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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억의 장(場)을 통해 형성된 내러티브’가 주제인 연구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본문에서 다루는 작품의 제작 동기, 이론적 근거,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 목적은 연구대상의 회화적 구조를 형성 과정부
터 분석하여 향후 작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있다.
‘기억’이라는 장치가 자극하는 감각의 세계는 나에게 늘 실재보다 생생
하다. 기억은 나에게 실재와 내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며 중개자인
셈이다. 그러므로 기억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나를 이루는 것과
그것들의 외적 관계를 집합적으로 표출하는 중추적 행위라 할 수 있겠
다.
떠올려진 기억은 현재 나의 욕망과 관심을 기반으로 연상된 다른 기억
들을 함께 이끌어 내어 기억이 가진 이미지와 의미로 파편화되며 ‘기억
의 장’을 형성한다. 나에게 자주 떠올려지는 기억은 강한 정서적 사건의
기억이 대부분이다. 그 기억에 속한 감정의 원인을 사유하다 보면 자연
스럽게 또 다른 기억이 연상되며 인식 범위가 기억의 장을 이루어 나가
게 된다. 기억의 장을 탐색하는 과정은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기억 속의 나’와 ‘그곳을 바라보는 현재의 나’로 분리시키고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의미를 가시화한다. 삶의 어떤 보편적인 의미 같은 것
말이다. 연상이 기억의 장 안에서 일련의 기억을 묶어주는 가느다란 고
리라면 보편적 의미는 그 고리를 강화해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기억의 장을 통해 형성된 내러티브는 다시 파편적인 이미지로 화면에
옮겨진다. 나의 기억에는 강렬함을 지닌 찰나의 이미지, 정서적 각성으
로 보존된 특별한 이미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명확하게 남아있는 이
미지들이 존재한다. 기억의 이미지가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 파편적인 이미지는 시공간이 혼
재된 비논리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논리적 해석과 이성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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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는 낯선 내러티브를 만들어 단조로운 기억의 재현을 극복하게
한다.
나의 표현방법은 먹, 목탄가루, 흑연가루를 아교와 카세인을 사용하여
누적시키는 방식이다. 초기에 사용했던 적묵법에서 출발한 누적 방식은
먹의 입자적 특성을 확장한 재료의 연구로 이어졌다. 먹 입자와 마찬가
지로 불수용성인 목탄과 흑연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혼용함에 따라 적묵
과는 다른 독특한 질감의 표피를 얻을 수 있었다. 목탄가루는 먹 입자보
다 크기가 굵고 가벼워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효과에 유리하며 부드럽고
두터운 느낌을 준다. 작업에 사용되는 목탄과 흑연은 가루의 형태라서
스스로 고착될 수 없고 접착제를 필요로 한다. 아교와 카세인은 서로 다
른 접착성분과 건조특성을 지니고 있어 누적된 표피에 각각 다른 질감과
광택의 정도를 보여 준다. 아교는 안료와 지지체의 접촉 부분에만 소량
으로 남는 특성상 고유한 안료의 물성과 색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카세인은 빠른 건조와 무광택 효과로 안료와 결합해 텁텁하고 건조한 느
낌이 된다. 기억 이미지는 누적되는 과정 중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선이
밀집된 부분에서 면이 형성된다. 재료가 고르게 누적된 균일한 표피는
선보다 면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고 재료의 특성이 부각된다. 곱고 균
일한 화면은 목탄가루가 더해진 먹색의 깊이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이
미지의 형상에 시각적 긴장감을 부여한다. 화면에 형성되는 내러티브의
대상은 일정 부분 면으로 묶여 형태가 은폐되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
간이 된다. 가려진 이미지는 감상자에게 내러티브의 자의적 해석을 발생
시킨다. 나의 기억에서 도출된 내러티브는 그 안에 담긴 보편적 의미로
인해 타자의 개입을 유연하게 하고 받아들인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기억의 장에서 만들어낸 내러티브가 누적이
라는 표현기법을 통해 화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었다. 내 작업은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기억에서 나 자신을 대면하는
과정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의 나는 과거의 기억에서 매번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나의 작업은 새로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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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화면을 통해 질료와 밀접한 관계를 이
루어 회화적 구조를 만드는 총체적인 행위이다. 기억의 장을 통해 도출
한 내러티브가 어떻게 미술적 언어로 화면에서 표현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타자의 소통에 대한 접근을 타진하게
된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주요어 : 기억의 장, 정서, 내러티브, 현재성, 먹의 입자, 누적
학

번 : 2007-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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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모든 삶은 목격되고 기록된다. 우리는 이 방대한 누적을 기억이라 부
른다. 이렇게 쌓여진 기억은 시간과 함께 단순한 ‘기록 파일’의 의미를
넘어선다. 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두루 영향을 끼치는 기억의 축척
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관념의 저수지로 진화하여 우리의 삶
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경험이라는 소스가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은 그의
저서 『물질과 기억』에서 “우리의 지각은 물론 기억에 물들어있으며,… 지
각과 기억이라는 이 두 작용들은 따라서 항상 서로 침투하며, 일종의 삼
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것들의 실질들 중 어떤 것을 항상 교환한다.”라고
서술했다.1) 우리의 지각표상은 대부분 물질과 정신의 교차점에 위치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감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빛의 속도로 열리고 닫히는 수십억 개의 기억의 파일들
과 각각의 기억에 매달린 초미립자보다 빼곡한 감정과 이미지의 부산물
들은 서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덕분에 우리는 현재 마치 지금 태어
난 것처럼 생소하지 않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 파일을 넘어선 기억은 나에게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가령 내 앞에 놓인 사과 하나를 보자. 내게 저 사과 한 알은 입이 텁텁
하던 어느 날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 특유의 차가운 껍질, 아삭한 속살에
서 흘러나오던 새콤달콤한 과즙의 즐거움이 되살아나면서 사과의 본질에
대한 기억이 내 감각을 통해 인식될 때 그 실체를 갖는다. 기억은 나에
게 실재(實在)와 내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며 모든 관계의 중개자이
다. 따라서 기억을 다루는 것은 나를 이루는 요소와 나와 연결된 세계를
1) 김재희, 『물질과 기억 : 반복과 차이의 운동』, 파주:살림, 2008,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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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데 중추적인 행위이다.
기억은 그 안에 감각, 사건, 감정, 의미, 맥락, 단상을 아울러 보존한
다. 각각의 기억들은 시간순으로 누적되어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서로
다른 거리에 놓여 있지만 내가 그 기억을 떠올릴 때는 물리적인 시간의
거리를 벗어나 마치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인식
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시간, 다른 크기의 기억의 조각들은 한 화면에서
자유롭게 나열되거나 중첩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자극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떠오른 기억은 당시 나의 욕망을 바탕
으로 과거 상황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기억들을 함께 이끌어 내는데 이
렇게 열려진 기억들은 각각이 고유하게 지녔던 이미지와 의미들이 더 잘
게 파편화되기도 하고 혼합되거나 새롭게 융합되어 ‘기억의 장’을 만들
어 낸다. 기억의 장은 ‘과거 기억의 주체로서의 나’와 ‘각각의 기억을 바
라보는 지금의 나’의 두 시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한다. 그로
인해 당시에는 미처 알 수 없었던 맥락이나 사건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
으며 삶의 보편성에 관해 객관적, 주관적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처
럼 기억의 장이 발견해 내는 새로운 의미와 내용은 작업의 내러티브를
이끄는 주제가 되고 개별적인 기억들을 하나로 묶으며 작업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의 근간이 되는 기억의 장과 보편적 의미가 발견되
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내러티브가 조형언어를 거
쳐 회화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기억의 장을 정의하고 그 특징에 관해 서술하려 한다. 과
거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이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억은 과거에
천착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성의 반영이자 재구성이라는 것을 고
찰할 것이다. 기억의 장을 이루는 중심적인 기억이 어떤 것인지 인지심
리학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정서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그리고 기억의 장과 그 조합들을 탐색하여 발견되는 보편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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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의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기억의 장을 통해 만들어진 내러티브를 조형 언어로 화면
에 옮기는 과정을 논의한다. 기억에서 보편적 의미가 만들어내는 내러티
브의 구조를 확인하고, 내러티브를 표현하기 위해 포착된 기억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조형 언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Ⅳ장에서는 작업에서 활용하는 재료와 표현 기법 및 조형적 특징에 관
해 설명할 것이다. 적묵에서 출발한 누적 방식을 표현 기법으로 선택한
의도와 먹을 입자로 해석하여 먹과 혼용하고 있는 목탄, 흑연의 특징을
분석하겠다. 또한, 가루 상태인 목탄과 흑연을 화면에 고착시키는데 용
이한 접착제로 아교와 카세인의 성분과 건조특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안
료를 누적시킨 화면에 나타난 효과의 특징과 조형성을 논의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의 의의
를 살펴보고 작업이 지속될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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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억의 장(場)

1. ‘기억의 장’의 정의

나의 작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기억의
장(場)’이라는 임의의 개념이다. 내가 기억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기
억의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발견한 의미를 통해
기억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회화적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는 기억을 탐색하는 것인데 탐색과정에서 필
요한 일종의 범주이자 바탕을 기억의 장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場’이라
는 것은 기억의 이미지가 떠다니는 심상의 내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서 작업의 근원적 동기가 되는 기억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1) 연상으로 형성되는 범주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1871-1922)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
아서』에는 수많은 기억의 단상이 묘사되어있다. 소설 속에서 어머니가
준 마들렌의 맛이 과거의 레오니 고모가 주인공에게 주었던 마들렌의 기
억을 떠올리게 하고 곧이어 고모의 방이 있는 가옥에서 출발해 콩브레의
거리 풍경까지도 끌어낸다.

그런데 레오니 고모가 나에게 준, 보리수 꽃을 달인 더운 물에
담근 한 조각 마들렌의 맛임을 깨닫자 … 고모의 방이 있는 회색
의 엣 가옥이 극의 무대장치처럼 나타나, 이 원채 뒤에 나의 양
친을 위해 뜰을 향해 지어진 작은 별채와 결부되었다 … 그리고
이 회색의 가옥과 더불어, 마을, 점심 전에 심부름을 가곤 했던
한 광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떠한 날씨에도 내가 쏘다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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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 날씨가 좋을 때만 다 같이 걸어간 길들이 나타났다. … 비
본 내[川]의 수련화 마을의 선량한 사람들과 그들의 조촐한 집
들과 성당과 온 콩브레와 그 근방, 그러한 모든 것이 형태를 갖
추고 뿌리를 내려, 마을과 정원과 더불어 나의 찻잔에서 나왔
다.2)

여기서 보이는 각각의 공간들은 앞선 기억에 따라 꼬리를 물고 떠오르
는 단상들이다. 이 단상들이 서로 결합해 콩브레라는 공간의 기억이 된
다. 그 안에는 회색의 가옥, 조촐한 집과 같은 이미지의 조각과 더불어
심부름을 가곤 했던 경험, 아침부터 저녁까지 쏘다닌 나와 같은 그 밖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모가 준 마들렌에서
고모의 방으로 이어지는 기억의 연상 작용이다. 마들렌의 맛이 무작정
콩브레의 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고모’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연상
의 고리가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들렌의 기억
(맛이 아닌)이 고모라는 단서를 통해 콩브레 거리의 기억을 불러내는 힘
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억의 장면은 종종 그 안
에 포함된 대상이나 의미에서 다른 기억이 연결되어 떠오르게 한다. ‘기
억의 장’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기억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게 ‘나의 기억 안에서 여러 요소의 조각이 연상을 통해 결
합되고 확대되면서 만들어지는 범주’이다.

2) 기억의 장을 구성하는 요소
기억의 장이 흥미로운 점은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것과 저것을 떠올린다고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정해진 연산의 법
칙에 따라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이 어느 기억을 환기
함으로부터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살아온 과
2) 마르셀 프루스트, 김창석 옮김, 『한권으로 읽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서울:국일
미디어, 200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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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시간의 총체(과거일반)에 기억(souvenir)이 잠재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적절한 태도를 채택하여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면
구름처럼 나타나 점차 응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3) 이는 기
억이 완결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점에 초점을 맞추
듯 주의가 집중되면 비로소 심상에서 이미지로 현실화하여 나타나는 것
을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장은 기억을 상기함으로 인해 나타
난 조각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기억의 장의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주
제가 되는 기억(이후 주제 기억으로 약칭)에서 상기된 조각들’과 그를
중심으로 ‘연상된 기억에서 상기된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다.

3) 유동성을 지닌 기억의 장
기억은 입력과 출력에서 모두 기억하는 주체가 사고하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정보가 기억으로 입력되는 당시에나 상기를 통해 기억을
꺼내는 순간에 모두 이미 사고와 판단을 지닌 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
다. 독일의 생물학자 세몬(R. Semon)은 새로운 정보가 부호화와 저장
과정을 거칠 당시 개인의 사고, 심상, 기억의 활동이 포함되므로, 기억은
현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4) 현대
인지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 저장에서 인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가 기존 지식에 의해 이해, 변형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포
함된 것을 기억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은 세상의 정보와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적극적 정보처리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은 정보
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다.5)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소설과 같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3)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서울:그린비,
2006, p.204.
4) 최경숙, 『기억연구 : 아동의 구성기억』,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pp.11-12.
5) 김정기, 「수면과 기억의 심리학」, 이진우 외, 『호모 메모리스』, 서울:책세상, 2014,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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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간의 심리는 타인에게 기억을 이야기할 때 현재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준 경험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정체감을 분명히 드러
내는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의 정체성과 일관되지 않
은 요소들은 생략하거나 왜곡하여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억은 마
치 잘 쓰인 한편의 자서전과 같이 일관성 있는 테마, 모티브, 줄거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왜곡, 재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
피츠제럴드(J.M. Fitzgerald)는 이런 기억들에는 대부분 화자가 기억을
더 조리 있게 만들거나, 덜 조리 있게 만들려 한다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6) 기억은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기억하
는 사람의 태도와 욕구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장이
라는 범주는 나의 욕망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다.

2. 기억의 현재성

기억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체의 활동이자 정신적 활동이기도 하다. 베
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서 물질과 정신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을 설명하고 있다. 베르그송에게 기
억이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닌 과거 전체를 보존했다가 현재의 순간으로
연장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신의 운동7)으로, 이러한 관점에는 지속
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지속은 끊임없이 과거의 것을 정신 속에 보전
하여 현재로 연장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개방하게 한다.8) 그의
표현에 의하면 기억에 있어서 물질은 과거와 현재를 종합하는 수축력이
6) 다우어 드라이스마, 김승욱 옮김,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서울:에코
리브르, 2005, p.288.
7) 김재희, 앞의 책, p.103.
8) 위의 책,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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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여 거의 동일적인 반복에 그치게 한다면, 정신은 잠재적인 심층에
축적한 과거를 다양한 수준에서 현재 속에 연장하여 자기만의 것으로 차
별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9)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결합 목적은 직관을 통해 드러나는데 실재적 직관의 역할은 기억을 부르
고 기억을 형상화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억을 현실화시킨다는 이야기이다. 기억을 현실화하는 것은 과거의 기
억들을 물질로부터 빌려 온 이미지들과 뒤섞으면서 현재의 의미로 되살
려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억이 소환되어 현
실화된 시점이 매 순간 빠르게 지나가는 현재라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
와 미래가 구분되는 경계선에 위치한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 한 현재는
언제나 생성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지속되는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의 나는 곧 과거의 내가 되며, 미래의 나는 곧 현재의 내가 된다.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기억의 장은 ‘현재의 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며, ‘현재의 회상’을 통해 그 범위가 정해진다. 또한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나와 기억의 장을 바라보는 현재의 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주제 기억에서 기억의 장이 형성되는 것과 기억 이미지를 탐색하
는 것은 거의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탐색에서 연상으로, 다시
연상에서 탐색이 이어지는 동안 현재의 나는 기억의 장 밖에서 안에 있
는 과거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기억의 장은 나에
게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에서 벗어나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의식적인
시간 지평을 열어준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인
간은 ‘시간성’으로 존재하며, 시간성이란 있어오면서(과거), 마주하면서
(현재), 다가감(미래)이다.”라고 했다. 즉 현재는 기억을 상기함으로써
과거에서부터 지속하여 온 나를 존재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억의 장을
탐색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지금의 나를 대
면하는 것이다.
9) 위의 책, pp.143-145.
10) 홍경실, 『베르그손의 철학』, 고양:인간사랑, 200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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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적 사건 중심의 기억
기억의 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 기억은 개인적인 삶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관한 일화기억11)으로 이러한 기억들을 자전적 기억
(autobiographical memory)이라 한다. 자전적 기억에 대해서 학자들은
각자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기억 심리학자 털빙(E. Tulving)은 자
전적 기억을 과거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기억이라
고 정의하였고, 콘웨이(M.A. Conway)와 루빈(D.C. Rubin)은 개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기억을 자전적 기억이라 하였다. 즉, 자전적 기억이란
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뜻한다. 자
전적 기억은 경험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개인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역
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포함한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
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과 관계한 개인적인 기억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일대
기는 자전적 기억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다.
자전적 기억의 위계적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차원은 시간이며, 세
부적으로는 주제를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12) 기억의 장에서는 강한 정
서를 주제로 한 기억이 지표가 되어 시간의 색인과 상관없이 그 정서적
기억과 관련된 조각들이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억을 탐색하는 과
정에서 유년시절, 학창시절 등과 같은 인생기간이 효율적인 단서가 되지
만 나의 경우는 정서가 기억 인출의 중요한 단서이다. 정서적 사건은 삶
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각인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기억의 부호화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기억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부호화(encoding),

저장

11) 일화기억은 개인의 경험, 즉 자전적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
소, 상황 등의 맥락을 함께 포함한다. 인지심리학에서 장기기억을 다양한 종류로 구
분하는데 일화기억은 그 중 대표적인 분류인 외현기억에 해당한다.
12)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서울:학지사, 2003,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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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인출(retrieval)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 부호화는 감각
기관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인간의 마음이 읽을 수 있는 부호(code)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13) 정서적 사건들은 부호화 시 중립적인 사
건들보다 더 많은 정교화14) 과정을 거친다.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보다 정서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사건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식의 정교화된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15)
그러므로 정교화된 부호화가 이루어진 정서적 사건은 장기기억으로 쉽게
남을 수 있다.

심리학자 린턴(M. Linton)은 강한 정서를 유발한 사건이 후에 일어난
사건의 전환점이나 시발점이 되는 의미가 있다면 두드러진 기억으로 존
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6)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이와 같이
두드러진 자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하였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
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회고 절정
(reminiscence bump)현상이라고 한다.17) 이와 관련하여 피츠제럴드는
초기 성인기의 경험이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교
화된 부호화가 잘 일어나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고 해석한다.18) 잔사리
(A. Jansari)와 파킨(A.J. Parkin)은 회고 절정현상 속에 포함된 많은 기
억들이 다양한 종류의 첫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19) 어린 시
절에 경험했던 사건들의 많은 부분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과 처음
느끼는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건들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개
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되고 새로운 경험이라는 그 자체가 강렬한
13) 김정희 외, 『심리학의 이해』, 서울:학지사, 1993, p120.
14) 정교화 과정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내용을 첨가
하여 살을 붙이고, 가다듬고, 관련 내용을 의미 있게 조직화하는 등의 과정 일체를
가리킨다.
15) 이정모 외, 앞의 책, p.236.
16) 위의 책, p.443.
17) “회고절정현상”, 곽호안 외,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서울:시그마프레스, 2008
18) 이정모 외, 앞의 책, p.244.
19) 다우어 드라이스마, 앞의 책,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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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동반한다. 기억의 장을 만드는 주제 기억 또한 어린 시절부터 20
대 초반의 기억들이 대부분이다. 그 시기 기억 속의 강렬한 정서는 나에
게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으며 나의 존재를 이루는 고유한 요소이기도
하다.

4. ‘기억의 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의미
정서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는 과정은 내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회상할 수 있는 기억에 속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생각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감정이 생겨난 원인을 사유함에 따라 다른
기억이 연상되며 인식 범위가 자연스럽게 기억의 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
었다.
주제 기억에서 감정의 원인에 생각이 옮겨지면 당시의 상황이 만들어
진 맥락과 연관된 다른 기억들이 떠오른다. 나에게 강렬하게 남은 어린
시절의 기억 중 하나는 비좁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깨어난 순간 슬픔이
몰려왔던 장면이다. 그 슬픔과 함께 빠르게 지나가는 차창 밖의 풍경,
먼지가 얇게 쌓여있는 자동차 좌석의 짙은 회색빛 인조가죽 등받이가 기
억에서 솟아오른다. 10살 무렵,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전날 또래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서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에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날을 기약했던 흔한 약속이었다. 당연히 올 것
으로 생각했던 행복한 내일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 이른 새
벽 아버지는 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잠든 나를 그대로 차에 실
으셨던 것이다. 잠에서 깨어 내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
고 친구들과 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이없게 맞닥뜨린 슬픔
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슬픔의 기억은 나의 계획이 아버지에 의해 무
산된 순간의 장면이지만 기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차창 밖의 풍경,
놀이터의 모래 냄새, 친구들과 구슬치기하는 장면, 만족해하시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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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정, 가족여행 장소였던 어느 산속의 계곡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기
억들은 차 뒷좌석에서 느낀 슬픔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 기억의 장을 형
성한다. 현재의 나는 그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의 여러 가지 표
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아버지는 내가 친구들과 내일을 기약할 때 단란한 가족여행을
계획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가장으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기에 당연히 나의 동의 없이 여행계획을 진행하신
것이다. 원망스러웠던 감정에서 빗겨나 당시를 돌아보면 만약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다고 해도 가족의 즐거움이 먼저이므로 불만을 말하지 못했
을 것이다. 우선순위에 의해 어긋난 계획일 뿐이지 딱히 누군가의 잘못
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현재의 나에게도 비일비재하다.
지금의 나 또한 세상사나 인간관계에서 서로 소망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느낀 슬픔’이 만들어낸 기억의 장에
서는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의 대립’, ‘힘의 논리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나는 꿈들’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기억에 담겨있는 정서는 기억의 장을 이루는 연상의 단서가 되어 기억
속에 자리매김한 장면의 의미를 추적한다. 현재의 나는 기억과 기억을
연결하는 맥락을 읽을 수 있으며 기억의 이면에 숨어있던 내용과 기억의
장에 표상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의미는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보편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발견한 보편적 의미는 기억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의 장 안에서 연상이 주제 기억과 연관된 일련의 기억을 이어
주는 약한 고리라면 보편적 의미는 그 고리를 강화시킨다. 기억의 장에
포함된 여러 개의 기억이 보편적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
성하여 작업의 뼈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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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억 이미지로 재구성된 내러티브

1. 보편적 의미가 만드는 내러티브
기억의 장은 나 자신의 기억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인식 범위를
넓힌 결과물이며 내러티브를 만드는 근본적 바탕이다. 자전적 기억은 각
각의 개별적인 이야기이지만 기억의 장에서 발견된 보편적 의미를 중심
으로 상관관계를 이루어 연결된다. 기억의 장에서 나타나는 서사를 단순
히 이야기(story)로 정의하지 않고 내러티브(narrative)로 규정하는 이
유는 ‘유의미(有意味)’를 지니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각 학문, 예술 영
역에서 문맥에 따라 쓰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심리학자 폴킹혼
(D.E. Polkinghorme)의 설명에 따르면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조직화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에 비추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이다.20) 따라서 기억의 장은 보편적 의미
로 인해 내러티브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내러티브의 구성은 사건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인식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험의 기술이 아니라 의미의 해석 작업이기
도 하다.21) 기억은 파편화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단편적일 뿐이
지만 기억의 장 안에서 모이고 나열되면서 보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다. 기억의 장에 속하는 복수의 기억은 보편적 의미가 발견됨에 따라 하
나의 내러티브로 묶인다. 앞서 서술한 ‘자동차 뒷좌석에서 느낀 슬픔’의
기억은 ‘소망하는 것들의 대립’이라는 보편적인 의미에 의해 ‘놀이터의
기억’과 ‘가족여행의 기억’과 결합한다. 즉 일련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기
20) 박민정,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
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4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6, p.34.
21) 위의 글,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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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의 장을 통해 유의미하게 결합하여 내러티브로 조직되는 것이다.
기억의 장에서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시작-전개-결말과 같은 선형적
형식과 다르게 다수의 기억이 유기적으로 관계된 비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같은
부력의 물체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과거라는) 물속에 던질 때 먼저
던져진 물체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22)고 말했듯이 기억은 시간 순차
대로 떠오르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히려 분명하게 남은 기억들이 시간
차이 없이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 뒷좌
석’의 장면을 중심으로 전후의 장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직선 상에
있지 않고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내러티브가 된다. 이런 비선형적 내
러티브는 조형언어로 변환되어 화면에 옮겨진다. 실제로 기억의 장을 통
해 만들어진 내러티브가 작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15살 때, 미국의 캠프장에서 혼자 모닥불을 피우며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캠프장에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하고 울창한 숲이 있었
다. 그 숲은 낮에도 혼자 돌아다니기에 두려움이 느껴지던 공간이었다.
어두운 밤 숲의 안쪽 깊은 장소로 들어가 혼자 모닥불을 피웠다. 조용히
의식을 치르듯 장작을 모으고 불을 피우는 순간 모닥불 주변은 따뜻하고
아늑해졌다. 어둡고 음산했던 숲에 조그마한 빛으로 둘러싸인 나만의 공
간이 생겼다는 두근거리는 감정은 동이 트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
도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모닥불을 피운다는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
은 처음 경험하는 흥분감을 느끼게 했고 직접 불을 피워 만들어진 빛의
공간이 주는 뿌듯함은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행복과 성취감의 기억 중 하나는 고등학교에서의 첫 소묘 실기수업의
기억이다. 고대하던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

22) Maurice Halbwachs, Les cadres sociaux de la mémoire, édition Albin Michel,
Paris, 1994, p.90. 이경률, 「현대미술에 나타난 흐린 사진영상과 기억적 재현 : 기억
미술과 사진」,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14집, 2000, p.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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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으로 흥분되었던 첫 실기수업은 그 성취감과 행복감으로 인해
기억에 남아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일찌감치 실기실
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석고상과 이젤이 늘어선 벽과 먼저 앉아있던 친
구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캠프장에서 혼자 모닥불을 피
운 기억은 행복과 성취감으로 연상된 실기실의 기억을 포함한 기억의 장
을 이루게 된다. 이 기억의 장은 ‘성취감에 따른 행복’이라는 의미로 인
해 모닥불과 실기실의 이야기가 연결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작품 5】 <Campfire>에는 모닥불에서 만들어진 기억의 장에서 포착
한 두 기억의 이미지들이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 캠프장의 기억과 실기
실의 기억은 인과관계가 아닌 동일한 정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진 내러티
브의 구조이다. 여기서는 공간이 성취감을 느끼게 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두 장소에 관련한 기억 이미지를 병치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인물은 나 자신으로 주위에는 당시의 기억 속에 있는 실기실의
풍경과 숲의 나무가 둘러싸고 있다. 나의 행복을 둘러싼 두 기억의 공간
이 중첩되어 있고 기억에 남아있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공간을 구성한
다. 이 이미지들은 내러티브를 시각적 언어로 옮기기 위해 기억 속의 이
미지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내러티브는 서사에서 특정 사건을 선별한
다. 무엇을 묘사할지 선택하는 행위는 내러티브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
다.23) 따라서 기억 이미지의 선별은 기억의 장에서 발견한 보편적 의미
의 시각적 내러티브화의 과정이다. 말과 글에서 단어로 묘사되는 내러티
브는 이미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시각적 내러티브를 묘사한다. 시각 이
미지에서 내러티브는 하나의 단절된 단위로 존립하여 의미를 실현하므로
기억 이미지들이 한 화면에 조합된 전체는 기억의 장을 단일한 시각적
내러티브로 만들어준다.

23) 폴 코블리, 유해준 옮김, 『내러티브』,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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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착된 기억 이미지
【작품 13】<Dancer>는 기억의 장면을 재현했던 작업 중 하나로 기억
에 남은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기억할 당시 그림의 댄서는 몇 분 동안
다양한 움직임으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몸을 살짝 뒤틀어 다리를 뻗으며
무게 중심을 옮기던 찰나의 아름다운 자세가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다.
기억의 장에는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준 찰나의 이미지가 포함되어있다.
그 이미지들은 당시의 강렬한 감정과 더불어 생생하게 기억 속에서 나타
난다.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의 숲 속의 광경, 슬픈 감정을 가졌던 자동차 속
의 모습은 그 풍경이 감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강렬
하게 남아있다. 강한 정서적 각성의 기억은 일상적인 기억 비해 세부사
항들이 명확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정확한 회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건을 접한 장소와 자신의 행동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
정, 그 사건을 전해 준 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독특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억을 심리학자인 브라운(R. Brown)
과 쿨릭(J. Kulik)은 섬광기억(flashbulb memories)이라고 명명했다. 두
사람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당
시의 주변 상황까지 자세히 기억해낸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
특수 기제가 사건의 전체 장면을 사진 찍듯이 기억에 보존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자세한 이야기들까지 기억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장했다.24) 섬광기억은 일상적인 기억에 비해 비교적 세부적이고 생생
하며 사건을 접한 장소와 자신의 행동 등의 정보와 자신의 감정, 그 사
건을 전해 준 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로버트 리빙스턴(Robert Livingston)은 “어떤 일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억에는 그 일의 의미와는 딱히

24) 다우어 드라이스마, 앞의 책,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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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는 면들까지도 포함된다. 뇌가 그 직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관한 기억을 인쇄해 두는 것이다. 그게 그 일의 핵심적인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라고 했다.25) 나에게 남아있는 강한 정
서적 사건은 섬광기억처럼 보존되어 있다. 그 기억 안에는 사건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사물이나 풍경의 이미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의 기억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찰나의
이미지, 강한 정서적 각성으로 인해 보존된 이미지와 더불어 특별한 이
유 없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기억 이미지가 존재한다. 만약 횡단보도의
신호등, 거리의 광고판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막연하게 추상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명확하고 개별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런 사소한 것의 모든 기억이 분명한 형태의 이미
지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기억을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원
동력이다. 기억의 장을 통해 구성된 비선형적 내러티브를 머릿속에 가득
한 기억 이미지로 화면에 그려내는 것이다.
【작품1】~【작품4】 <춤추는 사람들> 연작에는 춤, 대중목욕탕의 기억
이 결합하여 있다. 여기에는 세 분류의 기억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
다. <춤추는 사람들>의 주제 기억은 춤을 배웠던 때의 기억이다.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열중하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몸을 움직이는 나의
행위에 대한 몰입과 더불어 이성과 밀착된 상태로 호흡을 나누는 쾌감이
있었다. 춤을 추고 나서 모인 조촐한 뒤풀이 자리에서 사람들과 나눈 대
화는 춤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이성에 관
한 이야기로 흘러가기 마련이었다. 춤이 주는 즐거움의 중심에는 낯선
이성과의 접촉이 주는 즐거움이 자리 잡고 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언
급하지는 않았다. 은연중에 접촉에서 오는 섹슈얼한 긴장감에 대해 내비
치는 정도였고 이마저도 표현에 있어 조심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25) Livingston, R. B., Reinforcement, 1967. James L. McGaugh, 박소현, 김문수 옮김,
『기억과 감정』, 서울:시그마프레스, 2012, p.1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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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 관한 즐거움이 만들어낸 기억의 장은 춤을 추는 모습 이외에도
위에 설명한 술자리에서의 장면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가
느끼는 춤이 주는 즐거움의 본질은 ‘성적인 호기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적인 내용과 연관된 즐거움을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암
묵적인 금기에 관해 생각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억의 확장은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여탕에 갔었던 기억으로 이어진다. 대중목욕
탕이라는 공간은 처음으로 여체를 나와 다른 이성으로 인식한 공간이었
다. 춤에서 대중목욕탕까지 확장된 기억의 장에는 각각의 장면에 속한
기억 이미지들이 존재한다. 춤추는 인물 이미지는 강한 인상으로 남은
찰나의 이미지이고 나체의 인물은 처음 대중목욕탕에서 느낀 강한 정서
적 각성으로 남은 이미지이다. 대중목욕탕과 관련된 사물이나 공간 내부
의 이미지는 내가 과거에 봤던 것이 분명한 형태로 남은 독립적인 기억
이미지이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서로 결합하거나 재구성되어 내러티브를
묘사하고 있다.

3. 기억 이미지의 재구성
비선형적 내러티브는 화면으로 옮겨지면서 기억 이미지의 재구성을
요한다. 기억에서 포착된 파편적인 이미지를 시각적 조형 요소로 배치,
구성하여 내러티브를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기억 이미지를
재구성한 화면은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거나 명
확한 상태로 읽혀지기가 어렵지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된다. 이런
표현방식은 형식주의자인 빅토르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i, 1893
–1984)가 말한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로 설명할 수 있다. ‘낯설
게 하기’는 기억 이미지의 구성이 단조로운 재현에서 머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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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사람들> 연작에서는 춤이 주는 즐거움의 본질이 성적인 호
기심에 있다는 내용을 대중목욕탕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남녀의 시각적 내
러티브로 표현하고자 포착한 기억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의 재구성으로
조합하였다. 각각 다른 장면의 기억 이미지 조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
미지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시점으로 배치하여 조형적으로 내러티브를
묘사하고 있다. 예로 <춤추는 사람들>의 선상에 있는 드로잉【작품 7】
과 【작품 8】에는 춤추는 인물이 옷을 입은 채로 샤워기를 들고 있거나
부감 시점의 세신대와 정면 시점의 인물이 배치되어 있다.
연작의 각 작품들에 이미지의 결합을 공간과 인물로 다양하게 시도하
여 화면을 구성한다. 【작품 1】~【작품 4】에는 공통적으로 대중목욕탕이
라는 남녀가 함께 있을 법하지 않은 공간에서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을 표
현하고자 하였다. 드로잉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반된 기억 이미지를 결합
함과 동시에 공간성과 행위를 중점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각 작품마다
인물과 공간을 구성하는 이미지가 다르게 결합되거나 배치가 변화한다.
이는 기억을 회상하는 순간마다 그것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소설가 니콜
라스 마치르(Nicolaas Matsier, 1945-)는 기억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
는 요리사와 같다. 음식은 준비한 재료로 만들지만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26)

기억 이미지의 재구성은 각각이 본래의 기억에서 떨어져나와 한 화면
안에서 중첩, 혼합되는 비논리적인 결합이다. 이처럼 기억 안에서 발견
한 이미지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27)되며 현실과 이질적인 장면을
만든다. 데페이즈망을 통한 ‘낯설게 하기’는 주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의 작품에
26) 다우어 드라이스마, 권세훈 옮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장』, 서울:에코리브르,
2010, p.148.
27) 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여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현출시키는 기법이다.(“데페이즈망”, <두
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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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서로 관계없는 사물을 결합하거나 현실에서 불
가능한 상태로 사물을 배치해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결합의 화면을 연출
했다. 나의 작업에서도 이런 전위법을 통해 기억 이미지를 비논리적으로
배치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도판 1] René Magritte, <Time

[도판 2] René Magritte, <Hegel's

Transfixed>, 1938

Holiday>, 1958

데페이즈망을 통해 비논리적이고 낯선 풍경이 된 기억의 장면은 개인
적인 기억의 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러티브가 된다. 내러티브는 기본적
으로 재현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내
러티브가 재현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의 ‘의도적’ 접근법과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의미가 내러티브를 제작하는 사람의 조정
행위에 담겨있는 것은 의도적 접근, 내러티브의 재현 체계에 의해 의미
가 발생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보았다.28)

28) 폴 코블리, 앞의 책,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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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장에서 발견한 내러티브는 현재의 내가 맥락을 해석하고 기억
을 연상하는 조정 행위를 거치게 되므로 의도적 접근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낯설게 함으로 인해 내러티브가 작품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구성주의적 접근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삶에서 발견한 보편적 의
미를 기억 이미지로 조합하여 만들어 낸 생경한 장면은 자전적인 기록에
서 벗어나 보는 이에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읽힐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
는 그 가능성이 작품을 개인적인 기억과 분리시켜 독립적이고 단일한 개
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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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누적 방식의 표현 기법

기억의 장을 통해 만들어낸 내러티브를 화면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먹
과 목탄가루, 흑연가루를 아교와 카세인을 사용하여 누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작업의 초기에는 기억을 재현해 내거나 기억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묵법을 사용하였다. 적묵법이란 담묵에서 농묵으로
농도를 진하게 하여 수묵이 층을 이루게 만드는 먹의 사용법을 말하며
한 번의 수묵으로 효과를 내기보다는 먹을 수차례 누적시키는 방식을 통
해 두텁고 깊이 있는 표현의 효과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묵법을 사용한 화면에서 느껴지는 분명함은 먹빛의 강렬한 인상에서
오는 것으로 먹색의 맑기보다는 깊이와 무게감을 통해 대상의 형상과 더
불어 기운을 포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적묵법은 당시의 강렬
한 감정으로 인해 분명하게 떠올려지는 본인의 기억을 표현하기에 적합
한 방법이었다. 기억이 재현의 대상에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요소로
다뤄지면서 적묵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먹의 입자적
특성을 확장한 재료와 접착제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입자로 해석한 먹
화선지에 옅은 담묵의 선을 겹쳐서 긋는 경우 겹쳐 그어진 선 사이에
옅은 테두리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보이는 흔적은
그어진 선의 순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물이 먹의 입자보다 빠
르게 한지의 올을 타고 넓은 면적으로 번지게 되고, 이미 물이 번져 있
는 곳에는 모세관 현상이 생길 수 없어 먹의 입자를 포함한 물이 더 이
상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29) 먹 입자의 불수용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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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먹의 입자적 특성은 먹의 제조과정과 먹의 종
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먹은 소나무(송진), 기타 식물의 기름을 연소시켜 생긴 그을음을 아교
로 굳혀 만든 것으로 동양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이다. 먹을 구성하는 그을음을 제조하는 데 쓰인 재료와 제조방식에
따라 먹은 크게 송연묵(松煙墨)과 유연묵(油煙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송연묵은 소나무를 태워서 그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말하며 유연묵은 기
름을 태워서 생긴 그을음을 재료로 하여 만든 먹을 말한다.
송연묵과 유연묵은 먹의 색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먹의 색상은
먹 입자, 즉 그을음 입자의 성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송연묵
은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그을음 입자가 클수록 푸른빛이 강해진다. 고
운 입자만 있을 때에는 적색 계통으로, 조금 큰 입자가 섞이기 시작하면
차색(茶色)계통으로, 더 큰 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자감색(磁紺色)으
로, 그 구성의 대부분이 큰 입자일 때에는 청색(靑色) 계통의 색상을 보
인다. 현재 제조되고 있는 송연묵의 일종인 청묵은 적송을 직화로 태워
서 커다란 입자로 채연한 것으로 차색 계통 입자의 10배에서 100배의
크기의 그을음을 원료로 하고 있다. 유연묵의 경우에는 먹의 입자가 작
으며 적갈색을 띠고 있는데 먹 입자가 작을수록 갈색빛이 강해진다. 유
연의 경우에는 그을음에 그다지 고온이 가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고운 입자가 응집되어 적색에서 청색계통으로 변화해 간다
고 알려져 있다.30)
먹의 색상 차이는 적묵의 방식을 사용하여 먹을 누적시킨 화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색상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교반수 처리된 장지
위에 송연묵과 유연묵을 각각 30회 누적시켜 관찰해 보았다. 사용된 두
종류의 먹은 제조과정에서 쓰인 아교의 종류나 그 농도가 완전히 동일하

29) 정용국, 「필획을 통한 들판의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22.
30) 박영미, 「문방사보의 고찰- 먹의 제조와 용묵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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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정밀한 실험이 될 수는 없었지만, 매우 흐린 담묵을 사용하
여 아교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실험의 결과, 송연
묵을 누적시킨 표면은 전체적으로 약한 푸른빛을 띠었고 유연묵의 경우
는 전체적으로 갈색의 빛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연의
그을음은 입자가 곱고 순도가 고르기 때문에 미묘한 광택의 검정색을 띠
는 반면 송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성향
을 보였다.

송연묵

유연묵

[도판 3] 송연묵과 유연묵의 발색 비교

위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먹을 구성하고 있는 그을음 입자의
차이는 누적된 표피의 질감이나 색상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입자의 변화를 통해 적묵의 효과를 확장하고자 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먹 입자와 유사한 성분의 재료인 목탄과 흑연을 사
용하여 먹과 혼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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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탄과 흑연의 활용
먹 입자인 그을음의 입자 크기는 먹의 색과 누적시킨 표면의 광택에서
차이를 보인다. 입자의 크기가 화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먹과 동
일하게 불수용성이면서 먹 입자보다 크기가 큰 목탄가루와 흑연가루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적묵과는 다른 독특한 질감의 표피를 얻을 수 있
었다. 목탄가루와 흑연가루의 누적된 표피는 재료의 특성과 입자의 크기
로 인해 서로 다른 질감과 광택의 정도를 보이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
다.

1) 목탄가루의 활용
목탄은 목재를 탄화시켜 얻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고체 생성물이
다. 미술용으로 사용되는 목탄은 목재를 건류하여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
되는 목재의 품종으로는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을 사용한다.
목탄은 소묘 재료로는 가장 오래된 재료라고 할 수 있으며 16세기에 고
착제가 발명된 이후로 더욱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목재를 그대로 태워
서 제조하는 특성상 목재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며 조직이 성글
어져 기공이 많아 가볍고 경도(硬度)가 무른 것이 특징이다. 무른 경도
는 목탄을 갈아 가루로 만들 경우
갈아내는 도구에 따라 입자의 크기
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목탄가루의 입자는 먹 입자보다
크기가 굵고 가벼워 가변적이고 우
연적인 효과에 유리하다. 목탄가루
가 가지는 우연성은 입자를 다양한
크기로 사용하여 일정 부분 그 효
과의 조절이 가능한데 [도판 4]에
[도판 4] 【작품 12】 <버스 안에서>의 부분

서와 같이 선과 면의 주변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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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크기와 분산 정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인다. 목탄가루가 외곽을 따
라 부드럽게 퍼지는 경우 형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
며, 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한 경우 누적된 선과 면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
을 준다. 또한 입자의 분산되는 정도가 약하거나 독립적으로 층을 이루
는 경우 각각의 선과 면이 화면에서 떠오르는 듯한 효과를 보인다.
고운 입자의 목탄가루는 가까
이서 보면 입자를 확인할 수 있
을 정도의 간격이지만 멀리서
보면 담묵처럼 옅은 빛을 띠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누적시키는
경우 [도판 5]와 같이 부분적
으로 음영을 통한 입체감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목탄가루를 누적시켜 표현한
[도판 5] 【작품 1】 <춤추는 사람들>의 부분

대상은 먹을 사용했을 때보다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로 인해

팽창하는 느낌을 주며, 목탄가루의 누적으로 생겨난 깊이감과 균일하게
쌓아 올려진 표피로 인한 평면성이 공존하는 화면을 가능하게 하고 있
다.

2) 흑연의 활용
흑연은 석묵(石墨) 또는 흑석지(黑石脂)라고도 한다. 거의 순수한 탄
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로는 그래파이트(graphite)라 한다. 천연에
분포되어 있는 결정체 형태의 탄소로 번들거리는 질감에 철회색을 띤 흑
색이다. 흑연은 오랫동안 필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미술에서는 소묘용으
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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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목탄가루와 흑연의 발색비교

[도판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흑연가루는 목탄가루의 입자보다 곱고
회색이며 광질을 보인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지나치게
번들거리는 표피로 변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
전색제로 사용하는 접착제의 농도를 묽게 하여 흑연가루와 번갈아가며
순차적으로 겹쳐 올리는 방법으로 흑연가루가 누적되는 면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누적된 흑연가루는 연필이나 다
른 도구를 사용해서 밀도를 높인 표
면보다 맑은 회색빛을 띠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흑연가루의 경우 목탄가루를 사용
했을 때보다 일정 수준까지 누적된
표면과 그렇지 않은 표면의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하므로 흑연을 누적시켜
표현한 선이나 면의 경계가 [도판
7]과 같이 테두리처럼 보이는 특징
[도판 7] 【작품 16】 <눈 오는 날>의 부분

을 가진다.

- 27 -

3. 접착제의 활용
작업에 사용되는 목탄, 흑연은 가루의 형태로 스스로 고착될 수 없기
때문에 접착제를 필요로 한다. 접착제로 선택한 아교와 카세인은 서로
다른 접착성분과 건조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료와 결합했을 때
발색과 광택의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적합한 조합을 실험하여 활용하고
있다.

1) 아교(阿膠)의 활용
아교는 본래 중국 산둥성(山東省) 동아현(東阿懸)에서 생산되는 우교
(牛膠)를 뜻하는 동아교를 생략한 이름이나 현재에는 동물의 가죽·힘줄·
뼈를 끓여서 만든 접착제인 동물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아교는 젤라틴(gelatin) 성분의 천연 단백질 접착제이다. 아교를 구성
하고 있는 젤라틴은 물을 잘 흡수하고, 40℃ 이상에서 가열하면 쉽게 용
해된다. 이때 아교 미립자가 완전히 물에 녹지 않고 콜로이드 상태31)로
물속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졸(sol)이라 한다. 졸 상태의 아교액을 일
정 온도 이하로 유지하면 아교 미립자가 물과 함께 유동성을 상실하고
응고되어 겔(gel)화된다. 겔 상태의 아교는 그 구조가 매우 약하기 때문
에 약한 가열에도 분리되어 졸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즉, 아교는 ‘졸-겔
전이(sol-gel transition)’를 반복할 수 있는 가역(可逆)32)적인 전환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31) 보통의 분자나 이온보다 크고 지름이 1nm~1000nm 정도의 미립자가 기체 또는 액
체 중에 분산된 상태를 콜로이드 상태라고 한다. (“콜로이드”,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016.2.)
32) 시간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시간의 방향을 반전한 역과정이 순과정과 완전
히 동일하게 일어날 때, 이 과정은 가역이라 한다. (“가역”, 『화학용어사전』, 서울:일
진사, 2011)
33) A. Veis. The macromolecular chemistry of gelatin, Volume 5 in molecular
biology series (Academic Press, 1964) pp.384-397, 전현정, 「전통회화 작품에 사
용되는 아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28 -

아교는 졸 상태로 피착물의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침투하여 수분이 증
발하면서 겔화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착이 이루어진다.34) 목탄가루
에 졸 상태의 아교액을 도포하면 아교액의 일부는 목탄의 입자들 사이에
있는 공극 사이로 침투한다. 그리고 아교액 속의 수분이 증발하고 온도
가 내려가면서 아교액의 겔화가 진행되고 아교의 성분만 남아 안료 사이
에 접착 물질로 존재하게 된다. 기름을 전색재로 사용하는 유화(油畫)를
비롯하여 안료를 감싸고 건조되는 다른 접착제와는 달리 아교의 경우에
는 안료와 안료, 안료와 지지체의 접촉 부분에만 소량의 아교 성분이 남
아있게 되고 그 결과 안료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물성과 색상이 직접적
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유화의 접착 구조

교(膠)화의 접착 구조

[도판 8] 안료와 접착제의 접착 구조

또한 ‘졸-겔 전이’가 반복될 수 있는 아교의 특성상 안료를 누적시키
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물만 도포하여도 기존의 안료층에 접착이 가능해
안료의 물성을 화면에 그대로 드러내기에 용이하다.

입자적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가루 상태의 목탄과 흑연에 교반수
를 도포하여 화면에 고착시키는 방식은 전통적인 채색법 중 하나인 중채
법(重彩法)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중채는 한 종류의 안료나 서
p.19에서 재인용.
34) 일본접착협회, 『접착제핸드북』, 서울:세화, 1991,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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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색의 안료를 겹쳐서 쌓아 올리는 동양회화의 전통적인 채색법으
로 중채에 사용되는 석채(石彩)35)나 수간채(水干彩)36)는 안료의 입자가
크고 굵으며 형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빛의 반사로 인한 다양한 발색을
얻을 수 있다. 안료 입자의 다양한 굵기는 같은 재질의 안료를 사용하더
라도 명도와 채도를 변화시켜 다채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 목탄은 다양한 거칠기의 사포(沙布)에 갈면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가루를 얻을 수 있다. 목탄가루를 누적할 때는 입자크기가 작
은 가루를 먼저 올리고, 점차 입자가 굵은 가루의 순서로 쌓아 올린다.
이 순서로 층을 올리면 지지체로 사용하는 종이 표면과 목탄가루 층의
접착면적이 넓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고, 전색제로 사용한 아교가
표면의 안료층을 덮지 않게 되어 아교의 광택에 의한 영향이 없이 목탄
가루 고유의 발색이 나타난다.
중채의 방식은 안료층을 쌓아가는 과정과 함께 안료의 전색제 및 접착
제로 사용하는 아교액의 적절한 농도조절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아교
액이 너무 묽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료가 가루 형태로 떨어지는 분상박
락(粉状剝落)이 나타날 수 있고, 표면층의 아교액이 너무 진하면 안료의
표면층에서 작용하는 응집력이 강해져서 바닥층으로부터 일어나는 층상
박락(層狀剝落)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료층을 쌓아 갈수록 아교
액의 농도를 조금씩 묽어지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임
을 알 수 있다.

안료를 누적시키기 위해 교반수를 칠할 때는 찍듯이 칠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먹은 비수용성의 물질인 그을음을 수용성 접착제인 교와 섞어서
만드는 것이므로 건조 후에도 물이 닿으면 다시 녹아버린다. 일반적인
칠하기 방식은 마찰이 많아 안료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아교 막을 쉽게

35) 색을 지닌 천연의 광석을 빻아서 만든 돌가루, 암채(岩彩)라고도 한다.
36) 자연의 원료를 직접 채취하여 물에 푼 다음 수비법(水飛法)에 의하여 분리한 후 얻
기 때문에 수간채 혹은 수간 안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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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이므로 필요한 만큼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찍듯이 칠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적묵법에서 쓰이는 ‘붓과 먹을
칠하듯이 사용하지 않고 떨어뜨려 찍듯이’라는 뜻의 ‘낙(落)’을 참고하였
다. ‘낙’하게 되면 먹색은 강하고 우아하며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번져나
가게 된다. 필의 자국과 먹의 흔적이 모두 분명하게 구분되며 층층이 겹
쳐 쌓이게 되면 이른바 ‘먹이 먹을 방해하지 않는’ 묵불애묵(墨不碍墨)
표현이 되며, 표현되는 사물은 부드럽고 두터우며 윤기가 도는 맑고 신
선한 먹색을 얻을 수 있다.37) 이는 단순히 안료를 칠하여 누적시켜 시
키는 것만으로는 의도한 화면 효과를 발현하기 어려우며, 먼저 칠해진
먹에 최소한의 힘을 가하여 입자들이 각 층별로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겹쳐지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카세인의 활용
아교와 더불어 접착제로 사용하는 카세인은 빠른 건조와 무광택 효과
를 가진다. 카세인은 예로부터 석회와 섞어 카세인 템페라에 사용했으며
벽화 작업뿐 아니라 앱소번트 그라운드(absorbent ground)38), 불투명
수채화의 전색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세인은 탈지유를 34.5℃~35℃로 가열하여 얻는다. 가열
한 뒤 생성된 침전물을 가라앉혀 위층의 용액과 분리한 다음 pH4.8인
염화수소산으로 씻어낸다. 이렇게 얻어진 카세인은 비중 1.259인 흰색
가루로 아주 순수하고 약간의 흡습성이 있으며 물이나 알코올, 혹은 다
른 중성 유기 용제에 녹지 않는다. 회화용으로 쓰는 가루 상태의 카세인
은 암모니아에 녹인다. 40g의 카세인을 소량의 물과 섞은 후 한 컵
(250cc)의 따뜻한 물을 붓고 덩어리가 풀리면 몇 방울의 물에 녹인 10g
의 탄산암모늄을 첨가하는데 탄산이 거품을 일으키며 증발한 후에 사용
37) 진조복, 『동양화의 이해』, 서울:시각과 언어, 1999, p.129.
38) 캔버스에 칠하는 밑칠(地塗)의 한 종류로 백아(白亞), 산화납 등의 백색안료를 아교
혹은 카세인으로 이겨 캔버스에 칠하며 화면이 화구의 기름을 흡수하여 광택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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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만든 암모니아 카세인은 코르크 병에 보관하고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여 사용한다.39)

작업에 사용하는 카세인은 시중에 판매하는 카세인 바인딩 미디움
(casein binding medium)에 물을 희석한 화용액이다. 화용액의 투명도
와 광택은 안료의 발색에 영향을 미친다. 카세인을 물에 풀면 구성하는
작은 분자들 결합하여 덩어리가 되는데 이를 폴리머(polymer)라고 한
다. 덩어리라고는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것이 물속에서 쌓인 상
태로 균질하게 분산된 유상액40) 상태가 된다. 유상액 상태의 카세인 화
용액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면 건조 과정에서 수분은 증발하고 안료와
폴리머 입자가 화면에 남는다. 이 폴리머 입자들이 결합하여 연속피막을
구성하면서 안료가 고착된다.41) 원래부터 물에 녹은 것이 아니라 분산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건조 후에도 카세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카세인을 접착제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목탄과
흑연이 가지는 고유한 물성 이외에 카세인의 성질이 결합되어 텁텁하고
건조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카세인은 마르고 나면 물에 대해 상당
한 저항력을 가지나 충분히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사용하면 덩어리가 생기
거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조속도
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
면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작업에서는 아교를 이용한 표현이 주가
[도판 10] 【작품 18】
<인물연구>의 부분

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카세인을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

39)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서울:학고재, 2001, p.182.
40) 유상액이란 어떤 용액 속에 또 다른 용액의 방울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말
하며 우유와 같다 하여 유상액 혹은 에멀션(emulsion)이라고 한다.
41) 위의 책, p.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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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료의 누적 효과
먹, 목탄가루, 흑연가루와 접착제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재료와 기법
이 지닌 효과로 인해 재료적 특성이 드러나는 균일한 표피의 화면을 만
들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화면은 작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도판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기억 이미지는 선
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재료가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 선이 밀집된 부분에
면을 형성한다. 누적이 반복될수록 그 면적은 늘어나며 재료의 누적 효
과는 선보다 면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재료의 특성 또한 부각된다. 안료
와 접착제를 순차적으로 여러 번 겹쳐 올리면 재료가 고르게 누적되어
균일한 표피의 화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곱고 균일한 화면은 목탄가루가
더해진 먹색의 깊이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재료의 누적 효과를 부각
시킨다. 선이 응집된 면은 결과적으로 기억 이미지를 깊이와 무게감으로
표현하기 위한 누적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균일한 표피
의 면은 재료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이미지의 형상에 시각적 긴장감을
준다. 화면에 그려진 내러티브의 장면에서 대상은 일정 부분 면으로 묶
여 형태가 은폐되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 된다. 은폐는
기억이미지가

단순화된

상태의

상징적인 표상과 다른 의미로 해
석되기 위한 방법이다. 이미지가
드러나 읽힘으로 벌어지는 단순
한 표상성의 상태를 의도하지 않
는 것이다. 확연히 드러난 대상
은 관습적인 시각에서 인지되지
만 은폐된 이미지는 앞서 서술한
[도판 10] 【작품 14】 <자화상>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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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의 구성주의적 접근법이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대상 이미지가 가진 고정적인 의미를 탈피하여
화면 안에서 자체적인 내러티브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기억 속의 대상은 가려진 부분으로 인해 일반적인 인지 방식에서 벗어
나 보는 이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관객은 가려지
고 불분명해진 기억 이미지가 유발한 호기심 때문에 오히려 내러티브를
읽으려는 욕구가 생기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의미에서 변화된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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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기억의 장에서 발견한 보편적 의미가 만들어낸 내러티브를
회화적 구조로 화면에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강한 정서적 사건의
기억에 속한 감정의 원인을 고찰함에 따라 연상된 기억이 어떻게 ‘기억
의 장’을 형성하는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기억의 종류와 정서가
어떤 식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억의 장에서 중
심이 되는 주제기억은 입력될 당시 강한 정서로 인해 정교화된 부호화
과정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남은 자전적 기억임을 확인하였다. 단편적이
고 파편적인 기억은 연상을 통해 기억의 장을 이루고 현재의 관점에서
당시에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맥락과 보편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기억의 장 안에서 상관관계를 이루는 기억들은 보편적 의미로 묶여 하
나의 내러티브가 된다. 기억의 장에서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다수의 기억
이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비선형적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게 생겨난
비선형적 구조의 내러티브는 나의 기억에서 포착된 각각의 이미지로 화
면에 표현된다. 기억 이미지는 강한 인상으로 남은 찰나의 이미지, 정서
적 각성 상태로 인해 섬광기억으로 남아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남은
이미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억에 보존되어 있는 이미지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런 기억 이미지들을 이용해 비선형적 내러티브를 그려내
기 위해서는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기억에서 포착한 기억 이
미지를 한 화면에 병치하여 구성한 화면은 데페이즈망으로 인해 낯설고
비논리적인 장면이 된다. 따라서 낯설어진 화면에서는 내러티브의 재현
체계가 의미에 구조주의적으로 접근하며, 단순한 기억의 재현에서 벗어
나 새로운 내러티브로 읽힐 가능성을 제시하게 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기억 이미지는 적묵법에서 착안한 누적 방식을 통해 회화적 구조로 표
현된다. 먹을 수차례 누적시켜 깊이와 무게감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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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업 초기에 기억을 재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져 선택한 방법이었
다. 먹은 그을음 입자와 아교를 결합한 것으로, 그을음 입자의 크기가
누적된 화면의 색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먹
을 입자로 해석함에 따라 먹 입자와 유사한 불수용성의 목탄가루와 흑연
가루를 혼용하며 가루 형태의 안료를 접착하기 위해 아교와 카세인을 활
용하고 있다. 목탄가루는 입자가 굵고 가벼워 우연한 효과에 용이하며
두텁고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흑연가루는 곱고 광질의 입자로 되
어있으며 누적된 표피에 약한 광택이 나타난다. 아교는 건조 특성상 안
료와 지지체 사이에 소량만 남아 안료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카세인
과 안료의 결합은 건조하고 텁텁한 느낌의 표피를 만들어낸다. 안료와
접착제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누적하는 방식은 선이 밀집된 부분에 면
을 형성한다. 면에서 균일하게 쌓여 올려진 안료의 독특한 질감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지의 일정 부
분을 면으로 묶어 재료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은폐
하여 화면에 시각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가려진 이미지는 작품을
보는 이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여 내러티브를 읽으려는 욕구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기억의 장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마주하며 동시에 현재
에 존재한다. 기억 속의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기억을 바
라보는 나 자신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현재의 나는 예전의 기억을 통
해 매번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은 나의 현재성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미래의 나로 이
어지는 길이다. 기억을 통해 내러티브를 만드는 작업에 의미를 둘 수 있
는 것은 나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
억의 장을 통해 만들어낸 내러티브는 생명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
나는 기억에 남아있는 행복, 두려움, 욕망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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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계와 갈등, 진실과 거짓 등을 둘러싼 이야기를 읽어내어 마주한
다. 개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기억의 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타인
과 나,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이야기다. 나의 작업은 그 이야기가 만들
어지는 과정 자체와 그것이 화면에서 물질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연구
과정을 포함한 총체적인 행위다.
자전적 기억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 특징적인 회화 구조로 만드는 연구
는 앞으로 더 다각적인 표현 방식의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심화된 연구
를 통해 나의 작업이 보는 이에게 새로운 감각의 자극과 기억의 의미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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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Narrative Shaped by Realms of Memory
- Focusing on My Painting Works -

Min Dongkee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reate narratives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my works. Furthermore, this thesis aim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the aforementioned narratives are
reborn as new works. To this end, Chapter II defines “realm of
memory”, which is the underlying concept of this thesis. In addition,
this chapter describes the features of realm of memory. What is
worthy of note at this point is that an act of retrospection takes
place at present albeit memory itself is for recalling the past. That
is to sa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process in which a realm
of memory is converted into a narrative. This specific process
reflects the present time and the current environment that I face.
Also, it reflects me who became a different person from the o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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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t. For me, most of the intense memories that are still
lingering in my mind are those with a high degree of emotional
impact. On that account, this thesis attempts to describe about the
impacts of emotion on memory along with the nature of central
memory forming a realm of memory. Furthermore, this thesis aims
to explore and examine the meaning of a realm of memory.
Chapter Ⅲ discusses the process in which narratives created by a
realm of memory are moved to a painting ground as a formative
language. As mentioned above, a memory is a piece of the past that
I recall at present. An act of retrospection is not only to retrieve a
piece of the past but also to re-experience and reconsider the
synesthetic elements of a specific time in the past. That is, an act
of recalling the past allows me to discover and realize universal
concepts in life at the present time, which I have not possibly
understood or seen in the past. H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visualizing a memory is to express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me
at the present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thereof in a collective, picturesque and formative way. Not only
that, Chapter III attempts to examine the nature of a narrative
created by a universal meaning to be realized in a realm of memory.
Also, this chapter aims to study the methods of reconfiguring a
memory image captured to express a narrative and converting it into
a formative language.
Chapter Ⅳ describes about the materials, expression techniques and
formative features used in the works. Initially, I made use of the
accumulating

ink

method,

which

was

to

accumulate

ink

for

expression. This method allowed me to explore, apply and study
many different materials. In particular, I made use of charco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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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along with ink(mò,墨). In this thesis, I aim to study the
unique

features

of

materials,

especially

charcoal

and

graphite.

Moreover, I intend to analyze the effects of expressions based on
the accumulating ink method (jīmòfǎ, 积墨法) and also discuss the
formativeness thereof. The particles of charcoal and graphite are
insoluble as ink(mò,墨), but larger and lighter compare to ink.
Charcoal and graphite powders require an adhesive in order to be
fixed to a painting ground. In this regard, this thesis also examines
the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such adhesives, animal glue
and casein, as they are drying. This thesis specifically discusses the
features and formativeness of the effects appeared in the method of
accumulating

the

charcoal and

graphite

powders by

using

the

aforementioned adhesives.
Lastly, this thesis aims to make use of the expression technique
called “layering” or “accumulating” in order to analyze the mechanism
in which the narratives created in a realm of memory through the
above-mentioned research process organically rather than remaining
in my memory. Even at this moment, I am constantly becoming a
different person. That is, I always discover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memory of the past and create a new story. Hence, my work is
a holistic act to create a formative structure on the basis of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story and build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substances

through

a

screen.

In

this

study,

I

aim

to

systematically summarize the process of how narratives created
through a realm of memory can be expressed on a screen in an
artistic language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approaches as to
communication with others that take place naturally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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