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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은 도시 속 빌딩풍경의 색과 공간을 재구성하여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제로 시각화한 본인의 작업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본인의 작업을 체계 으로 제시하기 해 작성된 작품연

구 논문이다. 

본인의 작업은 실 속에서 나만의 공간인 이상향을 찾고 싶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 다. 도시의 고독함 속에서 삶을 지속하고 있

는 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상향을 추구한다. 이상향은 실과 

립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불완 한 실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이상향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이 

실과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을 재인식 

하고, 재구성한 실 속 빌딩풍경의 형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구성한 실 속 무미건조한 풍경의 빌딩이 

다시 과 다양한 색으로 재구성된 화면으로부터 감상자는 마음 속 

자신만의 이상향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재구성된 빌딩의 형상에서 본인의 작업 속 이상향이 가지는 의미들

을 분석하고 이미지들의 의미와 이론  근거와 함께 조형  특징을 

분석하여 본인의 작업을 체계 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Ⅰ장에서는 작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를 밝  작품연구의 배경과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도시풍경에 반 된 이상향을 탐구한다. 먼  인

의 삶과 이상향의 연 성을 밝히기 해 도시발 의 개과정을 서

술하여 인들의 삶에 해 분석해 보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이

상향에 해 서술한다. 그리고 실에 기반을 두어 재구성된 도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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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표 되는 본인의 작업 속 이상향의 근거를 규명하기 해 

이상향에 한 이론을 살핀다. 한 통동양화에 그려진 도시 속 

이상향에 한 도 들을 살펴 의 도시 속에서 발견하려는 본인

의 이상향에 한 이론  근거를 규명한다.

Ⅲ장에서는 재구성된 도시풍경이 이상향으로서 표 되는 과정을 

서술하기 해 먼  재구성된 도시의 빌딩형상이 본인의 작업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서술한다. 한 산수를 감상함으로써 이상

향을 경험하고자 하 던 국 고 화가들의 회화이론을 로 살펴 

재구성된 도시풍경의 역할에 해 서술한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으

로 표 되었던 이상향의 형상을 구축  빌딩으로 표 된 이상향, 색

의 집합으로 표 된 이상향, 실의 빌딩에 들어간 이상향의 세 가

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상의 의미를 밝힌다.

Ⅳ장에서는 화면의 조형  특징으로 재구성된 도시빌딩을 이

상향으로 탈바꿈시키기 해 사용된 다시 과 색채의 구성에 해 

서술한다. 동양의 통시 인 삼원법을 심으로 다시 을 분석하고 

색채의 심리  역할을 한 선명한 발색의 재료  탐구와 함께 색

채의 표 을 두 가지의 구성으로 분류하여 서술한다.

Ⅴ장에서는 재구성된 도시풍경의 표 과정들을 통해 얻은 결과와 

앞으로의 발 과정에 해 서술하며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

주 요어  : 이 상 향 ,  도 시 풍 경 ,  재 구 성,  색 채 ,  다 시

학  번 : 2015- 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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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 말

본 논문은 2014년부터 진행해온 도시의 빌딩풍경을 재구성한 

본인 작업에 한 연구이다. 자신만의 이상향을 느낄 수 있는 색을 

시각화하고 일상의 빌딩을 다각도로 구성하는 작업을 발 시키면서 

재구성된 빌딩의 형상에서 본인의 작업 속 이상향이 가지는 의미들

에 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체계 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서 이상향의 통  이론을 서술하고 색과 다시 에 한 이론

 근거를 모색한다. 그리고 이미지들의 의미와 조형  특징을 분석

하여 본인의 작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발 과정을 서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작업의 주제는 미국에서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곳을 

떠올렸을 때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작업을 구상하는 보통의 

일상 속에서의 삶은 미국에서의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나 행

복했던 경험들만 남아 알록달록한 색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기억 

속에서 미화되며 이상화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행복했던 경험들과 

기억 속의 장소들을 재구성해 나만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화면에 

표 하게 되었다. 본인이 경험했던 장소들의 기억을 떠올려 여러 모

습들을 한 화면에 결합하 고, 화면 속 시각의 확장으로 기억 속 공

간의 시 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한 색은 도시빌딩의 회색빛에

서 벗어나 다양한 원색들의 조합으로 어우러지게 했다. 그래서 공간

의 색과 시각을 재구성하는 표 방법으로 나만의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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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인들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시각을 확장하게 되었고 날카로운 직선으로 빼곡하게 경쟁하듯 치

솟아있는 규격화된 빌딩의 모습에서 인들의 삶을 찰하게 되

었다. 빌딩에서 부분의 획일화된 일상을 살고 있는 인들의 삶

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실 속 빌딩풍경이 상상 속 공간으로 재구

성 된다면 정신 으로나마 로를 받을 수 있는 이상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 다. 

 

이상향이란 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 세계로, 구나 꿈꾸

는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상향은 

색이 가득 찬 공간으로 정의 내려진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서 색

은 단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빨강, 랑, 노랑

의 물리  상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바라보아 이

상향을 떠오르게 하는 감의 상이다. 그리고 색은 본인뿐만 아니

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인들에게도 각자의 경험을 토 로 

수많은 감각을 이끌어 내고 직 인 향을 다. 따라서 색채가 

주는 감각  이론을 살펴 색의 공간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며 마음속 자신만의 이상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을 

서술한다. 그리고 평범한 빌딩풍경이 다시 으로 재구성된 화면은 

감상자에게 상상 속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시각  확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 다. 

따라서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익숙한 공간 속 빌딩의 모습에서 

색과 공간을 재구성하여 이상향을 시각화하는 표 과정을 본 논문

에서 이론 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일상의 실 속에서 바

라본 빌딩을 색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정서  이상의 공간으로의 

시각화 과정을 서술하기 한 연구 방법으로 체구성을 ‘Ⅰ. 머리

말’, ‘Ⅱ. 도시풍경에 반 된 이상향’, ‘Ⅲ. 이상향으로서의 재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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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풍경 표 ’, ‘Ⅳ. 조형  특징과 표 기법’, ‘Ⅴ.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로 나 어 분석하 다. 

Ⅰ장에서는 작품의 동기를 구체 으로 서술하 다. 본인이 도시

풍경을 소재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논문의 구성과 

함께 연구과정을 개하여 서술하 다.

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주요한 소재로 나타나는 이상향에 

한 탐구를 해  도시인의 삶과 공간에 해 알아보고 그 속에

서 이상향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에 해 서술한다. 도시의 발 과정 

속에서 산업화 결과로 획일화 된 삶을 살아가는 인들의 삶에 

해 서술하고, 실에 기반을 두어 재구성된 도시풍경으로 표 되

는 본인의 작업 속 이상향의 근거를 규명하기 해 이상향에 한 

이론을 살핀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 속 재구성된 도시풍경이 이상향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 도시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 던 

이상향의 맥락을 확장시킨 표 임을 통동양화에 그려진 도시 공

간 속 이상향에 해 서술하여 밝힌다.

Ⅲ장에서는 실에 근거한 재구성된 도시풍경을 이상향  화면으

로 구 해 내기 한 표 과정에 해 서술한다. 인들의 규격화

된 삶의 모습이 투 된 도시빌딩의 이미지가 화면에서 어떠한 의미

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감상자는 본인

이 재구성한 실의 화면을 감상함으로써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다

는 근거를 산수화를 감상하는 통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으로 표 되었던 이상향의 형상을 구축  빌딩

으로 표 된 이상향, 색의 집합으로 표 된 이상향, 실의 빌딩에 

들어간 이상향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상의 의미를 밝힌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 

앞서 살펴본 이론  근거들이 어떻게 화면에 구성되고 있는지 분석

하고 있다. 실공간을 재구성하여 작품 속에서 정신이 노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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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면을 구성하기 해 사용된 동양화의 독특한 시선처리방법인 

삼원법에 해 분석하여 화면에 구성된 다시 에 해 서술한다. 그

리고 본인의 작품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원색들이 감상자의 

정서에 향을 미치게 하기 한 선명한 발색의 재료  탐구와 함

께 이상향을 표 하기 한 색채의 역할에 해 서술하 다.

Ⅴ장에서는 본론에서 분석하 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서술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재구성된 도시빌딩공간에 한 이론  분

석과 이미지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 게 구축된 

작품의 방향성을 토 로 이상향의 공간을 구성하는 본인의 작업에 

발 을 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한 본 논문을 통하여 그간의 

작업들이 객 으로 정리되어 타당한 흐름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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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도 시 풍 경 에  반 된  이 상 향

본 장에서는 도시인들의 삶과 공간에 해 서술해 보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이상향에 해 탐구해 본다. 따라서 1장에선 

인들의 공간이며 일상이 행해지는 도시에 해 분석한다. 도시의 소

외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상향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에 해 

서술하고, 실 속에서 발견 가능한 이상향에 한 통  이론에 

해 살핀다. 그리고 국과 일본의 통동양화에 그려진 도시 속에

서의 이상향의 모습에 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조선 

후기의 도시 속 이상향의 모습을 2장에서 서술한다.

1. 의  도 시 공 간 과  이 상 향  추 구

인의 한사람으로써 본인에게 도시 공간 속 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길이 가고 찰되어지는 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본인이 찰한 의 도시공간은 차갑고 삭막한 공간

이다. 도시의 거리나 교통에서 마주하는 인들의 생생한 삶

의 모습은 쳇바퀴처럼 반복 되는 삶에 지쳐있고, 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도시 공간은 산업 명 이후 격한 도

시화로 인한 결과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산업 명은 공업화 사회를 탄생시켰고 그로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서구사회는 근 사회로써 도시화 되고 산업화된 사회로 진

입하게 되었다. 산업 명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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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 으로 인해 사회는 물질  풍요를 이루었지만 인들

은 그 속에서 정신  빈곤을 느끼며, 사회는 인간의 존재가 무시된 

채 기계와 능률이 우선시 되면서 정신  고뇌와 불안이 가득찬 시

로 변모해갔다. 그로인해 복잡한 도시 속에는 살아남기 한 수많

은 경쟁이 존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과 충돌로 인들의 삶

은 각박해지고 획일화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상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심리는 극도의 이익추구와 인간소외의 문제이다.1) 인

의 소외 상은 1959년 시이맨(Melvin Seeman, 1918-)이 미국사회학

회지를 통해 사회  조건과 이에 기인된 행동  결과를 무력감, 무

규범성, 고립감, 무의미성, 자기이탈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서술한 

발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무력감이란 사회의 구조  제약 때문

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심리상태를 의

미한다. 무규범성은 산업사회로의 격한 사회변동으로 사회구성원

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윤리가 확립되기 

이 의 규범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 인이 느끼는 심리  갈등

상태는 이질  규범의 혼재에 의함이라 할 수 있다. 고립감은 사회

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사람의 사회  고립과 자기 스스로 집단구

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상의 고립으

로 나뉠 수 있다. 무의미성은 주어진 목 달성의 능률성만을 추구하

고 그 목 의 본질  가치에 한 근본  성찰을 외면하는 소외감

을 의미한다. 자아이탈은 사회 으로 서로를 도구  존재로 이용하

여 인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목  존재이어야 하는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하여 도구  존재로 락하게 되는 상을 의미한다.2)

한 산업화를 통해 도시화를 이루어낸 사회의 특징  하나

는 사회이다. 은 규모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사회구조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 반에 주체로 등장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1) 임춘식, 『 사회와 인간소외』, 한남 학교 출 부, 1990, p.17.

2) 오창호, 『사회심리와 인간소외』, 푸른사상사, 2005, pp.18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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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 면에서는 자본의 고도성장과 산업화의 결과로 인해 제품

은 규격화, 표 화되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평 화된 화

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 인 면에서는 거 해진 집단속에

서 인간은 고립된 으로 변해갔다. 문화 으로는 산업기술의 발

 결과로 교통통신은 발달하게 되었고 신문, 라디오, 텔 비 , 잡

지 등의 매체를 량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같이 달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며 들은 같은 향을 받아 획일 이고 평균

인 인간이 되었다. 표 이고 보편 인 문화로 형성된 매체에 

의해 인들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을 망각하며 살게 된 것이

다. 따라서 사회의 고립되고 소외된, 무기력한 인간은 체 사

회구조와 련하여 악한 인들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3) 

그러므로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계는 반비례 계로 분석

할 수 있으며, 사회가 거 해지는 만큼 개인은 무력해지며 소외된

다. 사회는 거 해질수록 여러 분야로 분화되어 개인을 사회시스템

의 톱니바퀴로 락시키고 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를 더 

거 하게 만들며 왜소함과 무력감을 느낀다.4) 산업사회에서 인

간의 무한한 욕구로 인한 무자비한 발 의 결과로 인간은 자신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의 도시 공간 속 삶의 어두운 이면에 한 묘사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찰리채 린(Charles Chaplin, 

1889-1977)은《모던타임즈(Modern Times, 1936)》에서 산업 명의 

자본주의  성향에 따라 기계의 일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도

시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고독한 흔 을 찾아 표 하 다. [도  

1]은 창문 머로부터 빛이 비치는 실의 풍경과 인간의 고독한 모

3) 임춘식, 앞의 책, pp.18-24.

4) 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한울, 2004, pp.42-43.



- 8 -

습을 표 하고 있다.5) 한 도시 속 시민들의 일상과 그 속의 고독

을 포착하여 도시를 소재로 표 한 작가로는 미국의 조각가 조지 

시걸(George Segal, 1924-2000)이 있다. 그의 작업은 사회에서 

들이 일상 인 삶 속에서 겪는 심리  고통과 소외를 표 한 

것으로 도시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이 지는 지하철이나 주유

소, 거리, 뒷골목 등의 장소를 배경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

는 인간의 소외되고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6) 

여러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도시공간의 이면과 에서 분

석한 다섯 가지로 정의 내려지는 소외로부터 인들은 자연스럽

게 이를 극복해 나가기 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상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고양시키며 이상향을 추구하

5) Silvia Borghesi, 최병진 옮김, 『호퍼: 고독한 인의 자화상』, 마로니에북스, 

2009, p.50.

6)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55, p.135.

[도  1]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밤의창문(Night

Windows)>, 캔버스에 유채, 

73.7x86.4cm, 1928, 뉴욕 근 미술

 [도  2] 조시시걸(George Swgal), 

<가시오서시오(Walk, Don’t walk)>, 

석고붕 , 277.2x182.9x188.9cm,      

      1976, 뉴욕 휘트니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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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일상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인들의 고독과 소외

의 삶 속에서 이상향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 이나 사회  생존의 차원을 넘어 이상 인 삶을 지

향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일상  삶을 뒤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해본다. 랭클(Viktor Frankl, 1905-1997)은 인간에게 가장 기

본 인 정신자세란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라고 하 다. 그러므로 인

간은 단순히 이 세상에 생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존재하고자 한다.7) 도시에서의 삶이 각박할수록 사람들은 일상 인 

삶의 공간에서 지루함과 갑갑함 같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낀

다. 그러므로 도시의 고독함 속에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상향을 추구한다. 이상향은 실과 립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불완 한 실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이상향이

다.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로 자신의 환경과 행동양식에 맞춰 응하

며 이상향을 갈망하고 실공간에 한 재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다.8) 따라서 이상향이란 구나 꿈꾸는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이상향은 물론 상상의 산물이지만 

실에 한 인식과 비 에서 출발하여 보다 나은 삶에 한 희망

이라고 볼 수 있다. 괴로운 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환상의 공간

이고, 실을 개선한 안 인 세계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향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공간의 모습이 

다를 뿐 본질 으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실과 다른 

세상인 이상향을 꿈꿨다. 동양에서 바라보는 이상향의 모습은 도연

명(陶淵明)의 「도화원기」를 로 살펴볼 수 있다.

 

진나라 태원(376-396) 연간에 무릉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했는데, 시냇물을 따라가다가 길의 원근을 잊어버리고 느

닷없이 복숭아꽃이 들어선 수풀을 만났다. 시내 언덕을 낀 수

7) 이종하,『삶․일상․윤리』, 문음사, 2009, pp.312-313.

8) 최재정,『도시를 읽는 새로운 시선』, 홍시커뮤니 이션, 2015,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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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보의 사이에는 다른 나무는 없고 꽃다운 풀이 깨끗하고 아

름다운데 거기에 떨어진 꽃이 어지럽게 깔려있었다. 어부가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수풀 끝까지 가 

보려고 하 다. 수풀은 수원에서 끝나고, 그리고서는 산이 하

나 나왔다. 그 산에는 작은 입구가 있고 거기에는 어렴풋이 

빛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그 입구로 들어

갔다. 처음에는 아주 좁아서 겨우 사람이 지나갈 정도 는데, 

다시 수십 보를 가니까 활짝 하니 환하게 트 다. 토지가 평

탄하게 넓고 집들이 정연하게 서 있고, 좋은 밭, 아름다운 못, 

뽕나무, 나무 등속이 있으며, 발길들이 서로 교차되어 뻗어 

있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집에까지 그를 맞아다가 다들 술과 음식을 내

어 하 다. 수일 동안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하직하고 떠

났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서 나와 버리자 자기 배를 찾

았고 먼  온 길을 따라 곳곳에다 표를 해 놓았다. 군의 소재

지까지 가서 태수를 찾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태수는 

곧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이 간 곳을 따라서 먼  표를 해 놓은 

것을 찾았으나 마침내 길을 잃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

지 못했다. 남양 사람인 유자기는 고상한 선비 는데 그 이야

기를 듣고 혼연히 그곳에 가 보려고 계획하 으나,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곧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에는 마침내 

그곳에 가는 길을 묻는 사람이 없어졌다.9)

9) “晉太元中, 武陵人捕魚為業, 緣溪行, 忘路之遠近, 忽逢桃花林。夾岸數百步, 中無

雜樹, 芳草鮮美, 落英繽紛, 人甚異之。復前行, 欲窮其林。林盡水源, 便得一山。山

有 口, 髣髴若有光: 便捨船從口入。初極狹, 纔通人: 復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平

曠, 屋 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雞犬相聞。 其中往來種作, 男女衣著, 

悉如外人: 黃髮垂髫, 並怡然自 。 見 人, 乃大驚: 問所從來, 具答之。 便要還家, 

爲設酒殺雞作食。 村中聞有此人, 咸來問訊。 自云先世避秦時亂, 率妻子邑人來此絕

境, 不復出焉: 遂 外人間隔。 問今是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 此人一一為具

所聞, 皆歎惋。 餘人各復延至其家, 皆出酒食。 停數日, 辭去。 此中人語云:「不足為

外人道也。」 既出, 得其船, 便扶向路, 處處誌之。 及郡下, 詣太守說如此。 太守即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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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원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은 세상과 단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에서 동떨어져 쉽게 닿

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고 그곳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

갈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도화원

기」속의 이상향은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지만 이곳 한 실의 

모습을 기반으로 묘사되어 온 곳이다. 동양사회에서의 이상은 실

에 내재된 이상향, 이미 이루어졌었던 이상향, 실 가능한 것으로

의 이상향이었기에 실을 바탕으로 그 속에 내재된 이상향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이상향에 한 갈망으로 사람들은 불

완 하고 각박한 삶을 견딘다. 실과 이상향을 동일선상으로 으

로써 이상향에 한 욕구가 사람들의 삶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의 분석을 통해 과거에 그려진 도시 공간 속의 이상

사회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2.  과 거 의  도 시 공 간 에  그 려 진  이 상 향

조선의 도시 성격이 변화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이다. 인구의 

속한 증가와 함께 그 속에서 동법의 실시, 속 화폐 유통, 노

동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화폐로 교환되는 체제가 확립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업  교류는 도시를 활발하게 만들었다.10) 

국의 명청 (明淸代)에 이르면 강남을 심으로 상업 경제의 

발 과 함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와 같이 도시를 주제로 한 회

人隨其往, 向所誌, 遂迷不復得路。 南陽劉子驥，高尚士也。聞之，欣然規往。未

果， 病終。後遂無問津 。” 『陶淵明集』 卷 六 「桃花源記」(陶淵明,『도연명

집』, 동서문화사, 2010, pp.448-450.)

10) 고동환, 『조선시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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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성행하 다. <청명상하도>는 직  경험한 일상의 풍경으로 번

화한 도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활기차고 분주한 사람들과 번성

한 상 들 그리고 즐거운 백성들의 모습은 군주의 어진 정치로 태

평 성 한 시 을 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번성했던 도

시와 날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도시 속 이

상향이다. 

[도  3] 구 (仇英),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비단에 색, 30.5x987.0cm, 

국 명(1368-1644), 국 랴오닝성박물

<낙 낙외도(洛中洛外圖)>는 교토의 심가와 교외의 경 을 그린 

표 인 일본의 풍속화이다. 사계 에 따라 자연경 과 계 별 다

양한 축제와 행사들을 하나의 화면에 묘사하고 있고, 교토의 명소와 

거 한 건축물 그리고 여러 계층의 군상들을 생생히 그리고 있다. 

이처럼 <낙 낙외도>는 일본의 ‘천하’가 통치하는 수도인 도시에 다

양한 최신 유행이 공존했던 이상 인 도시의 상을 상징하는 존재

다. 세련된 도시이자 수도인 교토를 상징하는 <낙 낙외도>는 빛 

구름으로 화려함을 강조하 고 번성한 도시와 함께 권력자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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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토의 성들을 크게 묘사함으로써 실을 반 하기도 하

다.11)

[도  4] 작가미상, <낙 낙외도(洛中洛外圖)>, 종이에 색,  124.1x283.8cm, 

일본 에도 18세기,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

우리나라의 번화한 도시를 주제로 상업 활동과 소비, 문화와 유

흥의 심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미술 작품으로는 <태평성시도

(太平城 圖)>를 로 들 수 있다. <태평성시도>에는 각양각색의 사

람들의 일상생활 모습부터 상업공간까지의 모습들이 등장한다. 국

의 <청명상하도>나 일본의 <낙 낙외도>와의 가장 큰 차이 은 당

시 조선이 지향했던 이상 인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이다. 

조선 후기 변하는 도시의 상황을 체감하면서 화려하고 번화한 상

업거리와 진기한 최신 문물들에 한 동경과 풍요롭고 태평성 한 

도시인들의 모습을 표 하여 실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다.12)

11) 국립 앙박물 ,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 앙박물 , 2016, 

pp.74-76.

12) 국립 앙박물 , 앞의 책,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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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작가미상, <태평성시도(太平城 圖)>, 비단에 색,  113.6x49.1cm, 

조선 18세기, 덕수 4481, 국립 앙박물

조선 후기 상업도시로써 번성한 한양 속 다양한 변화들은 화가가 

도시를 그리게 만들었으며 이상  도시로서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

내게 되었다. 정조의 통치아래 태평성 의 증거로써 도시의 풍요로

움을 그려 당시 시 의 모습을 이상 으로 그려낸 것이다. 한 

국과 일본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당시 동아시아의 변화하

는 도시 속에는 이상향의 모습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

시 속의 이상향은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르지만 과거부터 존재해 왔

다. 과거에는 도시 자체로서 이상향을 발견했다면 본인이 구성하는 

 도시속의 이상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차가운 도시의 

재구성을 통해 발견해 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향은 과거 도시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 던 이상향의 맥락이 

실의 도시를 재구성하여 발견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확장된 표 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본인이 표 하는 이상향으

로서 재구성된 도시에 해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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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이 상 향 으 로 서 의  재 구 성된  도 시 풍 경  표  

 

본 장에서는 재구성된 도시풍경이 이상향의 공간으로 재 되기 

한 표 과정에 해 분석한다. 따라서 1장에서 재구성된 도시풍경

의 의미를 이상향의 공간과 ‘창신’으로서의 공간으로 분석한다. 작업

의 형성배경이 되는 작품으로 이상향을 설명하고 통 산수화를 감

상하는 태도와 목 으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서술한다. 그리고 2

장에서 본인의 작업에서 표 되는 이상향의 형상들을 주제별로 분

류하여 표 과정을 서술한다.  

1.  재 구 성된  도 시 풍 경 의  의 미

1) 이 상 향 으 로 서 의  공 간

도시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의 일상생활 속 모든 삶들은 

차가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이라는 규격화된 공간 속에

서 그들을 둘러싼 채 이 지고 있다. 한 도시의 획일화된 일상 속

에서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규격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본인은 

이 게 정해진 같은 삶의 패턴이 도시 속 빌딩과 그 모습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거 한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

선 우울한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차가운 철근들의 집합으로 떠올려 

지곤 한다. 일정하게 패턴화 되어 좁은 공간에 날카롭고 직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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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듯 높게 치솟은 빌딩들은 도시의 어두운 내면을 함축해 놓은 

듯하다. 그리고 획일 으로 규격화 되어 지어 세워진 빌딩들의 모

습 속에서 본인이 찰한 도시 속 인들의 삶의 차가운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 속 빌딩은 주거의 기본 인 개

념이 아니라 도시의 삶을 찰할 수 있는 심이 된다. 인들은 

고도로 발 한 의 도시빌딩 속에서 일상의 행 들을 지속하며 

빌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빌

딩 속에서 부분의 일상이 이 지는 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들에게 이상향이란 어떤 곳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기술 , 도구  합리성이 지배하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는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가 『1차원  인간』에서 

밝히고 있듯이 부분의 역에서 비 의식이 상실되고 주어진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한 계산  사고만이 시된다. 그러므

로 이러한 ‘1차원  사고’의 상태에서 이성이나 합리성은 기존 질서

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 , 도구  이성으로 락하게 된

다. 따라서 마르쿠제는 미래를 기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역은 

술이라고 보면서, 미학  상상력을 유토피아의 원천으로서 시하

다.13) 그러므로 본인은 실을 재구성한 도시풍경을 통해 이상향의 

공간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도시를 살아가는 인들에게 일상의 

풍경을 상상하여 재인식 하도록 유도한다. 

허구  세계 는 가상의 세계로서 기억과 있을 수 있는 다른 곳

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술작품은 일상 인 실 이상의 진리를 포

함하고 있다. 그리고 술 작품은 그것이 실의 질서에 자기 자신

의 질서를 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름다움으로 기존 실에 한 

월 인 정  안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학  상상력과 이

를 토 로 한 술은 유토피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다.14)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빌딩형상은 재의 삶이 이

13) 손철성, 『유토피아, 희망의 원리』, 철학과 실사, 2003,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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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의 우울한 

삶 속에서 상상을 통한 이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그

리고 실에 기반을 두어 찰되어지는 인의 일상의 모습을 담

은 빌딩은 본인의 느낌과 감정을 표 하는 것을 넘어서 감상자에게

도 그를 둘러싼 사회  공간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이미지로 

존재할 수 있다.

【작품 1】 나의 정원, 장지에 채색, 91.0 x 116.8cm , 2014

【작품 1】은 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재구성된 실의 

풍경을 통해 이상향을 찾고자 하 던 것으로 모든 작업들의 시작

이 된다.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후 돌아와서의 생각들은 

본인이 재구성된 도시풍경을 통해 이상향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되었

다. 작업을 구상하던 당시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했던 미국에서의 

경험들은 알록달록한 색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기억 속에서 미화

되며 이상화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행복했던 경험들과 기억 속의 

장소들을 재구성해 나만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화면에 표 하게 

14) 손철성, 앞의 책,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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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작품 1】은 본인이 경험했던 장소들의 기억을 떠올

려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한 화면에 재조합하여 작업한 것이다. 이러

한 화면 속 시각의 확장으로 기억 속 공간의 시 은 다양하게 변화

되었고 색은 여러 가지 색들의 조합으로 어우러져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내가 머물 던 실 속 공간의 색과 시각을 상상하여 재구

성하는 표 방법으로 이상향으로써의 의미를 구 하게 된 것이다.

2) ‘ 창 신 ’ 으 로 서 의  공 간

재구성된 도시풍경의 의미는 종병(宗炳, 375-443)과 곽희(郭熙, 

1023-1085)가 말한 ‘창신(暢神)’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세속의 공간

에서 벗어나 정신  자유로움을 릴 수 있는 이상향을 그리워하며 

재구성된 화면에서 확장된 시각으로 표 된 공간은 그 보다 더 

자유로운 감정과 더 확장된 경험을 표 할 수 있다. 

미술사가 장언원(張彦遠, 815-879)의 서 『역 명화기』에 기

록된 산수화가인 종병의 『화산수서』는 최 의 산수화 이론집이라 

할 수 있다. 종병은 『화산수서』에서 육체에 한 정신의 자유를 

주장했다. 육체는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신은 한정이 없는 

무한함을 본체로 하고, 무한한 정신은 결국 육체의 작용을 받아 불

완 하게 된다고 하 다.15) 이것은 종병의 불교  수행방식으로 성

인의 경지를 지향하는 수행자인 인은 성상을 음미하여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인과 인과의 계는 “도를 머 고 만물을 비추는 것” 과 “마

음을 깨끗이 하여 성상을 음미하는 것16)”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

15) 조송식, 『 국 옛그림 산책』, 실문화연구, 2011, p.90.

16) 宗炳, 『畵山水序』, “聖人含道暎物, 賢 澄懷味像” (조송식, 『산수화의 미학』, 

아카넷, 2015,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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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미상(味像)이란 성상으로서의 자연을 음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병은 일생동안 “여산과 형산을 깊이 그리워하고 형산과 무

산을 마음껏 배회하면서” 수행을 하 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면서 종병은 더 이상 산수를 유람할 수 없게 되었다. “늙고 병

든 오늘날, 나의 기를 응집하고 정신을 즐겁게 할 수 없음을 부끄럽

게 여기고, 석문의 무리와 같은 수양자 수 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

음을 마음 아 했다.”17) 그래서 과거에 유람했던 명산을 그려 감상

을 하 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미를 구 한 것이 아닌 불교  수

련을 한 것이었다.18) 자유의 세계로써, 공간 으로 무한하며, 

시간 으로 원한 정신의 본체의 세계를 산수가 상징하는 것이다. 

육신의 불완 으로 산수 유람을 통한 해탈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종병은 과거에 노닐었던 산들을 방안에 그려 놓고 이를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해방하고자 했다. “방안에 워서 산수화를 보고 노

닌다”는 ‘와유(臥遊)’인 것이다.19) 종병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안에서 

산수화를 보면서 육체에 구속된 정신을 자유롭게 펼쳐 해탈하는 것

이었다. 이것은 ‘감응하고 하나 되어 신에 감응이 있게 되면, 신은 

월하고 진리는 얻게 된다.(應 感神, 神超理得)’라는 구 과 ‘신이 

확장될 뿐이다. 신이 펼쳐지는 것보다 무엇이 앞서겠는가(暢神而已, 

神之所暢, 孰有先焉)’ 라는 구 로 알 수 있다. 즉 자아와 타자의 구

별이 없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신이 자아의 경계를 월하면 

진리는 얻어진다.’ 라는 해석과 ‘ 조  태도로서 산수화를 하면 

신은 해방의 감정을 느끼고 그 리(理)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

은 화가의 정신이 자연과 조화되면 화가는 산수의 신과 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신을 자유롭게 펼쳐 해탈하는 ‘창신(暢神)’인 것

이다.20)

17) 宗炳, 『畵山水序』, “余眷 廬衡, 契濶荆巫, 不知 之 至” (조송식, 와 같음)

18) 조송식, 『산수화의 미학』, 아카넷, 2015, pp.105-107.

19) 조송식, 앞의 책, p.91.

20) 김석주, 『종병의 산수화론과 사상  배경에 한 연구』, 석사학 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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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 감상을 통한 정신  해방으로 이상향을 추구했던 종병의 

이론은 이후 북송시  말기 곽희로 이어져 양식 으로 완성되고 보

편화 되었다. 진남북조시 의 자연 본체에 한 인식이 높았음은 

종병의 산수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종병의 산수화의 감상을 

불교  수행의 하나로 개인 는 몇 사람들의 명상을 통해 이 지

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게 확산될 순 없었다. 이후 산수화론의 

역사  축 과 함께 북송시 의 사 부의 의식세계에 따른 출사

을 자연의 본체에 담음으로 양식 으로 형성되며 보편화 되었다.21)  

유가사상에서는 실사회에서 인간의 도덕  실천을 시한다. 

따라서 선비는 부지런히 독서를 하며 자신을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

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 세상에 이름을 알려 왕을 보좌하고 백

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러나 부도덕한 

군주가 자리 잡아 도가 행해지지 않거나 혹은 뜻을 펼 수 없는 상

황에서는 강호로 물러나서 조용하게 자신의 덕성을 닦는 것이 도리

라는 인식이 있었다.22) 이는 산수가 문인들의 삶 속에서 이상향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이유에 해 알 수 있다. 그리고『논어』에서 “지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며, 지자는 동 이고 인자는 

정 이며, 지자는 낙천 이고 인자는 장수한다.”23)를 통해 산수는 

고난을 수반하는 은둔의 장소라는 이미지를 떠나, 좋아하고 즐거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은일문화를 바탕으로 산수자연에는 도와 아름다움이 있다

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산수공간에 은거하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도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되어갔다. 산

천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맡김으로 산수에서 인격의 완

성과 정신  해방감을 추구하 다. 하지만 곽희는 도가  은자의 입

학교, pp.26-28.

21) 조송식, 앞의 책, pp.213-216.

22) 국립 앙박물 ,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그라픽네트, 2014, p.13.

23) 『論語』, 「擁也 」, “知 水, 仁 山, 知 動, 仁 靜, 知 , 仁 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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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아닌 성리학  사 부 료의 입장에서 산수를 희망했다. 곽희

는 그의 화론 『임천고치』에서 “자신은 늘 자연에 은거하여 노닐려

는 욕구가 있지만 임 과 어버이에게 충과 효를 실천하기 해서는 

실을 떠날 수 없다24)”라고 근원  향수에 한 그리움을 만족시

키면서 실에 충실할 수 있는 매개로 산수화를 그리는 이유에 

해 설명하고 있다. 

 

훌륭한 솜씨를 가진 화가를 얻어 그 산수 자연을 울연하게 그려

낸다면 청이나 방에서 내려가지 않고도 앉아서 샘물과 바 와 

계곡의 풍 을 한껏 즐길 수 있으며, 원숭이 소리와 새 울음이 

흡사 귀에 들리는 듯하고 산빛 물빛이 어른거려 시야를 황홀하

게 빼앗을 것이니 이 어  남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 하게 사로잡는 것이 아니겠는가!25)

의 이론들을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산수화의 감상은 세속의 

공간에서 벗어나 정신  해방을 리는 안식의 장소를 실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매개가 된다. 종병은 불교  수행방식으로 무한함의 

본체인 산수를 유람하다 후에 유한한 육체에 구속된 정신을 자유롭

게 펼쳐 산수와 하나가 되어 그 속에서 신과 령을 얻는 ‘창신(暢神)’

으로 산수화 람의 이유를 들었다. 한 곽희는 종병의 이론을 이

어받아 사 부의 입장에서 사회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본능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  자아와 개인  자아의 심리  균형을 

한 장치로 산수화 람의 목 을 설명하 다. 따라서 그림을 감상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자유롭게 펼쳐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다는 

24) 郭熙, 郭思, 『林泉高致集』 「山水訓」, “直以太平盛日, 君親之心兩隆, 苟 一

身, 出外節義, 斯係豈仁高蹈遠引, 爲離世絶俗之行” (張彦遠, 김기주 역주, 『 국화

론선집』, 미술문화, 2002, p.301)

25) 郭熙, 郭思, 『林泉高致集』 「山水訓」, “今得妙手, 鬱然出之, 不下 筵, 坐 窮

泉壑, 猿聲鳥啼, 依約在耳, 山光水色, 滉漾奪目，此豈不快人意，實獲我心哉” (張彦

遠, 김기주 역주, 앞의 책,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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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앞의 종병과 곽희가 말하고 있는 산수화의 기능으로 분석 가

능하다. 

산수화를 감상하는 태도와 목 을 이론 으로 분석함으로써 작업

을 감상하는 감상자도 그 속에서 심신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이상향

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화폭에 그려진 

산수의 풍경 속에서 정신  해방을 리던 고 화가들과는 달리 

재를 살아가는 인들에게 자연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이 되

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인간은 상공업의 발 과 더불어 여러 

건축물들이 세워진 도시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보다는 빌딩들로 가

득 찬 도시의 환경에 익숙해 졌다. 인이 바라보는 풍경은 이제 

자연이 아닌 빌딩만이 빼곡한 도시풍경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

러므로 인이 살아가는 도시의 빌딩풍경을 재구성한 본인의 화

면은 고 의 화가들이 정신  해방의 공간으로 추구했던 산수와 같

은 의미라고 분석할 수 있으며 재구성된 도시풍경이 이상향의 의미

를 가질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2.  재 구 성된  도 시 풍 경 의  표 과 정

지 까지 이상향으로써 재구성된 빌딩풍경의 의미에 해 서술해 

보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양한 표 으로 시도되었던 작업들을 

구축  빌딩으로 표 된 이상향, 색의 집합으로 표 된 이상향, 

실의 빌딩에 들어간 이상향의 주제로 분류하여 이미지들의 의미를 

서술하고 재구성된 도시풍경이 이상향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어떻게 

표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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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축  빌 딩 으 로  표 된  이 상 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의 작업에서 재구성된 빌딩풍경은 이

상향이 된다. 인의 일상이 행해지는 도시에서 매번 같이 바라

보던 공간은 다양한 시 의 구축 인 빌딩형상으로 재구성되어 사

람들로 하여  상상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

로 본인의 작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의 빌딩을 구축 으로 재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각각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한 행복했던 기

억들과 ‘여의도’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느 던 감정을 장소 속의 빌

딩풍경을 재구성하여 표 한 【작품 1】과 【작품 2】는 감상자의 

감각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화면 속의 장소를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감상자라면 경험했던 빌딩풍경과는 다르게 재구성된 화면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 던 기억으로부터 각자의 특별한 감정을 떠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감상자는 실 속의 빌딩이 구축

으로 재구성된 화면에서 정신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감상자 자신만

의 이상향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작품 2】는 제목과 같은 ‘여의도’라는 공간을 재구성하여 그린 

그림이다. 앞의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들은 도시발 과

정 속에서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본인은 이러한 도시의 차

가운 이면을 규격화되어 지어 세워진 빌딩들의 모습에서 발견하

고 있다. 그러므로 실재로 수많은 직장인들의 치열한 삶이 이 지는 

‘여의도’는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  특징을 갖

는다. ‘여의도’는 우리나라에서 표 인 상업과 융업의 심이 되

는 도시이고, 여러 회사들과 증권가들이 몰려있어 수많은 고층 빌딩

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는 공간이다. 화면 속에는 실제로 ‘여의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빌딩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시 에서 바라본 

빌딩의 모습으로 화면을 재구성 하 다. 여의도를 거닐면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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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고 창 머로 자연스럽게 보이던 공간이 다양한 시

으로 구축 으로 재구성되면서 감상자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다

른 느낌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게 재구성된 공간을 

바라보며 육체에서 정신을 해방시켜 새로운 공간에서 노닐게 된다

면 감상자 한 그림을 람함으로써 정신  해탈의 경지인 ‘창신

(暢神)’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여의도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빌딩들을 재구성한 만큼 빌딩에 다양한 색을 입힌 화면의 구성은 

감상자에게 더욱 상상의 공간으로써 실을 재인식 할 수 있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선 작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 속의 빌딩을 재구성하여 이상

향을 구성하던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상자에게만 본인이 제시하는 주제의식 속의 이상향으로써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인들은 비슷한 

【작품 2】 여의도, 장지에 채색, 

  130.0 x 162.0cm , 2014
      [도  6] 여의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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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패턴 속에서 시간을 내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면 같은 공간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경험하 던 장소와 그 곳에 있던 빌딩

의 시 을 구축 으로 재구성한 화면에서 재인식을 통해 이상향을 

찾고자 하는 본인이 제시하는 주제의식은 장소에 한 경험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인들에게는 단순한 빌딩의 형상일 뿐이다. 따라

서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새로울 것이 없는 도시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모의 길쭉한 빌딩들의 재조합으로 화면이 변화하게 

되었다. 

【작품 9】 어떤 도시 Ⅰ, 장지에 채색, 130.0 x 162.0cm, 2017

다양한 시 으로 재구성된 평범한 빌딩은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

을 듯 하며 익숙한 듯 낯선 공간으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듯하다. 따

라서 【작품 3】, 【작품 4】, 【작품 9】, 【작품 10】의 제목이 

Anywhere(어디든), Somewhere(어딘가에), 그 곳, 어떤 도시처럼 불

특정의 공간을 의미하는 근거가 된다.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낯

설지 않은 빌딩풍경은 재구성되어 이상향의 공간으로 찰될 수 있

다. 그러므로 평범한 듯 무심한 빌딩형상이지만 다양한 시 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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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화면으로부터 감상자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던 익숙한 모양의 

빌딩풍경을 넘어 정서  환기를 경험함과 동시에 정신의 자유로움

을 느낄 수 있는 이상향을 만나게 될 것이다. 

2) 색 의  집 합 으 로  표 된  이 상 향

실 속 빌딩풍경의 구축 인 재구성으로 이상향을 찾으려 했던 

작업은 이후 색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며 이상향에 한 표 이 변

화하게 되었다. 앞선 작업을 통해 작업 속 색은 공간에 새로움을 주

는 환기  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정 인 기능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에게 색은 다양한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상  소재로 화면에 구성된다. 그러나 앞의 작업에서 색은 

단지 빌딩 각각의 색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상상의 공간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색으로 독립된 

공간구성에 해 더 깊이 고드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인들은 도시의 색을 떠올릴 때 부분 회색빛을 생각한다. 

회색은 힘이 없는 색으로 고귀한 흰색이 더럽 지고 강렬한 검정이 

약화된 색이다. 그러므로 회색은 ‘특성이 없는 색, 우울한 감정의 색, 

불친 의 색, 거친 색’ 등으로 정의 내려진다.26) 회색의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는 본인에게 각박한 인들의 실

을 변하는 모습으로 찰되어 진다. 고층 빌딩에 가려 햇빛을 바

라볼 수 없는 하늘로 인해 도시는 회색빛이 된다. 태양이 환하게 비

치는 날에도 회색빛 도시 속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우울

하고 권태롭다. 그러므로 회색의 도시는 본인의 작업에서 다양한 원

26) Eva Heller, 문은배 감수, 『색의 유혹-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이야기』, 담, 

2002, pp.453-474.



- 27 -

색의 공간으로 재구성 되어 감상자에게 실을 상상 속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심리에도 정 인 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미건조한 색의 삶을 살아가는 인들은 원색의 

집합으로부터 이상향의 형상과 마주할 수 있다. 

한 본인의 화면에서 색은 단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빨강, 랑, 노랑의 물리  상이 아니다. 복숭아꽃을 넘

어 무릉도원이 펼쳐지듯이 재구성된 일상 속에서 색들이 가득한 공

간을 발견하게 된다면 감상자는 이상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본인

이 구성하는 이상향은 재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찾은 심리 으로 

풍요로운 이상  색채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표 하기 해 평

범한 도시빌딩의 풍경을 다시 으로 구성하 고 화면 가득 원색의 

모든 색을 배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화면 속에서 색은 다양

한 감정을 내포하여 감상자의 심리에 정 인 향을 직 으로 

미치며 색은 이상향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미술 비평가 던 르네 그(Rene Huyghy, 1906-1997)는 “색채는 

사고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직 으로 화가의 감정을 반 해 다.” 

라고 색채를 정의했다.27) 색채는 이성 인 사고에 의해서가 아닌 인

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직감에 의한 감각으로 다양한 감정의 깊이를 

표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마주치던 평범한 도시빌딩이 원색들의 조

합으로 재구성된 화면은 감상자의 감각에 작용을 한다. 무미건조한 

색의 삶을 살아가는 인들은 색들이 넘쳐나는 화면을 통해 이상

향의 형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표 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색은 시각  술의 색으로써 색은 그 자체이기 보

다는 색이 지닌 정신 , 심리 인 역할에 의미를 둔다. 

27) René Huyghe, 『 술과 혼』, 열화당, 1989,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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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문은배, 『색채의 이해』, 색상환에서의 이미지언어, p.139

인간의 감정은 색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색이라도 개개

인에게 미칠 수 있는 향은 늘 변한다. 노란색은 환한 태양을 상징

하며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날카로운 비명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른 색의 향이 미쳤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28) 한 색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물리 , 심리  상과도 연 이 있다. 사

람은 정보를 지각할 때 뇌에서도 동시에 사고나 감정을 떠올리게 

됨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각각의 색은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으키

게 된다. 빨간 장미를 볼 때 감각을 통해 이것이 빨간 장미임을 지

각하게 되면서 동시에 빨간 장미와의 기억을 떠올려 감정을 느끼고 

쁘다거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29) 이러한 뇌 

체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정서  감정을 통합한 

것을 색의 감정효과, 색채심리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마다 색을 느

28) Eva Heller, 문은배 감수, 앞의 책, p.34.

29) 정은주, 『색채심리』, 학지사, 201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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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감정은 환경과 경험의 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

나지만 보편 인 색에 한 느낌으로 색채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빨간색을 보면 사과를 떠올리고 란색을 보면 하

늘을 떠올리듯 색은 념을 이끌어내는 강한 연상 작용을 한다.

[도  7]은 이러한 색채를 자유연상법으로 나타낸 단어를 정리해 

색채의 이미지를 정리한 것으로 구상 인 것과 추상 인 것으로 나

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색의 감정과 이미지는 홀로 존재하지 않

고 다른 색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향을 미치며 이것을 

색채 배색이라고 한다. 즉 색채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어울

리도록 알맞게 조합하는 것으로 색의 체 인 작용이다. 

강렬한 원색이 감상자들의 감정과 정신세계에 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 러시아 출신의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를 로 들 수 있겠다. 야수 의 향을 뛰어넘어 독창

인 구성으로 ‘청기사’라고 불리는 독일 뮌헨의 표 주의 그룹의 

술지도자인 그는 화가로는 처음 과감하게 무지개의 원색을 사용하

다.30) 칸딘스키의 작품은 빨간색, 노란색, 란색 그리고 록색으

로 강렬한 원색의 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제는 작품에서 표

기능을 상실하 고 단지 단순하고 담한 색들의 구성으로 그에게 

회화작품들은 색의 조화로써 연구 상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하나의 내부의 휘로 뒤덮여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

운 그림을 보게 되었다. 이 그림 속에서 나는 형태와 색 밖에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림의 주제는 이해할 수 없었다.”31) 라는 

말로 칸딘스키가 작품에 있어서 색의 구성을 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색채는 처음에는 순수한 물리  인상을 주지만 더 

나아가 정신의 세계를 동요시키며 감상자에게 직 인 향을 주

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딘스키는 화면에 상을 직 으로 표 하

30) 문은배, 『색채의 이해』, 국제, 2002, p.69.

31) 유 호, 『색의 정신세계』, 태학원, 2007,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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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상으로부터 느끼는 감정과 내 인 정신세계를 표 하고

자 하 다.32) 따라서 상의 구체  모습을 제거하고 화면에 색과 

형만을 표 함으로 회화의 새로운 을 제시하 다. 색에서 벗어

난 독립된 형태는 단지 선들의 집합체에 불과함으로 형태와 색의 

한 조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그림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강렬한 색채들의 

조합은 에서 알아본 개인에게 나타난 색의 심리와 감정들의 집합

체로써 감상자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복합 으로 불러일으키며 상상

의 공간 즉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색이란 개인의 경험을 토 로 감각 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무

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감상자는 다양한 

원색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형상에서 수많은 감

정과 기억을 떠올려 마음 속 자신만의 이상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원색들은 서로 얽 진 유기  결합의 덩어리 형상으

로 다양한 감정의 집합을 이루고 감상자의 내면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작품 11】, 【작품 12】, 【작품 13】, 【작품 14】의 색이 주는 

감정  언어를 모두 포함한 색의 덩어리 형상은 빌딩을 구성하고 

빌딩고유의 색을 원색으로 표 하던 작업에서 벗어나 색에 을 

맞추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확장된 색의 표 은 빌딩으로 국한되어

진 구체  형상에서 벗어나 화면 속에서 어우러져 단독으로 감상자

의 감정에 직 인 향을 다. 

다양한 감정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는 색의 덩어리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 이는 듯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유기체의 사  정

의는 형태  기능 으로 분화된 여러 부분으로 되어있고, 부분 상호 

32) 서혜옥, 『칸딘스키의 색채론-내  필연성의 심리학  표 에 한연구』, 한국

색채학회논문집, 2009, Vol.23(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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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부분과 체 사이에 한 련이 있으며, 체로서 하나

로 정비된 통일체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색들의 뒤엉킴은 하나의 

색이라도 주변 다른 색과의 유기  구성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불

러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구상 인 것과 추상 인 것으로 나뉠 수 

있는 색의 다양한 감정과 이미지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색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향을 미치는 색채 배색으로도 분석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구성하는 색의 집합체인 덩어리는 다른 

매개체들과는 별개로 온 한 색들의 조합으로 색의 체 인 작용

을 하며 시각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품 12】감정의 형태 Ⅱ, 장지에 채색, 73.0 x 78.0cm, 2016

이로써 온통 색들로 뒤덮인 작업화면 속 공간을 이루는 색은 본

인에게 단순한 색 이상의 의미로써 화면에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감상자는 색의 덩어리 형상을 마주할 때 색들로부터 

자신 안에 내재되 있는 모든 감정을 이끌어내고 본인이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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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색은 온 히 단독으로 감상자의 감각에 향을 미치기 해 무정형

의 덩어리 모습으로 화면에 묘사되고 있다.

【작품 15】, 【작품 16】의 화면 속에는 감각의 이상향을 구성하

는 색의 집합체가 빌딩 주 에 부유하여 배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색의 덩어리는 언제든 가서 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듯 빌딩

과 가까운 거리에 구성되고 있다. 마치 실에서 조 만 벗어나 복

숭아꽃이나 수풀 등 어딘가에 가려져 발견되는 무릉도원 속 이상향

처럼 색의 집합체는 주변을 맴돌고 있다. 따라서 색의 덩어리는 

실을 반 하는 공허한 도시빌딩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상향을 감추

려는 듯 보이지만 실과 이상의 비를 색과 형태로 보여 과 동

시에 주변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이상향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작품 15】부유하는 감정Ⅰ, 장지에 혼합재료, 80.0 x 116.8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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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의  빌 딩 에  들 어 간  이 상 향

이상향으로 정의되는 색의 집합  형상이 하나의 형태로 꿈틀

듯 표 되는 과정 속에서 온 히 화면에서 독립되던 이 의 작업은 

빌딩형상이 서로 비춰진 결과로 일 이는 듯 흐트러진 색들이 실 

속 빌딩에 들어간 색의 조합의 작업으로 발 되었다. 빌딩의 형상에 

입 지던 색에서 벗어나 서로 비춰져 흐트러진 색으로 이상향을 제

시하며 색의 복합 인 구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이상향을 재

하는 것과 인지하는 과정을 어떻게 화면에 펼쳐내는 것이 가능할

까에 한 고민의 결과로써 빌딩들이 서로를 비추며 발견되는 실

과 이상의 경계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 존재하고 일상에서 마주쳐 오던 공간을 색과 다시 으로 재

구성한 작업의 화면은 감상자에게 새로운 시각  환기를 경험하여 

정신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앞서 사회의 단상을 이론 으

로 분석해 보았듯이 회색빛의 무미건조한 빌딩은 실의 삶을 변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감각을 내포한 색으로 재구성된 빌딩은 

실 속에서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시 으로 구

성된 화면에서 익숙하지만 미묘한 다름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상상

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미건조한 실 

속 빌딩을 색으로 재구성하고, 온 한 색들 서로의 유기  조합으로 

이상향을 표 하던 두 가지 작업은 다시  한 화면에서 합쳐져 이

상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실을 재구성하던 빌딩들은 서로 비춰지며 그 속에서 가상의 세

계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벗어날 수 없는 실 속 빌딩의 틀 안에

서 일 이며 흐트러진 색의 경계로 화면은 발 하여 이상향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흐트러진 색은 실의 색과 비되어 다양한 

감각을 내포하여 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나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상향의 형상은 구체 인 형상에서 벗어나 빌딩의 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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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겹쳐지면서 일 이는 색들과 실을 구성하는 색의 복합 인 

구성으로 확장되었다.

【작품 17】 간지  Ⅰ, 장지에 채색, 100.0 x 139.0cm, 2018

 【작품 19】< 간지  Ⅱ>, 부분       [도  8] 빌딩에 비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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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작품 18】, 【작품 19】은 실 속 빌딩의 형상을 

한 외각 안에 흐트러진 색들로 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나들어 이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색들은 빌딩의 외각 안에서만 서로 허물어지

며 이상향을 구성한다. 이것은 빌딩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인들의 실 속 삶을 반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

한 틀 안에서 비춰진 이상향의 색들은 색과 색으로 경계가 허물어

져 실 속인 듯 가상인 듯 상상 속 이상향으로 마주할 수 있다.

【작품 19】의 부분은 서로 비춰진 형상 속에서 우울한 느낌을 표

하는 란계열로 묘사되고 있는 실의 빌딩이다. 다양한 색을 이

상 으로 보고 색들을 배치하는 본인에게 랑의 단색으로 묘사된 

빌딩은 다른 원색들의 복합 인 구성과 비되어 무미건조한 모습

이다. 그러므로 실과 반 로 비춰진 이상 속의 세계는 다양한 색

들로 여러 감각들을 일깨울 수 있다.  

비춰진 형상은 일 이며 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경계가 된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서 빌딩형상에 비춰진 가상의 공간은 실을 

넘어 이상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빌딩에 비춰 일 이는  다른 

공간 속 빌딩은 실이지만 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의 빌딩

들은 서로 비춰져 흐트러진 색으로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여 이상향

을 제시한다.

빌딩과 덩어리라는 구체 인 형상에서 색의 이상  역할을 발견

하려 했던 작업은 빌딩에 비춰져서 일그러져 형성되는 색들이 만들

어낸 가상의 세계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형상에 단순하게 입 졌던 

색에서 벗어나 감상자의 상상을 자극하며 넓어진 개념으로 실의 

빌딩에 들어간 이상향의 역할을 정의내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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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조 형  특 징 과  표 기 법  

본 장에서는 에서 살펴본 재구성된 도시풍경이 이상향으로써 

어떻게 화면에 구성되고 있는지 다시 의 조형  특징에 해 통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향의 의미를 선명한 발색

을 통해 더욱 효과 으로 나타내기 한 색채의 재료  탐구와 함

께 색채가 사용된 특징들에 해 서술한다.

1.  다 시  구 성

사람들이 흔히 들어보았던 투시(透視)라는 말은 투명한 면을 통

하여 고정된 시 에서 어느 장면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투시원근법

이라 일컫는 이 방법은 르네상스 시 의 이탈리아 건축가 필리포 

루넬 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66)와 온바티스타 알베

르티(Leonbattista Alberti, 1404-1472)에 의해 이론화된 수학 , 기

하학  이론에 근거한 공간구성 방법이다.33) 서양화의 일  투시는 

정해진 치로부터의 하나의 시 을 수반하며 그 단일한 시 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풍경과 나를 분리시켜 소유하

는 공간이 아닌 보고 있는 세계로 공간을 한정 짓는다. 그러나 본인

은 하나의 시 으로 모여진 풍경은 상상의 공간으로 보여 질 수 없

다고 생각한다. 감상자는 여러 시 으로 보여 지는 빌딩의 모습에서 

33) 이성미, 『조선시  그림속의 서양화법』, 소와당, 2008,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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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속 움직임을 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업에서 여러 각도로 흩어진 빌딩들

은 공간을 확장하고 다각 으로 보이는 공간 속에서 이상향의 다양

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화가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다양한 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다

시 에 의한 공간표 이론은 국의 산수화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고  국의 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독특한 시각표 법을 제시

하고 있는데 표 으로 곽희의 서 『임천고치』가 있다. 곽희는 

북송시 의 화원화가로 자신의 서인 『임천고치』  『산수훈』

에서 종병의 원 (遠暎)론34)을 발 시킨 삼원론을 제시하 다. 곽희

의 ‘삼원’은 도가사상을 산수화 상에 구 하기 한 것으로 아득한 

산수를 바라보며 형질과 색채가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혼미하

게 되어 […] 사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35)는 노자사상과 상통하

는 것이다. 산수화의 ‘원’에는 인생에 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고

원, 심원, 평원의 ‘원’에는 감상자의 시선과 속세의 오염된 마음과 감

정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의 자각은 산수를 바라보는 

감상자의 시각과 정신이 제한된 범 인 세속을 벗어나 무한경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한다. ‘원’을 통해 천지가 서로 통해져 오묘하고 

무한한 변화가 생성된 자연의 형상을 모두 담은 산수화의 감상으로 

감상자는 정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36)  

산은 가까이서 보면 이와 같고, 몇 리 떨어져 보면  이와 같

으며, 십여 리 떨어져 보면  이와 같아, 매번 떨어질수록 매

번 다르니, 이른바 산의 모습은 걸음걸음마다 바 다는 것이다. 

34) 원 (遠暎)은 종병의 「화산수서」에 나오는 말로서 ‘먼 곳을 비춘다’는 뜻이며, 

여기서는 ‘먼 곳을 그리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陳傳席, 『 국산수화사』, 심포

니, 2014, p.33)

35) 『 子』13章, “混而爲 … 復歸於無物” (陳傳席, 앞의 책, p.644)

36) 陳傳席, 앞의 책,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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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나의 사이면서 수십, 수백의 형상을 겸하고 있으

니, 이 을 터득하지 않고서야 다 알 수가 있겠는가!37)

걸음걸음마다 달라지는 시 을 통해 곽희가 제시하는 삼원이란 

곧 그림 속의 산을 멀리 보이게끔 하는 세 가지 표 기법이다.38) 가

까이에서부터 물러나면서 찰하며 수십 수백의 산의 모습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동법의 제시인 것이다. 한 화가가 상의 

여러 측면을 보면서 보다 깊고 자세히 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걸음걸음마다 경치가 있어야 하는 창작요구에 따른 활동 인 찰

방법이 된다.39) 이처럼 곽희는 마치 산수를 직  거니는 듯 실재감

이 있게 화면을 구성하고자 하여 산의 거리와 방향을 첩시키고 

뒤틀며 입체 으로 구성하 다. 따라서 곽희는 고정된 시 만이 가

능한 투시 원근법이 아닌 산수화 안에서 노니는 경험을 한 삼원

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곽희의 표작인 <조춘도>에는 삼원법이 한 화면에 어우러져 있

다. 고원법(高遠法은) 가운데의 주산을 높고 우뚝 솟아보게 하고, 평

원법(平遠法)은 왼쪽 화면의 먼 산을 조망하게 하며, 심원법(深遠法

은) 오른쪽의어두운 계곡으로 떨어지는 폭포에 사용되었다. <조춘

도>에서 높은 부분의 안개는 주산의 형체와 달리 인식하기 해 사

용되었고, 굽어지고 끊어진 선으로 그린 산모양은 불완 하게 움직

이는 듯하다. 이것은 감상자의 속도와 시각의 진행방향을 변화 있게 

완화시켜 회화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화폭의 왼쪽 평원부분도 이와 

같게 구성되었는데 흐르는 물이 가려졌다 드러나며 원(遠)이 성립된

37) 郭熙, 郭思, 『林泉高致集』 「山水訓」, “山近看如此, 逺數里看又如此, 逺十數

里看又如此, 每逺每異, 所 山形步步移也. 山, 正面如此, 側面又如此, 背面又如此, 每

看每異, 所 山形面面看也. 如此是一山而兼數十百山之形狀, 可得不悉乎?” (張彦遠, 

김기주 역주, 앞의 책, p.302)

38) 김재숙, 『삼원법에 나타난 산수공간의 미학  의미』, 철학연구, 2013, Vol.125, 

pp.93-94.

39) 王佰敏, 강 식 옮김,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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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이 굽이굽이 그려짐으로써 평평하고 변화가 없이 단조로운 평

(平)의 형상이 다채롭게 구성되어진 것이다. 곽희는 평원에 각별한 

의미를 두었는데, 이는 사 부의 입장에서 직에 나가므로 산수를 

유람하며 정신의 자유를 산수화의 감상을 통해 펼칠 수밖에 없어 

산수에 한 그리움을 잘 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원의 부분에는 산과 물이 층층이 쌓여있게 표 하 는

데, 이것은 깊숙하고 막한 공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산수 가운데의 인물과 건축은 인간과 자연의 친화감을 보여 다.40) 

<조춘도>에 나타난 고원, 평원, 심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회화

공간의 구성은 화면을 풍부하게 만들며 산수를 무리 없이 연속 이

게 안배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구성은 감상자에게도 화면의 조

화로움과 통일성을 주는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삼원법에 

한 구체 인 해석은 다음의 구 로 알 수 있다.

[도  9] 곽희(郭熙), <조춘도(早春圖)>, 비단에 수묵, 158.3x108.1cm, 1072, 

고궁박물

40)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1,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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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는 삼원이 있다. 산 아래에서 산꼭 기를 올려다보는 것을 

고원이라하며, 산의 뒤를 들여다보는 것을 심원이라 하며, 가까

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 한다. 고원의 색은 

맑고 밝으며, 심원의 색은 어둡고 후하며, 평원의 색은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다. 고원의 형세는 우뚝 솟음에 있고, 

심원의 의취는 첩됨에 있고, 평원의 의취는 화창하게 트여 아

득히 뻗어 나아감에 있다. 인물이 삼원에 놓일 경우 고원에 있

으면 분명하고 뚜렷하며, 심원에 있으면 가늘고 작으며, 평원에 

있으면 맑고 깨끗하다. 분명하고 뚜렷한 것은 짧지 않으며 가

늘고 작은 것은 길지 않으며, 맑고 깨끗한 것은 크지 않다. 이

를 삼원이라 한다.41)

따라서 삼원법은 감상자에게 아득한 느낌을 주며 깊고 멀고 높게 

보이도록 한다. 종병이 “가까운 것은 크고 먼 것은 작다.42)”는 투시

법의 기본 원리를 확립한 이후 곽희는 이를 발 시킨 삼원론을 제

시하게 된 것이다.

곽희에 의하면 고원은 단순히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높으면서도 멀리 있는 산을 말하는 것으로 산수 공간의 깊이와 산

의 높이를 아울러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고원산수화를 감

상하게 되면 자역의 숭고미를 느끼고 더불어 격동 이고 희망 인 

정서를 유발한다. 고원의 높은 시 은 감상자에게 속세로부터 떨어

41) 郭熙, 郭思, 『林泉高致集』 「山水訓」, “山有三遠, 自山下而仰山顚, 之高遠, 

自山前而窺山後, 之深遠, 自近山而望遠山, 之平遠, 高遠之色淸明, 深遠之色重晦, 

平遠之色有明有晦. 高遠之勢突兀, 深遠之意重疊, 平遠之意沖融, 而縹縹緲緲. 其人物

之在三遠也, 高遠 明瞭, 深遠 細碎, 平遠 沖淡. 明瞭 不短, 細碎 不長, 沖淡 不

大. 此三遠也” (陳傳席, 앞의 책, p.675)

42) 宗炳, 『畵山水序』, “且夫崑崙山之大, 瞳子之 , 迫目以寸, 則其形莫覩, 逈以數

里, 則可圍於寸眸. 誠由去之稍濶, 則其見彌 . 今張綃素以逺映, 則崑閬之形, 可圍於方

寸之内. 竪劃三寸, 當千仞之高, 横墨數尺, 體百里之迥. 是以觀畫圖 , 徒患類之不巧, 

不以制 而累其似, 此自然之勢. 如是, 則嵩華之秀, 玄牝之靈, 皆可得之於一圖矣.” (張

彦遠, 조송식 옮김, 『역 명화기 歷代名畵記』, 시공사, 2008, p.139)



- 41 -

진 느낌을 다.43) 평원의 산은 넓고 활한 느낌이다. 따라서 평평

하게 아득히 멀리 있는 산을 상으로 한다. 심원은 산을 겹치게 그

려서 공간의 깊이를 표 하는 기법이다. 동일한 형태가 겹쳐있을 때 

한쪽이 가려진 도형이 뒤편에 있는 듯 보이는 겹침에 의한 원근법

으로 고원 는 평원에 속해져 단독으로 성립될 순 없다. 이러한 심

원은 질주하는 차량의 차창 밖으로 건물들이 차량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겹쳐지는 것을 반복할 때 경험할 수 있다.44)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양화의 공간을 표 하는 방법  

하나인 삼원법은 우리가 보는 세계의 실제모습이 공간의 깊이와 지

각으로 체험될 수 있고 한정된 화면에 무한한 깊이의 공간을 구

할 수 있는 구도법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 이론을 바탕으

로 빌딩의 시 들을 재구성한 본인의 화면에서 감상자들은 실 속

에 존재할 것 같은 상상의 재 된 공간을 실제로 거니는 듯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5】Somewhere Ⅰ, 장지에 채색, 72.7 x 90.9cm, 2015

43) 陳傳席, 앞의 책, p.401.

44) 강 조, 『풍경에 다가서기』, 효형, 2003,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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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화면 안에 다양한 시 들이 존

재하고 있다. 일상 속 실에서 바라보던 빌딩이 여러 시 으로 변

용된 화면에서 감상자는 상상의 공간 속을 노니며 재구성된 빌딩풍

경에서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인들의 삶을 변하는 빌

딩을 다시 을 토 로 구성함으로써 감상자들이 이상향을 체험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재  되는 것이다. 각각의 빌딩이 보여주

는 다양한 시 은 다시 을 차용한 것으로 화면 속에서 하나가 되

어 그 공간을 거니는 것 같은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시

의 확장된 시각으로 바라본 일상 속 빌딩의 형상은 그곳에서 노니

는 경험을 넘어 이상향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재 함으로서 감상자

의 경험까지 확 시키는 무한한 경치를 표 할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작품 6】 Somewhere Ⅱ, 장지에 

채색, 60.6 x 72.7cm, 2015
   【작품 1】<나의정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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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실을 살아가는 인들에게 실제 그들이 거닐며 볼 수 

있는 풍경을 평시에서 더 확장된 시각으로 표 된 공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보다 더 다각 인 새로운 경험을 하며 정신의 자유로

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의 화면 속에는 높은 곳에

서 멀리 내려다보는 부감시의 시선이 작게 존재한다. 육신으로부터 

해탈하여 날아다니는 듯 에서 바라본 도시풍경은 더욱 상상의 공

간 속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게 한다.【작품 6】

과 【작품 1】의 부분은 확장된 시각으로 바라본 상상 속 공간이란 

것을 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상에서 볼 수 있던 평시의 시선에

서 벗어난 확장된 시 은 화면 속의 자유로움을 더해 다. 실제의 

공간을 재구성한 작업 속에서 표 되고 있는 부감시의 부분은 작지

만 감상자에게 잠시나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한 한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  색 채  표

본인의 모든 작업에서 색은 시각 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색은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이상향을 떠오르게 하는 감의 상이다. 

따라서 처음 화면을 마주하 을 때 다양한 원색이 집합된 화면에서 

감상자는 색의 물리  역할에만 주목하게 되지만 나아가 색으로부

터 심리에 향을 받아 내면의 감각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본인에게 색은 물리  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변

화시키는 요소로써 화면에 사용된다. 작업속의 강렬한 색채들은 여

러 가지 감정들의 뒤섞임으로 감상자들에게 복합 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색으로부터 이상향을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감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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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업 속에서 구성되는 색채공간을 마주하 을 때 자연스럽

게 자신 안에 내재되어있던 색으로부터의 감각을 느끼고 화면을 통

한 여러 가지 감정의 복합  작용으로 자신만의 이상향을 불러일으

킨다. 그러므로 본인이 구성하는 이상향에서 색채는 화면에서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 색채들은 다양한 유기  구성으로 감상자의 심

리에 직 인 향을 주는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인의 작업 화면이 되는 종이 에 색을 시각 으로 두드러지게 발

색(發色)하여 표 하기 해 탐구하 던 재료에 해 서술해본다. 

그림을 그릴 때 동양에서는 오래 부터 종이와 먹, 붓을 재료와 

도구로 인식한다. 한때는 비단이 더 리 사용되었지만 비 문 화가

들에 의하여 국회화사가 주도된 데서 취 하기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종이가 동양화의 요한 재료가 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종이와 결부된 기법도 차 확 되었다.45) 동양

의 종이는 흡수력이 높아 동양회화는 먹 는 색이 화선지에 스며

들고 번지게 하는 효과를 살려 두 번 이상의 덧칠 없이 일필휘지로 

그리는 쪽으로 발 했고 이를 수묵화(水墨畵) 라고 한다. 그러나 채

색화(彩色畵)는 종이의 지지체에 안료를 주재료로 해서 그리는 그림

이다. 그래서 필력으로 그린다기 보다는 색을 칠해 만드는 그림으로 

도 무방할 정도로 채색화는 먹이나 물감이 스며들거나 번지지 않

도록 아교와 백반 그리고 호분으로 종이에  작업이 이 진 후 그

림을 그린다.46) 장지(狀紙)는 닥섬유의 성질로 인해 어떠한 가공이

나 처리방법도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질기고 강인한 종이이다.47) 그

리고 색이 칠해질 때 장지는 스며들지 않고 번지지 않는 성질로 인

해 안료와 색제가 쌓여서 층을 이루면서 색채의 층을 이루게 된

다.48) 한 아교와 백반으로 포수처리 하면, 흡수력이 하되어 다

45) 조용진, 『동양화 읽는법』, 집문당, 2013, p.237.

46) 조용진,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2002, pp.31-34.

47) 정종미, 『우리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p.200.

48) 정종미, 앞의 책,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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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크기의 안료 알갱이들이 섬유질 사이로 흡수되지 않고 화면 

에 잘 고착된다.49) 이 듯 교반수50)의  작업을 걸친 장지는 종

이의 섬유질 사이로 안료가 스며들어 발색(發色)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본인이 구 하고자 하는 강렬한 색의 이상향을 표 하기 한 

합한 재료이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구성하는 이상향을 표 하기 한 선명한 발

색의 색채에 해 서술해 보겠다. 동양화에 사용되는 물감은 채

(棒彩), 안채(顔彩,) 편채(片彩), 분채(粉彩), 수간채(水干彩), 석채(石

彩), 인공석채, 튜 형 물감 등이 있다. 이들  본인은 ‘분채’를 주

요하게 사용하는데 분채는 정제된 안료 그 로이며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물감으로 가루 상태의 물감을 뜻한다.51) 따라서 착제가 함

유되어 있지 않은 분채는 사용 시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사용한

다. 그리고 선명한 발색을 해 사발에 분채를 잘게 부수고 곱게 갈

아 약간의 아교를 첨가해 화면에 직  두껍게 겹칠 하는 채색의 과

정을 거치게 된다. 한 원색의 안료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스며들게 

하는 과정 없이 종이 에 바로 안착시켜 선명한 발색을 유도한다. 

따라서 선명한 발색을 하는 분채는 원색의 색채를 통한 감정  언

어로 이상향을 구성하는 본인의 화면에 합한 재료라고 생각한다. 

선명한 발색을 해 안료의 입자가 작은 튜 형 물감보다는 가루형

태의 분채를 아교와 비슷한 양으로 첨가해 사용한다. 그리고 안료와 

색제가 쌓여서 층을 이루고 화선지에 스며들어 은은한 색감의 효

49) 조용진, 앞의 책, p.35.

50) 교반수란 아교를 녹인 물과 백반을 섞은 것이다. 교수에 백반을 넣는 이유는 

교반수를 종이에 바르면 종이 표면에 일종의 비침수성 막이 형성되어 안료가 종이

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 채색층을 견고하게 하여 발색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아

교가 바탕재에 잘 고착되게 하여 채색과 종이를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기  역할을 

한다. 생지 에 교반수를 바르는 것을 아교 포수라 한다. (정종미, 앞의 책, 

pp.208-210 참고)

51) 정종미, 앞의 책, pp.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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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내는 다른 채색 법들과는 다르게 겹칠 없이 바로 종이 에 안

착시키는 방법으로 발색의 효과를 극 화 시킨다. 재료의 탐구를 통

한 이러한 본인만의 채색과정은 통 인 동양화의 색과는 다른 발

색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써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반수의  작업을 거친 장지 에 분채의 선명한 색으로 구성된 

화면은 감각  경험을 이끌어 내기 한 풍부한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따라서 원색의 구성과 비  구성의 주제로 색채의 표 을 

분류하여 각각의 작업에서 보이는 구체 인 색채의 조형  특징에 

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원색 의  구 성

본인의 작업 화면에서 회색빛의 암울한 빌딩숲의 도시풍경은 강

렬한 원색으로 재구성되어 실제 인들의 삶이 이 지고 있는 평

범한 일상의 장소지만 상상 속 이상향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감상자는 색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아 발생되는 

이미지와 정서  감정으로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자

신만의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원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색채의 구성은 

본인의 작품에서 상상의 공간 즉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탈바꿈시키

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화면 에 형상을 조직하고 배치하며 술

인 질서를 부가하는 것이다.52) 본인은 평범한 빌딩풍경을 상상의 

공간으로 구성하기 해 다시 과 원색들로 풍경을 재구성 하 다. 

【작품 2】,【작품 3】,【작품 4】는 여백53)없이 화면을 가득 채운 

52) 왕백민, 의 책, 199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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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의 구성으로 감상자에게 익숙한 도시풍경을 상상 속 이상향으

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동양화에서 여백은 화면에 표 된 형상 이

외에 비워둔 공간이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화면상에 나타

난 여백은 감상자에게 상상력을 주고, 그 상상력은 화면을 확 시키

거나 축소 해석하게 되기도 한다.54) 따라서 원색으로 메워진 본인의 

작업 속 여백은 색으로써 상상의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작품 3】 Anywhere Ⅰ, 장지에 채색, 112.1 x 145.5cm, 2017

【작품 4】 Anywhere Ⅱ, 장지에 채색, 112.1 x 145.5cm, 2017

53) 여백(餘白). ‘공(空)’, ‘공백(空白)’을 ‘여백(餘白)’으로 옮기기도 한다. 직역하면 

‘공간’이나 ‘공백’이라 해야하나, 미술계에서는 작가가 조형  측면을 고려하여 의식

으로 남긴 공간을 ‘여백’이라 칭하고, 이와 달리 조형  고려가 충실하지 못한 상

태로 남은 허(虛)한 공백은 ‘공백’이라 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습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례와의 혼동을 피하기 하여 ‘여백’으로 옮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

이나 ‘공백’에는 우리가 말하는 ‘여백’의 개념보다 다소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우리의 ‘여백’ 개념은 주로 제재(題材) 밖의 공간이나 제재와 제재 사이

의 공간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으나, ‘공’이나 ‘공백’은 제재 밖의 공간을 물론이고 

제재와 제재 사이  하나의 제재안에 남긴 크고 작은 공간을 지칭한다. (왕백민, 

앞의 책, p.63)

54) 김병종,『 국회화의 조형의식 연구』, 서울 학교 출 부, 1989,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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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구 성

인이 삶 속에서 느끼고 본인 한 경험하는 도시 생활에서의 

느낌은 우울하고 공허하게 그려진 빌딩으로 화면에 표 되고 있다. 

실의 빌딩풍경을 통해 인의 삶을 변하여 이상향을 추구하

는 과정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한 방법으로 실과 이상의 색을 

비55) 으로 구성하 다. 인들의 감정을 담은 건물들은 규격화

된 모습으로 쓸쓸하게 겹쳐져 구성되어있다. 한 화면에서 단 되어 

창문에 비친 듯 날카롭게 잘려진 【작품 7】,【작품 8】의 구도는 

빌딩의 경직된 모습에 투 된 도시 인들의 삶 속의 비인간성

을 표 한다. 그리고 분리된 건물의 표 은 더욱 차갑고 어두운 모

습으로 도시 내면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어두운 란계열

의 색으로 구성된 빌딩은 도시의 우울한 인의 삶을 변한다. 

반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화면의 아랫부분은 빌딩의 어두운 색과 

비되어 더욱 알록달록하게 이상향을 구성한다.  

선명한 발색의 다양한 색 그 자체를 이상향으로서 구성하는 본인

의 화면에서 랑의 단색으로 묘사된 빌딩은  도시인들의 삶을 

변하는 동시에 도시의 삭막함을 보여 다. 란색은 가장 차가운 

색이다. 랑을 차갑게 느끼는 이유는 추울 때 랗게 변하는 피부

와 입술 등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다. 그리고 랑은 그늘을 뜻하기 

때문에 흰색보다 더 차갑다. 그러므로 【작품 17】에서 창문을 넘어 

실의 풍경을 보여주는 삭막한 란색의 빌딩은 원색들의 복합

인 구성과 비되어 더욱 무미건조하며 차가운 도시의 모습이다.   

55) 비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하여 서로 맞 어 비교함 는 그런 비교를 

말한다. 회화에서는 어떤 요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하여 그와 상반되는 형태, 색

채, 톤을 나란히 배치하는 일이다. 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히 드러나는 상으로 빛깔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감각, 감정 따 의 

심  활동이 시각 , 공간 으로 근하여 나타낼 때에도 볼 수 있다. (표 국어

사 , 두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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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그곳에서 Ⅰ, 장지에 채색, 45.5 x 53.0cm, 2016

【작품 8】 그곳에서 Ⅱ, 장지에 채색, 45.5 x 53.0cm, 2016

 【작품 9】, 【작품 10】의 화면구성에서 보이는 단색의 건물들

의 조합은 배경의 다양한 색과 비되어 익숙한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백색의 빌딩들은 특정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풍경을 의미하며 익숙한 듯 낯선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작품 17】< 간지  Ⅰ>, 부분  【작품 17】< 간지  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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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작품 16】의 화면 속 빌딩의 색은 이 과 달리 아

무런 색이 없는 듯 약간의 푸른빛만 돌며 주 를 에워싼 색의 집합

들과 비되어 더욱 창백한 모습이다. 색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이상

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인에게 무색으로 동떨어져 표 된 빌딩은 

실 속 우울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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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맺음 말

본 논문은 인들이 흔히 하고 살아가는 일상  공간들을 재

구성하고 그 가운데서의 이상향을 표 한 본인의 작업에서 바탕이 

되는 배경과 이론들을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작업에 등장하는 재구

성된 빌딩풍경의 의미와 이상향으로써의 공간 표 에 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화면의 표 과정을 서술할 수 있었고, 이미

지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조형  특징을 살펴 작업의 토 를 확고하

게 정립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많은 변화를 

거치고 본인의 생각도 바 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화면에서 실험

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후 경험했던 곳의 

풍경을 재구성하며 시작된 작업은 이후 본인을 넘어 인들의 삶

으로 을 돌리게 되었고 도시빌딩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그 맥락

이 이어지게 되었다. 인들의 삭막한 도시 속 반복되는 일상과 

그 속에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작가로서 본인이 바라

본 사회의 모습이었고 이를 작품으로 그려내게 된 것이다. 

도시풍경에 반 된 이상향을 발견하기 해 도시의 발 과정 속

에서 산업화의 결과로 소외된 인들의 삶에 해 분석하 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상향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답답

한 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상향을 찾고 싶어 하는 인들의 

마음을 자신이 속해있는 재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찾을 수 있음을 

통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상향의 공간이 실을 기반으로 발견할 수 있음을 분석하 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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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에 그려진 도시 공간 속 이상향을 통해 이미지의 근거를 규

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이상향은 구나 꿈꾸

는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다. 그러므로 고도산업사회 속 

고독하고 소외된 인들의 이상향은 자신이 속해있는 재의 공

간을 상상하고 재구성하여 찾을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자연을 감상하며 이상향을 발견하던 고  동양화가들의 이론을 

본인이 재구성하는 재의 도시 풍경에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빌

딩 속에 이상향의 의미를 녹여낼 수 있었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재구성된 도시풍경은 이상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론과 

함께 인의 삶을 담은 소재로 분석 가능하 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빌딩풍경의 의미와 역할을 체계 으로 서술함으로써 이미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한 본인의 작업은 도시풍경을 이상향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화면 속 상상의 공간은 조형  특징과 표 기법으

로 분석되었다. 동양의 통시 인 삼원법으로 분석된 다시 의 구

성은 이상향의 표 과정을 한 조형  특징과 함께 이미지의 근거

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에서 이상향의 구성을 한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색은 감상자의 심리에 작용하여 감성  표

으로써 이상향을 발견할 수 있는 색채의 구성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화면으로 시도되었던 본인의 작업은 구축  빌딩으로 표

된 이상향, 색의 집합으로 표 된 이상향, 실의 빌딩에 들어간 

이상향의 주제로 이상향의 형상을 분류하여 분석되었다. 화면이 변

화해온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본인의 표 의도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문 을 던지며 작업의 흐름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도시빌딩을 재구성하여 같은 듯 다르게 표 되는 공간은 다

각도의 시 으로 상상 속 공간이 되며 그 속에서 이상향에 한 갈

망을 충족시켜주는 화면으로 창출될 수 있었다. 한 다양하게 펼쳐

지는 강렬한 원색들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여 감상자에게 색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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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되는 감정들을 느끼며 그들의 정신세계에 직 인 향을 미

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색과 시 을 통해 재구성되어 지속 인 변

화가 있었던 화면들은 이상향을 표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감상

자로 하여  자신만의 이상향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

을 정립하여 서술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구성으로 시간  흐름 속에

서 변화되어온 화면들은 본문의 분석들로 인해 한 층 더 설득력 있

는 작업을 한 지표가 되었고 이를 토 로 화면의 지속 인 발

의 방향에 한 고찰이 가능하 다. 

본인의 작업은 실 속에서 이상향을 발견할 순 없을까에 한 

스스로의 의문 에서부터 시작되어 도시의 빌딩풍경을 재구성하는 

화면으로 표 되었고 다시 과 색을 심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 한 주제의식을 정립하고, 이미지들

의 의미와 이론  근거  조형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시간  

흐름 속에서 많은 실험의 과정을 겪고 다각도로 바라본 빌딩의 모

습부터 구체  형상에서 벗어난 색의 공간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발

된 화면은 논문의 분석들을 토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 으로 

변화를 거친 화면들에 한 체계 인 분석을 하 고 이미지들의 정

의를 내리게 되었다. 한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더

욱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작업의 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게 구축된 작품의 방향성을 토 로 인들의 삶을 변하고 

이상향의 공간을 표 하기 한 화면상의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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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 tu d y  o n  th e  S p ace  

E x p re ssi o n  as an  Uto p i a 

th ro u g h  th e  R e co n stru cte d  

Urban  L an d scap e

-  B ase d  o n  Au th o r’ s W o rk s -

Lee, AhYo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ystematic study to adduce author’s work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author’s work visualized with the 

thesis that experiencing Utopia by reconstructing the color and 

space of the urban landscape. 

The author’s work has been initiated from the desire to find 

Utopia, which is the author’s own space in reality. Modern people 

who continue to live in the loneliness of the city naturally pur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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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pia. Utopia has been perceived to be a space for confrontation 

with reality, but it is Utopia that enables it possible to withstand 

imperfect reality. Therefore, the author thinks that Utopia of 

people’s dream is not a space apart from reality, but can be 

discovered in the form of real-life urban landscapes, which are 

new understandings and reconstructions of spaces of their own 

belonging. In addition, viewers can find their own Utopias from 

boring urban landscapes, where their own belongings are 

reconstructed into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colors. Therefore, 

the author attempts to systematically describe the author’s work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utopia in the shape of the 

reconstructed landscape and the formative features along with the 

meaning and the rationale of the images.

In the first chapter, the author explains the trigger of her 

work and briefly explain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is 

paper. 

In the second chapter, the author explores utopia reflected in 

the urban landscape. In order to elucidate the connection between 

modern life and utopia, the author analyzes the life of modern 

people and describes utopia in the result by describ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And the author also 

examine the theory of utopia to clarify the basis of the utopia of 

her work expressed in the reconstructed urban landscape based 

on reality. In addition, the author determines the theoretical basis 

of utopia discovered by the author in modern cities by observing 

the urban utopia in the traditional oriental art. 

In the third chapter,  the author describes the meaning of  the 

shape of reconstructed urban landscape in her work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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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in order to describe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urban landscape expressed as Utopia. In addition, the author uses 

the painting theory of ancient Chinese painters who experience 

utopia by appreciating the landscape as an example to describe 

the role of reconstructing the urban landscape. Also, the author 

categories and reveal meanings of the shape of Utopia which 

was expressed in various scenes; Utopia expressed by structures, 

Utopia represented by a set of colors, and Utopia inside the real 

guildings. 

In the fourth chapter, the author describe the composition of 

various perspectives and colors used to transform the 

reconstructed modern urban buildings into the Utopia. The study 

mainly analyzes various perspectives in the  trivalent method of 

the traditional aspect of Oriental, and describes expression of 

color classification in two compositions with material exploration 

of the bright coloring for psychological effects of color.

In the fifth chapter, the result obtain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urban landscape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future are described finalized. 

K e y  w o rd s : Uto p i a,  Urban  L an d scap e ,  R e co n stru ct,  C o l o rs,   

              V ari e ty  o f  P e rsp e cti v e

S tu d e n t N u m be r : 2015- 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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