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디자인학 석사학위논문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행(紀行) 일러스트레이션
‘노트 시베리아’에 대한 연구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김 병 진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행(紀行) 일러스트레이션
‘노트 시베리아’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경 선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김 병 진
김병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 원 장

김수정

(인)

부위원장

백명진

(인)

위

김경선

(인)

원

- ii -

국문초록

인간이 가진 신체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세계는 한 눈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견문(見聞)을 넓히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하며 그 감상을
기록으로 남기곤 한다. 이를 기행(紀行)이라 부르며, 그 사전적 의
미는 여행의 감상을 기록한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기행 표현물의 형태는 실제 경험한 세계 자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과거에 경험한 감상을 그 모양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직관적

(intuitive)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와 가까워짐으로써, 타
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것과 최대한 비슷한 감상을 이끌어
내는 시도는 가능하다.
기행을 표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식이 응용되지만, 그림이나 사
진 등의 시각 이미지를 응용한 방식은 그 특성상 기존에 후천적으
로 습득한 언어적 전달방식을 생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
를 응용한 방식보다 직관적인 감상 전달이 수월하다. 시각 이미지
를 응용한 방식 중,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 암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을 뜻하며 창작자의 직관
적 감상전달 의도에 따라 구상적(具象的), 단화적(單化的), 추상적
(抽象的), 만화적(漫畵的) 표현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광경을 구상적으로 옮겨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
략하고자 하는 부분을 단순화하거나, 실제로 동시에 볼 수 없는
부분을 한번에 표현하거나, 감정에 따라 구도나 형태를 바꾸어 자
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기행(紀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응용된 일러스
트레이션의 사례를 알아보고 직관적인 감상 전달에 적합한 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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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션 표현기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구 내용을 바탕
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행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
인 ‘노트 시베리아’ 를 제작해보았다.
연구를 위해 기행에 관련된 문학과 시각 표현물을 조사하였다.
특별히 관람의 시점과 관련하여 직관적인 감상을 용이하게 해 주
는 시각 표현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기록문서로서 제작된
‘조선왕실의궤’, 13 세기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세계를
여행하며 기록한 ‘ 동방견문록’, 18세기에 제작된 겸재 정선의 ‘금
강전도’, 19 세기 에도시대의 화가인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도카이
도 53 역참’등이 그 사례이다.
기행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을 표현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공간을 3인칭의 조감도 형식으로 나타낸 방식이다.
둘째, 대상을 여러 가지 단면이 보이도록 분해해서 나타낸 방식
이다.
셋째, 풍경의 일부가 되는 요소들을 새로운 공간에 평면적으로
정렬하여 나타낸 방식이다.
연구의 주제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선택하였으며, 직접 시베리
아 횡단철도를 타고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사진, 실물, 텍스트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소재로 위의 방법론에 따라 일러스트레
이션 작업을 진행하였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감상이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연구를 통하
여 도출해 낸 방법론을 통해 기행의 직관적인 감정 전달을 위한
표현기법의 사례를 제시한다.
주요어 : 기행, 일러스트레이션, 직관적인 감상 전달, 시베리아 횡단철도
학 번 : 2016-21333

이 름 : 김 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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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창작의도
인간이 가진 신체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세계는 한 눈에 가늠할 수 없
을 정도로 넓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견문(見聞)을 넓히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하며 그 감상을 기록으로 남기곤 한
다. 이를 기행(紀行) 이라 부르며, 그 사전적 의미는 여행의 감상을 기록
한 것을 뜻한다. 13세기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세계를 여행
하며 기록한 ‘동방견문록’이나 19세기 에도시대의 화가인 우타가와 히로
시게가 쇼군의 순회 사절단에 참여한 여정에서 본 풍경을 그린 ‘도카이
도 53역참’등이 그 사례이다.

[ 그림 1-1]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도카이도 53역참
하지만 기행 표현물은 형태적으로 실제 경험한 세계 자체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과거에 경험한 감상을 그 모양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직관적(intuitive)으로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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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 실제와 가까워짐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것
과 최대한 비슷한 감상을 이끌어내는 시도는 가능하다.
기행을 표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식이 응용되지만, 그림이나 사진 등
의 시각 이미지를 응용한 방식은 그 특성상 기존에 후천적으로 습득한
언어적 전달방식을 생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를 응용한 방식보
다 직관적인 감상 전달이 수월하다. 시각 이미지를 응용한 방식 중, 일
러스트레이션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 암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을 뜻하며 창작자의 직관적 감상전달 의도에 따라 구상적(具
象的), 단화적(單化的), 추상적( 抽象的), 만화적( 漫畵的) 표현을 넘나들
며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광경을 구상적으로 옮겨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략하고자 하는 부분을 단순화하거나, 실제로 동시에
볼 수 없는 부분을 한번에 표현하거나, 감정에 따라 구도나 형태를 바꾸
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연구의 시초는 유년 시절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는 평소
그 날 가본 곳과 그 곳에서 있었던 일, 먹었던 음식들을 그려 부모님에
게 가져가 자랑을 하곤 했다. 당시엔 말하는 것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
았기 때문에 미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따라서 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그
림을 선호했다. 때마침 당시 회사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집에 A4용지를
몇 박스 가져다 두신 적이 있어, 아버지 몰래 A4용지들을 꺼내 그 곳에
그림을 많이 그렸다. 당시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 장난감은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평소 자주 레고 블록을 가지고 집이나
건물들을 만들곤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마치 블록을 조립하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익숙함을 느꼈다. 말보다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습관
때문인지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인상적인 일을 겪었을 때, 그 상황
을 마치 한 폭의 레고 장난감 안에서 일어난 일처럼 자연스럽게 3인칭
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가정을 하곤 했다. 한 눈에 사방의 풍경이 객관
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시의 감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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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짐없이 그리기 위해 건물 내부의 모서리 부분, 창틀 외관이나 출입문
손잡이의 모양 등의 세세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그림 1-2] 연구자가 여행한 장소를 표시한 구글 지도
유치원을 졸업할 즈음에 부모님께 작은 지구본 하나를 선물받았다. 지
구본을 돌리며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구경하면서 발음하기도 생소한 지
명들이 빼곡하게 써져 있는 글자들을 따라서 읽어보기도 했다. 조그맣게
축소된 지구를 한 눈에 보고 세계 어디든 손가락만 찍으면 바로 그곳으
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성인이 된 이후 자연스럽게 해
외를 여행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은 연구자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번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세계 곳곳을 들여다
보곤 하였다.
그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말 그대로 미지( 未知)의 장소였다. 미
국이나 서유럽 등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곳 보다는, 상대
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든 장소들이 더 흥미가 있었다. 대학교 학부
졸업을 앞둔 시점에 배낭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장소를 물색하는 과
정에서 미지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 중 금
전적으로 다녀오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전쟁이나 불안정
한 치안,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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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여행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동쪽의 모스크바에서 서쪽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를 횡단하는 철도를 칭하며, 10,000k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가진 세계 최장거리의 노선이다. 쉬지 않고 달려도 열
차로 7박8일의 시간이 걸리며, 본선 상의 역은 850개에 달한다.1) 이러
한 규모와 더불어 ‘시베리아’라는 단어가 가진 막연하고 척박한 이미지
때문에, 이를 여행한다는 것은 호기심을 느끼기에 적절한 소재였다. 또
한 당시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러시아 루블의 환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
태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주저 없이 러시아 여행을 결정할 수 있었
다. 더불어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넘어 이러한 미지의 장소를 여
행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을 가능한
한 직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행( 紀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응용된 일러스트레이
션의 사례를 알아보고, 직관적인 감상 전달에 적합한 일러스트레이션 표
현기법을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행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작업 ‘노트 시베리아’를 제작하였다.
‘노트’란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내용을 기억해 두기 위하여 적는다는
뜻이며, ‘시베리아’는 여행지로서의 그 대상을 뜻한다. 직접 경험한 시베
리아 여행을 기록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직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
한 장치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노트 시베리아’라는 제목을 부여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인 ‘노트 시베리아’의 창작과정 연구를 진행하였
다. 표현주제인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답사한 후 여행 과정 중
촬영한 사진과 실물을 수집하였다. 이후 표현방식으로서 기행 일러스트
1)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 ‘Trans-Siberian Railway’
http://eng.rzd.ru/statice/public/en?STRUCTURE_I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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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에 관한 사례연구와 기행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감
상전달 표현의 방법론 연구, 시각화 방식을 위한 실험, 표현매체인 일러
스트레이션 시리즈 작품연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연구를 위한
과정을 분석하고, 이미지 제작, 전시방법 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도식
표현주제인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실제로 답사하였다. 여정
동안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였고, 이를 사물, 음식, 풍경, 공간, 서류, 텍
스트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실물로는 현지에서 수집한 팸플릿, 기차표,
항공권, 명함, 화폐 등이 있다. 이들은 드로잉 작업 중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할 때 참고되었다. 또한 당시에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감상을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일기에는 해당 년월, 여행 경과일, 일기의
작성 시각, 당시의 기온과 기후를 표기하였다.
작품연구를 위해 기행에 관련된 문학과 시각 표현물을 조사하였다. 특
별히 관람의 시점과 관련하여 직관적인 감상을 용이하게 해 주는 시각
표현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기록문서로서 제작된 ‘조선왕실의
궤’, 13세기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가 세계를 여행하며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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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견문록’, 18세기에 제작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19세기 에도시대
의 화가인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도카이도 53역참’등이 그 사례이다.

[그림 1-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각각의 그림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려졌다. 한 지점에 서서 사진을 찍듯이 대상을 똑같이 묘사하
려 시도하였다면, 행차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두 보이게 한다거나,
모든 산봉우리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람과 동물이 합쳐진 모습은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단순히 풍경을 옮기는 것을 넘어 관찰
자가 직접 경험한 현장감을 기록한 것이다.
기행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적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을 표현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공간을 3인칭의 조감도 형식으로 나타낸 방식이다.
둘째, 대상을 여러 가지 단면이 보이도록 분해해서 나타낸 방식이다.
셋째, 풍경의 일부가 되는 요소들을 새로운 공간에 평면적으로 정렬하
여 나타낸 방식이다.
시각화 방식의 선행 연구로서 앞서 도출한 방법론을 활용한 일러스트레
이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연구자가 경험한 군대 생활을 정리한 작업,
한국의 골목길을 여행하며 골목의 모습을 그려낸 작업, 연구자의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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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순으로 정리하여 그려낸 작업,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역들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제작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제
작과 응용 방법 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작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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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표현주제 연구 - 시베리아 횡단철도

2.1.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동쪽의 모스크바에서 서쪽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를 횡단하는 철도를 칭하며, 10,000k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가진 세계 최장거리의 노선이다. 쉬지 않고 달려도 열
차로 7박8일의 시간이 걸리며, 본선 상의 역은 850개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와 더불어 ‘시베리아’라는 단어가 가진 막연하고 척박한 이미지 때
문에, 이를 여행한다는 것은 호기심을 느끼기에 적절한 소재였다. 또한
당시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러시아 루블의 환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
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주저 없이 러시아 여행을 결정할 수 있었다. 더
불어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넘어 이러한 미지의 장소를 여행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을 가능한 한 직
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
다.

[ 그림 2-1] 답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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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답사의 방법 및 범위
러시아 서부의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 시작하여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
크,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슬류댠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
스토크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상의 주요 도시 8곳을 32일 간 답사하였
다. 각각의 도시에 3~5일 간 머무르며 기차표나 영수증, 관광 안내책자,
기념품 등을 수집하고 사진을 찍거나 수기로 그 날 있었던 일을 적는 방
식 등을 통해 작품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이미지는
2,300여 장 가랑이며, 그 중 연구 작품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기 적합한
것을 선별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공간 및 건축물을 촬영한 것이며, 작
품의 디테일한 부분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림 2-2] 이미지 레퍼런스 수집을 나타낸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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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행 표현물로서 응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

3.1. 기행표현물의 종류와 예시
3.1.1.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동방견문록은 13세기 베네치아공화국 출신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
가 27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고 겪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다.
책의 제목은 ‘Divisament dou Monde 세계의 기술(記述)’이며 유럽과 미
국 등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로 출간되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방견문록( 東方見聞錄)’으로 출간되었다. 책의 내용은 동방이라고 불렸
던 아시아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르코 폴로가 직접 여행하지 않았던 곳의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마르코 폴로가 여행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
로 서술되었다고 추측된다.

3.1.2. 조선시대 사신들의 ‘사행록’
사행(使行) 은 조선 사신이 중국으로 파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과 보고 들은 것, 새롭게 느낀 것들을
적는 ‘사행록(使行錄)’을 적어 보고서로 올렸다. 또한 사사롭게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은 실로 의식을 전환시
키는 길이었다. 중국의 선진문물과 제도를 목격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변
화해야 할 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여정에 녹아 있다.
또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문물이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해갔다.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국에서 그들의 행위와 산물을
지켜보면서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나갔다.

- x -

3.2. 기행표현물의 종류와 예시
3.2.1. 조선시대의 ‘조선왕실의궤’
‘의궤(儀軌)’는 조선왕조(1392~1910) 500여 년간의 왕실 의례에 관한
기록물로,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보여 주고 있
다. 진귀한 ‘의궤’는 왕실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
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혼인, 장례, 연회, 외국 사절 환대와 같은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 의전, 형식 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들을 기록하고 있고, 왕실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외에 궁전 건축과 묘
축조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담고 있다. ‘의궤’는 3,895권이 넘는 책으로,
시대와 주제별로 분류·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왕실의
의식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 수 있고, 동시대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와 자
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3.2.2. 19세기 우키요에 -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도카이도 53역참’
우타가와 히로시게는 19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 미술가이자 판
화가였다. 1832년에는 도쿄에서 교토로 순회하는 쇼군의 공식사절단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후 히로시게는 판화 연작 ‘도카이도
53역참’(1833~1834) 을 제작했다. 이 주제는 호쿠사이도 다룬 적이 있
는 것으로, 이 작품을 통해 히로시게는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
는

‘기소

가도

69역참’(1834~1842) 과

‘에도의

100가지

절

경’(1856~1858)을 포함한 다양한 풍경화 연작을 계속해서 제작했다. 이
풍경 판화들은 화려한 색채와 아름다운 서정성, 그리고 사실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대담한 원근법의 사용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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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 행 연 구

4.1. 직관적 감상전달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론
작업을 위하여 연구 주제인 ‘직관적 감상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선행 연구와 다양한 스케치 등을 통하여 그 방법들을 연구하였는데,
크게 나누어 세 가지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4.1.1. 3인칭 시점으로 그리기

[그림 4-1] 정선의 금강전도
인간의 신체 크기에 비하여, 눈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한 대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고 깊다. 이를 눈으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
는 경우, 인간보다 높은 건물 등의 사물은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평면
상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풍경을 객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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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표현 방식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3인칭의 시점에서 그리는 방법
을 시도하게 되었다. 비슷한 표현 방식으로 조감도(鳥瞰圖)가 있다. 조
감도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를 뜻하는 말로, 주
로 건축물 렌더링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1인칭의 시
점과 비교하였을 때, 관람자로 하여금 표현 대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에 착안하여 작업에 응용
하게 되었다. 이처럼 3인칭 시점으로 그리기를 시도한 작업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가 그 예시 중 하나이다. ‘금강전도’
는 전체적으로 원형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
이다. 정선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높은 곳에서 바라다본 시점으로 재구
성하는 과정을 거쳐 그림을 그려나갔다. 금강산이라는 대상을 더욱 극적
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도된 기법이다.
4.1.2. 단면이 보이도록 분해해서 그리기

[그림 4-2] 스티븐 비스티의 크로스 섹션
우리를 둘러싼 풍경은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그 부분들
을 하나의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필요에 따
라 대상을 분해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눈에 최대한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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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이게 하는 방식이 시도된다.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스티븐 비
스티는 이러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응용한 작가들 중 하나이다. 그의 작
품인 ‘크로스 섹션’시리즈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거대한 건축물이나 복잡한 기계 등등을 단면이 보이도록 낱낱이 분해한
다. 이러한 기법은 분해된 단면을 통해 부분과 전체를 한 눈에 관찰하게
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다 더 직관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하게 만든다.
4.1.3. 풍경의 일부 요소들을 새로운 공간에 재배치해서 그리기

[ 그림 4-3] Ursus Wehrli의 The art of clean up
풍경의 일부 요소들을 새로운 공간에 재배치하는 방법은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던 풍경 안의 구성 요소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의함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스위스의 디자이너인 Ursus Wehrli 가
제작한 'The art of clean up'이라는 사진집은 ‘정리’와 ‘재배치’라는 요
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업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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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현방법론을 응용한 선행작업 연구
작업을 위하여 연구 주제인 ‘직관적 감상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선행 연구와 다양한 스케치 등을 통하여 그 방법들을 연구하였는데,
크게 나누어 세 가지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4.2.1.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 ‘나의 군대 이야기’
‘나의 군대 이야기’는 연구자가 군복무를 하던 시기에 작업한 일러스트
레이션 시리즈이다. 군대라는 공간은 획일화된 시스템과 통제를 기본으
로 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따라서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자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은 군대라는 공간 안에 모여서 획일화된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라는 소재는 공감을 이끌
어내기 좋은 소재라 생각했고, 이를 작업으로서 시도해보게 되었다. 군
대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 사용하던 도구들, 먹는 음식들, 일어나는 일
등등을 기록하고 이를 다시 작업에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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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선행연구 ‘나의 군대 이야기’ - 관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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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선행연구 ‘나의 군대 이야기’ -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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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선행연구 ‘나의 군대 이야기’ -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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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 ‘골목’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 ‘골목’은 연구자가 경험한 한국의 골목을 관찰
하고, 이에 나타나는 골목의 일반적인 상징들을 발견하여 그 요소들을
구현해보는 시도로써 진행한 작업이다. 한국의 골목은 근현대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헌 것과 새것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이며,
이러한 소재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력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연구해보
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마치 한국의 골목을 처음 경험하는 여행자
가 된 것으로 가정하고, 주관적으로 골목에 대한 인상을 제시하기보다는
관람자가 골목의 인상을 스스로 구성해볼 수 있게 하는 개념의 작업을
고려하게 되었다. 건축 도면을 연상시키는 3인칭 조감도의 형식과, 풍경
의 구성 요소들을 평면에 정렬하여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다소 ‘객관적’
이라는 인상을 부여하는 기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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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선행연구 ‘골목’ - vill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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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선행연구 ‘골목’ - vill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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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 ‘나의 방 이야기’
‘나의 방 이야기’는 일러스트레이션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전적인 삶의
과정을 ‘나의 방’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작업한 일러스트레이션 시
리즈이다. 연구자의 기억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을 기초로 하여 태어나
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연구자의 방을 3인칭의 시점으로 표현해보았다.

[ 그림 4-9] 선행연구 ‘나의 방 이야기’ - 2016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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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선행연구 ‘나의 방 이야기’ - 2014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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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선행연구 ‘나의 방 이야기’ - 1997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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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 ‘서울 지하철 2호선 그림지도 카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을 주제로 그림지도 카드를 제작하였다. 서울을 하
나의 그림 지도로 표현하는 공간적 도구로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크고 그 곳에 있는 감정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를 매개하는 상징물로 각각의 지하철역을 카드로 만들어보
는 시도를 하였다. 결과물은 정사각형의 카드 형태로 인쇄한 기념물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 그림 4-12] 선행연구 ‘서울 지하철 2호선 그림지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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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선행연구 ‘서울 지하철 2호선 그림지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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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작 품 연 구

5.1. 작품 제작의 의도 및 방법
-

5.2. 최종 작품

[ 그림 5-1] 최종 작품 제작의 과정을 나타낸 도식
최종 작품은 사진 이미지와, 미처 수집하지 못한 부분은 자료 검색 등
을 통하여 형태 구상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고, 작품의 구도와 표현 방
식을 구상하여 최종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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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최종 작품 제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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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대상의 디테일 부분을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수집하고, 작업의 구
도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암기해두었단 대상 공간의 모
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낸 뒤 디테일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부가적인 표현 요소 등을 삽입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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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게스트하우스
여행 도중 묵은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하였다. 게스트하우스 다른 숙박시
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한 공간이다. 대체적으로 개인적 공간이
좁으며, 화장실과 샤워실 등은 공용 공간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았다. 게
스트하우스의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지어진 곳도 있었고 가정집의 남
는 방을 잠시 내놓은 곳도 있었다. 여행 도중 쌓인 피로를 풀고 잠을 청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작업에 응용하기 좋은 주제였다. 되도록 샅샅이
공간을 기억하려 시도했으나 미처 볼 수 없었던 장소는 물음표 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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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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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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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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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최종 작업

- xxxiv -

[그림 5-7] 최종 작업

- xxxv -

[그림 5-8]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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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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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시베리아 횡단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모습을 그려낸 작업이다. 기차에 있었던 시간은
약 8일 가량으로, 거의 여행 기간의 1/3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
있었다. 때문에 열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고, 책을 읽거
나 여행기를 정리하고, 오랜 시간동안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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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0] 최종 작업

- xxxix -

[ 그림 5-11]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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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2]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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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3]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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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기차역
횡단열차를 탑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도시의 기차역을 거쳐야만 했
다. 각각의 도시마다 개성있는 기차역의 모습이 보였고, 추운 날씨와 낮
선 분위기가 어우러진 모습을 담았다. 기차역은 묵었던 숙소나 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간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면을 분해
하거나 부분을 확대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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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4] 최종 작업

[ 그림 5-15]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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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6] 최종 작업

[ 그림 5-17]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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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8] 최종 작업

[ 그림 5-19]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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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0] 최종 작업

[ 그림 5-21]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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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기타 공간들
유명하다고 알려진 건축물을 비롯한 기타 공간들을 정리한 작업이다.
일반적인 비행기의 내부 모습이나 지하철역의 모습부터 고유적인 성당의
모습까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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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2]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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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3] 최종 작업

[ 그림 5-24]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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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5] 최종 작업

[ 그림 5-26]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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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7]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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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풍경의 요소들
개인적으로 소지했던 물건들이나 먹었던 음식, 상점에서 팔던 물건들,
관찰한 나무 등등을 기록한 작업이다. 요소들을 재정렬하는 표현기법을
주로 응용하였다.

[ 그림 5-28]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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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9] 최종 작업

[ 그림 5-30]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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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1]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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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2] 최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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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디스플레이 계획 및 어플리케이션

[그림 5-33] 전시 어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점을 객관화함으로써 경험한 공간 안에서
의 상황과 감정을 관찰자가 명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
도되었다. 단순히 사진을 찍어 1인칭 시점의 풍경을 똑같이 옮기는 것을
넘어, 관찰 시점을 3인칭화 하여 보다 더 온전하게 당시의 감상을 전달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또한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
하여 새롭게 개별적인 평면에 정렬하는 방식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감
상 전달을 돕도록 시도하였다. 제시된 표현 기법을 통하여, 기행을 표현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기법의 새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효과적으로 표현기법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
이 시도된다. 기본적으로 ‘여행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림책과 캔버스
판넬에 인쇄한 작업물을 동시에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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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최종 전시형태

[그림 5-35] 최종 전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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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최종 전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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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개개인이 경험한 기행(紀行)은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진다. 이제
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은 단순히 문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방식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때로는 더 수월하다. 따라서 기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 응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연구를 통하여 기행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매력적인 표현기법의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표
현기법을 응용한 작업을 구현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점을 객관화함으로써 경험한 공간 안에서
의 상황과 감정을 관찰자가 명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
도되었다. 단순히 사진을 찍어 1인칭 시점의 풍경을 똑같이 옮기는 것을
넘어, 관찰 시점을 3인칭화 하여 보다 더 온전하게 당시의 감상을 전달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또한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
하여 새롭게 개별적인 평면에 정렬하는 방식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감
상 전달을 돕도록 시도하였다. 제시된 표현 기법을 통하여, 기행을 표현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기법의 새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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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rans-Siberian Railway
traveling illustration : 'Note Siberia'
Kim, Byeong Jin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red to the size of the human body, the world is so large
that it can not be seen at a glance. Hence, many people travel to
other parts of the world to record their appreciation for the world.
This is called traveling, and its dictionary meaning means recording
the appreciation of travel.
However, the forms of travel expression are inevitably different
from the actual experience of the world itself. This is becaus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bring the sentiments experienced in the
past as they are. However, by getting closer to reality through a
way of expressing it intuitively, it is possible to try to bring out
the same feeling as most people experienced by others.
The way of applying visual images such as pictures or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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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relatively easier to communicate intuitively than the method of
applying a language. This is because the method of applying the
visual images omits the linguistic communication that has already
been acquired. Among the methods of applying visual images,
illustration refers to a picture that is intended to convey a meaning
or to be used in suggesting contents, and it can be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conceptual, simplified, abstract, and cartoon expression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creator. For example, it not only
expresses a sphere figuratively, but also simplifies the part that is
omitted in it, shows the part that can not be seen at the same time
at once, freely expresses it by changing the composition or form
according to emo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xamples of applied
illustrations

as

a way

of expressing travels and to examine

illustration expression techniques suitable for conveying intuitive
sentiment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an illustration
series I made 'Note Siberia'.
For research, literature and visual expressions related to travel
were investigated. In particular, we focused on visual expressions
that facilitate intuitive appreciation in relation to the point of view,
including the 'Arch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produced as a
documentary document of Joseon Dynasty, 'The Travels of Marco
Polo' of Marco Polo in the 13th century Venetian merchant, 'A
whole view of Kumgang' of Jeong Seon in the 18th century, and
'Tokaido 53'of Utagawa Hiroshige in the Edo Period, 19th century.
The methodology for inducing the viewers to think intu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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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ravel illustrations was largely derived in three ways
according to the expression method.
First, the space is represented by the bird's-eye view of the
third person.
Second, the object is decomposed to show various cross
sections.
Third, it is a way of showing the elements that become part
of the landscape in a new space in a plane.
I selected the Trans-Siberian Railway as a subject of my research,
and I traveled to Russia on the Trans-Siberian Railroad and
collected photographs, facts, and texts. In addition, I conducted an
illustration work based on the methodology above, and tried to find
an effective way of expressing the feelings experienced personally.
In addition, through the methodology derived through research,
examples of expressive techniques for conveying intuitive feelings of
travel are presented.

keywords : Travel, illustration, intuitive impression conveyance,
Trans-Siberian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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