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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의 작업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유한함에서 시작한다. 주
변의 하늘, 바다, 구름처럼 언제까지나 계속 존재할 것 같은 우주 
공간에서 인간만이 짧은 생을 마감하고 죽어 사라진다는 생각과 이
러한 운명이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인간 삶의 미약함을 지속적으로 암
시해준다고 보았고 이런 연유로 자연과 인간이 비되는 순간을 포
착하여 작품으로 드러낼 때 인간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풍경과 인간을 한 화면 안에 배
치하는 풍경화를 그리게 되었으며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장치를 이
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비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목탄과 
유화라는 재료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비, 무채색과 유채색이 만들
어내는 비, 바다, 하늘, 지 등 자연이라는 공간이 상징하는 절
성과 생명, 죽음을 통한 인간 유한성의 비 등 여러 가지 장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단순히 
자연과 인간을 비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
질, 영원과 순간 등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립적인 수많은 요소들
의 상징으로서 작용한다. 본인은 화면 안에 립적인 요소들을 배치
함으로써 바라보는 이가 각자 양 극의 절충지점을 형성해내기를 바
란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비되는 효과를 연출하여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낯설게 함으로써 흔하게 바라보던 자연과 인간의 모습
에 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가면서 본인은 작품이 내용과 표현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갔음을 발견하였다. 작품 안에 인물과 자연의 관계의 
변화가 그것이다. 처음에는 인물과 자연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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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오려붙인 것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인물
이 매우 수동적이며 익명의 형태로 나타나났다. 이후에는 인물들이 
자연의 공간 위에 무엇인가 짓고, 세우고, 그려나가는 노동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물들은 자연 배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무엇인가 생산해나가는 것이다. 이후
에는 자연의 배경과 인물의 비적인 효과가 더욱 약화되는 것이 
보인다. 인물의 크기가 작아지고 배경이 커지면서 인물이 배경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공간의 모습에 합일하여 편안한 화면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를 지속하면서 자
연의 거 하고 무서운 힘을 일관적으로 드러낸다. 자연을 결코 인간 
친화적이거나 편안한 공간으로 표현하지 않는 신에 그 위에서 살
아가는 인간의 행위의 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을 인간과 완전히 분리시켜 인간 삶의 유한성
을 중점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본인의 풍경화가 미술사에서 나타
난 여러 풍경화들과 차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미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삶의 태도로서 땀 흘려 
일하며, 자연에 순응하여 평화를 찾고, 각자의 삶의 충실한 삶을 살
아야 한다는 점 또한 이야기 하고 있다. 본인은 앞으로의 작업을 통
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중점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개개인의 
작은 서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작품 안에 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주요여: 인간의 유한성, 자연, 병치, 풍경, 비, 소격효과, 실험적 

화면, 레이어, 립구조, 매개물
학번: 2005-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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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인의 작업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유한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죽어서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지
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것에 하여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본
인은 특히 바다나 높은 산처럼 거 한 자연을 마주할 때 이러한 느낌
을 강하게 느낀다. 마치 자연을 마주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멀리서 
조망하는 것처럼 거 한 자연 앞에 놓인 작은 인간의 이미지를 마음
속에 그려 보곤 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과 인간은 서로 유한함과 무한
함, 미약함과 거 함, 순간과 영원 등 서로 많은 부분에서 립한다. 
본인은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서로 립하는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
져 있으며 서로 립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한 채 그 중간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작업에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인간과 자연을 삶에서 서로 립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상징
하는 알레고리의 축으로 각각 설정하고 인간과 자연을 병치하는 풍경
화라는 방법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보고 작품이 시작된 근원에 

하여 연구해 보려고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풍경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연의 힘과 인간의 운명이 미술사나 예술의 다른 장
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 작품의 위치
와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08년부터 제작해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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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에서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내는 관계와 상황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인간과 자연은 우열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기도 하였고 서로 적
극적으로 립하는 갈등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자연의 힘과 규
모에 인간이 합류하며 서로 화합하여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화면 안에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본
인의 삶에 한 가치관의 변화에 하여 읽어낼 수 있는데, III장에서
는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 변화에 하여 연구해 볼 것이다. IV
장에서는 삶을 여러 립하는 요소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
하면서, 이것의 표현을 위해 만들어낸 화면 안의 립하는 요소들에 

하며 살펴 볼 것이다. 실제 삶에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상태로, 
서로 립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안에 만들
어낸 색채의 비나 표현효과의 비를 통해서 관객은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비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비효과는 관객
으로 하여금 익숙했던 주변의 환경을 갑자기 낯선 것으로 봄으로써 
충격과 놀라움을 느끼게 하고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
가 된다.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격효과(疏隔效果)를 통하여 
이러한 장치를 설명하고, 아울러 화면을 하나의 실험의 장으로 삼고 
화면 안에 다양한 비와 설정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유도하는 본인
의 작업과정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인 작
업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본인의 작업은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재료를 한 화면 안에 사용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유채와 목탄이라는 두 재료를 사용함으로 발생한 화면 안
의 긴장감과 효과가 전체적인 주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
해 볼 것이다. 아울러 화면 안의 구도와 배치, 캔버스의 크기를 활용
한 점, 정방형의 화면구성 등에 관하여도 자세히 다루려 한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본인의 2008년 이후의 작품부터 2014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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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작업을 상으로 하며 비슷한 주제 아래 제작된 것들을 본 논
문의 상으로 삼고 있으나, 분석의 각 단계에서 논지 전개를 뒷받침
하거나 본인 작업이 변화한 과정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 
과정, 학원 과정의 일부 작품과 연구 주제의 내용적 범주 밖에 있는 
일부 작품을 참고 자료로서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본인이 해 온 여러 작업을 아우르는 주제를 조
명하여 본인의 기존 작업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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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삶을 바라보는 시각

1. 인간의 유한성과 운명론에 한 관심

유한하다는 것은 수, 양, 공간, 시간 따위에 일정한 한도나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고 결국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인간이 유한하다는 명제에 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현존재는 유한적
으로 실존한다고 말하고 있다.2)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인간 존재는 필
연성과 유한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3) 우리가 언젠가 모
두 죽는다는 생각은 시간개념에 즉각적인 한계를 가져오고 우리의 생
활과 활동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제한과 한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에 일종의 좌절감을 
느낀다. 비극의 주인공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 나올 수 없는 강
력한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결말이 결정되어 있는 한 편의 연극이 공연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
도 정해진 운명에 따라 흘러가지만 개개인의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
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함은 우주의 질서이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마주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더운 여름날 한강 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 
바로 그 순간에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적으로 느껴

1) 국립국어원 (편),『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두산동아, 1999
2)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3, p.27

3) 정준영 외, 한자경 (편),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운주사, 2011,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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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삶
도 어딘가로 사라져 버릴 것임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4)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무 이자 환경이
며 바탕이 되는 자연과 그 안에서 자연과 투쟁하기도 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하거나 혹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약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물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 등의 개체들도 유한한 생명을 지
탱하고 있지만, 하나의 총체적인 자연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인간
이 등장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한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영속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인간
은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개별자로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정된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자각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연은 
거 하고 영속적이며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은 연
약하고 유한성을 지닌 존재로 각각 상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2. 불가항력의 힘으로서의 자연

본인은 어린 시절 고무튜브를 타고 바다에 떠 있다가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려갔던 기억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사방에 하늘
과 물밖에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뭍으로 헤엄쳐갈 자신도 없었다. 본
인을 제외한, 본인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자신
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듯이 느껴져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
였다. 공포와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던 그 순간의 기억은 이후로도 자
주 떠오르며 본인에게 중요한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다. 자연과 철저

4) 이경하, 『작가노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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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분리된 순간을 경험한 후 본인은 자연과 나 자신이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비되는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본인과 주변의 사
물, 사람들을 매우 유한하고 미약하며 한정된 것으로 바라보고, 그 
외의 자연이나 우주는 영원하고 거 하며 무한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의 힘과 마주하는 순간에 인간의 유한하고 미
약한 본성이 드러난다. 우주의 순환 논리에 따라 자연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도 탄생과 죽음을 겪지만 인간의 삶
은 자연의 순환에 비하면 일회적이며 지극히 짧다.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 인간이 그 크기와 정도를 짐작할 수 없는 상을 만났을 때 자
신이 지닌 본성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마주친 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에서 공포감까지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숭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5) 미술사에서 ‘숭고’의 개념은 19세기 
낭만주의 풍경화의 프리드리히(C. D. Friedrich)나, 터너(J. M. W. 
Turner) 같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 
인간은 엄청난 규모의 자연 풍경을 앞에 두고 아주 작고 미미한 모
습으로 표현되어 자연과 극단적인 조를 보이거나, 아예 생략되어 
거칠고 강력한 힘으로서의 자연의 모습만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독
일의 표적인 낭만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프리드리히는 원경과 
전경을 조적으로 이분한, 당시로서는 독특한 구성 원리의 자연 풍
경을 통해 무한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 존재가 립적으로 놓인 상태
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의 자연 풍경은 광활하고 무한한 자연 공간
에 한 자신의 생각인 동시에 종교와 자유의 원초적 세계에 한 
동경심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데, 그의 일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화면 속에서 매우 작게 묘사되고 등을 돌리고 있어 인간의 왜소하고 
5)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3, pp.124-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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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1809-1810,  바닷가의 승려

무력한 존재 상태를 나타
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만스러운 현실을 외면하
고 어떤 이상향을 바라보
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으
로 그려지고 있다.6) [참고
그림 1] 프리드리히의 풍
경화는 거 하고 무한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을 

립적으로 설정했다는 점, 자연을 실사하기보다는 이상화되고 확장적
인 모습의 자연을 표현하고, 화면 속의 인간은 매우 작고 등을 돌리
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 익명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본인의 작업
과 몇 가지 유사성을 지닌다. 본인의 경우에 자연을 이상향으로 바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 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세계로 상정하고 있
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도 실제 풍경을 그 로 묘사하기보다는 기본
단위의 반복을 통해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인물의 표
현에 있어서도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초기 작업에서 
익명의 인간이 모자를 뒤집어쓰고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윌리엄 터너의 낭만주의 풍경화는 흔히 ‘숭고’의 개념으
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터너는 자연의 위 한 힘과 신성함에 큰 관
심을 갖고 그것을 강한 색과 빛, 축축한 기, 역동적 힘으로 표현하
였다. 터너는 "무엇이든 무시무시한 것은 곧 숭고하다“고 말한 에드
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주장을 따라 자연의 위력에서 느껴지
는 공포를 중요하게 작품에서 다루었다. 이것이 그가 폭풍, 홍수, 
난파선, 화재 등 자연의 재난을 빈번하게 작품의 주제로 다룬 이유이
6) 위의 책,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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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2] William Turner, 1801, Dutch Boats 
in a Gale, 163 x 221 cm 

다.7) [참고그림 2] 이는 자
연 앞에 선 인간의 무력감
과 공포를 다루었다는 점에
서 본인 작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립적 관계와 공통
되는 부분이 있지만, 화면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왔으며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동화될 
때 평화와 안정을 느낀다. 그러나 본인의 작품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동화되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립적인 구
도에 서서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때문에 자
연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크고 강력한 
힘으로서, 친근하지 않고 낯선 공간으로 보여주려 하였다. 본인은 작
품 안에 인간과 자연을 함께 그려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때 
그려지는 자연은 하늘, 바다, 구름, 흙, 바람, 나무 등 시시각각 변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요소들로서 본인은 이들을 표현하는데 
있어 우선 색채를 제거하여 검게 묘사한다. 본인이 표현하는 자연은 
공통적으로 바람, 공기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는 상들로서 작은 단
위가 반복되는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본인은 작은 단위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여 우리 주위에서 끝없이 순환하는 자연
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 같은 순환하는 자연의 모
습이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결국은 죽음으로 귀납된다는 논리를 지
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의 일상
7)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3,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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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평범한 풍경을 소재로 선택하여 어느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늘 죽음에 한 암시와 삶의 유한함을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3. 인간 삶의 비유로서의 풍경화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림을 통해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표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동굴 벽화 등에서는 당시의 인간이 믿던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한 주술적인 의미로, 혹은 수렵 기반의 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던 동물 형상이 많이 표현되었으나, 이러한 
고  그림들은 점차 주변에 있는 식물, 물, 산 등을 포함하게 되면서 
어떤 ‘공간’을 암시하는 일종의 초보적인 수준의 풍경화로 발전해 나
갔다. 서양에서는 2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중세 및 비잔틴 시  
동안 자연세계의 묘사보다는 종교적인 내용이나 천상의 상징, 또는 도
상으로서의 자연 모티프가 그림에 사용되었고, 15-16세기 르네상스 
시 에 와서야 독립적인 주제로서의 풍경이 미술에서 다루어졌다. 이
때부터 고전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등 서구 풍경화의 역사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8) 동양의 경우 선사 시 에는 자연 
풍경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인 무늬나 자연물을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도자기 등에 표현되다가, 서투르기는 하지만 1세기경에 고분벽화에 
그려진 산수(山水)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 발견되고 있다.9) 이
처럼 서양의 풍경화(landscape painting)와 동양의 산수화는 각각 다
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왔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으

8) 위의 책, pp.55-58

9) 마이클 설리반, 김기주 (역), 『중국의 산수화』, 문예출판사, 199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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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자연을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점과 비록 그 자연관은 서로 다
르지만 각각의 인간과 자연에 한 입장을 그림 속에 반영했다는 점
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양 풍경화의 개념
은 인간이 자연을 개척한 결과인 ‘풍경’에서 비롯된 것인데 비해, 동양
의 산수화는 산수(山水)라는 말 그 로 산과 물의 세계와의 합일과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하겠
다.10) 동양의 자연관에서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은 자
연의 법칙을 따르고 순응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 서양의 전통적인 자
연관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은 지배하고 이용하기 위한 상
이라고 본다. 그래서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도원경, 즉 이상향으로서의 
개념화된 자연을 표현하고 인간이 그 속에서 노닐며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면, 서양의 풍경화는 종교, 신화, 건축 
등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가 풍경 속에 내포되거나, 인간에 의해 가꾸
어지거나 ‘ 상화’된 자연풍경이 그림 속에 표현되는 고전주의, 자연주
의 풍경화가 두되었다. 그러다가 이성과 합리주의의 한계를 인식하
고 인간과 자연에 해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앞에서도 살펴본 
낭만주의 풍경화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이 이후의 현
미술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한편, 서양의 풍경화가 동
양의 산수화와 다른 또 하나의 핵심적인 특징은 실제 상을 충실하
게 묘사하고자 하는 사실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의 산수화는 
어떤 이상화된 마음속의 자연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그린 
경우가 많았던 것에 반해, 서양 풍경화는 자연 풍경이라는 상을 관
찰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전통이 강했다.
  이처럼 다르게 발전해 온 서양의 풍경화와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각
기 다른 자연관처럼 인간의 삶을 그림 안에 반영하는 방식도 다르게 
10)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3,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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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서양의 고전주의 풍경화를 살펴보면, 고전주의는 인간의 이
성과 합리적 정신을 근거로 한 수학적 질서와 조화로운 통일의 형식 
그리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의도하는 미술이었다.11) 고전주
의 풍경화가로는 니콜라 푸생과 클로드 로랭이 표적이었는데, 이들
의 그림에는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신화나 역사 이야기가 전면에 등
장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리고 배경의 경우도 자연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  그리스나 로마를 연상시키는 건축물이나 어떤 역사
나 신화적 이야기의 현장 등이 배경에 재현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이 이룩한 역사나 신화의 배경일 뿐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적인 낭만주의 풍경화가로는 프리드리히와 터
너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에 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낭
만주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인간은 거 하고 영원한 자연 앞에 한없이 
왜소하고 무력하고 약한 존재이다. 프리드리히는 광활한 자연을 묘사
하면서 등을 돌리고 무한한 자연 세계를 향하고 있는 작은 인간들을 
그렸는데, 그들은 자연을 이상적인 상태, 혹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조
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을 정복의 상으로 보는 전통적인 서양
의 자연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동양의 것과 좀 더 근접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동양의 세계관과 다른 것은 자연을 관조하며 등을 돌
리고 있는 인물들이 자연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12) 이처
럼 자연을 분명한 객체로 파악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등장인물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뭔가를 하고 있는 동양의 산수화
와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다. 터너도 자연재해 등을 통해 거 한 자연 
앞에 무력한 존재인 인간을 풍경화에서 표현하면서 그 공포에 해 
느끼는 감정을 ‘숭고’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반영하였다. 한
11) 위의 책, p.65

12) 이주영,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에 나타난 자연의 모방과 회화적 알레고리: 카스파 다비

드 프리드리히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 연구』, 21집 0호. 2005,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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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자연주의 풍경화가들은 직접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진실한 자연 풍
경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코로는 주로 시골 정경을 그렸고, 위
에나 미셸 같은 화가들은 고성이나 고딕 성당 등 폐허의 경관을 그림
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 한 힘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레
와 쿠르베는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인물과 풍경을 그렸는데, 특히 레
는 노동하고 있거나 휴식하고 있는 농부들을 평온한 시골풍경을 배경
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은 ‘노동’을 매개로 하나가 된
다.13)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자들의 자연에 한 태도는 낭만주의
와 유사하면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원초적인 것에 한 염원을 보
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시부족의 미술에서 
모티브를 찾기도 하고 자연 풍경에 인간 나체를 그림으로써 자연 속
의 원초적 삶을 작품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고 감성과 비합리성을 포함한 인간성을 존중하
는 당시의 사상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14) 
 본인이 작업에서 표현하는 자연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
간에게 “너는 미약하다,” “너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만, 사실 자
연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야”라고 끊임없이 암시하는 거 한 
힘이다. 즉, 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폭풍우가 언제 불어 닥칠지 모
르는 변화무쌍한 기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한 상징이다. 유
채로 그려진 인물이 흑백의 자연을 배경으로 극명한 립을 보이는  
본인의 풍경화는 위에서 살펴본 풍경화의 전통들과 일부 상통하는 점
도 있지만, 가장 다른 점은 인물과 자연을 완전히 다른 표현방식으로 
서로 다른 층위에 배치하여 상호 충돌하게 한 형식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인간의 삶이 거 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찰나적

13) 마순자, 앞의 책, pp.185-207 

14) 위의 책, pp.2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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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속의 여자, 2014, 65x65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이고 미약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의 유한한 인간으로서 죽음에 
한 공포를 가짐과 동시에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려움에 떨고 굴복하기보다는 중간
지점을 찾아가려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질적인 느낌의 인간과 
자연이 병치된 본인의 풍경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은 서양적인 가치관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인간과 자연을 립
하는 관계로 표현해 왔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는 과
정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시키기도 하고, 인간의 노동의 행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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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연과 서로 반응하여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자연을 거 한 불가항력의 힘으로 바라보는 것은 풍경화의 역사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낭만주의 화가들의 자연관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연의 힘을 강조하는 경우에서도 미술사 안에서 
풍경화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힘을 찬양하는 것이 흔하고, 특히 
낭만주의 화가들은 자연을 ‘절 자’, ‘절 선(善’)의 모습으로 표현하
여 인간들을 자연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그리고 있는 자연의 모습은 매우 차갑고 거 하며 황
량한 모습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자연은 인간이 죽어 돌아갈, 인간을 
탄생시킨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자연이 아니라 죽음과 공포, 인간사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喜怒愛樂)쯤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
는 냉정한 존재로 드러난다. 이러한 의도로 차갑게 표현된 자연을 그
림으로써 화면 안에 충격과 공포, 낯선 느낌을 만들어내어 인간의 운
명을 암시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아울러 이처럼 차갑게 표현된 배경의 
공간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는 노력과 움직임을 보여주려 한다
는 점에서 다른 풍경화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II.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 표현의 변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본인의 작품을 수집하고 정리해 보면서 본 
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하는 본인의 작업은 작품 안에서 인물과 배경
의 관계와 그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그 간 개최하였던 각각의 개인전에서 보여
진 작품들이 매 전시마다 주제와 표현에서 조금씩 변화하였기 때문이
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본인의 자연관과 주제의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세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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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쉬고있는 남자, 2008, 160 x 16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나누어 각각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인물과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 하고자 한 것인
지, 변화는 어떤 이유로 이루어 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수동적 태도- 매개물을 통한 관계형성

 작업에 등장하는 부분의 인물의 행위는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동
작이 아니라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동작으로 나타난다. 배경의 자연을 
막연히 응시하기도 하고 배경과 상관없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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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이상한 곳으로 가다, 2008, 200x10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물들은 부분 원색의 옷을 입고 뒤돌아
선 모습을 하고 있다. 어두운 목탄으로 표현된 배경과 비를 주기 위
한 목적도 있지만 원색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까지 뒤집어쓴 인
물의 뒷모습은 인물이 어떠한 아이덴티티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배경과 립적으로 화면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인물
은 노인인지 아이인지 젊은이인지 짐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별조
차 알기 어려우며 자연 앞에 놓인 ‘사람’ 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인물
의 성별이 드러난 경우에도 부분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모자가 달
린 옷을 착용하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그려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 단계에서 자연의 배경은 바다, 하늘, 
풀밭, 갯벌, 모래밭 등을 그린 것인데, 색채를 제거하고 목탄을 사용
하여 반복적인 묘사로 그린 방식은 이후 작품들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매개물을 
필요로 한다.
〔그림 2〕에서 인물은 풀밭에 그냥 누워있지 못하고 온몸을 감싸 안
은 침낭을 매개로 하여 자연 위에 놓이게 된다. 웅크리고 누워 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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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쉬고 있는 사람 , 2008 , 97x13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5]구름 낀 날 , 2009,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물의 어느 부분도 자연에 직접 
닿아있지 않고 침낭의 보호를 받으며 자연과 분리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3〕에서는 이러한 매개물의 존재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갯벌로 묘사된 공간에 가서 막연한 공간을 응시하고 있는 인물은 논
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물을 매개로 그 공간에 놓여 있다. 〔그
림 2〕와 마찬가지로 배경에 직접 닿지 않고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의 인물들은 부분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으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부자유스럽고, 인물의 자세 또한 잔뜩 웅크리
고 있어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배경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않으려는 
듯 더욱 수동적으로 보인다.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반드시 배
경과 연결되기 위한 매개물을 개입시키는 이러한 특징들은 결과적으
로 배경과 인물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의 자연은 파도의 순환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잔디언
덕의 물결침,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름의 모양 등 명백하게 움직임이 
있는 상황으로 묘사 되었다. 그러나 인물들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정적
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일차적으로 비적인 효과를 만
들어낸다. 여기에 인물들이 자연의 배경과 손가락 하나도 닿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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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바다를 바라보는 세 사람 , 2008 , 130x130x2pcs,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방어막(매개물)을 설정하여 마치 배경 위에 인물들을 오려 붙인 것처
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시선이 먼 곳을 바라
보고 있는 뒷모습으로 표현되어있고, 인물의 시선이 위치한 곳에 자연
의 배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개물을 통하고 있지만 인물
이 자연을 관조하는 행위만은 남아있게 된다. 또한 인물이 전혀 배경
에 관심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자연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관조적이며 무관심한 태도가 드러난다. 어
떠한 적극적인 행위 없이 자연의 순환과 논리를 그저 바라보고 거기
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림 4],[그림 5]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이며 관조적인 태도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6]에서 관객들은 망망
해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를 탔을 때의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는 것과 더불어, 화면 안에 드러나는 바다의 거 함과 인물의 
미약함의 비를 본다. 단순하게 묘사된 인물들의 뒷모습이지만 누구
나 자신의 모습을 이입시킬 수 있는 일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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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줄띄우기, 2010, 145x145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의 파도치는 검은 바다와 어우러졌을 때 관객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 적극적 개입의지

이 장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인간이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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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시간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이러한 망각이 우리를 하루하
루 살게 하며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인물들은 자연을 수
동적으로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만들고 구축하려는 움직
임을 보인다. 목탄으로 그려진 자연의 배경 위에 짓고 그리고 만드는 
행위들을 하면서 인공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간다. 영원히 순환하며 생
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과 금방 죽어 사라져 버릴 인간을 비교하
면 인간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작품 안의 인물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운명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듯 자신의 노동을 묵묵히 해나간다.
  [그림 7]에서는 인물들이 건축 단계에서 가장 처음 건물의 자리를 
가늠하며 위치를 잡는 ‘줄띄우기’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주 가는 줄
로 황무지 위에 줄을 쳐 나가는 인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주 가
는 선이지만 앞으로의 노동을 통해 인간의 공간을 구축해 나갈 것임
을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매개물도 없이 배경과 연
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이전 작품으로부터 주제 상
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과 자연을 철저히 분리시켜 서
로의 개입이 전혀 없이 관조하던 모습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물을 자연 배경 위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한 과
정, 즉 인간이 자연과의 질료 변환을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
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15) 또, “인간은 외적 자
연에 작용을 가하면서 자연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인간은 
자연을 변화시켜 자신의 의식적 목적을 실현하고, 그것을 자신의 욕구
에 적응시킨다. 동시에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높이고, 생활 
상태를 더욱 개선하여,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
15) 김정호,『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인간론』, 죽산, 1991,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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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일하는 사람, 2010,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9]일하는 사람들, 2010,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였다. 이처럼 인물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자연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행위는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자 인간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을 유한하게 바라보며 인
간이 정해진 운명에 하여 손 쓸 방법이 없음에 삶을 관조적으로 바
라보던 비관적인 인생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자신
의 삶의 터전을 짓고 만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행위이
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짓고 그리는 노동행위를 그리면서 본인
은 작품을 제작하는 창작행위와 건축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본인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방법은 단히 노동집약적이며 시간
과 품이 많이 드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작품을 제작하면서 본
인이 그림 그리는 일은 정신적인 것을 물질화 시키는 노동이라는 생
각을 많이 하였다. 또한 자주 운전해서 다니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올리기 위하여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가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영원한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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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페인트칠 하는 사람, 2011,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11]페인트칠 하는 사람, 2011,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않은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루하루의 삶을 자신만
의 무엇인가를 구축해 가는 것 자체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본인은 여러 가지 노동 행위 중 특히 건축현장의 
모습을 많이 이용하였고 건물을 짓는 모습 뿐 아니라 도장공들의 모
습을 특히 자주 활용하였다. [그림 8], [그림 9]에서는 황무지 같은 
공간 위에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노동행위가 드러
나는데 인물들의 동작에서 수동적인 태도나 분위기 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읽어볼 수 있다. 
  배경위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이 시기의 작품을 진행하면서 본인은 화면 안에서 인물과 
배경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상호 작용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화면 
안에 논리적인 구도나 스케일을 떠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구성이 얼마
든지 가능했고 어두운 목탄 배경 위에 강렬한 원색의 색채가 만들어
내는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painting’ 
이라는 단어가 페인트칠 하는 노동자와 그림 그리는 작가를 둘 다 지
칭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페인트칠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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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화면 안에 마치 추상화를 그리는 것처럼 자유로운 붓놀림으로 
배경의 자연묘사를 덮어 나가는 모습의 작품을 여러 차례 제작하였다. 
어두운 배경을 강렬한 색채로 칠해버리는 노동자의 모습은 매우 적극
적이며 시각적으로 두드러져서 이제까지 강력하게 죽음을 암시하는 
큰 힘으로써의 자연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인부들은 미
장이질이나 페인트칠을 하면서 새로 공간을 만들어 내면서 배경의 화
면을 지워나가기 때문이다. 
 [그림 10]이나 [그림 11]과 같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
하였지만 인물과 배경이 화면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표면과 깊
이의 비를 이용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
기의 작품들은 처음에 인물과 자연의 비라는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 
화면 안의 시각적 효과에 더욱 집중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차원적 배경 위에 2차원적 이미지를 그려 한 화면 안에 두 
가직 차원을 혼재시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유발하려 하였음에도 본인
은 3차원적 공간으로 표현 하려고 한 자연의 배경이 보다 근본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반
하여 화면 안에 강렬하게 올라간 색면들은 단순하고 깊이가 없는 물
감, 물질로서 바라보며 화면 안에서 차원의 혼재를 통해  앞서 작품들
에서와 같은 비효과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20세기 전후 미국에서 평면성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 
클라크(T. J. Clark)는 ‘평면’을 평범하고 중적인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16) 평면은 모더니티에 한 메타포라고 해석하면서, 컴퓨터, 
텔레비전, 휴 폰 등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상의 본질을 
납작한 평면으로 인식하게끔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떤 사물의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 단순화시킨 피상적 성질로서 평면성을 설명할 
16) T. J. Clark, Painting of Mordern Life, Knopf,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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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본인이 표현한 2차원의 색면들이 본질과 정신을 상징하는 공
간 위에서 조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페인팅 워커스(Painting workers)’라는 제목으로 묶어 전시하였던 
이 시기의 작품들은 화면 안에서 다차원의 혼재, 추상과 구상의 혼합 
등을 드러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비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
고자 하는 본인 작품 전체의 맥락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서사적인 주제보다는 회화의 논리 자체
에 더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
여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자연과 상호작용하여 화
면을 구성해 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분
명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림 그리는 행위와 연결하여 그림 그리
는 일이 정신적인 영역의 것을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물질화 시
키는 일이라는 이야기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공간 안에서 색
면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 고뇌, 주제의식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몸으로 그것을 물질화 시키는 작가의 모습을 상징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림 12] 이러한 점들이 적극적인 개입의지
를 드러내는 전체적인 주제를 더욱 확장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
고 있으며 주제에 무리 없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2절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작품들에는 1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자신의 것을 구축하려
는 사람들의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노동’을 통하여 자
연과 상호작용하여 자신과 자연을 둘 다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며, 
주어진 운명에 무관심한 채로 자신만의 일에 집중한다. 
 이 단계 작품들에서 역시 배경은 자신만의 순환 논리에 따라 반복적
인 움직임을 하는 듯이 연출되어 있지만 어떤 인물도 이러한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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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의 검은 화면이 이전의 작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인물들이 슬픔이나 관조의 모습에서 벗어
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화면 안에 두 가지 차원을 혼재하여 보다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유발하면서 ‘그리기’ 라는 행위의 의미를 묻는 차원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작품들에서 주도적으로 드러나던 어둡고 슬픈 
분위기가 이 시기의 작품들에 와서 매우 약화되었고 인물들이 화면 
전면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진다고 할 수 있다.

3. 합류적 태도

이 단계에서는 배경과 인물이 서로 긴 하게 상호작용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표현 형식상에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V장에서 구체적인 표현방식에 하여 상세하게 다
루기로 하고, 형식의 략적인 변화와 주제의 변화만 살펴보려 한다. 
우선 인물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며 캔버스의 크기는 더욱 커져서 화
면상에서 크기로 인한 조가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배경의 표현이 
보다 추상적이며 막연한 공간으로 연출된다. 주로 뒷모습으로 표현되
던 인물들이 정면을 향하고 얼굴이나 구체적인 캐릭터의 묘사가 이루
어진다. 앞서 살펴봤던 작품들에서는 인물과 자연이 직접 만나지 않고 
매개물을 필요로 하거나, 자연은 그 로 존재하면서 인물들이 화면위
에 무엇인가 짓고 그리는 식으로 일방적인 작용이 보였다. 그러나 [그
림13]에서 인물은 바다와 직접 만나고 있으며 심지어 물속에 반쯤 잠
겨 물살과 상호작용하여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면과 
만나는 인물의 신체가 실제 물의 표면처럼 묘사되어 현실성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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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수영하는 남자, 2013, 100x20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있으며 인물이 헤엄쳐가면서 주변에 물방울이 튀기는 것까지 표현되
어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또 얼굴의 표현에서 
거친 바다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는 일
그러진 표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스꽝스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잔뜩 용을 쓰고 있는 얼굴 표정은 배경의 검은 물결의 심각하고 어두
운 분위기와 의미적으로도 조를 이룬다. [그림 5]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를 보다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인물의 표정이 거의 드러나
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이 절에서 다루는 작품들에서는 인물이 더 구
체적으로 표현되어 생김새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있는 상황
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4]에서도 비록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는 하지만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작품 안의 인물들에게 독특한 개성을 
주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남자가 들어가 있는 물은 호수인지 연못인지 알 수 없
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물 표면이 거의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
우 정적인 수면 상태로 보인다. 이처럼 고요하고 내 한 장소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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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물 속의 남자, 2014 ,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자는 울고 있는지, 세수를 하고 있는지 자신 만의 시간에 빠져 있다. 
[그림 13]이나 [그림 14]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
는 자신만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2절에서 다룬 작품 안의 인물들이 운명에 절망하지 않고 각자의 삶
을 노동을 통해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에서 나아가, 3
절에서 다루는 작품들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운명에 하여 순응하
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 하였다. 인간이 모두 
다 죽을 운명이며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미약한 존재이기는 하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
의 완결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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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내려오는 사람, 2014, 145x145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때문이다. 하나의 정해진 결말로 향한 스토리이지만 하나도 같은 이야
기가 없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인 것이다. 때문에 자연과 인간을 서
로 분리시킨 채 슬픔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도, 일상의 감정에 무
관심한 채 일에만 열중하는 모습도 인생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
족하다고 생각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물이 최 한 동화되는 상
황으로 연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인물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
여 배경인 자연의 스케일과 맞추었으며 인물의 행위도 역동적이거나 
자연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산에서 내려오거나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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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처럼 배경과 큰 립 없는 편안한 상황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5], [그림 16]에서 인물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배경의 비중이 
상 적으로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의 표현에서도 방법상의 변
화가 있었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묘사했던 이전까지의 방
법에서 벗어나 실제 이미지를 묘사하는 신 머릿속 자연의 공간을 
상상하여 그리게 되었다. 구체적인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드로잉적인 
특성을 살려 자유롭게 변형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이러한 배경의 공
간은 그림에서 사실성과 구체성을 약화시키고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그림적인, 신비한 공간처럼 연출하고자 하였다. 또 어떤 작품에서는 
배경의 묘사를 극도로 세 하게 하여 멀리서 보면 검은 색면처럼 보
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
처럼 느껴지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에서 배경을 하나
의 차갑고 거 한 힘으로 바라보며 인간과 철저히 비시켜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했던 처음의 의도에서 자연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고 인간을 그 안에 공존하며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게 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자연을 지속적으
로 표현해 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순환을 지속해 가는 변화하는 
속성과 그럼에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속적인 속성 양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자연의 표면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세부적인 속성은 생략하고 바
람, 파도, 구름 등의 략적 특성만 드러내도록 드로잉하면서 추상적
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경의 
화면이 점점 추상화된 것이다. ‘추상’의 과정이 보다 본질적이고 보편
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바다나 하늘을 표현할 때 꼭 그 공간
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자연을 더욱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유로운 선의 중첩과 문지르는 방법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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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내려다 보는 사람, 2014 , 160x32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자연의 변화무쌍한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도 구체적인 묘사보다 자유
롭게 느껴졌다. 
  이에 반해 인물들은 크기가 더욱 작아지고 그 유한함과 약함을 드
러내기 위해서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익명의 다수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성을 더욱 확 해 보여줌으로써 바라
보는 이가 친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모두 목탄으로 그려져 검고 
어두운 색을 띄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작품 자체의 어두운 느낌은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심지어 이 단계에서는 작품이 커지고 배경의 비중이 
확 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변화과정을 정리해보면
서 작품의 어두움의 원인에 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운명에 한 본
인의 비관론은 수년 동안 작품을 제작해 오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
았으며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의 가치관이 되어 작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 작품을 진행해 가면서 
같은 어두운 화면에서도 조금 더 자연을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등장인물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편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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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출하려는 점,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변화가 보인다. 특히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작품 안에 보여주려 한 것에는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시각적으로 차이만을 강조하려했던 방법론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눈앞에서 두드러지는 조적 효과만 내세우기보다는 인간 삶의 구
체적인 단편들을 보여주고 싶어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연을 
어둡고 거 한 힘으로서 바라보던 것에서 갑자기 자연을 따뜻하고 긍
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연의 모습은 더
욱 거 하고 어둡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 같은 무서
운 자연 안에 살아가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그 안에서 자
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작은 인간들의 모습을 이전보다 좀 더 친근하
고 구체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둡고 거 한 자연에서도 마치 우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인물들의 일
상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것에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거 한 자연을 배경으로 하며 인물들의 꽤나 구체적
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적인 구조나 문학적 스토리를 만들
어 넣기에 적절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안에서 무채색의 자연 위
에 원색적인 색채가 주는 비와 인간과 자연의 크기에 한 비로 
인해 인간의 태생적인 나약함이나 보잘것없음이 더욱 강조된다. 인간
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는 이야기로 극을 만든 것을 희극이라고 한
다면, 이러한 태생적인 '작음', '약함'을 보여주며 해학적인 요소를 드
러내고 싶다. 우리의 일상이 수없이 이상과 현실이 맞아 떨어지지 않
는 순간들의 연속이며, 태풍을 예보하는 뉴스를 보면서 다음날 출근
길을 걱정하는 직장인의 그것처럼 블랙코미디이기 때문이다.17)

17) 이경하, 『작가노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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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삶을 이같이 우화로서 그려내고자 하고, 삶에 한 애착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
전시켜 나가고 싶은 부분이다. 이처럼 작품을 진행해 가면서 인간 삶
에 한 애정과 해학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자연을 차갑고 무섭게만 표
현해왔던 작품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전망된다. 

IV. 자연과 인간의 병치

1. 병치를 통한 립구조의 형성

작품 안에는 자연과 인간에 한 나 자신의 생각과 태도의 변모를 드
러내기 위해 고안한 여러 가지 비되는 장치들이 있다. 화면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비는 인물과 배경이 만들어 내는 비효과이다. 작
품 안의 인물과 배경은 제작 과정부터 서로 개입하지 않으며 각각 따
로 제작되어 화면 위에 배치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
과정을 병치라고 부른다. 인물과 배경이 화면 안에 각각 완결된 상태
로 존재하면서 바라보는 이의 시각작용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
고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병치의 과정에서 화면 안에서 인물
과 배경이 서로 동등한 힘을 행사하며 조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립적인 장치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 효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립은 컬러와 흑
백의 비이다. 목탄과 유화라는 재료상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
러 효과 중 색상의 비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물질세계 자체는 색이 없다. 눈에 보이는 색채는 상 적이며 빛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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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색은 채색된 듯 보이는 마티에르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며 색은 우리에게 느낌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시각 체계는 
모든 빛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한 가시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색은 인간과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18)

또한 괴테에 의하면 색은 빛으로부터 어둠을 구분 짓는 모호한 영역
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인상파 시 의 작가들은 있는 그 로의 자연
을 표현하기 위하여 빛의 효과가 바뀔 때마다 캔버스를 바꿔가며 변
하는 것을 잡아내려 애썼다. ‘있는 그 로’의 자연이란 인식의 전부, 
역동적이며 유동적이고 끝없이 변화하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
럼 움직이는 실체를 한 폭의 그림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거
나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이 시기 작가들은 눈이 지각하는 그 로의 
자연을 회화의 주제로 삼고 시각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다.19) 자연이라는 공간을 일시적인 변화가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의 
근본 축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삶을 유한하며 일회적인 것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은 색상의 이 같은 측면
을 이용하였다. 즉 물질적인 실체는 없지만 순수하게 인간의 시지각
만으로 인식되는 색채를 모두 배제시킨 후에도 그 로 남아있을 자
연의 물질적인 본질만 남기기로 한 것이다. 즉 색상은 인간과 인간
이 만들어내는 영역의 사물들을 표현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배경은 
색채를 제거해버린 무채색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색채를 
제거하고 만들어낸 배경은 시간성과 장소 특정성을 상실한다. 본인
은 인간과 인공적인 것들을 채색하여 표현하는 것과 반 로 자연적
인 것을 표현할 때 인공의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자연 

18) 길라 빌라스, 『현대미술과 색채』, 궁리, 2002, p.76,

19) 위의 책,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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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3]Hiroshi sugimoto, North 
Atlantic Ocean, Martha's Vineyard,1986

[참고그림 4] Hisoshi sugimoto, Ligurian 
sea, saviore, 1982

그 로의 것만을 취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 인간의 
생산물이나 인공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적인 풍경을 찾
아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나무 한 그루도 계획하여 심고 다듬어 

모양에 맞게 길러진 것이 흔하고 강변에 나가 흐르는 물을 바라볼 
때에도 수면에 반사되는 수많은 불빛들이 간섭한다. 깊은 산골에 들
어가지 않는 한 밤하늘에 달빛을 온전히 감상하는 일조차 쉬운 일
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인공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고 난 자연만
을 그림으로써 본인이 표현하는 자연의 공간은, 가급적 자연 그 자
체를 지칭하는 상징으로서 역할하기를 기 하였다. 결국은 시간성과 
장소성 등의 특정 조건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공간에서 색채를 제거한 공간은 아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장소
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빛과 시간의 흐름을 탐구하는 작가인 
히로시 스기모토의 바다사진 연작[참고그림 3,4]에서는 이러한 시
간성과 장소성을 제거한 공간에 한 예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의 
바다를 담아낸 풍경 사진 속에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어떤 요
소도 찾아볼 수 없다. 신 빛, 바람, 안개, 수증기 등 기후 환경 변
화에 의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들이 각 풍경의 차이를 
만들어 보여줄 뿐이다.20) 이렇게 시간성과 장소성이 사라진 근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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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바다 이미지는 본인의 작품 속에서 바다의 이미지가 추구하는 
피상적인 자연의 표면 너머의 장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립구조는 표현상의 차이에 의한 립이다. 목탄과 유화
라는 재료적인 특성 때문에 그 표면에 있어 당연히 표현방법에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V장에서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재료에 
하여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드로잉적 표현과 회화적 표
현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목탄의 가장 큰 재료적 
특성은 잘 지워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우는 과정이 무수히 반복된다. [그림17] 그리고자 
하는 상(구름, 물결, 잔디, 지)등의 일부분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그것을 사실적으로 소묘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에 한 정확한 묘사
가 아니라 특징적인 세부의 표현을 익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묘사
하여 거 한 화면으로 확 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변형이 이
루어지며 임의의 자연의 공간으로 완성된다. 반면에 완성된 배경 위
에 인물을 그려 넣을 때에는 유화를 재료로 하여 정해놓은 인물이
나 인공물의 이미지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재현하는 방법을 택한
다. 본인이 자연의 공간을 재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목탄 소묘가 
드로잉적 특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의 표현방식과 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드로잉적인 요소는 
첫째, 말단의 작은 부분의 묘사를 반복, 확장시키면서 상의 본질
만 남기려고 하는 제작 방식이다. 드로잉이란 ‘정수를 우려내다
(extract the essence)' 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드로잉은 선 위주로 그리는 단색조의 그림이
며, 전통적으로는 어떤 완성된 작업을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20) 곽문영,『히로시 스기모토-사유하는 사진전』, 삼성미술관 리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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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바다를 바라보는 세사람(부분), 2008, 130x260cm, 캔버스 위에 목탄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  미술에서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끄집어내어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시
각화하여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21) 이러한 특성은 본인이 무채색의 목탄소묘로 배
경의 자연을 표현하는 방법과 연결해 볼 수 있으며, 색채를 제거하
여 변하지 않는 물성만 남기고자 한 의도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다
음으로는 드로잉의 자율적이며 비정형적인 특성이다. 1920-30년  
초현실주의자들은 '자동기술법 (automatism)'이라는 방법을 사용하
여 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였다. 이들은 드로잉의 가장 개인
적이고 자기 고백적이라는 개념을 극 화시켰는데, 이렇게 의식의 
통제를 배제해 흘려 쓴 선들은 묘사적 성격에서 벗어나 거의 자율

21) 권여현, 『드로잉의 세계』, 도서출판 재원, 199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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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해수욕하는 사람들(부분), 2014, 145x145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22) 본인의 작품에서 (배경표현에서) 사실
적 이미지의 재현으로서의 소묘가 약화되고 작품 제작시의 감성과 
기분에 따라, 자유로운 선긋기를 통한 추상적인 이미지가 점점 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드로잉들을 통하여 만들어

지는 추상적인 배경은 유화로 재현해 내는 사실적인 분위기와 이전
보다 더욱 비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는 인물이 주로 
두꺼운 옷을 입은 뒷모습으로 그려져 단순한 색채가 주요한 특징으
로 보였던 단계에서 구체적인 인물이 드러나는 정면 묘사들이 많아
지는 단계로 옮겨가면서 더욱 극 화된다. 초현실적인 배경 안에 매
우 구체적인 인물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림 18]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그렸으나 이전에 파도를 
하나하나 묘사하여 바다의 표면을 표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닷
물 부분은 검은 색을 중첩하여 쌓아올리고 하늘 부분은 지우고 긋
는 드로잉을 반복하여 추상적인 표현으로 완성하였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소재로 선택하는 자연(바다, 하늘, 지, 산) 
22) 한국 미술연구소·서울여대 조형연구소 (편), 『드로잉』, 시공사, 200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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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간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인간과 만들어내는 의미상의 조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연의 공간은 

바다이다. 바다는 모든 액체, 물, 강, 호수, 샘 등의 가장 큰 단위이
다. 고 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으며 우주의 
발생 초기를 빛이 없는 바다의 모습으로 상상하였다고 한다. 물은 
비, 수액, 젖, 피의 형태로 자연을 순환하며 이러한 점에서 물은 무
한과 불멸을 상징한다. 또한 물에 잠김, 즉 침수는 홍수의 이미지로 
드러나는데, 홍수는 모든 형태를 용해시키며, 형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수는 모든 요소를 해방시
켜 새로운 우주적 패턴 속에 다시 배치시킨다는 의미에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23) 때문에 본인은 인간의 유
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영원히 순환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이용하
는 데 있어 물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바다 이미지와 인물을 
자주 등장시켰던 것이다. 또한 하늘은 인간적인 영역(땅)과 극상(極
上)의 조를 이루는 가장 높은 초월적 공간을 상징하고 산 역시 

지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는 공간으로서 초월적인 의미를 지닌다
는 점 등 자연공간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24) 
 이처럼 컬러와 흑백의 차이, 표현방법 상의 차이,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의 차이를 통해 본인은 작품 안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를 통하여 화면은 인간, 인공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으로 
양분된다. 본인은 인간과 인공적인 것들을 표현한 방식을 통하여 일
회성, 단순성, 유한성, 물질성, 그리고 피상적인 느낌을 표현하려 하
였으며, 자연적인 부분은 이와 정 반 로 반복적, 순환적, 복잡함, 
무한함, 정신적, 형이상학적인 느낌에 가깝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23) 이승훈, 『문화상징사전』, 푸른 사상, 2009, p198, 296

24)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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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격효과

소격효과(疏隔效果)란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서사기법으로 현실의 친숙한 주변을 생소하게 보이게 함
으로써 극중 등장인물과 관객과의 감정적 교류를 방지하는 것이다.
관객이 극적 사건에 하여 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을 비판적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일상
적인 것을 예기치 못한 것으로, 극적 환영을 깨뜨림으로써 무  위
의 사건에 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
다25). 배우가 연극 중에 무  위에서 관객과 토론을 벌인다거나 연
극 같지 않은 연극을 공연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관객의 몰입
을 방해하는 것처럼 본인의 립적 구도 설정은 작품 안에서 이러
한 소격효과를 유발한다. 다시 말해 본인은 작품을 비현실적으로 구
성함으로써 관객들이 본인의 작품을 편안한 풍경으로 바라보지 못
하게 하고 어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관람자에게 끊임없이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관객은 자신의 의식과 경험으로 형성된 자신만의 시선을 바라보
는 상에 끊임없이 투사시키려고 한다. 일례로 스웨덴의 드라마 학
교에서 연극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 학생을 무  
위에 올려놓고 10분간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객들
이 들어와서 10여 분간 연극이 상영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학생
을 바라보았다. 이후에 이 학생의 연기에 한 평을 물었을 때 그들
은 과학 기술 시 를 사는 인간의 비극, 고독감, 소외감, 저항의 용
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브레히트가 없애고 싶어 한 것은 이러한 
25) 송윤섭, 『브레히트의 연극이론』, 연극과 인간, 200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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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개인적인 시선이었다.26) 브레히트는 하나의 연극이 그 주제
에서 완전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브레히트는 연극은 감정이나 정서 자체를 감동시키는 것보다는 인
식과 지적이해의 확 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27)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지적이해나 인식의 확 보다는 일종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
고 싶었다. 이러한 불편함이야말로 본인이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그 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실의 삶이 언제나 립적인 것들 사이에 위치하고, 립되는 것
들 사이에서 양자의 절충안을 선택하는 불만족의 연속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자연을 철저히 차갑고 냉정하게 묘사
하는 방법을 택하여 관객이 기존의 자연관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의 
자연의 모습을 통해 충격과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이다. 
본인이 작품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그 주위의 자연의 
모습이다. 인간의 삶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거주 공간, 
빌딩, 아스팔트 등 인공의 산물들이 지와 공기 중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자연과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익숙
한 자연과의 만남의 장면을 흑백과 색채의 비나 표현방법상의 
비를 통하여 처음 보는 장면처럼 낯설게 만듦으로써 자연의 순환 
원리와 자연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삶의 유한성을 인식시키고 아울
러 죽음의 공포까지 연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초현실주의
자들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과도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데페이즈망이란 전치(轉置), 전위법 등의 뜻으로 본래는 ‘나라
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초현실주의에서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낯익은 물체

26) 엘리자베스 라이트, 『포스트모던 브레히트』, 현대문학사, 2004, p.56 

27) 조지 랠리스, 『브레히트와 영화』, 말길, 199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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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것이 놓여있던 곳에서 떼어내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으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신비에 가득 찬, 꿈속에
서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했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의 이런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28)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이러한 ‘낯설
게 하기’ 효과는 본인이 작업에서 사용하는 ‘ 비’나 ‘병치’와 관계가 
있는데, 로트레아몽은 자신의 시 <말도로르의 노래 (Chants de 
Maldoror, 1868~69)>에서 “해부  위에서의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
한 만남처럼 아름다운” 등의 충격적인 기괴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피에르 르베르디는 “병치된 두 개의 리얼리티 사이의 
관계가 멀고 진실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강렬해진다”고 말했으며, 단
순한 비교가 아닌, ‘병치’를 초현실주의의 주된 시적 수단으로 삼았
던 브르통도 이 말을 인용했다. 이러한 병치의 예는 만 레이의 포장
된 오브제인 <이지도르 뒤카스의 수수께끼 (The Enigma of 
Isidore Ducasse)>나 막스 에른스트 등의 작업, 르네 마그리트의 
작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29) 

       작품 속 인물들은 거 한 배경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자신이 수행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거 한 들판과 숲, 
언덕을 지워나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비논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충격이나 색조나 재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이질감이 만들어내
는 공간의 긴장감이 이경하 작품의 특징이면서 은근한 매력으로 작용
하는 것이다.30)

28)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29) 매슈 게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 (역), 한길아트, 2001, p.221

30) 하계훈, 『낯선공간, 낯선풍경』, 63스카이아트미술관 뉴아티스트 프로젝트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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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한 탐구를 위하여 낯익은 물
체들을 낯설게 보이게 하였다면 본인은 인간과 자연의 비라는 작
품 전반에 흐르는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소격효과를 사용
한다.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주변의 자연이 모든 색채가 제거된 상태
로 표현된 일상의 모습은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본인은 화면 안에 
거 한 자연은 검게 묘사하고 원색적으로 그린 인물들을 병치함으
로써 관객들이 일상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성과 
공간성이 제거된 어둡고 거 한 모습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한다. 이
를 통해 일종의 공포감과 충격을 느끼게 유도하는 것을 소격효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은 놀이공원에 갔던 어느 날의 특
별한 감상에 따라 제작되었다. 다른 어떤 곳 보다 원색적인 사물들
이 많은 놀이동산의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질 것처럼 검게 변하고 있
었다. 날씨야 어떻게 변하든 형형색색의 놀이기구들은 화려하고 거

한 모습을 어두운 하늘 아래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 순간 본인이 
평소에 표현하곤 했던 인공과 자연이 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
던 것이다. 현실에서 직접 인공과 자연의 비되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했고 마치 꿈속의 장면이나 그림
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처럼 공포감이나 충격을 유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본인은 작품 
안에서 배경과 인물이 만들어내는 부조화와 비논리적 상황을 통해 
화면 안의 비현실적인 상황과, 자연과 인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특수
한 상황에 낯설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도록 유도한다. 
본인은 인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화를 제작하고 있지만 작품으
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거나 일상의 재현으로서 경험적인 감상
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면 안의 충돌을 통하여 관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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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흐린 날, 2010,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낯선 느낌을 주려고 한다. 자연은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와 가장 가
까운 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낯설음은 관람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 놀라움이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
한 것이다. 

3. 실험의 장으로서의 화면

이처럼 충격과 공포, 낯선 느낌을 주려는 의도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은 화면을 실험의 장으로 사용한다. 두 개의 서로 조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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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지닌 상을 병치시키면서 처음 의도하였던 것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이용한 병치혼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병치혼합이
란 색채를 섞을 때 팔레트 위에서 안료를 실제로 혼합하는 것이 아
니라, 화면에 색점을 인접하게 찍어두고 거리를 두고 볼 때 눈에서 
시각적으로 혼색되어 보인다는 현상을 원리로 하는 색채 혼합 방식
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녹색과 같이 밝은 2차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두 개의 원색인 청색과 황색의 작은 점들을 병치하는 것이다.31)
  이러한 병치혼합의 기법은 쇠라나 시냐크가 점묘로서 표현한 신
인상파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실제로 색상의 혼
합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치혼합의 개념만 이용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 한 화면 안에서 서로 립할 때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 안에 통합되는 지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가
설을 바탕으로 하여 화면 안에 실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본인이 작품을 제작할 때 배경과 인물을 따로 제작한다. 배경과 
인물은 서로 전혀 간섭 없이 배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완결된 표면
을 형성한 후에야 인물을 그려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 때문에 배경
을 제작할 때 어떤 포즈의 어떤 인물을 올릴 것인지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나서야 어떤 상
을 그려 넣을 지 결정하게 된다. 배경이 최종 완성된 모습을 그리는 
과정 중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략적인 내용을 정해놓고 묘사
해 나가기는 하지만 파도의 흐름이나,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
는 나뭇가지, 구름이 뭉쳤다 흩어지는 모양은 그려 나가면서 결정해 
나간다. 이렇게 완성된 배경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니고 있게 된
다. 이 위에 인물을 그려 올리는데 재료와 표현에서 다른 방법을 사
용함으로써 배경과 서로 섞이지 않고 이질적으로 도드라지기 때문
31) “시각혼합”,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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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인은 배경과 인물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병치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물이 배경 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배경과 전혀 섞여 들어가지 않고 배경이 인물의 바탕에 있지만 인
물과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제작하는 작품은 방법론적으로 체계
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배경의 내용과 
인물의 행위, 각각의 크기와 비중에 따른 구도와 배치에 따라 그때
그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형식 실험이라고 생각
한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결국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인
간의 삶은 작품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로 유한함과 
무한함, 현실과 이상, 물질과 정신 등 무수히 많은 립항 들로 이
루어져 있다. 삶은 이러한 립항의 어느 한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
으며 양자의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
다. 때문에 본인은 작품 안에 이러한 립 요소들을 각각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하고 이것들을 한 화면 안에 병치시키기로 하였다. 서로 

립되는 두 상이 이루는 긴장감과 그로 인한 낯섦, 이를 이해하
려는 시지각의 활동을 통한 통합적 느낌이 삶의 본질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병치혼합이라는 아
주 단순한 기법상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본인의 가설을 토 로 만들
어진 하나의 실험이다. 서로 아주 이질적인 것들을 화면 안에서 만
나게 할 때 발생하는 독특한 긴장감과 서로 통합되려는 성질을 통
해 화면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지는 작업을 처음 시작 할 
때 예상할 수 없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하나하나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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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복합적 비효과를 위한 표현방식

1. 구상성의 활용- 반복적 자연묘사와 사실적 인물표현

본인은 인물과 배경의 사진을 수집하여 그것을 사실적으로 재현하
여 묘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물과 배경이 함께 
나온 사진을 보고 자연은 목탄으로, 인물은 유화로 그리는 것이 아
니라 인물과 배경의 이미지를 각각 다른 곳에서 수집한다. 먼저 배
경이 되는 하늘, 구름, 바다, 풀밭, 숲, 바위절벽 등의 이미지들은 각
각 그 자연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사진으로 수집하는데 직접 카메
라로 찍기도 하고, 화질이 선명한 인터넷이나 잡지 등 중매체 이
미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거 한 바다 이미지가 있으면 전체 이미지 
중에서 물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택하여 목탄으로 묘사
한다. 이때 사진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계속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가면서 이미지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디
테일을 첨가한다. 예를 들어 황무지에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는 부
분을 묘사하기 시작했다면 이미지가 그려진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돌의 모양을 임의적으로 계속 바꿔가고 크기에 있어서도 더 작고 
세 한 디테일들을 첨가하여 무수히 펼쳐진 자갈밭이지만 실제 공
간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택하는 이미지는 부분 바다
(파도), 풀밭(풀잎들), 황무지(돌맹이들), 바위절벽(바위의 질감과 
틈새)처럼 비슷한 작은 단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부분을 묘사한 것을 계속하
여 반복적으로 확장 시키면서 전체 화면으로 넓혀 나간다. 이러한 
반복적인 묘사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고된 과정을 필요로 한
다. 세부적인 표면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수없는 반복의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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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수행의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그림이 획득하는 느낌이 본인이 자
연을 그리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압도적인 힘을 드러내는데 매우 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복된 디테일의 묘사는 커다란 화면으로 확 됨으로써 바
라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 자연을 마주하는 듯한 현장감과 실재감을 
주는 한편, 그것이 검게 표현된 것에서 거 한 자연이 주는 원초적 
공포감과 두려움 또한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인물과 인공물들의 표현은 유화를 이용하여 역시 사진
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 로 재현하려 한다. 이때 선택
하는 이미지들은 주로 원색의 강렬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는 인물
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탄의 어두운 배경 위에 병치시켰을 
때 마치 사진을 오려 붙인 것처럼 그 비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한 구상성을 활용함으로써 본인은 작
품 안에 인물들과 배경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현실
성을 획득하는 한편, 배경의 묘사에서 색채를 제거함으로써 현실적
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어 충격을 의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적인 표현에 있어서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고 있
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최근의 작품으로 올수록 배경표현에 있
어 구체적인 묘사를 줄이고 점점 자유로운 연상에 의한 드로잉과 
추상적인 화면 구성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인물들은 사진적인 이
미지의 재현보다는 구체적인 표정과 디테일을 더 드러내는 방향으
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화면 안에 초현실적인 느낌
이 강화되는 한편, 배경과 인물의 비는 다소 약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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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적 재료사용을 통한 비효과

여기서는 IV장에서 다루었던 비효과를 구체적인 표현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서로 이질적인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레이어가 작품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색채의 사용에서 배경은 철저하게 목탄만을 사용한 검은 색으
로 표현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태초의 모습을 빛의 부재, 
어두움, 절 적인 무(無)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 하고 있으며,32) 칸
딘스키는 검은색이 허무를 느끼게 하며 이때의 허무는 가능성도 없
고 미래도 희망도 없는 죽음과도 같은 허무라고 하였다.33) 이에 반
하여 인물을 묘사할 때에는 밝고 강한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표현
한다. 본인은 인물과 자연을 철저히 다른 재료와 표현법을 사용하여 
서로 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울러 화면 안에 레이어를 형
성한다. 이 레이어는 목탄과 유화라는 이질적인 재료를 병치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화면상에 견고한 막을 형성하
여 인물과 자연의 비를 더욱 강조한다. 
  본인은 배경을 목탄으로 표현하는 현재의 작업방식에 도달하기 
이전에 자연을 표현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해 왔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건 간에, 배경을 표현한 위에 두꺼운 반투명의 막을 
만들어 그 위에 다시 인물이나 인공적인 사물들을 그려 올리는 식
의 방식을 사용하여 배경의 자연공간과 인물(인공물)사이에 질감의 
차이를 통하여 거리를 형성하려 하였던 점이 현재 작업방식과 같다. 
  유화로 배경을 그리고 말린 후 그 위에 유화용 속건제를 두껍게 
바르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배경의 화면이 뿌옇게 변하면서 

32) 하랄드 브램, 『색의 힘』, p.147

33) 간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81,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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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걸어가는 사람, 2007, 
130x130cm, 캔버스 위에 유채 

[그림 20]무제, 2006, 53x45.5cm,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이후에 사실적으로 재현된 인물의 모습과 비를 이루었다. [그림
21]
  또, [그림 20]에서는 어두운 배경 위에 아크릴용 글로스미디엄
(acrylic gloss medium)으로 산의 형상을 그리고 그 위에 유화로 
인물을 그려 재료상의 강한 비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재료 
실험을 하면서 인물과 배경을 표현하는데 있어 각각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재료를 찾으려 애썼다. 이런 과정에서 건
성과 유성의 비, 색채의 비, 표현방식의 비 등 큰 차이를 가
진 재료로서 유화와 목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 이 두 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레이어도 만들게 되었다. 
  목탄으로 캔버스 위에 드로잉하기 위해서는 모래가루 같은 거친 
질료가 포함된 미디엄을 캔버스 천 표면에 입히는데, 이 과정에서 
요철이 있는 거친 화면이 만들어 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 위에 
앞에 말한 자연 이미지를 그려나가게 되는데 부분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워서 검은 화면을 만들게 된다. 이후에 정착액 스프레이를 
뿌려 유동적인 목탄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은 아직 안
정적이지 못하여 유화 물감을 올리기에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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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액이 마른 후에 화면에 바니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바니시로 
사용하는 것은 유화용 속건제, 글로스 바니시(gloss varnish), 매트 
바니시(matt varnish), 새틴 바니시(satin varnish) 등이다. 바니시 
처리 후에는 화면이 매우 견고하게 고정되고, 균일하고 매끄러운 화
면이 형성되어 유채로 인물을 그려 넣기에 안정적이다. 
  이처럼 본인의 작업에서는 처음 목탄용 미디엄으로 캔버스 위에 
밑처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니시처리를 하기까지의 자연부분
을 그리는 과정이 하나의 독립되고 완결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완성된 배경 화면에 따라 적절한 위치를 정하고 유화재료를 사용하
여 인물이나 인공물들을 그려 넣는 것이다. 유화용 속건제를 바니시
로 사용한 초기 작업에서는 화면 위에 뿌옇거나 광택이 있는 두꺼
운 막을 형성하여 매우 견고한 화면이 만들어지면서 배경과 인물의 
분리가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최근 작업에 와서는 새틴 
바니시나 리터칭 바니시(retouching varnish)를 사용하여 아주 얇고 
거의 광택이 없는 채로 화면이 고정되면서 목탄의 어두운 질감이 
그 로 남아있게 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레이어의 변화도 
주제에서 인물과 자연의 비를 약화시키면서 나타나게 된 변화의 
한 가지이다. 

3. 화면의 크기, 구도, 형태

본인은 자연을 표현할 때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느낌, 두려움, 공포
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면의 크기에 하여 고심한다. 현
실감을 주기 위하여 작품이 최소한의 규모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작품은 제작을 피하는 편이다. 본인은 정사
각형 화면을 즐겨 사용하는데 똑같은 사이즈의 작품을 두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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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페인트칠 하는 사람들, 2010, 
130x13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23] 페인트칠 하는 사람들, 2010, 
130x130cm, 캔버스위에 목탄과 유채

붙여 시야를 확 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작품의 사이즈가 커질 때 
우리의 시야가 작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작품에 더욱 몰입되고 현
실감을 얻게 되는 것 같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캔버스를 이어 붙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낼 때 한 쪽 화면에만 인물을 배치하고 나머
지 하나의 캔버스에는 자연의 공간만 표현하기도 한다. 이같이 한 
화면은 오로지 자연의 공간으로만 표현함으로써 화면의 공간이 실
제로는 인물이 존재함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주적 공간으로서 그곳
에 영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작품 제작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은 화면의 구
도이다. 작품 안의 상황과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배경과 인물을 처
음부터 함께 있던 상태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의 구도가 작품이 주는 느
낌을 결정할 뿐 아니라 주제 표현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화면
상의 구도는 작품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양상으로 변화해 왔다. 처
음에 인물과 배경을 철저히 분리시킬 때에는 인물이 화면의 한 쪽
에 소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인물



52

과 배경이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각
자 존재하기 때문에 인물이 들어가기에 가장 안정적인 위치가 어디
인지를 파악하고 인물을 그려 넣었다. 그러나 이후에 인물들이 자연 
위에 노동행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 시키고 인공의 공
간을 만들어내면서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하고 화면 안에 훨씬 
넓고 큰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림 22], 
[그림 23] 이후 작품들에서 인물과 배경의 비가 약화되면서 인물
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고 캔버스의 크기는 확 되었다. 이 작품들에
서 인물은 배경에서 눈에 띄거나 초현실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재미있는 배치가 아니라 자연 공간의 실제 스케일에 맞추고 공간의 
상황에 맞는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본인은 정방형의 캔버스를 주로 사용한다. 인간의 시야는 약 
180° 정도이며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캔버스를 마주할 때 우리의 
눈이 평소에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여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정방형은 어떠한 방향성도 없으며, 캔버스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시야 안에서 캔버스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정방형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에 집중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다.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정사각형의 화면을 제시함으
로써 작품 안의 현실을 낯설고 새로운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자 하
였다. 또한 본인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 것은 자연의 아주 작은 일
부분이다. 가로 세로 양방향으로 확장되고자 하는 정방형 그림의 성
질이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일부분으로서의 자연을 크게 확
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정방형의 캔버스를 주로 사용한 
것이다. 



53

VI. 결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왔지만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 유한
적인 운명에 하여 갖게 되는 인생 전체에 한 고뇌나 한계의식
에 하여는 자연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 자연은 그 자체로 
순환과 반복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하나의 아이
덴티티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삶은 일회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볼 때 자신의 한계와 삶의 유한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본인은 삶에서 자연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 특
히 이 같은 유한성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모티브로 하여 작업을 진
행해왔다. 자연과 인간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유한성을 드러
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풍경화의 형식으로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자
연의 배경 위에 여러 가지 동작의 인물들을 병치시켜 작품마다 서
로 다른 스토리를 갖게 하였다. 
  자연을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게 끊임없이 죽음을 인식시키는 절 적 존재로서 바라보았기 때문
에 작품 안에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은 어둡고 차갑고 공포감마저 
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자연과 뚜렷한 비효과를 주도록 인물은 
화려한 원색의 색채로 표현하려 배치하였다. 색채의 비, 표현 방
식의 비, 의미상의 비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사용하
여 비효과를 극 화하려 한 결과 본인의 작품 안에는 뚜렷한 이
분법적 구도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려내는 풍경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풍경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풍경으로 탄생한다. 
  이러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인물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관계에 따
라 몇 가지 단계로 변화를 읽어 볼 수 있었다. 서로 극명하게 비
되며 매개물이 없이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던 자연과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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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를 통하여 화면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호작용하게 
되었다가, 이후에는 서로 통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화면 안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갈등하며 긴장감을 만들어 내다가 하나의 조화
로운 풍경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서의 변화는 본인이 이러한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심적인 태도가 작품을 진행해가면서 서서히 변화해왔기 때문
일 것이다. 자연이란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풍우를 쏟아낼 수 있는 
장마철의 하늘처럼 예측불허의 인생을 그 로 변해주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은 참으로 미약한 것이라고 느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
기 위하여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
닫게 된 것 같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순간적인 각성이 아니라 수
년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가면서 화면 안에서 먼저 드러
났다. 작품 안에서 인물과 자연을 서로 분리시키고, 립하고, 갈등
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게 되었고, 일하
는 사람들이 화면 안의 공간과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흥미 있게 
다루게 되었다. 또 화면 안에 사람들이 페인트칠 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과 조형적 구성에 집중하던 중에 ‘그리는 행위’와 ‘노동’
을 연결시켜 보기도 하였다. 이후에 자연배경을 목탄으로 그리는 방
법에서 정확한 재현적 소묘보다는 자유로운 드로잉적 표현에 집중
하여 보다 감정적이고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
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배경과 인물이 서로 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화면을 그리게 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비슷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
서, 표현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지속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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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작품의 내용과 주제가 조금씩 변화해왔으며 아울러 본인의 
자연관과 인생관이 변화하는 것도 읽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주제의식이 변화하는 것을 단계별로 심
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스스로 본인의 생각과 의도를 상세하게 점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인물과 자연을 함께 그리는 풍
경화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풍경화가 어떻게 인간 삶의 모습을 비유
적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며 본인이 그리고 있는 풍경화
가 지닌 차별성과 의의에 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본인의 풍
경화는 인물과 자연을 완전히 다른 표현방식으로 서로 다른 층위에 
배치하여 상호충돌하게 하는 형식실험이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실험을 해나감에 있어 재료와 
형식의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시도를 통하여 인
간 삶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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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속의 여자, 2014, 65x65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2] 쉬고 있는 사람, 2008, 160 x 160cm, 캔버스 위에 목탄

과 유채
[그림 3] 이상한 곳으로 가다, 2008, 200x100cm, 캔버스 위에 목

탄과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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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름 낀 날, 2009,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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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목탄과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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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하는 사람, 2010,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10] 페인트칠 하는 사람, 2011,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

과 유채
[그림 11] 페인트칠 하는 사람, 2011,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

과 유채
[그림 12] 그리는 사람, 2011, 200x20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

채
[그림 13] 수영하는 사람, 2013, 100x200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14] 물속의 남자, 2014,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15] 내려오는 사람, 2014, 145x145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16] 내려다보는 사람, 2014 , 160x320cm, 캔버스 위에 목탄

과 유채
[그림 17] 바다를 바라보는 세 사람(부분), 2008, 130x260cm, 목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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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해수욕하는 사람들(부분), 2014, 145x145cm, 캔버스 위
에 목탄과 유채

[그림 19]흐린 날, 2010, 97x97cm, 캔버스 위에 목탄과 유채
[그림 20] 무제, 2006, 53x45.5cm,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그림 21] 걸어가는 사람, 2007 , 130x130cm, 캔버스 위에 유채
[그림 22] 페인트칠 하는 사람, 2010, 130x130cm, 캔버스 위에 목

탄과 유채
[그림 23] 페인트칠 하는 사람, 2010, 130x130cm, 캔버스 위에 목

탄과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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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pression of Human Finitude 
through Juxtaposition of Humans and Nature 

in Landscape Painting

Lee, Kyou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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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work starts from the fact that humans are finite, and will 
die someday. In the space of the universe, which seems that 
it would last forever like the sky, sea and clouds, the 
thoughts that only humans are destined to die and disappear 
after completing their short lives, and that such fate cannot 
be overcome through human effort made me feel pessimism 
and despair. Furthermore, I thought nature constantly 
suggested the weakness of human life to us just through its 
existence of repeated birth and death. For these reasons I 
believe I can reveal the essential aspects of human life by 
capturing the moments of contrast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expressing them in my work. Hence, I painted 
landscapes with nature scenes and humans juxtapose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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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picture-plane, and used various devices to show the 
contrasting effects between humans and nature. Contrast 
caused by differences in the materials used such as charcoal 
and oils, contrast made by monotone and color, contrast 
between the absolute and life symbolized by natural spaces 
such as sea, sky and land, and human limitedness 
represented characterized by death―all these devices are 
complexly interlinked to compose the picture-plane. Such 
dichotomous structure goes beyond simply placing nature 
and humans in contrast, and acts as a symbol of numerous 
confronting elements in human life, such as ideal and reality, 
spirit and material, eternity and moment. By placing various 
confronting elements in the picture-plane, I expect viewers to 
find a point of compromise between the two poles. So by 
producing extreme contrasting effects, which attracts viewers' 
attention and estranges them, I enable them to acquire new 
perspectives on the appearances of nature and humans, 
which previously seemed familiar. 

As I carried out my work in this method, I discovered that 
my work has changed gradually in terms of contents and 
expression. This particularly concerns the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the works. At first the human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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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ture were completely separated, as if they were cut 
out from photographs. The figures were passive and 
appeared as anonymous beings. Later, the human figures 
began to engage in labor activities, building, constructing or 
painting something over the natural spaces. The figures were 
producing something through active labor as they interacted 
with the natural background. Then, in later works further 
weakening of the contrast effects between the natural 
backgrounds and human figures could be witnessed. As the 
size of the figures became smaller and the background 
became larger, the figures began to become part of the 
space, rather than clearly standing out from it, thus creating 
a more comfortable picture-plane. But despite such change 
in contents, my works maintained their overall dark and cold 
atmosphere, consistently revealing the gigantic and 
frightening power of nature. While nature is never expressed 
as a human-friendly or comfortable space, the works 
demonstrate that the difficulties must be overcome through 
the changed behavior the humans who live there. Thus, 
completely separating humans from nature to clearly reveal 
the limited human existence is the main characteristic that 
makes my work different from other landscape painting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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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art. Moreover, the works also talk about how
such weak human beings must work hard for survival, adapt
to nature to find peace, and each live their lives fully. To
express such themes more intensely, I plan to devote more
attention to depicting individuals' small narratives in my
work. This will be a new direction in which I will continue
my efforts to inquire on the essences of life through my art
work.

Key Words: human finitude, nature, juxtaposition, landscape,
contrast, alienation effect, experimental picture-plane, layers,
confronting structure, medium

Student Number: 2005-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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