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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는 일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이를 위해 나는 내면에서 비롯
된 ‘자기 세계’에 몰두 하는데 이에 관한 표현은 감수성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감수성은 감정을 바탕으로 한 반응의 정도와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나의 감수성은 내면의 정서에 주목하며
그를 통해 세계에 대해 보다 생경한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한다. 이
는 시적 정취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적 감수성의 작용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특징을‘ 미시적(微視的) 서사’라는 개념으로
하고자 한다.

종합

본 논문에서는 서사의 개념에 있어 보다 확장된 의미인

‘의미구조로서의 서사’를 주목한다. 미시적 서사는 작은 존재들을 존중하
고 그들이 품고 있는 미묘하고 섬세한 이야기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이라 한정하였다. 작은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서사를 포착하는
것은 보다 ‘크고 무거운 것들’에 가려지고 지워지는 작은 이야기에 대한
존중의 발로이다.
작품의 소재는 일상의 주변을 두루 살피며 얻는다. 작품들을 살펴보
면 나와 나의 내면을 향해있던 관심이 점차 외부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
인다. 우선 내면의 감정을 인체의 동작을 빌려 표현했다. 외부 세계로 관
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의경(意景)을 통해 내면을 살피는 양상을 보인
다. 더 나아가 마음을 통해 일상 사물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확장 되었다. 표현의 목적과 양상은 조금씩 변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공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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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관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은 뚜렷하게 구분된 의미를 취하
지 않고, 흩어진 채 부유하는 정조, 즉 서정(抒情)을 형성한다. 나는 표현
요소들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이러한 서정을 표현하려 했다. 제작과정을
크게 드로잉을 통해 주관적 인상을 기록하는 것, 판화를 통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선을 주된 표현의 매체로 사용한다.
자유로운 선묘를 통해 내면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반응이나 대상에 관
한 인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가는 선을 이용하여 미세한 감정의 떨림과
작은 존재의 미약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다. 판화를 거쳐 드러나는
색은 서정의 주요 요건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현된 이미지는 압축적인 형상과 그에 상응하는 여백, 분위기를 드
러내는 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형상은 짧은 인상의 순간에서 비롯되
어 기억에 존재하는 부분적인 심상에 기대어 표현한다. 드러난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전체를 함축한다. 여백은 이러한 함축을 더욱 극대화하고
단독으로 위치하는 형상에 시선을 주목시키기 위해 쓰인다. 평면 공간
뿐 아니라 작품을 전시 공간에 놓아 둘 때에도 여백을 강조하였다.
이미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화의 형태로 제작된다.
특히 오목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섬세한 물질감을 포착해 내고, 이
를 통해 미세한 감정의 떨림을 표현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판화의 공정
을 거치는 동안 표현의 주체인 나 스스로가 과정에 보다 밀접하게 개입
할 수 있다는 점을 판화의 장점으로 꼽는다. 그래서 단지 작품 제작을
위한 과정을 넘어 재료와 이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의 장으로서 판화
를 대하려 한다.

주요어 : 시적 감수성, 서정, 미시적 서사, 사소함, 감정, 분위기, 내면의 풍경,
심상, 가는 선, 흐린 색, 여백, 오목판법, 간접성, 수공성
학 번 : 2010-2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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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촉발되는 분위기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표현하려 한다. 이는 다분히 개인의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내면 작용, 즉 감정으로 통칭할 수 있는 느낌, 정서, 직관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평범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새로운 이
야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표현을 한다. 이처럼 나의 작품은
대상을 고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에 관해 표현한 것이다. 그런 점에
서 내가 가진 시선의 특성을 밝히고 시선을 형성하는 원리를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소하고 평범한 대상을 주목하는 이유와 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이
런 의도 아래 이루어진 최근의 판화 작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본론 Ⅱ장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내가 지닌 감
수성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개인이 지닌 감수성은 세계에 대한 반응
과 그의 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원동력으로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작
나는 흔히 찾을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품 전반에 작용하는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보다 통

움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감수성의 정확한 실체
에 대해 윤곽을 그려보고 그것이 나의 작업에서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나의 감수성은 무엇보다 표현의 주체인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작은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다. 1절에서는 이러한 작은 세계에 주목하는
이유와 그 실제적인 방편으로서 ‘걷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2절에서
는 나의 감수성이 시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시 아닌
다른 것을 ‘시적(詩的)’이라 부르는 것은 그로부터 시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적 정취가 갖는 특징과 그것이 나의
합적인 이해에 도 을

그림 안에서 활용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감수성을
- 1 -

바탕으로 포착한 세계의 단면을 ‘미시적(微視的) 서사’라는 용어를 통해

敍事)’는 원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구조를 이루어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는 서사는
종합하려 한다. ‘서사(

보다 확장된 개념인, ‘의미 구조로서의 서사’를 지칭한다. 미약하고 사소
한 존재들에게 ‘서사’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살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작은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서사는 관심의
위를

범

좁히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

적’(微視的)이라 한정하였다. 나는 이러한 미시적 서사를 통해 기존의 ‘거
대한 서사’로 포착해

낼 수 없었던 작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존

중하고자 한다.
나의 작품들은 관심사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취하고 있지만 세

계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한다. 스스로

침잠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이야기 즉 미시적 서사를
발굴하려는 과정의 일환이다. Ⅲ장에서 다루는 작품의 소재는 이러한 이
야기에 진입하도록 안내하는 단초에 해당한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나와
의 내면에

나의 내면을 향해있던 관심이 점차 외부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인다. 이

처럼

관심의

초점이

변화함에

달

따라

격 달라진다.

사용하는 소재의 성 도

우선 내면의 감정을 전 하기 위해 인체를 다루는 것에서 시작하여, 풍
경을 통해 내면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외부 세계로 시선이 옮겨간다. 이

연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 의경(意景)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서양의 낭만주의 풍경화와 동양의 산수화를 예로
들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마
때의 풍경화는 자 을

음을 통해 일상 사물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확장
되었다. 표현의 목적과 양상은 조금씩 변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
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공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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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작품을 이루는 조형 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
러한 표현 양상은 앞서 밝힌 일련의 주제와 내용을 시각화 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작품 안에 일정한 분위기 즉 서정(抒情)이 나타남
에 주목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형요소를 세심하게 조절하여 표현한 것에
서 기인한다. 표현에 사용한 조형요소를 선과 색으로 요약하여

역할과

구체적인 특성을

밝힐

각각의

것이다.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는

압축적인 형상과 그에 상응하는 여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여백
은 화면 안에서 형상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을 뿐 아니라 작품을 전시 공

설치할 때에도 중요한 원리로 사용된다. 동양 회화에서 쓰이는
여백의 원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용법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가 갖는 특성들은 최종적으로 판화의 과정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목판법을 중심으로 판화가 갖는 장점과 즐겨 사용하는 이
유를 설명할 것이다.
간 안에

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작업 노트를 비롯한 개인적 기록들을 참
고 자료로 사용하였고, 영향을 받은 다른 예술가의 작업으로 설명을 도왔

움 받았음을 밝힌다.
본 논의를 통해 작품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그 근본이 되는 믿음이 과
연 타당한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를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이 적절하였는
지를 반성해 보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간의 작업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전망을 얻을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다. 그 밖에도 다수의 참고 문헌과 시각자료의 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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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은 세계들
1. 작은 것에 대한 관심
규모를 축소하여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
건, 혹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상의 미래나 그에 관한 꿈에 비해 일상
은 매일 되풀이되는 사소하고 진부한 것이다. 그러나 일상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누구에게나 그를 이어나가야 할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일상은 이러한 삶의 순
간이 실제로 벌어지는 생생한 경험의 장이기도 하다. 일상은 이처럼 영
원히 벗겨지지 않을 삶의 굴레임과 동시에 진기한 사건으로 가득 찬 흥
미로운 세계로서의 두 얼굴을 가졌다.1)
일상의 평범한 얼굴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시도는 고정
된 일상의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
적인 일탈을 통해 일상 세계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을 꿈꿀 수도 있겠
으나 나는 보다 스스로를 낮추고 몸집을 축소시켜 보다 작은 세계를 들
여다보려 한다.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몸집을 키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닐 터이다. 시선을 낮추어 작은 세계가 가진 풍부한 의미
들을 살핌으로서 고정된 의미와 관습으로 굳어진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믿는다.
내게 있어 걷기는 시선을 낮추어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위한 구체적
인 실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걷기는 감정의 활로를 열어 주어 외부 세
나는 스스로 관심의

1)

박재환,「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04 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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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왜냐하면 천천히 걸어갈 때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혼자
서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는 사람
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관찰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걷는 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
며 사고를 유연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걷기의 효능을 설
명했다.
계를 적극적으로 관 할 수 있게 한다.

“혼자서 걸으며 여행하던 때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끼며
그토록 강렬한 경험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 때만큼 나 자신이 된 적이
없었다고 할까. 걷는 것에는 생각을 자극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뭔가가 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신을 움직이게 하려
면 육체가 움직여야 했다.”2)

엇

신체를 직접 움직이며 체험하는 구체적인 감각과 연관하
는데서 기인한다. 다음 개인전 서문에 이러한 걷기를 실행하는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무 보다

“[...]걸어갈 때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노면의 질감, 규칙적인 박자감과 적당히
실리는 하중과 반동을 몸으로 겪는다. 차를 타고 갈 때는 느끼기 어려운, 길에 대
한 직접적인 경험이다. 걸을 때 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
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발로 더듬어 본 것이라 말하고 싶다. 장님이 코끼리를
손으로 더듬어 봤다는 우화에서 더듬어 보는 것이 사물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풍자 되었는데 나는 오히려 손으로 직접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이 코끼리
에 대해 누구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해 본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걸어
서 길을 만져보고 싶었다[..] ”

2)

-개인전 서문 (2011)-

레베카 솔닛, 『걷기의 역사』, 민음사, 200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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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것을 관찰의 수단으로 취하는 것은 비단 걷기를 통
해 확보하는 감각적인 경험에 국한하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교
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두 발을 이용하여 걷는다는
것은 걷는 활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걷기는
느린 속도,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를 허용한다. 운동 능력
과 목표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속도로 맞춰진 러닝
머신을 달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마다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느리게 걷는 것은 단지 이동의 방편을 취사선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내가 가장 자유롭고 온전할 수 있는 속도를 확보하기 위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주목하고 실천하는 것은 관심의 범위를 잘게
나누고 그에 집중하여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를 거칠게 일반화하여
다양하고 상이한 구체적인 의미들을 수렴해 버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
이와 같이

이다.

-

6-

2. 시적 감수성
1) 기분과 감정

범

평 해 보이는 대상의 표면을 들추어 그 이면에
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기질에

잠재된 의미를 발견

근거하여 기분과 감정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정우는 이 세상을 개인의 고유한 기질과, 그러한 기질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분위기가

교차하여 이루어진 분위기의 장(場)으로 본

다. 개인의 내면에 형성된 기질은 ‘기운’으로서 외부에 드러나는데 이러

별

촉

각

한 개 적이고 상이한 기운들이 서로 접 할 때 ‘감 ’이 발생한다. 즉
대상에 대한
감정

느낌을 받는

느낌’으로

것이다. 이와 같이 ‘

통칭되는 기분,

등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인식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

분히 개인의 주관에 의한 것이다.3)

참이거나 거짓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단지 상황
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이 철저히 개인의
주관에 의한, 다른 인식 기능과 분리된 자립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
런 점에서 기분과 감정은 다분히 비합리적이며 조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것으로 개인마다
개별적이고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4)
그런 점에서 기분과 감정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독특하고 개성적
인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미국적 일상을 그려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그린 도시 풍경들에는 일상적으로 거리를 가득 메우는 행인들과 자동차
이러한 반응은

『인간의 얼굴』, 민음사, 1999, p.184-185
국 철학 사상 연구회 편, 『철학 대사전』, 도서출판 동녘, 1994, p.25-28

3) 이정우,
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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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채텅비
어 있어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p.9 참고
들이 자취를 감

그림 1)

물질적 풍요가 넘치

삶의 이
면에는 여전히 감정적 메마
름과 소외감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독감
참고그림1 Edward Hopper, <Drug Store>, 1927, 캔
이 흘러 넘치는 거리를 두
버스에 유채, 74x101(cm)
고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특징을 읽어냈다. 이처럼 작품 안에 단적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분위기’
는 대상을 대면하는 최초의 순간에 관여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중
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의 표현은 호퍼의 기질이 상황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는 그림에 여실히 드러나는 고독감
과 쓸쓸함에 대해 “외로움을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나 무의식적으로 드러
난 것 같다.”고 밝혔다.5) 이처럼 그림에 묻어나는 특정한 분위기는 의도
적인 연출이라기보다는 호퍼가 지닌 조용하고 사색적인 기질이 부지불식
는 화려한 도시적

간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달

화면에 전 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매우 미세한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까
힘들다. 이는 실제로 대
상에 근접하여 관찰해야 함은 물론이고 마음의 차원에서 보다 작품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밀접한 관계 안에 놓여야 한다. <땅과 겹친
풀>(p.10 그림 1)은 집 주변에 방치된 유휴지에서 자라는 잡초를 보고 그
바, 가 이 다가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Gail Levin외,『Edward Hopper-The Art and The Artis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80, p.42-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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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땅과 겹친 풀>, 2010, 에칭, 60x90(cm)

린 것이다. 잡초는 일반적으로 시선에서 소외되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잡초에 자주 시선을 두고 이에 관한 표현을 이어 간
것은 잡초가 모여 자라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나의 기질이 반
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구
축하기 보다는 분위기를 통해 암시하고 함축하여 표현하는 것은 단선적
이고 일방적인 의미 전달을 지양하고 보다 열려 있는 상상의 여지를 남
겨 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림 속의 장면이 복잡하고 다
층적인 의미와 그에 관해 내가 느낀 감정이 버무려진 일련의 상황으로
보이기를 기대한다.

갖는 개별적인 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
과에 해당한다. 이처럼 표현을 하는 주체인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 능력
을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18세기의 낭만주의에서 출발한다. 낭만주의
자들은 이러한 창조의 원천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서 찾았는데, 프랑스
이는 전적으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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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 1867) 는 “낭만주의의
핵심은 주제의 선택이나 진실의 정확한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 방식에 있다”라고 요약했고6),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 17701850) 역시 “시인의 내면에 넘쳐흐르는 강렬한 감정”을 시의 근원이라
하여 표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채택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낭만주
의 예술가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의 구체적인 면
모를 중요하게 여겼다.
주목할 점은 워즈워드가 밝힌 표현의 원천이 되는 감정은 어떤 사태
의 시인

에 즉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이 아니라 ‘보통 이상의 유기적 감

닌 사람 즉 천재적인 시인이 마음속의 고요 속에서 회상해낸
(recollection in trasquility) 감정’이라는 사실이다.7) 이처럼 표현에 있어
수성을 지

주목하고자 하는 감정은 즉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이 동요하는 상태라기보

흐르면서 그에 대해 돌아본 뒤 나타난다. 이러한 회상
의 과정에서 감정의 정체를 살피며 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
을 강구한다. 즉 무형의 감정에 형상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문맥들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거칠고 모순된 여러 가지 감정적 충동들을 여과하
고 정제하여 무질서한 체험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 안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다른 유사한
것들과 구별하여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한다. 즉
느낌의 실체에 대한 탐색과 확인을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탐색이 완결
되어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면 표현의 주체는 감정에 젖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일종의 ‘억압상태’에서 해방되어 보다 자유로운 고양상태에 이르
다는 일정 시간이

게 된다.

6) 데이비드 블레이니 브라운, 강주헌 옮김, 『낭만주의』, 한길아트, 2004, p.4-8
7) 워즈워드, 유종호 옮김, 「서정가요집 서문」,『세계 평론선』, 삼성출판사, 1989,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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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자들이 다루었던 감정, 상상의 세계에는 여지껏 수면 위에 떠
오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서 그동안 변덕스럽고 사사로운 것이라 치부
되어 왔던 것들이다.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는 이성에 대한 반발을 가
졌던 낭만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우연히 발생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세계에 매료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들이 갖는 언표불가능성
은 한계인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보다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에 이르도록 했다.
2) 시적 감수성

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
이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감각, 사고 및 감정에 있어서 개인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경험에 반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개인의 특징적
인 면모를 구성한다.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사물에 대
해서라도 생생한 관심을 보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예술 창작 분야에서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하는 원천이 되어 대상에
대한 개성적인 묘사를 하게 한다.8) 그런 점에서 작가의 감수성은 관념화
된 감각에서 벗어나 생경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의식을 일깨우는 힘의
근저에서 작동한다. 이와 같이 세계를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험들
이 축적되면 세계를 대하는 태도로서 자리 잡는데, 그런 점에서 감수성
은 표현을 통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소
설가 김승옥(1941-)은『생명연습』(1962)에서 자기 세계에 관해 다음과
감수성이

같이 묘사한다.

환 『소설학 사전』, 문예 출판사, 2001, p. 25-27

8) 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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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세계’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명 나는 알고 있는
셈이다. ‘자기세계’ 라면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
락(陷落)시킬 수 없는 성곽(城郭)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
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 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
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쉴새 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
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 된다”9)

남

여기서 ‘자기세계’의 의미는 ‘ 의 세계’와 구분되는 것이며 이는 자아

타자의 구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자아의 구별은 각자가 가진 감수
성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함락 시킬 수 없는 성곽에 의해
일정한 영역을 지닌 것이며 자아는 그 안에서 머문다.
감수성은 단순히 자극을 지각하는 능력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 즉
반응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취하는 방향과 범위는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미적 능력의 특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는 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에 반응하여 고유한 관점을 확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표현한다. 시적인 것은 시10)의 형식적 특성이나 표현적
특성이 다른 예술을 비롯한 시 이외의 모든 범주에서 드러남을 이른다.
시적인 것, 즉 시의 정취가 드러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현실을 떠
나 감흥에 잠기는 모양”을 뜻한다.11) 다시 말해 시는 현실의 고정된 의
와

김승옥 「 명연습」 『
』, 문학동네, 2011, p.29-30
역
리
슬러 올라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계속해서
모 따
규
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칭하는 시는 현대시
Lyr c 칭한다. 오세영. 「서정시란 무엇인가」, 『시와 시
학』 년 름
p
새 리 큰 p
9)
, 생
, 무진기행
10) 시의 사는 고대 그 스로 거
변 함에 라 그 개념 정도 쓰
의 하위 장르로서 서정시( i )를
2001 여 , 2001, .10-14
11)
우 말 사전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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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규범적 기준에서 벗어나

세계를 유영하며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12)
시에서 언어를 통해 추상하는 대상은 화자의 주관 그 자체이다. 외부
세계가 주관에 의해 파악된다 하더라도 그 관심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

느낌, 감정, 이미지, 반응
등에 있다. 이에 관해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시에 관해 “무
심결에 엿들은 진술”이라 했다. 이는 곧 시는 일인칭의 독백적 형식이라
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주관의 현재적인

는 점을 지적한다. 시를

끌
문학에서처럼 자기 반성적
성찰에 의해 또렷하게 확
립된 주체가 아니다. 사물
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관
이 어가는 자아는 서사

점도, 이성적으로 파악하
려는 태도도, 개념화하려

리 없다.

는 논 도

자아는

흥

순간적이면서도 즉 적인
울림 그자체로서의 자아일
뿐이다. 이때의 자아는 대
상과

융합된

‘나’이다.
‘나’.

것으로서의

그래서

혹은 독립된

찰

성 된
‘나’가

아니라 즉 자아와 대상이

호 융화된

상

존재로서의

그림 2 <시멘트 눈> 2011, 아쿼틴트, 79x50.5(cm)

효 「서정시의 본질과 그 현대적 의미」,『시와 시학』2005 겨울, p.22-33

12)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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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의미한다.

13)

곧 관습적인 형태를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시멘트 눈>(p.13 그림 2) 에서는 눈송이를 검
은 시멘트 알갱이로 비유했다. 눈송이와 시멘트 알갱이라는 이질적인 두
속성을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비유의 갈래 중에서도 은유에 속한다. 은
유는 두 개념 사이의 차이성을 보존하면서도 각각을 통합하는 총체성과
대상을 주관화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통일성을 부여한다. 두 개념 사이의 차이로 인해 은유에는 상상적 비약

련

긴장감이 발생하여 새로운 의미
가 생겨난다. 이와 같은 비유는 일상 언어에서도 널리 쓰이지만 특히 시
에서 한 단어가 일반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도록 만든다. 종교의
교리 안에서 사용하는 예화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거나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또 무형의 기억으로 남아있
는 경험을 선명하게 재현하기 위해 비유를 한다.14)
그러나 무엇보다 비유는 ‘낯설게 하기’ 효과를 유발하여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시선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물의 숨겨진 측면을 주목하게 한
다.15) 앞서 밝힌 대로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느낌의 정도와 경향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하얗고 보드랍다고 여기는 눈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반하는 검고 딱딱한 알갱이로 묘사하여 낯설게 보기를 시
도한 것이다. 이처럼 은유를 통해서 상이한 의미간의 간극을 자유로이
탐색하고 그 두 개념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연결짓기는 일종의
낯설음을 동반하며 대상에 관한 생경한 세계를 제시한다. 여기에 바로
시적인 것이 주는 자유가 깃들어 있다.
이 수반되기 마 이고 이로 인해 의미에

『 학
『
호『

』 국학 원
p
』민
p
론』 실천 학 6 p

13) 오세영, 문 과 그 이해 ,
자료 , 2003, .341-387
14) 현자, 현대시의 서정과 수사 , 음사, 2009, .13-33
15) 오성 , 서정시의 이
,
문 , 200 , . 181-18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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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시적 서사
나는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감정과 그가 일어나게 된 조건, 그리고 그

새롭게 발견한 의미들을 ‘서사’라는 개념으로 종합하고자 한다.
내가 주목한 서사는 “사건의 인과적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뜻
로부터

하는 고전적 서사 개념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 구조로서의 서사’이다. 채

트먼(Seymour Chatman, 1928- )은 인과성이란 “극도로 분산된 사건들
을 연관 지으려는 우리의 강력한 성향”에 의한 것일 뿐 서사의 필수 요
소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태적 묘사와 같은 서술까지도 서사의 넓
은 개념으로 포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서사적 담화
의 구조는 매체와 관계없이 공유 할 수 있는 것으로, 서사가 단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 안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님을 설명했다. 즉 서
사성은 사건의 연속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일련의 의미와 그를 담는
형식의 구조를 갖춘 곳이면 어디든 편재할 수 있다.16)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 대한 반응과 그로 인해 새롭게 발견한 의미, 그에 관한 표
현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구조를 일종의 서사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서사가 발생하는 순간에 대해 묘사하였다.
[...]의외로 가장 기억에 남은 여행의 순간은 관광객들과 장식물로 가득찬
거대한 건축물 앞에 섰을 때 보다는 일과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 시원한 바람
을 맞으며 정성 들여 손톱을 깎던 순간이었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는지 분명
하게 말로 표현 할 수는 없지만 그 때의 날씨와 주변의 상황, 나의 기분, 감각
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결국은 가장 일상적이고 사
소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나는 이런 역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도록 한다고 믿는다[...]
-작업노트(2010)-

6 모

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 ) 세 어 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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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주목할 점은, 여행의 핵심을 거대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관
광지가 아닌 평범한 환경, 즉 ‘유명한 관광지’에 비해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무명(無名)의 공간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
이 내가 주목하는 서사는 아직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한, 그래서 주목에서
멀어진 것들에 관여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커다란 것들’에 비
위의

해 작고 나약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작은 세계에서 비롯한 미묘하고 섬
세한 서사에 주목하여 그에 관한 표현을 이어가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

범

시적인 관점을 통해 시선에서 소외되어 평 하다고 여겨지는 대상들로부

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발굴해 내고 그들이 갖는 예외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일컫는 ‘작음’은 물리적
인 크기나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존재감이나 중요도
에 관한 것, 즉 가치관의 척도를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무엇을 주목하고, 주장할 것인지에 관한 기로에서 작아지는 것을 자처하
터 아

는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져온바
있다. 특히 미시사로 칭해지는 역사학의 한 흐름에서는 역사 서술에 있
어 그 연구 대상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가려진 작
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가진 구체적이고 풍부한 역사적 진실에
주목한다. 이들의 관심은 역사라는 거대한 집합명사에 대한 추상적인 관
념을 밝히는 것보다 역사를 이루는 거대하고 복잡한 다면체의 수만개의
단면들 중 한 면을 들추어내 그것이 담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
야기를 조명하는데 있다. 이들은 실제 생활을 기록한 사료를 분석함으로
서 일정 범위 안의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는 이해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이러한 작은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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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밝혀진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그러한 사건들이 이후 끼친 영향관
계를 분석함으로서 작은 세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진단하고 파악한다.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집단 권력이나 절대 진리와 같은 거대한 관념
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욕망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
해 역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밝히는 데 있었다.17) 작음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작은 세계가 결코 작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사소
한 존재의 사소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서 그
것이 갖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려 한다.
이와 같은 작은 이야기에 대한 요구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리오타르
에 의해 현대 사회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다. 사회 구조가 점차
거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안에 속한 개별 존재로서 인간은 그 주체
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구조의 부속물로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리
오타르에 따르면 근대 계몽주의는 보편 이성, 종교, 역사와 같은 인류 전
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거대서사를 발생시켰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절
대적인 가치 기준이나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서 작동하여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규정한다. 인간은 이러한 절대적이고 단선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재단하고 변형해야 할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꼭 들어맞지 않아 그와 불화를 겪는 사람은 반동적으로 낙인찍거
나 질서를 저해하는 유해요소로 배척하고 억압하는 폭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거대서사가 점차 이와 같은 모순을 드러내고 부작용을 초래
함에 따라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대신 그 자리를 개
인과 같이 작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미시서사가 대신 차지하게 되는데,
미시서사는 개인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세계에 기반
김 봉 「未時史
역 교육연 회
p

트 모던적’ 역사서술?」, 『역사교육』vol.61,

17)
기 ,
-하나의 ‘포스
사
구 , 1997, .107-137

- 17 -

하고 있으며

각자가 지닌 고유한 체계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미체계를

구성한다.18)
내가 미시적 서사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에

근거한다. 미시적 서사

예외적이며 일시적이고도 충동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시적 서사는 거대한 논리에 밀려 등한시되고 휘발되어 버리기 십상이
는 매우 사적이고

다. 그러나 미시적 서사가 발생하는 순간은 유일무이하며 세계에 관해

신

각

원

낸부

확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나의 고유한 감 을 동 하여 얻어

없는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앞선 작업 노트에서 보았듯이,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감각들, 이를
테면 바람의 온도나 손톱깎이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소리 등이 어
우러져 독특한 분위기와 감상을 자아냈고 나는 이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여행지에 관한 고유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내
가 머물렀던 작은 마을이 그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위상과 관계없이 나
의 세계 안에서 가장 영예로운 위치를 획득한다는 점이다.
정할 수

이와 같이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미시적 서사는 내가 지니는 고유한

철저히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각
자가 지닌 이야기와 그것을 구성하는 체계는 섬세하고 복잡한 고유의 구
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 무엇도 침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
다. 이러한 체계는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외부로
부터의 공격에 대항하는 면역력과 근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나를 비롯
한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다수들이 묵살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미시적 서사를 발굴해내고 보존하는 것, 더 나아가 새
로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특성, 즉 세계에 대해

18) 장

프랑소와 리오타르, 유정완 외 옮김,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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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야기의 단초
1. 감정과 행위
등장하는 인체는 내면의 심리적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다. 정신과 육체의 통일체로서의 ‘몸’을 생각하는 유가 전통에서 몸
은 곧 의식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우리의 몸가짐과 외모가 내면의
의식을 곧바로 반영하여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몸은
의식이 기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몸이라는 기표를 통해 의식을 들
여다보는 것은 얼굴 표정이나 손짓, 고갯짓과 같은 감정적인 체험을 통
해 이루어진다. 이 때 동작과 표정은 그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 즉 의지
나의 그림에

그림 3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2010, 에칭, 아쿼틴트, 37.5x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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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처럼 몸은 의식과 긴밀한 연관을

와 정 에 대한 이해에 단서가 된다. 이

달

가지며 내면을 전 하는 매체가 된다.19)

신

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 적인 활동이 그 기를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

온 <

닌 이야
기>(p.21 그림 3)는 신체의 부분들을 클로즈업해서 본 여러 장면을 연속하
여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이다. 화면에 드러난 인체는 대부분 움직임이 미
미한 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여기 등장하는 신체 이미지는 버릇처럼 끄
적인 직관적인 형태들이다. 애초에 분명한 표현의 대상을 설정하지 않았
으나 선을 그어 그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기적인 곡선에서 인체의 형상
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결
과 복잡한 동세나 자세한
특징의 묘사가 불가하여 매
우 단순한 형태가 나타나며,
그림들은 각각 자동적인 의
식의 흐름의 단면을 기록하
고 있다. 이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이야기 구조를 암
시하고 있으나 그 흐름은
로 드러나는데 이는 주로 인체의 형태를 빌려 다. 아무것도 아

미세하다. 이는 인체의 은밀

석

한 구 을 탐색하는 시선의
이동을

류

연상하게

하여 미묘

한 기 를 형성한다.
그림 4 <측정>, 2011, 에칭, 54x39(cm)

승환 국 호학회 편 「몸 호학
호』 학
p

찰

」 『삶

19) 이
, 한 기
,
의 기
적 고 - 유가전통을 중심으로 ,
과 기
, 문 과 지성사, 1997,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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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엎드린 사람>, 2010, 에칭, 아쿼틴트, 35x50(cm)

<측정>(p.22 그림 4)은 척추 측만증 환자가 척추 측만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장면을 그린 것이다. 척추 측만증은 신체의 중추가
바로서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신체의 전체
균형이 붕괴하여 몸이 뒤틀리고 이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허리를
구부린 동작은 척추의 왜곡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 정도를 측정하
게 한다. 척추가 왜곡된 정도는 겪는 고통의 정도와 비례하여 그 형태는
그가 겪는 고통을 외화(外化)하는 기표가 된다.
반면 <엎드린 사람>(p.23 그림 5)은 인물이 취하는 동작과 그에 수반
하는 감정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며 역설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는 가
톨릭 수도자가 사제로 서품 받는 예식 중,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고 그린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인간
으로서, 세속에 죽고 오직 신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 예식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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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모두 끊어버리고 신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의 엎드린 자세는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
점으로 수도자는 인간으로서의
지의 표현이다.

임

내 그림에 사용된 인체는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스스로를 내보 으로

써 그와 관련된 심리적인 현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그들은 뒤돌아 선 채
등을 보이며, 보는 이 와 직접적인 대면을 피한다. 얼굴을 가려 그 정체
를 드러내지 않으며, 표정 또한 알 수 없어 이들의 진정한 속내를 단번
에 알아채긴 힘들다. 단지 자세를 취하거나 화면 안의 특정 지점에 위치
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둘러싼 은근한 분위기나 기류를 감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직설적이고 단선적인 표
출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나의 감정을 동요시켜 그에 관한
낯선 의미로의 탐색을 시작하게 한 계기를 공유하여 보는 사람들도 각자
의 탐색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자연스레 권유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보는 사람들도 각자의 상상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 22 -

2. 마음의 풍경
감정 변화나

새로운 인식과 같은 내적 작용을 일련의 ‘사건’으로 본다

면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내면은 사건 현장 즉 일종의 공간으로서의

격

닌

런 점에 착안하여 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

성 을 지 다. 이

러 공간들을 그림으로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 표현하고자 했다.

<누워 있는 땅-곧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p.25 그림 6)은 집 주변에서
본 유휴지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 사이에 덩
그러니 남겨진 빈 땅은 유독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이런 유휴
지는 보통 미관에 좋지 않을뿐더러 이목을 끌만한 특별한 매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에 관한 표현을 진행한 것은

땅에서 발견한 비어 있음과 그로부터 풍겨오는 쓸쓸한 분위기가 나의 내
면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림 6 <누워있는 땅-곧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 2010, 종이에 연필, 79x1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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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시대의 문인화가들

역시

사물을 묘사하기 위

닌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그
림을 그렸다. 이들은 감정
을 의탁하여 표현하기 위
해 돌, 산, 나무, 등의 형태
를 빌려왔다.(p.26 참고그림
2) 이들이 그린 자연은 관
념 속의 자연이다. 이렇게
산수(山水)를 빌어 내면을
표현하는 것은 비단 남송
시대에만 특수하게 나타나
해서가 아

는 현상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마음’

의 특성이 다를 뿐 관념

참고그림 2 (위) 마린(馬麟), <방춘우제도芳春雨霽圖>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참고그림 3 (아래) Caspar David Friedrich,

산

수화의 주요 특성이다. 이

런

특징은 외형을 묘사하

13세기, 비단에 수묵 담채, 27.5x41.6(cm)

<떡갈나무 숲 속의 수도원, Abbey
Among Oaktrees>, 1808-1810,
캔버스에 유화, 110.4x180(cm)

리 실재를 드러내기 보다는 마음과 관련하는 본질적인 요점들에

여 물 적

집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20)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는 관념적인 자연을 다루는데 있어 보다 개인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그는 종교나 역사에 관한 고전적 의미를 담은 이상화
클 설리반, 김기주 역, 『중국의 산수화』, 문예출판사, 1992, p.121

20)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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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족
롭
식
다. 또한 특정지역의 자세한 묘사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연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표현하려 했다. 그를 위해 자연의 모티브를 작품
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실제 경관과 다르게 묘사했다. 그럼으로써 독특
한 양식을 구현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동양의 산수화와 맥을 같이 한
다. <떡갈나무 숲 속의 수도원>(p.26 참고그림2)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
의 생각을 직접 반영하여, 자연의 위용을 직접 경험하며 사는 인간이 자
연에 갖는 순응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처럼 프리드리히는 풍경화라는 유
형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나 전경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에 관련한 인간 본연으로서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21)
이처럼 풍경을 다룬 그림에는 인간이 주변 환경과 맺는 관계가 반영
되기 마련이다. 나는 일상적 환경을 소재로 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환
경과 관계를 맺는다. 걷거나 차를 타는 것처럼 이동을 하는 중에 보이
는 풍경은 상상을 자극하여 이야기의 재료가 된다. 아래 글에서 이동 중
에 이러한 상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다.
된 풍경화를 그 는 것에 만 하지 않고 자유 게 개인적 양 을 탐색했

“...일과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 밖에는 주황색 가로등 불
빛에 물든 개발 예정지의 빈 터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움직이고 변화하는 영상
들이지만 마치 정지 화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나 긴 거리를
여행할 때에 가장 고요하고 차분해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자, 비어 있는 시간

런 빈 칸에 드나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가장 빈번
하게, 또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순간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것들, 또는 눈앞에서 무언가 스쳐지나가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머릿속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작업노트(2010)들을 경험한다. 나는 이

『 연

리

21) 마순자, 자 , 풍경, 그 고 인간-서양 풍경화의 전통에 관한
2003, .93-1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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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아카넷,

그림 7 <달>, 2011, 에칭, 아쿼틴트, 100x60(cm)

그림 8 <끝 없이 이어지는 벽>, 2011, 석판화, 에칭, 꼴라주, 100x210(c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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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동 중에는 비교적 사유가 자유롭고 주변 환경을 향해 시각을
유연하게 열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동안에는
평소 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띤다.
상상의 여지가 커지고 보다 자유로운 연상을 펼칠 수 있다.
<달>(p.28 그림 7)은 높은 건물과 울창한 가로수를 빠르게 지나쳐 가던
중 그것이 마치 거대한 생물체가 숨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며 오묘한 분
위기를 자아내던 순간을 포착하여 그린 것이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일수록 내 맘대로 상상하고 빚어내기에 적당한 재료가 된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거대한 건물이 수많은 창문 사이로 빛을 뿜으며 주변을 밝히
고 있었다. 울창한 가로수의 거친 표면이 빛을 반사하며 환상적인 분위
기를 한층 배가시켜 건물이 마치 그 스스로가 커다란 빛 덩어리처럼 느
껴졌다. 밤에 빛난다는 점에서 이 건물을 달이라 연상했다. 이 장면은 모
서리 진 형태의 거대한 달이 지면을 딛고 서서 주변을 밝히는 것에 관한
상상을 그린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벽>(p.28 그림 8) 역시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던 가로수와 소음 방지벽을 그린 것이다. 오랜 시간 고
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에 펼쳐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머
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데 이런 생각의 흐름
을 당시 눈에 펼쳐진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 하였다. 버스를 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길이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지
이

던 마음을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처럼 가까운 주변에 시선을 두고 그를 소재로 한 상상의 나래를 펼
치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방편이 되었다. 이러한
소통은 무엇보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평범하고 흔하다고 여겨 왔던 주변 환경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 27 -

3. 사물의 탐색
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평범한 사물들로부터 새로움을 인식
하는 것은 사건이 된다.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 <컵>(p.30 그림 9)이었다.
이 작업은 컵을 유심히 바라 본다는 점에 집중하여 그린 것이다. 그것이
원래 놓여 있던 자리로부터 떼어 놓고 액체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컵 자체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컵이 컵 자
체로 있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
다. 컵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거나 최소한 장식품
으로서 기능을 할 때이다. 그러나 그 모든 기능과 맥락에서 분리되어 컵
전

만을 바라보고자 시도했던 작품이다.

능

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조르지오 모란
디(Giorgio Morandi,1890-1964)의 정물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러나 이러한 가 성은 단 에

그림 9 <컵>, 2009, 캔버스에 유화, 16x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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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4 Giorgio Morandi, <Metaphysical Still Life with Three Objects>, 1916, 캔
버스에 유화, 60x54(cm)
참고그림 5 Giorgio Morandi, <Still Life>, 1955, 캔버스에 유화, 35.6x45.7(cm)

범
일상속의 사물들을 단순한 구조로 환원하여 그리는 작업에 천착했
다.(p.31 참고그림 4,5) 그를 이러한 단순한 사물에 붙잡아둔 것은 “형이상학
적 정물화(Metaphysical Still Life)”라는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물을 통해 ‘또 다른 세계’에 다다르려는 집념이다. 모란디는 일상 사물
을 이루는 단순한 구조 안에 형이상학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고
사물들의 배치와 조합을 미세하게 변형하는 실험을 통해 그러한 원리에
대해 탐구했다. 당시 모란디의 동료였던 키리코는 모란디의 작업에 대해
“완전한 기법을 추구하는 것은 사물을 더 근접하게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그 대상을 ‘그 자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22) 모란디는 사물들을 끊임없이 바라
히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2)

그는 평생을 평 한

Janet Abramowicz, 『Giorgio Morandi:the art of silence』, Yale University
Press, 2004, 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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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깨달음을 도출하려 했으며 그러한 원리
는 결국 사물 자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믿었다. 모란디의 작품을
특징짓는 ‘정신성’은 이러한 끊임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집념에서 비롯되
었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즉 이러한 정신성, 존재감은 바라보
기와 그것에 관련한 수행에 버금가는 지속적인 탐구에 의해 성취된다.
모란디와 같이 사소한 사물에 정신을 담는 것은 그 사물과 깊이 연관하
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는 관심을 가지고 사물 자체의 특성을 바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도구적 기능을 초월하는 존재감을 밝힘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는 것>(p.33 그림 10)은 수건을 보고 그린 것
이다. 그중에서도 수건의 표면에 돋아 있는 섬세한 섬유의 결에 집중했
다. 수건을 바라 볼 때 각각의 섬유에 시선을 둘 만큼 자세하게 수건에
보고 그 안에 내재한 형이상 적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낡고 닳은 것>(p.33 그림 11)은 사용하고 벽에 아무렇게나 걸어둔 비닐
장갑 뭉치를 그린 것이다. 낡고 더러워진 모습과 힘없이 구겨져 벽에 걸
린 모습은 아무리 사물이라지만 측은하게 느껴져 심지어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더군다나 장갑과 연관되는 노동, 육체적
피로 등이 연관 될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장갑과 나는 밀접한 관계 아래 놓여, 장갑이 품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
는 장갑이 단순히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의미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장갑은 나의 피부를 대신해 일
상의 표면을 촉지하고 주름과 얼룩과 같은 표피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
해 그러한 경험을 현시해주는 사물을 의미한다.

큼 중요하다. 단지 시감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
고의 영역을 관장한다. 내게 있어 걷기는 감정의 활로를 열어 주어 외부
본다는 것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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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만질 수 있는 것>,2009, 석판화, 25×35(cm)

그림 11 <낡고 닳은 것>, 2011, 에칭, 드라이 포인트, 꼴라주, 35×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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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효과적인 방편이 되었다. 걸어가면서
본 장면에 대한 인상은 걷는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감각적 경험이 축
적되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반응이 훨씬 세부적인
양상을 띈다. <바나나>(p.31 그림 13), <다시 바나나>(p.31 그림 14),<밤에 빛
나는 것>(p.32 그림 15), <꽃밭>(p.32그림 16)은 걸어가면서 본 장면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 연작이다. 길을 걷다 눈에 들어온 간판의 글씨가 어느
순간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간판은 고객
을 주목을 끄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능은 텍스트에 관
한 표면적인 해석에 기대어 매우 순간적으로 작동하고 사라진다. 이러한
의미의 덧없음을 깨닫고 시선에 들어오는 간판을 보다 자세히 살펴 한층
더 풍부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간판의 글씨를 일종의 시어(詩語)처
럼 감상한 것이다.
간판에 적힌 단어는 사업체의 명칭과 그들이 관련하는 분야를 명시적
으로 드러낸다. 이는 동시에 ‘행인’이라는 잠재적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
체를 홍보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홍보는 인접한 유사 업종들 간의
경쟁을 불러왔고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어 더 많은 주목을 끌고자 한다.
그러나 크기와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다 함축적이고 경
제적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거리를 가득 메운 간판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이다. 이처럼 제한된 조건 안에 다양한 문맥이 교차하여 보이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렇게 표면 구조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걷기는 이러한 감상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테면 간판의 재질을 가까이에서 살펴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던가, 간판을 가리는 주변의 가림막을 의식하
고 글씨가 가리지 않도록 볼 수 있는 위치를 찾는 등 걷는 동안은 관찰
세계를 적극적으로 관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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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바나나>, 2011, 메조틴트, 14.5×19.5(cm)

그림 13 <다시 바나나>, 2011, 메조틴트, 11×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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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밤에 빛나는 것>,2011, 메조틴트,18.5×16.5(cm)

그림 15 <꽃밭>,2011, 메조틴트, 19.5×2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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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걷기는 근접한 거리에서 작
품의 소재를 감지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감상을 진행하기 위한 효과적
인 관찰의 방편이 된다.
이처럼 걷기는 온갖 감각기호가 흘러넘치는 일상적인 풍경들 안에서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해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걷기
를 이용한 관찰은 순간적인 감각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느린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살펴본 바,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표현의 소재가
되며 이들은 소재를 둘러싼 분위기와 그로 인해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의
고유한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 그를 위해 가장 느린 속
도의 관찰 방식을 취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물의 면모를 들여다
을 위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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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정적(抒情的) 표현

까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평소에 스쳐 지나던 대상들에 마음을 가

찰

엇

이 두고 관 한 결과이다.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무 보다
생했다

휘발하는

찰나에 발

분위기를 화면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

또, 대상이 지닌 존재감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풀 위에 비친
것>(p.38 그림 16)은 쉰꼴레 기법(Chine-Collé)을 이용해서 바탕이 되는 백
색 종이 위에 얇은 종이를 붙인 것이다. 두 종류의 종이가 지닌 섬세한
색상 차이를 이용하여 풀밭에 비친 햇살을 표현 하려 했다. 이 차이는
너무도 미세하여 일정 거리 안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
렵다. 이와 같이 대상에서 감지한 분위기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에 사용하는 요소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한다. 이처럼 화면에 사용된
조형 요소들은 감정, 느낌, 분위기와 같은 무형의 대상을 추상하고 은유
조형요소를 보다 세심하게 조절해서 사용한다.

하기 위해 쓰였다. 이로 인해 화면 전반에는 일정한 분위기 즉 서정(抒
情)이 형성되고, 이는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16 <풀 위에 비친 것>, 2010, 에칭, 쉰콜레, 70x100(c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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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한(細微) 선
긋는 것, 즉 드로잉에서 시
작한다. 드로잉에 쓰이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선은 직관에 보다 가까
우며 지각과 깊이 연관한다는 점에서 내면 작용을 반영한다.23) 선을 이
용한 드로잉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념을 밖으로 꺼내 그에
내면의 관념을 형상화하는 과정은 선을

고정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감정이나 분위기, 인상과 같이 뚜렷

없는 대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할 때 드로잉의 과정이 매우 효
과적이다. 당시의 상황, 분위기가 육필로 기록되기 때문에 운동감과 속도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감정의 떨림, 대상
이 풍기는 분위기 등 느낌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이 함께 저장된다. 그
리고 드로잉을 통해, 화면 위에서 재료가 반응하는 양상을 눈으로 목격
하며 무형의 대상에 형태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며 역으로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을 반추해 볼 수도
한 형태가

있다.24)

런 점에서 드로잉을 할 때는 표현의 주체가 화면과 가까운 거리에
서 외부의 개입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임한다는 점에서 일상과
가까운 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드로잉은 일상생활 중에 불
현 듯 떠오르는 단상을 기록하거나 그에 관한 주관적 표현을 펼치기 위
한 방편이 된다. 빠른 시간 안에 대상의 형태를 포착하고 직관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과정 안에 외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배제하
고 보다 나의 표현 의도에 충실하려 애쓴다. 이를 위해 가장 능숙하고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한 눈에 들어오는 작은 화면 위
이

23)
24)

김춘일, 박남희 편,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p.25-34
권여현, 『드로잉의 세계』, 도서출판 재원, 199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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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림 17 <뼈>, 에칭, 아쿼틴트, 28x20(cm), 2011

펜이나 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이용한 선묘를 주로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선은 기하학에서의 선과 구별되는 개인화된 선이
다. 누구나 저마다의 고유한 글씨체가 있듯이 드로잉 선 역시 기질을 반
영하여 표정을 갖는다. 나는 주로 펜을 느슨히 잡고 천천히 긋는다. 이런
느린 속도는 선을 긋는 동안 발생하는 진동이 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을 허용한다. <뼈>(p.40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곧은 직선 대신에 떨
림이 있는 곡선이 나타난다. 이로부터 미세한 운동감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는 곧 정적이고 차분한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은 선의 성질은 대상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는 선이 가진 표
현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선으로 만들어진 형태는 선이 지닌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p.41 그림 18)에서와
같이 대상과 그에 관한 감정이 지니는 미묘하고 섬세한 문맥을 드러내기
에서 작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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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그림4) 세부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미분화된 표현을 요한다. 이 작품 안에서의 인
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는 가는 선으로 조심스럽게 그려진 유기적

형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선의 특성은 판화의 공정으로 인해 더욱 세
심하게 조절된다. 대상의 섬세한 성질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굵기

의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로잉으로 인해 얻어진 선이 제판 과

회화나 드
로잉에서는 한번 그은 선은 되돌이킬 수 없지만 에칭(Etching)과 같은
부식 기법에서는 제판 과정 중에 부여하는 조건을 달리하며 표현의 강도
정을 통해 가공되는데 그중에서도 오목판법이25) 주로 쓰인다.

를 조절할 수 있다.

탈리

국

틈

넣
쿼틴트 Aquat nt
레 빙 Engrav ng 메 틴트 Mezzot nt 등
』
p

25) 인
오는 판에 오목한 자 을 내고 그 에 잉크를 채워 어 종이에 찍
어내는 오목 판법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에칭이나 아
(
i ), 드
라이포인 (
i ), 인그 이 (
i ), 조
(
i )
이 이에
한다. 한운성, 판화세계 , 미진사, 1993, .42

속

트 Drypo 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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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기(大氣)의 색
회화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한 색을 즉

판화는 색의 조절에 관여한다.
시 반영함에

따라 풍부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판화는 색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다. 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색의 가

짓수만큼 판을 분리해야 한다.

신 앞서 밝힌 대로 색조를 아주 섬세

대

한 정도로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

처럼 색은 화면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서정을 획득하는데 있어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걸어가는 사람>(p.43 그림20) 연작에서
는 조용히 걸어가는 작은 사람의 존재감을 색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판화를 거쳐 색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을 절제하고 대신 표현하고자 하는
이

바에 대응하도록 세심하게 조절된 색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색조는 아

얕은 부식으로 찍어내 여린 농도를 유지하는데 주로 하얀 바탕의 종
이 위에 얹혀 채도가 낮다. 색상은 대기(大氣)를 연상하게 하며 화면을
넓게 차지하는 여백과 조응한다. 사용된 색은 개별 사물을 구분 짓는
색상(色相)이라기 보다는 장면 전체를 포괄하는 색조(色調)에 해당한다.
고유색을 따르지 않고 장면 전체를 한 가지 색조로 번역한다. 수만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현실의 공간을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여 단색조로 나타
낸 것과 같은 효과이다.
색은 의미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색이
갖는 지각 심리적 효과는 다른 조형 요소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26) 예
술이 갖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조형 요소의 추상적
원리를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
는 저서『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1911)를 통해 회화 안에서
주

6 김춘일, 박남희 편, 앞의 책, p.5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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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걸어가는 사람들>연작, 2011, 에칭, 아쿼틴트, 각 24x19(cm)

그림 20 <서랍>, 2011 에칭, 29x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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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정신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칸딘스키에 따르면 색은 눈에 감
각적 자극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자극으로 비견할
만큼 감각에 직접적으로 작동한다. 색의 물리적 자극은 그에 그치지 않
고 심리적 효과, 즉 심정의 동요를 유발시키는데, 이는 연상을 통해서 색
과 상응하는 경험을 기억으로부터 이끌어낸다. 칸딘스키는 색이 가진 심
리적 연상 작용을 밝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영향이 영혼으로까지
확장 된다고 주장한다. 칸딘스키에 따르면 색의 조화는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으며 작가는 내면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욕구에 따
라 색을 사용한다. 여기서 색으로서 표현되는 것은 공기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위기이며 이는
사고와 감정, 드러나지 않은 행동과 같은 정신적인 영역에 관여한다.27)
미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있어서 색을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중
색이

요하다. 특히 판을 이용해

짓

제한된 가 수의 색을 사

따르
신중해져

용해야 하는 제약이
기 때문에 더욱

런

야 한다. 그

점에서 미

국의 화가인 웨인 티보
(Wayne Thiebaud, 1920)의 작품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p.45 참고그림6) 티보
가 그린 음식들은 식욕을
자극하기 보다는 마치 엄

참고그림6
웨인 티보(Wayne Thiebaud), <Around the Cakes>,
1962, 캔버스에 유화, 56.2x71.2(cm)

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옮김,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p.57-62

27) 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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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당,

것에 대하여 ,

격한 형태로 빚어진 장식품이 도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채도
가 낮은 차분한 색조로 표현되어 사물이 지닌 의미에 보다 집중하게 한
다. 색의 사용에 있어서 티보 스스로는 “처음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감
을 선택했지만 작품을 제작할수록 일정한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색과 난색을 교차 배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28) 티보의 그림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경과 사물이 단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가지 색이 교차하며 외곽이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미세한 진동은 사물을 둘러싼 미묘한 분위기를 부각시키며 화면 전
반의 채도를 낮추어 보다 차분하고 덤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처럼 한 계열로 통일되어 주목을 끄는 색조보다는 여러 계열의 색
이 혼합된 중간색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작은 떨림을 전달하기에 적합하
다. 특히 판을 분리해서 색을 나타내는 판화 기법에서 각 판이 찍어내는
이미지가 서로 겹치며 발생하는 혼색 효과는 이와 같은 미묘한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서랍>(p.43 그림 21)에서 이와 같은 기법이 쓰였는
데, 붉은 색 드로잉을 찍는 판과 푸른 색 드로잉을 찍는 판을 겹쳐 찍으
며 이미지가 교차하고 그에 따라 색의 작은 떨림이 발생한다. 이 때 두
잉크의 색은 누런 바탕의 종이와 다시 한번 겹쳐진다.

28)

Steven A. Nash with Adam Gopnik, 『Wayne Thiebaud : paintings』,
Thames & Hudson, 2000, p.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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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백의 활용
1) 부분적 형상
드로잉 한 형태는 대상에 관한

당

몇

가지 특징들로 요약된 ‘부분’에 해 한

<관심사>(p.44 그림 21), <손이 닿
은 곳>(p.44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다.

양감이나 질감을 비롯한 여러 특징을

략

생 할 뿐 아니라 대상의 일정 부분만

따로 떼어 그리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
에 대한 인식은 의식적인 구성에서 비
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상을 지각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대상의 부분만 드러내는 형상은 그

각

에 작용한 지 활동이 부분에

맞추고

초점을

있음을 함의한다. 특히 외부로

부터 일체의 개입

없이

내면을 즉

각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수행
된 드로잉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
드러진다.

국

결

각

드로잉은 지

활동과 그에

수반하는 사고과정에 의해 발생한 심

그림

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2 (아래) <손이 닿은 곳>, 2011,

21

(위)

<관심사>,

2011,

에칭,

아쿼틴트,9x11(cm)
종이에 연필,15x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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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임

각 활동이 곧 사고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하는데 심상은 우
리에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대상에 대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분별하는 과
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별은 주체의 고유한 심적 구조와 그 안
에 축적된 과거로부터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이는 곧 대상에 대한 정보
를 개인적 체계로 번역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29)
그러나 감정이나 개념과 같이 형체를 갖지 않는 관념에 대한 심상 대
상이 없는 경우에 관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버클리(George
Berkeley)는 상상이나 공상에 따른 심상은 “인간의 마음에 기계적으로
재생된 “현실의 조각(piecese)"을 재결합하는 능력에 의한다”고 했다.30)
즉 기존에 저장된 심상이 여러 심적 과정을 거쳐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존한 것은 상상의 여
지를 제공하여 보다 열린 해석의 가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부분을
통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기를 기
아 하 은 지

대한다.
2)여백의 공간
부분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겨진
다. 형태는 대부분 작은 크기로 묘사되어 화면 대부분이 비어있다. 이러
한 여백은 형상과 호응하여 작품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는 동양 회화에
드러나는 정신성과 문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동양의 회화에서는 여백을 매우 중시한다. 여백은 조형적 측면을 고려
하여 의식적으로 남긴 공간이며 이는 조형적 고려를 충실하지 못한 상태

돌프 아른하임, 김정오 옮김, 『시각적
p 6
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 149-155

29) 루
. 1 0
30)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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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출판부,

사고 , 이화여자대

2004

참고그림 6 (좌) 이가염, <소 키우기>
참고그림 7 (우) 정선(鄭敾), <어한(漁閑)>, 비단, 수묵, 21.5x28(cm), 서울대학교 박물관

로 남은 허(虛)한 공간인 ‘공백’과 구분하여 쓰인다.31)
여백은 화면의 생동감을 부여해 ‘숨이 통하게’ 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쓰인다. 이러한 여백은 먹으로 표현된 밀도와 대비를 이루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

즉 여백은 나머지 형상과 상대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여백을 ‘그리는 것’은 형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가

염(李可染, 1907-1989)의 <소 키우기>(p.48 참고그림 6)는 그림 속의 소와
어린이, 위쪽의 제자(題字)외에 나머지는 모두 여백이다. 이러한 여백으
로 인해 주요 표현 대상인 어린이와 소가 상쾌하게 두드러진다.
이 여백은 진공의 공간이 아닌 넓은 물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

례 따
밖

빈

모
리

31) 여백의 의미는 용 에 라 화면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공간을 두 이르나
본 논의에서는 형상 의 공간이나 형상과 형상사이의 공간을 가 키는 것에
한정을 두어 다.

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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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여백이 있음으로 모종의 대상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아무것도 그리
지

않으면서도

대상이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선(鄭

敾,1676-1759)의 <어한(漁閑)>(p.48 참고그림7)에서와 같이 주로 물이나
공기, 아지랑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암
시한다. 이러한 여백의 구사는 동양회화가 갖는 예술성의 진수이다.

32)

이처럼 여백은 정신성과 문학성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
흡>(p.49 그림 24)에서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옆 얼굴이 빈 공간 안
에 놓여 있다. 반 이상 가려져 있는 얼굴의 형태와 화면 대부분을 차지
하는 여백으로 인해 화면 안의 얼굴이 화면 아래로 가라앉는 장면으로
보인다. 이 때 얼굴을 가리며 차오르는 여백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인물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부담의 원인임을 추측할 수 있

그림 23 <호흡>, 2010, 에칭, 아쿼틴트, 50x75(cm)

32)

왕백민, 강관식 옮김, 『동양화 구도론』, 미진사, 1997, 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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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텅 빈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한하고 아득한 정서가 이러한
암시를 더욱 강화한다.
<옆 자리>(p.50 그림 25)에서의 여백은 시야에 펼쳐진 넓은 책상을 함의
한다. 책상의 끝은 빈 의자의 등받이에 맞닿아 있다. 화면 대부분을 차
지하는 여백은 그림의 제목이자 주요 소재인 ‘옆 자리’와 호응하여 옆자
리가 비어 있음을 드러내도록 의도했다.
또한 여백은 주제가 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기 위해 쓰였
다.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배경 요소를 제거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처
럼 ‘제거’의 방식을 통해 구도를 취하는 것은 회화의 구도이기 보다는
사진적 방식이다. 회화의 구도는 빈 화면에서 시작하여 작가가 표현하고
자 하는 바를 점진적으로 첨가하며 발생한다. 그러나 사진의 구도는 찍
고자 하는 대상의 주변에 프레임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
간다.33)

그림 24 <옆 자리>, 2011 에칭, 29x27(cm)

식 『사진예술개론』,눈빛, 2004, p.98-101

33)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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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누워 있는 사람>, 2010, 리놀륨컷, 25x35(cm)

<측정>(p.22 그림 4)에서 소년의 몸은 화면에 드러난 유일한 형상이다. 단
독으로 등장하여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이러한 주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상을 둘러싼 텅 빈 공간이다. 유일하게 남겨진 형상이 모든 시선
을 감내하며 그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다. 형상이 화면 안에 그려졌을 경
우 시선은 형상 주변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형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된다. 이 그림처럼 형상이
단 하나만 존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선이 집약되어 그 강도가 한층 강
화 된다.34) 이처럼 화면 안에 단독으로 위치한 형상은 심리적인 부담감
을 연출하며 병리적이고 고독한 느낌을 한층 더 강조한다.
사진적 시각의 또 다른 특성으로 찰나를 포착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드로잉을 통해 얻은 형태는 사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교적 짧

은 순간 신속하게 그려진 것이다. 이는 사진적 순간과 마찬가지로 짧은

돌프 아른하임, 정용도 옮김, 『중심의 힘』, 눈빛, 1995, p.80-81

34)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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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속되었다 사라지는 장면이다. <누워있는 사람>(p.51 그림 26)과 같
이 인물의 동세를 빠른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
는 눈에 들어온 장면 중에서 인물의 형태만 순간적으로 요약해 빠르게
옮기고 나머지 요소는 생략한 것이다. 이처럼 여백은 대상에서 비롯된
짧고 순간적인 인상을 빠르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

서 인위적인 고안이나 배치를 배제 하고 직관에 따라 재빨리 형상을 옮
기려 애썼다. 그 결과 빠른 선에 의해 구축된 형상은 양감을 가진 실체
라기보다는 공간에 부유하는 허상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가벼운 감각은
그를 둘러싼 여백에 의해 한층 강조되는데 이러한 여백은 대기나 물과
같은 공간적 실재를 연상하게 한다.

3)여백의 확장

여백은 그것이 감싸고 있는 형상과 호응하여 단독으로 위치한 형상에
시선을 유도하고 그를 더욱 부각시킨다. 이와 같은 여백의 작용은 화면
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이 공간 안에 놓여지는 방식을 통해 더
욱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작품은 그 자체가 완결된 의미구조로 지는데,
다시 말해, 작품을 이루는 물질적 구조 안에 의미가 제한되고 그 안에서

그림 26 <사람이 아닌 것>, 2011, 패널 위에 디지털 프린트, 12x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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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초미의 관심사>, 2011, 가변설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작품이 놓여지는 맥락, 즉 작
품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이 작품의 의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전시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관객과 조우하여 실질적인 소통

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 환경은 작품의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결정짓는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크기는 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나의 작품들은 대부분 일상의 반경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된다. 작품을 작은 크기
로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출발점이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일상사의 소박하고 사소함을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작은 작품들
은

큰 벽을 비롯한 주변의 ‘빈 공간’과 대비를 이루어 주목을 끈다.

<사람이 아닌 것>(p.53 그림 27)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15cm를 넘지 않
는 작은 규모의 작품이다. 어두운 밤에 전등 불빛 가까이 모여든 벌레
한 마리의 모습을 나무 패널 위에 프린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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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p.54 그림 28)의 경우는, 일상 사물을 이용해 작품을
공간 안에 설치하여, 그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설치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작품의 전시를 위해 가공된 사물이 아닌, 실제 생활 중에 사용되
는 물건을 빌려 온 것이다. 실제로 포스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정보를
게시하는데 쓰이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전시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흥미를 끌었다. 샌드위치 패널은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그 표면에 생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림과 함께 설치할 경우
질감과 그 물질성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낳는다. 어두운 실내에 패널
을 설치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춤으로써 강한 빛의 대비를 주었다. 패널
은 어둠으로 이루어진 여백 안에 놓여, 보다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주목도 또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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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찍어낸 이미지

나는 주로 오목판법을 사용한다. 오목판법은 판에 오목한 자국을 내고
그 틈에 잉크를 채워 넣어 종이에 찍어내는 판화 기법을 통칭하여 이르
는 말이다. 오목판법에서는 판에 음각된 미세한 흠집에 고인 잉크를 찍
어내기 위하여 강한 압력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종이에는 강한 압력으
로 인해 판의 질감이 종이에 그대로 전해지며, 판 위에 생긴 흠집의 깊
이가 잉크의 두께로 표면에 드러난다. 그래서 오목판법으로 표현한 이미
지는 판에 가해진 압력과 종이의 성질, 두터운 잉크의 질감과 같이 사용
하는 재료의 물성이 강조되어 오목판법으로 찍어낸 이미지는 특유의 무
게감과 밀도를 갖는다. 그리고 오목판법은 미세한 흠집에서 비롯된 아주
섬세한 흠집도 뚜렷하게 포착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오목판법이
갖는 물질성은 아주 미세
한 것에서부터 묵직하고
강한 것에 이르기 까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효과
가 있다. 특히 미묘하고
섬세한 표현을 실제로 가
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판화의 고유한
물질성은 판화를 통해서
만 얻을 수 있는 효과이
다. 이렇게 재료와 과정에
서 비롯된 물질성은 이미

참고그림 8

로버트 라이만(Robert Ryman)

<Seven Aquatints>, 1972, 아쿼틴트, 55.3 x 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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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수반되는 감정의 표현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판화의 역사 안에
서도 판화의 물질성을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로버트 라이만(Robert Ryman, 1930-)은 “판화
의 복제적인 성격에는 크게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오직 판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이를 테면 판화의 실제 과정, 잉크, 종이
와 같은 것들, 그리고 재료가 이미지가 되는 과정이 흥미롭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Seven Aquatints>(p.55 참고그림 8)에서 이미지는 색이나
대비와 같은 요소 없이, 표면 질감과 반사성과 물리적 조건들로 인해 시
각적으로 구분되고 이미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성질은 판화가 가
진 독특한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수잔 톨먼은 이들 작품에
서 볼 수 있는 판화 이미지의 물리적 실재는 진한 감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그 자체가 언어적으로, 물리적 과정으로서, 혹은 상징적으로,
혹은 감정의 기표로서 이해 될 수 있다”고 했다.35)
특히 오목판법은 판에 가하는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즉 판을 부식하는 시간이나 산의 농도, 찍어내는 압력의 정도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찍어내는 이미지의 성질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
은 판 위의 드로잉이 가진 표현적 특성들, 이를 테면 필압에 따른 선의
농도와 같은 작은 차이들을 균질화(均質化)한다. <꼭대기>(p.57 그림 29)에
는 상단의 십자가 형상화 하단의 사각형을 가로지르는 가는 선이 있다.
이 선은 1분 미만의 짧은 시간동안 부식해서 얻은 아주 미세한 굵기의
선이다. 손으로 선을 직접 그을 때 생기는 이른바 ‘손 맛’이 제거되고 기
계적인 느낌의 차가운 선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상·하에 놓여진 두 형상
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가로질러 나눈다. 이는 드로잉의 주요 임무인 내

35)

Susan Tallman, 『The Contemporary Print』, Thames And Hudson,
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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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직접 표출에 반하는 효과이
다. 그러나 쓰임에 따라 오히려
효과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회화나 드로잉에서는 작가의
행위가 그 흔적으로 인해 그대로
노출되어 드러나는데 반해 판화
에서는 프로세스를 거쳐오는 과
정에서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전
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업 당
시의 감정이나 기분 혹은 그림
그리기의 행위의 흔적 걸러지고
형태와 색, 잉크의 질감만이 남는
다. 그렇기에 이미지를 대할 때,
자동으로 작가의 경험이 전염되

그림 28

<꼭대기>, 2011, 에칭, 아쿼틴트
드라이포인트, 15X11(cm)

기 보다는 순차적이고 지시적인
읽기의 측면이 강조된다. 즉각적으로 분출된 에너지를 그대로 노출하기
보다는 각각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를 차근차근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읽혀진다. 내 그림에서 드러나는 정서 역시 판을 거쳐 간접적인 방식으
로 제시되며 이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의 측면에서 다른 여러 요소들
과 함께 일정한 맥락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재료를
다루기 위한 숙달된 요령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상당한 체력과 시간이
소모되지만 이런 특성은 판화의 장르적 성격을 규정하며 판화를 이용해
작업하는 작가와 그의 작품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판화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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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직접 손으로 재료를 만지고 다듬어야 하며 원하는 상태의 이미지
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익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가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 보다 밀착 하게 된다. 이처럼 판화의
물성을 통해 그 자체가 가진 시각적인 특성이나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이에 수반하는 작가의 집중력과 다년간의 수련에 축적된 시간성까지 내
다 볼 수 있다.36)
특히 손으로 재료와 도구를 직접 다루며 나의 고유한 감각과 판
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판화는 개인과 같은 작은 범위의 세계에서 발생
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중요시 하는 나의 가치관과 맥을 같이 한다.

6 김정락, 「경계사이로

3 )

2005

듦:

략」,

‘스며 ’ 판화의 부드러운 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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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

서울판화

전시서문,

Ⅴ. 결론
나는 감정을 바탕으로 일상 세계에 대한 인상과 분위기를 포착하고 그
에 관한 표현을 한다. 일상세계는 늘 반복되는 진부한 것이지만 그 이면
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나의 작품은
고정된 관습으로 벗어나 고양된 세계를 향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비단 나에게만 부여되는 독특한 과제가
아니며, 현실의 번잡함과 혼란스러움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마땅히 품어보는 생각이다. 이러한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각자가 지니는 가치관과 태도에서 비롯할 것이다. 자기 고유의 관
점에 충실하여 가장 개인화된 시선을 확보할수록 그 가능성은 점차 높아
질 것이라 생각한다.
고유한 주관에 따라 세계에 반응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골몰하는 것은
시인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다. 그 점에 착안
하여 내가 지닌 반응의 양상, 즉 감수성을 시적 감수성이라 명명하고 그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시는 무엇보다 주체의 주관에 충실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내적 작용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시는 다분히 일인칭
의 독백적인 발화이다. 이러한 독백은 주체가 대상에 깊이 몰입한 상태
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며 흐릿한 인상이나
감정과 같은 무형의 의미로 나타난다. 이처럼 시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흩어진 의미의 자취를 좇으며 언표불가능한 것을 언표하려는 노력의 일
환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의도적으로 목표를 방기한 채, 그 과정에
서 마주하는 애매함과 모호함, 흐릿함과 불확실함을 전리물로 취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노력은 닫혀 있는 의미의 경계를 열어두고 그를 다시
조직함으로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의미의 미립자들을 포착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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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나 역시 작품 안에 이러한 미세한 문맥들을 포착하고 아우르려
한다. ‘미시적 서사’는 이러한 의도 아래 설정한 용어이다. 이러한 미시
적 서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현듯 출몰하고 대상에 대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한 관계 아래 놓일 때에 가능하다. 이렇듯 섬세하
고 나약한 존재들을 주목하는 바탕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중요하게 여길
지에 대한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사소하고 미약한
이야기들에서 보다 강력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개진하는 과정은 나 스스로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출
발하여 주변적인 풍경에 눈을 돌리게 하여 시선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루어 졌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동했다 사라지는 감각들로 가득 찬 일
상의 환경에서 보다 대상의 심층적인 근본에 관계하는 의미를 발견해 내
려는 시도에 이르렀다. 특히 일상 사물이 가진 존재감 즉, 최소한의 ‘있
음’의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탐구 하고 싶은 주제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관심이 형성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 탓에 다소 논
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나의 표현은 가까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세한 변화와 깊
숙한 의미에 관한 것이다. 표현 전반을 “가까이 보기”에 대한 호소라 불
러도 무리 없을 것이다. 시선을 끌기 위한 최소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즉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형성되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정조(情調)를 보여주고자 했다. 선과 색을
주로 사용 했는데, 보다 개인화된 양식의 선묘를 하는 것과 색조를 섬세
하게 조절하는 것, 형태를 비롯한 여백을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의 양상
을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음이 작은 존재를 부각하고 그가 가진
존재감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길 기대했다.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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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 표현의 요소를 최대한 아껴 쓰며 핵심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
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표현의 주안점이 되었다. 판에 가해지는 조건
을 조절하여 표현의 정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판화의 방식은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그 밖에도 판화가
가진 간접성이나 물질성과 같은 매력 때문에 판화의 세계에 보다 몰입할
수 있었다. 앞서 밝힌 것처럼 개인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삼는다고 할 때, 소규모 판화가 지닌 가능성은 더욱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이다.
정리하자면, 일상생활 중에 불현듯 엄습하여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감
정이 표현의 동기가 되며 그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이 발생하는
미세한 지점을 탐색하는 과정이며 대상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이런 순간들은 매우 사소하나 각별하여 세계에 관한 고유한 경험
으리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이에 대해 표현을 이어나가는 일련의 과정
은 자아의 내면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자아는 기실 끊임
없이 분열하며 잦은 변덕을 부린다. 그래서 표현의 양상에 있어서도 그
러한 흔들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럽고도 특별한 내면으로부터의 반응을 통해 외부 세
계와 소통하고 그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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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piction of
Microscopic Narrative with Poetic
Sensibility
Min, Seojung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am interested to depict objects from mundane everyday routine,
focusing on express the atmosphere generated from trivial objects. I
have kept working on capturing subtle existence of small things
around me so as to excavate intriguing stories buried under their
plane surfac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se processes is my
own sensibility. The sensibility means the ability of feeling.
Moreover, it contains the direction and qualities of responses. I can
say I am sensative in poetic manner, because there are full of
sentiments which occurs from inside of myself, and those sentiments
are mostly abbreviated in simple words.
I would like to convey all of conditions concerning my work in
terms of "Microscopic Narrative." The Narrative means "a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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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 which is extended from traditional uses of the term.
There is sort of narrative, because the factors such as emotions
generated from the object, and the situations cooperate in my work
as a system. I define the narravive "microscopic" as the system deals
with microscopic perspectives. Microscopic perspective is necessary to
discover slight changes and subtle existences from mundane routine.
I explore the everyday life to get the subject. I could figure out
my sight has been extended from myself toward the world outside.
First of all, I try to express my emotions borrowing figures showing
specific poses. In addition, I tend to project myself to the scenery.
And then, I have experimented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object
by separating the object from the situation. Especially, I choose to
walk to see the world in an active way. To me, walking could be a
way of thinking. As I have written, even though subjects have kept
changing as my interests is changed, I kept persisting to see "inside".
The micro-existences I try to express is exposed by sutble
atmosphere generated from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material very carefully. The first part of process is recording intuitive
images evoked from my mind by drawing, and then, images are
refined on the plate. In general, my work is characterized in three
aspects; summarized form, void space responding with the form, and
airy color. The form in my work is from the flash moment of
impression. It shows only part of object, which is initiated from
memory. An exposed image implicates other parts of the object which
is not exposed yet. The void space surrounding form gives far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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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s on this implication. Moreover, It leads attention toward the
form. as well as in the two-dimensional space, the void space has a
critical role in the real space like when the piece of works are
installed in the gallery.
Printmaking process is used to purify recorded images. Especially
in Intaglio, there is an advantage to capture even very subtle marks
on the plate. I try to make psychological effects by controlling all the
factors by refining them on the plate. Moreover, I can concern the
whole process of printmaking in very close distance. That is why I
think printmaking is not only the method of making, but also active
ground full of tactic experiences about material and image.

Keywords : Poetic, Sensibility, Sentiment, Microscopic Narrative,
Diminutive, Emotion, Atmosphere, Inner Landscape, Intaglio, Fine
Line, Dimmed Color, Intuitive Image, Void, Indirect Process, Hand
Process
Student Number : 2010-2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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