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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연은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은.
사람의 영향력이 더해지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물과 자연 현상
들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이 나의 감정을 자극할 때 그 힘을 더 직접적으.
로 느낄 수 있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힘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과 내면.
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를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
감정은 복합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히 하기 힘들지만 자연 속에서 다층

의 감정을 느끼고 고양된 정신적 체험을 의미하는 숭고로 설명할 수 있,
다 나의 작업은 내가 느낀 공포 외경 열망 등의 내적 경험이 이러한. , ,
숭고의 한 부분에 속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죽음에의 공포와 고독 경외감은 숭고에 속하는 감정들 중 내가 특히,

주목하여 표현하는 감정들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특정한 자연의 대상들.
과 관계를 가지고 발생한다 이들이 내재하고 있는 성격 이를테면 어둠. , ,
적막 신비함 등은 나에게 각각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동기가 된,
다 이렇게 내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하게 하는 자연의 일면은 나에게 불.
가항력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힘이 내포된 감정을 마주하고 체험.
하는 것은 내면을 깊숙이 탐구하는 기회가 된다.
자연 대상들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감정

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면에 몰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앞서 밝혔듯이 자연물은 감정 유발의 동기가 된다 이는. .
대상을 지각할 때 경험하는 감각 정보들이 내면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감각기관을 열어 자연을 적극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감정에 몰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현된 자연물에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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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인체와 자연의 형상을 결합하여 표현함으로.
써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몸은 외부로부터 전.
달된 감각과 내부 정신을 잇는 매개체이다 외부의 자극은 몸을 거쳐, .
내부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대상과 동화되어 자연화 된 몸에 의. ( )自然化
해 전달된 촉각적 감각은 감정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감도 또한
높인다.
이와 같이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기 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제를 시각

화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주로 단일한 형상과 배경으로 이루어.
진 단순한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주제가 되는 형상을 강조한다 배경의.
여백은 형상과 대비되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한다 또한 화면 전반에 강.
조된 진하고 밀도 있는 색은 어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한 이미지를 여러 번 겹쳐 찍는 판화기법 을. (Double-Drop)
사용함으로써 어둠의 깊이와 미묘한 색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 또.
화면을 크게 키움으로써 자연의 힘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는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으.
로 종이의 물성을 강조하여 화면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표현과 목적을
같이 한다 특히 새기고 찍는 오목판법의 과정은 매체만이 갖는 물리적.
인 힘이 강조된다 더욱이 판에 가해진 홈의 깊이와 프레스로 찍혀 드러.
난 무게감은 물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감정을 더 강하게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주요어 자연의 힘 숭고 죽음의 공포 고독 경외감 감정이입 인체: , , , , , , ,
어두운 색 확장된 화면의 크기 종이의 표면 오목판법의 물질성, , ,

학 번 : 2010-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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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내면을 뒤흔들어 놓을 때
가 있다 나에게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작게는 순식간에 기분을 변하.
게 만들고 크게는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도 잃어버리게도 한다 힘은 일, .
상 속에서 들이 닥치곤 하는데 밤의 어둠 뜨거운 태양 볕 견딜 수 없, , ,
는 추위와 같은 자연의 현상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자연적.
이고 초월적인 힘이 신체적인 반응을 넘어 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특
정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한다 감정이 발화되면서 움직이는 내면.
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작업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권태로운 일상을 깨는 자연스런 파동으

로 또한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받아들,
일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얻기엔 매 순간이 지.
극히 평범하다 이 때 통제 불가능한 힘은 나의 내외를 자극하여 무료. ,
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기의 낭만주의자들은 이상을 구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19
이 겪고 있던 무기력과 상실감을 꿈 환상 무한의 세계를 통해 표현하, ,
였다 그들에게 현실과 반대편에 위치한 상상의 세계 내면의 세계는 현. ,
실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은신처이자 갈망의 대상이었다 시대는 다르지.
만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도피적 성격이 현재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동기 부여가 된다 즉 내가 작업을 통해 감정의 변화에 주시.
하고 그 정체를 탐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 내적 세계로 도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나에게 작업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보. ,
이지 않는 내면을 드러내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면으로의 도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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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내밀하게 관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작업을 하는데 중
요한 시발점이 된다 때문에 내면에 침잠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작업으. ,
로 표현하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피
신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앞서 언급한 거대한 힘 이성을 넘어선 무한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자연 경관과 매 순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날씨의 변화 우주를 이루는 자연의 요소들이 가진,
힘은 현실 저편에 있는 미지의 영역에 관한 상상을 하게하고 그 무한한,
힘을 동경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특이한 감정들은 모호하고 불확실.
해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이 감정들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그 저변엔 통제나 이해를 넘어서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
다 두려움은 공포라는 직접적인 감정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의 측면들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탄과 놀라움 힘을 소유. ,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암울함과 절망스러운 감정들이 내면의 전반을
이룬다 동시에 자연이 주는 황홀감과 신비로움도 느낄 수 있는데 이. ,
다층의 감정이 내가 드러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이다 보들레르.

는 자연의 완벽함 앞에서 느끼(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1867)
는 도취감과 동시에 이에 조화될 수 없는 예술인의 무력감을 미학적 고“
양과 정신적 우울 이라고 정리한다” .1) 나는 이러한 감정에 집중함으로 내
면이 더욱 견고해지고 개인을 넘어 인간 본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본문 장은 작업의 주제를 다루는 장으로 위에서 언급한 자연과Ⅱ

나의 감정의 관계를 숭고의 개념을 들어 설명할 것이다 이에 앞서 숭.
고는 그 감정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정신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 모호

1)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파리의 우울 윤영애 역 민음사, , , , 2008, p.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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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면 상태임을 밝힌다 이 장에서는 시대와 작가에 따라 변화해온.
숭고의 표현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숭고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각기 다른 내면 상태의 표출이 숭고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숭고의 독특한 속성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나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과의 관계.
에 주목하여 살펴봄으로 다소 넓어질 수 있는 논의를 제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작업이 숭고의 방대한 영역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특이점을 탐색하는 것이 본 논의의 목적이 된다.
본문 장에서는 숭고로 아우를 수 있는 감정들 중 내가 특별히 주Ⅲ

목하는 감정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죽음에의 공포와 고독 경. ,
외감은 작업에서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감정이다 이 감정들이 유발되.
는 이유와 특징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감정의 동기가 되는 자연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때문에 작업의 소재로써 등장하는 특정.
한 자연 대상을 각각의 감정들과 연관시켜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본문 장에서는Ⅳ 앞서 다룬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

할 것이다 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대상에 감정을 이입.
하여 표현한다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대상을 면밀히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에 일어나는 감정에 몰입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몰입의 과.
정에서 자연물은 왜곡되어 감정이 깃든 대상으로 바뀌어 표현되는데 이,
표현 방식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자연과 동화되.
어 변형된 신체의 이미지가 실제의 몸과 공감을 형성할 때 더 강한 감정
표현이 가능함을 밝힐 것이다 이는 감정과 감정유발의 대상이 되는 자.
연과의 관계를 과연 솔직하고 힘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된다.
마지막으로 장은 작업의 조형적인 부분을 살피는 장으로 화면이 응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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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일련의 방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화면을 이루는 구도와 색.
의 특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힘을 극대화시켜 표현하기 위해 드.
러내는 물질적인 측면들 이를테면 커다란 화면의 크기 종이의 물성을, ,
강조한 표면 새기고 찍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판화매체의 물리적 특성,
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로써 숭고를 표현하는 방식의 지평을 넓히고 새.
로운 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맥락에 도움이 되는 최근 년간 년부터2 (2010
년까지 의 판화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득력 있는 논지 전2012 ) .

개를 위하여 작업노트와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글도 참고로 했음을 밝힌
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작업의 동기와 관심을 토대로 행해진 일련의.
작업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다소 주관성이 강한 작업을 객관적으
로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작업을 하는데 근본이 되는 태.
도와 생각을 공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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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숭고.Ⅱ

숭고의 개념1.

눈에 보이는 경관뿐 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날씨를 아우르는 자연은
당연하게 존재해 왔기에 크게 주목할 수 없는 대상들이라고 여길 수 있
다 하지만 이 때 미적 시각적 체험을 넘어서 현재 내가 느끼고 있던. ,
감정과는 무관한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매번 볼 수 있는 자연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것은 일상에서는 흔히 경험할 수.
없는 내면의 강렬한 변화 이성을 넘어 오로지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변한다.
자연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의 예를 들자면 절벽이나 바다와 같은 거,

대함 앞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미지의 심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서 오는 절망스러움이 있다 뜨거운 태양.
볕과 극도의 추위 속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고통은 마음으로까지 이어
지고2) 이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와 마주한다 아름다운 자연, .
의 장면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과 동경의 마음이 생긴다.
이와 같은 다층의 감정은 세기 초에 낭만주의와 함께 두각을 나타18

낸 숭고와 맥을 함께 한다 넓은 의미에서 숭고는 인간이 통제 할 수‘ ’ .
없는 힘을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들을 내포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숭고.
는 그 힘 중에서도 자연의 힘을 강조하고 자연과 인간 자연과 감정과, ,
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 거대하고 역동적인 자연.
의 힘을 체험하고 무한한 자연의 장관들을 보면서 느끼는 특정한 반응을

2)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매우 긴밀하고도 밀착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이 마음은 고통이나 쾌를 지각할 수 없다 에드먼드 버크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 ,『
서 쾌와 고통에 대한 미학적 탐구 김혜련 역 한길사- , , , 2010,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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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감정이다 이 때 숭고는 자연미 에 대한 감정보다는 인간의. ( )美
유한함 허무함 그에 대한 자연의 무한함과 경외감 전율감이 동반된 복, , ,
잡하고 모호한 감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하여 루소. (Jean

는 숭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와Jacques Rousseau, 1712-1778) “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인간 영혼 내의 감정과 관련된 알 수 없는 그 무,
엇”3)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의 숭고는 자연을 마주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인식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 정신적인 힘의,
체험을 말한다.
이러한 체험은 문체와 수사학을 통해 사람들을 무아의 세계로 이끌어

열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했던 고대의 숭고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열.
광의 순간이란 격정적으로 솟아오르는 영혼의 고양을 의미한다 정신의‘ ’ .
고양은 비탄과 전율의 고통이 희열과 쾌감으로 바뀌는데서 오는 카타르
시스 정신이 일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강렬한 정념을 일으키는 파토스로,
설명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숭고의 계기였다, .
인간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자연은 인간의 정신력을 일상적인 범용

이상으로 높여줌으로 앞서 언급한 고양된 감정을 환기시킨다 즉 거대한.
자연의 힘을 마주할 때 내면의 저항능력이 자연의 외관상 절대적 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키고 이러한 대결에서 고양된 생명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4) 이는 유한한 감각의 한계를 느끼는데서 오는 불쾌
함이 이를 넘어 정신적인 전율과 자유를 느끼는 쾌감으로 이행되면서 드
러난다 다시 말해 숭고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것 의식의 통제를 넘. ,
어서고 개인의 자주성을 위협하는 두려운 힘에 의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반응은 공포와 전율 경이와 황홀경 혹은 이들이 혼합된 특수. , ,
한 감정의 반응들로 합리적인 이해가 어려운 정신적 영역에 속한다, .

3) 안성찬 숭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 , , 2004, p.310『 』
4) 안성찬 위의 책,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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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의 표현2.

숭고는 상상력과 영감을 강조하는 낭만주의 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상상력은 초월적 실재를 파악하는 직관의 수단으로.
이해되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생각,
되었다 또한 상상력에 의거하여 재현하는 것은 이전의 고전주의적 의미.
에서의 미 와 대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美 5)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감정으로써의 숭고는 즐거움을 수반하는 아름
다움 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숭고는 전통적인 미( ) .美
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고 초월적인 것을 탐구하면서 그 표현이 진행
되었다.
특히 초월적 힘을 가진 자연을 통해 정신적 실재를 다루고자 했던 낭

만주의 풍경화에서 숭고가 중점적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낭만주의자들은 숭고의 체험을 위하여 감정
이 발동되고 상상력이 고조되는 지점에 주목했다. 그 지점은 지평선과“
경계를 이루는 안개 낀 산꼭대기”6) 높이 솟, 아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한 절벽과 같은 자연의 형상들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숭고 자체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대변할 수 있는‘ ’ 특별한 자연의 모습에
감정을 비유하고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참고그림 1)는 자연의 모습이 고

양된 감정 인간의 고독과 같은 특별한 감정으로 융합되는 순간을 그리, ‘ ’
는데 주력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자연 풍경 너머에 있는 정신적인 것을.

윤난지 추상 미술 읽기 미진사, , , 2010, p.140『 』
6) 영국의 비평가 윌리엄 해즐릿은 글 왜 멀리 있는 대상이 즐거움을 주는가 에서 이< >
와 같은 자연의 형상을 명상할 때 자신의 마음이 동요하는 점에 착안해 이 문제를 접근
했다 윌리엄 본. , 낭만주의 미술 마순자 역 시공사, , , 2003』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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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좌1 ( ) 카스파르 다피트 프리드리히 달을 바라보는 두 남자, < >, 1819

참고그림 우2 ( ) 윌리엄 터너 눈보라, < >, 1842

그리고자 하였다 그에게 자연은 숭고한 것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고. , ,
자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신비로운 빛과 광활한 풍광 등의 특수한 자
연 풍경에 의해 묘사되었다 또 다른 풍경 화가인 터너. (W illam
T urne r,1775-1851) 참고그림( 2)는 기상 현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추상적인 힘의 역동성과 변화무쌍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에게 숭고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의 대상보다 그 대상을 보여주는 매개체
였다.7) 명상적이고 상징적인 자연에서 숭고를 느낀 프리드리히와는 달
리 터너는 압도적이고 비극적인 자연에서 숭고를 느낀 것이다 터너와.
프리드리히는 숭고를 느끼는 자연의 대상은 다르지만 이들에게 있어 자
연은 모두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숭고에서 자연은 숭고의 순간 속에 있는 자연 자체로 표현되었다기보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졌다.
숭고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세기의 색면 추상 화가들은 낭만주의20

숭고와는 달리 숭고를 묘사하기 위해 굳이 숭고한 대상 자연을 그리지-
않는다 이들은 숭고를 합리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신적인 것으로.

7) 윌리엄 본 앞의 책, ,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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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묘사를 포기함으로써 말이나 그림으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음을 드러냈다.8)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참고그림( 3)와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 참고그림( 4)은 거대
한 색 면을 통해 초월적인 경험 을 표현하고‘ ’(Transcendent experience)
자 했다.9) 특히 숭고를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위
개념으로써 비극 황홀 운명과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감정의 표현을 목, ,
적으로 했다 한편 마틴. (Agnes Martin, 1912-2004) 참고그림( 5)은 가
라앉은 분위기의 색채를 통해 은은한 빛의 존재를 그렸다 또한 그는 무.
한히 확장된 공간 지평선을 암시하는 섬세한 선으로 표현된 명상적인-
화면을 통해 고양된 정신성을 드러냈다.10)

낭만주의 시대의 표현에서 숭고의 경험이 작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의 숭고 경험은 작품을 대면한 순간 관람자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일체의 재현을 거부하고 작품 자체를 중시하여 관객이 작. ,
품을 대면한 순간 작품 전체를 직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강렬한 숭고 체
험이 가능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11) 이렇게 작품 자체가 숭고
의 체험을 전달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하는 특징은 이후의 숭고의 표현
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보다 높은 정신 상태를 체험하고자 했던 색면 추상 화가들의 목

표는 터렐(James Turrell, 1943-) 참고그림( 6)의 빛을 이용한 공간 설

8)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 아트북스, - , , 2003,『 』
p.243
9)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길 권했는데 그 거리에서 작품을 보면 색면,
속으로 빨려 드는 듯한 느낌을 받아 색 면 내부의 움직임과 경계의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고 불가해한 것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인간 존재의 한계를, .
뛰어넘는 자유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이콤 발테슈가 마크 로스코 윤채영, ,『 』
역 마로니에 북스, /TASCHEN, 2006, p.46
10) 강태희 현대 미술 문맥읽기 미진사, , , 1997, p.69『 』

윤난지 앞의 책, ,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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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의해 차원으로 구현된다 그는 공간 속에 빛이 공명 하는 느3 . ( )共鳴
낌을 자아내고 공간이 평면적으로 혹은 무한하게 느껴지도록 연출하여,
초월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신비하고 명상적인 감정을 통해.
시각적인 빛의 경험을 정신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반면. ,
드 마리아 는 고요와 명상을 자아내는 이들의(Walter de Maria, 1953-)
작품과는 달리 번개와 같은 역동적인 자연을 통해 전율과 외경심을 드러
냈다. 대표적인 작품 번개치는 들판< The Lightning Feild> 참고그림( 7)은
비가시적인 빛의 섬광을 가시적으로 이끌어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직접
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자연 자체가 표현의 매체가 되어 표.
현됨으로써 자연의 힘을 더 직접적으로 감흥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숭고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실체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숭고가 시각적으로 구현된 경.
우는 시대와 작가에 따라 많은 예가 존재한다 숭고가 모호한 감정인만.
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숭고는 각기 다른 감정의 측면들이 모여 다양
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는 작가 개인마다 숭고를 발견하는 영역이 다.
르고 숭고의 체험을 제공하는 대상과 직면하여 심리상태로 이행되는 과,
정에서 숭고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작가가 숭고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과 해석을 여실히 반영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숭고는 객관적인 의미와 조건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 주관적인 감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모호한 숭고의 영역 속에서 나의 내면을 관통하는 특

수한 지점을 찾고자 한다 나의 작업은 이를 여러 방면으로 탐색해 나가.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정신적 영역을 시각적으.
로 구현하여 내적 체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작업의 목적으로 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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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좌3 ( ) 바넷 뉴먼, <Midnight Blue>, 1970

참고그림 중4 ( ) 마크 로스코 <Four Dark in Red>, 1958

참고그림 5 우( ) 아그네스 마틴 <The Tree>, 1964

참고그림 좌6 ( ) 제임스 터렐, <City of Ahirit>, 1976

참고그림 우7 ( ) 월터 드 마리아, <The Lightning Field>,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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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힘.Ⅲ

자연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세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힘이다 나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정이 동요하고 변화할 때 그 힘이 불가항력적임을 체감할 수 있다.
자연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압도적

인 힘을 발휘할 때 현실적인 두려움을 직시하고 깨달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살펴볼 죽음의 공포는 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이다 이 두려움은 어둠을 경험할 때 극대화되면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 또한 적막한 자연 풍광은 내가 느끼는 고독이 본질적인 내적 현상임.
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의 내면 상태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
게 한다 동시에 자연은 내가 거대한 힘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 알 수 없는 어딘가를 상상하게 하는 비
현실적인 면모 또한 지닌다 때문에 초월적인 자연의 힘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외감은 일상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내가 욕망하는 세계가 무엇인. 지 인식하고 삶에서 지,
향하는 바와 내면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을 마주했을 때 피할 수 없는 불　

가항력적인 힘을 내포하는 감정들로 내가 특별히 주목하는 감정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일상에서는 빈번히 느낄 수 없는 강렬
한 자극을 주고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내면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의 체험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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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포1.

내가 느끼는 공포는 죽음을 상상하는데서 비롯된다 이어서 죽음에.
관한 상상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공포 중 하나인 어둠에서 기인한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는 얼마만큼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우리,
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명확한 상.
태는 한 걸음만 내딛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
비슷한 위협으로 죽음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그러한 위협보.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이 완전한 암흑만 남는 것 이 암흑,
속에서 나의 존재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즉 무 의 상태가 되는, ( )無
두려움이 더 앞선다 그리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을 가루가 되는 것.
에 비유하면서 죽음은 존재의 기본적인 한정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무 일 뿐, ( ) ”無 12)이라고 말한다 포이어바흐.

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Ludwig Andreas Feuerbach, 1804-1872) “
다 몽테뉴 의.”, (Michel Eyguem de Montaigne, 1533-1592) 무 보“ ( )無
다 더 못한 것이 있다면 죽음은 무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아닐 것이
다.”13)라는 말은 에피쿠로스 철학의 태도를 요약한다 이들의 의견에 따.
르면 죽음은 어둠조차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
도 나의 의식과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위와 상통하고 어둠은 이런 공포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
이와 같은 공포를 유발하는 자연 중 한 예로 바다가 있다 바다가 두.

려운 것은 우리의 감각능력을 넘어서는 넓이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바
다의 크기보다는 깊이에서 더 큰 공포를 느끼는데 가늠할 수 없는 깊이,

에드가 모랭 인간과 죽음 김명숙 역 동문선 문예신서, , , 159, 2000, p.285『
13) 에드가 모랭 위의 책, ,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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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해에 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심해의 어둠은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여행 중 바다를 보며 두 번의 죽음을 시도했던 카뮈. (Albert

의 여행일기 에는 이와 비슷한 감정들이 쓰여져Camus, 1913-1960) 『 』
있어 인상적이다.

바다는 표면만 겨우 빛을 받고 있지만 바다의 깊은 어둠이 느껴진다 바“ .
다는 그런 것이다 삶의 부름인 동시에 죽음에의 초대.[...] .”14)

밤 또한 죽음에 대한 상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이다 밤의 적막.
한 어둠은 죽음의 인상을 떠올리기에 공포심이 증폭되고 더해진 공포심,
으로 또 다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조가 반복된다 때문에 밤.
바다는 그 두려움을 배가 시킨다 밤과 심해로 인한 짙은 어둠은 밤이라.
는 시간적 배경과 바다라는 공간적 배경이 함께 하면서 마치 죽음에 대
한 상상이 실현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 어둠 속에서 사라.
져버릴 것 같은 느낌은 바다와 밤의 실질적인 모습과 특성에서 온다기보
다 보이는 것을 암흑으로 뒤바꾸는 어둠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작업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짙고 어두운 분위기는 죽음

의 공포를 유발하는 어둠과 관련되어 있다 작업에서 표현된 어둠은 밤.
이나 바다와 같은 시공간적 배경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 내부
에 내재된 근본적인 공포심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우선된다.
어둠 속에서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게는

이를 받아들이고 마주하려는 태도가 함께 한다 이러한 태도는 아래 글.
에서와 같이 죽음의 공포를 의도적으로 되뇌는 습관으로 드러난다.

14) 알베르 카뮈 여행일기 김화영 역 책세상, , , , 2005, p.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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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 별도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물속을[...] .[...]
잠수하는 느낌이 들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
실에 금새 실망스러워졌다 밖으로 나가니 어둠이 피부에 닿는 것이.[...]
그 속으로 영원히 데려갈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이럴 때면 죽는 것 그. ,
굴속에서 없어져버리는 것에 대한 상상이 물밀듯이 쏟아지는데 무서워,
참지 못할 때까지 반복해서 생각하며 걷는 것이 새벽 산책의 묘미이
다 작업노트.[...] - , 2011

심리학자 에릭슨 에 따르면 인간이 그(Erik Erikson, 1902-1994) “
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죽음 을 상상하려고 할 때 오한과 전율을 체험‘ ( )’
하게 되며 곧 생각을 돌이켜 버린다.”15)고 한다 반면 버크. (Edmund

는 사라져버릴 듯한 죽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Burke, 1729-1797) “ ( ) ,
그것이 우리를 압도할 만큼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한 기쁨에서 비롯된
쾌보다 더 강렬한 쾌를 환기시키며 떨면서 즐거워한다, .”16)고 말한다 나.
는 죽음을 상상할 때 에릭슨의 말대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이.
를 무서워하면서도 죽음을 마주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포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관조,
와 명상이 가능한 힘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써 버크가 언급한대로 즐거운 공포라는 특수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 .
따라서 내가 죽음을 상상하고 작업에 표현하는 것은 묘한 쾌감을 느끼는
특이한 감정체험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는 밀랍과 새털로 만든 날개를 달고‘ ’

하늘을 날다가 태양에 너무 접근하여 날개가 녹아 바다로 추락했다는 이

15) 로버트 제이 립튼 에릭 올슨 죽음의 윤리 이일철 역, , , , 1981, p.37『 』
16) 에드먼드 버크 앞의 책,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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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있다 이카로스는 태양의 힘에 매료되어 가까이 가기 위해 죽음.
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등산가들은 자연과 위태로움.
에 대한 열망으로 이를 더 강렬하게 즐기기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산
을 등반한다 이 두 예는 허구와 실제를 바탕으로 한 서로 다른 이야기.
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는 실제적인 죽음을 무릅쓴 경험은 없지만 스스로 죽음의 공포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저들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을 무릅쓴 만큼이.
나 가치가 있는 열정에 빠져있는 자들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죽음 또한,
잊어버린다 앞서 언급한 공포를 관조함으로 오는 묘한 쾌감처럼 공포를.
마주함으로써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면 그만큼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공포를 무릅씀으.
로써 죽음의 공포와 대결하고 의식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이다 또 어둠.
이라는 자연의 힘 속에서 죽음의 공포라는 두려운 힘과 맞섰다는 긍지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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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의 정서2.

인적 없이 펼쳐진 사막이나 빙산을 떠올렸을 때의 정적 은 내가( )靜寂
생각하는 고독의 이미지이다 이때의 정적은 무한하고 거대한 힘이 발산.
하는 적막함이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깰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보거나 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광대하고 고요한 풍경 속에서 침묵하며.
내면으로 가라앉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독은 적막한 대기 속에서 아무.
런 생각이 들지 않는 초연함과 같은 고요와 정적 인 정조 속( ) ( )靜的 情調
에 있다.
이때의 고독은 타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감상적이고 수동적인 외

로움과는 매우 다르다 고독 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 단절. ‘ (solitude)’ ,
과 같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죽음 삶과 같이,
본래적으로 자명하게 존재하는 것에 더 가깝다. 포우어스(John Cowper

는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의 밑바닥은 고독하Powys, 1872-1963) “
다.”17) 라고 하며 고독을 피할 수 없는 내면의 자연 법칙으로 여겼다.
이처럼 고독은 주관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으며 보다 객관적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겪는 내면의 현상 중 하나이다.
고독의 의미는 세기에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독립적인 감정으로 인18

식되었다 그들은 정적이 흐르는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 속에서 심.
리적 위안을 얻고 감정의 정화를 경험했다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 『
상 은 이러한 낭만주의적 고독의 기원을 보여준다 이 책은(1776-8) .』
루소가 자연 속에서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고 고독과 유유자적을,
느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적 고독의 바탕이 된다 아래는 낭만주의자들.
이 가지고 있던 고독의 태도를 대변하는 루소의 글의 일부이다.

17) 존 쿠퍼 포우어스 고독의 철학 이윤기 역 까치, , , , 1984, p.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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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가로이 자연의 매력에 취하고 싶어 하고 이따금 들려오는[...] ,
수리18)들이며 온갖 새의 울음소리 산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 소리 말,
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명상에 잠기기 좋아하는 고
독한 명상가들에게는 흥미로운 곳이다.[...]19)

이처럼 낭만주의자들은 대중과 떨어져 자연 속에 고립되고 자연과,
하나가 됨으로 사색과 성찰의 정신세계로 들어갔다 이들은 스스로 혼자.
이기를 추구했고 혼자가 됨으로써 자기고양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었
다 또한 루소와 같이 고독으로 인한 치열함과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받.
아들였고 삶에까지 적용하였다 이로써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강인.
한 정신과 투지로 내면을 대면하고 성찰하는 능동적인 고독의 태도를 가
졌다 내가 가진 고독의 태도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이라는 점.
에서 낭만주의자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나에게 고독을 유발시키.
는 자연의 성격과 고독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특이점을 밝힘으로 나의 감정을 더 구체화하여 설명하겠다.
앞서 밝혔듯이 워즈워스 를 중심(William Wordsworth, 1770-1850)

으로 한 낭만주의 시인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고독과 정신적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들에게 자연환경은 고독을 줌과 동시에 고독에서 벗어나.
는 낙원과 같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평화롭고 아름.
다운 풍경이다. 부분적으로 소란스러운 폭포 어두컴컴한 숲 워스워‘ ’, ‘ ’(
드 턴턴사원< > 7 과 같은 격정적이면서도 암울한 이미지가 등장8-80)
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고독이 아닌 세속적인 삶의 공포나 미지의 세계,
에 대한 경외감을 대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다시 밝고 아름다.
운 자연으로 극복한다.

18) 수릿과의 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 .

19) 장 자크 루소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김중현 역 한길사, , , , 2007, p.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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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시인들이 자연의 낮의 이미지에서 고독을 느꼈다면 나는‘ ’
밤의 이미지‘ ’20)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낮과 같이 눈이 부시고 경쾌한.
아름다움에서 보다 밤과 같이 어둡고 적막하고 황량하고 음침한 분위, ,
기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독함을 대면했을 때. ,
마음이 안정되어 감정이 순화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내면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나는 정적인 공간이 내면을 역동적으로 뒤흔드.
는 힘에 주목하고 이 때 일어나는 감정들을 주시하여 고독을 표현한다, .
예를 들어 적막한 소리들< 3> 그림( 1)은 끝없이 펼쳐진 화산지대를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 돌무더기가 즐비한 땅과 하늘만.
이 존재했던 화산지대의 풍광은 모든 것이 소멸된 뒤에 적막함만이 감도
는 암울한 분위기를 풍겼다 황폐한 지대가 발산하던 엄청난 정적은 고.
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정적이라기보다 무섭고 불길한 느낌의 정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공간에서 자연의 근원적인 침묵과 무한한 고독.
을 느낄 수 있었다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은 죽음의 분위기를.
풍겼고 여기저기에 거칠게 쌓여 굳은 돌무더기는 돌무덤을 연상시켜 침,
울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작품의 제목 적막한 소리들은 조용한 공간에서 내면이 더욱 요동치‘ ’

는 모순된 상태를 암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돌무더기에 둘러싸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 형상으로 당시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냈다.
사람이 돌 사이에 파묻혀있는 장면은 광막한 땅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내외적 활동이 잠시 멈추어 움직일 수 없었던 느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서들은 근본적으로 거대한 세계에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면 전반을 점유하는 고독은 작품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20) 칸트는 판단력 비판 에서 낮은 아름답고 밤은 숭고하다 고 언급한다(179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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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막한 소리들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한지에 수채 콜라주< 3>, 2012, , , , , 150x2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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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고독은 황량함과 적막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거의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고독의 감정을.
꼭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나.
바람 습도 비나 눈과 같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러, , .
한 자연을 이루는 요소와 현상들 또한 적막과 황량함이 주조를 이루고
있을 때 특별하게 주목된다.

이곳은 아주 조용하다 이곳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이라곤 바람 소.[...]
리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눈가루가 벽에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까.[...] ,
지 들린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온 세상이 한없이 고요하다는 것을 떠올.
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람뿐이라는 사실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작업노트.[...] - , 2012

위의 글은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의 경험을 쓴 글이다 나는 조용한.
밤에 들리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 고요함 속에서 바람,
과 같은 무정물적인 것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 때.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진 청각으로 내 주위가 온통 바람으로 감싸여 세상
에 나와 바람만이 존재하는 느낌 공허함과 같은 정서가 고독에 의해, ,
고독과 함께 발생된다.

눈보라치는 밤< > 그림( 2)은 바람의 소리가 들렸던 경우처럼 눈이 내
릴 때 하늘이 붉게 변하는 것이 보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또한 고요함이 주조를 이루고 있을 때 더 잘 경험할 수 있다 대상과.
감각의 존재성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적이.
흐를 때 눈이나 바람 같이 당연하게 지나칠 대상들이 민감하게 다가오
고 하늘의 색과 공기의 온도가 감각을 자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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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눈보라치는 밤 색한지에 에칭 아쿼틴트< >, 2012, , , 180x120(cm)

그림의 화면은 밤공기가 붉은빛으로 가득 차 있다 빽빽하게 내리는.
눈으로 흐릿했던 시야를 대기 속에 묻혀 그림자처럼 보이는 사람형상으
로 표현하였다. 또한 화면의 반을 차지하는 붉은 색의 여백을 통해 공허
한 공간 속에서의 고독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정적이 도는 자연의 소리.
없는 힘은 공허하고 적막한 분위기에 떠밀려 조금만 있으면 화면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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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듯이 서있는 사람의 자세로 드러난다 그러나 움직이는 팔은 그 힘.
에 밀리지 않고 힘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몸짓이다 이처럼 나는 자, .
기 감상이나 연민에 빠진 연약한 고독의 태도가 아닌 강하고 의지적으로
고독을 대면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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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감3.

거대한 힘 앞에서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에
속한다 경외감을 유발하는 대상은 신성한 존재에서부터 인간 무생물에. ,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지만 나는 자연이 가진 초월적인 힘에 더 특별히
반응한다 나에게 경탄과 감동을 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러르는 마.
음 곧 존경심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 힘이 두렵고 거대하기 때문에 다, .
가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경외감은 이때 일어나는 특수한 감정을 말.
한다.
내가 경외감 속에서 특히 흥미롭게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 숨겨진 두려운 힘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을 동경하는 데에 있다 동경은 존경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존경심의. ,
정도가 강해지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거나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의 동경
심으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
게 하는 힘에 대한 선망 잠시 넋을 잃을 만큼 황홀감을 주는 자연미에,
대한 소유욕구가 동경을 유발하는 것이다.
경외감은 자연이 벌이는 놀라운 현상 힘에 의해 증폭된 두려움에서-

연유하지만 동경심이 동반되면서 그 못지않게 증폭된 사랑으로부터 연,
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버크는 월간리뷰 에서 경외감이란. < >16(1757) “
사랑과 거의 동지적인 정념”21)임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경외감을 느.
낄 때 두려운 감정은 고통과 불쾌를 일으키지만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
쾌감과 즐거움도 함께 느낀다 이는 자연의 외경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고 존경심은 자연을 존중하고 칭송할 수 있는 사랑의 감,
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인 디킨슨. (Emily Elizabeth Di

21) 에드먼드 버크 앞의 책, ,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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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나운 밤 에서 밤에 대한 동경ckinson, 1830-1886) < Wild nights>
을 사랑의 감정에 빗대어 묘사했다.

사나운 밤이여 사나운 밤이여 만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 /
사나운 밤은 우리의 호사일 텐데 에덴에서 노를 젓고 있는 내/ / // (...)
가 아 바다여 만일 오늘 밤 당신 품에 정박할 수 있다면, / , ! / - -/ !

위의 시에서 화자는 자연의 힘을 밤에 비유하여 밤과 함께 하길 간절
히 바라고 있다 이는 밤에 대한 사랑과 동경심의 표현이다 시의 뒤로. .
갈수록 동경이 심화되어 밤과 자신이 일체되기까지를 갈망한다.22) 아래
는 이와 비슷한 감정을 달무리를 통해 설명한 나의 작업노트이다.

어젯밤에 뜬 달은 아름답고도 무서웠다 깎인 양의 털같이 하늘 전체에.
깔린 구름은 밤인데도 푸른빛으로 물든 솜 같이 보였고 달 주위는 이상,
하게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누렇고 붉은 테두리로 빛나고 있었
다 불길하면서도 미치도록 아름다워 잡으려고 손을 뻗어 보기도 하고 손.
가락을 갖다 대보기도 하면서 가슴 속으로 데려왔다.[...]

작업노트- , 2011

나는 글에서와 같이 달이 아름답고도 무서웠다고 느꼈고 거기에 매‘ ’ ,
료되었다 잡으려고 손을 뻗어 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갖다 대보기도 했. ‘
던 행위는 디킨슨이 밤에 정박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사랑에서 연유’
된 동경심과 그것을 소유하고픈 열망의 표현이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달.
을 향한 동경과 열망은 달을 먹은 자화상< > 그림( 3)에서 달을 가지다

22) 윤정희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나타난 복합적 상상력 영문학 총서, , LIE 27,『 』
2012,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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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먹어 버리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swing sing swim> 그림( 4)

에서도 이와 같은 감정이 드러난다 검푸른 색의 밤하늘과 차가운 밤공.
기는 내가 밤을 경험할 때 감동적으로 느끼는 측면들이다 나는 어둠의.
색을 온몸에 받아들이고 밤공기를 몸속으로 빨아들이고 싶은 욕구를 심
연으로 가라앉는 상상으로 해소하였다 그림은 이 상상을 바탕으로 밤하.
늘 색으로 물든 물에 빠져 몸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코와 입으로 들이마,
신 밤공기가 전신으로 퍼지는 장면이다.

그림 3 좌 달을 먹는 자화상 종이에 아쿼틴트( ) < >, 2012, , 22x26(cm)

그림 4 우 종이에 에칭 아쿼틴트 메조틴트( ) <Swing Sing Swim>, 2011, , , , 52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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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연을 열망하고 동경하는 심정은 초월적인 자연의 힘에 짓눌
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장대한 힘에 복종하
고자 하는 마음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외감이 자연스럽게 갈망.
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외감 속에서 동경심을 느끼는 것은 단지 신비하고 놀라

운 힘에 의해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동경심의 이면에는 원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하기에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연의 힘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갈망의 욕구를 더욱 극
대화하고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현.
실 너머의 상상이 더 자유로워지고 상상 속에서 갈망을 대리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외감을 주는 자연의 일면은 현실을 벗어난 이. "
세상이 아닌 어딘가"23)에 대한 비현실적인 상상을 일으키고 상상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갈망의 욕구를 해소한다 또한 동경의 대상과 하나.
가 되는 상상은 이를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외감에 집중하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이,
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23) 세기 후반 포우 를 비롯한 상징주의 시인들은 현19 , (Edgar Allan Poe, 1809-1849)
실의 대한 불만족을 자연의 마법적이고 알 수 없는 힘에 빠져듦으로 대신했다 이들이.
사용한 이 세상이 아닌 어딘가 라는 표현은 꿈과 환상의 세계로 향하는 내면을 형성하“ ”
는데 구심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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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이입.Ⅳ

지각과 감정의 결합1.

나는 작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을 드러내는 많은 방식이 있.
지만 나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을 형상화한다 감.
정의 이입은 관조 대상이 감각적 현상에서 표출하는 내용을 감정적으로
파악하여 내부로부터의 감정을 대상에 투사하고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다.24)

이 과정에서 내가 주목하는 지점은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이다 지각.
하는 것은 감정을 이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경험으로 감각기관을( )知覺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외부에서 인식된 것은 내.
부로 전달되면서 내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대상을 지각.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감각 정보들 이를 테면 대상이 내재한 외형 색, , ,
질 성격 등에 따라 주관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
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 (Maurice Merleau-Ponty, 1908-19
6 는 이러한 지각과 감정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아래의 예를 들어 설1)
명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내가 붉은 색을 띤 대상을 보았을 때 어떤. ,
경우에도 색으로써 붉은 색 붉은 색 일반 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지‘ ( )’
각하지 않는다 나는 부드럽게 윤기가 흐르는 붉은 양탄자의 색깔을 거. ,
칠한 붉은 벽돌 색깔을 흐르는 붉은 피를 지각한다 이는 색깔을 느끼, .
고 지각할 때 반드시 주어진 대상의 자극을 받고서 그 대상에 내재한,
정보들을 함께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각된 내용에 따라 붉은 색에 대.

김문환 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 . 1989, p.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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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관적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각에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25) 즉 내적 감정은 지각 경험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붉은 색을 양탄자 벽돌 피와 연결하는. , ,
연상 과정은 지각과 감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간역할을 한다 연상은.
개인의 습관이나 기억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대상.
을 주관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비유하여 드러내는 나의 작업 방
식은 연상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지각과 연상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심적 활동은 서로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거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어떤 감정에 의해 대상.
이 특별하게 지각될 수도 있고 연상이 감정을 극대화할 수도 감정이, ,
연상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지각된 형태가 감정을.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도 지각자체에 내재한 것으로서 체험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각과 감정은 상호 대립하는 요소의 외면적 연결.
이 아니라 본래 동일한 것의 내면적 융합이며 상호 침투라고 할 수 있
다.26) 이러한 지각과 감정의 통일은 객관과 주관 즉 대상과 나의 감정,
의 결합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나의 감정이 이입되어 주관.
적인 느낌이 내포된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 대상을 통하여 감정을 드러내
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과정은 추상적인 감정의 영역을 외부에서 직접
체득 가능한 감각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공중정원< > 그림( 5)은 밤에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나무가 어둠 때문
에 기둥이 보이지 않아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
다 이 장면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시각적 경. .
험은 무성한 나뭇잎을 커다란 숲으로 군데군데 보이는 잎 사이의 명암,

25) 김영효 메를로 뽕띠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 . 1996, p.75.『 』
26) 김문환 위의 책,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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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행성의 표면으로 연상되게
하였다 이 그림은. 이렇게 지각된
정보와 연상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장면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 과정에서.
대상이나 상황이 과장 왜, 곡되어
표현되는 것은 감정을 이입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밤의 나무는
환상적이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
는 나무로 다시 재현되었다 이.
때 대상에 깃든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관찰
과 감정에의 몰입을 필요로 한다.

공중정원 이 시각적 감각에< >
기반을 두고 감정과의 결합을 꾀했다면 붉은 밤< > 그림( 6)은 시각을 비
롯하여 촉각 후각이 함께 감정을 자극한 경우이다 그림은 안개가 껴 습, .
기로 가득 찬 하늘이 붉게 변한 밤에 느꼈던 공포심을 표현한 것이다 축.
축한 공기가 무겁게 깔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물에 번져가듯이 점점,
더 붉게 퍼지는 공기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공포심은 습기가 대기에 빽.
빽하여 시야가 불분명해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신체적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앞이 꽉 막힌 숲 불쾌하게 습한 우림 을 연상. , ( )雨林
시켰다 그림에서 숲은 밤을 지각함으로 얻게 된 비유의 대상이다 이처럼. .
연상된 다른 자연물을 통해 밤을 표현한 점이 공중정원 과 다른 점이< >
다 또한 습기 찬 공기일 뿐이지만 이것이 다층의 감각에 자극을 주고.

그림 5 공중정원< >, 2010,

종이에에칭 아쿼틴트, , 60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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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은 숲을 촉각적으로 묘사하고 실제보다 더 붉게 과장하여 표
현하는 동기가 되었다 위협이 되는 검붉은 밤은 실재보다 감정에 충실하.
여 표현된 숲과 두려움이 동일시되어 묘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 각과 감정
의 결합은 대상을 감정이 깃든 새로운 대상 상황으로 변화시킨다, .
감정이입은 본래 실제로 감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는,

마음이 없는 자연물에도 감정을 이입하여 주관적인 감정을 대변할 수 있
는 대상으로 여긴다 인간 사이에서의 감정 이입은 상호 이해가 가능하.
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자연보다 명확하고 강렬한 정서가 유발된다 반.
면 자연에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막연하고 일방적이기 때문
에 미약한 기분이 드는 것에 그칠 수 있다 내가 자연 대상을 감각기관.

그림 6 <붉은 밤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콜라주>, , , , 240x180(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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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해가 불가능한 자연물의
성격을 보완하여 보다 강렬한 감정을 체험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얼음을 단지 차가운 대상으로 인지했을 때와 만져보고 먹어보았을
때는 아주 다르다 후자의 경우 물리적인 차가움이 깊게 스며들고 더욱.
복잡한 감정을 일으켜 심리적인 경험의 연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나는 대상을 인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대상

의 일부가 된 것처럼 모든 감각기관을 열어놓고 대상을 보고 느끼려고
한다 이 때 느끼고 노력하는 자아는 직접적으로 대상의 살아있는 핵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는 지각된 속성들이 신체적 체험의 장 이. ( )場
되어 심적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대상과 감정의 일체감이 느.
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감정이입을 통해야만 가장 중요한. “
통찰이 이루어진다.”27) 고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

의 말처럼 내면뿐 아니라 자연 또한 이해하고 통찰하는on, 1859-1941)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7)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쉘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 서, , , ,『 』
재, 2007,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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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이입된 신체2.

타자와 자아가 동화되고자 하는 심리는 대상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비
롯된다 이것은 감정 이입의 한 유형으로 타자에 대한 사랑이란 이 타자.
의 자아를 일체감을 통해 자신의 자아 속으로 끌어들임으로 성립한
다.28) 내가 자연과 일체되고자 하는 욕구는 위와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다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한 동경은 그것을 갖고 싶은 소유욕과 닮고.
싶은 욕구가 반영되면서 내가 자연의 부분이 되고 자연도 나의 일부가,
되는 상상을 낳는다 이는 그 힘이 내 안으로 들어와 그처럼 강하게 되.
기를 소망하는 심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서로가 투영되고 동화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에 적용된다.
나는 이러한 정서적 일체감을 신체를 통하여 드러내는데 몸은 인간‘ ’ ,

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으로써 내면을 형성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몸은 외부의 감각을 정신에 받아들이고 정신적 영역을. ,
외부로 드러내는 일차적 매개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의 산맥. < 1,
2> 그림( 7, 8)은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대한 대지와 산맥이라는 대상을
신체에 옮겨 표현 한 것이다 달의 산맥 에서 거칠고 척박하게 묘사된. < >
몸은 대상에서 느끼는 특유의 감정을 내포한다 나는 산의 협곡과 땅의.
지층에서 볼 수 있는 침식 흔적을 통해 자연의 거대한 힘을 느낀다 대.
지의 나이 크기 힘 앞에서 이를 대면하고자 하는 의지는 절망으로 바, ,
뀌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신체와 내면을 관통한다, .
동시에 광대한 대지에 도취되어 그것과 하나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이 그.
림은 이러한 절망감 고통 두려움이 몸에 반영되어 드러난 것이다 이렇, , .

28) 막스 셸러 공감의 본질과 형식 이을상 역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 , , 2009,『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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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8 좌 우 달의 산맥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각( , ) < 1, 2>, 2011, , , 95x245(cm)

게 자연과 일체된 몸은 감정이 내재된 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거.
칠게 표현된 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촉각적인 감각을 실제 몸의 신경세
포로 전해지도록 하여 감상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이러한 촉각적 감각 고통의 전이 는 내적 감정. - ( )轉移
을 유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몸의 감각은 감정과 정서를 만들어내고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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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정신적 정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제임스 는 이러한 몸과 감정의 상관관계에(William James, 1842-1910)
대하여 몸의 변화는 흥분되는 사실의 지각을 직접적으로 따른다 그리“ .
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변화의 느낌이 우리의 정서이다.”29) 라고

말했다.

그림 9 물의 기운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 2012, , , 380X400(cm)

물의 기운 그림 또한 파도의 거대한 생명력 응축되어 있는< >( 9) ,
기운 여기에서 느껴지는 경이로움을 몸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이 그림은 달의 산맥 에서 표현된 고통의 감정이 미약하게 느껴지긴< >
하지만 이보다 몸이 파도처럼 부서지고 해체된 형상으로 드러나면서 보,

29) 리처드 슈스터만 몸의 의식 신체미학 솜에스테틱스 이혜진 저 북코리아, - - , , ,『 』
2010,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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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기운과 힘을 가시화한 점이 중요하다 이는 물질적인 몸을 비.
가시적인 대상으로 확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의 몸과.
일체가 되는 상상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이 거대한 힘의 주체가 되는 정신
적 경험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몸의 특성은 감정을 더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처럼 감정을 신체에 투영하여 표현하는 것은 온몸으로 대상을 받아

들이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몸을 통하여 감정을 더욱 물,
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다 앞서 밝혔듯이 신체는 주변.
의 감각을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민감한 대상이다 때.
문에 감정의 공감은 신체적 자극이 있을 경우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즉.
몸의 자극이 마음속으로 차고 들어옴을 느낄 때 진정한 슬픔이나 무서‘ ’
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때문에 감정의 신체화 는 감( )身體化
정을 자신과 더욱 밀착시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림 10 자화상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색연필< >, 2012, , , , 22X30(cm)

30) 리처드 슈스터만 앞의 책, ,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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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 > 그림( 10)은 얼굴이라는 몸의 일부를 그린 그림이지만 몸
전체에 감정을 이입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얼굴.
은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 감정의 민감한 표현이 가능하고 개인의 정체,
성을 명확히 대변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얼굴에 별이 박히고 밤의 색이. ,
스며드는 것은 얼굴에 촉각적인 자극이 가해지고 시각적인 변화가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얼굴로 옮겨지면서 섬세한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감각의 영역을 넘어 내가 인간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
재가 된 듯한 공감을 형성하여 감정의 변화에 일조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이 이입된 신체는 몸이 갖는 특성으로 공감의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이미지가 눈의 자극을 주.
는 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몸으로 공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처럼 감정과 동화된 신체는 감정이 실제적인 신경세포로 전달되어 느
낌으로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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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극대화.Ⅴ

대상 중심 구도1.

하나의 형상이 강조되어 화면을 주도할 때 이미지에 몰입 정도가 강
해지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
대상 이외의 다른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대상들로만
화면을 구성하는 구도상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단일한 대상을 중
심으로 한 구도를 사용한 이유는 많은 설명과 예시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 명료하게 강조된 화면이 감정 표현의 강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이러한 구도의 특징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정된 대상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유와 집중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 주된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화면은 배경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 형상과 배경은 서로 대조적인 성격으.
로 긴장관계를 이룬다 형상이 배경을 강조하기도 하고 배경이 형상을. ,
강조하기도 하는 관계는 화면이 분열되지 않고 단단한 구조로써 유지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화면을 이루는 두 요소가 하나의 통일적인 전.
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형상과 배경의 단순한 구조로 집중도가.
더해지면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천개의 눈< > 그림( 11)은 화면의 중심에 위치한 올빼미로 비유된 달
과 검은 배경이라는 단일한 구조로 주제가 더욱 강조되어 표현된 그림이
다.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달 이미지로의 몰입을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요
소를 없애고 대상의 주변을 감싸는 어둠을 한층 짙게 하, 여 집중도를 높
였다 이로써 어둠은 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대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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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하임 (Rudolf Arnheim,
은 그의 저서 미1904-2007) 『

술과 시지각 에서 형(1954)』
상과 배경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그리스 도기의
이미지를 들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 도기 참고 그림(

8) 표면에 그려진 형상은 검
은 배경과 대조되면서 밝음이
더욱 강조된다 형상의 간결한.
표현과 단순한 외곽은 화면 안
에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

그림 11 천개의눈< >, 2011, 다 또한 형상이 강조되면서.
종이에 에칭 아쿼틴트, , 60x80(cm) 옷의 형태와 주름의 질감 사람,

의 표정 포즈가 강조되어 이미,
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여백의 검은 부분은 형상을 에워싸면
서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배경의 형상을 만들
고 있다 이는 배경을 단순히 형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색이 채워진 무형의 영역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닌 화면의 조형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즉 여백의.
구성부분이 형상과 조화로운 배열 부분으로,

참고그림 8 형성되어 모두가 역할을 하는 유기적인 화면을
그리스 적회식 도기 구성한다.



- 40 -

<달의 산맥 1,2> 그림( 7, 8)은 화면을 강하게 주도하는 인체 형상이
주변의 검은 배경에 의해 강조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지와 배경의 형.
태 면적까지 고려하여 조화로운 강조를 이루고자 했다 또한 어두운 배, .
경은 형상 내부의 산맥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미지 내
용의 이해를 돕는다.
정리하자면 나는 단순한 구도와 한정된 대상으로 최대한의 감상효과

를 내려고 한다. 시각적으로 화면에의 몰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그리
지 않고, 형상과 배경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집중도를 높인다. 이처럼
대상 중심의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전체가 유기적인 장면을 이루고 강조되
어 감정의 강렬함이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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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색2.

어둠은 그림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밤의 인상과 감정의 어두운 측면
들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내 작업에서 어둠의 역할은 소재와 주제를.
묘사하는데 주축이 될 만큼 중요하다 또한 화면의 많은 영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진하기와 강한 색으로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더.
욱이 어둠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움직임은 묘사된 이미지가 주는 자,
극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느낀 어.
둠의 무게와 색을 표현하는 것은 형상을 그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색은 형상에서 얻을 수 없는 표현적인 힘" (impact)"31)을 가지고 있

다 형상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각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에 대한 정보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색보다 좀 더 효율적인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본래부터 시각적 형태를 지니지 않은 수많.
은 대상들이 존재한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상태도 한 예이다. .
이들은 뚜렷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물질적 정신적인 것이다 칸, .
딘스키 는 색을 통한 심리표현에 관하(Wassily Kandinsky, 1866-1944)
여 우리가 색을 응시했을 때 색들의 심리적인 효과에 이르게 되는데“ ,
여기에서 색의 심리적인 힘이 나타나고 이 힘은 영혼을 동요시킨다.”32)

고 언급했다 특히 색 면만을 가지고 초월적인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던.
색면 추상 화가들은 색채만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그렸다 이와 같이 색.
에 의해 드러나는 특수한 분위기와 심리적 반응은 색이 강한 표현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숭고를 시각화하는데 어둠의 색을 관찰.

31)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충일 역 미진사, , , , 1995, p.329.『 』
32)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 , , 2010,『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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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형상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
진다.
어둠을 단지 검은색 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고 미묘하(black)

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둠은 대기를 뒤덮고 있는 색 다시 말해 공. ,
기의 습도나 기온 빛의 양과 시간의 흐름으로 시시 때때로 변하는 색이,
다 때문에 암흑이라 할지라도 검정이라는 정해진 색으로는 미묘하게 변.
하는 자연의 색을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어둠 속에도 수많은 색이 숨.
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날마다 시간마다 변하는 밤하늘을 관찰해보. ,
면 알 수 있다.
어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과 깊이는 에칭 아쿼틴트한 판을 보색,

이나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두 번 겹쳐 찍는 판화 기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은 한번 찍는 것보다 훨씬 짙은 색과 더불어 힘 무게 깊이, ,
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때 표현된 어둠은 검고 어둡게 보이지.
만 검정색과 비교해보면 정확한 색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미묘한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색조가 가미된 어둠이다 말하. .
자면 붉은 기 푸른 기 녹색 기 등의 색조를 띈 어둠이다( ), , .基

그림 은 각기 다른 작업에서 표현된 어둠이다 앞서 설명했( 12-17) .
듯이 모두 검게 보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색조를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어둠의 색은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분위기와 감정 또한 변.
한다 예를 들면 붉은 밤. < > 그림( 12)의 검붉은 기의 어둠은 불이나 피
를 함께 연상시키며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무서운 느낌이 든다 반면 그.
림 공중정원< > 그림( 13)의 녹색 빛을 띠는 어둠은 보다 안정적이며 고
요함을 느낄 수 있다 천개의 눈. < > 그림( 14)의 검보라 빛을 띤 어둠은
환상적인 느낌이 나고 설인, < > 그림( 15)의 검푸른 빛을 띠는 어둠은 무
겁고 슬픈 느낌이 든다 이러한 색의 심리적 반응은 다소 주관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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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12 ( ) 붉은 밤 그림 부분< > ( 5 )

그림 중13 ( ) 공중정원 그림 부분< > ( 4 )

그림 14 우( ) 천 개의 눈 그림 부분< > ( 10 )

그림 좌15 ( ) 설인 그림 부분< > ( 21 )

그림 중16 ( ) 육체의 밤 부분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 ), 2011, , , 60X270(cm)

그림 우17 ( ) 달의 산맥 그림 부분<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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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칸.
딘스키가 이룬 색채 연구에 의하면 이미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 색감이나
대표적인 이미지가 연상 가능한 색감은 보편적인 느낌을 내포한다 때문.
에 나는 보편적 해석이 가능한 색의 사용으로 설득력 있는 색과 감정
의 연관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색과 감정의 해석에 있어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

는 그의 저서 색채론 에서 색-1832) The Theory of Colour (1810)『 』
채에 따른 심리의 변화를 문학적 묘사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청색 남. ,
보라 자주같이 어두운 색조를 불안정하고 부드러우며 동경하는 기분에, ‘
적절한 음성적이고 수동적인 색이라고 묘사했다 칸딘스키는 암청색은’ .
모든 사물이 잠자는 끝없는 엄숙함으로 침잠하는 색 보랏빛과 푸른빛“ ,
의 적색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꺼져가는 듯한 슬픔을 띈
다 고 언급했다 또한 녹색에는 완벽한 고요와 부동성이 있고 적색은.” . “ ,
색의 강도와 에너지가 충만하면서도 활력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스스
로 불태우고 열과 완강한 힘을 속에 간직하고 있다, .”33)라고 말했다 이.
러한 해석은 감정 표현을 위한 색의 선택에 참고가 된다.
색에 따른 감정 변화는 짙은 어둠에서도 드러나지만 어둠과 대조되는

밝은 면에 의해 드러나기도 한다 판에 아무런 재제 가 가해지지. ( )再製
않은 부분은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색감들이 적절히 베어 나오면
서 섞인다 이는 어둠의 배경과 형상을 연결해주는 중간색 역할을 하면.
서 감정과 분위기의 변화에 일조한다 예를 들어 육체의 밤. < > 그림( 15)

의 녹색과 보라색이 섞인 색은 차갑고 깨끗하고 달의 산맥< 1> 그림( 1

6)의 청색과 갈색이 혼합된 색은 칙칙하고 더럽다 따라서 달의 산맥. <
은 땅 속과 칙칙한 밤의 느낌을 육체의 밤 은 죽음 혹은 환상을1> , < >

33)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 p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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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나는 이처럼 어둠을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대로 해석하여 완전한

색상 이 아닌 색감 으로써 표현하고자 한다(color) (impression of color) .
이는 색감의 차이에 따라 유발되는 심적 반응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로써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는 어둠의 힘을 가시화하여 표현.
하려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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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표현3.

크기의 확장1)
나는 자연으로부터 느낀 거대한 힘을 커다란 크기의 화면을 통해 구

현한다 이는 넓고 광대한 자연의 모습을 실제로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
라 그러한 자연에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힘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나타
내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크기는 내가 느낀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척도로써의 역할을 한다.
내적 경험은 커다란 화면으로 구현되어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나는.

감상자가 화면을 마주할 때 거대한 크기 앞에서 압도적인 힘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관객이 작품을 대면하는 순간 화면의 이미. ,
지를 읽기도 전에 크기 자체로 충격을 느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관객에게 이러한 반응을 유도.
하는 것은 내가 자연의 힘에서 느꼈던 심리적 충격과 압도감을 작품을
통해 몸소 느낄 수 있게 하고 결국 힘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
려는 의도에서이다.
또한 나는 거대한 크기를 통해 감상자가 화면 속에 침잠할 수 있는

심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화면은 감상자의 시공간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여 그가 화면을 대면하
는 것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숨이 긴 꼬. <
리> 그림( 18)는 화면의 가로가 세로가 인 벽면을 뒤덮는 크기의6m, 3m
그림이다 이 그림은 밤에 느낄 수 있는 어둠의 힘과 무게를 관객을 덮.
칠 듯한 크기를 통해 극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넓은 화면은 그림의 배.
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
다 이 때 거대한 크기는 감상자의 시야를 화면으로 채우는 일종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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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숨이 긴 꼬리 설치 장면 색한지에 에칭 아쿼틴트< > , 2012, , , 600X270(cm)

이 됨으로 관객은 자신의 바로 앞에 놓인 거대한 화면에 의하여 독특한
공간감을 얻는다 이로써 감상자의 시야가 화면으로 가득 차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화면 속으로 빠져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가진다.
특히 이 그림에서 형상보다 훨씬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검은 여백은

화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형상보다 여백의 면.
적인 두드러지면서 넓고 빈 공간에 시야가 집중되고 암흑을 마주했을,
때와 같이 공간의 무한함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
험은 시야를 막는 크고 검은 면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영 착시를 통해,
일어난다 더불어 감상자는 자신의 신체적 크기를 자신을 둘러싼 작품과.
연관시키게 되면서 화면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실제 사.
람의 크기와 비슷한 형상들은 관객이 자신과 비견할 만한 크기의 대상으
로 인식하면서 화면전체의 크기를 실감하는데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화면의 여백과 형상이 크기를 체감하고 화면에 침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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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여 관객이 어둠의 힘을 효과적으로 느끼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힘의 체험은 작품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작.

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제하기 힘든 커다란 화면을 다루고 있다는 사
실은 내가 오히려 화면에 통제 당하고 있다는 느낌과 그 화면에 속해있
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인간적임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거대.
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약함을 거대한 화면 안에서 느끼는 것이다 거대.
한 크기의 색면으로 정신적 경지의 체험을 추구한 로스코는 이와 같은
느낌을 작은 그림을 그릴 때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신을 경험 밖에 위치시키는 것이며 환등기나“[...] ,
축소경으로 그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커다란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안에 속해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34)

이처럼 나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단지 크기로 변환하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닌 그 크기 안에서 힘을 체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힘이라는 비물질적 실체를 물질화시켜 눈앞에 존재하게 만듦으.
로써 힘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종이의 거친 표면2)
재료의 가공을 줄이고 물성을 강조하면 그 자체로의 물질성이 드러나

면서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닌다 박기웅은 물질의 비가공을 추구하고. “
자연 그대로의 물성을 이용한 거친 표현은 풍부한 힘을 강조하는데 기여
한다.”35)고 말한다 나는 화면을 이루는 종이의 물성을 강조함으로 표면.

34) 윤난지 앞의 책, , p.149
35) 박기웅 현대미술이론 모더니즘 해체와 그 이후 형설출판사, 3- , , 2003, p.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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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감을 거칠게 만든다 이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배경으로써 종이의.
역할을 넘어 종이라는 재료 자체를 화면 구성의 요소로써 여기는 것
이다.
나는 주로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를 통해 화면을 거칠(Collage)

게 만든다 수면의 질감. < > 그림( 19)은 판에 이미지를 그려 찍어내는 과
정보다 찍어낸 이미지들을 오리고 조합하여 붙이는 과정에 더 주목한 작
품이다 특히 종이를 오리는 방식을 통해 거친 느낌을 강조하였다 이러. .
한 느낌은 잘라낸 종이의 형태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오려낸
종이의 모양들에서 드러난다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은색 종이는 정교하.
고 세밀하다기보다 거칠게 오려진 둔탁한 모양새의 종이들이 모여 투박
한 형상을 만들고 있다 은색 종이 위에 얼기설기 얽혀있는 줄기 형상들.
또한 섬세하지 않게 오려낸 흔적이 보인다 정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는 종이를 자르는 제작과정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거친 느낌을 강화
시킨다.

그림 19 수면의 질감 색한지 은박종이에 에칭 아쿼틴트 콜라주< >, 2012, , , , , 440X2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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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좌 물의 기운 그림 부분( ) < > ( 9 )

그림 21 우 수면의 질감 그림 부분( ) < > ( 19 )

이와 같은 효과는 종이를 붙이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물의 기운. < >
그림( 20)과 수면의 질감< > 그림( 21)은 이어 붙인 낱장의 종이들이 커
다란 화면을 이룬다 각각 약 크기의 수많은. 33x35(cm), 30x45(cm)
종이들은 서로가 완전히 접착되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 뒷면을 고정함
으로 전체를 연결한다 때문에 접착된 뒷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종이. -
의 가장자리들이 화면에서 떨어져 나와 부조 의 형태를 만든다 화( ) .浮彫
면에 밀착되지 않은 낱장들은 종이의 모양 위치한 각도가 두드러지고, ,
구김과 그림자가 강조되면서 종이의 물성을 강조한다 배접 풀을 이용한.
풀칠은 마르면서 종이 질감을 곱지 않고 빳빳하고 구김이 있게 만든다.
또한 접합의 방식이 깔끔하지 않게 겹쳐져 덧붙여져 있다 이러한 표면.
의 특성이 거칢의 정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낱장을 이어 붙이는 방식은 화면 외곽에도 변화를 준다 위의.

두 점의 그림에서 모두 볼 수 있듯이 울퉁불퉁한 외곽은 종이의 존재
감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규격화된 종이를 사용하여 확고한
외곽 형태의 화면을 만드는 것과 차이가 있다 불규칙하게 표현된 외곽.
은 매끄럽고 완벽하게 짜여진 화면보다 유연하고 거칠게 느껴지면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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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는 표면을 거칠게 하는 종이의 역할이 외곽.
으로 이어지면서 거칠기의 강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화면에 힘을 더,
한다.

오목판화의 물리적인 힘3)
오목판법에서 새기는 행위는 손과 팔에 육체적인 힘을 가하여 금속판

에 물리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다 나는 판에 새기는 작업을 할 때 그.
저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느낌을 받는다 이는 감.
정과 직관을 반영하여 선을 긋는 행위와 더불어 단단한 판이 파여지고
부식되면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힘 때문이다 새기고 부식하는 과정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과정이다 또한 종이와 같이 연약.
하고 유연한 재료가 아닌 금속이라는 강한 재료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드
러나는 물질성은 그 힘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가해진 힘에 의한 물질성은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다 특히 힘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판에 새겨지는 선의 깊이가 깊어지고. ,
판의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강렬한 감정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드라이.
포인트 기법 은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의 흔적이 드러난다 이(Dry point) .
기법으로 그려진 판의 표면은 파여진 선의 주변부까지 거스러미 가(burr)
일어나 주변을 만져보면 까끌까끌하다 찍어보면 잉크의 촉감이 전달될.
정도로 거칠고 강하게 찍힌다 에칭 또한 부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이.
뿐 아니라 넓이까지 확장되고 판이 뚫리기까지 할 정도의 힘이 가해진,
다 이와 같은 물질성은 판화매체만이 가지는 특수성이다 때문에 힘을. .
표현하고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작업에 오목판법은 적절,
한 표현매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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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가하는 제스처 또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기여한다 린튼. (Nobert
은 세기 표현주의 예술의 예로 들면서 시각적Lynton, 1927-2007) 20 “

제스처는 감정이나 정서적 메시지를 방출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
행위”36)라고 말했다 미세하고 섬세한 표현으로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감정이 전달되지만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은 강렬하고 거대한 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고 표현적 인 표현이 적(expressive)
합하다.

피카소(Pablo Picasso, 1
의 동판화 시리881-1973)

즈 중 강“Vollard Suite” <
간> 참고그림( 9 )은 거친 표
현과 감정과의 긴밀한 관
계를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
다 그림에서 행해지는 잔인.

참고그림 9 파블로 피카소 강간, < >, 1933 한 만행은 그가 휘젓고 흔,
들고 휘, 갈긴 선들로 동판

에 힘을 가한 공격적인 행위와 일치한다.37) 정력적인 흠집으로 강렬한
불안감과 가학성 또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판에 힘을 행사하는 행위
와 감정을 대변하는 표현적인 제스처는 판화만이 지니는 고유성을 강조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세기 후반의 독일. 19 표현주의 화가들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판화의 물리적인 힘을 적극적
으로 드러냄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이들은 판화가 갖는 복제성보다는 생.

36) 니코스 스탠고스 편 현대미술의 개념 성완경 김안례 역 문예출판사, , , , , 2000,『 』
p.42
37) Stephen Coppel, Picasso Prints-The Vollard suit , The British Museum『 』
Press, 201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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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서 명징한 표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작가 뭉.
크 참고그림( 10, 11)는 회화작품과 같은 이미지의 판화를 많이 제작했다.

독일 미술사가인 마이어 그
레페(Julius Meier-Graefe,
1867-1935)는 뭉크의 회
화와 판화를 비교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뭉크의 판화는

참고그림 10, 11 좌 우 에드바르드 뭉크( , ) 회화와 완전히 다른 기법을 사
병든 아이< >, 1894 용했음에도 회화와 같은 효과

를 낸다 이는 수많은 선들과.
잉크가 버무려져 회화적인 느낌을 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
질보다 더 세밀하고 강렬하게 새겨진 선으로 미묘한 감성이 전해진
다.38)

판에 새겨진 선들은 프레스로 찍는다 는 또 다른 물리적인(imprinted)
힘이 가해짐으로 완성된다 판은 강한 압력으로 찍히면서 무게감과 잉크.
의 두께 판 표면의 질감 등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로써 물성이 강조, .
되고 판화 특유의 깊이가 생긴다 찍는 것은 판화의 모든 기법에 해당, .
되는 과정이지만 나는 하나의 판을 두 번 찍어냄으로 오목판법으로만,
가능한 무게감과 깊이를 표현한다 이는 더블 드롭. - (Double-drop print)
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하나의 판을 여러 번 찍으면서 드러나는 미묘
한 색조의 섞임과 톤의 변화를 실험할 수 있다 찍을 때마다 잉크가 쌓.
이면서 두께가 생기고 한번 찍는 것보다 훨씬 어두워지기 때문에 강,
한 깊이를 얻을 수 있다.

38) Jay A. Clarke, Becoming Edvard Munch-Influence, Anxiety, and Myth . Yale『 』
University Press/ Art Institute Chicago Press, 2009,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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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인< > 그림( 22)은 판 전체를 청색 잉크를 사용해 찍었지
만 이를 두 번 찍음으로 색이 검정에 가깝게 짙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람 형상의 어두운 면들은 판 자체에는 모두 선으로 묘사된 부분

그림 22 설인 장지에 에칭 아쿼틴트< >, 2012, , , 90X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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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지만 두 번 찍음으로써 묘사된 선들이 뭉개지고 잉크의 덩어리,
와 질감이 두드러질 정도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사람 뒤의 어두운 그
림자도 마찬가지이다 텁텁하고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힌 공간은 프레스.
에 짓눌린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오목 판법은 찍는 과정을 통해 두께와 질감이 충분히 드러

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기는 과정에서도 물성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판화의 물리적 특성은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편으로써 강한 힘의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나의 작업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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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Ⅵ

본 연구를 통해 자연이 가진 거대한 힘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층의 감
정을 숭고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내가,
특별히 주목하여 표현하는 감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감정에의 몰.
입으로 자연 대상과 신체에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
을 설명하였고 주제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연은 나에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때의 감정,

은 오랫동안 인상에 남는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
러한 감정을 내외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자연이 가진 거대
한 힘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 감정과의 관계는 내가 왜 자연.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여지를 제
공하였고 자연의 면모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자연의 힘은 자연 풍경과 더불어 날씨의 변화와 같은 비정물적인 요.
소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힘은 내면을 움직이는 힘 또한 지니고.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하고 모호한 감정들을 느끼게 한다 숭.
고는 이러한 감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이전에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었던 나의 감정의 영역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개념이 되었다 또.
한 미술사 안에서 변화 발전되어온 숭고의 흐름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숭고를 표현한 많은 예들이 나의 작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공,
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봄으로써 나만의 특수한 내적세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독 경외감의 감정은 숭고로 포함되는 많은 감,

정들 중 내가 특히 주목하는 감정들이다 각각의 감정들을 탐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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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요인 특성 등을 살피는 과정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특수한,
숭고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감정과 감정을 일으키는.
자연의 대상을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작업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소재
와 분위기를 이해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극한 어둠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때문에 작업의 소재로 등장하는.
밤이나 바다 그리고 다소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는 죽음의 공포에서 기,
인한다 마찬가지로 적막하고 황량한 자연의 풍광에서 느끼는 고독은 홀.
로 등장하는 인물과 밤의 달과 같은 신비로운 자연에서 느끼는 경외감,
은 이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표현과 연관된다 이 감정들은 내가 숭고.
를 느끼는데 핵심이 되는 감정들로 작업 전반에 내재되어 복합적으로 드
러나고 있다는 점이 이들을 탐구하면서 깨달은 바이다.
이러한 감정들의 탐구는 나의 내밀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스스로를 들

여다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면밀히 살피.
고 몰입하는 것은 작업 하는데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몰.
입의 과정에서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과의 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감정이 깃든 대상으로 변형하여 표
현하는 방식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대상을 인식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
각의 과정은 감정적으로 다가온 대상과 감정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이 둘을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
은 모든 감각기관을 열어 대상을 보고 느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감정이 감각세포를 통해 몸으로 전달되어 더 강렬

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의 바탕이 되었다 즉 자연 대상과 동화된 인.
체는 변형 왜곡 해체되어 표현됨으로 실제의 피부에 공감을 형성하고, ,
결국 극대화된 감정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와 무게를 최대한으로 전달하고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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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드러났다. 화면을 이루는 구

도와 색 크기 그리고 매체의 사용과 선택에 있어서 감정의 강렬함과, ,
힘을 전달하는데 주목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연의 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감정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한 대상을 강조하는 구도를 사용하였고 짙고 어두운 색으로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였다 특히 같은 판을 두 번 찍어 색의 진하기를 배가하는.
판화기법 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Double-Drop)
법이었다 또한 화면의 크기를 확장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의 거.
대한 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는 광대한 풍경을 그리지.
않아도 마치 그러한 장관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크기 자체로 제시하
려 한 것이다 이밖에 종이의 물성을 강조한 거친 화면의 표면과 판화매.
체의 물리적 특징을 강조함으로 힘을 표현하려 했다.
연구해 본 바 내가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들은 자연의 힘에,

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현하고자 한 감정이 다소 추상적이었.
고 자연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감정의 원인 또한 범위가 넓어 명확히 하지
못했던 점을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감정.
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 자신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본연 또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깨닫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을 기반으로 한.
다는 점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주관적인 상상과 감정의 주장으로
치우칠 문제를 갖는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은 외부세계와의 상보.
적인 관계보다 자기 안에 빠져 욕구를 표출함으로 얻는 자기만족에 그쳐
버릴 수 있는 문제 또한 갖는다 때문에 작업을 함에 있어 객관적인 시.
각을 유지하고 외부와의 소통 또한 필요함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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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Sublime through Nature

Kim, Hyemi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ure has exceeding power. This power is in natural objects
and natural phenomena which exist by itself without any human
forces. I feel directly the power of nature when it stirs my
emotions. I observe closely inner mind and the emotions which are
changed by the power, and then, embody in images.
These kinds of emotions are so ambiguous and complex that it is

difficult to define, however, it can be explained by ‘Sublime’ which
means experience of elevating spiritually and diverse feelings evoked
by nature. My work is based on the idea that my inner experiences,
fear, awe, longing are included in Sublime.
A fear of death, solitude and awe are the feelings that I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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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These feelings occur related to particular natural objects
which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darkness, silence and sense of
mystic, in fact, these are essential causes that arouse the feelings,
respectively. The certain aspects of nature exert irresistible power
on me and provide intense internal experiences. From these
experiences, I have chances to face and explore inner mind
profoundly.
Empathy with nature is the effective way to express my feelings

by realizing why these are aroused and immersing in internal mind.
As I mentioned above, the natural objects are inspiration to promote
emotions. This is because sensory information that I perceive from
the outer objects has an impact on inner mind. I try to engross in
my own feelings as perceiving them deliberately. In this process,
natural objects that I represent reflect personal emotions. Moreover,
being assimilated body and nature, I try to make audiences
experience feelings that I have felt far more directly. Body is a
crucial tool to connect between external senses and internal mind.
In other words, external stimulations have an effect on internal
mind. Therefore, a tactile sensation expressed through the bodies
that are assimilated with nature has an influence on intensity of
emotions as well as enhance sympathy.
The purpose to deliver the feelings more strongly is shown

process of visualizing of the subject as well. I stress out the
subject by using simple composition made up with single figuration
and background. Space of the background enables pict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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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uate compared with the figure. In addition, dark and dense
color in the images plays a key role in depicting power of darkness.
Especially, using double-drop print which is one of printmaking
techniques, printing multiple times with single plate can express
depth of darkness and differences of subtle tones of color as well.
Furthermore, I try to embody great force of nature enough to be
overwhelmed through bigger pictures. It is one of ways to express
strength. Another method to achieve the goal is a creating rough
paper surfaces. Additionally, the process of Intaglio with engraving
and printing emphasizes the physical strength. Both deep cutting and
press pressure contribute to conveying the feelings much more
intensively.

Keywords : Power of nature, Emotion, Fear of death, Solitude,
Awe, Assimilation, Body, Dark color, Expanded image, Paper surface,
Physicality of Intaglio
Student Number : 2010-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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