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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국악 기악합주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본인의 작품을 바

탕으로 하며, 그 배경이 되는 동양화의 ‘다시점(多視點)’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다. 전통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다시점 연구를 

통해 동양화의 지평을 넓히고, 작품분석을 통해 창작의 의의를 밝히고자 

목표하였다. 

‘다시점(多視點)’은 회화에서 다원적인 시점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표현법이다. 이를 통해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시점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통화론을 연구하고, 다시점의 특징을 보이는 전통과 

현대 회화작품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의 2002년에서 

2019년까지 17년간의 회화 작품들이 어떻게 다시점을 활용해서 비가시

적인 국악을 조형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국악 기악합주의 조형적 표현을 다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음악이 가지는 시간성’과 ‘합주형식이 가지는 조화’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 동

양화에서 왜 다시점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였나, 둘째, 동양화와 

국악은 어떠한 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가, 셋째, 동양화의 다시점

을 활용해 국악의 기악합주를 조형화한 본인 작품의 의의는 무엇인가 등

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시하

였다. 다시점은 미술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공학 등 다방면에서 주

목하는 활용가치가 높은 미술 개념으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본인 작품분석을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미술

과 음악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는 미술사를 중심으로 미

술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음악사와 음악교육 등 음악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제2장에서는 다시점에 포함된 시간성과 조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 전통 동양화론을 연구하였다. 동양화에서 다시점이 발달하게 된 주요

배경을 산수화의 주요이념인 와유(臥遊)사상, 가거(可居)사상 등에서 찾

았다. 곽희(郭熙)는 『임천고치(林泉高致)』에서 ‘멀리서 세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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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질을 취한다 [遠望取勢 近看取質]’, ‘산의 모습이 걸음마다 

옮겨간다 [山形步步移]’, ‘산의 형상은 면마다 본다 [山形面面看]’ 등을 

통해 다시점의 관찰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구성법은 곽희

의 삼원법(三遠法), 한졸(韓拙)의 삼원법(三遠法), 석도(石濤)의 분강삼

첩양단(分彊三疊兩段) 등의 화론에서 엿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다시점

은 한 화면에 다양한 산수 공간을 그리기 위해 발달하여 관찰과 표현에 

있어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조형예술의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을 

초월하면서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제3장에서는 곽희의 화론을 중심으로, 다시점을 활용해 구성한 회화

작품들을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면면이 관찰한[面面看]’ 
장면들을 중첩해서 재배열한 ‘중첩식 구성’, ‘걸으면서 관찰한[步步移]’ 
여러 장면들을 나열한 ‘나열식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중첩식 구성을 보

이는 대표적인 전통회화에는 정선의 <금강전도(金剛全圖)>와 강세황의 

<피금정도(披襟亭圖)> 등이 있다. 나열식 전경형 구성은 이인문의 <강

산무진도(江山無盡圖)>, 심사정의 <촉잔도권(蜀棧圖圈)>, 이성길의 <무

이구곡도(武夷九曲圖)> 등의 전통 회화에서 보인다. 이야기 서술형으로 

나열식 구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전통 회화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夢

遊桃源圖)>, 정조 대왕 때의 <화성능행도(華城陵行圖)>, 헌종 때의 <무

신진찬도병> 등이 있다. 다시점에 의한 표현법은 전통 동양화에서만 보

이는 특징이 아니라 서양의 고대에서 시작해 세잔(Paul Cézanne)을 거

쳐, 호크니(David Hockney)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동양화의 다시점과 국악 기악합주의 상호 연관성에 대

해 밝히면서,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다시점을 활용하여 국악을 조형화하

고 있는지 세 가지 구도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국악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관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첩식 구성을 사용

해 작품 <해금오색도(奚琴五色圖)>, <흥겹다>, <Heterophony>, <무언의 

외침(Silent Cry)> 등을 창작하였다. 국악의 시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 <조율런던연회도병

(眺律London宴會圖屛): 시율(示律) 24-26년>, <시율인생도병 (示律人

生圖屛)> 등을 통해 나열식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작

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에는 중첩과 나열을 혼합해서 국악 기악합

주의 조화로움과 시간성을 함께 표현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인 작품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다시점’이라는 화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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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리 특징 외에, 선(線), 색채 등 조형적 특징과 그 표현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선적인 요소는 동양화의 전통적인 용필법(用筆

法)과 용묵법(用墨法)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옻칠화, 설치작품, 여백

을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색채는 동양화의 기본 

설채법(設彩法)을 중심으로, 옻칠화, 디지털 프린트 등을 통해 표현하였

다. 본인의 <연향악채보> 에 쓰인 ‘12율(律) 설채법’은 『악학궤범(樂學

軌範)』의 5성 도설(五聲圖說), 색채학 등을 통해 음(音)과 색(彩)의 상

징성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더불어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

해 전통 표구기법인 장황(裝潢)을 연구하였다. 

제6장은 전체 논문을 정리하고 핵심을 다시 짚었으며, 향후 연구과

제에 대한 고민과 포부를 밝히면서 끝맺고 있다. 

본 연구는 비가시적인 국악을 전통회화의 다시점 개념을 통해 조형

화 함으로써, 동양 전통회화의 구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다시점을 활용한 회화는 동양화의 사차원성, 즉 시간을 포함하

는 것으로, 비시각적인 소재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나아가 다시점은 객관적으로 관찰 대상의 전면을 보여주지

만,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질서가 아닌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이 시

대의 융합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 및 연구가 현대 동양미

술의 지평을 넓히고,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

다.  

 

주요어 : 국악 기악합주, 다시점(多視點, multi-viewpoints), 중첩식 구
성, 나열식 구성, 조화 
 
학   번 : 2013-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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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은 국악 기악합주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본인의 작품을 바탕

으로 하며, 그 배경이 되는 동양화의 ‘다시점(多視點)’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전통회화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다시점 

연구를 통해 동양화의 지평을 넓히고, 작품분석을 통해 창작의 의의를 

밝히고자 목표하였다.  

회화에서 구도(構圖)는 작가의 이념과 대상에 대한 시각을 평면에 구

현하는 기본 조형원리이자 핵심적인 조형요소이다. 특히 동양화에서 구

도는 경영위치(經營位置), 치진포세(置陳布勢), 포치(布置), 포백(布白), 

포국(布局), 장법(章法)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여러 가

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구도는 보고, 듣고, 느껴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화면 위에 조직하고 배치하여 예술적인 질서를 부가하는 것으로 회화에

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구도를 통해 작가는 대상을 보는 

시각과 의도를 드러낸다. 

다시점은 회화에서 다원적인 시점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표현법이다. 이를 통해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작가의 의도인 화의(畵意)이다. 장언원은 역대명화기에서 “의존

필선 화진의재(意在筆先 畫盡意在)”를 주장한 바 있다. 1 작가가 표현할 

대상을 제한된 2차원 평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의가 가장 중요시하

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회화란 작가의 화의를 바탕으로 관찰

한 내용을 구도를 통해 개괄 ∙ 과장 ∙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친 가공

(加功)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양화는 ‘다시점(多

視點)’이라는 방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만물(萬物)을 그림으

로 그려냈다.  

동양 전통회화의 다시점은 미술실기·미술교육·미학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술관련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미술실기 분야에서는 동양화

                                            
1 장언원 외 지음, 『중국화론선집』, 김기주 역주 (서울: 미술문화, 2002), pp.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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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과 구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2 작품을 동양화 

전통의 다시점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3 미술교육학에서는 다시점을 

중심으로 산점투시, 이동시점 등 전통회화에서의 시점 개념을 다양한 방

법으로 교육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조선후기 산수화의 6가지 구도 유형

을 분석하고, 4 다시점을 중심으로 한 구도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전통

회화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시점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5  미학분야에서 동양의 심미관을 밝히기 

위해 다시점 개념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6  곽희 『 임천고치(林泉高

致)』에 나타난 의경(意境)을 중심으로 산수화의 관조방식인 다시점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7  문학에서는 다시점 개념을 활용해 정지용의 시와 

면앙정가(俛仰亭歌)의 화중시(畵中詩)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다.8 

산수화의 다시점 원리는 미술 분야뿐 아니라 공학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의 공학 논문에서는 중국 산수화에서 보여지는 자연스

러운 다시점 표현에 대해 공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

픽(CG, Computer Graphics)의 일점투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

                                            
2 주현욱, 「동양화의 視點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

양화과 동양화전공, 2005; 조은빈,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의 비교 고

찰 연구-구도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2017. 
3 정재원, 「조합된 프레임을 통한 기억의 공간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 전공, 2017; 편소정, 「재구성된 기억을 통한 

무의식 공간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 전

공, 2017. 
4 최주현, 「조선 후기 산수화 구도의 유형별 특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5. 
5 정인수, 「초등 한국화 교육의 교수, 학습 모델 연구-이동시점과 산점투시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Vol. 16 (2003), pp. 137-162; 장지성, 「산수화 

화면형식과 구도법의 활용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Vol.18(1) (2004), 

pp.283-308. 
6 김재숙, 「삼원법에 나타난 산수공간의 미학적 의미」, 『철학연구』, Vol. 

125 (2013), pp. 83-107. 
7 하영준, 「한국의 문화: 산수화의 관조방식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

사상과 문화』, 64권0호 (2012), pp. 513-536; 하영준, 「한국(韓國)의 문화(文

化): 곽희(郭熙)의 『임천고치(林泉高致)』에 나타난 “원(遠)”의 의경(意境)에 관

한 연구(硏究)」,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68권0호 (2013), 

pp.349-374. 
8 김경선, 「정지용 시와 중국 漢詩의 繪畫 특징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

구』, Vol. 45 (2014), pp. 203-224; 최진원, 「면앙정가(俛仰亭歌)의 화중시(畵

中詩) -산점투시(散点透視)를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학회 (구 한국고시가

문화학회)』, 9권 0호 (2002), pp. 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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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어지는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자연스럽게 그리는 동양 산수화의 

다시점 특징을 연구하였다. 9 중국 예술의 다시점을 기하학적이고 합리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면서 파노프스키의 상징적 형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10 이처럼 다시점은 미술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공

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미술 개념이다. 전통회화에서 

구도와 그 구도를 이루는 조형요소인 다시점의 중요성은 이 논문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동양 전통회화의 다시점이 비가시적 대상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국악 기악합주의 조형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동양화

의 다시점을 통해 비가시적인 국악을 조형화하려는 본인의 연구는 다원

적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시대에 필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미디어는 메

시지다’, ‘지구촌(Global village)’라는 말로 유명한 마셜 맥루한은 미디

어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공감각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었다고 한다. 문자

와 인쇄술의 발달은 시각에 치중하는 소통을 하게 하였으나, 20세기 중

반부터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등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간

의 단일한 감각을 고밀도로 확장하여 감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감각

적인 힘을 행사하였다고 한다.11  

이러한 공감각의 시대에 미술과 음악의 접점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

다. 대다수의 미술사 거장들은 융복합형 인재였던 만큼 서로 다른 영역

의 융합은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다중감각 및 공

감각은 미술과 음악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 왔다. 12 본인 작품분석을 위

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미술과 음악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는 미술사를 중심으로 미술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음악사와 음

악교육 등 음악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역사적으로 서양미술에서 음악은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음악적 

테마를 다룬 작품들이 많다. 음악적 테마가 처음 등장한 기원은 그리스 

신화 ‘헤파이스토스의 귀환’을 묘사한 고대 미술품에서 찾을 수 있다. 세

                                            
9 Lothar, Schlesier. “Eastern Perspective-Multi Projection images, 
Internship Thesis”, Internship thesis, Department of Simulation and Graphics, 

Otto-von-Guericke University Magdeburg, (2004). 
10 Christopher W. Tyler and Chien-Chung Chen(陳建中), “Chinese 
Perspective as a Rational System: Relationship to Panofsky’s Symbolic 
Form”, Chinese Journal of Psychology, Vol. 53 Issue 4 (2011-12-01), pp. 7-

27. 
11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성기 

∙ 이한우 옮김 (서울: 민음사, 2002), pp. 530-559. 
12 이명옥, 『이명옥의 크로싱』 (서울: 21세기북스, 2011), pp. 27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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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행사과 음악, 그리고 그것을 묘사한 미술작품들은 르네상스시대

가 오면서 더욱 발전한다.13 르네상스 미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

엘로는 음악적 테마를 인문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재해석하였고, 음악의 

화음원리를 미술과 결합하려 모색했다. 14 이처럼 미술과 음악의 관계는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서양의 미술과 음악은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교류

했다. ‘음악을 다룬 미술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와 파울 클레 (Paul Klee, 1879-

1940)를 포함한 표현주의 미술은 음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

다. 15  미술과 음악의 관계성을 새로이 정립한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프랑수아 쿠프카 (František Kupka) 등에 관한 연구도 있다. 

칸딘스키와 아놀드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 1874-1951)의 교류

와 상호작용은 특히 중요하다.16 1960-70년대에 걸쳐 활발했던 ‘플럭서

스 (Fluxus)’가 20세기 초에 정점을 찍으면서 존 케이지 (John Cage, 

1912-1992)와 백남준 (Nam June Paik, 1932-2006)과 같은 작가들

이 배출되면서, 음악과 미술은 현대작가들의 창작에 활력소가 되었다. 17 

이처럼 미술과 음악은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과 교류를 이루어 왔으며, 

현대미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서양음악분야에서도 미술과 음악의 관계는 꾸준히 다뤄온 흥미로운 

논제이다.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에 관해 연구하고, 칸딘스키와 

클레를 포함한 표현주의 미술과 음악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쇤베르크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음악 감상 지도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18 음악 형

                                            
13 윤익영, 「고대 및 중세미술 속에 나타난 음악적 테마」, 『한국프랑스학논

집』, Vol.48 (2004), pp. 381-401. 
14 윤익영, 「르네상스 미술 속의 음악;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를 중심으

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5집 (2006), pp. 433-458.  
15 강영주, 「파울 클레, 음악의 구조를 이용한 회화의 다차원성 추구」, 『서양

미술사학회논문집』, Vol.32 (February 2010), pp. 181-202; 우혜수, 「표현주

의 미술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삼성미술관 리움 연구논문집』 제3호 

(2007), 삼성미술관 리움. 
16 윤희경, 「쇤베르크의 무조음악과 칸딘스키의 추상」, 『서양미술사학회논문

집』, Vol.32 (Febuary 2010), pp. 203-232. 
17 윤익영,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 현대 미술가들 연구」, 『현대미술학 논문

집』, 16(2) (2012.12), pp.119-154; 이지은, 「음악, 소음, 그리고 침묵: 현대

미술에서의 소리」, 『현대미술사연구』, Vol.22 (2007), pp. 313-343. 
18 이지선, 「미술과의 연계를 통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의 감상학습방안: 

제7차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원, 2007; 송진희, 「미술 작품을 활용한 현대음악 감상 지도 방법론: 표현주의



 5 

식인 제 2 부분 형식, 제 3 부분 형식, 변주곡형식, 론도형식에 맞추어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 회화작품을 부분적으로 적용해보기도 하였다.19 

드뷔시(Dedussy)는 인상주의 미술를 접하고 나서 <목신의 오후>를 작

곡해 인상주의 음악(Impressionism Music)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모리스 라벨의 <물의 희롱(Jeux d'eau)>을 중심으로 인상

주의 음악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20 드뷔시 음악과 일본 우

끼요에 미술과의 연관성을 고찰해보기도 하였다.21 

동양미술에서도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인

류 최초의 악기는 뼈를 이용한 피리 종류인데, 우리나라 울산 반구대 암

각화에도 악기를 부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음

악적 테마가 처음으로 평면회화로 그려진 것은 고구려 안악 3호분, 덕흥

리 고분, 수산리 고분, 오회분 5호묘 등의 고분벽화이며, 악기를 연주하

는 일상모습에서부터 천상의 신들이 연주하는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다. <백제금동대향로(百濟金銅大香爐)>에는 다섯 명의 악사가 각각 

관악기 2점, 현악기 2점, 타악기 1점을 연주하는 모습이 장식되어 있다. 

불교 속의 음악 모습은 <실상사동종(實相寺鐘) 주악비천상(奏樂飛天

像)>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회화작품은 조선시대로 접어

들면서 비로소 성행하였다.22 그 중에서도 연회 장면이나 음악연주가 포

함된 각종 행사의 ‘기록화(記錄畵)나 풍속화(風俗畵)’에 음악적 테마가 

자주 등장한다.23 궁중연회에 빠질 수 없는 춤과 음악연주를 그린 ‘궁중

연향도(宮中宴享圖)’나 ‘연회도(宴會圖)’에서 음악의 요소들이 표현되었

다. 나아가 선비들의 음악 풍류와 서민들의 음악생활상은 김홍도, 신윤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고승민, 「음악, 

미술의 통합교육을 통한 고등학교 현대음악 지도방안 연구: 표현주의 미술작품

과 연계한 쇤베르크의 음악작품 감상 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2011. 
19 이서현, 「음악 형식에 대한 미술 회화 작품에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 2014.  
20 이성주, 「Aesthetics, Trends, and Relationships Between Impressionism 

Artn and Music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미학과 경향 및 연관성)」, 『예체능

교육연구』, Vol. 2 (1997), pp. 132-150. 
21 박선혜, 「The Influence of Asian Traditional Music and Japanese Prints 

on Debussy`s Music (드뷔시 음악에 끼친 동양의 전통음악과 일본의 미술작품

에 영향력에 대한 고찰)」,  『음악과 문화』, 30권 30호 (2014), pp. 209-234. 
22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악원, 2011.05.10-06.26. 전시도록『우리 악기, 우

리 음악』(서울: 통천문화사, 2011), pp. 10-69. 
23 서인화 ∙ 진준현 저, 국립국악원 편저, 『조선시대 음악풍속도Ⅰ』 (서울: 민

속원, 2002), p.24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서울: 일지사, 

2000),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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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등의 풍속화 속에 담겨 졌다.24 이처럼 동양미술의 역사에서도 음악

과 미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현대미술에서 음악을 주제로 작업

하는 작가들이 있다. 하지만 서양미술에 비해서 이 논제에 관한 체계적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악 분야에서도 조선시대 회화작품에서 보이는 주악도상(奏樂圖像)

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주악도상자료 중 연향 관련 

의궤와 기록화를 중심으로 음악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며, 가장 뚜렷한 

전환점을 정조 대로 상정하기도 하였다.25 단원, 혜원, 긍재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그 실제성을 탐색하며, 조선의 음악문화를 고찰하기도 하였

다. 26 특히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 나타난 음악풍류(音樂風流)을 연구하

기도 하였다.27 국악 연구에서 조선시대 주악도상은 그 시기 실제 음악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음악사료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

다. 음악와 미술의 역사적인 관련성 탐구는 아니지만, 그 관계성을 인지

하여 새로운 시도의 연구를 하기도 하였다. 미술의 한국미학에 관한 개

념 중 10가지인 장려미, 웅혼미, 고결미, 간소미, 유장미, 무작위의 미, 

한의 멋, 신바람과 흥의 미, 즉흥의 미, 해학미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전

통음악의 아름다움에 관해 분석하였다.28 

이처럼 미술과 음악을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실험적인 시도

들이 있었다. 본인의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동양화와 국악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융합과 공감각의 현대시대에 동양화

와 국악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본 연구는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는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4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악원, 앞의 책, pp. 102-145. 
25 송혜진, 「조선후기 궁중행사도의 주악도상(奏樂圖像) 변화 양상: 연향 관련 

의궤 및 기록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서울대학교 동양음

악』33권 (2011), pp. 81-106. 
26 황미연, 「조선후기 회화를 통해 본 음악문화: 단원, 혜원, 긍재의 풍속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2권 (2002), pp. 247-266. 
27 조동원, 「단원 金弘道(금홍도)의 畵中有樂(화중유악) 연구 – 音樂風流(음악

풍류)를 중심으로-」, 한국예술동양학회, 『동양예술』 36권 0호 (2017), 

pp.264-290. 
28 전인평, 「한국미술 미학에 비추어 본 한국음악의 미」, 『이화음악논집, 

Vol.10-2 (2006), pp. 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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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대상과 범위는 동양화의 다시점과 국악의 기악합주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동양화의 여러 조형요소 중에서 구도를 이루는 시점

에 대한 고민을 위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연구, 전통 동양화와 현대미술 작품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분석연구가 

병행되었다. 이론은 곽희의 『임천고치(林泉高致)』내용을 중심으로 북

송시대 산수화론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화면 구성방식 연구도 곽희를 

중심으로 한졸, 석도의 화론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에서 다시점은 투시법이자 표현법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점이 반영된 작품의 연구대상 범위를 실제 경치나 실제 사건

을 관찰한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다시점으로 관찰하거나 표현된 작품 

중 구도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분석하였다. 여러 시점으로 

관찰해서 축적된 기억을 그리는 다시점의 특성상 상상이 가미된 작품들

도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다시점이 반영된 실경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시대 산수화와 확대된 의미의 다시점의 적용이 보이는 조선시대 기록화

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서양미술과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다시점을 분

석해보았다. 

국악의 연구범위는 기악합주로 한정하였다. 국악은 크게 가(歌)∙무

(舞)∙악(樂)의 종합예술, 기악합주, 성악연행의 3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

다. 29  그 중에서 기악합주는 악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개인의 수양을 

할 수 있으며, 합주를 통해 조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독립되

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기악합주는 다시점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본인은 기악합주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점으로 조형화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국악의 기본적이고 본질

적인 구조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동양화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

고자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예술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예술가는 무수한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현대미술에서 경우에 따라 예술가의 역할이 최소

화 30 되기도 하지만, 창작에 있어서 예술가의 역할과 선택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술가 (artist)’는 현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쳐 문제

의식과 깨달음을 얻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전달하고 해소하고 공유

하려 한다. 깨달음은 작품을 창작의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주제

                                            
29 김해숙 외, 『전통음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5), pp. 74-190. 
30 1920년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자동 기술법 (Automatisme), 추상주

의 액션페인팅 (action painting) 등은 예술가의 역할이 최소화된 미술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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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heme)’가 된다. 그리고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소재

(object)’를 선택하고, 가장 효과적인 ‘재료와 표현기법 (method, 

technique)’를 정한다. 작품창작을 위해서 ‘예술가, 주제, 소재, 표현기

법’의 4가지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상호작용한다. 본인은 이

러한 작가 중심의 창작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시점(多視點)’은 회화에서 다원적인 시점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표현법이다. 이를 통해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시점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통화론을 연구하고, 다시점의 특징을 보이는 전통과 

현대 회화작품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의 2002년에서 

2019년까지 17년간의 회화 작품들이 어떻게 다시점을 활용해서 비가시

적인 국악을 조형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국악 기악합주의 조형적 표현을 다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음악이 가지는 시간성’과 ‘합주형식이 가지는 조화’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 동

양화에서 왜 다시점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였나, 둘째, 동양화와 

국악은 어떠한 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가, 셋째, 동양화의 다시점

을 활용해 국악의 기악합주를 조형화한 본인 작품의 의의는 무엇인가 등

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시하

였다. 다시점은 미술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공학 등 다방면에서 주

목하는 활용가치가 높은 미술 개념으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본인 작품분석을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미술

과 음악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는 미술사를 중심으로 미

술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음악사와 음악교육 등 음악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제2장에서는 다시점에 포함된 시간성과 조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 전통 동양화론을 연구하였다. 동양화에서 다시점이 발달하게 된 주요

배경을 산수화의 주요이념인 와유(臥遊)사상, 가거(可居)사상 등에서 찾

았다. 곽희는 『임천고치(林泉高致)』에서 ‘멀리서 세를 취하고 가까이

에서 질을 취한다(遠望取勢 近看取質)’, ‘산의 모습이 걸음마다 옮겨간다

(山形步步移)’, ‘산의 형상은 면마다 본다(山形面面看)’ 등을 통해 다시

점의 관찰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구성법은 곽희의 삼원법, 

한졸의 삼원법, 석도의 분강삼첩양단 등의 화론에서 엿볼 수 있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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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 화면에 다양한 산수 공간을 그리기 위해 발달한 다시점은 관

찰과 표현에 있어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형예술의 공간과 시간상

의 제약을 초월하면서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제3장에서는 곽희의 화론을 중심으로, 다시점을 활용해 구성한 회화

작품들을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면면이 관찰한(面面看)’ 
장면들을 중첩해서 재배열한 ‘중첩식’, ‘걸으면서 관찰한(步步移)’ 여러 

장면들을 나열한 ‘나열식’으로 구분하였다. 중첩식 구성을 보이는 대표적

인 전통회화에는 정선의 <금강전도(金剛全圖)>와 강세황의 <피금정도

(披襟亭圖)> 등이 있다. 나열식 전경형 구성은 이인문의 <강산무진도(江

山無盡圖)>, 심사정의 <촉잔도권(蜀棧圖圈)>, 이성길의 <무이구곡도(武

夷九曲圖)> 등의 전통 회화에서 보인다. 이야기 서술형으로 나열식 구성

을 가지는 대표적인 전통 회화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정조 대왕 때의 <화성능행도(華城陵行圖)>, 헌종 때의 <무신진찬도병> 

등이 있다. 다시점에 의한 표현법은 전통 동양화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아니라 서양의 고대에서 시작해 세잔을 거쳐, 호크니에 이르기까지 현대

미술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동양화의 다시점과 국악 기악합주의 상호 연관성에 대

해 밝히면서,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다시점을 활용하여 국악을 조형화하

고 있는지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국악이 가지는 다양

한 특징을 관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첩식 구성을 사용해 작

품 <해금오색도(奚琴五色圖)>, <흥겹다>, <Heterophony>, <무언의 외침

(Silent Cry)> 등을 창작하였다. 국악의 시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 <조율런던연회도병(眺律

London宴會圖屛): 시율(示律) 24-26년>, <시율인생도병 (示律人生圖

屛)> 등을 통해 나열식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작품 <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에는 중첩과 나열을 혼합해서 국악 기악합주의 

조화로움과 시간성을 함께 표현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인 작품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다시점’이라는 화면구

성 원리 특징 외에, 선(線), 색채 등 조형적 특징과 그 표현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선적인 요소는 동양화의 전통적인 용필법(用筆

法)과 용묵법(用墨法)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옻칠화, 설치작품, 여백

을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색채는 동양화의 기본 

설채법(設彩法)을 중심으로, 옻칠화, 디지털 프린트 등을 통해 표현하였

다. 본인의 <연향악채보> 에 쓰인 ‘12율(律) 설채법’은 악학궤범(樂學軌

範)』의 5성 도설, 색채학 등을 통해 음(音)과 색(彩)의 상징성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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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물이다. 더불어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해 전통 표구

기법인 장황(粧潢)을 연구하였다. 

제6장은 전체 논문을 정리하고 핵심을 다시 짚었으며, 향후 연구과

제에 대한 고민과 포부를 밝히면서 끝맺고 있다. 

본 연구는 비가시적인 국악을 전통회화의 다시점 개념을 통해 조형

화 함으로써, 동양 전통회화의 구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 다시점을 활용한 회화는 동양화의 사차원성, 즉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시각적인 소재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해 준다. 나아가 다시점은 객관적으로 관찰 대상의 전면을 보여주지만,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질서가 아닌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융합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 및 연구가 현대 동양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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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다시점의 개념과 전개 
 

 

본 장에서는 다시점을 이해하고, 다시점의 전개과정, 관찰방식, 전통

적인 공간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통 동양화론을 연구하였다. 동양

화에서 다시점이 발달하게 된 주요배경을 산수를 즐기는 종병의 전통적

인 ‘와유(臥遊)’사상과 북송 곽희의 ‘가유자(可游者), 가거자(可居者)’의 

태도 등에서 찾았다. 곽희는 『임천고치(林泉高致)』에서 ‘멀리서 세를 

취하고 가까이에서 질을 취한다(遠望取勢 近看取質)’, ‘산의 모습이 걸음

마다 옮겨간다(山形步步移)’, ‘산의 형상은 면마다 본다(山形面面看)’ 등

을 통해 다시점의 관찰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구성법은 곽

희의 삼원법, 한졸의 삼원법, 석도의 분강삼첩양단 등의 화론에서 엿볼 

수 있다. 

‘다시점(多視點)’은 다원적인 시점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

록 하는 표현법이다. 전통적으로 한 화면에 다양한 산수 공간을 그리기 

위해 발달한 다시점은 관찰과 표현에 있어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

시점을 활용하면 조형예술의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을 초월하면서 다원적

인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시대나 지역적 특징에 따라 다시점을 해석하

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공간구성 방식도 달랐지만, 전통화론 속의 지혜로

운 법칙들은 현대회화를 창작할 때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았다. 

 

 

1. 다시점의 이해 
 

 

고유섭에 의하면 동양 예술은 형체를 운동형으로 표현하는 경향태

(傾向態)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양 예술은 발생상태에서 전개형

으로 표현된다. 이는 마이클 설리반이 동양 산수화를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시발점이며,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

미이다. 동양 그림에 나타나는 이러한 생동감은 사혁의 『고화품록(古畵

品錄)』에서 ‘기운생동(氣韻生動)’이라는 용어에 반영되어 있다.31 ‘기운

생동’은 고개지의 ‘이형사신(以形寫神)’과 더불어 동양회화의 중심개념으

                                            
31 정인수, 앞의 논문 (2003),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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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기운생동을 화면에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고민이 남제

(南齊, 479-502) 사혁(謝赫)의 화육법(畵六法)에 반영되어 있다. 사혁

은 그의 저서『고화품록』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켜야 할 6가지 법

칙(六法)으로 ‘기운생동(氣韻生動),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

象形), 수류부채(隨類賦彩), 경영위치(經營位置), 전이모사(轉移模寫)’를 

말했다. 그 중에서 화면의 구도와 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경영위

치’이다. 사혁의 ‘경영위치’는 동양화의 구도가 객관 현실의 한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세심한 경영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위치(經營位置)는 서양화의 조형원리 중에서 ‘구
도(構圖)’와 가장 가까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위치를 활

용한 석도(石濤)의 삼첩양단(三疊兩端)32의 구도법 등을 살펴보면, 이는 

서양화의 구도법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설

정의 근원은 동양철학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경영위치가 의미하

는 형이상학적 의미의 기본은 주역(周易)의 3재(三才)33사상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34  

동양화에서 구도를 뜻하는 용어는 경영위치(經營位置)외에도 치진포

세(置陳布勢), 포치(布置), 포백(布白), 포국(布局), 장법(章法) 등이 있

다.35 용어마다 추구하는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는 동양화에서 구도

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도는 형상을 화면 위에 조

직하고 배치하여 예술적인 질서를 부가하는 것이다. 구도는 내용을 벗어

나면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우니, 동양화에서는 이를 경계하며 주제와 사

상의 요구에 따라 화면을 구성해왔다.  

특히 사혁의 경영위치는 고개지의 ‘치진포세’ 구도이론과 그 견해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치진포세’는 고개지의 「위진승류화찬(魏晉勝

流畵讚)」중 손무(孫武)의 그림에서 나온 말로, 현대회화용어의 구도에 

해당하는 말이다. 36  구도를 잡을 때 실제로 대상을 마주하고 객관적으로 

본 후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는 것과 북풍시(北風詩)에서 보듯이 

                                            
32 석도는 그의 저서『고과화상화어록(苦瓜和尙畵語錄)』제10장 ‘경계장(境界

章)’에서 화면의 경계를 나누는 장법(章法)으로 ‘삼첩양단(三疊兩端)’을 제시하였

다.  
33 주역의 3재는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말한다.  
34 박선규, 『산수화의 조경이론』 (서울: 도서출판 신원, 1999), p. 67. 
35 왕백민, 『동양화 구도론』, 강관식 역 (서울: 미진사, 1997), p. 6. 
36 顧愷之 『魏晉勝流畵讚』: 大荀首也, 骨趣甚奇, 三婕以憐美之體, 有驚劇之則, 

若以臨見妙裁, 尋其: 置陳布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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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공간 구성으로 중국 산수화이론에 ‘산고인원(山高人遠)’의 구도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37 고개지는 ‘치진포세’를 그림을 화가의 손재주가 앞

서는 것이 아닌 화가의 이성의 활동으로 보았다. 그래서 치진포세의 구

도는 반드시 ‘생각을 치밀하게 하며’, ‘실제로 마주보고 대하여 보고 교

묘하게 마름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8  구도를 잡고, 미를 창조하는 

과정을 이성과 감성이 작용하는 정밀하고 자세한 활동으로 보았다.  

동양화의 구도는 형상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는 ‘다시점(多視點)’의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다시점은 

물체를 꿰뚫어 보는 여러 개의 시점들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구성하는 

표현법이다. 화가가 고정된 시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야 내의 사물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한 폭의 작품 속에 

서로 잘 어울리도록 구성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고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점에 의해 화면 안에 몇 개의 서로 다른 시평선(視平線, 지평선, 

혹은 수평선)과 초점이 생기게 하는 것이 다시점이다. 이는 여러 시점에

서 바라본 대상을 하나의 화면 위에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조합하는 다원

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다시점의 목표는 다원적인 시점을 한 화면에 조

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판 1] 고개지 <낙신부도(洛神賦圖)> 부분, 동진(東晋), 견본착색, 27.1×

572.8cm, 권(卷), 대북 고궁박물원 

 

다시점을 활용하면 작품 속의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

                                            
37 지순임, 『중국화론으로 본 회화미학』 (서울: 미술문화, 2005), pp. 155-156. 
38 갈로 저,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역 (서울: 미진사, 1997),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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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간의 초월을 통해 작가의 경험과 동일하게 관객을 그림 안으로 

초대하는 추상화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다시점은 구도와 내용의 필

요에 따라 사물의 상하좌우와 각 공간 간의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

고, 허(虛)와 실(實)이 서로를 보완하는 자유로움을 화가에게 부여할 수 

있다. 고개지의 <낙신부도권(洛神賦圖卷)>(도 1)은 이러한 방식으로 처

리된 것이다.39  

다시점의 특징 외에 예술적인 화면구성을 위한 동양화 구도의 일반

적인 원리에는 13가지가 있다. ‘취함과 버림(取舍)’, ‘주(主)와 객(客)의 

위치’, ‘형상의 원근(遠近)과 대소(大小)’, ‘세(勢)의 파악과 묘사’, ‘호응

(呼應)’, ‘큰 여백(大空)과 작은 여백(小空)’, ‘흑(黑)과 백(白), 허(虛)와 

실(實)’, ‘성김(疏)와 빽빽함(密), 이완(鬆)과 긴장(緊)’, ‘모임(聚)과 흩

어짐(散)’, ‘가벼움과 무거움(輕重), 큼와 작음(大小)’, ‘감춤과 노출(藏

露)’, ‘가림과 드러남(隱顯)’, ‘삼첩양단(三疊兩段)과 개합(開合)’, ‘변각

(邊角)의 처리’ 등 이다.40 이는 모두 화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우선

시하는 이형사신의 원리에 입각해서 필요에 따라 형체의 변형을 허용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 구성된 동양화의 구도는 다시점을 채택함으로

써, 고정 시야의 한계를 벗어나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며, 화면을 더욱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다시점은 경영위

치를 위하여 넓은 공간을 열어놓았으며, 주제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변형과 융통성을 허용해 주었다. 그래서 동양화에는 한 공간이나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출현할 수 없으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물들이 한 폭

의 화면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다시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동시점(移動視點)’, ‘산점투시(散點透

視)’,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 등의 용어들이 있다. 이 용어들은 해석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41 

용어들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보면, 이동시점은 대상을 관찰할 때 쓰이는 

시방식(視方式)이고, 산점투시는 화면에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42 그리고 산점투시에 의해 형성된 공간표현법을 역원근법(逆遠近法), 

                                            
39 갈로 저, 앞의 책, pp. 97-98. 
40 왕백민, 앞의 책, pp. 9-107. 
41 장지성, 「삼원법에 대한 재고찰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Vol.33 (2012), p. 227; 오세권, 

「현대 한국화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 표현에 관한 연구」, 『기초조

형학연구』, Vol.13-2 (2012), pp. 303-315. 
42 정인수, 앞의 논문, pp. 137-162; 김귀옥, 「한국화 감상지도를 위한 IC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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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법(俯瞰法), 삼원법(三遠法)이라 한다. 43 이시동도법이라 불리는 관

찰 방법은 한 화면 안에 연속된 주제의 전개가 가능하게 하며, 다른 시

간대를 같은 화면에 표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44  

이동시점과 고정시점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시점(視點)’이란 미술에서는 ‘어떤 대

상을 관찰할 때 시력의 중심이 닿는 점’을 뜻하고, 문학영역에서 시점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서술자가 소설의 중심인 사건을 보는 시각과 태도, 

또는 관점을 말한다. 소설에서 말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제한적 시점 등이 이를 의미한다.45 이

동시점은 모든 관찰 대상을 변화하는 생명체로, 고정시점은 하나의 움직

이지 않는 물체로 인식한다. 움직이는 이동시점에 의해서 대상을 관찰하

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시점인 다시점이 생기게 된다. 이동시점에서 생긴 

다시점을 표현하는 화면배치 및 구도법을 산점투시라 하는 것이다. 

산점투시는 ‘산발적(散)으로 흩어진 점(點)을 통한 투시(透視)’라는 

뜻으로 다원적인 시점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화면구성

법이다. 한 폭의 그림 속에 몇 개의 시평선과 초점이 생겨 마치 시점이 

이동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동시점투시(動視點透視)’, ‘이동시점투시

(移動視點透視)’ 또는 ‘공간구성(空間構成)’이라고도 한다.46 산점투시는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화면에 형상을 배치하는 동양화의 독

특한 화면 구성 방식이다. 즉 시점이 다원적으로 여러 군데에 있어 위에

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중앙에서 본 모습 등이 한 화면에 나타나

게 표현하는 방법이다.47  

산점투시는 근대원소(近大遠小)의 원근법을 형성하는 서양화의 공간

표현법인 고정시점의 일시점에 의한 일점투시(一點透視)에 대비되는 투

시법이다. 고정시점은 초점투시(焦點透視) 혹은 정면투시(正面透視)라고

도 한다.48 ‘투시(透視)’는 막힌 물체를 훤히 꿰뚫어 봄, 또는 대상의 내

포된 의미까지 본다는 뜻을 가지나, ‘투시법(透視法)’이라 하면 한 점을 

                                                                                                               

료 개발에 관한 연구 -산수화의 이동시점과 산점투시를 중심으로-」, 『미술교

육논총』, 제224권 2호 (2010), pp. 201-234. 
43 정인수, 앞의 논문, p. 143. 
44 김규봉 외 집필, 『고등학교 미술이론』, 교학사 2009개정 교육과정, 2015년, 

pp. 127-28. 
45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3판, (서울: 민중서림, 1994), p. 2274.  
46 진조복(鎭兆復) 지음, 『동양화의 이해』, 김상철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9), p. 39. 
47 이성미, 김정희 공저, 『한국회화사용어집』(서울: 다할미디어, 2016) p. 166 
48 정인수, 앞의 논문,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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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으로 하여 물체를 원근법에 따라 눈에 비친 그대로 그려내는 기법을 

말한다. ‘투시법’은 투시도법(透視圖法), 투시화법, 배경화법, 원경법, 중

심 투영법이라고도 한다.49  

하지만 이러한 다시점, 이동시점, 산점투시, 이시동도법 등의 용어들

의 뜻과 쓰임새의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구분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동양화에서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시점이 이상적으로 

조합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점투시, 이동시점 또는 다

시점 등의 용어를 두루 쓴다. 즉 용어들은 설명의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

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뜻이다. 산점투시라는 것은 서양의 투시 원근법이 

관찰자 혼자의 일시점을 근거로 하는 것에 반해, 동양화는 여러 개의 시

점이 한 화면에 있다는 것이며, 곧 다시점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동 

시점이라는 것은 서양의 원근 투시가 고정시에 근거하였으니, 동양의 산

수화, 특히 대관산수는 시점이 이동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대관산수

는 이쪽 면, 저쪽 면을 두루 살펴서 종합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이 공존하는 다시점이라는 것이다.5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을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관찰법인 이동시점과 표현법인 산점투시를 포

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도판 2] 고굉중, <한희재야연도> (부분), 오대(五代) (원본은 오대, 고궁박물관 

소장은 송대에 다시 제작된 모사본), 비단에 채색, 28.7×337.5cm, 북경 고궁박

물관 소장 

 

다시점으로 관찰하고 다시점으로 표현하는 전통 동양화의 특징은 횡

적으로 확장된 두루마리 그림의 연속되는 경물묘사, 기록화의 건물묘사, 

지도의 산, 건물 등의 묘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총 길이가 약 3m

에 이르는 두루마리 그림으로 된 횡적 확장형 그림인 고굉중(顧閎中)의 

                                            
49 이희승 편저, 앞의 사전, p. 4040. 
50 장지성, 앞의 논문 (2012),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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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재야연도(韓熙載夜宴圖)>(도 2)에는 이러한 다시점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은 하루 밤에 관찰한 한희재의 야연회를 여러 개의 서

로 다른 각도에서 포착하여, 기억에 의존해 여러 장면으로 재구성한 것

이다. 각 장면들은 병풍이나 가구 등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화면분할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 창출 구도법이 사용되고 있다.  

구도는 그림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정

적인 회화 화면에 여러 대상이 등장할 경우, 구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주제가 되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다. 동양화의 구도법을 활

용하면 다시점으로 그려진 대상들도 조화롭게 한 화면에서 어울릴 수 있

다. 

현실에서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는 시간이 바뀌면 공

간은 달라지고, 반대로 보는 위치(공간)가 달라지면 시간도 바뀐다. 실

제로는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을 동시에 볼 수 없고, 서로 다

른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다시점을 활용한 동양

화에는 여러 사람의 시점, 혹은 한 사람의 여러 시점이 들어가 있다. 하

나의 공간 속에 사계절이 공존하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수도 있

다.  

이처럼 전통 동양화에는 일인칭 시점으로 관찰된 여러 개의 시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여러 개의 원근법과 시점(시간)이 결합된 형

태로 공간은 확장하고, 여러 가지 시간은 서로 겹쳐진다. 그래서 다시점

을 사용한 동양회화는 다른 공간을 같은 시간대에 표현하고, 다른 시간

을 한 공간에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다시점의 장점은 수많은 전통 동양화를 남겼으면, 현대

에도 충분한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2. 다시점의 전개과정 
 

 

전통 동양화 장르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관찰하고 표현했던 산수

화(山水畵)에서 다시점이 활발하게 응용되었다. 산수화가 그려지게 된 

자연애호사상과 음양오행사상 등 동양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면, 왜 동양

화에서 다시점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다.  

산수화는 산수자연에 깃들어 있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정신과 생

명의 가치를 발견해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애호하고, 자연에서 은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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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화가들의 바람을 담는 그림이다. 동시에 유교, 불교, 도교의 도

(道)사상 등 동양의 정신과 철학을 담아내는 매개체로서의 자연을 표현

한다. 즉 산수화는 자연풍경을 소재로 하여 요산요수(樂山樂水)의 도가

적(道家的) 신선(神仙) 사상과 주역(周易)의 불역(不易), 변역(變易), 

간역(簡易) 및 이 ∙ 기 ∙ 상 ∙ 수 (理氣象數)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여 

관조(觀照) 대상으로부터 감득(感得)한 의상(意象)을 표현내용으로 한

다.51 이런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산수화의 소재들은 관념적인 상징성을 

가지며, 산수자연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정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다시점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는 여러 가지 각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장면들을 모두 조화롭게 그림에 표현

하고자 발달한 것이다. 이동하면서 얻은 다양한 관찰결과와 지속적인 경

험으로 얻은 풍경의 모든 모습이 한 화면에 담길 수 있게 하며, 대물(大

物)인 산수자연을 한 폭의 화면 속에 그려 넣기 위해서 산수화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북송이래의 산수화는 ‘대관산수(大觀山水)’라고 부르기도 하

며, 고정된 단일 시점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시점에서 본 풍경을 화

면 안에 조합하거나 생략하여 작가의 도(畵意)를 표현하였다.  

‘두 눈으로 천 개의 산을 빼앗노라(雙目奪千山)’라는 원(元)나라 

사람이 그림을 논하는 시를 보면,52 어떠한 마음으로 산수화를 그렸느지 

짐작할 수 있다. 두 개의 눈으로 천개의 산을 빼앗아 그림으로 그리려면, 

많이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동하면서 걸음걸음마

다 모두 돌아보지 않으면 두 눈에 변화무쌍하고 거대한 산의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초기 중국의 그림에서 산수자연은 독립적인 심미 대상이 아니라, 배

경에 불과했다. 전국 시대 굴원(屈原)의 벽화, 돈황 벽화 제257굴 <구

색록(九色鹿)>, 6세기 양위(兩魏)의 벽화 제249굴 <야우(野牛)>의 산수

화들 모두 고사화(故事畵)나 인물화의 부분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고개

지의 <낙신부도(洛神賦圖)>(도1)와 <운대산도(雲臺山圖)>에서는 확실

히 이전의 산수화와 비교하여 산수화가 독립되어가는 경향을 볼 수 있

다.53 산수화는 고개지, 종병, 왕미을 거치며 점점 독립된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 남북조시대 남조 송(宋) 종병(宗炳, 375-443)은 중국 남북조

                                            
51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서울: 도서출판 신원, 1998), p. 5. 
52 구름과 아지랑이도 가리지 못하나니, 두 눈으로 천 개의 산을 빼앗노라 (雲

烟遮不住, 雙目奪千山). 
53 지순임, 앞의 책 (2005),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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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남조 송나라의 화가로, 일생동안 벼슬에 오르지 않고 각지의 명산

을 돌아다녔다. 명산명천(名山名川)의 생활화를 주장하고 그림에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산수화론을 주장했다. 장언원은 『역대명화기』에서 산

수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던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화가 종병(宗炳)이 

말년에 병에 걸리자, 그 동안 다닌 산천을 모두 그림을 그려 누워서 감

상했다는 와유(臥遊)의 일화를 소개했다.  

 

늙음과 병이 함께 이르렀으니, 명산을 두루 유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

음을 깨끗이 하여 자연의 도를 관찰하며, 누워서 유람하는 즐거움을 맛보

리라.54 

 

이처럼 종병은 자연을 간접적으로 즐기는 ‘와유론(臥遊論)’을 이

상적인 산수화 감상의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산수화는 화가가 다양하게 

관찰하고 경험한 장면들을 다시점을 사용하여 하나의 화폭에 조화롭게 

담았다. 이러한 다시점으로 그려진 산수화를 감상할 때는 전략적 중요도

와 먹의 농담 차이에 의해 순차적으로 사물을 인지를 하게 된다. 농담에 

의한 재인식의 과정과 더불어 시선이 이동하게 된다. 각기 다른 시점으

로 관찰된 장면들 사이에 여백을 두면서 그림감상의 시간적 차이를 주고, 

이 시간차에 의해 변화된 시점이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선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적 인지의 유랑이 바로 ‘누워

서 유람한다’라는 와유(臥遊)인 것이다.  

동양 산수화는 다시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고정시점의 원리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종병은 그의 저서『화산수서(畵山水序)』에서 투시

법에 관한 몇 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였다. 원근(遠近)과 대소(大小)를 

논한 것과, 큰 산과 거대한 산봉우리들을 화면상에 어떻게 표현해야 한

다는 것 등은 종병의 초보적인 투시, 원근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55 

종병은 산수를 관찰과 체험을 위주로 한 사생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객

관물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생

                                            
54 유검화 지음, 『중국고대화론유편』 제4편 산수 1, 김대원 옮김 (서울: 소명

출판, 2010), p. 54. (噫! 老病俱至, 名山恐難遍遊. 唯當澄懷觀道, 臥以遊之.)  
55 유검화 지음, 앞의 책, pp. 44-56. “한편 곤륜산은 크고 눈동자는 작아서, 한 

치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멀리 몇 리 떨어져서 

보면 작은 눈동자에도 담을 수 있다. 확실히 거리를 점점 멀리하면 대상물을 더

욱 작게 보인다. 이제 흰 화폭을 펼치고 원경을 그리면, 곤륜산과 낭봉산과 같

은 모습도 작은 화폭에 담을 수가 있다. (且夫崑崙山之大, 瞳子之小, 迫目以寸, 

則其形莫覩, 逈以數里, 則可圍於寸眸. 誠由去之稍闊, 則其見彌小. 今張綃素以遠

暎, 則崑閬之形, 可圍於方寸之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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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궁극적으로 와유를 실현하기 위한 척도이면서 동시에 체험의 결과물

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병에서 보이는 사생의 의미는 일반적인 대상의 

묘사에서 벗어난 심오한 정신적인 고도의 경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56 

관찰을 바탕으로 현실 사물들의 원근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다시점 구

도에 응용하였다. 다시점과 고정시점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며, 다시

점은 고정시점을 바탕으로 할 때 더 풍성한 표현이 가능하다. 

종병의 ‘와유(臥遊)’에서 시작된 산수를 즐기는 전통적인 태도는 북

송(北宋) 화가이자 이론가인 곽희(郭熙)의 ‘가유자(可游者) 가거자(可游

者)’사상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차이가 있다면 종병

의 와유론에서 산수는 은일적인 문인의 개인적 공간이고, 곽희는 유가적 

정치이념을 실현하고 지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보았다는 데 있

다. 곽희는 『임천고치(林泉高致)』를 ‘군자(君子)’를 위한 산수화에 관

한 이론이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산수화면은 유가 이

념을 가장 큰 질서로 지배하는 화면을 지향한다. 더불어 그가 지향하는 

화면에는 화가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 개개의 경물을 구성하고, 

경물의 여러 관계와 다시점으로 확대된 공간까지 더해진 치밀하게 설계

되어 있다.57  

와유는 자연의 실제경험 대신 감상을 통한 간접경험에 높은 가치를 

부과한 것으로, 산수화가 독립적인 장르로 발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거자는 풍경 중에서도 머물고 싶은 산수를 그려내는 것을 중

시하며, 산수화의 세부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곽희의 저서 

『임천고치』중 「산수훈(山水訓)」에 수록된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확고하게 논하여, 산수에는 가볼 만한 것, 바라볼 만한 것, 

노닐 만한 것, 살 만한 것 등이 있다. 그림은 무릇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모두 묘품(妙品)에 든다고 하였다. 반면에 가볼 만한 곳과 바라볼 만한 곳

을 그리는 것이, 살 만한 곳과 노닐 만한 곳을 그려 얻는 것만 못하다. 왜 

그런가? 지금의 산천을 보면, 몇 백리의 지역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노닐 만

하고, 살 만한 곳은 열 중에 서넛도 되지 않는다. 반드시 살 만하고 노닐 

만한 품등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군자(君子)가 임천(林泉)을 갈망하는 까

닭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가는 이러

한 뜻으로 제작해야 하고, 감상자도 이러한 뜻으로 궁구해야 할 것이다. 이

                                            
56 이광수, 「중국 문화에서 ‘의경’의 예술적 개념」, 『한국문화사학회 문화사

학』31호 (2009), p. 301. 
57 정혜린, 「『임천고치』(林泉高致)가 유가를 구현하는 방식」, 『美學』, 제

83권 1호 (2017), p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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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산수의 본뜻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58 

 

곽희는 산수화에서 ‘가 볼만 하고(可行), 바라볼 만하며(可望), 노닐 

만하고(可游), 살 만한(可居)’ 이상적인 산수를 구현해 내고자 하는 것

이 목표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가유(可游)와 가거(可游)의 경계를 추구

했다.  

  

 
[도판 3] 곽희, <조춘도(早春圖)>, 1072년, 비단에 수묵담채, 158.3×108.1cm, 

대북 고궁박물관 소장 

 

곽희가 그린 <조춘도(早春圖)>(도 3)는 그 시도의 시각적 결과물이

고, 곽희의 『임천고치(林泉高致)』는 그 이론적 집약서이다. 산수화 창

작에 대한 곽희의 이러한 요구는 북송 말 당시 산수화의 창작상황과 산

수화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이상경계를 반영한 것이다. 

동양 산수화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다시점의 목표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곽희가 산수화에서 요구하는 자연은 단지 바라보는 ‘볼 만한 
                                            
58 유검화 지음, 앞의 책, pp. 229-230. (世之篤論, 謂水有可行者, 有可望者, 有

可游者, 有可居者, 畵凡至此, 皆入妙品; 但可行 ∙ 可望不如可居 ∙ 可游之爲得. 何

者? 觀今山川, 地占數百里, 可游可居之處, 十無三四, 而必取可居 ∙ 可游之品. 君

子之所以渴慕林泉者, 正謂此佳處故也. 故畵者當以此意造, 而鑑者又當以此意窮之. 

此之謂不失其本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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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可望者)’이 아닌 ‘노닐 수 있고, 살 만한 것 (可遊者, 可居者)’이

다. 바라보기에 좋은 산수[可望者]는 단일시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머물고 싶은 산수[可居者]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공간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머물 수 있고,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좋은 공

간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산수자연을 비롯한 모든 현실의 관찰대상은 계절 ∙ 시간 ∙ 시점 등

에 따라 무수히 다양하게 변한다.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대상의 본질에 

더 가깝게 표현하고자 다시점을 활용한 그림은 상이한 시점이 얽혀 있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 공간 속에 들어가 걷도록 유도한다. 즉, 다시점을 

바탕으로 그려진 산수화는 감상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가 거닐고 노닐며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유도한 공간인 것이다. 

실제 자연을 제대로 느끼려면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필요하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새소리를 듣기도 하고,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차를 음미하기도 하면서 여러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

루며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 이 종합적인 경험의 시간과 공간은 고정되

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산수자연을 즐기는 경

험을 일상에서도, 또는 병상에서 누워서도 간접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발달한 것이 산수화이다. 실제 산수를 감상하는 듯한 기분을 주고자 그

려진 산수화는 그려진 자연사물의 시각적 인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

적인 유람인 것이다. 

서양화에서의 관물 태도를 ‘보고 있다’로 형용한다면 동양화에서의 

관물 태도는 ‘보아간다’로 형용할 수 있다. 서양화가 창에 눈구멍을 뚫고 

보는 것이라면, 동양화는 산에 올라 내려보고, 바라보고, 훑어보고, 걸어

본 것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다. 서양화의 화면은 실체경적(實體鏡的)이

라고 하면, 동양화의 화면은 조감도(鳥瞰圖)식이요, 파노라마식이라 할 

수 있다.59 대상을 보아가는 동양화의 관찰 태도는 화가나 감상자를 그

림 속으로 노닐도록 데리고 들어온다. 동양화에서 예술가의 행동을 주목

하고 수양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수화를 감상할 때는 그림 밖

의 감상자도 화면 안에 들어와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느끼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바라보기에 좋은 공간은 시각적인 환영이 극대화된 고정시점으로 표

현하기에 적합하다. 거닐고 살고 싶은 공간은 다시점으로 다각도로 표현

하는 것이 어울린다. 관찰자의 초점이 고정된 초점투시로 그려진 그림은 

                                            
59 허유, 『마음으로 거니는 동양화 산책』(서울: 다빈치, 2000),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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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밖에서 관찰자가 바라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풍경 속에 관찰자

가 없으며, 관객 또한 그 풍경을 ‘소요유(逍遙遊)’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바라보는(可望)’공간으로 인식한다. 다시점으로 그려진 그림

에서 초점과 시선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다원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다

원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동양화에서는 이런 다시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감상할 수 있다. 

회화는 화면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이 있고, 감상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으며, 시각적인 경험을 우선시하는 예술이다. 이런 회화예술 속에 실

제 산수자연의 종합적인 경험을 담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동양 산수화는 이를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다양한 경험을 담기 위

한 다시점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다. 이는 한 순간의 경험을 담아내

는 현대 사진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사진의 발명과 함께 막을 

내린 14세기 르네상스 미술과 지향점이 다른 것이다. 

서양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들은 ‘자연모방’을 목표로 했기에, 고

정투시와 원근법, 소실점 등이 발달하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동양 화가

들은 어떤 고정된 시점에서 특정한 시야 안의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다. 화가들은 걸으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대상의 각 방면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대부분 대상을 떠

나서 ‘형상기억(形象記憶)’에 의거하여 ‘유모취신(遺貌取神)’의 과

정으로 통해 창작을 하였다.60 이렇게 하면 관찰한 내용 중에서 가장 강

하게 남아있는 대상의 ‘기운(氣韻)’에 집중할 수 있다. 여기에 작가의 

주관, 이상과 희망의 내용을 자유롭게 첨가하여 그릴 수 있으므로, ‘기

운생동(氣韻生動)’을 품평의 기준으로 삼는 동양화를 그리기 위한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동양화는 전면적인 관찰을 강조하고 동시에 간솔(簡率)한 취사선택

을 요구한다. 취사선택에 도움을 주는 관찰에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체의 비

례와 해부학적 규칙, 나무와 식물의 생태 등 대상의 생장법칙과 조직구

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다. 식물의 생장과 조직구조의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한 대표적인 그림이 ‘사군자(四君子)’그림이다. 사군자

를 그리기 위해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사군자를 대표하는 식물들을 관

찰하고, 조직구조를 기초로 간략화하여 주제를 표현한다. 어몽룡(漁夢

龍)은 <월매도(月梅圖)>(도 4)를 통해 오래되고 거친 나무줄기와 하늘

                                            
60 진조복 지음, 앞의 책,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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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찌를 듯이 곧게 위로 뻗은 어린 가지를 대비시켜 매화의 강인한 기상

을 드러냈다. 

 

 
[도판 4] 어몽룡, <월매도>, 조선 전기, 119.4×53.6cm,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사물을 소재로 작가의 주관과 마음 속의 

의중을 자유자재로 그림에 표현할 수 있다. 동양화에서 이런 간솔한 취

사선택의 제작태도는 필연적으로 다시점의 발달로 이어졌다. 현실의 여

러 가지 면을 관찰하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억을 취사선택해서 한 화

면에 조합하기 위해서는 다시점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양화에서 다시점이 발달한 것을 산수화의 발달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산수화의 발생배경이 되는 자연애호사상과 유불도 사상, 종

병의 와유론, 곽희의 가거자 사상은 다시점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점이 만들어내는 화면이 산수화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산수화에서 발달한 것이다. 산수화는 아무리 작은 

화면이라도 그림 속에 하나의 소우주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창

작과 감상을 통해 실제 산수를 유람하는 듯한 간접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창작태도와 목표 아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의 요소들을 

한 화면에 넣고자 다시점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25 

 

3. 다시점의 관찰방식과 공간구성 
 

 

전통 동양화에서는 다시점이, 전통 서양화에서는 초점투시가 발달한 

이유는 관찰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처럼 중요한 동양화의 

관찰방식을 살펴보면서, 다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면의 공간을 구

성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점이 장기간에 걸쳐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양화의 시방식

(視方式)과 관련이 깊다. 시방식이란 관찰한 것을 화면상에 표현할 때 

필요한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61 동양화는 전통적으로 사물의 본질과 전

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점의 시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동양화가들에

게 진실(眞)은 현실 너머의 영원한 변치 않는 실체인 신(神)을 그리는 

사의(寫意)에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의 전통 동양화에서는 관찰을 

위해‘서정적인 눈, 기억하는 눈, 사의(寫意)적인 눈, 표현하는 눈’을 

사용하고, 15-19세기 전통 서양화에서는‘객관적인 눈, 측량하는 눈, 

사실(寫實)적인 눈, 분석하는 눈’으로 관찰대상을 바라보았다고 말한

다.62 

서구회화에서 투시법이 명암법과 더불어 회화의 면적 사고를 가속화

시킨 것이라면, 동양회와의 부감법(俯瞰法)은 음양법(陰陽法)과 더불어 

선적(線的) 조형사고(造形思考)를 발달시킨 시각법이라 할 수 있다. 공

간구성에 있어서 시점이 고착된 투시법인 고정투시보다는 사면에서 전시

(全視)하고 이동할 수 있는 부감법이 훨씬 다차원적인 효과를 줄 수 있

다. 동아시아 회화에서 ‘기억표상과 관념’은 표현양식을 결정한다. 더

불어 현실세계와 회화세계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려는 조형사고와 

화면을 진행적 계속성의 운동태로 보려는 가치의식은 다차원의 시점 혹

은 분산점(分散點)을 만들어냈다.63 

동양화는 서정성이 강하고 주관적인 그림으로, 본 것과 아는 것(기

억)의 종합적인 관찰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차물서정(借物抒情), 형태로써 정신을 그린다는 ‘이형사신(以形寫神)’, 
                                            
61 장지성, 「산수화의 시방식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2 (2000), p. 

26. 
62 박우찬 ∙ 박종용 공저, 『동양의 눈 ∙ 서양의 눈』(서울: 도서출판 재원, 

2016), p. 150. 
63 김병종, 『 中國繪畵硏究 (중국회화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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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지는 정신의 전달과 실제 현실의 사물을 접하고 형태를 그린다는 

‘응물상형(應物象形)’, 마음 속에 미리 구상이 없으면 제대로 그릴 수 

없다는 ‘의존필선(意在筆先)’과 ‘흉중성죽(胸中成竹)’ 등과 같은 화

론이 생겨났다. 그리고 긴 붓과 잘 번지는 화선지라는 동양화 재료의 특

성상, 관찰대상을 보면서 동시에 그림을 그리면 선의 리듬을 살릴 수 없

다. 동양화가들은 작업 전에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세밀한 관찰이 선행

되어야 했다. 사군자를 그리려면 식물의 생장법칙과 조직구조까지 파악

하고자 사계절 내내 관찰을 하였다. 평소에는 지식을 쌓는 독서와 학문

의 수양을 중시하여, 화가의 정신을 그림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시점을 활용한 관찰법은 곽희의 『 임천고치(林泉高

致)』의 「산수훈(山水訓)」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산수는 큰 물체(大物)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경우 반드시 멀리서 그것

을 보아야 비로소 하나의 대형 병풍같이 둘러쳐져 있는 산천의 형세와 (거

기서 떠오르는) 기상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64 

 

실제 산수의 계곡은 멀리서 바라보고 그 (형)세[勢]를 취하고, 가까이 보아

서 그 질[質]을 취해야 할 것이다. 65 

 

‘원망취세 근간취질 (遠望取勢 近看取質)’는 멀리서 자연의 세(勢)

를 취하고, 가까이에서 질(質)을 취한다는 뜻으로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 

자연의 원근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산수화가가 산

수를 관찰할 때는 반드시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결합시켜야만 대물(大物)인 산수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한 결과물이 조화롭게 모여서 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산수화이다.  

산수화에서는 원근에 따라 그 목표가 달랐다. 큰 산에서는 형체의 

전체적인 기세(勢)가, 가까운 대상에서는 대상의 질감(質感) 표현이 요

구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목적은 산천경물의 기개(氣槪)를 알고, 그 

세(勢)를 취하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자연경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목적은 자연물의 질감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과 돌의 재질이나 겉모습의 관찰을 바탕으로 화법상 추출해

                                            
64 장언원 외, 앞의 책, pp. 128-129. (山水大物也 人之看者 須遠而觀之 方見得

一障山川之形勢氣象) 
65 장언원 외, 앞의 책, p. 140. (眞山水之川谷 遠望之 以取其勢 近看之 以取其

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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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정제해서 산수화의 준법(峻法), 수지법(樹枝法) 등이 발달하였다.66 

왕백민(王伯敏)의 저서 『동양화 구도론』에 부록으로 실린 ‘산수

화의 7가지 관찰방법(七觀法)’를 바탕으로 산수화의 관찰방법과 다시

점의 관계를 자세히 고찰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임천고치』에서 그 

기원을 찾아낼 수 있는 ‘걸음걸음마다 보는 방법 [步步看]’, ‘여러 면을 

보는 방법 [面面觀]’을 포함한 일곱 가지 관찰법이 있다. 집중적으로 보

는 방법[專一看], 멀리 밀어서 보는 방법 [推遠看], 가까이 끌어당겨 보

는 방법 [拉近看], 시점을 옮겨서 보는 방법 [取移視], 육원(六遠)을 결

합시켜 보는 방법 [合六遠]이 그것이다.67 이는 모두 동양화에서 현실을 

어떻게 다시점으로 관찰하고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다. 

이 중에서 걸음걸음마다 보는 방법은 화가가 대상의 여러 측면을 깊

이 있고 자세하게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산수화에서 

산수는 정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처럼 기운이 넘치도록 그리는 것이 목표

이다. 직접 체험이 가미된 관찰방법은 화면 위의 공간적인 제한을 초월

하여 끝없이[無盡] 이어지는 예술적 표현 효과가 생기게 해준다.  

 

산은 가까이서 보면 이러이러하고, 멀리 몇 리쯤 떨어져 보면 또 이러이러

하고, 멀리 십여 리쯤 떨어져 보면 또 그 정도로 이러이러하다. 거리가 멀

어질 때마다 달라지므로 이른바 ‘산의 모습은 걸음걸음에 따라 옮겨진다’

고 한다.68 

 

산의 모습이 걸음걸음마다 바뀐다는 것은 원근에 따른 이동법(移動

法)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에서 취하는 관

찰방법[遠望取勢 近看取質]에 대한 보충이다. 보보이(步步移)는 ‘걸으면

서 이동하며 관찰한다’는 뜻으로, 이동하는 관찰자 중심의 다시점이 반

영된 관찰방법이다. 이는 고정된 자리와 고정된 눈의 위치를 바탕으로 

관찰하는 초점투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시점은 동양화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곽희가 살던 북송을 중심으로 발달된 개념이다. 

 

또 산의 정면은 이러이러하고, 측면 또한 이러이러하고, 뒷면 또한 이러이

                                            
66 갈로, 앞의 책, pp. 264-265; 김은집, 『수묵화의 이론과 실기: 사군자와 산

수화에 대하여』 (서울: 예림, 1994), pp. 91-108. 
67 왕백민(王伯敏), 앞의 책, pp. 198-247. 
68 장언원 외, 앞의 책, p. 144. (山近看如此 遠數里看又如此 遠十數里看又如此 

每遠每異 所謂山形步步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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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여서 볼 때마다 달라지므로 이른바 ‘한의 모습은 한면한면씩으로 보아

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산은 하나이면서 수십 수백의 형상을 겸하고 

있으니, 이 점을 터득하지 않고서야 다 알 수가 있겠는가!69  

 

대상을 면마다 본다는 것은 대상의 앞뒤좌우를 두루 보는 방법이다. 

여러 면을 보려면 걸으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보는 것과 

걸음마다 보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얻은 많은 체면(體面)을 어

떻게 화면 위에서 조화롭고 통일되게 안배하여 예술적으로 연속되어 보

이게 할 것이냐는 화가의 몫이다. 흔히 사람들은 강산이 산수화처럼 아

름답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화가가 하나의 강산이면서 수십, 수백

의 강산모습을 겸한 것을 선택해서 그리기 때문이다.  

산수화의 대상은 자연계의 무수한 개체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

간을 형상으로써 보면 모두 그 자체의 체면(體面)을 갖고 있다. ‘여러 

면을 보아야’ 한다는 요구는 바로 무수한 체면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간

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한 뒤에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다. 산수화가들은 이러한 합리적 배치를 위해 ‘다방면(多方面)’의 

위치 경영(位置經營)로 그리는 것과 ‘공간 도약식(空間跳躍式)’의 위치 

경영으로 그리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했다.70 이 중에서 다방면의 구도

법은 고정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면도 볼 수 있도록 다시점을 사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곽희가 주목한 산수의 특징은 ‘변한다(變)’는 것이다. 

 

또 산은 봄 여름에 보면 이러이러하고, 가을 겨울에 보면 또 이러이러하니, 

이른바 ‘사철의 경치가 같지 않다’고 한다. 또 산은 아침에 보면 이러이러

하고, 저녁에 보면 또 이러이러하며, 흐릴 때나 개인 때에 보면 또 이러이

러하니, 이른바 ‘아침 저녁의 변하는 모습이 같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이 

되면 산은 하나이면서 수십 수백의 산의 뜻과 모습을 겸한 셈이니, 이를 터

득하지 못하면 궁구하지 못하는 것이구나!71 

 

이러한 그림은 사람으로 하여금 산의 그러한 뜻이 생기게 하여 진짜로 이

러한 산중에 자지가 있는 듯이 느끼게 되나니, 이러한 것이 그림의 ‘경치 

밖의 뜻(景外意)’이다. …… 이러한 그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69 장언원 외, 앞의 책, p. 144. (山正面如此 側面又如此 背面又如此 每看每異 所

謂山形面面看也) 
70 왕백민 저, 앞의 책, p. 215. 
71 장언원 외, 앞의 책, p. 144. (如此是一山而兼數十百山之形狀 可得不悉乎 山 

春夏看如此 秋冬看又如此 所謂四時之景不同也 山朝看如此 暮看又如此 陰晴看又

如此 所謂朝暮之變不同也 如此是一山而兼數十百山之意態 可得不究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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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켜 마치 장차 실제로 그곳에 나아간 듯하게 되나니, 이러한 그림이 ‘으

미 밖의 묘(意外妙)’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72 

 

산수는 관찰자의 걸음마다 변하고, 시간상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고, 

계절마다 변하고, 날씨에 따라 변하고, 나아가 관찰자의 심리상태에 따

라서도 변해 보인다. 이는 산의 ‘가변적 특성’이며, 곽희는 산의 ‘항상적

인 특성’인 ‘보편적, 개별적, 특수한 속성’이 겹쳐진 다층적 이미지 복합

체로서의 산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 속성의 복합체가 바로 곽희가 ‘정
수(精髓)’ 라고 부르는 형상의 복잡한 내용일 것이다.73 

진실된 산수의 모습(眞山水)을 그림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면을 

다 관찰해야 하며, 다양한 공간과 시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를 조화

롭게 종합적으로 그림에 담아내야 한다. 이처럼 곽희는 경물들을 여러 

층차의 형태적 특징들이 종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았으며, 이는 다양한 

시점을 한 화면에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다시점(多視點)의 원리와 연결된

다. 

다시점의 원리를 활용해서 물체를 관찰하고 표현하면 대상을 입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관적으로 화면을 구성

할 수 있다. 만약 여러 그루의 나무와 산이 있는 풍경을 다시점으로 관

찰한다면 다음과 같다.  

                                            
72 장언원 외, 앞의 책, pp. 144-145. (看此畵令人生此意 如眞在此山中 此畵之景

外意也 …… 看此畵令人起此心 如將眞卽其處 此畵之意外之妙也) 
73 정혜린, 앞의 논문,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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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나무를 다시점으로 관찰하는 방법 

관찰대상과 관찰자 관찰방법 

 

 

 

 

 

 

 

 

 
보보이(步步移)로 관찰한 나무의 원경 ∙ 중

경 ∙ 근경의 모습, 면면간(面面看)으로 관찰

한 대상의 여러 방면 모습: 

① 가까이에서 본 나무의 뒷면 

② 가까이에서 본 나무의 뒷면과 왼쪽 면 

③ 가까이에서 본 나무의 앞면과 오른쪽 면 

④ 가까이에서 본 나무의 앞면 

⑤ 멀리서 본 나무의 앞면과 왼쪽 면 

⑥ 멀리서 본 나무의 앞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 

⑦ 멀리서 본 나무의 봄의 모습 

⑧ 멀리서 본 나무의 여름의 모습 

④ 멀리서 본 나무의 가을의 모습 

⑩ 멀리서 본 나무의 겨울의 모습 

 

[도표 1]에서 관찰자는 우선 멀리서 관찰대상인 풍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한 다음 [遠望取勢 近看取質], 앞으로 혹은 옆으로 걸어가서 [步步

移] 앞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본다. 그 나무의 앞면, 뒷면, 옆면 등을 모

두 관찰하면서 나무의 모든 면들을 관찰한다 [面面看]. 그 중에 모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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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원하는 면을 취사선택해서 관찰하며, 화첩에 간단한 사생을 겸하기

도 한다. 좀더 걸어가서 앞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던 다른 나무도 관찰하

고 그린다. 이렇게 관찰해서 얻은 여러 장, 혹은 수십 장의 장면을 결합

하여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다시점을 활용한 회화이다. 

공간을 이동하며 관찰하는 것 외에 시간 차이를 두고 관찰을 하는 

것도 다시점을 활용하는 경우다. 아침에 관찰하고, 오후에 관찰하고, 봄

에 보고, 겨울에 본 것을 모두 종합해서 화면에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

면 낮과 밤을 동시에 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 사물을 만날 때마다 새

로운 원근법을 적용하면 공간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조형예술의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것이 곽희가 말하는 ‘멀리서 세를 

취하고 가까이에서 질을 취한다(遠望取勢 近看取質)’, ‘산의 모습이 걸음

마다 옮겨간다(山形步步移)’, ‘산의 형상은 면마다 본다(山形面面看)’는 

관찰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찰한 여러 가지 장면을 한 화면에 넣기 

위한 표현법이 다시점이다.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며 다시점으로 관찰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재조합되어 산수화로 창작된다. 

 

[도표 2] 동양화에서 다시점으로 관찰한 이미지의 재조합 과정 

 

 

 
 

 

 

실제 풍경  관찰 재조합 산수화 

 

[도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정시점으로 관찰한 사진과 같은 

실제풍경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대상들도 다시점을 활용하면 다각

도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다시점으로 관찰한 풍경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조합되어 다양한 산수화로 창조된다. 도표에서는 간략한 설명을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결과물을 표현하였으나, 실제 창작과정에서는 작가에 

따라 무수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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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시점의 경향은 2000년대 현대 한국화에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표현하는 작품들에 나타난다. 동양 회화에서 현실의 시공간을 벗

어나는 경우는 의경산수와 산점투시법에 의한 산수 등이 있다. 이러한 

초월 현상은 동양화의 민화 차용을 통한 전통과 현대의 초월, 데페이즈

망에 의한 초월, 과장과 유희를 통한 초월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

다. 74  이처럼 동양화는 사실상 고정시점과 다시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고정시점의 사실성 표현이라는 장점을 흡수

하고, 다시점의 완전성과 자유성의 특성을 보존하는 것이 동양화의 발전

상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전통적인 화론에는 완전한 고정시점 및 초점투시 이론은 보이

지 않으나, 자연의 경치를 관찰할 때 결코 투시의 기본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종병(宗炳)과 왕유(王維)의 화론들이 바로 그 실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시점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 다시점은 고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점은 고정시점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

이다. 다시점은 자연을 하나의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묘사하거나 모방하

지 않고, 관념표현의 필요에 따라 화면의 시점을 이동시킨다. 한 화면 

속에 동시에 여러 초점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구도의 안정성과 서술성을 

가지며, 풍부하고 창의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점으로 관찰된 여러 장면들을 한 화면에 표현할 때, 구

체적인 화면의 구성이나 배치법은 곽희, 한졸(韓拙), 석도(石濤)의 화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북송(宋)말의 화가 곽희(郭熙)는 『임천고치

(林泉高致)』의 「산수훈」에서 세 가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점으로 

관찰한 산을 한 화면에 구현하는 ‘삼원법(三遠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산에는 삼원(三遠)이 있다.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우러러봄은 고원(高遠)

이라 하며, 산의 앞에서 산의 뒤를 엿봄을 심원(深遠)이라 하며, 가까운 산

에서 먼 산을 이름(먼 삼을 바라봄)을 평원(平遠)이라 한다. 고원의 색은 

맑고 밝으며, 심원의 색은 무겁고 어두우며, 평원의 색은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다. 고원의 형세는 우뚝 솟아있음에 있고, 심원의 의취는 겹

겹이 쌓임에 있고, 평원의 의취는 화창하게 트이어 아득하게 뻗어나감에 있

다. 인물이 삼원에 놓일 경우, 고원에 있으면 분명하고 또렷하며, 심원에 

                                            
74 오세권, 「현대 한국화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 표현에 대한 연

구」, 『기초조형학연구』 13권 2호 (2012), pp. 301-315; 오세권, 「2000년대 

한국의 ‘퓨전산수화’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권 5호 (2009), pp. 24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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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가늘고 작으며, 평원에 있으면 맑고 깨끗하다. 분명하고 또렷한 것

은 짧지 않으며, 가늘고 작은 것은 길지 않으며, 맑고 깨끗한 것은 크지 않

다. 이를 삼원이라 한다.75 

 

곽희의 삼원법은 동양화의 관찰태도의 특징을 잘 드러내며, 관찰결

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면에 배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대물(大物)

인 자연을 관찰하는 효율적인 관찰태도와 풍성한 화면구성을 위한 실제 

창작자의 고민이 녹아 있다. 삼원법은 원근에 따른 이동법(移動法)을 중

심으로 하는 구도법이다. 그렇게 얻은 산의 모습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재배열해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그 산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곽희는 생각했다. 서양화의 투시법과 연관지어보면, 고원(高

遠)은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보는 앙시(仰視)로 산을 보는 것이고, 심원

(深遠)은 부감시(俯瞰視)로, 평원(平遠)은 평시(平視)로 산을 보는 것이

다.76 

 

 
[도판 5] 곽희의 <조춘도> 분석77 

                                            
75 신영주 역, 『곽희의 임천고치(林泉高致)』 (서울: 문자향, 2003), pp. 38-39. 

(山有三遠. 自山下而仰山顚, 謂之高遠; 自山前而窺山後, 謂之深遠; 自近山而至遠

山, 謂之平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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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遠之意冲融而縹緲. 其人物之在三遠也, 高遠者明瞭, 深遠者細碎, 

平遠者冲澹. 明療者不短, 細碎者不長, 冲澹者不大. 此三遠也.) 
76 신영주 역, 앞의 책, pp. 38-39. 
77 김병종, 앞의 책,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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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은 『임천고치』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오며, 곽희 이전과 

그 시대의 대관산수화의 특징을 잘 드러낸 집약적인 이론이다. <조춘도

(早春圖)>(도 3)는 그러한 삼원법이 가장 잘 나타난 그림으로 곽희의 

이상적인 산수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조춘도>는 이동시점으로 부

각함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을 다 함께 함유한 다차원(多次元)의 시점이 

설정되어 여러 층의 화면을 도출해 낸 경우이다. 경물(景物)의 연개성에 

의해 시각의 종합성과 평면성을 벗어난 깊숙한 오행감(奧行感)의 효과를 

주고 있다.78 [도판5]에서 보이는 분석과 같이,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세 

가지 다른 시점으로 관찰해서 한 화면에 중첩해서 다시점으로 표현하였

다. 

두 번째로, 한졸의 삼원법을 통해 또다른 전통적인 화면구성법을 배

울 수 있다. 곽희의 삼원인 ‘심원, 고원, 평원’과 한졸의 삼원인 ‘활원, 

유원, 미원’을 통칭해서 ‘육원법(六遠法)’이라고도 한다. 북송 말기의 화

원(畵院)에서 기후(祗候)로 활약했던 한졸의 『 산수순전집(山水純全

集)』에는 곽희의 삼원을 먼저 열거한 후, 자신이 정의한 새로운 거리감

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내(韓拙)가 삼원(三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한다. 산 아래 언덕 가에 

물결이 펼쳐져 멀리 있는 것을 ‘활원(闊遠)’이라고 한다. 들판에 안개가 어

둡게 깔리고 들판의 물이 막혀서, 희미하게 볼 수 없는 것을 ‘미원(迷遠)’
이라 한다. 경물이 빼어나서 미묘하게 나부끼는 것을 ‘유원(幽遠)’이라고 

한다.79 

 

활원(闊遠)은 확 트여져 멀리 조망되는 것을 말하고, 미원(迷遠)은 

고요하고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것, 유원(幽遠)은 더 그윽하고 아득

하여 멀리 보일 듯 말 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졸의 삼원은 곽희에 

비하면 화면상의 느낌을 우선시한 설명이라서 크게 구분이 어렵기도 하

다. 하지만 아담하고 평이한 산수를 그리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 특히 

안개와 구름이 가득한 물이 있는 지역은 한졸의 삼원으로 관찰하기 좋다. 

활원으로 물가의 전경을 멀리서도 조망하고, 미묘하고 차분하게 흐르는 

                                            
78 김병종, 앞의 책, p. 218. 
79 유검화, 앞의 책, pp. 359-340. (愚又論三遠者; 有山根邊岸水波亘望而遙, 謂之

闊遠. 有野霞瞑漠, 野水隔而彷佛不見者, 謂之迷遠. 景物至絶而微茫縹緲者, 謂之

幽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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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의 물은 미원으로 관찰하고, 유원으로는 안개로 그윽하게 보이는 경

치를 감상하기에 좋을 것이다. 

 

 
[도판 6] 남송, 서성이씨(敍城李氏), <소상와유도(瀟湘臥遊圖)>, 종이에 수묵, 

403.6˟30.3cm, 동경 국립박물관 

 

곽희의 삼원법 중 ‘평원’을 보충하는 듯한 한졸의 삼원법은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 원근법이기도 하다. 험준한 북중국과 달리 연운(煙雲)

으로 가득찬 강남지역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비롯된 이론으로, 서성이씨

의 <소상와유도>(도 6) 그림이 좋은 예시이다. 이 그림은 <조춘도>(도 

3)와 비교했을 때, 넓게 펼쳐진 호수나 강물 주변의 안개 낀 모습을 강

조하면서 신비한 느낌을 가진다. 

산수는 대물(大物)이고, 이 큼[大]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회화사상 

오랜 역사가 필요했다. 큰 산과 물[大山大水]을 표현하기 위한 원근법은 

북송과 남송대에 확립되었다. 즉 중국 산수화에서 원근법은 북송 곽희에 

의해 ‘산(山)’의 원근법이 완성되고, 남송 한졸(韓拙)에 의해 ‘수(水)’의 

원근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80 

세 번째로, 청(淸)나라 석도의 『 고과화상화어록 (苦瓜和尙畵語

錄)』 속에 구도와 화면구성법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다. 『고과화상

화어록』은 ‘일획론(一劃論)’을 중심으로 창작의 자세에 대한 언급을 아

혔으며, 작가론이 중요한 현대미술에서 적극활용 가능한 귀중한 화론이

다. 총 1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제10장 「경계장(境界章)」에 화

면의 경계를 나누는 장법(章法)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구도의 중요

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화면분할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석도의 조경(造境)이론에 의하면 조경은 장법(章法)에 의하여 화면

                                            
80 김기주, 「중국 산수화의 경계론(境界論) 연구」, 『미술사학보』10 (1997),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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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구도법으로, ‘분강삼첩양단(分彊三疊兩段)’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삼첩(三疊)과 양단(兩段)의 두 종

류의 구도법을 인정하는 경우와 분강(分彊) ∙ 삼첩(三疊) ∙ 양단(兩段)

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경우인데, 각 해석법에 장단점이 있다.  

‘분강삼첩양단’을 두 가지 구도법으로 보는 경우, 3개의 중첩인 ‘삼
첩(三疊)’과 2개의 단으로 나누는 ‘양단(兩段)’이 있다는 것이다.81 여기

서 ‘차삼자(此三者)’를 해석할 때는 삼자(三者)를 삼첩의 ‘지수산(地樹

山)’과 양단의 ‘경운산(景雲山)’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삼첩과 양단의 

두 가지 구도법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산수화의 구도를 나누는데 그 강역을 잡는 데는 삼첩 혹은 양단으로 보통 

정형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산수화의 큰 결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이러한 결함이 되지 않을 때

도 있으니, 그 실경 그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삼첩이나 양단으로 나뉠 때는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탕나라의 고승 추뮈의 시에 “치엔탕

강[전당강]에 이르러 우[오나라]의 땅이 끝나고, 강건너 언덕 넘어로 위에

의 산들이 떠있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삼첩양단의 실경을 말한 것이

다. 그러나 흔해빠진 산수화가들이 매번 산수를 그릴 때마다 그 개벽된 강

역이 완전히 관계없이 끊어져버려 털끝만큼의 살아 움직이는 실경의 체험

이 반영되어 있지를 아니하다. 이 따위 그림은 보면 보는 즉시 알게 되는 

것이다. 산수화의 구도를 삼첩 즉 세겹으로 한다는 것은 맨 앞쪽 일층에 

땅을 그리고 (근경), 중간 이층에 수목을 그리고 (중경), 맨 뒤 삼층에 산

을 그린다 (원경)는 것인데, 이렇게 정형화된 그림은 멀리해서 바라봐도 

그 원근의 입체감이 살아나오질 않는다. 그냥 이렇게 세겹만 그린다는 것

은 어찌 단지 도장을 찍는 것처럼 판에 박힌 것이 되고 말뿐이 아니겠는

가? 또 구도를 양단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경물이 아래에 

있고 산이 위에 있게 하는 것인데, 통속적으로는 이 아래 윗 사이에 구름

을 그려 넣는다. 그런데 이 경우도 흔히 또렷하게 아래위를 갈라놓아 양단

으로 삼고 있다. 82 

 

반면에 구도법을 분강(分彊) ∙ 삼첩(三疊) ∙ 양단(兩段)의 3가지 방

                                            
81 산수화의 구도를 삼첩과 양단의 2가지라고 해석하는 이 경우에는, ‘分彊’ 다
음의 ‘三疊者’와 붙여서 읽는다. (見之卽知. 分彊三疊者) 
82 도올 김용옥, 『石濤畵論 (석도화론)』, (서울: 통나무, 2012), pp. 137-141, 

(分彊三疊兩段, 似乎山水之失, 然有不失之者, 如自然分彊者, 到江吳地盡, 隔越山

多, 是也. 每每寫山水, 如開闢分破, 毫無生活, 見之卽知. 分彊三疊者, 一層地, 二

層樹, 三層山. 望之何分遠近? 寫此三疊, 奚啻印刻? 兩段者, 景在下, 山在上, 俗以

雲在中, 分明隔做兩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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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분강을 ‘지산수(地山水)’, 삼첩을 ‘지수산(地

樹山)’이라고 할 수 있다. 83 이 경우 분강과 삼첩은 그림의 주제가 상이

할 뿐이지 구도가 서로 상이하다고 할 수는 없어, 같은 구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도판 7] 석도(石濤), <산수책(山水冊) 팔면중지일(八面中之一)> 

[도판 8] 공현(龔賢), <격계산색도 (隔溪山色圖)> 

[도판 9] 원요(袁耀), <막궁춘효도 (漠宮春曉圖)> 

 

‘분강’은 석도의 <산수책 팔면중지일>(도 7)에서 보는 것처럼 중경

의 산과 강물, 원경의 산과 하늘의 경계가 확실하도록 나누는 것이다.84 

이는 실제 산수의 경계를 나눈다기 보다는 관념상의 탈속적(脫俗的) 경

계를 표현하는데 적용하기도 하였다. ‘삼첩’은 공현의 <격계산색도>(도 

8)에서 보는 것처럼 1층은 땅, 2층은 나무, 3층은 산으로 화면을 구성하

는 장법(章法)이다. ‘양단’은 <막궁춘효도>(도 9)에서 보는 것처럼 경치

를 이루고 있는 배, 집, 사람, 기타 동물 및 수목 등을 화면의 하단(下

段)에 배치하고 산을 상단(上段)에 두고 그 중간에 물이나 구름, 안개 

등을 배치하는 장법이다.85 

 

이렇게 삼분법으로 그릴 때, 즉 평지, 수림, 산 그리고 경물, 구름, 산으로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삼자를 따로따로 놀게 하지 않고 

한 기운 즉 일기(一氣)로 관통시킨다는 것이며 거침이나 매임이 없어야 한

                                            
83 산수화의 구도를 분강, 삼첩, 양단의 3가지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見之卽
知’에 ‘分彊’을 붙여서 읽는다. (見之卽知分彊. 三疊者) 
84 박선규, 앞의 책 (1999), pp. 124-125. 
85 박선규, 앞의 책 (1999), pp. 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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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원래 구도를 삼첩과 양단으로 나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붓을 아껴서 낭비없이 세차게 내치는 작용인데, 이때야 비로

소 그 필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천개의 봉우리 만개의 계곡이 상즉상

입하여 모두 속끼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 이와 같이, 땅-나무-산, 경물

-구름-산의 삼중구도를 그릴 때에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자질구

레한 구석에서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거리가 

없는 것이다.86 

 

석도는 이미 정해진 좋은 장법(章法)이라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구도를 위한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화가의 자유와 자율이 위축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개체성을 수립하는 동시에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화법으로 제시한 석도의 일획(一劃)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석도는 제3장 「변화장(變化章)」을 통해 법은 고정불면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 터득하려면 일획의 법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87 석도는 전통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화가의 개성을 표현할 것을 적극 주장하며, 보편성과 개체성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곽희의 삼원법, 한졸의 삼원법, 석도의 삼첩양단은 동양 산수화의 

절대법칙이 아니라 산수화에서 다시점을 활용한 화면구성방식의 일종이

다. 곽희의 삼원법은 주로 북송 문인 산수사대가 및 곽희의 대관산수화

와 그 이전 시대의 산수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모든 산수화가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88 전통화론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다시점

의 구도들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 동양화를 창작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지

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화가들은 기본적으로 경계(境界)에 대한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위는 하늘, 아래는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만물이 존재한다는 삼재(三才)

사상을 바탕으로 구도를 잡는다. 음양허실(陰陽虛實)의 조화에 의하여 

만상(萬象)이 생긴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율적인 자아의 작용에 

의해 장법을 응용하여 생동감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

                                            
86 도올 김용옥, 앞의 책, pp. 139-141, (爲此三者, 先要貫通一氣, 不可抲泥. 分

彊三疊兩段, 偏要突手作用, 纔見筆力. 卽入千峯萬壑, 俱無俗迹. 爲此三者入神, 則

於細碎有失, 亦不礙矣.) 
87 백윤수, 「석도 예술 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서

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1996, pp. 151-155. 
88 장지성, 앞의 논문 (2012), pp. 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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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가들의 의도에 의해 다각도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다시점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즉, 동양화의 다시점은 관찰방식이자 표현법이고, 공간을 구

성하는 구도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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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시점을 활용한 회화적 공간구성 

 

 

본 장에서는 곽희의 『임천고치(林泉高致)』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점을 활용해 구성한 회화작품들을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면면이 관찰한(面面看)’ 장면들을 중첩해서 재배열한 ‘중첩식’, ‘걸으면

서 관찰한(步步移)’ 여러 장면들을 나열한 ‘나열식’으로 구분하였다. 주

로 조선시대의 전통회화와 20세기 초 서양 현대미술작품을 분류대상으

로 다루고 있으며, 그 한계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1. 다시점의 중첩식 구성 
 

 

정지해서 고정시점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풍경도 이동하면서 다시

점으로 보면 볼 수 있다. 평면에서 다시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실제의 

비례관계에서 벗어나 생략 및 확대 ∙ 축소가 가능해져 작가의 의도에 의

해 더욱 풍부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현실의 모방이 아닌, 작가의 화의

(畵意)를 중시하는 동양화에서 다시점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이유이다. 

이처럼 다시점을 활용하면 시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상 모두를 관찰하고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 관찰

대상을 ‘원망취세 근간취질 (遠望取勢 近看取質), 보보이 (步步移), 면면

간 (面面看)’등의 방법으로 걸음걸음 이동하면서 달라지는 관찰대상을 

면면이 관찰해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조합의 과정을 거쳐 조화롭게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 다시점 회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시점을 투시법이자 표현법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점이 반영된 작품의 연구대상 범위를 실제 경치나 실제 사건

을 관찰한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다시점으로 관찰하거나 표현된 작품 

중 구도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분석하였다. 여러 시점으로 

관찰해서 축적된 기억을 그리는 다시점의 특성상 상상이 가미된 작품들

도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다시점이 반영된 실경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시대 산수화와 확대된 의미의 다시점의 적용이 보이는 조선시대 기록화

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다시점이 어떻게 작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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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창작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산수화 중에서는 산수를 조형상 대물(大物)로 여겨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소위 북송말 대관(大觀)산수화(山水畵) 작품들에 다시

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산천경물(山川景物)의 기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도 해야 하는 대물(大物)로서의 산

수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화훼 ∙ 죽석 등의 작은 소재중심의 사군자화, 

근경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그린 소경인물산수화는 배제하였다. 인물을 

소재로 한 그림들 중에는 군상(群像)을 위주로 한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방면으로 보아 체득한 다양한 풍경을 화면 위에 예술적으로 안배

하여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장지성는 

「산수화 화면형식과 구도법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산수화의 네 가

지 화면형식과 이에 따른 구도법을 제시하였다. 산수자연과 인물과의 비

중에 따라 ‘대관산수형’, ‘소경산수형’, 좌우의 폭의 변화에 따라 ‘용맥형’, 
‘장권형’으로 분류하였다. 89  하영준은 「산수화의 관조방식 연구」에서 

‘조합식(調合式) 구성’과 ‘생략식(省略式) 구성’의 두가지 구성법으로 산

수화의 배치방식을 나누기도 하였다. 조합식 구성이란 화가가 다양한 각

도에서 관찰한 서로 다른 풍경을 화면 안에 조합시키는 것이고, 생략식

은 중경을 생략한 채 근경과 원경만을 그려 여백을 잘 처리하고 작가의 

의경을 살린 경우이다. 90  이는 왕백민의 『동양화구도론』에서 제시한 

‘다방면(多方面)의 위치 경영(位置經營)’과 ‘공간 도약식의 위치 경영’ 
분류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9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을 활용한 회화적 공간구성을 다음의 [도표 3]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도표 3] 다시점의 중첩식 구성과 나열식 구성 

구분 중첩식(重疊式) 구성 나열식(羅列式) 구성 
관찰대상 시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상 모두 

관찰시점 다시점(多視點) 

관찰방법 
원망취세 근간취질 (遠望取勢 近看取質),  

보보이 (步步移), 면면간 (面面看) 

표현목표 
걸음걸음 이동하면서 달라지는 관찰대상을 면면이 관찰해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조합의 과정을 거쳐 조화롭게 화면에 표현. 

                                            
89 장지성, 앞의 논문 (2004), pp. 288-300. 
90 하영준, 「산수화의 관조방식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Vol.64 (2012), 

pp. 530-533. 
91 왕백민, 앞의 책, pp.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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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구도 중첩식 경영위치 나열식 경영위치 

관찰결과 
배치형식 

 
(A, B, C, D, E는 각각 다른 시점으로 대
상을 관찰한 결과들) 

 
 

(A, B, C, D, E는 각각 다른 시점으로 대
상을 관찰한 결과들) 

표현특성 
대상의 다양성 강조.  
‘면면이 관찰한(面面看)’ 장면들
을 중첩해서 재배열. 

대상의 시간성 강조. 
‘걸으면서 관찰한(步步移)’ 여러 
장면들을 나열해서 재배열. 

감상방법 
대상의 여러가지 면들이 조화된 
화면을 종합적으로 감상. 

그림 감상방향으로 걸음걸음 이
동하면서 순차적으로 감상. 

화면형식
92 

용맥형(龍脈形): 조폭(條幅), 중
당(中堂)의 세로 그림. 
대관산수 형식의 종적 확장형 그
림, 좌우로 지그재그 흐름 유지. 

장권형(長卷形): 횡폭(橫幅), 장
권(長卷), 통병(通屛)의 가로 그
림. 
소경산수 양식의 횡적인 확장형 
그림, 좌 또는 우에서 한 방향으
로 진행하는 시선의 흐름. 

전통작품 

정선 <금강전도>, 강세황 <피금
정도> 등 

1) 전경형: 이인문 <강산무진도
>, 심사정 <촉잔도권>, 이성길 <
무이구곡도> 등 
 
2) 이야기 서술형: 안견 <몽유도
원도>, 정조 때 <화성능행도>, 
헌종 때 <무신진찬도병> <평생도
> 등 

 

위의 두 가지 분류기준은 다시점의 재조합 과정인 구도를 경영(經

營)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배치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겼으며, 동양화의 

화면형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모든 다시점 회화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더불어 그림에서 화면 형식과 구도는 각각

의 의도나 미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기

에,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화면 형식이나 구도란 존재할 수 없다. 93 하지

만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이유는 다시점을 사용한 전통회화 분석을 바탕

으로 현대 동양화 작품을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나아가 본인 작

품의 조형적 분석 기준이 되기도 하며, 새로운 창작의 방향을 제시해 주

기 위한 분류방법이기도 하다.  

                                            
92 장지성, 앞의 논문 (2004), p.302. 
93 뵐플린, 1994, p.179 재인용, 장지성, 앞의 논문 (2004),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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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화에서 현실의 시공간을 벗어나는 산수화의 경우는 관념적 

표현에 의한 의경산수와 한 폭의 작품에서 시공간이 다른 시점이 함께 

표현되는 산점투시법에 의한 산수가 있다. 94 다시점을 활용하면 시공간

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상 모두를 관찰하고 화

면에 표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시점은 여러 관찰대상을 모두 관찰

해서 그 모든 결과를 화면에 조화롭게 표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걸음걸음마다 옮겨가면서 [步步移] 대상을 관찰하게 되며, 

멀리서 세(勢)를 취하고 가까이에서 질(質)을 취하면서 [遠望取勢 近看

取質], 자연스럽게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하게 된다 [面面看]. 중첩식 

구성은 그 중에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면면

간(面面看)’을 중점에 두고 있고, 나열식은 다시점을 순차적으로 배열하

기 위해 ‘보보이(步步移)’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점의 중첩식(重疊式) 구성은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해서 한 

화면에 모두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

찰해서 한 화면에 모두 표현하는 경우에는 다시점을 중첩식으로 경영위

치(經營位置)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구성방식을 활용하면 다시점으

로 관찰된 대상의 다양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감상자는 대상의 여러가지 

다양한 면들이 조화된 화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주로 화면비율

이 세로로 긴 조폭(條幅)이나 중당(中堂)형식의 그림에 적용된 구도이다. 

중첩식으로 표현한 대관산수 형식의 종적 확장형 그림이 많다. 세로로 

긴 화면을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좌우로 지그재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용맥형(龍脈形)이라고도 부른다. 

중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여러 면을 다시점

으로 관찰한다. 이 때 북송시대 삼원법처럼 3가지 다른 시점으로 대상의 

여러 면을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관찰자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관찰한 

한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점으로 관찰한 각 

장면들이 존중되면서도 다원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첩식 배치의 중

요한 관건이다. 

중첩식은 한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

한 배치 방식이다. 한 화폭에 담긴 여러 공간을 산책하듯이 종합적으로 

감상하거나, 한 화폭에 담긴 긴 기간에 거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종합적

으로 감상하는 그림 방식이다. 중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관

찰대상은 대물에 해당하는 산수자연, 여러 인물들이 함께 있는 군상, 그

                                            
94 오세권, 앞의 논문 (2012), p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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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비가시적 대상인 음악 중에서는 합주형식의 음악이 있다. 같은 대

상이라도 관찰자 1명의 시점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관찰자가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도표 4] 중첩식 구성으로 적합한 소재 예시 

중첩식 경영위치 소재 예시 

 
한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자 ㉮의 시각으로 관찰 

 
한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자 ㉮, ㉯, ㉰, ㉱, ㉲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관찰 

 

중첩식 구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전통회화에는 정선의 <금강전도(金

剛全圖)>와 강세황의 <피금정도(披襟亭圖)>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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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 정선(鄭敾), <금강전도(金剛全圖)>, 1734년, 종이에 담채, 130.6×

94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판 10-1] <금강전도>의 원형 구성95 

 

정선이 1734년에 그린 <금강전도>(도 10)는 한 폭의 좁은 공간에 

금강산 일만이천 봉우리를 압축해놓은 그림이다. 전체의 형상을 내려다

본 부감법으로 원경과 중경에 금강산의 자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였다. 

산수화에서 부감시(俯瞰視)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종

합하여 표현하는 관념적인 시각법으로, 전통산수화의 전형적인 시각법이

다.96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한 시점(視点)에서 금강산 전체 모

습을 그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선의 금강산도에는 

금강산의 명소들이 한 눈에 보이도록 재구성되어 있다. 문인들이 좋아했

던 명소의 특징 및 내부 명소들의 위치 관계, 나아가 유람의 여정을 보

여주기 위하여 재구성한 일종의 여행 지도와 같은 그림이었다.97 

                                            
95 오주석,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서울: 솔출판사, 2004), p.242 
96 김병종, 앞의 책, pp.215-216. 
97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파주: 도서출판 돌베

개, 2014), p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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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겸재는 금강산 곳곳에서 다시점으로 관찰한 것, 알고 있는 

지식,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두 섞어서 <금강전도>를 그렸다. 여러 

시점으로 관찰한 바를 중첩하여 한 화면에 조화롭게 재구성한 이 그림은 

중첩식 구성의 좋은 예시이다. <금강전도>에는 내금강의 여러 산과 바위

들을 올려다보는 앙시(仰視)와 수평시각의 눈높이에서 보는 평시(平視),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시(俯瞰視)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원형 구도 (도 10-1)를 이루며 재구성된 이미지는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속 금강산은 실제 존재하는 

절경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소우주를 상징하면서 진경산수화

의 진수(眞髓)를 보여준다.  

금강산을 그리는 전통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형성되어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당시 사람들에게 금강산은 경관이 빼어난 산이었을 뿐만 아니

라 동경의 이상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그림은 거의 없지만, 

조선 초기와 중기에도 금강산도가 계속해서 그려졌음이 기록들에 의해 

확인된다. 실제 산수를 직접 체험하여 산수자연의 이치를 파악해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궁리진성(窮理盡性,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타

고난 본성을 다한다.)’의 성리학을 배경으로 조선후기에는 진경산수화

풍이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린 화

가는 겸재 외에도 김응환, 조정규, 엄치욱, 김홍도, 최북, 이인문 등이 있

다. 이들의 그림은 금강산의 특정 명소(名所)를 중심으로 하여 그렸으며, 

이에 반해 겸재의 <금강전도>는 산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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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강세황, <피금정도>, 1789년, 견본담채, 51.2˟147.2cm,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도판 11-1] <피금정도>의 용맥형 구성 

 

강세황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피금정도>(도 11)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피금정(披襟亭)은 금강산행을 가는 많은 이들이 쉬어가던 유명한 

정자였다. 휴식의 장소인 피금정을 거점으로 금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

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강세황 회화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림으로, 용처럼 꿈틀거리며 이어진 산등성이가 웅장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 그림은 중첩식 구성 중에서도 용맥형(도 11-1) 구도가 뚜렷하

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마치 산을 등반하듯이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되

어 있다. 꿈틀거리는 용의 기세를 가진 구도이다. 세로로 긴 그림을 효

율적으로 배치하기에 좋은 구도이다. ‘용맥형’은 ‘장권형’의 반대되는 형

태로 걸음걸음마다 관찰한 여러 대상을 종적으로 확장하는 한 화면에 나

열하는 방식이다. 용맥형 구도를 지닌 산수화는 보통 내려서 거는 축

(軸)의 형태로 표구되는 그림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횡으로 긴 

중당 또는 조폭 형식의 화면 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긴 화면 형식의 

구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화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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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것처럼 지그재그 방식으로 흐름을 구성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98 용맥형은 세로형 화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도로, 

아래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화면의 흐름을 유도한

다. 마치 산수화에서 산을 등산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감상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다시점을 중첩식으로 구성하는 산수화는 하나의 시점에서 순

간의 경험을 그리기보다는, 산수자연 안에서 산의 능선을 따라 전체를 

등산하면서 오는 종합적인 경험의 과정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산수가 나

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한 화면에 온전히 담아 하나의 도체(道體)로 자연

을 즐기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시점의 나열식 구성 
 

 

다시점으로 그린 회화는 일정한 시간성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는 면

에서 시간의 예술인 음악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고정시점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회화를 감상할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 시간성의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점 그림이 가진 시간성 때문에 

그림 속의 형상들이 기운(氣韻)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중시히며 

그린다. 다시점의 중첩식 구성도 이와 같은 특성을 어느 정도 포함하지

만, 나열식(羅列式) 구성의 경우 이러한 시간성이 더욱 강조되어 진다. 

즉, 나열식 구성은 걸음걸음 보는 ‘보보이 (步步移)’에 가장 초점을 맞춰 

회화화면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구도이다. 관찰한 관찰결과를 감상

자가 횡적 진행 방향으로 걸음걸음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나열식 배치방법으로, 관찰 ∙ 표현 ∙ 감상행위에 있어서 시간

이 길게 개입한다. 

횡적 진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횡권은 감상행위에 있어 시간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가장 음악적인 회화 형식이라고 일컬어진다. 횡권이 

펼쳐져 가면서 나타나는 주요 경물(景物)의 높낮이의 변화는 작가의 감

정의 고저를 표현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99 순차적으로 배치된 

나열식 구성의 다시점 그림은 짧게 한 눈에 담기 보다는 시간을 들여 천

                                            
98 장지성, 앞의 논문 (2004), p. 296. 
99 오주석,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서울: 신구문화사, 2006), p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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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히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면서 그림 속에 그려진 

경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 자체를 시각적으

로 음미하기도 한다.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감상할 때 전통 동양화는 보통 오른쪽

에서 왼쪽의 방향으로 그림이 전개된다. 이는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 글

씨방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는 한글문화가 정착되어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진행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화가의 선택에 

따라 이를 창작에 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좌(左) 또는 우(右)에서 

시작해서 그림의 전개를 가로로 길게 이어가는 경우를 나열식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전통 표구 형식 중에 장권형(長卷形)에 해당하는 횡폭(橫

幅), 장권(長卷), 통병(通屛) 등의 가로 그림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 작품의 경우 나열식은 좌우로 길게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세로로 긴 나열식도 창작할 수 있다. 다시점을 활용하는 나열식 세로형 

그림도 마찬가지로 상(上) 또는 하(下)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나열해

주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세로로 쓴 글씨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읽는

다. 그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감상해도 되지만, 그림을 제작하

는 순서를 고려하면 아래에서 위로 감상할 수도 있다. 화가는 화면 공간

의 배치를 주로 아래에서 위로 쌓아 나가면서 그린다. 특히 산수화의 경

우에는, 나무가 자라는 방향도 아래에서 위이고, 산도 아래에서 위로 등

산하기 때문에, 그림감상 또한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이 보다 창작자의 

의도에 맞는 안정적인 그림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형의 경

우 좌(左) 또는 우(右)에서 시작하거나, 세로형의 경우 상(上) 또는 하

(下)에서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나열식 그림의 감

상법이다.  

나열식 구성은 무엇을 관찰하였는가에 따라 다음 [도표 5]와 같이 

‘전경형(panorama)’과 ‘이야기 서술형 (episode)’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도표 5] 나열식 구성의 세부 분류 

나열식 구성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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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열식 전경형(全景形) 
 

 

다시점의 나열식 구성 중에서 ‘전경형(panorama)’은 관찰자가 이동

하면서 관찰한 공간의 전경 (全景, panorama)을 걸음걸음마다 감상하도

록 여러 화폭에 걸쳐 횡적 또는 종적 확장형으로 나열한 것이다. 걸어가

거나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흐름을 느끼면서 주변의 산천을 감상하듯이 

그려진다. 이는 다시점으로 관찰한 거대한 자연의 전경을 화폭에 담아 

언제든지 펼쳐서 감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눈 앞에 펼쳐진 장대한 자연의 전경을 찬찬히 둘러보듯이 그려진 것이 

전경형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가 보인다면 ‘이야기 서술형’이다.  

나열식으로 산수의 전경이 배치된 장권형 그림은 하나의 시선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길이가 긴 그림들이 많다. 그래서 한 눈에 전경

을 다 보여주지 않고 한 쪽에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장면들이 이어진다. 

이는 마치 『임천고치』에서 산은 ‘걸음마다 달라진다[步步移]’고 했듯

이 거리와 위치에 따라 수 천 가지로 달라 보이는 산수의 모습을 마치 

강을 타고 실제로 유람하듯이 긴 화면에 풀어놓은 것이다. 전경형으로 

그릴 수 있는 적합한 소재들로는 [도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보는 여러가지 산의 모습,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관

람하는 강의 모습, 전국 여러 도시의 모습 등이 있다.  

나열식 구성 

이야기 서술형 (episode): 
관찰자가 다시점으로 관찰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episode)을 걸음걸음마다 감상
하도록 긴 화폭에 걸쳐 횡적 확장형으로 나
열 

관찰내용 전경(全景)형 (panorama):  
관찰자가 이동하면서 다시점으로 관찰한 공
간의 전경 (全景, panorama)을 걸음걸음마
다 감상하도록 여러 화폭에 걸쳐 횡적 또는 
종적 확장형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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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나열식 전경형에 적합한 소재 예시 

전경형 소재 예시 

 

 

 
 

이러한 전경형으로 나열식 구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전통 회화로는 

이인문(李寅文)의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심사정(沈師正)의 <촉잔

도권(蜀棧圖圈)>, 이성길의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등이 있다.  

 



 52 

 
[도판 12] 이인문,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 조선 18세기, 견본수묵담채, 44.4

×856.6cm, 국립중앙박물관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도 12)은 조선시대 걸작으로, 전경형의 나

열식 구도를 가진 대표적인 작품이다. 내용상으로는 유교적 이상향을 표

현하였는데, 군주가 다스리는 국토와 백성을 소재로 하면서 위대한 자연

과 평화로운 인간의 삶을 외적인 주제로 삼고 있다. 그림의 시작과 끝을 

고송(古松)과 유수(流水)를 소재로 쓰면서 충개념을 내적인 주제로 하고 

있다. 100 실제 경치를 관찰했다기 보다는 상상이 가미된 이상향을 그려

내었는데, 나열식 전경형의 구도형식이 매우 치밀하고 뛰어난 작품이다. 

이인문 회화에서는 ‘구도’라는 조형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어서 이지적이며, 침착하고 정돈된 느낌을 준다. 그는 편파구도, 좌우

대칭구도, 방사선구도, 사선구도, 십자형교차구도, 원형구도 등을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그 중에서 좌우대칭구도를 각별히 애용했다.101 이

렇게 횡적으로 긴 그림에서는 전체적인 뼈대가 되는 구도가 중요하게 잘 

                                            
100 오주석, 앞의 책, pp. 321-322. 
101 오주석 앞의 책,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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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되었으며, 화가의 내면적 심상을 잘 드러낸다. 전통적인 주제를 가

지고, 구도에 치중하여 세필(細筆)로 사실주의적으로 치밀한 세부묘사를 

하는 이인문의 회화는 다시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내고 있다. 전체적

으로 짜임새 있는 구도 내에서 화가와 감상자는 스스로 이동하며 전체 

산수를 유람하게 된다.  

 

 
[도판 12-1] <강산무진도>의 구성 파악 102 

 

<강산무진도>의 구성은 [도판1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구도를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점으로 관찰한 여러 

장면을 한 회화에 넣기 위해 치밀한 구도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산수의 

전체 경치를 보여주는 나열식 전경형 구성방식 취한 대표적인 전통 회화

이다. 

 

 

 

                                            
102 오주석, 앞의 책, p. 263의 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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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심사정, <촉잔도권(蜀棧圖卷)>, 1768년, 지본담채, 58˟818cm, 간송

미술관 소장, 보물 제1986호 

 

<강산무진도>의 형식, 규모, 소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보여서 

그 상호 연관성이 지적되는 작품으로 현재(玄齋) 심사정(沈師正)의 <촉

잔도권(蜀棧圖卷)>(도 13)이 있다. 횡적으로 확장된 화면에 그려진 심

사정의 <촉잔도권>은 지금의 중국 사천성(四川省)지역인 촉(蜀)으로 향

하는 길을 나열식 경영위치로 배치한 작품이다. 당대 시인 이백(李白)은 

'촉으로 향하는 길은 하늘을 오르기보다 힘들다'고 말했으며, 화가 이사

훈(李思訓)과 오도현(吳道玄)은 이를 그림으로 남겼다. 이처럼 촉도(蜀

道)는 예로부터 아름답지만 험하기로도 유명하였다. 

 심사정은 송대 화가 이당(李唐)의 필법에 따라 촉으로 향하는 길을 

조선의 산수화풍으로 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8미터가 넘는 장대한 화

면의 끝에는 권말 상단에 ‘무자년 중추 이당(李唐)의 <촉잔도(蜀棧圖)>

를 방한다. 현재(戊子仲秋 倣寫 李唐 蜀棧. 玄齋)’라고 남긴 관서에서 이

를 알 수 있다.103 이 작품은 조선 남종화의 대가인 심사정이 작고하기 

전 본인의 역량을 쏟아부어 남긴 끝없이 이어지는 산수화이다. 비록 화

가가 직접 실제하는 촉도를 관찰해서 그리진 않았지만, 수많은 촉에 관

한 그림들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역작이다. 

 

 

                                            
103 심사정의 <촉잔도권(蜀棧圖卷)> 설명, 출처: 간송미술문화재단, 

http://kansong.org/?s=%EC%B4%89%EC%9E%94%EB%8F%84%EA%B6%8C 

(2018년 06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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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이성길,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1592년, 비단에 수묵담채, 33.5˟
39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4-1] 이성길,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부분) 

 

조선의 문인들은 성리학을 집성한 남송대 학가 주희(朱熹, 1130-

1200)를 한결같이 주자라 부르며 존숭하였다. 무이구곡은 주자(朱子)가 

늘그막에 제자들과 더불어 머물고 놀닐고, 시 읊고 강론을 펼쳤던 곳이

다. 무이산의 아홉 골짜기를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는 주자철학

이 심화되던 조선 16세기에 그려져 인기를 누렸던 산수화이다. 그 가운

데 우수한 작품 중 하나로 이성길의 <무이구곡도>(도 14)가 있다. 이 

그림에는 아홉 굽이가 지그재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골짜기마다 배 

타고 노는 인물들이나 산자락을 오르는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

다. 하지만 4미터의 긴 두루마리 그림을 한 손으로 풀고 한 손으로 감으

면서 한 골짜기씩 펼쳐 본다면, 굽이마다 한 번씩 등장하게 된다.104 

나열식인 횡권 그림은 옆으로 긴 두루마리 그림으로, 고정시점에 의

하면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맞지 않고 시선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다. 이

는 다시점을 기본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동양화의 오래된 지혜의 결과

물로, 이에 따라 감상법도 달리 해야 한다. 횡권 그림은 평소에는 말아

서 보관하고, 조금씩 펼치고 감으면서 감상하였다. 한 손으로 감고 한 

손으로 펼치며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감상하는 두루마리 그림은 자연 속

에서 소요하는 정취를 느끼기에 적절하다. 이처럼 눈 앞에 펼쳐진 장대

한 자연의 전경을 찬찬히 둘러보듯이 그려진 것이 전경형이다. 

                                            
104 고연희, 앞의 책, pp.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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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 
 

 

전경형이 여러 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풍경을 한 화면에 담는다면, 

이야기 서술형은 여러 시간을 초월해 긴 이야기를 한 화면에 담고 있다. 

나열식 구성의 전경형은 파노라마 형식의 현대사진이나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야기 서술형은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상과 비슷하다

고 할 수 있다.  

다시점의 나열식 구성 중에 ‘이야기 서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episode)을 걸음걸음마다 감상하도록 긴 화폭에 걸쳐 횡적 확장형

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열된 사건들은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 형태로 화

면 속에 펼쳐진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양한 시점이 혼용되어서 조화를 이룬다. 

나열식은 기본적으로 장권형(長卷形)의 화면형식을 가지며, 횡폭(橫

幅), 장권(長卷), 통병(通屛) 등의 가로 그림이 많다. 주로 횡적인 확장

형 그림으로, 좌(左) 또는 우(右)로 진행하는 시선의 흐름을 가지고 있

다. 그림 감상방향으로 걸음걸음 이동하는 느낌으로 그림을 조금씩 펼치

고 말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감상한다. 이러한 특징들만으로도 나열식 구

성은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야기 서술형은 대상의 

시간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개연성을 가지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회화에 그

리려면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이 적합하다.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평생

도(平生圖), 국가의 중대한 행사장면과 역사를 담은 기록화(記錄畵), 관

료 문인들의 모임인 계회(契會)를 기록한 계회도(契會圖) 등에 이와 같

은 나열식 구도가 쓰인다. 실질적인 행사 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이 진행되는 하루 밤의 꿈, 어떤 인물의 일생, 연주되는 음악 등도 이야

기 서술형으로 그리기에 적합한 소재들이다. 

 

[도표 7]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에 적합한 소재 예시 

이야기 서술형 소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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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 서술형으로 나열식 구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전통 회

화로는 조선 초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정조 대왕때의 

<화성능행도(華城陵行圖)>, 헌종 때의 <무신진찬도병> 등이 있다.  

 

 
[도판 15] 안견(安堅),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1447년(15세기), 비단에 수묵

담채, 38.7×106.5cm, 일본 덴리(天理)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몽유도원도>(도 15)는 안견의 유일한 진작(眞作)이자 15세기 조

선 초기 산수화의 특색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용(李瑢)이 1447년 어느 여름 밤 꿈속에서 노닐었던 

도원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게 한 그림이다. 꿈 이야기를 바탕으로 화가는 

적막하고 아득한 아름다움의 절경을 이룬 무릉도원을 그려냈다.  

그림은 구도상 파노라마처럼 왼편에서부터 4단계인 현실세계, 도원

의 입구, 중간경치, 도원의 선경을 순차적으로 전개해가며 서술하고 있

다. 왼쪽엔 부드러운 토산(土山)으로 이루어진 현실세계와 오른쪽에는 

기이한 형태의 암산(巖山)으로 형성된 환상적인 도원의 세계가 대비되면

서도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105  화면을 양분해서 오른편은 부감법(俯瞰

法)을 동반한 심원(深遠)이 보이나, 현실세계인 왼편은 평원(平遠)과 조

                                            
105 박선규, 앞의 책 (1998),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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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중부지방 산수가 보인다. 분리된 듯 보이지만 산과 계곡은 매우 짜임

새 있는 구성을 가지고, 수묵 위주의 세부묘사와 담채(淡彩)가 어우러져 

황홀경을 이룬다. 

<몽유도원도>가 삼원법을 활용했다고 구도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

만, 이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의견이기도 하다. 화면은 수평적 이동시

점의 횡권(橫卷) 그림이고, 전체를 통일되게 묶어주는 것은 부감시의 역

할이라고 할 수 있다. 106 이동시점과 부감시를 바탕으로 다시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화면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그림의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는 이야기이다. 그림 속에 나

열된 이야기는 안평대군이 경험한 꿈 내용과 도연명(陶淵明, 365-427)

의 시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도원경, 그리고 화가의 이상향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107 오랜 세월 동북아 문화권이 

추구한 파라다이스(paradise)를 꿈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눈 앞

에 펼쳐냈다.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공간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는 다시점을 활용한 

대표적인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 회화라 할 수 있다. 

 

 
[도판 16] 김득신 외, <화성능행도(華城陵行圖) 8곡병>, 조선 1795년경, 비단에 

채색, 142×62cm, 리움미술관, 보물 1430호 

                                            
106 정지성, 앞의 논문 (2012), pp. 228-230 
107 이원복, 『한국 미의 재발견-회화』 (서울: 솔출판사, 2005), pp.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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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1] 정조 화성능행도병 부분 <시흥환어행렬도> 

[도판 16-2] 정조 화성능행도병 부분 <노랑주교도> 

 

정조 시대의 <화성능행도병(華城陵幸圖屛)>(도 16) 역시 나열식 이

야기 서술형이다. 이 그림은 횡적으로 확장된 하나의 긴 그림은 아니지

만, 병풍형식을 통해 사건의 흐름에 따라 행사장면들이 순차적으로 나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병풍그림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더라

도, 각 폭들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화성능행도>는 정조의 화

성능행을 기록한 그림으로, 남아 있는 기록화 병풍 화면상의 변화와 조

화가 잘 이루어진 수작(秀作)이다.  

조선시대 궁중기록화는 의궤(儀軌)에 수록된 반차도(班次圖), 또는 

도식(圖式)을 지칭하는 의궤도(儀軌圖)와 실제로 거행된 국가 의식의 모

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궁중행사도(宮中行事圖)로 크게 나눈다. 108 

궁중기록화는 주로 궁중에서 있었던 행사의 기록이므로 궁궐이나 기타 

그 행사가 거행된 건물이 배경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그림

에서 건물 묘사, 즉 계화(界畵)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

에 응용된 투시법이 일반 회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야외 행사의 경

우 파노라믹한 주변 경관의 묘사에서 투시법과 아울러 대기원근법이 적

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록화의 특색은 한 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더욱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작되어 반드시 시대

양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18세기 말기에 공감각의 표현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한 

그림은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홍씨의 회갑이 되는 해에 

                                            
108 박정혜, 앞의 책,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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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한 화성 능행(陵幸)과 진연(進宴) 장면을 묘사한 여덟 폭의 <화성

능행도병>이다. 현재 여덟 폭의 순서는 같지 않으나 같은 내용의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삼성미술관 리움 등 세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도설(圖說)을 포함한 상세한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도21)가 1798년에 간행되어 

병풍에 그려진 각 장면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109 

 

 
[도판 17]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부분, 1795년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회갑연 ‘봉수당진찬

(奉壽堂進饌)’에 연행된 음악과 춤의 공연 내용은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

로 이례적인 시도들이 있어 중요하다. 장악원(掌樂院)의 악공 대신 군영

(軍營)의 악대를 중심으로 연주단이 구성되었다. 악대는 등가와 헌가의 

구분 없이 단일악대로 편성되었으며, 피리 ∙ 대금 류가 다수로 편성된 

‘대풍류’가 중심이 되었다. 정재 여령은 화성부 소속의 향기(鄕妓)와 내

의원 혜민서의 의녀 및 공조와 상방의 침선비 즉 경기(京妓)만으로 구성

하였다. 즉 봉수당진찬은 예를 간소하게 하려는 정조와 혜경궁의 원칙이 

내용과 형식에 모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정재 <검무>와 <

선유락>은 정조 이후의 연향에 빠지지 않는 종목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

은 향악정재가 창작되었다. 이처럼 정조의 악무 계획은 조선후기 궁중음

악 전승사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110  

<화성능행도병>의 화면구성은 전반부의 네 장면과 후반주의 네 장

면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성묘(聖廟) 혹은 행궁(行宮) 안에서 치러진 행

                                            
109 이성미, 『조선후기 그림 속의 서양화법』 (서울: 소와당, 2008), pp. 192-

198. 
110 송혜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공연사적 의

의」, 『한국어와 문화』, Vol.7 (2010), pp.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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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봉수당진찬도>나 <낙남헌방방도(落南軒放榜圖)>, <낙남헌양로연

도(落南軒養老宴圖)>등의 그림은 정면부감에 의한 좌우대칭 구도와 측

면관으로 표현된 건물이 절충된 전통적인 화면구성을 취하였다. 나머지 

네 장면에는 서양화법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 넘치는 묘사를 바탕으로, 

이전 궁중행사도에서 볼 수 없던 다채로운 구도를 과감하게 시도했다. 

대각선 혹은 ‘之’자형 구도, 거시적인 시점, 그로 인한 넓은 시야의 확보, 

자연스럽고 시원한 공간감, 주변의 지형이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세밀

하게 묘사한 것에서 읽을 수 있는 주제 등이 특징이며, 병풍의 제작자인 

김홍도 화풍의 특징이기도 하다.111  

<화성능행도병>는 다시점으로 표현된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시점이나 투시법의 일관성 결여는 이상

한 것이 아니다.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시점과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당시 화가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넓은 시야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부감의 시점을 취하고, 

공간의 현실감과 사물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절충적으로 서양화법을 

궁중행사도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기록화에는 서양화법의 부분적 수용을 엿볼 수 있

다. 112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을 그리기 위해 가장 적합한 서양의 선 투

시법을 받아들여 기존 동양화에 어울리도록 사용한 것이다. 다시점의 전

통을 가지고 있는 동양화에서 이러한 수용과 조화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

여졌다. 이러한 투시와 구도법은 18세기 말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초기부터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이루기 시작한, 궁중의 큰 연

회 행사를 기록한 친찬(進饌), 진연도(進宴圖) 병풍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들 병풍들은 제작 연대가 확실하며, 일종의 중앙 투시법을 보이고 있

다.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의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도 18)은 이

러한 정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11 박정혜, 앞의 책, pp. 387-388. 
112 조선후기 회화에 보이는 서양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태호, 이성미 등의 연

구가 있다. 이태호,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서울: 학고재, 1998); 이성

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서울: 소와당,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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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 1848년, 견본채색, 8폭 각 136.1˟
47.6cm,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무신진찬도병>(도 18)은 나열식 에피소드형 구도를 취하고 있는 

기록화의 일종으로, 본인의 작품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작품

이다.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은 1848년(헌종14) 대왕대비 육순과 

왕대비(신정왕후 조씨)의 망오(41세)를 기념하여 제작한 진찬소의 도병

이다. 이 도병에서 확립된 그림의 내용과 표현 양식이 이후에 제작된 연

향도병에 크게 연향을 미쳤다. 연향이 거행된 장소는 모두 창덕궁(昌德

宮)의 통명전(通明殿)인데 용마루가 없는 특색 있는 지붕의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림은 <인정전진하(仁政殿陳賀)>, <통명전내진찬>, <통

명전야진찬>, <통명전익일회작(왕세자회작)>의 4장면이며, 마지막 장면

을 제외하면 각2첩씩 할애되었다.  

1,2폭 <인정전진하도>에는 헌가가 그려있다. 동쪽에는 건고, 축, 응

고, 편종, 편경이 줄지어 있고, 장구, 비파, 해금과 관악기 등의 연주 모

습이 보인다. 서쪽에는 어, 삭고, 방향, 편경, 편종이 있고, 앞줄 오른쪽

부터 집박전악(執拍典樂) 1인이 있고 옆에 악공이 어(敔)채를 들고 있으

며, 동편의 악대와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다. 

3,4폭 <통명전내진찬도>에는 여령(女伶) 정재가 있다. 제3폭에 헌

선도(獻仙桃), 무고(舞鼓), 처용무(處容舞), 향발(響鈸), 몽금척(夢金尺), 

제4폭에는 포구락(抛毬樂)이 있다. 현재 처용무는 남자들만이 추는데, 

「(무신)진찬의궤」에 의하면 이 통명전내친찬에서는 다른 정재와 마찬

가지로 여령들이 추었다. 악대는 등가(전상악)와 헌가가 있다. 등가(전

상악)가 4무리로 나누어 배치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배치 방식

은 <무신진찬도병>에 처음 나타나며, 이후의 다른 진연 내지 진찬도병에

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5명으로 이루어진 두 그룹의 연주자 중 일부가 

서로 마주 보고 연주하는 듯이 그려져 있는데, 3폭 동쪽에는 교방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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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2, 비파, 생황 등이 보이고, 그 옆으로 장구, 관악기 등을 부는 악공 5

명이 있다. 3폭에는 푸른 옷을 입은 등가(전상악) 집박전악이 주렴에 가

까이 서 있는 모습이 주목된다. 헌가를 살펴보면 3폭에 집박전악(執拍典

樂) 옆으로 건고, 축, 응고, 편경, 편종이 위치하며, 그 밖에 생, 장구, 

비파, 관악기 등이 보이고, 4폭에는 어, 삭고, 방향, 편종, 편경이 있고, 

장구, 해금, 관악기 등이 보인다. 

제5,6폭 <통명전야진찬도> 중 제5폭에 보상무(寶相舞), 하황은(荷

皇恩), 관동무(關東舞)가 있고, 제6폭에는 검기무(劍器舞)와 아박(牙拍)

이 있다. 제6폭 위쪽으로 여령 집박차비(執拍差備)가 있다. 악기 편성은 

의궤에 의하면 통명전 내진찬의 악대와 완전 동일하나, 병풍에서는 대체

로 유사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7폭 <통명전익일회작도>에는 여령의 선유락(船遊樂), 가인전목단

(佳人剪牧丹), 향령(響鈴), 장춘보연지무(長春寶宴之舞), 춘앵전(春鶯轉) 

정재가 있다. 악대는 전상에만 있고 계단 아래에 헌가는 없어졌다. 이 

익일회작도는 다른 행사 장면과 달리 한 폭에 그려지면서 악기수와 악기 

배치가 약간 달라졌다. 계단 아래에는 선유락을 출 때 대령하는 노란 철

릭을 입은 내취수들이 있는데, 이 익일회작의 내취 연주 악기는 나각, 

자바라, 호적, 징이다. 113

이 병풍은 1848년(헌종 14, 戊申)에 육순을 맞이한 대왕대비 순원

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 1789-1851)와 같은 해에 망오(望五, 41세)

를 맞이한 왕대비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 趙氏, 1808-1890)에게 존호

(尊號)를 올리고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거행된 일련의 진찬 행사를 

묘사한 8폭 병풍이다. 모두 여덟 폭 가운데 1-6폭까지는 한 전각에서 

일어난 행사를 두 폭에 묘사하고 제7폭에는 한 폭에 한 전각, 마지막 폭

에는 좌목(座目)을 기재하였다.  

<무신진찬도병>은 1848년(헌종14) 대왕대비 육순과 왕대비(신정왕

후 조씨)의 망오(41세)를 기념하여 제작한 도병으로, 여기에서 확립된 

그림의 내용과 표현 양식은 그 후에 제작된 연향도병에 크게 영향을 미

쳤다. 연향이 거행된 장소는 창덕궁(昌德宮)의 통명전(通明殿)인데 용마

루가 없는 특색 있는 지붕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은 <인정전

진하도(仁政殿陳賀圖)>, <통명전내진찬(通明殿內進饌)>, <통명전야진찬

(通明殿夜進饌)>, <통명전익일회작(왕세자회작)>의 4장면이며, 마지막 

                                            
113 서인화, 박정혜, 주디반자일 편저, 『조선시대 진연 진찬 진하병풍』(서울: 

국립국악원, 2000), pp.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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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제외하면 각 2첩씩 할애되었다.  

제1,2폭에는 오봉병(五峯屛)과 어좌가 안치된 인정전의 전면이 구

름 위로 보이게 배치되었고 양쪽 회랑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폭이 넓

어지게 하여 그 안의 행사 장면이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시(俯瞰視)가 사

용되었다. 이는 전면관이 배합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묘사되었다. 회

랑 안쪽으로는 회랑 지분의 아래에 보이는 기둥들을 수직으로 짤막하게 

내리 그어서 회랑이 인정전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음을 표시하였다. 제7

폭에 통명전의 전면관(前面觀)을 제일 위쪽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로

는 중앙 투시법처럼 전각 양쪽 회랑의 연결된 지붕이 화면 아래로 내려

올수록 사선으로 넓어지도록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찬도 묘사에서 그 회랑 내에 각종 기물과 인물

의 배치가 일관성 있는 ‘중앙 투시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2폭의 제

일 아래에 보이는 인정문(仁政門)과 인정전을 연결하는 어도(御道)는 뒤

로 갈수록 조금도 좁아지지 않으며, 인정전의 월대(月臺) 아래에 엎드려 

치하하는 여러 신하들의 모습도 거리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부감법

으로 표현되었다. 기록화 부문에서는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의 정확한 

묘사라는 기록화의 일차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양화법의 적용이 

초상화나 산수화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8

세기 이전의 조선 기록화에서 볼 수 없었던 투시법에 의한 공간감의 표

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114

<무신진찬도병>에서 보이는 투시의 특징들에는 조선후기에 처음 받

아들인 서양화법의 영향이 보인다. 전통적으로 다시점을 자유자재로 사

용했던 동양화에서 이러한 수용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수경

관 등의 자연물을 그릴 때는 다시점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었고, 반듯한 

건축물을 그릴 때는 선 투시법을 응용하고 있다. 국가행사라는 한 가지

를 주제를 다각도에서 보여주면서 8폭의 서로 다른 화면이 조화를 이루

고 있다.  

이 외에도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평생도(平生圖), 국가의 중대한 

행사장면과 역사를 담은 기록화(記錄畵), 관료 문인들의 모임인 계회(契

會)를 기록한 계회도(契會圖) 등에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 구도가 쓰인다. 

 

 

                                            
114 이성미, 앞의 책, pp. 2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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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양미술에서 다시점의 적용 
 

 

다시점에 의한 표현법은 동양회화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현대미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원시미술인 고대 고분벽화(古墳壁畵)에서는 다시점을 활용해 대상을 

관찰하는 것과 관념적인 상징성을 함께 드러냈다. 고대 이집트벽화에서 

인물이나 사물은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점으로 관찰

되고 있다. 인물의 전체모습 중에서도 얼굴은 측면으로, 상체는 정면으

로, 다리는 측면으로 그린 것이 조화롭게 섞여서 관념적인 인물상이 나

타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산수화에서도 비슷하다. 산수의 부분별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는 작가의 표현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관

찰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한 화면에 배치하기 위해 다시점의 조형원리가 

발달한 것이다. 북송시기 발달된 산수화와 비교하면 자연스럽지는 못하

지만, 고분벽화의 초기 단계에서도 다시점의 관찰법을 사용하였음을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판 19] <네바문의 정원>, 기원전 1400년경, 고대 이집트 테베의 고분 벽화, 

64˟74.2cm, 런던 대영박물관 

 

고대 이집트 제국의 수도인 테베(Thebai)지역 고분벽화인 <네바문

의 정원>(도 19)에도 다시점이 나타난다. 그림 속에는 부감법으로 위에

서 내려다본 연못이 있으며, 나무는 그 연못에 뿌리내린 듯 상단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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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싸고 있다. 실제 나무가 지상과 직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러한 그림이 오히려 현실과 부합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115 

이러한 다시점 표현법은 대상의 종합성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면

의 단조로움을 해소해주기도 한다. 

 

 
[도판 20] <신선도(神仙圖)>, 고구려 통구 사신총의 부분, 6세기 

 

고구려 고분 벽화들의 화면 전개에서 원근법은 시점이 하나가 아니

고, 다시점을 기본으로 그려진 그림이 대부분이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

다보는 시점이면서, 멀리 있는 사물은 화면 위쪽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물은 아래쪽에 그리기도 하였다. 이는 소위 ‘역투시’라고 하는데, 통구 

사신총 <신선도>(도 20)의 탁자의 모습에 보인다. 116 이러한 역투시는 

조선후기 책가도를 비롯한 민화에 많이 보이는 기법이다. 

 

 
[도판 21] <묘주 부인도 (墓主夫人圖)>, 고구려 안악 3호분 전실 서측실 남벽 

벽화 부분, 4세기 중엽 

 

비슷한 원리로 다시점의 인물 표현에서는 실제 신체의 대소(大小)보

                                            
115 루돌프 아른하임 (Rudolf Arnheim), 『시각적 사고 (Visual Thinking)』,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p. 44-76. 
116 지순임, 『한국 회화의 미(美)』 (서울: 미술문화, 2012),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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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하기도 한다. 초기 고분벽

화는 무덤 주인을 중심으로 한 초상과 풍속을 그린 것이 대부분이어서, 

무덤 주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하는 삼각 대칭 구도로 안정감

과 주목성을 강조한 경우가 많다. 동일 화면에 주종(主從)이 분명한 인

물들을 그릴 경우 안악 3호분(도 21)에서 보는 것처럼 무덤 주인의 부

인은 크게 그리고 시종은 그보다 작게 그렸다. 이는 신분에 따라 사람들

이 느끼는 인물의 크기가 다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를 중

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관찰대상을 다시점으로 관찰해서 화면에 옮기기 위한 시도들은 현대

미술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르네상스 때 발전한 고정시점과 원근법 

외에 새로운 시각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 모더니즘으로, 서양 현대회화

의 시작은 세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세잔 이후 피카소, 브라크, 데이비드 호크니의 현대미술까지 서양의 

다시점의 예가 되는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양 현대 회

화에서 다시점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대회화의 발전에 어

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 전통회화에서는 그리스 이래 예술은 자연모방으로 현실의 재현

을 위해 측량과 분석적 태도를 취했고, 원근법과 명암법은 그 노력에 따

른 르네상스 시대의 결과물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서양미술은 ‘현실의 

재현’이라는 미술의 과제에 집중해왔다. 르네상스 최고의 결과물은 ‘명암

법’과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현실을 2차원 평면속에 실감나

게 재현하기 위한 과학적 수단이다. 선 원근법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

기 위해서는 고정된 시각이 필요하고, 따라서 단일 시점에서 사물을 바

라보는 ‘초점투시’를 활용한 구도법이 통용되어 왔다.  

서양미술의 역사에서 ‘사진의 발명’과 ‘모더니즘’의 탄생은 깊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 제판기술의 발달이 배경이 되어, 1839년 프랑

스인 다게르(Jacque-Mandet Daguerre)의 ‘다게레오 타입(Daguerreo 

Type)’ 사진기가 등장하였다. 117  이로써 서양미술은 19세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사진기’라는 대체물 때문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회화

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  18세기 근대 이후 서양화의 목표는 ‘무
엇’을 표현하려 하는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로 바뀌었다. 예

술가들은 현실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작업에서 해방되었으며, 새로운 표

                                            
117 이경률, 「19세기 사진제판의 발명과 발견의 역사」, 『프랑스문화예술연

구』, Vol. 34 (2010), pp. 6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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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식을 탐구하게 되었다. 

미술은 다른 새로운 과제와 의문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사진기

처럼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관찰하는 인간 눈과 그 경험

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고, 미술재료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였으며, 조

형의 기초원리가 무엇인지 질문하기도 하면서 미술은 새로운 흐름을 맞

이했다. 그 흐름 속에 ‘현대회화의 아버지’로 알려진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이 있다.  

 

 
[도판 22] 폴 세잔 (Paul Cézanne), <사과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nature morte 

avec pommes et pêches)>, 1905, Oil on Canvas, 31.9˟39.6 in, Courtesy of 

the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세잔은 측면과 정면처럼 다른 두 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그리면서 

다시점(Multiple pointview)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 세부요소를 기하학적 

형태로 간소화해 대상을 표현하는 분석적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그는 

인간이 두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점을 고민했다. 왼쪽과 오른쪽 눈

이 바라보는 풍경은 미묘하게 다르며,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몸을 움직

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세잔 이전의 회화작품 대부분은 마치 부동

의 렌즈 하나를 통해 대상을 본 듯 그렸다. 세잔은 바로 이런 점이 당대 

그리고 과거의 예술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118 세잔은 측면과 

정면처럼 다른 두 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그의 정물화 대표작인 <사과와 복숭

                                            
118 윌 곰퍼츠 (Will Gompertz), 『발칙한 현대미술사』, 김세진 역 (서울: 알에

이치코리아, 2014), pp.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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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있는 정물(nature morte avec pommes et pêches)>(도 22)이다.  

 

 
[도판 23] 폴 세잔, <벌거벗은 동자상이 있는 정물>, 1895년, 유화, 57×70cm, 

영국 코틀런드 연구소 미술관 

 

세잔의 <벌거벗은 동자상이 있는 정물>(도 23)에서는 앞서 정물화

에서 보인 다시점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 작품에서 세잔은 원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다양한 각도에서 풍경

을 바라보듯이 여러 각도를 뒤섞어 시점을 표현했다. 세잔 그림은 세부

적으로 보면 원근법적인 형태 왜곡으로 보이지만, 전면적인 구성을 전체

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자

연적인 비젼(natural vision)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떠오르는 질서, 

우리 눈 앞에 막 나타나 스스로 조직화되어 가는 행위 속의 대상의 인상

을 일으켜 주기 위한 것처럼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대상을 둘러싸고 있

는 윤곽선이란 것도 가시적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에 속

해 있는 것이다. 119 이를 이해한 세잔은 땅과 건물, 나무, 산, 심지어 인

물까지도 기하학적 형태로 생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고흐가 자신의 감

정을 대상의 왜곡을 통해 표현한 반면, 세잔은 대상을 기하학적 요소로 

간소화해서 집약적으로 그렸다.  

 

                                            
119 M. 메를로 퐁티, 『세잔느의 회의 (Le Doute de Cézanne) 』 예술과 현상

학, 오병남 옮김, (서울: 서광사, 2001),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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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폴 세잔, <생트빅투아르 산 (Mont Sainte-Victoire with Large 

Pine)>, oil on canvas, 1887, 26.4×36.2 in, Courtauld Gallery, London 

 

 
[도판 25] 폴 세잔, <생빅투아르 산>, 1902-06년, 캔버스에 유화, 69.8×

89.5cm,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세잔은 선 원근법에 의거하지 않고 시야를 단축해서 눈과 마음으로 

느낀 프랑스 엑상프로방스(Aix-en-Provance)의 거대한 생트빅투아르 

산의 당당한 풍채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여러 점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

린 것이 <생트빅투아르 산(Mont Sainte-Victoire with Large Pine (c. 

1887)> (도 24)이다. 몇 년 후 같은 산을 그린 작품(도 25)은 훨씬 더 

간략화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각적 세부 요소를 기하학적 형태로 간

소화해 대상을 표현하는 세잔의 분석적 접근은 25년 후 완전한 추상주

의라는 모더니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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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하나로 합치면 평면적인 이미지가 탄

생한다. 다시점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이라는 환상은 사라졌지만, 대신 

보다 많은 시각 정보를 전달하고 전체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다시점에 쓰이는 요소와 색채는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를 내

고자 심혈을 기울여 치밀하게 계획해서 배열한 음표와 같다. 기존의 원

근법에서 벗어나 그림의 전체 의도를 중시하고 양안시를 활용하는 세잔

의 방법은 입체파, 미래주의, 구조주의, 그리고 마티스로 대표되는 장식

미술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입체파(立體派, cubism)는 시각 정보를 극대화하고자 착시효과를 

주는 입체적 요소를 거의 배제한 회화운동이다. 입체주의자는 지각 과정

에 대한 관심이 세잔 회화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세잔은 선택적 초점의 

결과들을 동시에 그려서 다시점을 연합하는 전체성을 포착한 첫 화가인 

것이다.120 

입체파는 인간의 두 눈으로 관찰하는 사물을 재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사진기가 찍어내는 단일시점에서 벗어나 인간이 실제로 사물을 관

찰하는 다시점의 태도를 반영하고자 한 시도이다. 특히 입체파는 여러 

다른 각도에서 관찰한 사물의 모습을 모두 겹쳐서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동양 산수화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다시점은 입체파와 같은 

관찰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한 화면에 넣기 위해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입체파의 대표적 화가인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와 브라크(Georges Braque)는 다각도에

서 바라본 대상을 하나로 합쳐 재정렬하는 화면 구성을 시도하였다.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려 한 입체파의 그림

은 평면적이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대상에 대한 사전지식까

지 고려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입체파 회화에서 다시점으로 표

현하는 각각의 측면은 저마다 다른 시기와 다른 공간에서 화가가 관찰한 

것이다. 고유한 시공간에 존재하며 동시에 그림의 틀 속에서 하나의 부

분으로 다른 모든 측면들과 연관성을 띤다. 이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더

욱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점의 시각을 통해 사람들이 실

제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대상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방법까지도 표

현하려 한 것이다.  

 

                                            
120 전영백 지음, 『세잔의 사과』 (파주: 한길아트, 2012), pp.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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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아비뇽의 처녀들 (Les Demoiselles 

d'Avignon)>, 1907, Oil on canvas, 96×92 in, Museum of Modern Art 

 

피카소는 세잔이 원근법과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던진 질문을 이

어갔다. 세잔이 들판을 그리는 방법과 흡사하게 짤막하고 각진 선 한두 

개로 인물들을 처리한 작품이 <아비뇽의 처녀들>(도 26)이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도 없고, 공간의 깊이감에 의한 환영(Illusion)도 

없다. 다섯 여인의 몸은 평면에 가깝고, 일련의 삼각형과 마름모로 극단

적으로 단순화했다. 피카소는 다각도에서 바라본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

로 합쳐 재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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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바이올린과 팔레트 (Violin et 

palette)>, 1909, oil on canvas, 36 1/8 ×16 7/8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피카소처럼 조르주 브라크도 세잔의 생각과 기법을 차용하였다. 세

잔의 시도보다 더 극단적으로 단조로운 기하학적 모양으로 풍경화와 정

물화를 보여준다. 브라크는 그림 속 모든 요소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전

체적인 구성과 각 요소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세부 묘사는 생략

했다. 이 점은 조르주 브라크의 <바이올린과 팔레트(violin et palette)> 

(도 27)에서도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시점에서 묘사된 바이올린의 위, 

아래, 옆면은 다시 올바른 모양으로 엉성하게 재배열했다. 그리고 하나

의 캔버스 위에 다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보기 좋게 결합하기 위해 부

드러운 담갈색과 초록색을 사용했다. 이는 마치 바이올린을 분해한 것처

럼 보이는데, 악기의 여러 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브라크

는 카메라로 찍어낸 듯한 재현도, 과거 예술의 모방도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적인 사물에 생동감을 주었다. 입체파를 지나면서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더 이상 환영을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는 세잔의 작

품 이후 가장 놀랍고 독창적이며 도발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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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없는 실제를 올바로 보고자 갈망하고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카메라나 다시점의 재조합을 통해 인간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을 작품화하고 있다. 호크니는 미술사에 새로운 원근법인 다중원근법

(Multi-perspective representation)을 제시한다. 다중원근법은 여러 

개의 시점이 화면에 공존하는 입체파의 다시점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입

체파의 다시점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의 이동구성이 보인다는 데에서 차

별된 의미를 가진 원근법이다.121 이는 서양 르네상스의 전통적인 선 원

근법, 근대 입체파의 다시점, 동양의 이동시점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다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도판 28]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Walking in the Zen Garden, 

Ryoanji Temple, Kyoto (1983년 2월 교토 료안지 사원의 젠 가든을 걸으며)>, 

1983, photographic collage, 40×62 1/2 in 

 

호크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조합하여 제작

한 <Walking in the Zen Garden at the Ryoanji Temple (1983년 2월 

교토 료안지 사원의 젠 가든을 걸으며)>(도 28)이 있다. 사람들은 카메

라로 찍으면 선 원근법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 장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크니는 두세 장의 사진을 함께 놓고 보면 원근법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사진에 대한 의문이 호크니를 카메라를 

사용하는 화가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서구의 원근법이 제

                                            
121 이정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중원근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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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 사진을 만들었다. 122 고정시점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면 실제 

직사각형인 정원은 삼각형의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동하

면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연결하면 본질적인 

공원의 모양인 직사각형의 형태를 드러낼 수 있었다. 

 

 
[도판 29]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Bigger Trees Near Water(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2007, Oil on canvas, 180×480 in, Tate Modern 

Museum 

 

이러한 호크니의 의구심과 관심은 그의 회화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특히 규모가 큰 회화를 통해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다. 50개의 대형 멀티 

캔버스가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Bigger Trees Near Water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도 29)은 호크니의 회화작품 중 규모가 크다. 

야외에서 풍경을 스케치를 한 후, 그리드(grid)로 화면 전체를 나눠서 

실내에서 제작했다. 호크니는 늘 ‘회화에서 시점’ 문제를 고민했으며, 이

는 다음과 같은 그의 작업 원칙에서 드러난다. 

 

눈은 늘 움직인다.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원근법은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게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실제 

다섯 명의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1천 개의 시점의 존재한다.123 

 

각 캔버스에 형성된 50개의 분열된 소멸점은 일점 투시 방식을 무

                                            
122 마틴 게이버드(Martin Gayford) 지음,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다시, 

그림이다』, 주은정 옮김 (서울: design house, 2012), p.57. 
123 서울시립미술관, 2019.03.22.-08.04. 전시도록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서울: 시월이앤씨, 2019), pp. 205-206; “The eye is always 

moving; if it isn’t moving you are dead. When my eye moves the perspective 

alters according to the way I’m looking, so it’s constantly changing; in real 

life when you are looking at five people there are thous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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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화시키면서, 인간의 시각 인식 체계와 유사한 다시점 방식으로 관찰자

의 시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시점의 이미지는 파

편화된 뒤섞임이 아닌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체화면을 구성했다. 

부분적으로 관찰한 각 화면의 경계가 다른 화면의 경계와 연결되면서 현

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일관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는 

동양의 산수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다시점의 추구이다. 

작은 그림은 보는 이가 들여다보게 되지만, 이처럼 거대한 이미지 

앞에서 서면 관객은 그림을 올려다보게 된다. 이 작품을 우러러볼 때 그 

다양성 속에서 길을 잃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호크니가 추구하는 ‘자연

의 무한성’이 드러난다. 관객이 그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그곳에 존

재한다는 감각을 느끼게 하려 했다. 124 호크니는 자신이 경험한 공간과 

관객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화된 공간을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서양의 다

시점과 동양의 다시점을 재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술에서 다시점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시

점은 다원적인 시점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투시법이다. 

동양화에서의 다시점은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대상을 하나의 화면 위에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조합하는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서로 다른 다

양한 시점들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면의 경영위치(經

營位置)가 중요하다. 동양의 전통회화 작품에 적용된 다시점은 크게 중

첩식과 나열식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 회화와 서양 현대회화에서

도 다시점과 같이 사물의 본질을 다각도로 보고 한 화면에 조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술의 조형요소로서 다시점은 다

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활용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하고 한 화면에 표현하려 한 것은 동

양전통의 산수화에서만 볼 수 있는 시도는 아니었다. 동양 전통회화 뿐

만 아니라 고대 원시회화와 서양 현대회화에서도 다시점과 같이 사물의 

본질을 다각도로 보고 한 화면에 조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

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넘어 보여지는 다시점은 앞으로도 활용 가치

가 높다.  

 

                                            
124 마틴 게이버드(Martin Gayford) 지음, 앞의 책,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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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시점으로 조형화한 국악 기악합주 
 

 

본인의 작품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대상인 음악을 한정적인 

회화 화면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는 동

양화의 다시점과 국악 기악합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밝히면서,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다시점을 활용하여 국악을 조형화하고 있는지 세 가지 경

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국악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관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첩식 구성을 사용하였으며, 국악의 시간성

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열식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작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에는 중첩과 나열을 혼합해서 국악 

기악합주의 조화로움과 시간성을 함께 표현하였다. 

본인은 국악을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와 대상에 

따라 전통 다시점 구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악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

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첩식 구성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였

으며, 음악의 시간예술적인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열식 구

성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국악기, 국악 연주자, 국악 기악 합주

곡의 선율구조와 같이 구체적인 한 대상을 작품화한 경우에는 여러 면에

서 다시점으로 관찰한 후 중첩식을 통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반면에 국악의 상징성, 국악이 있는 일상, 국악 기악 합주곡의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나열식 구성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열식과 중첩식을 혼합하여 국악 기악합주곡이 가지는 

선율구조와 시간성을 조형화하였으며, 이는 전통 다시점의 발전을 도모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다시점과 국악 기악합주의 상관성 
 

 

미술과 음악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친밀한 예술 장르이다. 서양과 

동양의 문화정서적인 차이는 있지만, 관련있는 두 분야가 상호작용했음

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미술과 음악의 관계는 그 기원을 찾으려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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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뚜렷하게 짚이기 시작

한 것은 추상화와 입체파가 성행하던 20세기 초이다. 20세기 초 서양의 

미술과 음악은 이미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교류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 시기의 전위예술 운동과 맞물려서 꾸준히 발전하였다. ‘음악을 

다룬 미술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와 파울 클레 (Paul Klee, 1879-1940)에서

부터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1881-1973), 프랑수아 쿠프카 

(František Kupka, 1871-1957) 까지 20세기 초는 미술과 음악의 관

계성이 새로이 정립된 시점임이 분명하다. 

20세기 서양의 미술과 음악은 이미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교류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 전위운동과 맞물려 꾸준히 발전하였다. 서

양미술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와 바실리 칸딘스키(Kandinsky)가 음

악과 미술의 융합을 시도했던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파울 

클레는 음악의 ‘폴리포니(Polyphony)’라는 구조를 이용하여 회화의 다

차원성을 추구하였다. 125  칸딘스키와 아놀드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 1874-1951)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칸딘스키에게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은 추상화 탄생의 발전적인 자극과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예술관은 ‘불협화음’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126  미술과 음

악의 관계성을 새로이 정립한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프랑수아 

쿠프카 (František Kupka) 등에 관한 연구도 있다.  

1960-70년대에 걸쳐 활발했던 ‘플럭서스 (Fluxus)’가 20세기 초

에 정점을 찍으면서 존 케이지 (John Cage, 1912-1992)와 백남준 

(Nam June Paik, 1932-2006)과 같은 작가들이 배출되면서, 음악과 미

술은 현대작가들의 창작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127 존 케이지의 <4분33

초>가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1925-2008)의 ‘흑
과 백 모노크롬’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술에서 ‘표현하지 않음’, 묘사하지 않음’ 이라는 의미의 무(無)의 개념

을 흑과 백의 모노크롬으로 그렸듯이, 음악에서는 ‘음(音)이 없음’의 ‘침
묵 (silence)’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획기적인 사건으로 예술의 

영역은 보다 넓어졌고, 미술과 음악 또한 더 이상 두 개의 독립된 장르

가 아닌, 긴밀한 상호교류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영상작업, 퍼포먼스, 

음향설치작업 등은 미술의 장르로 편입되어 당당하게 미술관에서 자리잡

                                            
125 강영주, 앞의 논문, pp. 181-202. 
126 윤희경, 앞이 논문, pp. 203-232. 
127 윤익영, 앞의 논문 (2012), pp. 1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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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처럼 미술과 음악은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과 교류를 이루어 

왔으며, 현대미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음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융합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 작곡가 드비쉬의 음악에는 동양 전통음악인 인

도네시아의 가멜란(Javanese gamelan), 인도의 라가(raga), 일본의 미

술 우끼요에(ukiyo-e)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28  그리고 20세기 

초 음악사에서 미술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음

계가 많이 개발되고 정립되는 시기였다. 미술에서 영감을 받거나 시각적

인 요소들, 즉 색(色)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특히 

클로드 드뷔시 (Claude Debussy, 1862-1918), 아르놀트 쇤베르크 

(Arnold Schoenberg, 1874-1951), 스크랴빈 (Aleksandr Scriabin, 

1872-1915)는 “Prometheus: the Poem of Fire” 라는 곡에 음(音)과 

색(色)의 관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는 기존의 

구상주의적 요소를 거부하고 순수하게 색으로 화면을 만들고자 하는 추

상주의 미술과 상통함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과 음악의 경우,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악기와 음

악가들이 그려진 미술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의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오회분묘 등의 무덤벽화를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일상모습

에서부터 천상의 신들이 연주하는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다. <

백제금동대향로>에는 다섯 명의 악사가 각각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장식되어 있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회화가 성행하였고, 음악을 주제로 

그린 그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회화 중에서도 음악이 표현되는 경우는 

주로 연회 장면이나 음악연주가 포함된 각종 행사의 기록화(記錄畵)나 

풍속화(風俗畵)의 경우이다.129 궁중연회에 빠질 수 없는 춤과 음악연주

를 그린 <궁중연향도>가 그 중 하나였고, 이처럼 기록화의 성격을 가진 

모든 ‘연회도(宴會圖)’에서 음악의 요소들이 표현되었다. 나아가 선비들

의 음악 풍류와 서민들의 음악생활상은 김홍도, 신윤복 등의 풍속화 속

에 담겨 졌다. 

국악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동

양문화권에서 음악과 미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공자

는 예술의 진미(盡美)와 도덕의 진선(盡善)을 함께 융화시키고 있다. 예

                                            
128 박선혜, 앞의 논문, pp. 209-234. 
129 국립국악원 ∙ 서인화 ∙ 진준현 편저, 앞의 책,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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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악(樂)이고, 도덕은 인(仁)이다. 이 둘의 조화를 주장한 것은 음악

의 본질이 인의 본질과 본래 자연스럽게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의 정상적인 본질은 ‘화(和)’로써 총괄할 수 있다.130 동양적 사유에 

있어서 자연의 조화, 정치의 조화, 음악의 조화, 인격의 조화는 공통된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자(莊子)』의 「천하편(天下篇)」에서 “악은 화합을 논한 것이

다. (樂以道和)” 라고 하였고, 『순자(荀子)』의 「악론(樂論)」에서 “그
러므로 악이란 천하를 크게 정제하는 것이고, 중화의 기본이다. (故樂者

天下之大齊也, 中和之紀也.)” 라 하였다. “대악은 천지와 함께 자연의 화

해를 갖추고 있고, 대예는 천지와 함께 자연의 질서를 갖추고 있다. (大

樂與天地同和, 大禮與天地同節.)”, “악은 화를 이루는 것이다. (樂以發

和)” 『사기(史記)』 「滑稽列傳」등의 기록들을 통해 음악은 본질적으

로 화(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악(禮樂)을 중시하는 공자의 태도는 “시(詩)로써 감흥을 일으키고, 

예(禮)로써 질서를 세우며, 악(樂)에 의해 인격을 완성한다.” 13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詩)를 통해서 존재의 세계에 눈을 

뜨며, 예로써 질서를 배우고, 악으로써 자유로운 정신활동과 인격 완성

에 이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공자는 시(詩) ∙ 예(禮) ∙ 악(樂)을 군자

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132  

조선을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의 통치이념은 외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예(禮)’와 내적 조화를 추구하는 ‘악(樂)’을 근거로 한다. 유가의 예악

사상은 역사적으로 개인 차원의 인격 완성과 국가 차원의 경세론에 영향

을 주어 개인과 사회 모든 분야의 근거가 되었다. 예(禮)가 신분사회의 

엄격한 구분과 질서를 특징으로 했다면, 악(樂)은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  

악(樂)은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인(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필

요적인 도덕교육의 요소이다. 

회화의 경우, 교화영역이나 도덕적 효용성에 관해서 밝힌 사혁의 이

론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란 권계(勸戒)를 밝히고 인

생의 잘됨과 못됨(升沈)을 뚜렷이 하지 않음이 없으며 그림을 펼쳐봄으

                                            
130 서복관 (徐復觀) 지음, 『中國藝術精神(중국예술정신)』, 권덕주 외 역 (서

울: 동문선, 1990), p. 44. 
131 『논어』泰伯, 子曰, 興於詩, 立於禮, 成於樂. 
132 이택후(李澤厚) ∙ 류강기 (劉綱紀) 주편, 『중국미학사』, 권덕주 ∙ 김승신 공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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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천 년의 적막한 자취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133 이렇듯 시, 

음악, 그림 등의 예술을 통하여 군자가 될 수 있었기에 선비나 문인들이 

시, 글씨, 음악을 취미로 즐기면서 인격수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예술이 

실천적 효용성이 있는 교육효과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134 예술작품

의 품격은 예술가의 인격이나 영혼, 심정 등 작품에 말없이 드러난다. 

예술작품에 인격이나 품격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완벽한 

기법만으로 생명 있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다. 즉 품격이 없는 평범한 

예술은 평범하고 속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정신수양과 인격도양의 수단으로서 악(樂)은 교화의 수단으로 쓰인 

문인화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음악에서 거문고가 선비들의 대표적인 악

기였듯이, 선비들이 문인화로 휴식을 취하고 수련의 도구로 삼기도 하였

다. 국악은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유가적 

입장에서 국악은 심신을 수련하고 수양하는 좋은 도구였다. 이음성 특징

을 지닌 국악의 기악합주곡에는 자기수양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조선시

대의 예악사상이 담겨있다. 

‘예술(藝術)’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모[艹]를 심는 기술이라는 

의미다. 이 의미에는 모를 선별하는 능력과 꽂는 기술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을 확대하면 삶의 실천적 수단으로서 기술이라는 의미와 개인의 인

격완성을 위한 교육적 윤리적 의미가 들어있다. 예술의 참다운 의미가 

그저 손끝의 재주만을 보여주는 기술이나 기교의 수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예술을 통해서 교양을 쌓고 인격을 도야(陶冶)하며 멀리 인간

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

을 얻을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나아가서 우주의 존재법칙을 

알고, 그것에 의해 삶을 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춘추전국 시대부터 공

자(孔子)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실천적 지표를 도(道)에 두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도에 뜻을 두고, 덕(德)을 근거로 삼으며, 인(仁)에 의거

하면서, 예(藝)로써 즐긴다.135”고 하는 동양인의 인생과 예술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예술을 통한 인간교화(人間敎化)를 강조하였다. 

인생을 풍성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군자는 인에 의거한 도덕적 생활을 실

천하며, 예로써 교양을 쌓아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33 지순임, 앞의 책 (2005), p.62. 사혁(謝赫), 『고화품록(古畵品錄)』: 圖繪者, 

莫不明勸戒, 著升沈, 千載寂寥, 披圖可鑒. 
134 지순임, 앞의 책 (2005), pp.60-63. 
135 『논어(論語)』, 述而: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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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유어예(游於藝)’ 사상에서 우리는 공자가 단순히 예술의 도

덕적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의 심미적 기능, 즉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강

조함으로써 인간의 전인적인 발전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 136 여기에서 

말하는 예(藝)는 육예(六藝), 즉 예(禮) ∙ 악(樂) ∙ 서(書) ∙ 수(數) ∙ 사

(射) ∙ 어(御)를 의미한다. 육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禮)와 악(樂)인 것이다. 

이러한 예악사상은 주(周)나라 때 본격적으로 등장해 공자의 예악사

상, 묵자의 예악 무용론과 이에 맞선 순자(荀子)의 「악론(樂論)」, 예

악사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漢)나라 초 『예기(禮記)』의 「악기

(樂記)」에 이르기까지 유가적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漢)이래 

국가의 통치이념이 된 유가에 악은 예와 함께 도덕적 교화의 가장 중요

한 수단이었다. 악교(樂敎)를 통한 도덕교육이란 시와 예술 등 미적 체

험을 통한 도덕감의 고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樂)은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인(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불가결한 도덕교육

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37 악(樂)은 윤리에 통하는 것으로 악을 알면 

예를 아는 것에 가깝다 하여, 예악을 함께 갖춘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로서의 인격완성에 예와 악이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와 악의 원리가 조화를 이룰 때 예술은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연향악채보》연작을 비롯한 작업은 이러한 생각

들을 조형화하고자 한 노력들이다. 조화를 추구하고 인격수양을 추구한 

동양의 음악과 미술을 비슷한 점이 많다.  

본인은 그림을 그릴 때, 사진으로 재현할 수 있는 장면은 최대한 피

하고자 노력한다. 기억의 조합으로 현실 같지만 현실이 아닌 공간을 추

구했고, 현실 속 직접 사생에 바탕으로 둔 재조합의 과정으로 현실의 시

공간을 초월한 그림을 추구했다. 이는 산수화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같

은 맥락 속에서 직접 국악을 듣지 않아도 국악이 느껴지는 것을 목표로 

평면 회화 작업을 진행했다. 산수화는 산수라는 시각적인 소재를 다시점

을 활용해 조형화했다면, 본인 작품은 산수화에 나타난 다시점을 활용해 

비시각적인 국악을 조형화하였다. 

본인은 조화로움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린다. 포스트모더니즘 속 다

원주의, 다원적인 시대에 ‘통섭, 통합, 융합’등은 중요한 단어들이다. 혼

                                            
136 이택후(李澤厚), 류강기 (劉綱紀) 주편, 앞의 책, p. 136. 
137 윤영돈, 『유가의 예악(禮樂)사상에서 악(樂)의 문제』, 한국도덕윤리과교육

학회, 「도덕윤리과교육」, Vol. 23 (2006), 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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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사회 속에서 독립성을 지키면서 조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

다. 음악에서는 기악합주의 조화로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했다. 개별성

이 더욱 강조되고 주체성이 뚜렷한 ‘헤테로포니’ 구조에서 조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배웠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기위한 이치를 찾기 

위해 음악에서는 ‘합주’에, 인물그림에서는 ‘군상’에 관심을 갖았다. 인물 

한 명을 그린 초상화가 아닌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군상 그림에서는 다

시점의 시각으로 조화로움을 추구하였다. 1명의 연주자가 하는 독주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합주형태에서 나오는 조화로움에 관심이 

많았다.  

 

 

2. 중첩식 구성으로 조형화한 국악 
 

 

초기 작품부터 최근까지 국악을 시각화하기 위한 작품을 관통하는 

화면 구성 방식은 다시점의 활용이다. 앞서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 다시점은 중첩식 구성과 나열식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첩식 

은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해서 한 화면에 모두 표현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어, 관찰대상의 다양성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된다. 나열식은 

순차적으로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 구도법으로, 주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가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초기 작품은 국악을 시각화하고자 국악기를 정물로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국악기 중 자연에서 나오는 8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악기인 해

금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진행했다. 국악은 자연의 소리이고, 식물의 

소리라고 한다. 동양 산수화에서 그려진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동

양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가진 관념의 상징물이다. 그러면 국악기들의 재

료적 근원은 자연이니, 그 소리 또한 자연으로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자연을 통해 국악을 표현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음악을 전달하

는 매개체인 악기에서 벗어나 음악과 소리 그 자체를 주제로 보다 깊이

있는 작품을 하고자 했다.  

석사 유학 시기에는 국악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국악의 기악합주곡은 이음성(異音性, heterophony)이라는 선율

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음성은 ‘동시에 진행하는 주선율의 변형들’

이라는 뜻으로, 개별 선율이 주종(主從)의 관계를 벗어나 다원적인 조화

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악의 선율을 표현하기 위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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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에서는 ‘명주실’을 소재로 삼아 작품제작을 하였다. 

박사 시기에는 구체적인 국악 기악합주곡에 드러나는 이음성의 특성

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국전통음악 기악합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산회상(靈山會相)’이라는 곡을 평면회화로 조형하였다. 관

객은 음정과 박자, 즉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통해 음악을 느낀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음의 높이는 각기 다른 색을 사용하였고, 음의 길이는 

정간보를 차용해 그 칸을 점유한 공간만큼씩 칠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색을 쓴 이유는 음정의 높낮이를 시각화하여 느끼도록 함이다. 박자감을 

정간보를 통해 표현한 이유는 시간의 점유를 공간의 점유로 화치시키기 

위해서다.  

중첩식(重疊式) 구성은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해서 한 화면에 

모두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감상자는 대상의 여러

가지 면들이 조화롭게 구성된 화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중첩식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점으로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

해야 한다. 이 때 북송시대 곽희의 시각법인 삼원법처럼 3가지 다른 시

각법으로 대상의 여러 면을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관찰자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관찰한 한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점

으로 관찰한 각 장면들이 존중되면서도 다원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

첩식 구성의 중요한 관건이다. 

국악기를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초기 작품과 이음성으로 대표되

는 국악 기악합주곡의 선율적 특징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석사 시기 작

품은 관찰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하여 한 화면에 표현하는 중첩식 구성

을 주로 활용하였다. 관찰대상을 다시점으로 관찰한 여러 다양한 결과물

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중첩식 구성방

식이다. 각 작품마다 재배열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 시점으로 관찰

한 장면이 조금씩 중첩되어 대상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

고 있다.  

우선 초기 작업에서는 국악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시각적인 

요소들을 조합해서 배치하였다. 음악을 그리고자 악기와 연주 장면 위주

로 표현했다.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관찰했기 때문에, 중첩식 구성이 많

았다. 본인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중첩식 구성을 주제와 소재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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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악기들의 중첩식 구성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본인의 작업은 음악 중에서도 국

악을 주제로, 동양화를 표현기법으로 택하고 있다. 세부적인 주제는 국

악의 외(外)적인 요소인 악기, 연주자, 연주무대, 연주기법 등에서 시작

해서 내(內)적인 요소인 소리, 소리의 느낌, 소리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등으로 이어졌다.  

 

   
[작품 1] <천년소리>, 2008, 한지에 수묵채색, 82×63cm 

[작품 1-1] 작품 <천년소리> 분석 

 

<천년소리>(작 1)는 국악을 주제로 삼아 그린 첫 작품이다. 국악기 

중에서 본인이 다룰 줄 아는 ‘해금’이라는 악기를 자세하게 관찰한 후 

제작한 그림이다. 다음은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설명이다. 

 

해금(奚琴)은 원래 중국 진(秦)나라 현도(絃鼗)라고 하는 타악기의 계통을 

받아 이은 것으로, 당(唐)나라 때 요하(遼河)의 상류 북쪽의 호적(胡狄)들 

중에서 해(奚)부족에 속하는 유목민들 사이에 생겨난 악기이다. 그 후 송

(宋)나라와 원(元)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와서 개량 제작되었다. 현재 연

주되는 해금은 보통 길이 12cm정도의 대나무 뿌리통에 지름 9cm 정도의 

오동나무 복판을 붙이고, 60cm 좀 넘는 기둥대(立竹: 자루, 줏대)를 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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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자루를 만든다. 자루 위에 꽂힌 2개의 주아(周兒)에 가는 명주실로 

유현(遊絃)과 좀 굵은 명주실의 중현(中絃)을 감는다. 두 현은 복판에 세워

진 원산(遠山)에 걸쳐서, 자루 밑 감자비(甘自非)에 묶는다. 두 현 사이에

는 송진을 묻힌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꽂아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좌우로 

문질러서 소리는 켠다. 완전 5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두 개의 현(絃)은 중

현(안줄)이 황종(黃)이면 유현(바깥줄)은 임종(林)이 되도록 맞추어 조현

(調絃)한다. 왼손의 엄지로 자루를 짚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써서 현을 당

기거나 풀어서 음의 높낮이를 연주한다. 손의 악력(握力)에 따라 음악의 율

을 오르내리면서 연주하니, 극히 자유로움에 반해 음정의 정확을 기하기에

는 상당한 수련을 요한다.138  

 

해금은 다양하고 미세한 음정을 만들어내고, 조바꿈이 수월한 구조

적인 개방성을 지닌 악기이다. 전통음악에서 해금은 근엄한 종묘제례악

부터 흥겨운 궁중 연향악, 선비들의 줄풍류, 무속음악까지 넓은 쓰임새

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에서도 해금은 그 자유롭고 유연

한 특성 때문에 창작 국악곡, 팝,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하고 있다. 해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도판 30] 

 

 
[도판 30] 해금의 구조139 

작품 <천년소리>에는 이러한 해금이라는 악기가 화면의 중심에 있

으며, 연주에 필요한 ‘천년만세’의 정간보, 국악의 역사와 악보들을 수록

한 도서, 그리고 연주자가 입는 의상에서 나온 비단 등이 조화롭게 배치

                                            
138 김기주 ∙ 강사준 편, 『奚琴正樂 (해금정악)』 (서울: 은하출판사, 1984), p.7. 
139 국립국악원 편, 『한국의 악기』 (파주: 돌베개, 2014),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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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천년만세> 작품에서 다시점 구도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 하지만 [작품1-1]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요소로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각 대상을 관찰하고 조화롭게 재배치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목적은 해금의 모습과 특성을 보다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하고 종합적으

로 나타내고자 함이다. 다음 작품에는 이러한 의도가 보다 명료하게 화

면구도에 반영되어 있다.  

 

 

[작품 2] <화려하다>, 2006, 나무에 옻칠, 70˟70cm 마름모  

  
[작품 2-1] 작품 <화려하다> 분석 

[작품 2-2] 작품 <화려하다>의 밑그림 

 

<화려하다>(작 2)는 여러 시점으로 부분적으로 관찰한 해금을 분할

된 화면에 배치하여, 다시점을 강조한 작품이다. 화면이 분할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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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동양화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다시점 배치와는 달라보이지만, 

입체파 등 현대미술에서 시도한 다시점의 적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해

금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재배치하여 구도를 잡은 중첩

식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본인은 동양화를 전공하였지만, 해금, 단소, 플루트, 피아노 등의 다

양한 악기연주 경험이 있다. 악기연주, 음악회 발표, 음악회 감상 등으로 

얻게 된 풍부한 음악적 운율감과 감성은 미술작품 제작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악기는 해금으로, 서울대 국악동아

리 ‘여민락(與民樂)’에서 맡은 해금 악부장 역할을 시작으로 아마추어 

연주자로도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전통 한국미술과 음악의 상

호 연관성과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는 해금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는 생

각을 <화려하다>에 표현하였다.  

전체 화면을 나누어 부분적으로 관찰한 해금의 외적인 모습을 각각 

표현하였으며,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순서배열과 배경색을 조화

롭게 구성하였다. 배경은 대표적인 전통 오방색 중에 적(赤), 청(靑), 백

(白), 흑(黑)으로 칠해졌으며, 황색은 맨 위의 해금 주아 부분에 써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 작품은 옻칠을 재료로 그린 실험적인 첫 회화작

품으로, 이후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작품 3] <섞이다>, 2004, 한지에 수묵채색, 67˟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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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작품 <섞이다>를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1 

[작품 3-2] 작품 <섞이다>를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2 
 

국악기 중에서 해금 외에도 기악합주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악

기에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등이 있다. 다섯 기악기들이 합주를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작품 <섞이다>(작

3)이다. 

기악합주에 대한 본인의 고민은 변형된 다섯 악기의 이미지 보다는 

겹쳐진 동그라미가 있는 배경이미지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악기 하나

의 소리를 동그라미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 악기의 합주는 동그라미의 

중첩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모양과 색의 겹침에 관한 연구는 향

후 연작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에서 음(音)과 색(色)의 관계를 고

민하고 표현할 때에도 영향을 끼쳤다.   

 

 
[작품 4] <운치있다>, 2003, 한지에 수묵채색, 63×12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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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작품 <운치있다> 분석 

[작품 4-2] 작품 <운치있다>의 밑그림 

 

우리나라 국악기 외에서 다른 나라의 전통 악기들에 대한 관심이 <

운치있다>(작 4)에 드러나 있다. 부모님이 수집하셔서 집안 곳곳 벽에 

걸려있는 다른 나라 전통 악기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이긴 하지만 마

치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였다. 실제로 연주하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지

만 상상을 통해 악기들을 연주하고자 그림으로 그렸다. 본인이 알고 있

는 국악기를 연주하는 손의 모양을 동세(動勢)에 따라 악기들 사이에 마

치 움직이는 듯 함께 그려 넣었다. 그래서 감상자로 하여금 손과 악기가 

만나서 연주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도록 하고자 의도하였다.  

실제로는 나란히 벽에 걸려있는 악기들과 연주하는 손 모양을 개별

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운율감을 드러내기 위해 겹쳐서 배치(작4-1)

하였다. 악기들을 연주하는 모습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첩식 구

성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본인의 작업 초기에는 악기들의 외적인 모습을 단독으로도 

그리고, 여러 개를 함께 합주하듯이 그리기도 하였다. 나아가 점점 내적

인 소리와 그 소리를 만드는 원재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국악에

서 악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미술에서 재료기법을 아는 것만큼 기초

적이고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했다. 국악기의 분류법은 네 가

지가 있다. 팔음(八音)에 의한 분류, 음악계통에 의한 분류, 민족음악학

에 의한 분류, 연주법에 의한 분류가 있다.   

이 중에 팔음에 의한 분류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따

른 것이다. 국악기 만드는 8가지 재료를 금(金) ∙ 석(石) ∙ 사(絲) ∙ 죽

(竹) ∙ 포(匏) ∙ 토(土) ∙ 혁(革) ∙ 목(木)의 여덟 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라 악기들을 분류하였다. 쇠붙이로 만든 악기에는 편종 ∙ 특종 ∙ 방향 

∙ 징 ∙ 나발 ∙ 꽹과리 ∙ 양금, 돌로 만든 악기에는 편경 ∙ 특경, 명주실로 

만든 악기에는 거문고 ∙ 가야금 ∙ 해금 ∙ 아쟁 ∙ 향비파, 대나무로 만든 

악기에는 대금 ∙ 향피리 ∙당피리 ∙ 세피리 ∙ 단소 ∙ 당적 ∙ 퉁소, 박으로 

만든 악기에는 생황, 흙으로 만든 악기에는 훈 ∙ 부, 가죽으로 만든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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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구 ∙ 좌고 ∙ 소고 ∙ 용고 ∙ 갈고 ∙ 건고, 나무로 만든 악기에는 박 

∙ 축 ∙ 어 가 있다. 140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재 전통악기는 보통 관악기(管樂器) ∙ 현악기(絃樂器) ∙ 타악기(打樂

器) ∙ 장단악기로 분류한다.141 해금은 보통 가야금 ∙ 거문고 ∙ 양금 ∙ 아

쟁 등과 함께 현악기로 분류된다. 국악의 대표적인 악기인 가야금 ∙ 거

문고 ∙ 해금 ∙ 대금 ∙ 피리는 모두 팔음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국악기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진 해금(奚琴)은 특히 8가지 재료가 골고

루 종합적으로 사용되어 만들어진 종합적인 악기이다.  

국악기는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져서 자연 친화적이고 식물적인 소리

를 낸다. 특히 여러 악기가 합주할 때 가지는 ‘이음성(異音性)’은 서양음

악 기준으로 보면 불협화음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불협화 음정의 

합주가 귀에 거슬리지 않고 화평한 여운이 남기는 것은 불협화적 상충감

을 상쇄하는 식물성 재질의 악기의 식물성적 음질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에 비해 서양의 금속성 악기는 그 음질 자체가 냉철하고 날카롭기 때문

에 음향적 개성이 뚜렷이 부각되는 편이다. 그래서 상호간의 음정이 불

협화일 때는 한층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연유에서라도 애초 서양음악

은 각기 선율의 음정부터 따져 들어가는 수직적인 화성 음악을 발전시켰

다고 볼 수 있다.  

현악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금속성 실을 사용하는 서양악기인 바

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과 달리 국악기는 명주실을 사용하는 해금, 가야

금, 거문고 등이 주로 사용된다. 양금이라고 하는 ‘서양에서 들어온 금’
이라는 뜻을 가진 국악기는 금속선을 사용한다. 그러나 가야금을 튕기는 

연주방식을 활용해서 양금의 금속선을 쳐서 소리를 낸다. 바이올린 보다

는 피아노에 가까운 연주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악 현악기의 

소리는 명주실이라는 재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실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140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1994), pp. 207-

208. 
141 김해숙 ∙ 백대웅 ∙ 최태현, 『전통국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5), 

pp.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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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흐르다>, 2006, 비단에 수묵과 석채, 102˟33cm 

[작품 6] <소리빛 6+2>, 2006, 비단에 석채, 17˟17cm 

[작품 7] <소리빛 12+6>, 2006 비단에 석채, 70˟70cm 

 

본인의 초반 작업에서 악기들의 외적인 모습을 그리다가, 점점 내적

인 소리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작품들이 <흐르다>(작 5), <소리빛 

6+2>(작 6), <소리빛 12+6> (작 7)이다. 이 세 작품은 국악기의 재료 

8음 중에서 명주실을 사용한 해금, 가야금, 거문고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작품 <흐르다>는 가야금 소리에 관한 것으로, 여전히 악기의 외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곡선의 겸칩을 통해 그 유려한 소리를 드러내

고자 하였다. 실이 묶여져 있는 꼬리부분인 ‘부들[染尾]’에서 풀어헤쳐 

나온 듯한 현들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며 그 느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리빛> 연작은 국악기의 현(絃)에 더 집중해서 간략한 선들의 겸

침을 통해 악기의 느낌을 빛으로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 <소리빛 

6+2>은 6줄의 거문고와 2줄의 해금의 합주이고, <소리빛 12+6>은 12

줄의 가야금과 6줄 거문고의 합주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들이다. 간결한 

직선들의 겸칩과 함께 각 합주에 어울리는 색을 통해 현악 합주의 느낌

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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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열두빛 내리다>, 2008, 한지에 수묵채색, 116˟90cm 

 

앞서 작품들에 이어서 <열두빛 내리다>(작 8)은 가야금 열두 줄에

서 나는 소리를 열두 개의 빛과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서 나타난 소리를 형상화하는 움직임은 다음 작품에 영향을 끼치며, 국

악 연주자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서로 각기 다른 자연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낸다는 팔음의 원리는 넓은 의미의 이음성을 실현하는 것

이다. 특히 팔음의 여덟 가지 재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국악

기 해금은 그 자체로서 팔음의 이음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의 작품을 통해 해금을 비롯한 국악기의 다양한 면이 다시점으로 관찰되

어지고 표현되었다. 부분적으로 확대해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연주자에 집중하기도 하고, 소리를 추상화하기도 하고, 그 소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그려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본인의 초반 작업에서 국악기들의 중첩식 구성의 소재는 악

기, 연주자, 연주무대, 연주기법 등에서 시작해서 소리, 소리의 느낌, 소

리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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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악 연주자들의 중첩식 구성 
 

 

국악기들의 내외적인 특성들을 주제로 삼던 본인의 작업은 국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로 이어졌다. 기악곡을 감상한다는 건 악기의 소

리를 듣는다는 것이지만, 그 소리는 악기와 연주자가 혼연일체되어 시간

을 보낸 수련(修練)의 산물이다. 악기와 연주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고, 표현해보기 시작했다.  

 

 
[작품 9] <자아(自我)1>, 2013, 목태(木胎)에 옻칠, 지름60×높이30cm 

 

  
[작품 10] <해금(奚琴) 칠금도(漆琴圖)>, 2016, 나무에 금박과 옻칠, 60˟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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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해금오색도(奚琴五色圖)>, 2014, 순지에 수묵채색, 26˟20cm 

 

해금 독주를 할 때 악기와 연주자가 마치 한 몸이 되는 것을 형상화

한 것이 <자아1>(작 9), <해금칠금도>(작 10), <해금오색도>(작 11)이

다. 공명판과 복판(腹板) 등이 있는 해금의 몸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

죽(立竹)과 주아(周兒)가 있는 부분은 인체의 상반신인 머리와 어깨의 

형상을 하고 있다. 연주자의 머리카락이 쏟아지듯 유현(遊絃)과 중현(中

絃)이 몸통에 있는 원산(遠山)위에 내려꽂아 있으며, 어깨에서 두 팔이 

활을 대신해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특히 작품 <해금오색도>는 같은 해금연주자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

서 관찰한 이미지들을 중첩해서 그 풍부한 음색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

의 이미지가 하나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해금연주자를 다시점으로 관찰

한 중첩식 구성으로 배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품 12] <오음(五音) 칠금도(漆琴圖)>, 2016, 나무에 금박과 옻칠, 60×30cm

×5개 

 

    
[작품 13] 가야금오색도(伽倻琴五色圖), 2014, 순지에 수묵채색, 26×20cm 

[작품 14] 거문고오색도(玄琴五色圖), 2014, 순지에 수묵채색, 26×20cm 

[작품 15] 대금오색도(大笒五色圖), 2014, 순지에 수묵채색, 26×20cm 

[작품 16] 피리오색도(觱篥五色圖), 2014, 순지에 수묵채색, 26×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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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자들을 다시점으로 관찰해서 중첩식 구

성으로 배치한 경우가 [작품 13]에서 [작품 16]까지의 4가지이다. 각각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연주자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소리

를 상징하는 오방색(五方色)을 담하게 채색하였다. 연주자와 악기는 하

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작품 17] <빛나다>, 2008, 캔버스에 아크릴, 22×16cm 

[작품 18] <힘내다>, 2008, 캔버스에 아크릴, 16×22cm 

 

해금 외에 가야금, 대금, 거문고, 피리 등의 악기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각각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빛나다>(작 17)

은 대금 연주자의 모습을, <힘내다>(작 18)은 피리 연주자의 모습을 표

현하고 있다.  

 

 
[작품 19] <함께>, 2004, 한지에 수묵, 140×70cm 

 

작품 <함께>(작 19)는 독주에서 벗어나 합주를 했을 때의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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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삼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이다. 초기 작업에서 보여지는 악기의 

외형적 특징이 많이 부각되어 있지만,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합주의 조

화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혼자 악기를 연주하는 ‘독주’가 아닌 합주형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것이 다시점의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산수화 중에서도 다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된 산수는 ‘대관산수화’라고 앞서 언급하였다. 마찬가지

로 음악의 연주형태에 있어서도 독주가 ‘소경산수’라고 한다면, 합주는 

‘대관산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

루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합주는 동양화의 다시점과 닮은 점이 있다.  

 

 
[작품 20] <흥겹다>, 2006, 종이에 수묵채색, 110×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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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1] 작품 <흥겹다> 분석 

 

국악 기악합주 중에 하나인 ‘취타(吹打)’는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과 관련이 있는 음악이다. 대취타를 비롯하여 태평소 가락을 변주했

다고 하는 관현 합주곡 취타, 그리고 길군악 ∙ 길타령 ∙ 별우조 타령 ∙ 

군악 등이 취타 계열의 음악에 속한다. 142  흥겨운 행진 음악인 ‘대취타

(大吹打)’ 연주장면을 주제로 화면을 구성한 것이 <흥겹다>(작 20)이다. 

이 작품을 계기로 악기나 연주자 등의 외적인 음악의 특징에서 나아가 

음악곡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대취타 연주자들을 각각 관찰하여 한 화면에 넣는 중첩식 시도를 했

다. 대취타라는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대취연주자들을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의 시점 하나의 순간에서 본 장면이 아니라, 각 연주

자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음악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의도를 가

지고 재배치하였다. 악기 중에서 가장 중심소리를 이끄는 대취타를 가장 

크게 그렸으며, 이는 대취타가 실제로 커서가 아니라 나에게 크게 다가

옴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융통성은 동양화의 조형적 특징이다. 

화면에는 대취타를 연주하는 악기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율

악기 태평소를 연주하는 사람을 그림 오른편에 가장 중심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다. 음악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는 집사(執事)는 지휘봉 같은 

등채를 두 손에 받쳐 들고 있는데, 태평소 악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늠름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징 ∙ 용고 ∙ 자바라 

등의 타악기와 나발 ∙ 나각 등의 관악기들은 마치 태평소 소리 속에서 
                                            
142 이성천 외, 앞의 책, pp. 124-128; 김해숙 외, 앞의 책, pp.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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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듯이 움직이면서 연주하고 있다. 음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고려

하면서 여러 악기들의 모습을 중첩식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21] <슬기둥둥하다>, 2008, 한지에 수묵석채, 50×50cm 

 

  
[작품 21-1] 작품 <슬기둥둥하다>의 아이디어 스케치 

 

연주자들의 모습을 가장 생동감 있게 느끼려면 다양한 음악회 감상

경험이 필요하다. <슬기둥둥하다>(작 21)는 국악연주그룹 ‘슬기둥’의 연

주회를 감상하면서 그린 밑그림들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다. 연주자들

의 이미지는 관찰과정에서 다시점이 적극 사용되었으며, 연주회가 진행

되는 시간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특징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인물의 묘사가 아닌 전신의 윤곽을 강조하는 실루엣(silhouette)으로 연

주자들이 표현되어 있다. 연주자들은 마치 음악의 음표처럼 보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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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조화롭게 어울려 한 화면에 배치되어 합주의 다원적인 조화로움을 

드러내고고 있다. 

 

  
[작품 22] <시율음악도(示律音樂圖): 푸리>, 2013, 목태(木胎)에 옻칠 관채(款

彩)기법, 60×60cm 

[작품 23] <시율음악도(示律音樂圖): 칠음(七音)>, 2013, 목태(木胎)에 옻칠 관

채(款彩)기법, 60×60cm 

 

<시율음악도: 푸리>(작 22)는 국악 타악그룹 ‘푸리’의 음악회를 감

상한 후 제작하였다. <시율음악도: 칠음>(작 23)은 국악 정악 합주에 많

이 쓰이는 7가지 악기인 해금,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양금, 장구들

의 합주를 관념적인 상징이미지로 조형화한 것이다.  

국악기에서 시작한 작업은 국악 연주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연주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독주에서 합주형태로 관심이 옮겨갔다. 국

악을 이루는 요소들 중에 좀더 본질적인 음악곡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

음 과정으로 이어진다. 

 

 

3) 기악 합주곡이 가지는 선율구조의 중첩식 구성 
 

 

국악은 크게 가(歌)∙무(舞)∙악(樂)의 종합예술, 기악합주, 성악연행

의 3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143 본인은 그 중에서 기악합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국악의 기본적이고 본

질적인 구조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국악의 선율적 특징인 ‘이음성(異

                                            
143 김해숙 외, 앞의 책, pp. 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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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性, heterophony)’를 석사시기에 연구하게 된 계기이다. 이음성은 ‘동
시에 진행하는 주선율의 변형들의 합주’라는 뜻으로, 개별 선율이 주종

(主從)의 관계를 벗어나 다원적인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음성은 전통 국악 기악합주곡에 드러나는 음악적 특징으로, 음악

의 대표적인 4가지 선율구조(texture)인 모노포니 (Monophony), 폴리

포니 (Polyphony), 호모포니 (Homophony), 헤테로포니 

(Heterophony) 중에 하나이다.  

 

[도표 8] ‘애국가’를 4가지 선율구조로 편곡한 예 

‘애국가’를 4가지 선율구조로 편곡한 예 

 

 

 

 
 

[도표 8]은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러한 4가지 선율구조로 편곡한 것

이다. 모노포니는 애국사의 한 가지 주선율만 가지고 있고, 폴리포니는 

그 주선율외에 독립된 성부의 선율이 함께 연주된다. 폴리포니는 주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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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성적인 반주가 있으며, 헤테로포니는 주선율과 주

선율의 유사한 변형 선율이 동시에 연주되는 방식이다.  

서양음악사에서 모노포니는 한 가지 선율을 가지는 단음악(單音樂)

으로, 400-1450년인 비교적 초기 형태의 음악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적인 단선율 성가인 그레고리오성가 (Gregorian chant)가 대표적인 

모노포니이다. 서방 유럽의 현존하는 9세기 전의 종교음악은 모두 단성

음악이다. 

폴리포니는 15-18세기 유럽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많이 사용

한 구조로, 다성음악(多聲音樂) 또는 복음악(複音樂)이라고 한다. 2개 

이상의 여러가지 독립된 성부의 선율에 의해 구성된 것을 말한다. 폴리

포니의 작곡에 대위법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위법적 음악이라고도 

한다. 바흐(Bach)의 음악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면, 폴리포니적 악곡의 

주된 악식으로는 카논(canon), 푸가(fugue) 등의 형태가 있다. 카논은 

가장 엄격한 모방에 의한 대위법 악곡이다.  

호모포니는 어떠한 한 성부가 주선율(主旋律)을 담당하고 다른 부수

적인 성부는 그것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형태의 음악양식이다. 18세기 

이후 주선율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고전파와 낭만파 음악의 대부분의 

작곡양식이다. 호모포니는 독립성이 강한 복수성부의 수평적인 짜임에 

의한 폴리포니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헤테로포니는 이음성을 뜻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선율의 변형군을 

동시에 들려주는 앙상블 방식을 가리킨다. 동시 진행하는 주선율의 변형

들이 다성성(多聲性)의 음악 구성원리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가믈란, 인도의 라가 등 아시아 여러 민족의 합주형식에서 그 전형을 살

펴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서유럽적인 분류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각 나

라의 문화에 특징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144 

헤테로포니 (heterophony)는 원시적인 단계의 다성성(多聲性)의 

                                            
144 Cooke, P. (1986) Heterophony.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adic, S. ed. London: Macmilliam Publishers. 

Frobenius, W. (1986) Polyphony.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adic, S. ed. London: Macmilliam Publishers. 

Kennedy, M. ed. (2006) Heterophony, Homophony, Monophony, Polyphony. 

In: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Sadic, S. ed. (1986) Homophony.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adic, S. ed. London: Macmilliam Publishers. 

Sadic, S. ed. (1986) Monophony.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adic, S. ed. London: Macmilliam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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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많은 인원수(대개는 노래와 기악의 반주)가 동일 선율을 동시

에 연주할 경우, 어떤 성부가 변형이나 장식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원(原)선율로부터 떠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생기는 형태를 헤테로포니라 

한다. 이 경우 본질적으로는 동일선율을 연주하는 것이지만, 각 성부는 

다른 성부에 간섭됨이 없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더욱이 폴리포

니와는 달리 협화음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145

헤테로포니라는 말의 개념은 아주 다의적인 바, 명확한 정의를 내리

기 어렵다. 헤테로포니는 ‘異音性(이음성)’이라 번역되는데, 어원은 그리

스 시대 플라톤의 <법률-Nomoi> (Ⅶ-812 D~E) 중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한드신-J. Handshin의 해석에 의하면 ‘장식이 가해진 조화적인 2

성’을 뜻하기도 한다. 예컨데 음악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

들이 동일선율을 동시에 노래하면, 무의식적으로 혹은 우연히 음정이나 

리듬에 변화가 생긴다. 이것은 원시적인 헤테로포니에 속하는 것으로서 

민속음악이나 동양 예술음악의 대부분은 이 변주가 의식적 또는 필연적

으로 이루어진다. 146 헤테로포니는 즉흥적 집단 연주에서 한 선율에 다

양성을 주기 위해 발생되었다고도 한다. 147 습관과 즉흥을 바탕으로 해

서 생긴 음의 여러 가지 결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4가지 음악구조의 각 선율을 하나의 선(線)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다음 [도표 9]와 같다. 모노포니는 하나의 선으로, 폴리포니는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는 여러 가지 선으로, 호모포니는 하나의 주선율

과 이를 반주로 뒷받침하는 여러 개의 선으로, 호모포니는 비슷하지만 

각기 변형된 모양의 여러 가지 선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도표 9] 음악의 대표적인 선율구조 4가지의 도식화 

구분 도식화 

Monophony (one sound) 

: 단음악(單音樂) 

 

                                            
145 세광음악출판사 편, 『音樂大事典(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pp.1755-1756. 
146 세광음악출판사, 앞의 사전, pp. 1755-1756. 
147 The New Grove-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ion by Stanley 

Sadie, Second Edition, 11 Hapege to Hutton, p.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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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hony (many sounds) 

: 다성음악(多聲音樂) 또는 복음악

(複音樂) 

 
Homophony (same sound) 

: 동음성(同音性) 음악 

 
Heterophony (different sounds) 

: 이음성(異音性) 음악 

 
 

즉, ‘헤테로포니’란 같은 선율을 복수의 성부(聲部)로 동시에 연주할 

때 원래의 선율과 그것을 장식하거나 변형한 선율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

태를 뜻하며,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를 설명하

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전인평의 「한국미술 미학에 비추어 본 한국음악의 미」를 살펴보면, 

전통 한국음악의 개괄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148 국악은 구전을 기

본으로 하며, 마당놀이를 바탕으로 참여가 필수요소다. 국악에서 작곡이

라는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즉흥성’은 국악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악은 연주자가 곧 작곡가이다. 그래서 즉흥성이 생기고, 즉흥성이 허

용되는 음악이다. 국악은 흔히 ‘숲을 본다’는 표현을 한다. 큰 흐름을 유

지한다면, 세세한 음은 조금 틀려도 인정하는데, 한갑득의 거문고산조는 

조율도 안된 악기로 즉흥성을 살려서 연주했다는 일화도 있다. 감상자 

보다는 연주자 위주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흥성은 국악에 이

음성의 특징을 주었다. 특히 전통 시나위 같은 곡은 장단만 정하고 바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창작국악을 작곡할 때 작곡가들이 멜로디만 

작곡해서 국악 연주자에게 던져주기도 한다. 곡 전체 길이, 선율흐름 등

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연주자가 꾸밈음 붙이면서 이음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국악의 이음성은 기악 합주곡에서 주로 드러나는 특징이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본인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쓰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헤테로포니는 ‘동시 진행하는 주선율의 변형들 (simultaneous variation 
                                            
148 전인평, 「한국미술 미학에 비추어 본 한국음악의 미」, 『이화음악논집』, 

vol. 10-2 (2006), pp. 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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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ne melody)’을 뜻하는 구체적인 음악용어이지만, 이를 번역한 ‘이음

성’은 좀더 넓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이음성은 동시 진행하는 한 주선율의 변형들이 합주할 때 만들어내

는 ‘다원적인 조화로움’을 뜻한다. 다원적인 조화의 정신은 공자의 ‘화이

부동(和而不同)’ 에서도 보인다.149 서로 화합은 할 수 있지만 똑같아 지

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소신(所信)을 지키는 군자의 태도를 이름이다. 

군자가 추구하는 ‘화(和)’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소인이 

바라는 ‘동(同)’은 서로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남의 의견

을 존중해서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지키는 화이부동의 자세는 21세

기 다원주의 시대에도 꼭 필요한 가치이다. 변형된 주선율이 함께 합주

도 가능하고 따로 독주도 가능한 국악의 이음성은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

하는 음악이다. 

이음성을 가지는 기악곡은 협화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각 선율

들은 합주도 가능하고 독주도 가능하다. 반면에 폴리포니와 호모포니는 

대위법과 화성악을 통해 생긴 화음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다. 때문에 각 

성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중 한 선율만 따로 독자적으로 

연주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헤테로포니는 각 선율이 주선율의 변형의 형

태로, 각기 독립적으로 연주가 가능하다. 모든 성부가 주선율을 내포하

고 있는 헤테로포니의 음악은 합주를 통해서도 완성된 음악을 만들고, 

독주형태에서도 독립적으로 각 악기의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변형

된 주선율이 함께 합주도 가능하고 따로 독주도 가능한 국악의 이음성은 

다원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음악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따로 또 함께’
인 것이다. 이음성에는 주류와 부류의 구분이 없다. 각 파트가 모두 주

선율을 변형시켜 연주하고 있어, 따로 연주해도 완성된 음악이고, 함께 

연주해도 그 또한 완성된 음악이 이음성이다. 이러한 특징이 본인이 헤

테로포니에 관심을 가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다시점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이음성의 태도는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에도 적용된다. 

사회 속에도 명백한 주류가 따로 있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부수적인 집

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선율을 

연주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이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원적인 조화를 

이룬 이음성을 가지는 사회에서 개인 각각의 개별성이 존중을 받았으면 

                                            
149 공자(孔子), 『논어(論語)』 자로(子路): ‘군자는 화이부동(和而不同)하고 소

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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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삶을 이루는 하루

는 독립적으로도 중요하고, 하루가 연결된 삶은 이음성의 다원적인 조화

를 이루길 바란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이음성에 대한 이해가 본인 작품

의 전반에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헤테로포니에 관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

였다. 헤테로포니를 시각적으로 조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 음악의 ‘주선율’을 나타낼 소재를 무엇으로 할지, 그것의 변형들

을 어떻게 조화롭게 중첩해 표현할까 하는 고민이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Heterophony≫ 연작은 

<Heterophony>(작 23)에서 시작해서, <Silent Cry>(작 24)를 거쳐 

<Heterophonic Echoes>(작 25)으로 이어지는데, 국악 기악합주곡의 

특징인 ‘헤테로포니’에 대한 깊은 연구과정이 담겨있다. 이 연작은 국악

의 선율구조에 대해 집중해서 연구하여, 국악의 개괄적인 특징과 그 속

에서 찾은 삶의 이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대상을 자세히 연구하고 한 화면에 보여주는 중첩식 다시점의 

배치를 활용하기에 좋은 과제였다. 작품들 중에는 평면회화가 아님에도 

중첩식이라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발점인 ‘Heterophony’이 추구하

는 다원적인 조화에 있다. 

 

    
[작품 24] <Variation 2>, 2010, Mixed media on wooden frame, 50×50cm 

[작품 25] <Stream>, 2010, Mixed media on wooden frame, 122×28cm 

[작품 26] <Boundary>, 2010, Mixed media on steel frame, diameter 38cm 

circle 

 

<Variation 2>(작 24), <Stream>(작 25), <Boundary>(작 2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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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주선율을 ‘실’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작품들이다. ‘실’이라

는 직선은 방향성을 가지고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율(melody)’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실에 다양하게 매달린 장식

들을 마치 꾸밈음처럼 달아서 ‘선율의 변형’을 나타내고자 했다. 

여러 시도 끝에 ‘가로선’이 선율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는 것과 여

러 선이 함께 겹치면서 나타나는 조화로움이 ‘이음성’과 비슷하다고 생

각했다. 수평적으로 팽팽하게 설치된 ‘가로선’이 악보상의 선율을 보여준

다면, 수직적으로 중력에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세로선’은 그 선율의 느

낌을 대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위에서 아래로 설치된 실은 수직

적이고 독립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했고, 가로로 설치된 실은 수평적이고 

대등하며 연결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느꼈다.  

 

  
 

 
[작품 27] <Heterophony>, 2010, Installation with video projection, (Install 

in the project space A119 a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Heterophony>(작 27)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국악의 이음성을 시

각화하는 시도의 첫 작품이었다. 설치미술인 이 작품은 수평 방향으로 

여러 실을 설치하고, 그 실에 장식을 달고, 중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

디오 작품을 프로젝터로 상영해서 그림자 효과를 노렸다. 즉, 헤테로포

니의 ‘같은 원선율’은 동일한 소재인 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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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선율’은 실에 매달린 다양한 장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실

들이 함께 겹쳐져서 모아있음으로 ‘헤테로포니’적인 음율이 흐르고 있음

을 표현하였다.  

작품 <Heterophony>는 사진상으로 보면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하

지만, 명주실과 장식물을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다각도에서 보이는 중첩

의 효과를 노렸다.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설치함으로 다양한 각도에

서 보아도 겹쳐진 이미지가 비슷하게 보였다. 그러나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다시점의 그림 속에서 관객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법과 동일한데, 

실제공간 속에서 보다 자유로운 신체와 눈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설치미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28] <무언의 외침(Silent Cry)> 설치 장면, 2010, 악기 명주실 설치작업

과 행위예술(전시기간 내 매일), 480×360×높이360cm 공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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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1] <무언의 외침(Silent Cry)> 퍼포먼스 장면, 2010, 악기 명주실 설

치작업과 행위예술(전시기간 내 매일), 480×360×높이360cm 공간에 설치 

 

작품 <Heterophony>을 더 발전시켜 <Silent Cry>(작 28)라는 제

목으로 석사 졸업작품을 하였다. 앞서 작품에서처럼 단순히 실을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악기를 소재삼아 작업할 때 연구했던 ‘팔음’의 하나

인 ‘사(絲)’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해보는 것을 시도해보았다. 앞서 설명

했듯이, 본인은 팔음 중에서도 특히 국악 현악기의 한국적인 소리를 만

들어내는 ‘명주실’에 흥미를 느꼈다. 명주실(絲)은 전통적인 8재료 중 

하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악 현악기의 따뜻한 소리

를 전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명주실 자체로도 한국음악

을 상징할 수 있고, 길게 늘어뜨린 굵은 실에 다양하게 매달린 명주실 

묶음을 마치 꾸밈음처럼 ‘선율의 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제목 속에 쓰인 영어단어 ‘crying’는 ‘울다(weeping)’와 ‘외치다

(shouting)’의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의 행위들 

모두 공통적으로 감취진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낼 때 쓰인다. 사람들은 

울거나 소리 지르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이를 

표출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천장에서 곧게 늘어뜨린 명주

실은 런던의 흔한 날씨이자 우울한 기분의 상징인 비 오는 날을 형상화

하기도 한다.  

향수병이란 현재의 공간이 아닌 과거의 익숙한 공간에 있길 원하는 

욕망이다. 사람들 심지어 물건들도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향수병을 앓는다고 한다. 이 작품은 본인이 영국유학 당시 느낀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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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음과 그리움에서 출발했다. 작품의 명주실은 음악을 상징하는 동시에, 

꼬인 실들을 풀어 따로따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영국으로 보내주신 부

모님의 손길과 배려,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매체이기도 했다. 

그리움을 느낀다는 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자 하는 욕망이다. 설

치작품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의 악기연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

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음악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잊어버린 옛 추억

을 떠올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마침내는 현재 찰나의 시간을 영원

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안과 밖, 두 가지 공간을 이어줄 수 있다면 이런 낯선 공간에서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지고 행위예술을 하였다. 

열린 창문으로 보이는 야외공간의 자동차와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행위에 

반응하여 해금의 활을 켰다. 실제 존재하는 곳은 ‘안’이지만, ‘밖’을 동경

하고 모방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욕망과 시간을 붙잡고자 하는 욕망도 완화해주고 치료

해주길 소망했다. 그래서 전시기간 중 매일 같은 시간에 악기연주의 행

위예술이 행해졌다. 연주가 없는 시간에는 녹음된 연주파일이 재생되어

서 과거 이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암시하였다.  

 

   
[작품 29] <헤테로포닉 메아리 (Heterophonic Echoes)> 설치 장면과 부분 확

대 장면, 2011, 악기 명주실 및 혼합재료, 260×260×높이310cm 공간에 설치 

 

<헤테로포닉 메아리 (Heterophonic Echoes)>(작 29)는 명주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물리적 특징에 집중한 작업이다. 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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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소재없이 100% 명주실만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패

턴으로 꼬아진 명주실을 두 묶음으로 하여 서로 겹치도록 설치하였다. 

같은 명주실이라는 물성은 같은 멜로디를 뜻하고, 서로 다른 패턴을 가

진 명주실 묶음은 멜로디의 변형들을 뜻한다. 수공으로 만들어낸 직물들

은 같은 무늬라 할지라도 손의 긴장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

에 손으로 직업 꼬은 명주실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국악기의 원재료인 팔음 중에 사(絲)를 본인의 설치작품의 재료로 

쓰면서, 다시점으로 조형화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명주실을 통한 설치로 

본인이 연구하던 국악 기악합주곡의 특징인 헤테로포니를 조형화할 수 

있었다. 이는 본인에게 국악의 보다 본질적인 이해와 더불어 국악을 통

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다양한 하루하루가 모아진 우리의 ‘삶’을 하나의 곡으로 간주한다면 

일상의 삶도 헤테로포닉한 음악이 아닐까 생각본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듯 보이는 일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로 매일 일률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헤테로포니적인 특성을 가진다. 마주보는 두 묶음의 실들

은 일상의 반복을 나타내기에 <헤테로포닉 메아리>라고 제목 붙였다.  

 

 

 
[도판 31] 파울 클레, <다성악적으로 끼워진 흰색>, 1930, 종이에 수채와 먹, 

33.3×24.5cm, 베른, 파울 클레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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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2] 파울 클레, <파르나소스산을 향하여(Ad Parassum)>, 1932, 캔버스

에 유채, 100×126cm, 베른, 파울 클레 미술관 

 

본인이 국악의 이음성을 ‘다원적 조화’를 추구했다면, 파울 클레는 

음악의 ‘폴리포니(Polyphony)’라는 구조를 이용한 회화의 다차원성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클레는 회화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많은 

시도를 거쳐, 1930년대 다성악적 화음의 복합성을 표현하는 15점의 작

품을 제작하였다.150 이러한 의도는 <다성악적으로 끼워진 흰색>(도 31), 

다성적인 그림 연작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파르나소스산을 향하여 (Ad 

Parassum)>(도 32)이다. 이 제목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요한 요샙 폭스

(Johann Joseph Fux)의 <파르나소스산으로의 사다리(Gradus ad 

Parnassum)>라는 대위법 개론의 숨겨진 인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음성을 조형화하고자 하는 본인의 시도는 설치 공간 작업을 넘어

서 회화작업으로 이어졌다. 

 

                                            
150 강영주, 앞의 논문, pp.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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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 <Home(집)>, 2011,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작품 31] <House(집)>, 2011,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작품 32] <Root(집)>, 2011,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작품 33] <Shelter(집)>, 2011,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Heterophony’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회화작품으로 표현한 것

이 <Home>(작 30), <House>(작 31), <Root>(작 32), <Sehlter>(작 

33) 작품들이다. 영어로 ‘집’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작품

제목의 ‘Home, House, Shelter, Root’는 모두 ‘집’을 뜻할 수 있는데 조

금씩 내포된 의미가 다르다. 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집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공간을 활용한 설치작업으로 표현했던 이음성을 회화로 영역을 넓히

면서, 다시점의 중첩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초기에 작업하

던 악기와 연주자에 대한 생각과 ‘이음성’이라는 국악 선율구조의 특징

을 모두 조화롭게 표현하기에 회화화면이 더욱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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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시율음악도(示律音樂圖): 이현(二絃)>, 2013, 목태(木胎)에 옻칠 관

채(款彩)기법, 150×50cm 

[작품 35] <시율음악도 (示律音樂圖): 삼현(三絃)>, 2013, 목태(木胎)에 옻칠 관

채(款彩)기법, 150×50cm 

 

<시율음악도(示律音樂圖): 이현(二絃)>(작 34)와 <시율음악도 (示

律音樂圖): 삼현(三絃)>(작 35)은 악기의 명주실, 연주자들의 형상, 이

음성에 대한 고민이 모두 종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명주실은 

국악의 현악기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꼬여있는 명주

실을 두 묶음 그린 것이 <시율음악도: 이현>이고, 세 묶음은 <시율음악

도: 삼현>이다. 명주실은 이음성을 가진 국악의 주선율을 상징하고, 꼬

여있는 모양새는 그 선율의 변형을 의미한다. 이들이 함께 화면에서 움

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음성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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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금빛 음률>, 2010, 목태(木胎)에 옻칠, 157×24cm 

[작품 37] <은빛 음률>, 2010, 목태(木胎)에 옻칠, 160×22cm 

 

작품 <금빛 음률>(작 36)과 <은빛 음률>(작 37)은 명주실이라는 

같은 소재를 그리고 있지만, 다르게 보이도록 옻칠의 재료기법을 달리 

사용했다. <금빛 음률>은 투명옻칠에 은분을 섞어서 붓으로 실을 그렸으

며, <은빛 음률>은 투명옻칠로 선을 긋고 은분을 뿌려서 제작하였다.  

국악의 기악 합주곡은 이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국

악의 기악 합주곡이 가지는 이음성적인 특징들을 설치작품에서 시작해서 

회화작품까지 다양한 장르로 표현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3. 나열식 구성으로 조형화한 국악 
 

 

음악은 시간예술이지만,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음악은 연주를 위한 공간인 무대가 필요하고, 연주자의 몸짓이나 의상 

등은 모두 공간예술인 미술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예술이다.  

음악은 시간예술로 회화는 공간예술로 분류한다. 음악은 시간에 따

른 음의 높낮이의 변화를 여러 형식을 통해 제작하는 것으로 음악을 듣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질서를 요구한다. 나열식 경영위치를 통

해 화면을 구성한 본인 작품들은 대부분 한 화면에 음악과 같이 시간의 

질서를 담아내기 위한 작품들이다.  

나열식(羅列式) 구성은 관찰한 관찰결과를 감상자가 한 방향으로 걸

음걸음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관찰 ∙ 표현 

∙ 감상에서 걸음걸음 보는 ‘보보이 (步步移)’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열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배치된 나열식 그림은 짧게 

한 눈에 담기 보다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적

합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동시점’이라 불리면서, 화면에 시간의 질

서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림 속에서 나열식 구성을 이용해 공간을 이동하면, 시간성을 포함

하게 된다. 그래서 화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소재와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시간예술인 음악은 이러한 나열식 화면에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음악은 시간에 따른 음의 높낮이의 변화를 여러 형식을 통해 제작하는 



 116 

것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질서를 요구한다. 나열

식 구성을 통해 화면을 구성한 본인 작품들은 대부분 한 화면에 음악과 

같이 시간의 질서를 담아내기 위한 작품들이다. 본인의 작품들에서 보이

는 나열식 구성을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1) 국악의 상징성 나열식 구성 
 

 

한정된 네모난 화면 안에서 끝나는 공간이 아닌 무한하게 이어지는 

것이 더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현실과 비슷한 연속된 공간이지만 

내용은 그림에서만 그릴 수 있는 상상의 공간, 비현실적인 내용을 그리

고자 했다. 그림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실의 재현은 이미 사진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현대미술 상황에서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림만

이 그릴 수 있는 화면을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지

는 다시점의 나열식 전경형 구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품 38]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 2008, 한지에 수묵채색, 8폭 병

풍, 총 180×520cm 

 

 
[작품 38-1]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 전시설치 장면 



 117 

 
[작품 38-2]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의 아이디어 스케치 

 

초기 작품 중 8음과 국악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집약

적으로 모인 작품이 학사 졸업작품인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

다>(작 38)은 대표적인 나열식 구성을 사용한 작품이다. <너는 바위같

고 구름같으며 물같다>는 국악에 사용하는 악기를 십장생(十長生)으로 

상징하여 산수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많은 고민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한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 나열식 다시점의 방법을 취했으며, 끊임없이 이어

지는(無盡) 화면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사졸업작인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은 원형으로 이어

지는 10폭의 병풍이다. 나열식 전경형 구성으로 전통 산수화에 가까운 

작품인데, 공간의 나열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된 공간을 창출하

는 것이 목표였다. 연속된 공간을 위한 병풍의 첫 장과 마지막장은 서로 

연결이 되게끔 그렸다. 즉 제1폭을 그릴때는 왼쪽에 제2폭, 오른쪽에 제

10폭을 함께 두고 연결되도록 구도를 짰다. 원형 병풍으로 전시설치를 

하였는데, 보통의 병풍처럼 전시해도 여전히 화면이 유지되는 살아있는 

공간을 그리고 싶었다.  

제목에서 '너'는 한국악기를 말한다. '바위'는 거문고 소리와 같다 생

각했다. 거문고는 ‘술대’라는 막대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 거문고의 표면

을 강하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데, 그 단단함과 거친 소리가 바위산의 이

미지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가야금의 소리는 '나무'와 같다 생각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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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은 마치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 밑을 무대

삼아 연주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부드러운 가지

와 잎이 하늘 높이 뻗어 나가는 나무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

을 느꼈다. 그리고 해금의 소리는 '물'에 비유하였다. 해금은 가장 유동

적이고 자유자재로 변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

이 달라지고, 온도에 따라 성질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물의 모습이 해금과 닮았다. 

그림에는 인두조신(人頭鳥身)의 형상을 한 상상의 새가 나온다. 이

는 가릉빈가(迦陵頻伽)라는 상상의 새로, 극락에 깃든다 하여 극락조(極

樂鳥)라고도 한다. 자태가 아름답고 소리가 묘하여 묘음조(妙音鳥), 호

음조(好音鳥)라고도 불린다. 머리와 팔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체

에는 비늘이 있으며, 머리에는 새의 깃털이 달린 관을 쓰고 악기를 연주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고구려의 덕흥리고분과 안악1호분 등에 이와 

유사한 그림이 보이며, 통일신라시대의 경주 월성지, 황룡사지, 창림사지 

등에서 발견된 와당(瓦當)과 승탑(僧塔), 석탑 등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 

회화에서는 고려시대 관경변상도(觀境變相圖)의 극락지(極樂池)에 표현

된 인두조신의 가릉빈가 및 조선 후기의 극락구품도(極樂九品圖)에 묘사

된 가릉빈가가 대표적이다. 151 이런 가릉빈가를 그림에 그린 이유는 음

악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동물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국악을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나열식 구성방식을 통해 하나의 

긴 화면을 이루는 것이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인 것

이다. 

                                            
151 이성미, 김정희 공저, 『한국회화사용어집』, 다할미디어, p. 9; 안희숙, 「한

국 관경변상도의 공명조 연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강좌 미술사 45권0

호 (2015),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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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 <지저귀다>, 2008, 한지에 수묵 석채, 50×50cm 

 

 
[작품 39-1] 작품 <지저귀다>의 아이디어 스케치 

 

작품 <지저귀다>(작 39)은 음악을 상징하는 가릉빈가의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화려한 해바라기

꽃으로 상징하였다. 

구체적인 악기나 악사의 모습이 아닌 비유적인 상징으로서의 음악을 

그리고 싶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음악의 상징으로 쓰인 이미지가 무엇

일까 연구하고, 더불어 본인이 관심을 가진 한국음악의 악기들이 어떤 

상징물로 대체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각 악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비유적인 상징인 자연물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이 작품 <지저귀다>(작 39)와 <금빛 모래>(작 40)이다. 구성방식은 

나열식은 아니고, 오히려 중첩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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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0] <금빛모래>, 2008, 흙벽화, 70×70cm 마름모 

 

   
[작품 40-1] 작품 <금빛모래>의 부분 설치장면  

 

작품 <금빛모래>(작 40)은 작품 <화려하다>(작 2)와 마찬가지로 

분할된 화면에 국악기와 자연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야금과 거문고

의 악기소리를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하고, 비유적인 상징인 자연물로 표

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그림에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외적인 모습이 어느정도 나타나면서 다

른 이미지들이 섞여 있다. 거문고는 단단한 석산(石山)에, 유려한 가야

금은 나무(木)의 모습에 각각 비유하였다. 나누어진 4개의 화면 중에 각 

2개의 화면에 악기의 전체모습과 부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멀리서

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관찰하는 다시점의 관찰방법을 자연스럽게 적용한 

것이다. 각 장면들은 따로 보아도 하나의 완성작이고 함께 있어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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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작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국악은 자연의 소리이고, 식물의 소리라고 하며, 8가지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얻은 천연재료들이다. 그러니 국악의 소리 또한 자연으로 상징

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국악의 자연 

친화적이고 생동하는 기운은 산수화의 태도와 연결된다. 동양 산수화에

서 그려진 자연 또한 그냥 자연이 아니라 동양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가

진 관념의 상징물이었다.  

동양화의 소재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식물인 매난국죽(梅蘭菊竹)은 ‘군자(君

子)’의 성품을 상징하는 ‘사군자(四君子)’로 오랜시간 그려져 왔다. 더불

어 조선시대 궁중 장식화는 온통 상서로운 의미인 길상(吉祥)로 가득하

다. 오봉도, 모란도, 십장생도, 화조도, 관분양행락도, 요지연도, 한궁도, 

책가도, 백동자도, 서병 등 궁중에서 사용하던 채색 장식화들이 그 예이

다. 이러한 궁중 장식화는 민화의 초석이 되어 그 상징성을 더욱 굳혀갔

다.152 

본인 작품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들도 이러한 동양화의 상징성을 활

용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상징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석을 덧붙인 

새로운 상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국악이 있는 일상의 나열식 구성 
 

 

본인은 국악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

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음악을 그리고자 악기를 정물로 그리기 시작했으

나, 정물일 뿐 음악과 소리는 담을 수 없었기에 더 나아갔다. 국악을 주

제로 꾸준히 작업하였으나, 현대미술의 ‘사운드아트(Sound Art)’처럼 음

악을 직접 다루는 것은 본인의 작업 목표가 아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음악에서 느끼는 감상과 음악을 통해 얻는 감흥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

고 특히 국악의 구조와 국악의 생성과정 등을 연구하면서, 본인이 말하

고자 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함을 깨달았다. 국악의 이음성에서 느껴지는 

다원적인 조화로움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

를 깨닫게 해주었다. 독립적인 개인이 개성을 존중받고 본인의 개체성을 

                                            
152 박정혜 ∙ 황정연 ∙ 강민기 ∙ 윤진영 지음, 『조선 궁궐의 그림』 (서울: 돌베

개, 2014), pp. 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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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음성의 특징을 보다 음유적으

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국악이 연주되거나, 국악을 상징하는 이

미지들이 있는 일상생활 풍경을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으로 그리기 시작

하였다.  

음악을 그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통적

으로 회화에 음악이 표현되는 경우는 주로 연회 장면이나 음악연주가 포

함된 각종 행사의 기록화(記錄畵)나 풍속화(風俗畵)가 있다. 우리 민족

의 삶에 늘 가무(歌舞)가 함께 했던 만큼 조선시대 세정(世情)과 풍습을 

그린 당대의 풍속화는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여러 계층의 음악, 무용, 연회의 장면을 한 눈에 보여주는 풍속화

는 음악연구에 아주 귀한 자료이다.153 ‘풍속화’는 좁은 의미로 조선후기 

서민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을 지칭하지만, 왕공 사대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의

미에서 궁중연향적 성격의 연회도인 궁중행사도(宮中行事圖)는 기록에 

의존하여 행사가 치러진 당시의 인물들과 정황을 그린 것이라는 측면에

서는 궁중풍속화(宮中風俗畵)로도 분류되며, 역사를 이끌어간 지배층의 

행적을 기록한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역사화(歷史畵)라는 장르에서 폭넓

게 다루어지기도 한다.154 풍속화는 종래에는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서

민들의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을 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왕공 사대부

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

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문화를 

갖고 있는 조선왕조의 다양한 기록화는 모두 풍속화의 한 분야로서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155 

연회절차 및 무용과 음악연주 장면이 기념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음악과 미술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연회도’는 오래 전부터의 본

인의 관심사였다. 이는 ‘음악과 소리’를 주제 삼았던 예전 작품들과도 깊

은 연관성이 있다.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중에서도 진연(進宴), 진찬(進

饌), 진하(陳賀) 등의 궁중예연(宮中禮宴)에 속하는 연회도를 참고하여 

《조율연회도(眺律宴會圖)》연작이 창작되었다. 이는 음악과 미술의 통

섭을 표면적인 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기

도 하다. 그리고 음악의 종합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시

작한 시기의 작품이다. 

                                            
153 국립국악원 ∙ 서인화 ∙ 진준현 편저, 앞의 책, pp. 237-240. 
154 박정혜, 앞의 책 (2000), pp. 9-11. 
155 국립국악원 ∙ 서인화 ∙ 진준현 편저, 앞의 책,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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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화적 기량이 우수하게 보이는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 

조선 헌종 14년, 1848년)>(도22)을 주요 참고작으로 삼았고, 그 중 

3,4첩의 내진찬(內進饌)과 5,6첩의 야진찬(夜進饌)을 재해석하였다. <무

신진찬도병>은 대학 4학년 시절에 전주국립박물관을 방문해 직접 사생

(寫生)하고 졸업작품에 부분적으로 반영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연구했

던 작품이다. 조선 화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화원(궁중화가)의 작품인 

‘진찬도병’의 연구는 한국회화의 미의식과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조선시대 화원들의 다양한 필묵기법, 채색기법 

등의 전통 재료 기법을 연마함과 동시에 조선시대 궁궐내부에서 행했던 

공적인 활동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궁중

연회도를 중심으로 기록화적 요소를 갖춘 그림들은 회화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본다.  

 

[도표 10] 개인전 《조율연회도》에서 사용한 나열식 구성 

개인전 《조율연회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하고 전시한 것이 《조율연회도(眺律宴

會圖)》이다. 이는 본인의 첫 개인전시회 제목으로 조선시대 궁중연회도

의 재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가 되었던 조선시대 진찬의궤는 공식적

인 국가 행사인 궁중연회를 기록한 그림들이지만, 동시에 개인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궁중연회도’의 새로운 해석과 창작의 가

능성을 보았다.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음악이기에 전체

적으로 운율적인 흐름을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작품제목의 ‘조율(眺律)’
은 ‘세상의 음율(音律)을 바라보다’는 의미이며, ‘악기의 음(音)을 표준

음에 맞추어 고르는 것’이라는 표준어 ‘조율(調律)’의 뜻과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조율연회도》연작(連作)은 본인이 바라보는 (眺; observe) 세상

의 음율(律; rhythm)을 노래한 그림이다. 기억이 경험들의 단순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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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추억은 경험들이 만들어낸 감동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기억이라

도 내가 어떻게 추억하느냐에 따라 한바탕의 연회(宴會; banquet)일 수

도 아닐 수도 있다고 느껴서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일 수 

있는 추억들을 모아 ‘조율연회도’ 연작을 그렸다. 조각난 기억들의 집합

이라는 점에서 세밀하고 서사적인 느낌의 회화구상방식을 취했다. 기억

의 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이 한 화면에 사용되었으며, 전

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림의 중심이 되고 있어 나열식 경영위치가 사용되

고 있다.  

개인전 《조율연회도》는 ‘기억과 추억은 좋게 남는다’를 보여주기 

위해 힘들고 외로웠던 본인의 영국 유학시기의 경험을 모티브(motive)

로 다루고 있다. 개인의 기억을 재조합하여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

해 나열식 경영위치가 활용된 작품으로, 특히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그림에는 중첩형 

구도가 반영되었다.  

 

 
[작품 41] <조율런던연회도병(眺律London宴會圖屛): 시율(示律)24-26년>, 

2012, 한지에 수묵채색, 각 180×65cm씩 10폭 (우(右)에서 좌(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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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1] <조율런던연회도병> 설치 전경, 2012 개인전 《조율연회도(眺律

宴會圖)》,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개인전에는 10폭 병풍 <조율런던연회도병>(작 41)을 중심으로 그 

안의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다른 작품들로 이어진다. 병풍 형식으로 표

구하여 10폭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나열식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다시점의 나열식 구성은 <조율연회도병 (眺律London宴會圖屛)>(작

36)에 가장 잘 드러난다. 이는 《조율연회도》 연작의 하나이자 대표작

품으로 10폭의 병풍형식으로 표구한 작품이다. 본인의 런던유학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서술형으로 묶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의 방향으로 

시간 순차적으로 나열한 작품이다. 이는 학사졸업전 때부터 관심 갖았던 

<무신진찬도병>의 구도형식과 장소적 소재를 차용한 것이다.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작품은 런던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지낸 

동네인 윔블던(Wimbledon)의 거리 풍경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 장면은 

영국에서 맞이한 첫 생일을 학교친구들이 다같이 축하해주는 아주 즐거

운 순간이다. 그리고 본인이 학생대표 (student’s representative)로서 

학교 동료들과 마련한 런던 펍(pub)에서의 친목도모의 행사, 배터시 공

원 (Bettetter Park)에서의 소풍, 첼시 살롱(Chelsea Salon) 전시와 뒷

풀이 장면이 이어진다. 6, 7폭은 두 번째 구한 집인 사설 기숙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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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학교 친구들과도 동물원 (London Zoo), 빅벤(Big Ben) 앞에서의 신

년맞이 행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다. 본인이 마지막까지 시간

을 보냈던 작은 방의 모습과 가장 즐거웠던 주말저녁 파티를 다음으로, 

마지막에 한국으로 귀국한 모습이 담긴 병풍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

두 간략한 수묵의 필치로 그려졌으며, 인물들은 춤추는 것처럼 또는 음

표처럼 그림 위에서 연주되고 있다.  

각 폭의 아래에는 문이, 위에는 통명전의 모습이 간략하게 드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아래쪽 문에

서 시작하는 시선이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유도하며, 전체적

인 조화와 통일감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를 연결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며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각 폭마다 독립적으로 완결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다시점으로 관찰된 영국 유학 시기의 생활모습이 다원적인 

조화를 이루며 병풍으로 제작된 것이다. 

개인전 《조율연회도》 작품의 중심 공간이 되는 궁궐 전각은 창경

궁의 ‘통명전’이다. 통명전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전각으로, 왕의 생활공

간과 침실인 정침(正寢)이자 연회장소로도 쓰였던 내전이다. 창경궁 궐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통명전은 조선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함

께한 중요한 공간이다. 156  통명전은 1985년 보물 제81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궁전으로, 1834년 순조시절에 중건되

어 150년이 넘은 건물이다.157  

통명전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본인이 집중한 것은 연회장소로서의 

공간이다. 창경궁 통명전은 <무신진찬도병>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조선 

후기 궁중연향의 중요한 장소로 쓰였다. 이 장소는 현재에도 외부 마당

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객들의 내부관람도 가능하도

록 관리되고 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연회의 공간이 되고 있는 통명전

은 본인 작품에 어울리는 공간이라 판단되어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끊

어진 전통이 아닌 현대에서 이어지는 전통은 본인의 관심대상이자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장소, 나라, 건물 등은 모두 공간이지만, 오래도록 한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래된 전통의 가치를 가

지는 장소에서 펼쳐지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추억들은 이음성 음악에서 

주선율의 변형들을 상징한다. 같은 장소에서 보낸 한 사람의 여러 가지 

                                            
156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파주: 도서출판 청년사, 2007), pp. 229-230. 
157 송용진, 『쏭내관의 재미있는 궁궐기행』 (서울: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2006),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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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조화로움이다. 이음성을 가

진 다원적인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이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자세에 

관한 것으로, 사람마다 생활방식과 환경이 다름으로 각자의 함께 사는 

방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조율연회도의 계기가 되어준 무신진찬도병의 통명전은 연회

의 비유이자 상징적인 존재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회

와 파티의 무대가 되어주는 공간이다. 이 무대 앞에서 본인의 상상의 연

회를 펼치고 있다.  

 

   
[작품 42] <조율석식연회도(眺律夕食宴會圖): 시율(示律)24년>, 2012,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작품 43] <조율조식연회도(眺律朝食 宴會圖): 시율(示律)25년>, 2012,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조율런던연회도병>(작 41)의 내용 중 일부를 더 자세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조율석식연회도>(작 42)와 <조율조식연회도>(작 43)이다. 

참고작인 <무신진찬도병>(도 18)의 ‘통명전내진찬도’과 ‘통명전야진찬

도’처럼 이 작품 2개는 서로 이어지고 있다. 오른쪽은 낮의 장면이고, 

왼쪽은 밤의 장면인 것은 통명전 전각에 달려있는 등(燈)과 장면 중간중

간에 놓여있는 촛대의 모습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유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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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가족처럼 지내던 기숙사 친구들과 매주 주말마다 디너파티(dinner 

party)를 하였고, 떠나는 아침에는 내가 좋아하던 블루베리로 팬케이트 

파티를 열어준 기억이 있다.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은 아닌, 여러 날에 걸

쳐 쌓인 기억들을 한 화면에 서로 어우리도록 풀어내었다.  

병풍형식의 <조율런던연회도병>은 나열식 배치를 통해 여러 이야기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성에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화면은 중첩식은 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야기가 혼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44] <조율추모연회도(眺律追慕宴會圖): 시율(示律)26년>, 2012,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작품 45] <조율커피연회도(眺律Coffee宴會圖): 시율(示律)26년>, 2012, 한지에 

수묵채색, 180×65cm 

[작품 46] <커피연회도>, 2012, 화선지에 수묵채색, 44×35cm 

 

<조율런던연회도병>(작 41)을 그리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음악이 흐

르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조율추모연회도: 시율26년>(작 44)는 만남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를 회상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술을 아주 좋아하셨던 영문과 교수

님의 장례식을 방문한 후에 그린 추모그림이다. 장례식장의 줄지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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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하얀 국화 화환을 통해 전시장에 있던 화려한 화환을 떠올렸으며, 나

의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러 오셨던 교수님 모습을 회상하였다. 이러한 

기억들을 재조합하여 한 화면에 조화롭게 담았다. 

<조율커피연회도: 시율 26년>(작 45)와 <커피연회도>(작 46)는 커

피에 대한 현대 풍속화라고 할 수 있다. 탁자 오른쪽 아래편에 앉아 있

는 커플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커피 마시는 장면이다. 여러 명이 바닥에 

앉아 편안하게 마시는 모습으로 외부 카페가 아닌 집 거실임을 보여준다. 

커플 중 왼편의 여자가 뻣뻣한 자세로 긴장한 남자친구의 손을 살짝 잡

아주고 있다. 탁자 왼편에 양 팔을 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인물은 

커플 중 여자의 아버지로, 처음 만나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없는 척

하면서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다. 그 오른편에 딸의 어머니는 찻자리를 

주도하며 커피잔을 들고 있다다. 탁자 오른편에 편하게 커피를 즐기는 

남동생과 초대받아 온 사촌언니 가족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새롭

게 가족이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 

 

  
[작품 47] <코카콜라주연회도(Coca-Cola晝宴會圖): 파트너쉽(Partnership) 5년

>, 2012, 한지에 수묵채색,125×85cm 

[작품 48] <코카콜라야연회도(Coca-Cola夜宴會圖): 파트너쉽(Partnership) 5년

>, 한지에 수묵채색, 2012, 125×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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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9] <코카콜라 성화봉송도 (Coca-Cola 聖火奉送圖)>, 2017, 한지에 수

묵채색, 53×45.5cm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를 나눌 때, 음료 및 음식이 매개체가 되어 주

기도 한다. <코카콜라주연회도>(작 47), <코카콜라야연회도>(작 48), <

코카콜라 성화봉송도>(작 49)은 ‘코카-콜라(Coca-cola)’라는 음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음악적인 리듬감으로 풀어낸 풍속화이다. 각

각의 화면은 중첩식과 용맥형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 작품이 함께 있

을때는 나열식 구성을 가지고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 47]과 [작품 48]은 같은 소재의 이야기를 낮과 밤으로 

풀어내 긴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낮의 장면인 ‘주(晝)연회도’는 올

림픽 공식 후원사인 콜라와 그에 어울리는 스포츠를 중심소재로 삼고 있

다. 당시 올림픽에서 가장 화재였던 우사인 볼트(Usain St. Leo Bolt)의 

육상경기장면도 포함되어 있다. ‘야(夜)연회도’는 콜라와 댄스를 주제로, 

당시 광고모델이었던 가수 2PM의 ‘Hands up’을 그려내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인천대교에서 시작한 성화 봉

송장면을 주제로 그린 [작품 49]에는 군중들 사이에 대취타와 사물놀이

를 그려넣어, 국악의 흥취를 더욱 북돋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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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0] <차를 마시는 아름다움 (飮茶美)>, 2018, 한지에 수묵채색, 55×

75cm 

 

<차를 마시는 아름다움 (飮茶美)>(작 49)은 차를 마시는 일상의 모

습을 그림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카페문화가 발달하면서 커피나 차를 마

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일상이 대중화되었다. 차와 함께하는 청년들의 맑

고 즐거운 이야기라는 뜻의 ‘청년청담(靑年淸談)’ 소모임을 통해 정기적

인 찻자리를 체험하였다.158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그렸고, 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통명전 전각의 지붕을 녹색으로 채색하였다. 이

러한 형식은 구체적인 기악 합주곡을 그리는 2017년 ≪연향악채보(宴享

樂彩譜)≫ 연작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 구도로 그릴 수 있는 국악이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은 다양하다. 영국유학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시기의 생활에서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결혼, 탄생, 죽음 등에 관해서 그리기 시작하였

다. 음악은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도록 연주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음악 소리를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58 청년청담(靑年淸談) 소개, 출처: 청년청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tea_green.heart/ (2019년 7월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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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김홍도, <모당 홍이상 평생도(慕堂洪履祥平生圖)> 1-4폭, 조

선시대 1781년, 견본담채, 각 75.1˟39.4cm 총 8폭, 국립중앙박물관 

(덕수5768) 159 

 
[도판 33-1] 김홍도, <모당 홍이상 평생도(慕堂洪履祥平生圖)> 5-8폭 

 

<시율인생도병(示律人生圖屛)>(작 50)은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중 김

홍도의 <모당홍이상평생도(慕堂洪履祥平生圖)>(도 33)를 참고해서 그렸

다. <모당홍이상평생도>는 선조-광해군 때의 문신인 ‘모당 흥이상

(1549-1615)’의 일생을 소재로, 김홍도가 신축년 9월에 그렸다는 관

서가 있는 그림이다. 후대 평생도들이 대개 이 작품의 내용, 구도, 형식

을 따르고 있어 조선시대 평생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160 이러한 구

도와 형식을 차용해서 본인 작품도 나열식 이야기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내용면에서 음악을 매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159 김홍도의 <모당 홍이상 평생도(慕堂洪履祥平生圖)> 도판, 출처: 국립중앙박

물관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442# 

(2019년 5월 18일 검색). 
160 국립국악원 ∙ 서인화 ∙ 진준현 편저, 앞의 책, p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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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1] <시율인생도병 (示律人生圖屛)>, 2016, 한지에 수묵채색, 각 180˟
65cm씩 10폭 

   
[작품 51-1] <시율인생도병 (示律人生圖屛)> 부분의 용맥형 구도  

 

이 작품은 연회에 흐르는 구체적인 연회음악에 대해 연구하던 시기

의 작품이다. 음악을 회화에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하여, 통명전 

지붕에 마치 음악이 위로 퍼져 나가듯이 그렸다. 이 병풍은 전체적으로

는 나열식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폭은 중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

서 그린 2개의 병풍 그림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맥형 구성(작 51-1)을 

활용해서 화면의 자연스러운 운율감을 유도하고 있다.  

음악에서 느낀 것으로 삶을 되돌아보고 생활에서 음악의 이치와 지

혜를 배우고자 한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시율인생도병>(작 

51)이다. 그림 자체가 말하도록 목표하며, 그림을 읽으며 이야기를 이해

하도록 의도하였다. 그림에서 음악의 지혜와 삶의 이치가 느껴지도록 하

고 싶었다. 한 사건이 아닌, 시간 흐름에 따른 여러 사건들을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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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열하고 있다. 주제별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의 혼합하며, 음악을 계

기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속 공간은 소재

이자 주제로, 이야기를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어준다.  

 

  
[작품 52] <시율혼례도(示律婚禮圖)>, 2014, 한지에 수묵채색, 44×35cm  

[작품 53] <시율(示律)웨딩촬영>, 2015, 한지에 수묵채색, 33×33cm 

 

<시율혼례도(示律婚禮圖)>(작 52)와 <시율(示律)웨딩촬영>(작 53)

는 <시율인생도병>을 그리기 위한 선행 작업들로, 결혼식과 웨딩촬영 장

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율혼례도>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장소에 통명전

을 상징하는 전각이 있고, 그 안에는 국악 연주자들이 축하연주를 하고 

있다. 오색(五色)을 상징하는 다섯가지 색이 음악이 흐르고 있음을 암시

한다. 웨딩촬영 장면인 <시율웨딩촬영>에는 구체적인 음악연주 장면은 

없지만, 채색으로 음악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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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 유귀미, <평화의 날>, 2009, 순지 위에 수묵담채, 180×92cm 

 

조선시대 기록화는 다른 현대 미술작가들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다.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행차하는 모습을 담은 8

폭 기록화 <화성능행도>(도 16)를 재해석한 유귀미의 작품 <평화의 날

>(도 34), <안전제일>, <뻐꾸기 둥지를 날아간 새> 등이 있다. 작품 <평

화의 날>은 수능시험의 풍경을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형식을 빌려 풍자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161  

이처럼 궁중기록화는 다양하게 재해석 되고 있으며, 본인의 작품은 

그 중에서도 음악 ∙ 노래 ∙ 무용이 함께하는 어떠한 행사를 중심으로 하

는 음악풍속도에 집중하여 창작하였다. 전통 동양화는 시∙ 서 ∙ 화 (詩書

畵) 일치를 통해, 전통 국악은 악 ∙ 가 ∙ 무(樂歌舞)가 함께하는 연출을 

통해서 모두 종합예술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예술은 모두 

함께해도 완성되고, 각기 독립된 영역을 가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이음성의 뜻이며, 

본인이 작품을 통해 조형화하고자 하는 ‘다원적인 조화’의 가치관이다. 

 

 

3) 기악 합주곡이 가지는 시간성의 나열식 구성 
 

                                            
161 백곤 글, 2009년 12월2일-8일 유귀미 개인전 서문, 관훈갤러리, 출처: 

https://blog.naver.com/paikgon/10081531607 (2018년 1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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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통상적으로 시간예술로 분류하고 있으며, 회화는 공간예술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은 청각적이며, 회화는 시각적이다. 비시각적

인 음악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선 ‘음악’을 관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

였다. 음악은 ‘리듬, 멜로디, 화성’ 3요소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조화롭게 

배열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리듬

은 음악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음이 연속적으로 진행할 때의 시간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멜로디는 가락 또는 선율이라고 불리며 리듬에 

음의 높낮이를 결합하여 생기는 음운동(音運動)의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화성은 주로 근대 서양음악에서 발달한 데 반해서, 멜로디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서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음악현상으로 시대나 민족

에 따라서 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화성은 복수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것으로 주로 서양의 중세, 르네상스시대에서 바로크시

대에 발달하였나 국악에서 나타나진 않는다.  

따라서 음악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선 평면에 멜로디를 시각화 시

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 국악보인 정간보 형

식을 차용했다. 국악의 기보법 중에 현대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간

보(井間譜)’이다.162 이는 조선시대 세종(世宗)이 창안한 동양 최초의 음

의 길이, 즉 리듬을 헤아릴수 있는 유량(有量)악보이다.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상하좌우로 간(間)을 나누어 음표나 쉼표의 길이인 싯가(시가, 

時價)를 표시하고, 그 안에 음높이를 알 수 있는 악보인 율자보(律字譜) 

∙ 오음악보(五音略譜) ∙ 공척보(工尺譜) 등을 표시한 기보법이다. 163 전

통악보 형식인 ‘정간보’는 한국전통음악의 구조를 확연하게 시각적으로 

기호화하고 있다. 정간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읽는 형식이며, 이는 나열식 구도와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중은 음정과 박자, 즉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통해 음악을 느낀다. 

따라서 음의 높이는 각기 다른 색을 사용하였고, 음의 길이는 정간보를 

차용해 그 칸을 점유한 공간만큼씩 칠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색을 쓴 이

유는 음정의 높낮이를 시각화하여 느끼도록 함이다. 박자감을 정간보를 

통해 표현한 이유는 시간의 점유를 공간의 점유로 화치시켰다. 

정간보를 차용해 화면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한 후 비시각적인 음악

을 시각화하기 위해 ‘음의 높낮이’를 ‘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62 『세종실록악보 (世宗實錄樂譜)』 현행보 
163 이성천 외, 앞의 책,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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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에 흐르는 음악을 회화로 표현하기 위해 음의 높낮이를 ‘색’으로 표

현하는 것이 연향의 분위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색
(色)과 음(音)’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 연구과정에서 ‘채보(彩譜)’를 

만들었다. 스크랴빈과 같은 음악가들이 색(色)을 이용해 작곡을 하였다

면, 반대로 음(音)을 이용해 미술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생

각이다. 

 

[도표 11] 《연향악채보》에 쓰인 채색 기준표 

‘유초신지곡’을 채색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한 기준표 

 
 

한국전통음악(국악)의 기본 율은 12율이다. 흔히 국악이 5음계이라

고 알고 있는데, 12율 중에서 5음을 선택하여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5음이라 알고 있는 궁상각치우는 중국음악의 기본 배열을 국악에 끌어

와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전통 국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개념이다. 따

라서 국악은 12율을 기본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12율에 근거하여 

음의 높낮이를 다음 [도표 11]과 같이 12가지 유채색과 4가지 채도단

계로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색채의 상징과 표현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러한 색과 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 개인전 《연향악채

보(宴享樂彩譜)》를 개최하였다. 전시제목은 “연향에 쓰이는 음악인 ‘유
초신지곡(柳初新之曲)’을 채색으로 표현한 악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연회에 흐르는 음악을 회화에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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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 중에서도 ‘영산회상(靈山會相)’이라는 곡은 선비들의 ‘수양

음악’ 또는 ‘풍류음악’이라고 불린다. 풍류음악의 대표적인 기악곡인 ‘영
산회상’은 악기편성과 조성에 따라 ‘현악영산회상’, ‘평조회상’, ‘관악영산

회상’의 세 종류로 나뉘어 현재까지 남아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음

악과 달리, 이 음악은 작곡자도 초연주자도 알 수 없고, 마치 전래동화

처럼 전해지면서 살이 붙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

다는 특색을 지닌다. 

현악영산회상은 거문고회상 또는 중광지곡(重光之曲)이라고도 부른

다. ‘거문고회상’은 현악기를 위주로 연주해서 ‘현악영산회상’이라고도 불

린다. 매우 우아하고 섬세한 방중악(房中樂)적 줄풍류()로 되었다. 딴이

름 우림령(雨淋鈴)이라고도 부르며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아홉 악장으로 구성

된 세악(細樂)이다. 원래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하는 바로는 영산회상

불보살(靈山會相佛菩薩)이라는 일곱자의 가사를 붙여 부르던 불가의 한 

성악곡(상영산)이 뒤로 점차 발전하면서 오늘의 기악곡으로 변모 거대한 

모임곡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더욱 상영산에서 군악까지의 연주를 ‘민
회상’이라 부르고 이의 뒤를 이어 촉급한 장단과 화려한 가락으로 천년

만세(千年萬歲)의 세 곡을 더하여 ‘가진회상’을 이루게까지 확대되었다. 

곁드려 도드리()로 기록하여 7장 뒷부분에서 상현도드리 돌장으로 넘어 

천년만세 끝까지 계주하는 편성을 따로 별곡(別曲)이라 불러 애주되었다.  

‘관악영산회상’은 관악기를 위주로 한 합주곡이기에 ‘새면영산회상’
또는 ‘표정만방지곡(表正萬方之曲)’이라고도 부른다. ‘대풍류(竹風流)’로 

매우 굳건하고 시원한 악상을 풍겨서 큰 음악으로 드날린다. 다른 이름

으로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의 여덟 악장으로 구성되었고 더욱 무용반주음악으로서 특출한 바 

있다. 그 중 상영산에서 장구의 떵 기덕에 이어 주선율을 피리로 먼저 

나오면 다른 악기군이 대응하고 다시 장단 끝을 쉬면 대금, 해금 등 연

음으로 계주하는 형식이 다른 두 회상과는 특이한 표출 방법으로 퍽 인

상적이다. 곁드려 삼현도드리의 머리 부분과 군악장의 일부를 변주하여 

함녕곡(咸寧曲)을 형성하기도 함을 일러 두며, 상령산 머리의 변주형태

에서 향당교주(鄕唐交奏)란 별칭으로 파생되었음을 알린다.  

‘평조회상(平調會相)’은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을 일음이다. 줄풍

류 중광곡(重光曲)의 임종 우 계면조(林鍾羽界面調)를 황종 치 평조(黃

鐘치平調)로 전조한 까닭에 이 이름이 있다. 세피리 대신에 큰 향피리를 

쓰고 대금도 올려 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고도 웅장하며 유창하고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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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스러운 풍도가 전곡의 특징적 흐름으로 되어있다. 대풍류 표정만방(表

正萬方)의 구성과 같이 중광곡에 있는 “하현도드리” 대목이 없기로 곧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의 여덟대목이 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164 ‘평조 회상’이라 불리는 ‘유초

신지곡’은 순조 28년(1828) 자경전(慈慶殿) 진작(進爵)때 향당교주(鄕

唐交奏)에 임시로 지어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165  

선비들의 대표적인 수양음악이었던 영산회상은 조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계속 연주되고 있다. 영산회상(靈山會相)은 조선 초엽 세조(世

祖) 이래로 궁정음악의 연악(宴樂)으로서 연주되어 왔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상류층에서 가장 성풍하게 다루어져 오는 아정하고 고상하며 심오

하고 유현 정대한 풍류의 대표적 악곡으로 전래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

재까지도 가장 번번하게 연주되는 영산회상을 비롯해 천년만세, 여민락, 

수제천, 수연장지곡, 만파정식지곡 등이 대표적인 기악합주곡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수양과 풍류를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영산회상

(靈山會相)’을 연주한 이유는 ‘영산회상’이 가진 이음성적인 특징 때문

이다. 같은 주선율을 가지고 있으나 연주자가 개별적으로 변형할 수 있

는 이음성의 특징은 연주자가 본인의 기교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

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음악적 수양인 각고의 노력으로 만

든 자신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지를 가진 음악이기에 그러한다. 

전통적으로 영산회상은 매번 달라지는 음악이었으나, 지금은 악보화되어 

정착된 후에는 악보대로 연주하는 대에만 급급하여 전통적인 맛을 잃어

버린 점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대풍류는 영산회상에서 파생되어 민간으로 전승된 대표적 민속악 합

주 음악이다. 한국 전통음악 중 합주 음악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각 

악기의 선율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비슷한 선율을 연주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음성 (異音性, Heterophony)이 나타난다. 논문 ‘대
풍류의 이음성과 관한 연구’에는 대풍류에서 나타나는 이음성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자 대풍류의 편성악기인 피리, 대금, 해금의 선율을 피리

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음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유형화하고, 각 

악기 및 악곡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풍류에서 이음성이 나

타나는 유형은 크게 잔가락의 변화, 경과음(구)의 변화, 선율의 위치 변

                                            
164 김기수 강사준 편, 앞의 책, pp. 111-113. 
165 장사훈 편, 『國樂大事典(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p. 

572, 순조 무자 진작의궤 권1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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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일한 장단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진행을 하는 경우, 다른 전체

의 선율이 다른 경우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풍류의 선

율 진행 방식 중 기존 선율의 활용, 그리고 이 때 나타나는 즉흥성에 의

한 변화는 대풍류의 선율 구성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풍류 합주의 선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악기의 특징을 살려 비슷

한 선율을 연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전통음악 중 합주

음악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의 여러 논의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짜임새는 헤테로포니, 즉 이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최종민은 ‘한국음악의 특징은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전인평은 ‘한국음악을 

구성하는 얼개는 제3의 헤테로포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후 이 개

념은 한국 전통음악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

통음악은 한 사람의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도 아니고, 더욱이 악

보에 의해 전승된 음악도 아니므로 즉흥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민속음악의 경우 연주자 자신이 동일한 부분의 

반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실제는 다소의 변형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166

영산회상을 들을 때마다 불교 성악곡이었던 초기 음악이 기악곡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떠올려본다. 음악이 변하는 그 과정동안 이 

음악은 다양한 사람들이 애연하고 변주하여 연주하였을 것이다. 많은 사

람들이 이 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양했을 것이다. 무릇 몰입하지 못하

면 창작도 힘든 법이다. 음악에 몰두해서 마음의 욕망을 조절하고 다스

려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영산회상’을 본인 작업

의 소재로 삼아, 자기수양을 통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내적 풍요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수양의 시간이 필

요하다. 자기 수양은 외부로부터 뭔가를 새로 배우거나 발견해 내는 것

이 아니라, 내적으로 파고들어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 일이다. 이 자

기수양의 지혜를 자연의 소리에 가장 가까운 한국전통음악, 우리가 흔히 

‘국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에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치유의 단초를 찾아

볼 수 있다.  

 

                                            
166 조주희, 「대풍류의 이음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음악

대학원 국악 전공, 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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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4] <유초신 상령산 채보(柳初新上靈山彩譜): 해금>, 2015, 디지털프린트, 

A1(59.4×84.1cm) 
 

 
[작품 55] <유초신 상령산 채보(柳初新上靈山彩譜): 피리>, 2015, 디지털프린트, 

A1(59.4×8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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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6] <유초신 상령산 채보(柳初新上靈山彩譜): 가야금>, 2015, 디지털프린

트, A1(59.4×84.1cm) 
 

 
[작품 57] <유초신 상령산 채보(柳初新上靈山彩譜): 대금>, 2015, 디지털프린트, 

A1(59.4×8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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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8] 조해리, <유초신 상령산 채보(柳初新上靈山彩譜): 거문고>, 2015, 디

지털프린트, A1 (59.4×84.1cm) 

 

[작품 54-58]은 해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대금의 악기가 개별적

으로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을 연주하는 것을 위에 서술한 방법을 활

용하여 채색으로 옮긴 작품이다. 음의 높낮이는 색으로 치환하고, 개별 

음의 길이는 칸을 점유하는 공간으로 표현하여 개별 악기의 멜로디를 한 

평면에 시각화하였다. 한 색이 여러 칸을 점유하면 긴 음이 연주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 칸에 여러 색이 점유하면 짧은 시간동안 

음의 높낮이가 여러 차례 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대금의 악기가 개별적으로 ‘유초신지곡’
을 연주하는 것을 채보한 이 다섯 작품들에은 나열식 경영위치가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나열식 구성은 걸음걸음마다 옮겨가면서 대상을 관

찰하고, 관찰결과를 감상자가 한 방향으로 걸음걸음 이동하면서 순차적

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투시법이다. 다

섯 악기의 ‘유초신지곡 채보 작품’(작 54-58)은 ‘유초신지곡’이라는 국

악곡의 음의 높낮이와 음의 길이를 전통 동양화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화면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여 시각화시킨 것이다. 즉, ‘유초

신지곡’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한음한음 살펴보고 시각적으로 표현

했다는 측면에서 ‘보보이(步步移)’에 초점을 맞추는 나열식 구성을 활용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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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9]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 해금보(奚琴譜): 상령산(上靈山)>, 2016, 한

지에 수묵채색, 73˟61cm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 해금보(奚琴譜): 상령산(上靈山)> (작 

59)은 동양화 채색물감 12색을 이용해 유초신지곡의 상령산을 그려본 

것이다. 

 

 

 
[작품 60]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해금 정간보>, 2017, 나무에 옻칠, 높이



 145 

203×너비12cm×18개 (설치여백 10cm씩 포함 총203×386cm) (10×10cm 정

사각형×360개) 

 

 
[작품 60-1]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해금 정간보> 설치 장면, 2018 세종대

왕과 음악 황종(黃鐘)》 전시167 

 

앞서 작품들은 채보(彩譜)는 디지털 작업으로 시작되었지만, 한지 

프린트를 통해 작품으로 전시되기도 하고, 옻칠작업을 통해 설치작품이 

되기도 하였다.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해금>(작 60)은 옻칠을 재료로 한 설치

작품이다. 가장 오래된 동양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인 정간보(井間譜)를 

활용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다. 정사각형 한 칸이 한 박자를 뜻하기 때문에, 채색이 차지하는 면적

이 음의 길이를 나타내고, 다섯가지 다른 색은 음의 높낮이를 표현한다. 

유초신지곡의 황(黃) · 태(太) · 중(仲) · 임(林) · 남(南)의 다섯 

음은 각각 황(黃) · 황구(黃口) · 도(桃) · 자(紫) · 공(空)의 다섯

가지 옻칠색으로 표현하였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을 가지는 채색

의 아름다움과 음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하나

의 작은 정사각형이 모여 하나의 악보가 되는 이 작품은 작가의 가치관

인 ‘다원적인 조화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은은하고 깊은 옻칠의 색감

                                            
167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해금 정간보> 설치 기록: 

2017 한국옻칠협회展 《현대예술에 대한 옻칠 고유의 해석》, 인사동 H갤러리; 

2018 한중일옻칠화전시 《三國一漆 (세 나라와 하나의 옻칠)》, 한중일협력사

무국 컨퍼런스 홀; 2018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黃鐘)》 -세종시문화재단 주

관-,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 2019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후기 졸업전: 석사 박사학위 청구전》,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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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를 감상하며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해주면서도,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4. 혼합식 구성으로 조형화한 국악 기악합주 
 

 

개인전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는 “연향에 쓰이는 음악인 ‘유초

신지곡’을 채색으로 표현한 악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연회에 흐르는 

음악을 평면회화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박사과정 간의 고민이 담

긴 이 개인전에서는 중첩식과 나열식 구성방식을 혼합해서 국악곡을 시

각화하였다. 국악 합주곡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다양한 멜로디를 한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하기 위해 중첩식 구성이 사용

되었으며, 시간예술로 분류되는 음악을 공간예술인 평면회화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나열식 구성도 혼용

되어 사용되었다.  

궁중기록화 및 음악풍속도의 재해석을 통해 음악이 있는 행사장면을 

그린 창작행위는 행사에 쓰인 구체적인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시대 연향(宴饗)에 자주 쓰인 음악으로,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음악에는 ‘대풍류(竹風流)’에 해당

하는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이 있다. 유초신지곡은 영산회상의 한 가

지 연주형태로 춘앵전의 정재음악으로 많이 사용된다.  

연례악(宴禮樂), 또는 연향악은 조선조 왕조의례인 『국조오례의(國

朝五禮儀)』중에서 가례(嘉禮)와 빈례(賓禮) 의식에서 많이 쓰이던 음악

이다. 궁중(宮中)의 연회에 주로 아뢰던 음악의 총칭이 연례악이다. 제

례악(祭禮樂)의 대비되는 개념이다. 연례악은 향악(鄕樂)이 주가 되고, 

당악계(唐樂系) 음악도 연주된다.168 

음악은 그 자체로도 독립된 영역이지만, 음악 ∙ 노래 ∙ 무용(樂歌舞)

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풍성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예술의 가장 큰 역할은 천(天)에 대한 제례악을 비롯해 궁중무용과 

함께 궁중연회에서 사용되는 것이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수양과 풍류의 

대상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한편,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미술에서 시

서화(詩書畵) 일치의 종합예술적의 경지를 요구하듯이 국악에서 음악, 

                                            
168 장사훈 편, 앞의 사전, p.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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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의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이는 궁중 기

록화에도 남아있다.  

국악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 고대 제천의식에

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춤과 음악이 하나로 어

우러지는 가 ∙ 무 ∙ 악 일체의 종합예술 형태로, 이에 관한 기록은 중국 

진(晉)나의 진수(陳壽)가 지은 『삼국지(三國志)』 권 「위지동이전(魏

志東夷傳)」에 전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예술 형태는 전통사회에서 행하

던 원구 사진 종묘 선농 선잠 문선왕묘 등 각종 신에게 올리는 제의에서 

그대로 나타나며, 일부는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169  

 

 

[작품 61]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 2015, 순지에 수묵채색, 28˟
23cm 

 

작품 <영산회상불보살>(작 61)은 국악 기악합주곡 ‘영산회상’의 시

작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영산회(靈山會)’는 석가모니가 영

취산(靈鷲山)에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던 모임을 이름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오직 그 제자 가섭만이 알아들었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일

화가 탄생한 모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야기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 <영산회상불보살>이다. 

영산회상은 궁중 또는 민간에서 연주되어 온 모음곡 형식의 기악곡

                                            
169 김해숙 외, 앞의 책, p. 74. 조선시대 하늘에 지내는 제사인 천제(天祭)에 관

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 조운조, 「조선시대 천제와 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원구제복원을 상정하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협동과정, 한국음악

학전공, 2007. 



 148 

으로, 처음에는 조선 초 ‘영산회상불보살(靈山會相佛菩薩)’이라는 가사를 

붙여 노래했던 곡이다. 이 7자의 가사를 가진 불교가요(佛敎歌謠)는 

「대악후보(大樂後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불교음악이 차츰 세속화되

고 변형되어 조선후기에 완전히 기악화 된 것이 오늘날의 영산회상이다. 

영산회상의 가장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을 모체로 파생된 곡들이 ‘중령

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으로 이어진다. 악곡을 더해갈수록 서서히 빨라지는 이 음악은 천

천히 마음을 다스리고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영산회상 중에 향피

리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는 곡을 ‘유초신지곡’이라 한다. 

본인은 오래동안 한국전통음악을 주제로 동양화 및 옻칠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이다. 개인전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는 

‘ 연향(宴享)에 흐르는 음악(樂)인 ‘ 유초신지곡(柳初之曲) ’ 을 채색

(彩)으로 보여주는 악보(譜)’라는 뜻이다. ‘유초신지곡’은 ‘영산회

상(靈山會相)’의 한 갈래로, 궁중정재(宮中呈才)인 ‘춘앵전’의 반주

음악으로 쓰이는 만큼 궁중연향에 잘 어울리는 곡이다. 음(音)을 채색

(彩)으로 보여주고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악의 기본 12율(律)

과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의 12색상환을 연결시켜 유채색

만으로 ‘채보(彩譜)’를 창작하였다. 

 

 
[작품 62]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해금+가야금 Heterophony>, 2017, 

디지털프린트, A1(59.4˟8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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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3]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대금+거문고+피리 Heterophony>, 

2017, 디지털프린트, A1(59.4×84.1cm) 

 

 
[작품 64] <유초신 상령산 채보(柳初新上靈山彩譜): Heterophony>, 2015, 디지

털프린트, A1(59.4×8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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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5]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오악(五樂) Heterophony>, 2017, 

디지털프린트, A0(84.1×118.9cm) 

 

채색을 통해 비가시적인 관찰대상인 국악을 관찰하고 표현하고자 하

였으며, 채색의 겹칩을 통해 국악의 이음성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중

첩의 회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개별 작품들을 중첩해

서 표현해보았다. 중첩을 하면 원래의 색과 겹쳐서 나타나는 색이 모두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이음성이 주선율을 유지하면서도 변형해

서 음악을 이어 나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를 가진다. 유초신지곡을 연주

하는 해금, 피리, 가야금, 대금, 거문고의 악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색채

로 바꾼 작품 (작 54-60)을 제작하고, 이들을 중첩하여 [작품 62-65]

를 제작하였다.  

연향악채보는 다섯 악기의 연주자들이 모두 개별적인 선율을 연주하

고 있으며, 이들의 합악이 들려주는 조화로운 이음성의 음악을 채보로 

표현하였다. 개별 악보를 그대로 중첩한 것이 아니라 전통 동양화론에 

따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합악이 이뤄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음악이 흐르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나열식을 사용하였으며, 국악 합주

의 이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첩식으로 표현한 화면 구성을 채택하였

다. 

각 악기의 음악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채보들은 

중첩을 통해 함께 연주될 수 있다. 이 다섯 악기가 모두 함께 연주될 때 

나타나는 이음성을 개별 채보의 중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합악

(合樂)’이란 국악기로 편성되는 최대 규모의 합주음악을 말한다. 사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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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합악(合樂)이란 관현악기에 편종(編鐘), 편경(編磬), 방향(方響) 

등 타악기를 합설(合設)하여 연주되는 큰 규모의 합주를 뜻한다. 1928

년 관현종경합주(管絃鐘磬合奏)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썼고, 이것이 

1930년대부터 합악(合樂)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현재도 사용하고 있

다.170’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합주’란 두 가지 이상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연주 형

태를 말하는데, ‘합악’이란 가장 큰 규모의 악기편성으로 서양음악의 ‘교
향악(orchestra)’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음악에서 합주는 중세

와 르네상스에는 노래나 춤의 반주 중심으로 이루었고, 독립된 기악 합

주는 16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동양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가믈란과 같

은 합주형태가 발달하였고, 프랑스의 앙상블도 크게 합주의 범위에 들어

간다.  

이러한 실험작품들은 앞서 《조율연회도》에 이어지는 2017년 개인

전 《연향악채보》의 회화작품들을 창작하는 바탕이 되어 주었다. 

 

 
[작품 66]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2016, 한지에 수묵채색, 130×193.5cm 

 

개인전의 가장 중심이 된 작품 <연향악채보>(작 66)는 통명전 전각 

안에서 해금, 피리, 대금, 가야금, 거문고 다섯 악기의 연주자들이 ‘유초

신지곡’을 연주하고 이를 청중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주제로 표현했다. 
                                            
170 장사훈 편, 앞의 사전, p.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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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주자들의 합악이 들려주는 조화로운 이음성의 음악을 채보에서 

사용한 12가지 채색들의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연향악채보>는 크게 위에서부터 국악기들로 연주하는 선율들, 통명

전 전각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음악을 감상하는 청중들 3부

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국악기들로 연주하는 선율들은 나열식 경영위치와 

중첩식 경영위치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연주자와 청중들 그리고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인 통명전은 중첩식 경영위치가 사용되었다.  

[작품 54-60]에서 해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대금의 악기가 개별

적으로 ‘유초신지곡’을 연주하는 것을 나열식 구성을 활용해 시각화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관찰한 후 중첩식 구성을 통해 연주자들의 합악이 

들려주는 조화로운 이음성을 조형화 한 것이 [작품 62-65]였다. 즉 개

별 악기의 선율을 시각화 하는데는 나열식이, 합악을 통한 국악의 이음

성을 시각화하는데는 중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악은 화음보다는 선율이 중심을 이룬다. 그 선율을 구성하는 각 

음은 음악적인 흐름을 갖기 위해 연주자에 의해 독특한 시김새를 갖게 

된다. 즉 국악은 선율 속에서 각각의 음에 예술성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이를 나열식 경영위치를 통해 조형하였다. 그리고 여러 악기가 함께 연

주하는 합악에서는 각 악기의 특성이나, 연주자의 개성에 따라 부분적인 

장식과 변주가 가능하며, 여러 성부가 본질적으로 같은 가락을 연주하면

서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가락을 연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

악의 이음성적인 특징을 나타내고자 중첩식 구성을 활용하였다.  

음악이 연주되는 ‘통명전’이라는 공간 또한 중첩식 구성을로 표현되

었다. 고정투시로는 통명전의 지붕과 통명전의 내부를 동시에 볼 수 없

다. 다양한 면에서 통면전을 관찰해서 통면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다

시점으로 조화롭게 재배열하여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국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음악을 즐기고 있는 청중은 불특정한 인

물의 전신(全身)을 그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행

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동과 몸짓으로 말하는 그림 속 인물은 그 제체

로만 보면 남녀노소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국적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공간과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인물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불특정 인물의 

형상을 그려서 관객이 인물 누구에게나 감정이입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관객들이 그림의 상황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불특정 인물은 몰골법(沒骨法)과 적묵법(積墨法)을 많이 활용하여 표

현하였다. 

음악을 즐기고 있는 청중은 몰골법(沒骨法)으로 그린 인간의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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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식 경영위치로 쌓아 올려 군상으로 표현하였다. 유초신지곡을 즐기

는 한명 한명의 사람들을 상상하고 관찰하여, 화면 하단에 조화롭게 배

치하였다. 대부분의 청중을 정적이면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으로 표현하

였으며, 먹의 농담을 통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리듬감을 부여해 곡의 정

적이면서 잔잔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필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장

에서 이어나가겠다. 

 

 
[작품 67] <해금 유초신채보(柳初新彩譜): 상령산(上靈山)>, 2016, 순지에 수묵

채색, 119˟84cm 

 
<해금 유초신색보(柳初新色譜): 상령산(上靈山)>(작 67)은 해금 연

주자가 홀로 상령산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한음 

한음을 정성스럽게 연주하는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개별 음을 비슷한 명

도와 채도로 표현했다. 그리고 연주자는 선으로만 표현하여 시선이 악기

에 집중되지 않고, 멜로디에 집중되도록 표현했다. 이를 통해 해금으로 

연주되는 멜로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 <연향악채보>(작 

66)와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공간은 중첩식을 활용하여 표현하였

다. 다만 해금 홀로 연주하고 있는 선율은 나열식 구성을 사용하여 흐르

는 선율 속에 개별 음이 가지는 예술성을 조형화 하였다.  

 



 154 

 
[작품 68] <해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2017, 한지에 수묵채색, 130˟194cm 

 

 
[작품 69] <피리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2017, 한지에 수묵채색, 130×1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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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0] <가야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2017, 한지에 수묵채색, 130×194cm 

 

연주자만 홀로 있으며 음악 독주에 집중하고 있는 <해금 유초신색

보: 상령산>(작 67)와 달리, [작품 68-70]은 음악 독주와 청중의 모습

이 함께 드러나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 채색과 수묵을 적절하게 섞어 표

현하며 작품에 다양성을 더하였다. 

해금은 <해금 유초신색보(柳初新色譜): 상령산(上靈山)>(작 67)와 

<해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작 

68)에, 피리는 <피리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유초신(柳初新) 상령산

(上靈山)>(작 69)에, 가야금은 <가야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유초

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작 70)에 각각 표현하였다. 

통명전 전각 아래 독주하는 개별 악기와 연주자가 그려져 있고, 그

가 연주하는 음악은 지붕 위에 보여지고 있다. 전각 밖에는 음악을 듣는 

청중과 그들 속에서 연주자의 모습을 따라하는 또 다른 연주자가 있다. 

이는 석가모니의 제자 ‘가섭(迦葉)’과의 일화에서 파생된 ‘이심전심(以心

傳心)’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음이 담겨 있다. 이 일화가 생긴 곳이 석

가가 불법을 전하던 ‘영산회’라는 모임이었으며, 이를 기리는 ‘영산회상’
이라는 국악곡이 바로 유초신지곡인 것이다. 이를 통해 은유적으로 음악

곡의 상징적 의미까지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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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연향악채보》에 사용된 중첩식 구성 

개인전 《연향악채보》 

 
 

[도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전 《연향악채보》에는 동일한 

‘유초신지곡’이라는 곡을 여러 연주자, 또는 청중의 눈으로 관찰한 결과

를 종합적으로 중첩해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비가시적인 음악인 ‘유초신

지곡’을 관찰소재로 삼아서 자세한 관찰결과를 중첩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연향악채보》연작은 영산회상의 세 갈래 중 하나인 <유초신지곡

(柳初新之曲)>의 첫 악장 '상령산(上靈山)'의 헤테로포니적 특징에 초점

을 맞춘 작품들이다. '헤테로포니(Heterophony)'란 '동시진행되는 주선

율의 변형들'을 가진 음악구조를 뜻하며, 한국전통음악 중 기악 합주곡 

<영산회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연향악채보에는 나열식과 중첩식이 혼합된 구성을 사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시간에 연주되는 ‘유초신지곡’이라는 곡이 여러 연주자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관찰되고 있다. 같은 곡이지만 각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변형을 연주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연주를 따로 보기도 하고, 

함께 보기도 하면서 대풍류의 이음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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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1] <관객참여작품: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Heterophony>, 

2015-2017년, 10×10cm 160개를 세로 1줄당 20개씩 가변설치 

 

 
[작품 71-1] <관객참여작품: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Heterophony>의 

설치 장면, 2017년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합악을 통한 이음성을 더 나아가 관객들의 시각을 살펴보는 작업으

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꾸준히 진행한 관객들의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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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설치 작업이 <관객참여작품: 유초신(柳初新) 상령산(上靈山) 

Heterophony>(작 71)이다. 관객들은 본인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유초

신지곡 상령산'의 연주를 듣고 느껴지는 감상을 10×10cm의 정사각형 

종이에 간단한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다. 171 모아진 각각의 드로잉은 정간

보(井間譜)의 한 박을 차지하면서 조화로운 한 곡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러한 관객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헤테로포니의 주 특징인 '다

양한 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관객들의 생각을 조합하기 위함이었

다.  
이 작업에서 주어진 음악인 '유초신지곡 상령산'은 '헤테로포니의 주

선율'를 상징하고, 관객들의 감상을 그린 드로잉들은 '주선율의 변형(변

주)'을 뜻한다. 드로잉들이 모여 이뤄진 악보는 '동시진행성'을 의미하면

서 '헤테로포니'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 

한 대상(주선율)에 대한 개인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따로 또 함께'의 

조화를 찾으려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작품은 중첩식 구성으로 적합한 소재를 나타내는 [도표 4]중에 

두 번째 경우인 한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여러 명의 다른 관찰자들이 다

른 시각으로 관찰한 예에 부합한다. 그리고 그 관찰결과를 나열식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혼합식 구성을 채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국악의 시간성을 드러내고,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본인의 태도는 다

시점의 관점에 부합한다. 흑백논리(黑白論理)를 통해 정해진 ‘옳음, 그

름’의 잣대로 평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이해를 통해 단

점도 특성으로, 개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이 시대의 과제 

아닐까 생각한다. 내적인 끌어냄이 중요하며, 이는 수련과 수양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 중에 다원적인 

시각이 많이 드러난 작품들을 위주로 분석해보겠다. 이는 다시점을 적극 

활용한 작품 위주로 동양화의 특징적인 조형요소를 찾아, 앞으로의 창작

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전통작품에서는 산수

화에 주로 나타난 다시점을 활용해서 비시각적인 소재의 시각화를 위해 

                                            
171 프로젝트 참여자를 위한 문제정리: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의 첫 악장인 '상령산(上靈山)'을 듣고 떠오르는 감

상을 10x10cm 종이에 그려주세요. 이미지가 어려우면 글도 가능합니다. 종이 

재질도 자유롭게, 여러 장에 그리셔도 됩니다. 단, 각각의 그림크기만 10×

10cm로 지켜주세요. 완성된 작품은 작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신 후, 전시 

전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반정보: 2001신나라뮤

직, 정농악회 연주(1980.07.12. 녹음), CD3에 수록된 <평조회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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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동양화 소재의 폭도 넓히고자 하였다. 

단일시점으로 그려진 회화가 마치 사진과 같다면, 다시점으로 그려

진 동양 전통회화 한 폭은 마치 소설 한 권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본인 작품은 한 화폭에 여러 관점에서 관찰한 음악과 그 음악을 매개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서 마치 시간예술인 음악 한 곡을 공간예술로 바꾸

어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추구한다. 이는 시간성을 바꾼 독특한 공간미

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즉 

다양한 관점의 시공간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측면에

서 동양 전통산수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동양 전통 산수화는 다시점을 활용해서 걸으면서 보는 풍경을 정지

화면에 모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음악을 걷는다는 느낌으로 들으면

서 연속적인 시간을 한 정지화면에 다시점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본인

의 회화작품이다. 국악 중에서도 본인은 기악합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국악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다시점 구도의 활용은 현대미술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한정되어 있

는 화면에 시간의 흐름과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열식과 중첩식 구성방식 모두 다시점으로 관찰한 

모든 장면들을 모두 한 화면에 넣기 위해 발달한 방법이다. 대물인 산수

자연을 관찰하고 표현하기 위해 발달한 방법이고 본인의 작품들은 그 방

법을 차용해서 비시각적인 소재를 조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끊임

없이 이어지는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을 한 화면에 담아 무한히 이어지는 

연속성을 담는 회화라는 장르가 매력적인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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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조형적 특징과 표현 
 

 

회화는 2차원 평면에서 여러 가지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를 통해 작

가의 생각을 시각적인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형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동양 전통회화의 ‘이형사신

(以形寫神)’개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창작에도 이러

한 개념은 다양한 조형요소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본인 작품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다시점’이라는 화면구

성 원리 특징 외에, 선(線), 색채 등 조형적 특징과 그 표현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선적인 요소는 동양화의 전통적인 용필법(用筆

法)과 용묵법(用墨法)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옻칠화, 설치작품, 여백

을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색채는 동양화의 기본 

설채법(設彩法)을 중심으로, 옻칠화, 디지털 프린트 등을 통해 표현하였

다. 본인의 <연향악채보> 에 쓰인 ‘12율(律) 설채법’은 악학궤범(樂學軌

範)』의 5성 도설, 색채학 등을 통해 음(音)과 색(彩)의 상징성을 연구

한 결과물이다. 더불어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해 전통 표구

기법인 장황(粧潢)을 연구하였다.  

 

 

1. 선(線)의 표현 
 

 

동양화에서 선묘(線描)은 가장 중요한 조형요소 중에 하나이다. 육

조시대 사혁은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그림의 가장 중요한 6가지 

방법 가운데 ‘골법용필(骨法用筆)’을 통해 필법을 사용해 대상의 골조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72 이를 위해서 동양화에서

는 다양한 선 표현이 발달하였다. 나아가 오대 형호(荊浩)는 『필법기

(筆法記)』에서 필의 개념을 더욱 심화하여 ‘사세론(事勢論)’을 기술하

였으며, 필묵법은 동양 회화표현의 가장 중요한 조형법으로 자리잡았

다.173 전통적으로 서(書)와 화(畵)에서 붓을 사용했으며, 장언원은 『역

                                            
172 장언원 외, 앞의 책, p. 83-84. 
173 형호의 ‘사세론’ 참고: 장언원 외, 앞의 책,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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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화기(歷代名畵記)』에서 그 긴밀성을 주장하는 ‘서화일치론(書畵一

致論)’을 펼쳤다. 지필묵(紙筆墨)으로 그리는 동양화는 ‘선의 예술’이라

고 할 만큼 만물을 선으로 집약하여 화면에 보여준다. 작가는 필묵을 운

용해서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독창성과 개성을 표현한다. 

본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품에서 선을 표현하였다. 전통적인 동

양화의 필묵법을 사용해 붓으로 그어진 선, 옻칠화 기법을 활용해 붓으

로 긋거나 조각도로 새겨진 선, 설치작품에서 설치된 명주실로 생긴 선,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채색 후 남겨진 선 등이 있다.  

 

 

1) 필묵법(筆墨法)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한 전통적인 용필법(用筆法)에는 몰골법

(沒骨法), 구륵법(鉤勒法), 백묘법(白描法) 등이 있고, 용묵법(用墨法)에

는 적묵법(積墨法) 등이 있다. 

몰골법은 윤곽선으로 형태를 정의하지 않고, 먹이나 채색으로 붓을 

눌러 넓게 퍼지도록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기법이다. 뼈가 없는 그림

이라 ‘몰골(沒骨)’이라 하며, 구륵법과 반대이다.174 몰골법은 화조 ∙ 화

훼화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북송대 이후 문인화의 성행에 따라 

사의성(寫意性)을 띤 몰골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몰골법은 대상

의 세부적인 외면의 묘사 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할 때 

효과적인 기법이다.  

 

  
[작품 66-1] 작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 부분의 군중 표현 

 

                                            
174 이성미 ∙ 김정희 공저, 앞의 사전,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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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2-1] 작품 <시율혼례도> 부분 

 

본인 작품 <연향악채보>(작 66)의 관객과 <시율혼례도>(작 52)의 

손님들을 모두 불특정한 인물 군상(群像)이며, 몰골법으로 표현하였다. 

윤곽선을 제외하여 묘사한 인체는 면(面)으로 표현되고, 전신(全身)의 

실루엣(silhouette) 위주로 보인다. 작품에서 특정한 대상이 아닌 다수

의 인물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동과 몸짓으로 말하는 그림 속 인물은 그 제체로만 보면 남녀노

소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국적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공간과 상황을 살

펴보면 어떤 인물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불특정 인물의 형상을 그려서 

관객이 인물 누구에게나 감정이입을 하고, 그림의 상황에 더 몰입해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몰골법을 사용하였다.  

 

 

[도판 35] 심사정, <하마선인 (蝦蟆仙人)>, 견본담채(絹本淡彩), 22.9˟15.7cm, 

간송미술관 소장 

 

같은 인물의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대상을 그릴 때는 선묘를 추가해

서 사용하였다. <시율혼례도>에서 손님들은 완전한 몰골로 그렸으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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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婚主)와 신랑 ∙ 신부의 표현에는 몰골법에 선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처럼 몰골법 등 묵법을 강조하면서 선적 요소인 감필묘가 조화롭게 더

해진 작품에는 심사정의 <하마선인 (蝦蟆仙人)>(도 35)가 있다. 하의와 

다리 선 등은 지두화법(指頭畵法)을 써서 거친 선적 표현을 하였고 나머

지는 측필의 시필묘(柴筆描)를 써서 전체적으로 묵법을 강조했다.175 

 

 
[작품 46-1] 작품 <커피연회도> 부분 

 

<커피연회도>(작 46)의 인물들은 여전히 세부묘사가 생략된 형태이

지만, 앞서 몰골법으로 표현한 군상과는 달리 저마다 특정 자세를 취하

면서 누구인지를 암시한다. 이들은 윤곽선을 그리고 안에 먹색으로 채워

주는 구륵법으로 그려졌다. 구륵법은 그리려는 대상의 윤곽을 먼저 정하

는 화법으로, 경우에 따라 채색을 가미하기도 한다. 단선單線을 사용하

는 것은 ‘구(鉤)’, 복선(複線)을 사용하는 것을 ‘륵(勒)’ 또는 ‘쌍구(雙

鉤)’라고 한다.176 사의적인 정신의 표현에 적합한 몰골법과 구체적인 외

관의 묘사가 가능한 구륵법 모두 본인 작품의 인물을 표현할 때 활용되

었다. 

 

                                            
175 김성희, 「18種 人物畵 描法의 槪念와 朝鮮後期 人物畵 描法」, 『미술사학

연구 (구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2009), p. 71. 
176 천촨시(陳傳席) 저, 『중국산수화사(中國山水畵史)1』, 김병식(金炳湜) 역, 

(서울: 심포니, 2014),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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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 <인물용봉백화(人物龍鳳帛畵)>, 전국시대 초∙중기, 비단, 31˟28cm 

[도판 37] <인물어룡백화(人物御龍帛畵)>, 전국시대 중∙후기, 비단, 37.5˟28cm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 동양화는 필선묘사(筆線描寫)로 형상을 표현

하였고, 채색을 하더라도 윤곽선을 그리고 보완하는 정도로 사용되었다.  

고대 동양회화는 필법을 중심으로 골법용필(骨法用筆)을 통해 최종적으

로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성취한다고 할 수 있다. 동양화의 1단계인 춘

추전국과 한대 회화 중 <인물용봉백화(人物龍鳳帛畵)>(도 36)와 <인물

어룡백화(人物御龍帛畵)>(도 37), ≪관원인물도(官員人物圖)≫는 전적

으로 필선 위주의 백묘화(白描畵)이다. 177  이처럼 고대 백화(帛畵)에서 

유래한 기법으로 선묘(線描)만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것을 백묘(白描)라

고 한다. 본인작품에서 백묘법은 세부적인 묘사가 필요한 공간과 사물의 

표현에 사용하였다. 

 

  
[작품 52-1] 작품 <시율 웨딩촬영> 부분 

[작품 49-1] 작품 <코카콜라 성화봉송도> 부분 

                                            
177 김선옥, 「春秋戰國 ∙ 漢代 繪畵의 筆墨法에 觀한 考察」, 『한국동양예술학

회』, 제39호 (2018), 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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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7-1] 작품 <해금 유초신채보(柳初新彩譜): 상령산(上靈山)> 부분 

 

선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공간과 사물 표현은 간략화 된 인물표현

과 대비를 이룬다. 대비적인 표현은 인물이 공간의 상황 속에 잘 어우러

지도록 도와주며, 공간표현을 돋보이게 해주기도 한다. <시율웨딩촬영

>(작 52)의 집과 계단, <성화봉송도>(작 49)의 통명전 전각의 모습은 

백묘법으로 그려졌다. 같은 전각의 모습이라도 <해금 유초신채보: 상령

산>(작 67)의 통명전은 구륵법을 활용해 진한 채색으로 표현하였다. 더

불어 작품 속 악기들의 모습도 대부분 백묘로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백

묘법은 오로지 선을 사용해 모든 걸 묘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

적인 동양화 기법이다. 

 

[도표 13] 동양화의 용필법 

몰골법 구륵법 백묘법 

 

 

 

 

이처럼 본인 작품에도 활발히 활용되었고, 동양화의 용필법에 대표

적인 3가지 기법인 몰골법, 구륵법, 백묘법을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다음으로 작품에 쓰인 용묵법 중에 적묵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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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1] <흥겹다>부분  

[작품 41-2] 작품 <조율런던연회도병> 부분 

 

적묵법(積墨法)은 먹을 쌓아서 깊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먹으로 칠하고, 마른 후 그 위에 중첩하고, 또 반복해서 덧칠하는 과정

을 거쳐 먹을 쌓는다.178 주로 담묵에서 농묵으로 농도를 진하게 하여 수

묵이 층을 이루도록 먹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작품 <흥겹다>(작 20)의 

대취타 연주자들처럼 인체의 형상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할 

때 적묵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적묵법은 왕유가 처음 사용했다는 선담

법(渲淡法) 또는 곽희가 말한 ‘간담(幹淡)’과도 연관이 있다. 선담법은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담묵(淡墨)부터 거듭 바림하여 음양 ∙ 요철 등의 

입체감과 공간감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이다.179  

곽희는 『임천고치』에서 담묵을 사용할 때는 예닐곱 번을 덧칠해서 

깊게 하면 먹색이 흠씬 배여 더 윤기가 있으며 메마르고 건조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농묵과 초묵으로 분명하게 물상을 그린 다음 다시 청

대(靑黛)를 섞은 엷은 먹물로 몇 번 거듭해서 덧칠을 해 놓으면 묵색이 

분명해서 마치 안개나 이슬 가운데에서 튀어나온 것같이 보인다. 담묵을 

몇 차례 돌면서 고루 덧칠하는 것을 일러 ‘간담’이라고 한다.180 

반면에 <조율런던연회도병>(작 41)에서 펍(pub)에 있는 흥겨운 인

물들의 동세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는 적묵법이 아닌 일필휘지(一筆揮

之)의 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필(筆)로 선의 유동성을 활용해 

인물을 마치 음표처럼 그리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 다양한 

필묵법으로 선을 표현하였다. 

 

 

                                            
178 소산(素山) 김은집(金銀集) 편저, 앞의 책, pp. 82-90. 
179 천촨시 저, 앞의 책, p. 121. 
180 장언원 외, 앞의 책, p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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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옻칠화 
 

 

본인은 동양화의 전통기법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심이 많다.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공예에 사용되었던 ‘옻’이라는 재료가 점차 회화

에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음에 주목했다. 옻칠화는 ‘옻칠을 창작의 주

요한 재료와 기법으로 사용하는 회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181 옻칠은 다

루기 까다로운 재료이지만, 그 특징을 이해하고 숙련의 과정을 거치면 

본인의 생각을 독창적인 표현기법으로 조형화 할 수 있다.  

옻칠화를 창작하기 위해서 공예기법을 크게 7가지 기법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르는 기법인 ‘단색휴도(單色髹塗)’, 
긋는 기법인 ‘묘회(描繪)’, 붙이는 기법인 ‘양감(镶嵌)’, 파내는 기법인 

‘각전(刻塡)’, 뿌리는 기법인 ‘마회(磨繪)’, 무늬를 만드는 ‘변도(變塗)’, 
쌓는 기법인 ‘퇴칠(堆漆)’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 중에 본인은 묘회와 

각전을 사용해 옻칠화 작품의 선을 표현하였다. 

 

 
[작품 72] 작품 <시율음악도: 黃> 부분 

 

  
[작품 36-1] 작품 <금빛 음률> 부분1, 부분2 

 

‘묘회’는 붓으로 선을 긋는다는 의미로, 먹 대신에 옻을 재료로 동양

화처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옻칠화에 응용하기 가장 적합한 기법이다. 

                                            
181 이종헌 ∙ 조해리, 『옻칠화 처음보기』 (서울: 헥사곤, 201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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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색으로 긋거나, 선을 긋고 투명칠을 덮거나, 금과 은으로 긋는 

기법 등이 있다.182 단순하게 투명칠로 선을 긋는 칠식(漆飾) 중 수묵칠

화(水墨漆畵) 기법은 작품 <시율음악도: 黃>(작 72)에 사용하였다. 금

과 은으로 선을 긋는 금은채회(金銀彩繪) 기법을 응용해서 작품 <금빛 

음률>(작 36), <음빛 음률>(작 37)의 선을 표현하였다. 작품 <금빛 음

률>은 금색의 선으로 보이지만, 투명옻칠과 은분을 섞어서 선을 그은 것

이다. 옻이 가진 고유의 흑갈색과 광택을 알고 있기에 응용 가능한 표현

이었다. 

 

  
[작품 22-1] 작품 <시율음악도: 푸리> 부분 

 

칼이나 조각도를 이용해 파내는 기법을 ‘각전’이라고 한다. 공예적인 

느낌이 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화면을 다채롭게 해준다. 세밀하게 파

내거나, 파내고 색을 넣는 기법 등이 있다. 본인의 작품 <시율음악도: 

푸리>(작 22)에는 문양이나 도안을 음각하여 여러 가지 색을 채워 넣는 

각칠(刻漆) 기법을 사용하였다. 마치 판화를 인쇄한 것 같아서 ‘관채(款

彩)’라고도 부르며, 보통 각칠, 각회라 부른다. 제작이 편리하고 장식성

이 있어서 병풍이나 장식화에 적합한 기법이다. 183 전통적인 각칠에서는 

파낸 부분을 색으로 채우지만, 본인 작품에서는 흑백으로 명료하게 마무

리하였다. 호분과 아교를 섞어 바르고, 흑칠을 덮은 후, 조각도로 파낸 

다음, 파낸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 이 외에도 옻칠화 기법을 본인 작품

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와 숙련의 과정 중에 있다. 

 

 

3) 그 외 기법으로 선 표현 
 

                                            
182 이종헌 ∙ 조해리, 앞의 책, p. 132. 
183 이종헌 ∙ 조해리, 앞의 책,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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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동양화의 필묵법과 옻칠화 외에 다른 기

법을 사용해 표현한 선적인 요소가 보인다. 우선 회화 화면에 붓이 아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여백으로 남겨진 선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입체 

및 설치작업에서는 명주실을 비롯한, 투명실, 털실, 밧줄 등을 활용해 공

간을 선적으로 분할하였다. 

 

 

[작품 73] <함께 소리내다>, 2006, 천에 먹과 석채, 50˟50cm 
 

[도표 14]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한 작품 <함께 소리내다> 제작과정 

작품 <함께 소리내다> 제작과정 

    
여백으로 

남기고자 하는 

부분에 

마스킹테이프를 

붙인다. 

그 위에 채색으로 

작업한다. 

마스킹테이프를 

뗀다. 

작품의도에 맞게 

보완해서 

완성한다. 

 

마스킹테이프를 활용한 작품은 <소리빛 6+2>(작 6)와 <소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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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작 7), <함께 소리내다>(작 73) 등이 있다. <함께 소리내다>는 

생황의 화음 소리를 그려낸 작품으로, 테이프로 대나무의 직선을 표현했

다. 생황은 17개의 가느다란 대나무 관대가 통에 둥글게 박혀 있으며,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다. 이 작품은 [도표 14]에서와 같

이, 바탕천 위에 테이프를 바로 붙여서 흰색의 여백을 만들었다.  

 

[도표 15]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한 작품 <소리빛 12+6> 제작과정 

작품 <소리빛 12+6> 제작과정 

    
바탕색을 먼저 칠

한다. 

직선으로 표현하

고 싶은 부분에 

마스킹테이프를 

붙인다. 

마스킹테이프를 

뗀다. 

작품의도에 맞게 

보완해서 완성한

다. 

 

작품제목 <소리빛 6+2>와 <소리빛 12+6>에서 숫자 ‘2’는 해금의 

명주실 2줄을 상징하며, 숫자 ‘6’은 거문고, ‘12’는 가야금을 각각 상징

한다. 이 작품들은 악기소리에서 느껴지는 심상을 추상적으로 그리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테이프를 활용한 이유는 직선의 악기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소리빛 12+6>의 제작과정은 [도표 15]와 같으며, 

어느 정도 바탕이 진행된 후에 직선표현을 위해 테이프를 사용한 작품이

다. 비단위에 석채를 사용해 추상적으로 악기소리의 느낌을 나타내면서, 

직선의 선이 잘 어우러지도록 의도하였다. 

 



 171 

  

[작품 74] <Open Up (열다)>, 2010, 하드보드지에 혼합재료, 11˟15cm 8개 

 

회화 화면에 테이프를 사용한 기법 외에, 입체 및 설치작업에서는 

명주실을 비롯한, 투명실, 털실, 밧줄 등을 활용해 선을 표현하기도 하였

다. <Open Up (열다)>(작 74)은 평면작업이지만 털실과 명주실, 방울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표현을 하였다.  

 

 
[작품 75] <Silent Move (고요한 움직임)>, 2010, 혼합재료, 창문에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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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2] 작품 <무언의 외침(Silent Cry)> 부분 

 

 
[작품 29-1] <헤테로포닉 메아리 (Heterophonic Echoes)> 부분 

 

<Silent Move (고요한 움직임)>(작 75), <무언의 외침(Silent 

Cry)>(작 28), <헤테로포닉 메아리 (Heterophonic Echoes)>(작 29) 

등의 설치 작품에서 사용된 명주실과 밧줄은 공간을 선적으로 분할해주

고 있다. 공간에 설치된 실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직선과 곡선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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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보여준다.  

 

 

2. 색채(色彩)의 상징과 표현 
 

 

동양화에서 먹이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그을음으로 얻은 먹색은 단

순한 검은색이 아니라 모든 채색인 오채(五彩)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

래서 먹만으로도 만물을 그려낼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채색도 필요하다. 사혁은 화육법(畵六法) 중 ‘수류부채(隨類賦彩)’
를 통해 대상의 종류에 따라 색채를 부과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

다.184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색채는 음악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적 의

미가 나오기까지의 연구과정과 그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색

채의 표현은 동양화의 기본 설채법(設彩法)을 중심으로, 옻칠화, 디지털 

프린트 등을 사용하였다. 

색을 느끼는 과정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광원으로부터의 

빛(조명)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광선이 눈으로 들어와 각막을 거쳐 망

막에 닿으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해져 색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눈이 

수광(受光)하는 과정은 물리적(광학적)인 과정이고, 인간의 눈(망막)으

로 받아들인 빛의 자극이 뇌에서 전달되는 과정은 주로 생리학과 심리학

의 분야이다.185 이처럼 색채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색에 대한 파악과 의미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기준을 설정하려는 색상환(色相環, hue circle), 팬톤(pantone) 시스템 

등이 있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화가와 이론가, 작가, 과학자들이 색 이론

을 연구하였다. 광학실험을 통해 7가지 색채와 서양의 7음계를 대응시

킨 아이작 뉴턴 (Issac Newton)을 포함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등의 인물들이 있다. 

색채는 미술과 음악의 연계성을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로 많이 사용

되었다. 19세기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는 쇼팽과 

교류하며 음악과 미술의 원리를 비교연구하였고, 색채학 연구를 통해 화

성과 대위법 이론을 끌어들였다. 그는 보색동시대비 원리를 참고해서 붓 

자국을 분할하며 보색을 병치시키는 ‘플로슈타쥬(flochetage)’ 기법을 

                                            
184 장언원 외, 앞의 책, p. 84. 
185 조현주, 이광훈, 정혜민 공저,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서울: 시그나프레

스, 2006),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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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186 들로네(Robert Delaunay)는 색채구성 자체만으로 리듬과 

역동성이 넘치는 순수회화가 가능하다 주장하였고, 그의 양식은 음악적 

추상화인 ‘오르피즘(Orphism)’이라 불렀다. 마티스 회화의 근본적 탐구 

대상은 음악과 색채이며, 칸딘스키는 음악의 감성과 이론을 바탕으로 추

상미술을 발전시켰다.  

색채음악(Colour Music), 또는 색청(色聽, Coloured hearing)에 관

한 연구는 ‘공감각(싸이네스테시아, Synesthesia)’이라는 인지적 관점으

로 확대되어 꾸준히 발전하였다.187 음악가이자 화가였던 쇤베르그와 스

크랴빈188이 색채음악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색채연구는 미술과 음악 사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표 16] 악학궤범의 5성 도설(五聲圖說) 

오음(五音)과 오색(五色) - 5성 도설 

 

                                            
186 윤익영, 「19세기 프랑스 회화 속의 음악; 앵그르, 들라크루아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6집 (2008), pp.322-324. 
187 John Harrison, Synaesthesia The Strange Th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박지원, 「싸이네스테시아 이론을 통한 음악과 미술

작품의 연계성 고찰」, 『계간 낭만음악』 제18권 제1호 (통권69호) (2005), 

pp.45-59. 
188 스크랴빈이 공감각적으로 인지했던 음과 색의 호응은 다음과 같다; C=Red, 

F#= Bright Blue, G=Orange, D♭=Violet, D=Yellow, A♭=Purple, A=Green, E

♭=Metallic gray/blue, E=Pale blue, B♭=Blue-gray, B=Very pale blue, 

F=Dark red. 출처는 Simon Shaw-miller, Visible deeds of music -Art and 
music from Wagner to C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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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인은 음악 중에서도 한국 전통음악

을 어떻게 색채로 표현할지 연구하였다. 음양오행, 오방, 오정, 오간색 

등을 기저로 하는 동양문화권에서 오방색(五方色)은 우리나라 전통색채

의식으로 깊게 자리잡아 있다. 오방색은 오정색(五正色) 또는 오채(五

彩)라고도 하며, 방위와 색의 관계를 동청(東靑), 남적(南赤), 서백(西

白), 북흑(北黑), 중황(中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오채에 관한 가장 오

래된 기록은 『후한서(後漢書)』의 「염직편」이고, 방위색으로서 색을 

언급한 것은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분명하게 나타난

다.189 

한국음악의 음(音)과 색(色)에 관한 언급은 [도표 16]에서 보는바

와 같이, 『악학궤범(樂學軌範)』중 ‘5성 도설’에서 나타난다.190 오행

(五行)을 중심으로 전통 오방색과 오음을 연결시킨 도설이다. 5성 도

설에서 음과 색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면,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는 

각각 ‘황백청적흑(黃白靑赤黑)’에 해당한다.  

 

[도표 17] 5성 도설에 따른 국악 기악 합주곡의 분석 

5성 도설에 따른 국악 기악 합주곡의 분석 

5음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5색 황黃 백白 청靑 적赤 흑黑 

악곡명 악곡 분석 5음 5색에 해당하는 율명 

천년만세 임종계면조 임종 무역 청황

종 

청태

주 

청중

려 

유초신지곡 中 상령

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

리, 염불도드리 타령 

황종평조 

(중심음 

E♭) 

황종 태주 중려 임종 남려 

유초신지곡 中 군악 임종평조 임종 남려 황종 태주 고선 

중광곡 中 상령산 임종계면조 임종 무역 황종 태주 중려 

 

이러한 5성 도설을 바탕으로 본인이 작품화하고자 하는 기악 합주

                                            
189 이종상, 「한민족의 빛과 색」,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2004), pp. 27-

30. 
190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樂學軌範)』 (서울: 국립국악원, 2000), pp.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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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인 ‘천년만세(千年萬歲)’와 ‘유초신지곡(柳初新之曲)’을 [도표 15]와 

같이 분석해보고, 다섯 가지 색의 악보인 ‘오색보(五色譜)’로 제작해보았

다. 천년만세는 ‘임종계면조’에 해당하는 곡으로, ‘임종 ∙ 무역 ∙ 청황종 ∙ 

청태주 ∙ 청중려’의 5음으로 이루어져 있다.191 첫 음인 임종이 궁(宮)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색, 상(商)에 해당하는 무역이 백색, 각(角)인 황종

은 청색, 치(徵)인 태주가 적색, 우(羽)인 중려가 흑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작품 76] <천년만세(千年萬歲) 오색(五色) 정간보(井間譜)>, 2016, 한지에 수묵

채색, 72˟67cm 

 

[도표 17]을 기준으로 이를 정간보에 채색하여 <천년만세(千年萬

歲) 오색(五色) 정간보(井間譜)>(작 76)을 창작하였다. 색배열의 느낌

을 보기 위해 깔끔하게 흰 바탕에 오색을 배열하였다. 

 

                                            
191 국악의 음계는 15세기 『악학궤범』에서부터 평조 (솔음계)와 계면조 (라음

계)로 크게 나뉜다. 이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이혜구 

역, 앞의 책, p. 93; 김해숙 외, 앞의 책, pp.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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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7] <천년만세오색보 (千年萬歲五色譜)>, 2014, 순지에 수묵채색, 65˟
125cm 

 

[작품 76]에서 느껴지는 음악과 춤을 구체적으로 덧붙여 그린 것이 

<천년만세오색보 (千年萬歲五色譜)>(작품 77)이다. 통명전 전각 지붕에 

정간보 순서대로 색을 칠해서 소리가 가득 퍼지는 느낌으로 그려보았다. 

전각 양 쪽에는 춤을 추는 궁중정재의 하나인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의 모습을 그렸다. 이 정재는 목단화준(牧丹花樽)을 반(盤)에 설치하고 

무기(舞妓) 8인이 그 주변에 둘러서서 각각 꽃 한 가지를 취하여 진퇴하

고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것으로192, ‘무신진찬도병’을 비롯한 여러 연향

도병에 많이 그려져 있다. 

 

                                            
192 전통예술원 편, 『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國譯憲宗戊申進饌儀軌)』 (서울: 민

속원, 2004),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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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8] <유초신(柳初新) 오색보(五色譜) 상령산(上靈山)>, 2015, 디지털 프린

트, A3 (29.7˟42cm) 

 

 
[작품 79] <유초신(柳初新) 오색보(五色譜) 중령산(中靈山)>, 2015, 디지털 프린

트, A3 (29.7˟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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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0] <유초신(柳初新) 오색보(五色譜) 세령산(細靈山)>, 2015, 디지털 프린

트, A3 (29.7˟42cm) 

 

유초신지곡은 8개의 작은 악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곡마다 5

음의 배열이 다르다. 서양음악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성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도표 17]에서 보이는 것처럼, 곡마다 궁상각치우의 5음 배열을 

따져보고, 각각에 5색을 배치하였다. 

유초신지곡 중 군악을 제외한 나머지 악곡들은 E♭이 중심음인 황종

평조로 황종은 황색, 태주는 백색, 중려는 청색, 임종은 적색, 남려는 흑

색에 각각 대응한다. 군악은 임종평조로 임종은 황색, 남려은 백색, 황종

은 청색, 태주는 적색, 고선은 흑색으로 다르게 배열해야 한다. 이런 배

열은 다른 정악곡들을 색보화 시킬 때마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초신지곡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을 ‘5성 도

설’에 맞춰 오색보 로 만든 것이 [작품 78-80]이다. 

국악의 음을 시각적으로 풀이하기 위해 색과 연결시키기에 5성 도

설은 문헌상 가장 적합한 근거였으나, 다음과 같은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첫 번째로 국악의 기본 율(律)은 12율이기 때문에 중국음악 중심의

‘궁상각치우’의 5음체계로만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 전통음

악은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을 통해서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

(太簇), 협종(夾鐘), 고선(姑先), 중려(中呂), 유빈(蕤賓), 임종(林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12율명을 만들었

다.193 이 중에서 주로 7개 또는 5개의 음(율: 律)을 사용한 음계로 음악

을 만들곤 하였다.194 따라서 여러 가지 국악곡을 색으로 옮겨서 표현하

                                            
193 김미림, 『한국 음악론과 분석』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1), pp.95-96. 
194 이혜구 역주, 앞의 책, pp. 34-35; 김해숙 외, 앞의 책,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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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5가지만 정해져 있는 5성 도설은 부족하다. 

두 번째, 전통 오방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시각

미술로 표현하려면 채도(彩度)와 명도(明度)의 개념195이 혼용되어 혼선

을 빚는다. 오방색인 ‘적, 청, 황, 흑, 백’ 중에서 ‘적, 청, 황’은 유채색이

고, ‘흑, 백’은 무채색이다. 유채색은 채도와 명도 개념이 함께 적용되고, 

무채색은 명도단계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음

을 색으로 표현할 때 원음뿐 아니라 옥타브 아래와 위의 음도 고려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악에서 이것을 ‘청성(淸聲), 중성(中聲), 배

성(倍聲)’이라고 한다.196 그래서 5음 체계라고 하지만 실제 곡에는 적어

도 15개의 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배성 아래와 

청성 위의 음도 곡에 적을 수 있지만, 사람이나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역

대를 고려해서 보통 15개가 사용되는 것이다. 색으로 배성과 청성의 개

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채도와 명도의 개념을 사용해서 15단계의 색이 

필요하다. 같은 황종(黃)이라도 배성인 황(僙), 청성인 황(潢)을 색으로 

표현하려면 색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명도나 채도를 조절해서 표

현해야 한다. 이 때 무채색인 흑, 백은 밝고 어두운 단계인 명도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 유채색인 적, 청, 황은 맑고 탁한 정도인 채도를 사용하

게 된다. 여기에서 색채 선택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작품제작을 위한 색 안료선택 과정에서도 일

어났다. 흑색과 백색은 명도의 개념을 사용해 색 배열이 간단하게 이루

어졌으나, 황, 적, 청색은 채도와 명도를 함께 고려해서 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 15색이 고르게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다. 최대한 시각적으

로 자연스럽게 하고자 샘플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옻칠작품은 발색의 오

차를 줄이기 위해 가루를 뿌리는 건색(乾色)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색도 있고, 비슷한 색도 있어서 결과가 만

족스럽지 않았다. 다음 작품에서 같은 색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음을 

옮기는 색보를 제작하고자 하는 본인 작가의 의도가 흐려질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색보로 옮길 때, 5음의 배성, 중성, 청성을 고

려한 15색이 필요한데, 전통 오방색을 고집하면 그 중의 백색과 흑색이 

무채색이라 자연스러운 단계의 색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다. 명도나 채

                                            
195 명도, 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티 에드워즈의 색채 이론이 도움이 된다. 

베티 에드워즈, 『베티 에드워즈의 색채이론』, 김재경 옮김 (서울: 비즈앤비즈, 

2015), pp.26-33. 
196 김미림, 앞의 책,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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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자연스러운 색배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색이론과 색채학 등을 연구하였다.  

 

[도표 18] 12색상환 

12색상환 

 

 

뉴턴이 발명한 색상고리에서 유래한 것이 ‘색상환’이다. 뉴턴은 프리

즘을 통과한 빛이 분광된 7가지 색상들을 스펙트럼 순으로 고리를 만들

었다. 이텐의 색채의 예술에서 [도표 18]과 같은 12색상환을 언급했다. 

이텐은 ‘색채의 지각은 심리적 생리학적 사실이며, 색 그 자체의 물리적, 

화학적 사실과는 뚜렷이 별된다. 색채의 심리적, 생리적 사실이란 내가 

말하는 색채 효과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197 베티 에드워즈의 색채이론

에서도 12색을 기본으로 색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198 

색채와 음악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Sound color Harmonism」을 참

고하면 된다.199 

                                            
197 요하네스 이텐 (Johannes Itten) 著, 『색채의 예술 (色彩의 藝術): 색채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원리 (色彩의 主觀的 經驗과 客觀的 原理) (원서명: 

Kunst der Farbe. Korean)』, 김수석(金守錫) 역 (서울: 지구문화사, 2008), 

p.22. 
198 베티 에드워즈 지음, 『베티 에드위즈의 색채 이론』, 김재경 옮김 (서울: 

비즈앤비즈, 2015). 
199 김길호 ∙ 백정기, 『Sound Color Harmonism: 음악이 흐르는 컬러 배색사

전』, (서울: 임프레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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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12율을 12색상환에 연결시켜 100% 유채색들의 색보를 제

작해보았고, 이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전통 오방

색이 주는 깊은 상징성을 피해갈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국악의 12율과 12색상환의 개수가 일치하여 서로 호환하

기 용이하다. 12율 중에 악(樂)의 기준이 되는 기본음 황종(黃鐘)의 율

관은 궁(宮)에 해당하다. 황종의 율이 정해지면, 나머지 12율도 정할 수 

있다.200 가장 중요한 황종을 황(黃)색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음에 12색

을 설정하면, 12가지가 시각적으로 서로 어울리면서도 개성적인 자신의 

색을 가질 수 있다.  

 

  

[작품 81] <12율(律) 12채(彩)>, 2016, 한지에 수묵채색, 46˟53cm 

 

두 번째, 명도와 채도를 모두 고려해서 15색을 만들어야 하는 오방

색에 비해, 순색인 12색은 옥타브 위 아래 음들의 색상을 지정할 때 문

제가 없었다. 색을 사용할 때는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확인해

야 한다. 색상은 색상환의 12개 기본색이고,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선명하고 탁한 정도를 가리킨다. 12색상환에서 세 가지 기본 스

펙트럼 색상인 노랑, 빨강, 파랑은 색상환에서 서로 같은 거리에 있다. 

이론적으로 이 세가지 스펙트럼 색상을 혼합하면 1600만 가지 색을 만

들 수 있으나, 물감의 화학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다. 201 12색상

환의 12가지 유채색에 채도 개념을 적용하면, 국악 12율의 배성 ∙ 중성 

                                            
200 송성섭, 「세종의 음악 창제 -세종의 신악(新樂)과 정간보(井間譜)의 창제 

원리-」,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5년, pp. 

47-59. 
201 베티 에드워즈, 앞의 책, pp.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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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성의 색을 모두 지정할 수 있다. <12율(律) 12채(彩)>(작 81)은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작품이다.  

 더불어 오방색은 오래된 전통만큼 색채에서 느껴지는 상징성이 매

우 강하다. 이를 무비판적으로 미술 창작에 사용할 경우, 자칫 전통문화

적 상징성과 그 배경이 되는 음양오행, 무속신앙 등의 상징성에 가려 본

인의 의도가 희석될 수 있다. 본인은 색채를 매개체 삼아 음악을 보여주

고 그 음악적 느낌을 중시해서 전달하고 싶다. 특히 천년만세나 유초신

지곡은 연향에서 반주로 사용되던 흥겨운 연향음악이기 때문에, 모두 유

채색으로 이루어진 12색상의 경쾌한 느낌과 잘 어울린다. 따라서 국악 

12율을 각각 12색상환에 연결시켜 100% 유채색들의 색보를 제작하기

로 결론지었다. 

 

[도표 19] 동양화 12색 제작 

동양화 물감으로 12색 만들기 

   

 

Yellow  황 
Yellow-Orange 주황 
Orange 주홍 
Red-Orange 주 
Red 양홍 
Red-Violet 모단 
Violet 청자 
Blue-Violet 감 
Blue 군청 
Blue-Green 청 
Green 농록 
Yellow-Green 약엽 

 

12율에 12색을 지정해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배경 단계로 동양화 

물감과 옻칠화 안료를 연구해서 그 표현법을 정해보았다. 동양화 물감으

로 지정한 12색은 [도표 19]과 같고, 옻칠화는 [도표 20]과 같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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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화 12색의 발색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껍게 바르고 끝내는 ‘후
료휴도(厚料髹塗)’기법을 응용하였다. 

 

[도표 20] 옻칠화 12색 제작 

옻칠용 안료로 12색을 만들기 위한 연구 

   

Yellow 황 (안료번호: 23) 
Yellow-Orange 황구 黃口 (4) 
Orange 산취 山吹 (25) 
Red-Orange 담구 淡口 (3) 
Red 적구 赤口 (2) 
Red-Violet 도 桃 (37) 
Violet 모단 牡丹 (38) 
Blue-Violet 자 紫 (40) 
Blue 청 (29) 
Blue-Green 공 空 (27) 
Green 초 草 (33) 
Yellow-Green 청죽 靑竹 (32) 

 

옻칠화의 후료후도 기법은 정제칠에 건성유를 섞은 후료칠을 만들어 

상칠로 휴도하고, 칠장에서 서서히 경화시키거나 또는 열을 가해 고온으

로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칠기를 대량생산하는 공장에서 주

로 사용하는데, 상칠한 후 연마하여 광을 낼 필요가 없어서 생산속도를 

높여준다. 휴도 시 칠의 도막을 균일하게 하고 붓 자국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숙련되고 확실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202  후료후도 기법을 응용한 작품 <연향악채보(宴享樂彩

譜): 해금 정간보>(작 59)의 제작순서는 아래와 같다. 

                                            
202 이종헌 ∙ 조해리, 앞의 책,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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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 후료휴도 제작과정 

후료휴도 제작과정 

     
1. 건성유+정

제칠+안료:  

2. 희석된 색

칠 여과  

3. 후료칠 휴도 4. 경화 5. 완성 

건성유를 섞은 

투명칠과 필요

한 안료를 

1:1정도로 배

합하여 헤라로 

교반. 

유리병으로 

밀면서 완전

히 교반 후, 

테레핀과 희

석해서 여과. 

평붓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고

르게 펴서 후료

칠 도장. 

칠장에서 약

2-3일간 경화. 

완성 후 다

음 작업진

행. 

 

본인의 개인전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와 

같은 색채의 상징과 표현에 관한 연구 결과끝에 창작된 것이다. 오음오

색의 전통적 색채의식에서 시작해서 근대의 색채학까지 살펴보았으며, 

동양 채색화와 옻칠화의 안료분석으로 그 표현기법까지 연구하였다.  

 

 

3. 장황(裝潢)의 활용 
 

 

작가가 그림을 구상하고, 재료를 선택하고, 화면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황(粧潢, 粧䌙, 裝潢, 裝䌙, mounting)’을 통해 그림은 진

정한 마침표를 찍는다. 장황이란 서화(書畵)를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

한 조치나 보관, 감상 등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203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옛 문헌을 참고하면, 장황 외에 배첩(褙貼), 장배(裝

褙), 장표(裝縹) 등의 용어도 사용했으나, 일제 강점기에 표구(表具)라

는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204 본고에서는 전통 표구방식을 지칭하고자 

                                            
203 이진희, 「조선시대 장황 용어와 관련 기록」, 『장서각(藏書閣)』, No.23 

통권23호 (2010), p.119. 
204 곽지윤 ∙ 김형국 엮음, 『풀 바르며 산 세월, 표구장 이효우 이야기』 (서울: 

가나문화재단, 2016), p. 181. 

장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것: 국립고궁박물관, 『꾸밈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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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동양화 전통표구의 가장 기본 기술은 배접이며, 좋은 풀과 좋은 종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많은 정성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작품의 감

상뿐만 아니라 작품의 보관, 수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미술

품도 생명체처럼 시간이 경과하면, 본래의 상태에 노화와 손상이 오기 

마련이고 원화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동양화의 경

우 바탕재료가 종이와 비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로 꾸며지고 풀로

서 배접을 하는 등 모두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손상의 가능

성이 있다. 병들고 노화된 미술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

는 복원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림의 제작과정과 장황기술 또한 매우 중요

하다. 처음부터 작품재료의 성질을 잘 파악해 작업하고, 마무리한다면 

작품의 가치와 생명력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화가들은 그림의 장황 방식을 정할 때 전시되는 장소를 고려한다. 

족자표구 방식이 벽이 세로로 나누어져 있는 좌식생활을 위주로 한 옛 

한식가옥에 잘 어울렸다면, 근현대에 들어와 가옥구조가 변하면서 그림

크기와 표구에도 변화가 생겼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양식 액자

표구 양식이 도입되었고, 이는 동양화 작품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현대 회화작품들은 점점 더 다양한 크기와 비율들로 그려졌고, 이에 따

라 표구방식 또한 다양해졌다. 나아가 프레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림 그

대로를 벽에 걸어 벽과 더욱 세련되게 어울리도록 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이 모든 방식이 현대 표구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동양화의 장황은 그림의 발전과 함께 그 긴 역사를 함께 해왔다. 장

황을 통해 완성된 서화는 족자, 병풍, 두루마리, 책, 첩 등의 형태로 꾸

며진다. 전통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현대 동양화 작가들은 마지막 장황 

방식까지 포함해서 그림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전시효과를 고려한다. 본

인은 다양한 전통표구 양식 중에서도 족자(簇子)와 병풍(屛風)의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족자는 서화를 종(縱)방향으로 펼쳐서 걸어놓기 편리하게 만든 장황 

형식이다. 족자로 장황하는 것을 장족(粧簇), 또는 작족(作簇)이라 한다.  

서화의 뒷면에 종이와 비단으로 배접하여 보강한 후, 작품과 어울리는 

비단으로 앞면을 장식하고 벽에 걸 수 있도록 위아래에 나무 축을 달고 

                                                                                                               

의 예술, 장황』(서울: 그라픽네트, 2008); 이진희 ∙ 홍순천 ∙ 최숙경, 『배첩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서울: 민속원, 2013); 고수익, 『표구미학개론』 (서

울: 고륜, 2007); 이순애 ∙ 정동수, 『표구: 한국의 전통표구』 (서울: 청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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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을 매다는 방식이 족자이다.205 족자는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반면, 자

주 말았다 폈다 하면서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 작품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보다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족자 장황 방식에는 보통 세 

번의 또는 그 이상 여러 번의 배접과정을 거친다. 풀만 좋아서 족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또한 풀의 농도가 묽어도 잘 붙는 부드러운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귀얄로 골고루 빠짐없이 잘 두드려 주어야 

한다. 족자를 건조판에 오래 붙여두면 건조한 날과 습한 날을 번갈아 겪

으면 종이의 긴장감이 더욱 없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족

자는 부드러우며 보관과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보관은 오동나무로 만

들어진 작품보호용 족자 말이통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현대미술에서 족자를 활용하는 이유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 

그림의 주제와 분위기에 적합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족자표구의 역사성

이나 의미가 작업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액자표구보다 자유로운 공간 사용으로 설치작품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

문이 그 이유들이다.  

 

 
[작품 33-1] 작품 <Home(집)>, <House(집)>, <Root(집)>, <Shelter(집)>의 설

치 장면, 2012년 4482 전시, The Barge House, London. 

 

본인 작품 <Home(집)>(도 30), <House(집)>(도 31), 

<Root(집)>(도 32), <Shelter(집)>(도 33)의 그림길이는 각각 180cm

                                            
205 국립고궁박물관,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서울: 그라픽네트, 2008),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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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족자의 비단까지 포함하면 약 250cm에 달한다. 이렇게 길고 큰 

회화작품이지만, 족자로 제작되어 보관과 이동이 용이했다. 그 장점을 

살려 해외전시에도 출품하였다. 2012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4482’ 
전시에 마치 설치작품처럼 공간을 차지하며 설치되었다.206 천장에 매달

아 길게 늘어뜨린 족자를 활용한 자유로운 공간 배치로, 회화작품이지만 

설치작품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병풍은 병장(屛障), 장자(障子)등으로 불리며, 나무를 기본 골조를 

짠 다음 그 위에 종이를 바르고 서화를 붙인 후 비단으로 회장을 두르는 

순서로 제작된다. 하나의 통판으로 만들어 일정 장소에 고정하거나 두 

폭 이상으로 연결하여 접었다 폈다 하는 형식이 있다.207 병풍을 비롯한 

가리개, 장지문 등은 공간을 구획하거나 장식하고 또는 찬 기운을 막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기록과 감상의 용도를 주로 가지는 일반 

서화물과 달리, 병풍은 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된

다. 조선시대 궁중 의례에 병풍이 적극 사용되었으며, 일상에서도 왕실

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처럼 병풍은 기능적인 역할과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현대 작품에도 응용할 수 있다.  

 

 
[작품 38-3]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 의 가변적인 병풍 설치

장면 

 

                                            
206 2012.02.22.-02.26. 제5회 4482(사사팔이) 《Map the Korea》, 

Bargehouse, 런던, 영국 
207 국립고궁박물관, 앞의 책, p. 87,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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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에서 병풍을 활용해 작품설치 공간에 가변성(可變性)을 

주었다.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다>(작 38)에서는 그림이 끊임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병풍을 원형으로 설치하여 전시하였다. 이 

병풍은 경첩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언제든지 배열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원형으로 설치된 작품은 회화작품이기는 하지만 오브제(object)의 성격

도 가지며, 설치작품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 회화작업이지만 다른 

설치 작품들과도 어울리는 효과를 준다.  

 

 

 
[작품 51-2] 작품 <시율인생도병> 병풍의 앞면과 뒷면 

 

병풍은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작품 <시율인생도병

>(작 51)은 앞면은 그림, 뒷면에는 서예작품을 장황하여 활용도를 높였

다. 때와 장소에 따라 양면을 두루 전시할 수 있다. 

이처럼 본인 작품은 전통표구기법의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본인 작품에서 보여주는 족자와 병풍은 전시 설치 공간에 가변성을 

주며, 설치작품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처럼 장황에 대한 이해는 현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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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 전통을 적절하게 응용해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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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맺음말 
 

 

본 논문은 동양화의 ‘다시점(多視點)’을 중심으로, 국악 기악합주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본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 창작연구이다. 

전통회화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다시점을 연구하

여 동양화의 지평을 넓히고, 작품분석을 통해 창작의 의의를 밝히고자 

목표하였다. 

동양화를 재료 외에 정의할 수 있는 조형요소로 파악하고자 회화창

작의 기본이 되는 ‘구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평면회화에서 ‘구도’는 

작품내용을 구현하는 기본 조형원리이자 핵심이며, 세상을 보는 작가의 

시점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이다. 특히 동양화는 다시점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관찰한 경치를 한 

폭의 그림 속에 그려 넣기 위해 단일 시점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여러 

시점에서 본 풍경을 화면 안에 예술적으로 조합하거나 생략하여 작가의 

의경(意境)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특히 다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통 산수화의 구도에 집

중해서 연구하였으며, 그 구도를 활용해 비가시적인 소재도 회화로 표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언급한 다시점을 활용한 나

열식과 중첩식의 구도는 전통적으로 산수나 자연 공간 외에도 개인의 기

억을 기록하거나 음악, 소리 등의 소재를 표현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음

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 동양화가 현대미술에 활용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내어 미술의 한계선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국악 기악합주의 조형적 표현을 다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음악이 가지는 시간성’과 ‘합주형식이 가지는 조화’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 동양화에서 왜 다시

점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였나, 둘째, 동양화와 국악은 어떠한 면

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가, 셋째, 동양화의 다시점을 활용해 국악의 

기악합주를 조형화한 본인 작품의 의의는 무엇인가 등의 관점에서 본 연

구가 진행되었다.  

다시점은 다원적인 시점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투

시법이자 표현법이다. 다시점이 산수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수

화의 목표와 다시점의 목표가 서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산수화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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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행의 간접경험을 위해 제작되고 감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는 누워서 산수를 즐기고자 하는 종병의 ‘와유’사상에서 시작되어 머물

고 싶은 산수를 최고로 꼽는 곽희의 ‘가유자, 가거자’의 태도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현대 회화에서도 여전히 보이는 특징이다. 이런 산수화의 

목표는 간접체험을 위해 그림 속에 현실과 비슷한 다원적이고 복잡한 공

간을 창출하게 되었고, 다시점은 그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

을 하게 되었다. 

누워서 유람하고 싶은 산수[臥遊], 그리고 노닐면서 머물고 싶은 산

수[可遊者, 可居者]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 전통 산수화의 목표이다. 이

런 산수화의 목표는 다방면에서 산수를 바라보는 다시점의 관찰법을 발

달시켰다. 멀리서 세를 취하고 가까이에서 질을 취하며 [遠望取勢 近看

取質], 걸음걸음마다 달라지는 산의 모습을 살펴보고 [步步移], 산의 형

상을 면마다 보는 [面面看] 관찰방식을 발달시켰다. 

다시점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동양화의 대상 관찰방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회화에서 구도를 중요시 했음은 포치(布置), 포백

(布白) 등의 구도를 뜻하는 단어들과 고개지의 ‘치진포세(置陳布勢)’, 사

혁의 ‘경영위치(經營位置)’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공간표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곽희, 한졸, 

석도 등의 화론을 살펴보았다.  

곽희의 ‘삼원법’ 이론에는 당시에 발달했던 대관산수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고원, 심원, 평원의 3가지 시점이 한 화면에 어떻게 조화

롭게 표현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작품 <조춘도>를 통해서 시각

적으로 구현해 냈다. 곽희의 삼원법은 이후 동양화의 핵심 전통으로 자

리잡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삼원법을 동양화의 절대불변

의 법칙으로 여기지 않고, 활용가능한 우수한 특징으로 파악하고자 본 

논문에서 유도하였다.  

곽희의 사상 외에 한졸과 석도의 이론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연구해

보았다. 한졸의 활원, 유원, 미원은 남송시대 산수화들의 특징을 반영하

고 있다. 남송의 원만하고 평온한 산수를 표현해내기 위해 발달한 것으

로 이 또한 현대 동양화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석도는 고과화상

화어록의 제10장 ‘경계장(境界章)’을 통해 화면배치의 중요성과 구체적

인 예시들을 언급하였다. 작가론이 중시되는 현대미술에서 창작자의 자

세를 중심으로 기술한 석도의 화론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인다. 

‘경계장’은 석도이론의 핵심은 아니지만, ‘구도’가 작가 중심의 창작태도

에서 중요한 단계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다시점은 산수화를 중심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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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었으며, 산수화 외에도 동양 전통회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

고 있다. 

다시점에 의한 표현법은 전통 동양화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아니다. 

관찰대상을 다시점으로 관찰해서 화면에 옮기기 위한 시도들은 현대미술

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양화는 르네상스 시기

부터 명암법과 소실점을 활용한 단일시점이 발달하였으나, 19세기 사진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고정적인 사물의 재현은 미술의 과제가 될 수 없

었다. 점차 미술은 표피적인 사물의 재현이 아닌 대상의 본원적인 모습

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세잔부터 피카소, 호크니에 이르기까지 다시

점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 동양화에서 사용된 다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점을 활용한 

공간구성의 새로운 분류법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걸으면서 관찰한(步步

移)’ 여러 장면들을 나열한 ‘나열식’, ‘면면이 관찰한(面面看)’ 장면들을 

중첩해서 재배열한 ‘중첩식’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다시점의 중첩식(重疊式) 구성은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해서 한 

화면에 모두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감상자는 대상의 여러가

지 면들이 조화된 화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주로 화면비율이 

세로로 긴 조폭(條幅)이나 중당(中堂)형식의 그림에 적용된 구도이다. 

중첩식으로 표현한 대관산수 형식의 종적 확장형 그림이 많다. 중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관찰대상은 대물에 해당하는 산수자연, 여

러 인물들이 함께 있는 군상, 그리고 비가시적 대상인 음악 중에서는 합

주형식의 음악이 있다.  

나열식 구성은 순차적으로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 구도법으로, 

주로 화면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해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가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나열식 구성 중 ‘전경형(panorama)’은 관찰자가 이동하면서 

다시점으로 관찰한 공간의 전경 (全景, panorama)을 걸음걸음마다 감상

하도록 여러 화폭에 걸쳐 횡적 또는 종적 확장형으로 나열한 것이다. 눈

앞에 펼쳐진 장대한 자연의 전경을 찬찬히 둘러보듯이 그려진 것이 전경

형이다.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흐름을 느끼면서 주변의 산천

을 감상하듯이 그려진다. 그리고 나열식 중 ‘이야기 서술형’은 관찰자가 

다시점으로 관찰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episode)을 걸음걸음마다 

감상하도록 긴 화폭에 걸쳐 횡적 확장형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열식 전

경형은 주로 현대사진이나 회화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이고, 이야기 

서술형은 현대에 영상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첩식 구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전통회화에는 정선의 <금강전도(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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剛全圖)>와 강세황의 <피금정도(披襟亭圖)>가 있다. 나열식 전경형 구

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전통 회화로는 이인문의 <강산무진도(江山無盡

圖)>, 심사정의 <촉잔도권(蜀棧圖圈)>, 이성길의 <무이구곡도(武夷九曲

圖)> 등이 있다. 이야기 서술형으로 나열식 구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전

통 회화로는 조선 초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정조 대왕 때의 

<화성능행도(華城陵行圖)>, 헌종 때의 <무신진찬도병> 등이 있다. 

다시점의 두 가지 분류로 모든 전통 작품을 나눌 수는 없다. 하지만 

다시점을 활용한 작품 중에 이러한 배치를 보이는 대표적인 몇몇 작품들

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새로운 창작의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본인은 그림을 그릴 때, 사진으로 재현할 수 있는 장면은 최대한 피

하고자 노력한다. 기억의 조합으로 현실 같지만 현실이 아닌 공간을 추

구했고, 현실 속 직접 사생에 바탕으로 둔 재조합의 과정으로 현실의 시

공간을 초월한 그림을 추구했다. 이는 산수화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같

은 맥락 속에서 직접 국악을 듣지 않아도 국악이 느껴지는 것을 목표로 

평면 회화 작업을 진행했다. 산수화는 산수라는 시각적인 소재를 다시점

을 활용해 조형화했다면, 본인 작품은 산수화에 나타난 다시점을 활용해 

비시각적인 국악을 조형화하였다. 

초기 작품은 국악을 시각화하고자 국악기를 정물로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국악기 중 자연에서 나오는 8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악기인 해

금을 그린 <천년소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진행했다. 국악

은 자연의 소리이고, 식물의 소리라고 한다. 동양 산수화에서 그려진 자

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라 동양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가진 관념의 상징물

이다. 그러면 국악기들의 재료적 근원은 자연이니, 그 소리 또한 자연으

로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

며 물같다>, <금빛모래> 등에 표현해보았다.  

다만, 악기는 정물일 뿐 음악과 소리는 담을 수 없었기에 국악의 본

질에 대해 고민했다. 석사 유학 시기에는 국악의 본질에 대해 관찰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국악의 본질 중에서 선율에 집중했다. 국악은 서양

음악과 달리 이음성(異音性, heterophony)이라는 선율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음성은 ‘동시에 진행하는 주선율의 변형들’이라는 뜻으로, 개별 

선율이 주종(主從)의 관계를 벗어나 다원적인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국악의 선율을 표현하기 위해 ‘명주실’을 소재로 삼

아 작품 <Heterophony>, <무언의 외침(Silent Cry)> 등을 창작하였다. 

실이라는 직선은 방향성을 가지고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율’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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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실에 다양한 물건을 마치 꾸밈

음처럼 달아서 ‘선율의 변형’을 나타내고자 했다. 

박사 시기에는 구체적인 국악곡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통음악 중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영산회상(靈山會相)’이라는 곡을 

평면회화로 조형화하여 개인전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을 개최하였

다. 사람은 음정과 박자, 즉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통해 음악을 느낀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음의 높이는 각기 다른 색을 사용하였고, 음의 길

이는 정간보를 차용해 그 칸을 점유한 공간만큼씩 칠하는 것으로 표현했

다. 색을 쓴 이유는 음정의 높낮이를 시각화하여 느끼도록 함이다. 박자

감을 정간보를 통해 표현한 이유는 시간의 점유를 공간의 점유로 화치시

키기 위해서다.  

초기 작품부터 박사과정 시기까지 국악을 시각화하기 위한 작품을 

관통하는 화면 구성 방식은 다시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 다

시점의 화면 구성방식은 중첩식 구성과 나열식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첩식은 관찰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해서 한 화면에 모두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한 대상에 대해 집중하려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나열

식은 순차적으로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 구도법으로,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가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국악을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와 대상에 따라 

전통 다시점 구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악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강

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첩식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음악

의 시간예술적인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열식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즉, 국악기나 국악의 선율구조와 같이 구체적인 한 

대상을 작품화한 초기작업의 경우, 여러 면에서 관찰한 후 한 화면에 조

형한 중첩식 구성을 통해 평면을 구성하였다. 작품 <해금오색도(奚琴五

色圖)>, <흥겹다>, <Heterophony>, <무언의 외침(Silent Cry)> 등이 중

첩식 구성을 활용한 예이다. 반면, 국악곡 자체를 주제로 한 작품의 경

우에는 음악이 가지는 시간성을 조형화하기 위해 나열식 구성을 통해 화

면을 조형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작품 <너는 바위같고 구름같으며 물같

다>, <조율런던연회도병(眺律London宴會圖屛): 시율(示律) 24-26년>, 

<시율인생도병 (示律人生圖屛)> 등이 있다. 그리고 기악 합주곡을 시각

화하기 위해서는 작품 <연향악채보(宴享樂彩譜)>의 구도 측면에서 나열

식과 중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새로운 시도는 전통 다시점의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일시점으로 그려진 회화가 마치 사진과 같다면, 다시점으로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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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동양 전통회화 한 폭은 마치 소설 한 권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본인 작품은 한 화폭에 여러 관점에서 관찰한 음악과 그 음악을 매개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서 마치 시간예술인 음악 한 곡을 공간예술로 바꾸

어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추구한다. 이는 시간성을 바꾼 독특한 공간미

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즉 

다양한 관점의 시공간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측면에

서 동양 전통산수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논문은 다시점을 중심으로 동양화론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동양 

전통회화의 구도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본인 작품의 전통적 이론 근거

를 마련하였다. 아직까지 동양 전통회화의 구도법이 지니는 사상적 배경

을 활용한 현대회화작품은 거의 없다. 본인의 연구는 비시각적인 동양음

악을 다시점의 개념을 통해 시각적으로 조형화함으로써 동양 전통회화의 

구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시점을 활용한 회화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주며, 비시각적인 소재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해 준다. 본인의 작품 및 연구가 현대 동양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창의

적인 조형감각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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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based on the author’s artworks that show the 

formative expression of traditional instrumental ensemble and 

studies about the ‘multi-viewpoint[多視點]’ of the oriental painting 

that formed the basis of the ensemble. The thesis aims to broaden 

the spectrum of oriental painting in general through the study of 

‘multi-viewpoint’ which proves to be highly useful in not only 

traditional but also in contemporary oriental painting, and to 

discover the significance of creative work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uthor’s works. 

‘Multi-viewpoint’ is an expression method that allows a 

pluralistic point of view to co-exist in harmony on a singular screen. 

Through this method, a timeline is constructed and the screen is 

able to capture the targe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thesis 

studies the preceding works on multi-viewpoint along with theories 

on traditional painting, and analyses and categorize tradi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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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artworks that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multi-viewpoint. Through these works, the thesis further examines 

the artworks created by the author during 2002-2019 on how the 

artworks applies multi-viewpoint to visualize traditional music, and 

their future roles and influence. 

  The two major reasons for analyzing the formativ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ensemble are the ‘temporality of 

music’ and ‘the harmony an ensemble presents’. To perform the 

analysis, this thesis studies the topic with following perspectives. 

First, why focus on the examination and expression of multi-

viewpoint in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Second, how does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correlate? 

Thir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author’s work that displays the 

formative expression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ensemble?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Multi-viewpoint is an 

artistic concept with high utilization value not only in art related 

field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and engineering 

which requires a study on its comprehensive and organic impact. In 

order to analyze my artwork with the con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music must be mentioned as the foundation of the 

analysis. This relationship poses an interesting topic that is being 

studied in the field of music including music history and music 

education. and is also currently being handled in the field of art 

mainly in art history. 

  Chapter 2 studies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theo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ime and harmony contained in multi-

viewpoint. It looks to the idea of ‘WaYu(臥遊)’ and ‘GaGeo(可居)’, 

the key concepts in landscape painting to search for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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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background to the development of multi-viewpoint in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Guo Xi(郭熙) explains the observational 

methods of multi-viewpoint by stating ‘Capture the form at a 

distance, and capture the essence at a closer range[遠望取勢 近看取

質]’, ‘The landscape shifts with every step[山形步步移]’, ‘The form 

of landscape must be observed from each sides[山形面面看]’ and so 

on in his scripts 『 ImCheonGoChi(林泉高致) 』 . Detailed spatial 

placements are hinted in painting theories such as Guo Xi’s ‘Law of 

Three Viewpoints[三遠法]’, HanZol(韓拙)’s ‘Law of Three 

Viewpoints[三遠法]’ and Seokdo(石濤)’s 

‘FenGangSamCheopYangDan(分彊三疊兩段)’. Traditionally, multi-

viewpoint implies a chronological theme in its observation and 

expression as it was developed in order to paint diverse landscapes 

and its space on a single screen. Through this, it allows the painting 

to break free the constraints of time and pace of fine arts to pursue 

a pluralistic harmony. 

Chapter 3 analyzes the paintings that were formed using multi-

viewpoint by dividing them into two tendencies based on Guo Xi’s 

theory on paintings. The ‘Overlapping composition’ types are the 

paintings that overlapped sceneries from different sides and 

rearranged those viewpoints. The ‘Sequential composition’ types 

enumerate each scenery that were observed whilst walking onto a 

single screen. Some of the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that exhibit 

overlapping compositions include JeongSeon’s 

<GeumkangJeonDo(金剛全圖)> and KangSeHwang’s 

<PiGeumJeongDo(披襟亭圖)>. Sequential compositions of sceneries 

can be found in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such as LeeYinMun’s 

<GangSanMuJinDo(江山無盡圖)>, ShimSaJeong’s 

<ChokJanDoKwon(蜀棧圖圈)> and LeeSungGil’s <MuYiGuGokDo(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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夷九曲圖)>. Traditional paintings that are demonstrations of 

sequential compostions of epic narrations are AnGyeon’s 

<MongYuDoWonDo(夢遊桃源圖)>, <HwaSungNeungHaengDo(華城陵

行圖)> and <MuShinJinChanDoByoung>. Expressive painting 

methods based on multi-viewpoint are not observed in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but also in Western paintings from traditional 

paintings to Paul Cezanne and still being explored by contemporary 

artists such as David Hockney.  

Chapter 4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ulti-

viewpoint of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and the ensembl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whilst looking into how the 

author’s artworks uses multi-viewpoint to visualize Korean music 

by dividing author’s artworks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composition. The ‘Overlapping composition’ 

organization method was used for artworks such as 

<HaeGeumOSaekDo(奚琴五色圖)>, <Jubilant>, <Hetrerophony>, 

<Silent Cry> trying to observe and demonstrate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Sequential’ 

organization method was used in <Like Stone, Wind and Water>, 

<JoYul London YeonHoeDoByoung(眺律London宴會圖屛); SiYul(示

律) 24-26years>, <SiYulYinSaengDoByoung(示律人生圖屛)> aiming 

to emphasize the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urthermore in the recent work, <YeonHyangAkChaeBo(宴享

樂彩譜)>, both methods were applied to express the harmonistic and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ensemble.  

Chapter 5 explains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author’s 

artworks such as lines and colors, and their expressions, besides 

the general screen composition characteristic that they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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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iewpoint). The linear elements in the artworks are 

expressed through a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lacquer[Ott(漆)] 

painting, installation works, use of margins as well as the usage of 

traditional brushes and usage of Muk(墨)[筆墨法]. The colors were 

expressed through lacquering, digital printing, etc, based on the 

basic painting method of oriental painting, ‘coloring technique [設

彩法]’. The 12 ratio coloring technique used in <YeonHyangAk 

ChaeBo> is a result of the studies of the symbolism of color and 

sound through theories such as the ‘5 SeongDoSeol(五聲圖說)’ 

from 『 AkHak GweBeom(樂學軌範) 』  and chromatics. Further 

studies on the traditional sign language method ‘framing[裝潢]’ 

for effectiv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exhibition space.  

Chapter 6 summarizes the whole paper and re-examines the 

main points of the thesis. It concludes with an explanation of the 

possible barriers and aspirations of future research projects. 

This study i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composition methods through the formulation and 

visu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using multi-viewpoint. 

Painting using multi-viewpoint pose the potential visualization and 

expression of the invisible through incorporating the fourth 

dimension of oriental paints, time. Furthermore, multi-viewpoint 

not only displays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subject objectively, 

but also incorporates the modern value of pursuing pluralistic 

harmony over uniform and hierarchical system. The author’s hopes 

are that her works and studies broaden the spectrum of modern 

oriental paintings and awaken creativity in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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