 직선과 사각형을 이용해 보여주는 높은 밀도의 화면 구성 방
식은 로제 비시에르(Roger Bissière)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다섯 번의 
파도>(1959)[도판 19]에서 그는 판화의 끌 모양을 드러내는 노랑색과 
빨간색의 배경 안에 파란색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획화 한다. 상단부에는 
비시에르가 종이에 템페라로 그린 <구성 Composition>(1949)[도판 
24]과 같이 세 개의 삼각형 기호가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뚜렷한 윤곽
선으로 나뉜 화면 안에 각각 사각형, 원형 등의 기호가 들어 있다. <젊
은 시절의 항구>(1962)[도판 25]는 화면을 구획해 기호를 담는 방식을 
따르면서도 더 섬세하고 촘촘하게 조직되었다. 밝은 색채의 화면은 밀도 
있고 일률적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내부는 각자 독자적인 칸으로 구성되
어있다. 이 구성은 개별적으로도, 또는 통합적으로도 볼 수 있다. 각각의 
조직 안에는 가로와 세로로 된 선들을 비롯해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기호가 들어가 있다. 기호들은 구획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비시에

107) Dorival(주 56), p. 120.
108) Pierre Restany, “Influence du Japon sur l’École de Paris”, Cimaise, 

May-June 1958.
109) 이성자는 스스로를 ‘극동에서 왔다’고 표현한다: “이성자라는 사람은 극동

(極東)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한 예술가 이름이고, 이 사람은 극동에서 태어
나가지고 극서(極西)에서 작품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극동에서 나가지고, 
극서에서 내 그림을 피어낸 사람이다.” 이성자(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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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작품이 그렇듯이 이성자의 작품 또한 사각의 형태로 평평하게 화면
을 구성하는데, 이는 목가구의 앞면이나 마을의 지도를 떠올리게 한다.
  비시에르의 <원대한 구성 Grande Composition>(1947)[도판 26]이
나 <태양 Le Soleil>(1945)[도판 27]에서도 위와 유사한 ‘카펫 화면 
구성’을 볼 수 있다.
  드니 뮈제렐(Denis Muzerelle)에 의하면 ‘카펫 화면 구성’ 방식은 카
펫을 짜는 것과 같이 구성된 추상의 장식 형태가 화면의 일부 혹은 전체
를 채우고 있는 전통적인, 그리고 평면적인 화면 구성 방식이다.110) 
<구성>[도판 24]에도 나타나듯이, 비시에르는 이 방식으로 화면을 구
획화하는 작품을 다수 제작한다. 명확하게 경계선을 두고 나뉜 사각형의 
조직 안은 다양한 기호들로 밀도 높게 채워진다. 
  비시에르는 작은 규격의 목판 위에 세로로 길게 화면이 구성된 작품을 
제작한 바 있는데, 이는 이성자의 판화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구성이
다. 이성자의 <1961년 새해>(1960)[도판 28]는 삼각형과 원형을 연상
시키는 점, 양쪽 끝이 넓어지는 막대 기호, 반원, 선, 사각형 등의 기호
들이 나열되어 있다. 비시에르의 <토템 Totem>(1950)[도판 29]도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비시에르의 작품은 목판 위에 
각각 유채와 템페라로 그린 것이다. 목판의 가장자리 네 면을 깎아내고 
중심이 되는 부분에 유화로 채색을 한 것으로, 목판의 형태가 조각처럼 
노출되어 있다. 화면을 분할하듯 중심에는 세로선이 그어져 있고, 양쪽
으로 흰색과 주황색의 점과 선의 형태가 그려져 있다.
  비시에르의 목판화집 『아시스의 성 프랑수아의 태양의 찬가 Cantique 
à notre frère Soleil de François d'Assise』(1953-54)에 수록된 판화

110) Denis Muzerelle, Vocabulaire codicologique: Répertoire méthodique des 
termes français relatifs aux manuscrits (Paris: Éditions Cem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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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0]는 밝은 색채를 보여주는데, 당시 파리에서 활동한 작가로서는 
드물게 목판화를 제작하여 목판의 거친 질감을 드러냈다. 수작업으로 파
낸 모든 기호는 각각 다른 개성을 드러내고 있고, 목판이라는 재료는 특
히 이런 기호들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여기에서 그는 음각술을 사용하였
는데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평가받는 음각 판화술은 이성
자가 사용하던 방식이기도 했다.111) 나무의 혈맥이 뚜렷하게 인쇄되도록 
해 나뭇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이성자의 목판화와 일
맥상통한다.112) 
  이성자가 자연을 주제로 작업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들 중 많은 이들 또한 자연을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주목 
받고 있었다. 미셸 라공은 1963년 저서 『새로운 예술의 탄생 
Naissance d’un art nouveau』을 통해 이처럼 자연과 추상을 결합한 작
품들을 한데 묶어 ‘추상풍경주의(Paysagisme abstrait)’라고 지칭하였
다.113) 
  라공은 작가들이 자연 풍경을 모티브로 한 형태와 색채가 리듬, 상징
성, 물질성을 가지고 전개된다는 점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설명하
며 비시에르, 바젠느, 마네시에, 생지에(Gustave Singier), 르 모알(Jean 
Le Moal), 자오우키(Zao Wou-Ki), 비에이라 다 실바(Maria Helena 

111) Daniel Abadie, Jean Vautrin and Louttre B., Agen, Bissière: Gravures 
et lithographies (Ville d’Agen: Musée des Beaux-Arts d'Agen, 2008), p. 
19.

112) Wescher(주 30).
113) ‘추상풍경주의’는 이탈리아의 미술 잡지 『4개의 태양 I 4 Soli』 1956년 

11월호에 “풍경의 새로운 개념(Une Nouvelle conception du paysage)”으로 
처음 소개되어 코르네이위, 메사지에(Jean Messagier), 쾨닉(John Franklin 
Koenig) 등의 작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Michel Ragon, 
Naissance d'un art nouveau: Tendances et techniques de l'art actuel 
(Paris: Albin Michel, 1963), pp. 103-104; La Délégation à l’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주 98), pp. 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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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ira da Silva) 등을 거론했다.114)

  비시에르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의 조용한 농촌마을인 부
아지레트(Boissirettes)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숲과 계절
에 대해 끝없이 고찰했고, “근원으로 돌아가” 자연에서 경험한 감수성을 
작업으로 표현했다.115) 바젠느는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형태들을 데생에 
담았는데, 그를 통해 ‘자연물의 목소리를 내 주고, 이들이 서로 작품 안
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시도했다.116) 마네시에의 경우 북부 프랑
스의 시골 마을 크로토이(Crotoy)의 채광을 작품에 드러내며 자연이 가
진 생명력을 보여주었다.117)

114) 비시에르의 <숲 La Forêt>(1955), <겨울의 시작 Équinoxe 
d'hiver>(1957), <봄의 출현 Émergence du printemps>(1958), <태양 
Soleil>(1961), 바젠느의 <숲 속의 연인 Couple dans les bois>(1947), 
<대지와 하늘 Terre et le ciel>(1950), 마네시에의 <겨울 Hiver>(1950), 
<차오르는 파도 Marée montante>(1953), <북부의 바다 Mer du 
nord>(1954), <북부의 봄 Printemps nordique>(1956) 등 이들의 작품 제
목에서도 주로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115) 비시에르에 따르면 회화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고 그가 사는 세상을 반
영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었다. 그는 은연중에 “그를 둘러싼 풍경, 하늘, 밤과 
아침의 빛”을 담아 “자신만의 세계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그
에게 소중한 것은 “기억, 감정, 그를 둘러싸는 숲의 향기, 하늘의 색채, 태양
의 빛,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식물들”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Roger 
Bissière, “T'en fais pas la Marie...”, in Galerie René Drouin, Bissière 
(Paris: Galerie René Drouin, 1947); 비시에르의 생애와 작업에 관해서는 
François Mathey, “L'Oeuvre vécue de Bissière”, in  Musée des arts 
décoratifs ed., Bissière (Paris: Musée des Arts decoratifs, 1966); 
Isabelle Bissière and Virginie Duval eds., Bissière. Catalogue raisonné: 
Textes, biographie, tables (Neuchâtel: Ides et Calendes, 2001)를 참고.

116) Galerie Maeght, Jean Bazaine (Paris: Galerie Maeght, 1953); Georges 
Limbour, “Jean Bazaine”, XXè Siècle, June 1956, pp. 29-33.

117) 마네시에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크로토이에서 생활한 기억을 되짚으며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피해)지속적으로 풀숲, 자연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감탄할 만 한 아침과 밤, 바다와 하늘”을 접했고 
(자연 속에서의)삶은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Gilles Plazy, 
Alfred Manessier, “Entretien avec Gilles Plazy”, France Culture, 14 
December 1986; Josef Paul Hodin, Manessier (Neuchâtel:  Ides et 
Calende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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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성자는 1950년대 조형 탐색기를 거쳐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다양한 미술 경향 속에서 판화가 가진 뚜렷한 표현적 특성은 
물론 기호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자연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던 작가들과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회화-판화가들의 경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변용하여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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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60년대: 독자성의 확립

  1960년대의 이성자는 본격적으로 파리에서 인정받는 작가로서 경력을 
쌓아 나가게 된다. 1960년대 초부터는 칸에 거주하는 친구의 초대를 받
아 남프랑스에서 여름을 지냈는데, 1961년에는 카발레로-칸 갤러리
(Galerie Cavalero-Cannes)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118)

  1961년과 1963년 카발레로-칸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계기로 이성자
는 파리와 남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게 되었다. 1962년 파리 생테즈 갤
러리(Galerie Synthèse)에서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에콜 드 파리 L’École de Paris》전에 출품하는 등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파리의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 Salon des 
réalités nouvelles》, 《살롱 콩파레종 Salon comparaisons》과 같은 살
롱전에도 참가하였다.
  1961년 스웨덴 말뫼(Malmö) 메트로폴 갤러리(Galerie Metropol)의  
《에콜 드 파리》전에 앙리 고에츠와 함께 작품을 출품하였고, 1963년
과 1964년 《살롱 데 레알리테 누벨》전 도록에 수록된 카발레로-칸 
갤러리의 광고지에 고에츠와 부인 부메스터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사
실을 통해 이성자가 고에츠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카발레로-칸 갤러리에서의 전시는 이성자가 당대 기하학적 추상의 대

118) 칸은 남프랑스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여름이면 당대의 유명 작가, 평론가, 
화상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당시 카발레로-칸 갤러리는 
칸에서는 드물게 추상화를 취급하던 갤러리였는데, 이곳에서 연 이성자의 개
인전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파리에서의 개인전에서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
었다. 이성자(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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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였던 알베르토 마넬리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 마넬리가 이성자의 전시
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된다. 이를 계기로 장 아르
프, 소니아 들로네 등과 같은 <그라스 그룹>의 작가들과 만나고 함께 
작업을 하게 된다. 

  1962년부터 시작된 이성자와 샤르팡티에 갤러리와의 인연은 이성자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샤르팡티에 
갤러리 대표 레이몽 나성타는 《에콜 드 파리》전을 시작으로 1964년 
이성자의 판화 개인전을, 1968년에는 판화와 회화 작품으로 구성된 개
인전을 열어준다. 특히 1968년 샤르팡티에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은 갤러
리가 파리 근교의 뇌이(Neuilly)에 새로 둥지를 틀면서 개관전으로 연 
뜻깊은 전시였다. 나성타는 1965년 이성자 귀국전을 지원하고 전시 도
록의 서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많은 후원을 해주었다.119) 샤르팡티
에와 같은 파리의 저명한 갤러리에서의 전시는 화단 내에서 이성자의 입
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의 귀국전에 이성자는 회화 37점과 
판화 40점을 출품하였다. 최순우는 이 귀국전에 대한 평에서 이성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평범한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낳아준 한국의 흙과 그리고 내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나의 작품에는 아마 이러한 의식이 조형 감흥으로서 늘 
즐겁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120)

119) 이성자(주 6), p. 136; KBS <11시에 만납시다>, 1985. 2. 5., 
https://www.youtube.com/watch?v=H49Jj-4dEj0/, (2018. 8. 23. 방문.)

120) 최순우,「초가을의 화단: 이성자 귀국 개인전」,『조선일보』, 196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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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다녀온 후 이성자는 새로운 매체에 도전한다. 1966년 파리 에
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의 교수 리카르도 리카타
(Riccardo Licata)로부터 모자이크 기법을 전수받는다. 이는 다양한 매
체에 흥미를 보이고 접근하였던 이성자로 하여금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121)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의 ‘1% 예술품 법(Le 1% artistique)’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에
서 짓는 병원과 학교 등에 작가들의 대형 작품이 필요해졌다.122) 이성자
는 모자이크 작업을 의뢰 받아 제작하여 큰돈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남프
랑스의 투레트에 작업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123)

1. 판화와 “여성과 대지 시대” 회화 비교

  프랑스 판화의 전통을 이어 <누벨 에콜 드 파리>의 많은 작가들이 
그러했듯이 이성자 역시 회화-판화가로서 두 매체를 상호 연관시켜 발
전시켰다. 그는 주로 낮에는 회화를, 밤에는 판화를 제작하였다. 이성자

121) 이후 그는 활발하게 모자이크 작업을 하는데, 르 루루 베코네(Le 
Louroux-Beconnais) 시에 있는 학교를 위해 제작한 모자이크 <두드림의 
노래>(1966)가 대표적이다. “당제 부근 학교 벽면에 모자이크를 해서 [...]
보자르 들어가서 모자이크 배웠어. [...]대리석 공장 사람들이 협조해줬어 
[...]내 차 두시보에 싣고 아침에 당제 가서 만들고 점심 먹고 파리로 왔지.” 
이성자(주 46); “한 달만 하면 배우지. [...]내 그림을 보고 모자이크 같다 
그러고, 태피스트리 같다고 그러고 [...]그런 거 좀 해보자 하고 했지.” 이성
자(주 6), p. 195.

122) 1951년 프랑스에서 제도화된 ‘1% 예술품법’은 공공건물의 건축비 1%를 
예술품 설치에 할당한다는 내용의 정책으로, 이성자는 이 정책 덕분에 학교 
건물을 포함한 공공건물에 모자이크를 제작할 수 있었고, 아틀리에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였다. 심은록(주 16), p. 118.

123) 이성자(주 6), pp. 143-144. 



- 43 -

가 판화와 회화에 동등한 중요도를 두었다는 사실은 1965년 귀국전과 
1968년 샤르팡티에 갤러리 개인전에서 판화와 회화를 함께 전시하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는 판화와 회화의 조형적 연관관
계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성자는 “목판화가 회화와 함께 예술가의 사고와 그의 물질적인 표현 
사이의 어떠한 기계적 배치를 요구하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
었다”고 언급했다.124) 작가가 목판화를 중요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음
은 물론 더 나아가 판화를 회화만큼이나 보편적인 매체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성자의 판화가 회화의 “여성과 대지 시대”(1961-68)의 회화에 조
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주지된 사실이다.125)

  판화 <초원을 위한 구성>(1958)[도판 31]을 통해 그려진 것으로 추
측되는 유화 <초원>(1958)[도판 32]에서부터 화면의 붓터치는 점차 
세밀해진다. <형형색색 빛>(1960)[도판 33]의 경우 판화와 구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반복적인 선이 강조된다. “여성과 대지 시대”
의 회화 <갑작스러운 규칙>(1961)[도판 34]에 이르면 짧고 긴 선과 
획이 화면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품 복원가 김겸은 이성자의 당시 회화에 대해, 유화에 미디엄(테
레빈유나 석유의 일종인 화이트 스피릿 같은 기름)을 더해 얇고 투명한 
물감층을 만들어 낸다고 이야기하는데,126) 이는 붓 자국을 수없이 촘촘
하게 쌓아 거대한 화면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124) 이성자, 「나무를 새기며」, 1969, 심은록(주 16), pp. 252-253에 수록.
125) 강영주, 「미지의 기호를 찾아서」, 이지은 외(주 4), pp. 86-161; 김이

순(주 15), pp. 28-43 참고.
126) 김겸, 「이성자 화백의 60년대 추상」, 갤러리 현대 편, 『The Most 

Beloved Painter in Korea: Seundja Rhee 이성자 1918-2009』 (마로니에
북스, 2018),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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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세심한 수작업은 판화에서 조각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을 
새기는 작가의 노동적인 행위와 효과를 연상시킨다. 이성자에게 목판화
가 그의 예술 세계에 있어 중요한 매체가 된 이유는 끌을 새길 때 나무
와의 힘의 대립을 느끼는 과정을 ‘나무가 가진 밀도 있는 시간’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127) 판화의 노동집약적 특성은 회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성과 대지 시대”의 밀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 크게 기여한
다.

  유화 <가장 아름다운 순간>(1959)[도판 35] 속 둥근 모서리의 사각 
형태를 비롯하여 뚜렷한 조형 기호들이 화면에 부유하고 있는 모습은 같
은 해에 제작한 <포플라 2>[도판 20]를 연상케 한다. 앞서 언급했듯 
1950년대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조형 기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둥근 모서리의 사각 형태는 1956년 도불하여 활동하였던 작가 
김환기의 1957년 베네지트 갤러리(Galerie M. Bénézit) 개인전 포스터
[도판 36]에 등장하는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밝은 색감을 공유함은 
물론 부유하고 있는 조형 형태의 유사성도 보인다.128) 
  <출범 준비>(1962)[도판 13]처럼 직사각의 형태 안에 양쪽 끝에 원
형을 놓고 연달아 배열되어 있는 세 개의 막대 기호는 같은 해에 제작하
여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에콜 드 파리》전에 출품한 이성자의 대표작

127) 서성록,「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성자의 예술 여정(旅程)」, 갤러리 현대 
편(주 126), pp. 29-54 참고.

128) 이성자와 김환기의 작품 간의 연관관계를 살핀 몇몇의 연구가 있어 왔다. 
강영주는 김환기의 작품에 달을 연상시키는 기호들이 전달하는 서정성을 예
로 들어 이성자와 김환기의 작품이 공통적으로 민족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서
술했다. 강영주(주 125), pp. 131-132; 전유신은 두 작가 모두 동양적인 정
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 더하여 단순화된 형태, 밝은 색채, 풍부한 질
감을 구사하는 조형적 특징에서도 공통점을 찾는다. 전유신(주 20), pp. 
65-7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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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화 <내가 아는 어머니>(1962)[도판 37]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
타난다. 붉은 바탕에 기호를 파란색으로 새겨 색감에서도 영감을 받았음
을 짐작하게끔 한다. 이 형상은 이성자의 주요 회화에서 여러 차례 등장
한다. <바람의 증언>(1965)[도판 38]의 화면 상단이나 <진동하는 자
연>(1965)[도판 39] 등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막대 기호는 매우 뚜렷
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판화 <공간 구성>(1958)[도판 40]은 같은 해 제작한 유화 <급류의 
비약>[도판 41]이나 <천사의 땅>[도판 42]과 구성상 유사하다. 둥근 
모서리의 사각 형태가 중심 화면을 감싸는 것이 특징이다. <급류의 비
약>의 경우 사각 형태 하단의 기울어진 선의 구성까지 닮아있다. 
  판화 <1961년 새해>(1960)[도판 27]의 긴 세로 화면 비율 또한 회
화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해 제작한 유화 <언덕을 넘어서>(1960)[도
판 43]를 보면 세로로 긴 화면에 사각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줄마다 다
른 기호가 새겨져 있다. 화면의 중심 기호가 되는 반원은 배경과는 대조
적인 색으로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앙티브 곶>(1962)[도판 
44]과 같이 선이 화면의 중심 구성 기호가 되는 작품도 같은 시기 유화 
<4월의 내모습>(1962)[도판 45]에 등장한다.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촘촘하게 배치된 기호들이 있고, 기울어진 선은 한 방향으로 그어져 있
다.

  1962년 파리 생테즈 갤러리의 개인전 포스터[도판 46]를 위해 제작한 
판화 <생테즈(종합)>(1962)는 같은 해 제작한 유화 <상>(1962)[도판 
47]과 매우 흡사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촘촘한 기호들로 만
들어진 띠의 조형은 물론 화면의 상단에 가로로 긴 선을 반복적으로 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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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 단순히 화면을 구획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구성 
양식까지 닮아 있는 두 작품을 통해 판화와 회화를 유사한 구성으로 제
작할 수 있는 이성자의 역량을 느낄 수 있다. 이성자에게 있어 회화와 
판화는 별개의 것이 아닌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조형을 드러내기 위
한 상호 연관된 매체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도상은 이성자
가 여러 장르에 걸쳐 반복하여 보여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다는 
데에도 의미를 가진다. 
  판화는 이후에도 회화와 상호 연관성을 가진 매체로서 함께 발전해 나
가는데, 1980년대의 판화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1980)[도판 48]
은 회화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1980)[도판 49]과 도상부터 바탕
의 색상, 구도, 에어브러시 기법까지 마치 같은 작품처럼 흡사하다. 

2. <그라스 그룹>과의 교류

  <그라스 그룹 Groupe de Grasse>은 알베르토 마넬리(1888-1971), 
장 아르프(1886-1966), 소피 토이버-아르프(Sophie Taeuber-Arp) 
그리고 소니아 들로네(1885-1979)를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그라스
의 4인(Les 4 de Grasse)’이라고도 불린다[도판 50].129) 이들은 기하학

129) <그라스 그룹>의 용어는 ‘그라스의 4인’의 작업을 전시하였던 1950-60
년대 파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81년 파리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Claude Laugier, 
“Le Groupe de Grasse”, in Pontus Hulten ed.(주 79), p. 143; Gabrielle 
Buffet-Picabia, “Quatre de Grasse, souvenirs”, in Georges Vindry, Six 
artistes à Grasse, 1940-1943: Jean Arp, Sophie Taeuber-Arp, Sonia 
Delaunay, Alberto Magnelli, Ferdinand Springer, Franç̧ois Stahly (Grasse: 
Musée Ré́gional d'Art et d'Histoire, Grasse,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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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상이라는 양식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1930년대에 파리에서 교우관
계를 다져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쟁의 여파로 많은 작가들
이 유럽을 떠났고, 몇몇의 작가들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모여 작업을 
이어갔는데, 이 4인의 작가는 ‘자유 점령 지역(Zone libre)’인 그라스
(Grasse)로 모였다.130) 특히 1940-44년 사이에 함께 작업하고 교류하
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131)

  1960년대의 이성자가 <그라스 그룹>과 교유하였다는 사실은 마넬리 
미술관장이자 이성자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산드라 베나드레티
-펠라르를 통해 알려져 있다.132) 구체적으로는 1961년 그라스에서 여
름을 보내던 마넬리가 남프랑스의 카발레로-칸 갤러리에서 열린 이성자
의 개인전을 보러 와 갤러리에 자신의 번호를 남겨두면서 친교가 시작된
다[도판 51].133) 이성자는 파리 근교 뫼동(Meudon)에 있던 알베르토 
마넬리의 집에 초대되고 장 아르프, 소니아 들로네 등의 작가들을 비롯
하여 문학가, 예술도서 발행인 등과 함께 작업했다.134) 이성자의 투레트 

130) ‘자유 점령 지역’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6월 22일 콩피에뉴
(Compiegne)에서의 2차 휴전을 계기로 분할된 프랑스 영토를 의미했다.

131) 1939년 10월 알베르토와 부인 수지 마넬리(Susi Magnelli)는 처음 플랑 
드 그라스(Plan-de-Grasse)의 라 페라주(La Ferrage)에 정착했다. 스위스
인 부인 소피 토이버-아르프와 함께 독일의 지배를 피해 거주지를 옮겨 다
니던 아르프는 1940년 5월 마넬리를 찾아 그라스에 도착하였다. 아르프 부
부는 이탈리아 군대가 들어오기 전인 1942년까지 그라스에 머물렀다. 1941
년 남편 로베르(Robert Delaunay)의 죽음으로 상심해 있던 소니아 들로네 
역시 아르프 부부의 초대로 그라스에 합류하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Alberto Magnelli, “Souvenirs”, in Vindry(주 129); 
Laugier(주 129), p. 143. 

132) 산드라 베나드레티-펠라르, 『조용한 나라에로의 길』(마넬리 도자기 미
술관, 2003).

133) “마침 그 때 깐느에 추상화를 취급하는 화랑이 처음 생겼다. 그 전까지는 
깐느에는 구상화를 취급하는 화랑은 많이 있었지만 추상화를 취급하는 화랑
은 처음이었다. 친구들의 권유로 그 곳에 가져갔던 작품 몇 점을 화랑에 보
냈는데 무척 내 그림을 좋아해서 자기의 화랑에서 팔아 보겠으니 두고 가라
는 청을 받았다. 그래서 까발레로 화랑과 인연이 맺어졌다.” 이성자(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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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리에에 걸려 있는 마넬리의 1962년 작 판화[도판 52], 1963년 마
넬리가 이성자에게 보낸 편지,135) 그리고 이성자가 마넬리의 도움으로 
스위스 생 갈렌(St. Gallen)에서 판화집『시조 Sijo』(1969)를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아도 이성자와 마넬리의 인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
속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6)

  이성자가 많은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라스 그룹>과 교류했던 이
유는 남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경외하는 <그라스 그룹>의 태도
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137) <그라스 그룹> 작가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 중부 지방의 아름다움과 지중해의 따뜻
한 햇살로 둘러싸인 환경으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회
고한 바 있다.138) 자연 환경을 작품에 투영하는 한편, 명확하고 뚜렷한 
134) 전후 프랑스에서 원로 작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라스 그룹>의 작가들은 

1940년대 고에츠와 친분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자 역시 1950년대
부터 이미 이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Goetz(주 39), p. 140.

135)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3.5.15., 벨뷰에서 / 우리의 친애하는 성자 씨, 
당신의 미술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은 그곳에 가 있
어요.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당신의 작업은 훌륭한 가
치가 있어서 애호가들이 마땅히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6월 5일까지 
머무를 거예요. 만약 파리에 돌아온다면 연락 주세요. 

   우정을 담아, 마넬리 부부(les Magnelli) / 행운을 빌어요, 수지(Susi Magnelli)
136) 산드라 베나드레티-펠라르(주 132).
137) 남프랑스의 자연에서의 경험은 이성자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1968

년에는 이탈리아와의 국경이 있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알프마리팀 주 투레트
에 아틀리에를 마련하고 마넬리가 그랬던 것과 같이 여름마다 이곳을 찾아 
판화 작업을 한다. “뚜레뜨가 있는 알프마린주는 이탈리아와의 국경이 있는 
주이며 바다는 지중해를 끼고 있다. [...]파리의 바캉스 시즌인 6월이 되면 
나는 남불로 떠난다. 그 시간은 나의 제일 행복한 시간 중의 하나이다. 파리
의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 나는 기후가 너무 좋은 뚜레뜨로 가서 1년에 몇 
개월간을 지낸다. 그곳에 화실을 마련한 후로 파리에서는 그림(유화)을 하고 
뚜레뜨에서는 목판화를 한다. 뚜레뜨에서는 그런 생활을 하며 주로 판화를 
한다.” 이성자(주 46).

138) 아르프 부부는 그라스에서 매일 함께 산책하며 지중해의 맑은 날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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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추상 양식을 사용하였고, 회화를 비롯하여 수채화, 판화, 나무
와 대리석 릴리프, 콜라주, 조각 등 다양한 작업 기법을 활용한 것이 특
징이다.139)

  <그라스 그룹>은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조형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
어 단순하고 뚜렷한 형태를 작품에 드러낸다. 마넬리가 1942년 그라스
에서 제작한 작품과 1955년의 <괘지 Papiers rayés>(1955)[도판 53]
를 보면 가위로 오려낸 크래프트지, 포장지, 마분지 조각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화면 위에 중첩되어있다. 사각 형태와 양쪽 끝으로 갈수록 폭
이 넓어지는 막대 기호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기하학적인 형태만으로 작
품을 구성하는 모습은 마넬리의 <기하학적 추상 Abstraction 
géométrique>(1967)[도판 54]과 같은 채색 석판화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조형 요소다. 
  이성자의 1962년작 <한 풀잎을 위해>[도판 55]의 중심에서 양쪽 끝
으로 폭이 넓어지는 막대 모양의 기호가 주변의 선의 표현에 묻혀 비교
적 흐릿하게 나타났다면, 1964년 <토요일은 땅의 날>[도판 56], 1966
년 <도끼의 노래>[도판 57]로 나아갈수록 도형의 형태가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끼의 노래>에서 화면 구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막대 
기호의 형태는 특히 마넬리의 <괘지>(1955)[도판 53]에 붙어 있는 종

창작을 위한 영감을 얻었음을 회고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Toscana) 지방에서 자란 마넬리에게도 자연은 중요한 주제였는데, 그는 전
쟁 이후에도 매년 여름은 그라스의 라 페라주에서 보냈다. Laugier(주 129), 
p. 143.

139) 1970년 마넬리는 자연에서 생활하며 제작한 판화집 『라 페라주의 화집
L’Album de la Ferrage』과 『라 페라주의 양잠장 La Magnanerie de la 
Ferrage』을 출판하기도 한다. Daniel Abadie, Alberto Magnelli (Paris: 
Centre Georges Pompidou, 1993); Janine Bailly-Herzberg, Dictionnaire 
de l’estampe en France, 1830-1950 (Paris: Arts et Métiers Graphiques, 
1985),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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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각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마넬리와의 조형적 유사성을 보여주지만 
이성자의 작품 속의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된 것에 머물지 않았다.
이성자의 <꿈에 잠겨>(1964)[도판 58]에서는 사각의 형태 안에 다른 
형태들이 새겨져 있는 구성을, <아름다운 모성>(1964)[도판 59]에서는 
반복적으로 그어 내린 선과 촘촘한 점의 구성을 시도한다. 이는 마넬리
의 그것과는 다른 자신만의 기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제목에 
드러나는 서사성 역시 마넬리와는 차별화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들로네가 1963년 카발레로-칸 갤러리의 포스터를 
위해 제작한 석판화[도판 60]는 여러 겹으로 테두리가 덧씌워진 다양한 
질감과 색채의 얇은 원형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성자의 <1965년 새
해>(1964)[도판 61]를 연상시킨다. 이 시기 이성자는 곡선의 강조와 
세밀하게 화면을 구성하던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공간으로 
화면을 점유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직선보다는 곡선을, 사각형보다는 
원형을 사용한 구성 방식은 <봄과의 약혼>(1963)[도판 62]부터 점차 
두드러진다.
  <그라스 그룹> 중 판화를 가장 많이 제작했던 인물은 아르프이다. 그
의 <테를 새로 두른 태양 Soleil recerclé>(1962)[도판 63]은 이성자의 
<말들의 나라>(1964)[도판 64]나 <동 틀 무렵의 도시>(1964)[도판 
65]를 연상시킨다. <테를 새로 두른 태양>에는 크기가 같은 두 원이 
있고, 각각의 원 안에는 유기적인 형태들이 부유하고 있다. 원의 형태와 
구성상의 배치는 이성자의 작업과 유사하다. 동그란 목판을 찍어 제작한 
<말들의 나라>와 <동 틀 무렵의 도시>의 원형 안에서는 각각 사각형
의 기호들과 곡선으로 휘어진 기호들을 볼 수 있다. 화면 위에 떠 있는 
듯한 기호들은 아르프의 공간 구성을 떠올리게 한다.140)

140) 아르프는 목판화와 나무 릴리프, 조각 등 주로 나무를 사용한 작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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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작가의 작품은 자신이 중시한 기호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원형 안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성자에게 있어 
‘곡선’은 나무 본연의 자연적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는 데에
서 아르프와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아르프는 가공된 목판 위에 원의 형
태와 자신의 기호를 새겼다. 반면 이성자는 가로로 잘라 나이테가 그대
로 드러나는 나무 기둥에 그림을 새겨 찍는 방식을 선호하였기에 아르프
의 작품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그라스 그룹>과 이성자는 
형태적, 조형적으로 유사점이 있으나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과 추상을 보
는 관점을 달리했다. 

  <그라스 그룹>의 세 사람은 일찍이 회화와 더불어 판화를 함께 작업
한 회화-판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작업에 활
용한 작가들이었다.141)

작하였으며 “견고한 나무의 수액”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성자와 
비견된다. Jean Guichard-Meili, “Henri Goetz et le passage de la ligne”, 
in Dorival et al.(주 55), p. 25.

141) <그라스 그룹>에게 특히 판화는 중요한 매체 중의 하나로 고려되었다. 
아르프는 스트라스부르의 공예학교(École des Arts et Métiers)와 조르주 
리틀렝(Georges Ritleng)으로부터 판화를 배웠다. 1912년부터 에칭을 했지
만, 다다(Dada)의 출판물 제작에 참여하면서 시작한 ‘목판화’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였다. 마넬리는 1931년 도불한 뒤인 1934년에야 판화를 습득하였는
데, 그의 작업이 뚜렷하고 단순화되는 기호로 이행하는 데에 판화가 많은 영
향을 주었다. 소니아 들로네는 1905년 에칭을 시작으로 석판화, 실크스크린 
등을 다뤘다. 그에게 있어 판화는 과슈, 수채, 유채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
했다. Astrid von Asten, “‘We want to produce like a plant that produces 
a fruit’: Hans arp and the ‘Nature Principle’”, in Paul Crowther and 
Isabel Wünsche eds., Meanings of Abstract Art: Beween Nature and 
Theory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2), p. 84; Eric Robertson and Jean Arp, Arp: Painter, Poet, Sculpto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p. 140-141; 
Daniel Abadie, Magnelli, les estampes: Catalogue raisonné (Neuchâtel: 
Ides et Calendes, 2011), p. 7; Bernard Dorival, Sonia Delaunay: Sa Vie, 
son oeuvre, 1885-1979 (Paris: Jacques Damase Editions, 1980); Kral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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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스 그룹>은 일상의 재료를 재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했다. 이들은 버려진 재료들을 주워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마넬리는 
주변에 있는 괘지, 골판지, 마분지, 포장지, 천 조각 등을 주워와 작품에 
사용하였다.142) 아르프 역시 묘비를 만들고 남은 대리석 조각 등 버려진 
재료들, 쓰레기, 혹은 바닥에 구겨져 있는 종이들을 모아 작품 제작에 
사용했다.143) 
  버려진 재료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각각의 재료가 가진 특성에 집중, 
그 조형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라스 그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숲의 나뭇가지를 직접 주워와 작업에 쓰고 그 나무의 본연의 가치를 드
러내 보이고자 했던 이성자의 작업 방식을 연상시킨다. 1961년 마넬리
와 함께 작업을 하던 이성자가 마넬리의 집 뜰에 있는 폭풍으로 뿌리째 
뽑힌 호두나무를 주워와 둥근 조각도로 모양을 새기고 물감을 칠해 도장
처럼 작품에 활용했다는 일화가 그를 증명한다.144) 
  매체와 기법의 제한 없이 다양하게 작품을 제작한 <그라스 그룹>의 
제작 방식은 이성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성자는 1963년에는 파리 
아틀리에와 가까운 부아 드 불로뉴(Bois de Boulogne)나 파리 근교의 
생제르맹 엉 레(Saint-Germain-en-Laye) 등의 숲을 산책하며 버려진 
나무를 주워 목판화의 재료로 쓰는 등 나무 자체를 작업에 직접 사용하
게 되었다. 이는 다음 판화 시기인 “나무의 자유 시대”(1963-72)에 점
차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당대의 작가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Ringstrøm, Arp, Taeuber-Arp, Delaunay, Delaunay-Terk, Kandinsky, 
Magnelli (Oslo: Kaare Berntsen, 1960), pp. 39-40.

142) Philippe Dagen, Alberto Magnelli: Les Années ultimes, peintures 
1956/1969 (Royan: Centre d'Arts Plastiques, Royan, 1997).

143) Herta Wescher, “Le Cosmos de Arp”, Cimaise, March-April 1957, pp. 
11-24.

144) Bouret(주 7), pp.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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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의 자유 시대” - 독자적 노선의 모색

  “나무의 자유 시대”에 대해 이성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나무를 있는 그대로 선보인다. 다시 말해서 숲속에서 산보를 하는 도
중에, 나무의 형태를 고르고, 나무의 자유로운 형체 그대로를 재료로 삼아 
거기서부터 조각을 해나간다. 나는 이미 준비된 직사각형의 목판, 마치 감
옥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사각형의 형태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나무와 더불어 맘껏 자유로운 것이다.”145) 

“나무의 자유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각형의 목
판이 아닌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 나무를 사용하며 이성자가 나무 본연
의 형태를 작품화 하는 방식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성자는 가공된 목판을 재료로 하여 목판화를 제작하면서도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와 필요에 따라 나무와의 ‘접촉’을 소중
하게 여겼다.146)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을 잃지 않도록 외부의 개입
을 최소화한 목판을 얻고자 자연에서 가까운 목공소에서 얻은 나무 판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 자연 그대
로의 것을 갈망했던 작가는 이 시기 본격적으로 날 것의 나무를 주워와 
그대로 재료로 삼는다. <아름다운 세계의 재탄생>(1963)[도판 66]은 

145) 유홍준 편(주 52), p. 156.
146) “목판화를 한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 위

해서였다. 파리는 산이 없는 도시이다. 그런 도시에서 나는 자연이 필요했다. 
목판을 판다는 것은 내가 자연과 만나는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목판을 파면
서 나무와 만나고 자연과 만나며 그런 작업을 통해 숲을 산책하는 정서에 젖
었다. 도시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연,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렇
게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갔다.” 이성자, 「화가의 일기: 이성자 李聖子, 파리, 
뚜레뜨, 서울, 북극항로」, 『화랑(畵廊)』,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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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화 제작 방식을 적용한 첫 작품으로, 세로로 자른 방식의 나무
(Bois de fil)와 나이테가 보이도록 가로로 자른 나무(Bois de bout)를 
동시에 사용한 작품이다. 나무를 가로로 잘라 판화를 제작하는 것은 당
시에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나무를 동그랗게 가로로 재단
하면 견고하고 밀도가 높아져 조각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147) 하
지만 이성자는 그를 새로운 판화 제작 방식으로 삼고 이에 집중하였다. 
  그는 카탈로그 레조네를 통해 이러한 작품들을 ‘자연의 형태(Formes 
naturelles)’라고 특별히 표기하여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재료임을 강조
하였다.148) 이를 반영하듯 나무의 유기적인 곡선 형태, 나뭇결 등 소재 
자체의 특징이 판화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전에는 목판을 끌로 파낼 때 선이 주는 느낌이나 기호 등 ‘판화’라
는 장르의 특성에 집중하였다면, 60년대에 들어 이성자는 점차 ‘목판화’ 
자체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는 나뭇가지를 주워 목수
에게 부탁해 반으로 가르고 그 단면에 그림을 새겼다. 그 과정에서 벚나
무, 소사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올리브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뭇가지를 수집하기도 했다.149)

  나무에 대한 그의 관심은 <바쳐진 시간>(1967)[도판 67]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무판을 새기는 한 편 파내지 않고 색만 입혀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찍었다. 더 나아가 <황홀한 숲>(1970)[도판 68]에
는 네 가지 종류의 나무를 한 작품에 사용하여 각자의 질감을 드러내려 
하였다.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찍는 것에 더하여 나뭇결을 따라 선을 새

147) de Carvalho and Vellekoop(주 25), p. 49.
148) 이성자의 판화 중에서 최초로 ‘자연의 형태’가 표기되어 있는 작품은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세계의 재탄생>(1963)이다. Bouret(주 2), p. 41.
149) 이성자(주 146).



- 55 -

겨서 찍는 등 다양한 나무의 실험을 시도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무의 결이나 질감 등 나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나뭇가지의 유기적인 곡선 형태를 느끼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따라 나무를 파고, 서로 다른 종류와 특징을 가진 다양한 나무들을 접하
고, 나무 자체가 갖는 자연의 힘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면서 재료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어졌을 것이다. 그 과정은 이성자로 하여금 “목판화 하
다 보니까 나무하고 내하고 동업을 한다. 나무의 자기 형태를 살려서”라
는 말처럼 나무와 함께 일하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150) 날 것 그대
로의 나무는 저마다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작가는 나무를 끌로 
파내면서 나무가 가진 그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151) 이성자는 “나
무를 새기기 전에 양손으로 어루만지고, 나뭇결을 더듬으며 나무와 대화
를 한다. 나무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에 흠뻑 젖어 들려고 한다.”고 
했다.152)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판화를 찍어내는 전 과정을 혼자서 해
내는 이성자의 목판화 제작 과정은 나무와의 깊이 있는 대화 과정과 같
은 의미를 가졌다. 이는 가공된 목판을 사용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
정이었다. 마넬리는 특히 이러한 이성자의 나무에 대한 진실된 태도에 
큰 관심을 가졌다.153) 

150) 이성자는 목판화를 통해 “나무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나무가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의 표현과 그의 꿋꿋함과, 외침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끄집어 내주
고, 섬유조직이 원하는 의지를 이해하여 가려듣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그의 전진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주고자” 하였다. 유홍준 편(주 52), p. 154.

151) 이성자는 예전부터 직접 나무를 파내는 작업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판화는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매체’였다. 원목은 쉽게 파
이지 않았고, 그 견고함에 칼이 부러지기도 했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없었
지만 이성자는 오히려 자연의 힘, 저항성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점을 좋
아했다. 심은록(주 16), p. 67.

152) 유홍준 편(주 52), p. 156.
153) 심은록(주 16), pp.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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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자는 1969년 이탈리아 카르피(Carpi)에서 열린 《제 1회 현대목
판화 트리엔날레 Triennale Internazionale della Xilografia 
Contemporanea》에 「나무를 새기며」라는 글을 발표한다.154) 국제적
으로 명망 있는 목판화 전시에서 글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목판화가로서
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이 글에서 이성자가 나무의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는 나뭇결 등 나무라는 재료가 가
진 특유의 조형성, 나무를 만지고 끌로 파내는 과정을 통해 작가가 느낄 
수 있는 나무의 생명력, 그리고 밀도 있는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인내해 
온 나무의 시간 등을 언급한다.

  목판화에서 비롯된 자연에 대한 고찰과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은 이후
의 판화는 물론 회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판화를 위해 제작한 목
판 원판을 독립된 조각 작품처럼 전시하기도 하였고,155) 1970년대에는 
캔버스 위에 원목의 나뭇가지를 콜라주 하거나, 나뭇가지에 채색을 하여 
벽에 세우는 설치 작품을 제작하는 등 나무라는 재료에 대한 관심을 이
어 나가고 다른 매체와 접합하여 적극적으로 실험하기까지 한다.
  “음과 양, 초월 시대”(1975-76)의 회화는 <초월 11월 No. 
2>(1975)[도판 69]와 같이 판넬에 나무를 얹고 에어브러시 스텐실 기
법을 사용해 자연 그대로의 나무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이 시기의 회화에서 캔버스에 나뭇가지를 붙여 3차원적 공간성을 부여
한 것에서도 나무라는 재료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무가 캔버스를 가로질러 붙어 있는 형태는 대형 판화 <우주>(1970)
[도판 70]의 대담한 구도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투명한 대기 시

154) 이성자(주 124).
155) 1960년대 갤러리들은 이성자에게 목판 자체를 판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성자(주 6),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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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977-81)에 에어브러시로 처리한 화면 위에 목판을 겹쳐 찍어 인
쇄한 ‘이중판화’ 기법 역시 에어브러시의 화면 위에 음과 양을 그려 넣
은 <투레트의 밤 8월 No. 2>(1979)[도판 71] 등의 1970년대 회화에 
영감을 준다.156)

  1970년대부터 이성자와 교류하며 도자기 작업을 지원했던 성파 스님
은 이성자에 대해 “나무만 보면 판화를 하려고 한다. 어떤 나무는 너무 
단단해서 다루기 힘들 것 같다고 말려도 개의치 않고 다 해버린다”면서 
그의 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을 언급한 바 있다.157)

  이후 이성자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대지를 넘어 하늘과 우주로 향한
다. 자연에 대한 애정이자 그에 대한 의식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회
화에서는 “중복 시대”(1969-1971)부터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는 듯 
한 부감(俯瞰) 시점의 작품이 등장한다. 
  판화에서는 “나무의 자유 시대”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작
품 제목을 선보인다.158) 아르프는 당시 목판화를 주로 사용하여 나무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 점에서 이성자와 공통점이 있는데, 이어지
는 ‘천체’와 ‘우주’라는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유사하다.159)

156) “음과 양, 초월 시대” 회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다: 종이 위에 
조화로운 나뭇가지 배치, 묽게 탄 아크릴 물감을 에어브러시로 분사하여 가
지의 그림자를 만든 뒤에, 오려진 본을 놓고 재차 새로운 색을 분사하여 무
광택의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오일 잉크로 목판을 인쇄하여 완성한다.

157) 심은록(주 16), p. 218.
158) 이성자의 판화 <달의 구성>(1957), <10월의 달>(1960) 등이나 유화 

<어느 별의 이야기>와 같은 작품을 통해 ‘천체’에 관한 주제가 이미 등장하
고 있었다. 이성자는 1962년을 기점으로 하여서는 <지평선의 달>(1962), 
<달>(1963), <자유로운 별>(1963), <별들의 부호>(1963), <별에 대하
여 외침>(1964), <해와 달>(1964), <은하수>(1964), <수성과 금
성>(1966), <별들은 꽃피리라>(1967) 시리즈, 그리고 <성좌>(1968)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주제로 한 판화 작업을 다수 제작하였다.

159) 아르프는 1930년 <우연의 법칙에 따른 성좌 Constellation selon les l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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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카발레로-칸 갤러리에서의 전시와 이듬 해 샤르팡티에 갤러
리에서의 판화 개인전 평에서도 ‘우주’에 대한 이성자의 관심이 목격된
다. 기자 막스 부르댕(Max Bourdin)은 이성자의 1963년 카발레로-칸 
갤러리 전시를 보고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그리고 우주의 표상”을 발
견하였다고 말한다.160) 비평가이자 시인 앙리 갈리-카를르(Henry 
Galy-Carles)는 이러한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포착한다. 그는 샤르팡티
에 갤러리 개인전을 보고 작품에 드러난 “수많은 역동적인 작은 점들이 
우주의 전율을 느끼게 해준다”고 평했다. 이성자가 영원한 우주의 움직
임과 자신만의 기호를 드러내려는 의지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다고 표현
하였다.161)

  <별에 대하여 외침>(1964)[도판 15], <아름다운 모성>(1964)[도판 
59]에서는 별자리를 암시하는 구성과 흩뿌려진 작은 별들을 연상시키는 
조형들이 목격된다. 1968년 샤르팡티에 갤러리의 전시 포스터로도 쓰인

du hasard>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좌(Constellation)’를 주제로 한 릴리
프, 목판화, 실크스크린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성좌 시리즈를 통해 
유기적이면서 단순한 형태를 ‘우주적 형태(Cosmic forms)’ 혹은 ‘별자리’로 
명명하였다. 사라 위난(Sandra Wynands)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들은 행성의 
별자리를 연상시키고, 서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조적으로 균형감
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한다. 화면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호들이 갖는 서로 간의 관계성을 자연의 별자리
에 빗대어 은유한 것이다. von Asten(주 141), p. 87; Sandra Wynands, 
“Zürich Dada and Mysticism”, Literature and Theology 15:1(March 
2001), pp. 70-84.

160) 그는 이성자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성숙한 행성 Planète 
nubile>과 <달 위의 마천루 Gratte-ciel sur la lune>로부터는 세상과 꿈
을, <사람이 살고 있는 혜성 Comète habitée>, <신성한 것들의 도시 La 
Ville aux murs sacrés>로부터는 환상을, <수액이 오른 Montée des 
sèves>으로부터는 우주에 관한 인식을, <367번째 날 Le 367e jour>, <명
년에 대한 명상 Méditation sur l'année prochaine>으로부터는 꿈을 발견한
다.” Max Bourdin, “Seund Ja Rhee à la Galerie Cavalero”, L'Indépendant 
des Alpes-Maritimes de la Côte d'Azur, Antibes, 3 January 1964.

161) Henry Galy-Carles, “Seund Ja Rhee”, Art d'Aujourd'hui, July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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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좌>[도판 72] 역시 화면을 구성하는 원의 형태들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떠올리게 한다.162)

  서로 다른 미술 사조, 경향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체를 권
유하고 받아들였던 <그라스 그룹>과 이성자가 작가로서 교류했던 것은 
그의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자연’
이라는 오래된 예술 주제와 ‘나무’라는 중요한 소재에 대해 한층 더 깊
게 고민하며 그를 통해 차별화된 개성을 드러낸다. 가공된 목판이 아닌 
직접 자연 속에서 나무를 취하면서 이성자는 말 그대로 판화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따뜻한 질감에 
주목하였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목판화라는 장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모색해 나갔다. 그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애
정과 그를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이후 ‘우주’까지 
이어지는 이성자 예술 철학의 구체적인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나무는 
자연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매체로, 이성자에게 있어 중요한 소재
임을 넘어 이후 그의 전 작품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2) 이성자의 ‘우주’ 주제에 대한 이른 관심과 이 주제로부터 드러나는 ‘서사
적 의도’에 대해서는 박신영, 「이성자의 작품에 나타난 은하수 세계의 이
해」, 이성자 화백 탄신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편, 『이성자 화백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성자 화가의 시간, 하늘도시로 초대하다!>』(이
성자 화백 탄신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2018), pp. 3-1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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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은 재불작가 이성자의 1950-60년대 판화를 국제적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이성자가 1950-60년대 프랑스 화단에서 주목받게 된 중요한 계기는 
그의 판화 작업으로, 프랑스 문화성, 국립조형예술센터, 프랑스 국립도서
관,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등에서 그의 판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 작가로서는 이례적인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자의 판화
는 회화에 비해 연구가 미진하다. 또한 그가 프랑스 화단에서 활약했음
에도 지나치게 한국성만을 강조하여 연구해왔다. 본 연구는 그에 착안하
여 이성자의 판화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이성자는 1951년 도불한 이후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앙리 고
에츠에게 회화를, 아틀리에 17에서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에게 판화를 배
웠다. 고에츠는 당대 판화 교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
히 부인 부메스터로부터 판화를 익히고 <그라피> 그룹에서 다양한 판
화 장르를 실험한 고에츠는 판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성자는 1955년부터 판화를 제작하였는데, 판화만의 고유한 장점을 끌어
내고자 하였던 고에츠의 영향으로 예술 매체로서의 판화에 주목하였다.
  1957년 아틀리에 17에서도 판화를 익힌 이성자는 아틀리에의 국제적
인 환경에서 다양한 판화의 경향을 접하게 되었다. 헤이터는 한판 다색 
판화로 흑백의 동판화 에칭을 주로 제작했던 1950년대 파리 판화계에 
채색판화를 부흥시킨 인물이다. 이성자 역시 이때부터 밝은 원색을 판화
에 적용하게 된다. 당시의 경험은 그에게 국제적 판화 경향을 접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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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다양한 제작 방식 중 목판화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해주었다는 의
의가 있다. 목판화는 그가 평생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착하는 매체가 된
다.

  이성자는 1950년대 말부터 파리 화단의 <누벨 에콜 드 파리> 작가진
과 교유하게 된다. 회화와 판화를 함께 제작했던 이들 젊은 세대 작가들
과 당시의 분위기에 공감하며 프랑스 추상의 경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
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모색하였다. 
  그는 판화의 재료적 특성에 집중하여 뚜렷한 끌의 흔적과 강렬한 색채
를 강조하거나, 그를 통해 자신만의 기호 혹은 독자적 조형 언어를 발견
하고 발전시킨다. 특히 당시 프랑스 화단은 극동에 대한 관심으로 동양
의 예술이 가진 기호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파리의 동양인으로서 이
러한 흐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에 유행하던 동양적 
기호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독창적인 기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 분할된 화면 위에 기호를 켜켜이 쌓는 구성은 비시
에르의 카펫 화면 구성과 비견되는데 대표적인 ‘추상풍경주의’ 작가인 
그와는 자연이라는 주제에 애정을 갖고 작업에 몰두했다는 공통점이 있
다. 이처럼 이성자가 <누벨 에콜 드 파리>의 경향을 공유했다는 점은 
그가 당대의 유행 경향을 읽어내고 그를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 
노선을 찾으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60년대에 이성자에게 있어 회화와 판화는 상호 연관된 매체였다. 
이성자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여성과 대지 시대”의 회
화에서 중요하게 쓰인 도상이 이미 판화에서 실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자는 판화를 회화의 부차적 매체로 보지 않았으며 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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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두 장르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전해 나갔다. 
  그는 <그라스 그룹>의 추상 화가들과 친교를 나누며 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마넬리, 아르프 등 당대 유럽 추상 
미술의 거장으로 인정받았던 이들과 함께 작가로서 동등하게 교류하며 
작업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성자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부를 기점으로 비교적 형태가 뚜렷해지는 작품의 경향
을 볼 수 있다. 자연에서 다양한 재료를 주워와 작업하던 <그라스 그
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성자는 자연 소재를 응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무 그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활용한다. 
  그간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그라스 그룹>과의 교류가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이성자 판화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나무의 자유 
시대”의 시작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성자는 그들과 교류하면서 ‘나
무’라는 중요한 소재에 대해 한층 더 깊게 고민한다. 이때부터 그는 가
공된 목판이 아닌 자연 속에서 직접 선택한 재료로 판화 제작의 전 과정
에 참여한다.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질감에 주목했고 그것이 가장 잘 드
러나는 목판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애정은 “나무의 자유 시대”를 지나며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는 이후 “우주 시대”(1995-2008)까지를 아우르
는 이성자 예술 철학의 구체적인 시발점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1950-60년대 이성자 판화를 국제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
았다. 그를 통해 그동안 간과된 이성자 판화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었
다. 그의 판화가 주요한 매체로서 회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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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복잡다단한 이성자의 예술 세계를 다각적인 관
점에서 파악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판화를 중
요시하고 판화를 회화와 함께 제작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프랑스 미술사
적 맥락에서 회화-판화가로서의 이성자의 활동상을 짚어 본 것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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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Aspect of Seundja Rhee's 

Prints in the 1950s and 60s

Jiwon Seo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conducts a study on the Korean artist, Seundja Rhee’s 
prints in the 1950s and 60s within the international context. Rhee 
left for France in 1951 and as an artist mainly active in France 
created artworks in various genres such as painting, print, ceramic, 
mosaic, a collection of illustrated poems and more until her passing 
in 2009. She grabbed the attention of the French art scene from the 
late 1950s and became an important figure of the Korean and the 
French contemporary arts in the 1960s as she was acknowledged 
for her status as an artist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artists like Alberto Magnelli, Jean Arp, and Sonia Delau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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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gnificant milestone which made Rhee to gain the attention 
of the French art scene in the 1950s and 60s was her prints, and 
the fact that many of those prints are housed in the collections of 
French Ministry of Culture, National Center for Visual Arts and 
National Library of France proves Rhee’s works are highly 
esteemed. Nevertheless, studies on her print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ies on her paintings. In addition, although she 
was greatly active in the major art scene in France only her Korean 
characteristic has been excessively emphasized in other studies and 
the significance of her prints is being overlooked.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e study examines Rhee’s prints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Rhee learned prints through the education of Henry Goetz and 
Stanley William Hayter in the 1950s, France. By selectively 
accepting the trend in the French abstract art at the time and 
embodying the sensitivity of the Eastern art, Rhee received good 
reviews. From the late 1950s she mostly created woodcut prints 
with a theme of nature and socially associated with the artists of 
<Nouvelle École de Paris>. Rhee concentrated on the material 
property of print and through that she developed her own 
preference. 
  As it turns to the 1960s, a print and a painting are not a separate 
medium to Rhee anymore, but mutually related media to reveal 
forms which she wished to express. “Woman and Earth 
Period”(1961-68) is the time when Rhee was acknowledged the 
most both in Korea and France, and the study focuses on the fact 
the important motif in her paintings from this period was preceded 
in the print work. Rhee did not consider print as a secondary 
medium to painting, and the various genres she explored were 
mutually influential and progressive a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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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1960s, Rhee enjoyed close friendship with the abstract 
artists of <Groupe de Grasse> and shared the attitude towards 
nature deeply. They selected materials themselves from the nature 
and participated in the entire process of making prints. They found 
their own creative art world through making woodcut prints using 
woods in its natural state rather than using processed wood panels. 
This kind of attitude was applied on painting and soon they reached 
the stage where a boundary between painting and print crumbles. 
  The study can be seen as one of the attempts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art world of Rhee who tried many art genres and 
transformations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Furthermore, it has 
significance for looking back at the activities of Rhee as a 
painter-print artist in the art historical context of France where 
print was considered important and creating prints and paintings 
together was regarded as normal. 

Keywords : Seundja Rhee, Woodcut,

            Nouvelle École de Paris, Groupe de Grasse

Student Number : 2016-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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