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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년도부터 년까지의 개인전을 통해 발표된 본 연  2011 2018

구자의 작품을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진

행한 작품 연구논문이다 작업에 참고가 되었던 이론과 작품 분석의 내. 

용을 수록하였고 더불어 작업에 영향을 미친 기타 논문 및 간행물과 학

술지의 참고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예술가가 현실을 대면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작품으로 담는 과정에서   

기록과 기억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표현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

어 온 행위이다 그리고 예술가는 주변의 다양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 

장면의 특성을 성실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태도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았

다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인물의 대중 형상은 많은 화가에게 . ( ) 大衆

작업의 주된 주제로서 인식되었으며 현실 속 대중의 모습을 작품으로 , 

표현하는 것은 주변인과 사회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탐구가 필요한 작업

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점들을 인지하여 주변 현실의 장면을 회화로 기. 

록하고자 하였고 현실 속 대중을 작업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접근하였으

며 대상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방법적 접근을 통해 현실 표현의 구체적

인 형식과 그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 

관련된 자료의 정리와 진행으로 작업의 분명한 개념을 얻고 향후 더 나

은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

  

제 장에서는 연구  Ⅰ 를 시작하게 된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의 사례를 제시

하고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제 장에서는 기록과 기억으로서의 현실 표현 에 대해 다루었는데 현  ‘ ’Ⅱ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주요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

다 회화로 현실을 표현했을 때 어떠한 표현과 목적들을 시도하였는가에 . 

대해서 분석하고 과거 중국과 한국의 회화 그리고 우리나라 근 현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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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서 현실을 표현한 방법에 대해 관찰하고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제 장에서는 기록과 기억으로 본 대중의 모습 에 대하여 알아본다  ‘ ’ . Ⅲ

대중의 주제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장면의 성격으로 본 사회상 속 대중의 

모습을 기념하는 대중 과 비판하는 대중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범‘ ’ ‘ ’

위에서 도출된 장면의 특징과 의의를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 

고 현실 속 대중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기록적 방법과 표현 과 ‘ ’

기억의 과정과 표현 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현‘ ’ . 

실 속 대중을 작업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표현한 근 현대의 주요한 작품/

들을 알아보고 이를 기록적 방법에서는 현실 인물의 관찰과 기록 과 사‘ ’ ‘

실주의 적 접근 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억의 과(Realism) ’

정에서는 개별 기억과 집단 기억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 장에서는 대중의 기록과 기억을 통한 현실 표현 에 관해 연구하  ‘ ’Ⅳ

고 본인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수묵 인물화의 표현과 조합을 . 

통해 대중적 장면을 구성한 작업의 초기 경향을 회고하고 이후 진행된 

작업에서 현실 속 대중의 표현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

다 기록과 기억이란 과정을 거쳐 작업을 진행하며 얻어진 주제와 구성 . 

및 시기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달라진 , 

특성과 형식은 각각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품을 참고하여 알

아보기로 하겠다.

제 장에서는 재료기법과 제작 과정 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자가   ‘ ’ . Ⅴ

작업을 진행하며 새로이 발견하여 적용한 재료와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

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작업에 주로 쓰였던 종이의 종류와 이에 구김의 . 

효과를 가미하여 새로이 만든 바탕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서술하고 제

작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모필을 사용한 감필법. 

과 가죽을 이용한 방식 등 시기별로 적용된 다양한 기법과 방식들을 소

개하며 더불어 전시공간에서의 작품 배치와 설치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 

하고자 한 주제와 기획 의도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본인이 경험한 개인전

에서의 전시공간을 주제로 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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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 장은 결론 부분이다 장에서부터 장까지 언급되었던   . Ⅵ Ⅰ Ⅴ

이론적 토대의 부분과 작업의 진행 과정 및 작품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작업의 성격을 숙고하고 향후 작업에서 이뤄야 할 부분에 대해 진

단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자는 대중의 기록과 기억으로 본 현실 표현을 작업의 주된 목  

적으로 정하였고 관련된 작업과 논문의 연구를 통해 단단히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선 이론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사회 조직을 면밀히 . 

관찰하고 현실과 대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작업의 모든 단계에 있어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 

이전의 반성을 비롯하여 향후 작업에서의 증진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주요어 현실 대중 기록 기억 장면 표현 회화: , , , , , , 

학번: 2014-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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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목록

참고도판[ 1] <The Destruction of Tea at Boston Harbor>, 

             lithograph depicting the 1773 Boston Tea Party

참고도판 강화도 조약과 조일대표회담도의 사진[ 2] 

참고도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스틸컷 중 한 장면[ 3] ‘ ’ 

참고도판 인터넷에서 사회 라는 단어 입력 시 검색되는 이미지들[ 4] ‘ ’

참고도판 장택단 청명상하도 권 부분[ 5] ( ), < ( )>( ) , 張擇端 淸明上河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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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목적1. 

본 논문은 년부터 년까지 이루어진 본 연구자의 작업을 대  2011 2018

상으로 하여 진행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 

본인의 앞선 연구에서 다룬 작업 이후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목적을 보

다 명쾌하게 하며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앞선 논문의 내. 

용과 목적은 인물화를 제작하면서 기록적 표현의 내용과 의미를 묻고, 

이것이 작품구성에 있어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고 재현되었는가에 대한 

문답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인물화 란 포괄적 범위의 용. ‘ ’

어 대신 인물의 대중 형상 을 작업의 주된 주제로 설정하였고 회화를 ‘ ’

표현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다루었던 기록 의 영역에 기억 의 부분을 ‘ ’ ‘ ’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중 의 기록과 기억으로 본 현. ( )大衆

실을 담아낸 회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형성을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 

시대와 사회를 조명하고 나타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작업과 연구를 통해 두 가지의 목적을 얻고자 하였는데  , 

첫 번째는 작업과정의 서술적 정리에 관한 목적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 

관찰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인지된 감성의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 일정한 

논지의 전개를 통한 서술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작업 본질에 대한 깨달음의 목적인데 대상의 닮음에만 치중

하여 그리는 것이 아닌 그것의 감정과 기분을 짐작하여 그리는 과정 즉 , 

전신 에 근거하여 제작하는 과정의 본질을 깨닫고자 함이었다 본 ( ) . 傳神

연구자의 작업이 화론을 통해 익숙히 알려진 기존 회화의 정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규칙과 달라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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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였다.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본 본인의 작업에서는 수묵과 기념사진 이미지의   

조합으로 그린 인물의 모습과 더불어 작품의 배경으로 제작한 화지의 흔

적을 통해 본인의 사유과정에서 등장한 현실과 대중 형상과의 조형적 배

치와 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 대중에 대한 본인의 , 

사유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현실에 대한 본인의 관찰과 표현

이 타당하였는지를 더불어 파악할 것이다 또한 글에서 큰 줄기로 말하. 

고자 하는 기록과 기억의 개념 그리고 현실 표현에 대한 주된 요소가 , 

본인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등장했고 이를 어떠한 구체적 장면을 통해 

입증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로 한다 소재의 흐름이 형식의 어떤 면. 

을 통해 화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였는지 그리고 주, 

제에 대한 고민의 궁극적인 방향이 과연 바르게 설정되어 있었는가를 진

단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2.   

연구의 내용으로는 먼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내  , 

용에서 표현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다룰 현실 이라는 용어가 갖는 범위‘ ’

가 광대하여 이를 한국의 현실과 사회상 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자의 ‘ ’ . 

체험과 연구 그리고 작업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논문의 내용 안에 자연, 

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이 논문 전체에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논문의 전반적인 연구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제인 현실 표  . 

현의 목적에 있어 대중 의 기록과 기억을 통한 장면이 주제에 적용( )大衆

되는 과정에 대해 연관된 이론과 회화적 양식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본 , 

연구자의 과거서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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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 한다 현실 속 대중의 장면들이 본인의 작업에 어떻게 적용되. 

었는지 그리고 소재와 생각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심상적 표현이 , 

등장하였는지를 본 논문의 진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거의 작가. 

와 현대의 작가들에게 현실이란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 

그것이 각기 어떠한 방식을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었는지를 더불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적합한 작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 

본론이 시작되는 장에서는 기록과 기억으로서의 현실 표현을 다루었  Ⅱ

는데 현실의 의미를 분석하고 주된 요소인 사회와 사회상 및 공동체와 

대중 그리고 문화와 현실의 장면에 대해 부합되는 근거를 제시하여 설, 

명한다 이어진 부분에서는 기록적 방법을 통한 현실 표현에 대해 장면. 

의 기록 및 일상의 묘사와 투영 그리고 사회상의 표현과 인식의 부분으, 

로 나누어 관련 화론과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 

어 기억의 장면을 통한 현실 표현을 다룬 부분에서는 장면의 사유적 접

근과 정치와 풍자의 방식 그리고 대상의 기념비적 구성을 통한 방법의 , 

분석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장에서는 대중의 주제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현실 표현의 기록적 방  Ⅲ

법과 기억의 방식으로 접근한 대중의 모습에 대해 알아본다 현실 속 대. 

중의 두 가지 장면 즉 기념 하는 대중과 비판 하는 대중의 의, ( ) ( )紀念 批判

미를 분석하고 고찰하며 대중을 기록적 방법과 표현의 대상으로 접근하

였을 때와 기억의 과정과 표현의 대상으로 접근하였을 때의 각 연구 방

법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장은 본 연구자의 작품을 시기와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한다  . Ⅳ

앞부분에서 다룬 기록적 방법과 기억의 방식으로 본 현실 속 대중의 모

습에 대해 작업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적용되었고 표현되었는지를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본다 먼저 대중의 기록을 통한 현실 표현의 부분에. 

서는 작업의 접근 방식에 있어 기록적 방법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던 

년 시기의 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주로 기념사진을 2011-2012

중심으로 한 재현작업 즉 단체 사진의 시대적 재현 및 군중과 동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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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배치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형식을 분석의 주된 내용으로 다룬

다 이어지는 대중의 기억을 통한 현실 표현 부분에서는 작업의 접근 방. 

식에 있어 기억의 방식으로서의 특성이 강했던 년 시기의 작2014-2018

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중을 기억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두 가. 

지로 접근하였는데 하나는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사건이 말하고 있는 , 

현실적 장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조합하여 구성한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적 공간의 구성과 대상의 은유적 설정을 통한 작업이다 각각 단락. 

을 나누어 주된 표현의 부분과 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장에서는 재료기법과 제작 과정에 관해 기술한다 제작에 있어 주로   . Ⅴ

다룬 바탕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배경 묘사의 기법을 소개하

며 새로운 오브제의 역할과 작품 전체를 이루는 구성적 요인들에 대해 ,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작업의 시기별 특성을 작품의 동. 

선과 배열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의 다양한 설치를 통해 연출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짚어보기로 한다.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며 결론을 얻고   Ⅵ

본 연구자 향후 작업의 모색과 전망에 대해 구상해볼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3. 

대중이 운집한 장면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회화나 사진 혹은 보존  , 

적 수단으로써 저장하여 기록할 수 있는 매체들의 주된 소재로 쓰였고 

현실을 담은 회화는 도식화된 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중이 . 

만들어낸 시대의 장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문 사회학 등 학문의 , 

여러 영역에서 연구의 중요주제로 꾸준히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 분

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술가가 현실의 대중을 마주하고 이를 사. 

유하여 작품으로 남기는 과정은 문명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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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과거 현실 속 대중을 담은 회화는 당시 사회문화의 효용적 가치. 

를 증명하는 자료임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와 역사를 파악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타 학문의 연구. 

에 비해 개인의 감성적인 인지와 공간 분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술학에서의 현실 표현과 대중에 관한 연구는 희소성이 높고 향후 개척 

분야가 넓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의의가 실로 적지 않다고 하겠다.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본 연구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목적을 찾는 과정  

에서 인지하게 되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성이다 본인은 개인의 의식.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 즉 개인이 대중으로 , 

이루어진 현실을 마주했을 때 생기는 감정의 다양성을 관찰하고 이와 연

관된 사회의 기념적인 형식을 통해 생겨나는 다양한 장면들에 주목하였

다 장면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본인이 지금까지 작업과 관련하여 고민. 

한 이론과 사상들이 어떠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의 사

유로 인한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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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기억으로서의 현실 표현. Ⅱ

  

본 부분은 연구의 주된 부분인 현실 표현에 대해 개괄적으로 접근하는   

장이다 현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본 연구자가 작업을 통해 표현하. 

고자 하는 부분이 현실의 어떤 요소와 부분인지에 대해 접근해보기로 한

다 현실이란 용어는 그 지칭하는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 . 

그 구성요소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작업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어떤 

장면과 특성들을 표현의 중점적인 부분으로 잡아내었는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장은 현실의 의미와 요소를 다룬 절과 더불어 표현의 기록적 방  1

법으로 접근한 사례와 관련 이론 그리고 작품의 제시를 다룬 절 그리, 2 , 

고 기억의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와 관련 이론 및 작품 제시를 다룬 절3

로 구성된다 작가가 작업으로 현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록과 기억의 . 

부분이 정확히 갈릴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 시작과 접근 방식에 있어 ,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영역으로 접근해보는 과정은 기존의 고정화된 체계

와 관념을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현실의 의미와 요소1.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현실이란 단어의 사전적 해석을   . 

보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1)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 

단어의 사용빈도를 보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것과 더불어 학술계에서

도 높은 빈도로 쓰이며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현실은 경제학과 철. 

학 사회학을 비롯한 인문 사회계열의 연구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 , 

1)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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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등 의학 부문의 연구자료에서도 빈번히 등

장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현실에 검증 이란 단어를 더하여 인간의 인지. ‘ ’

력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용어의 사전2)적 해석은 현실 검증은 ‘

자아의 기능으로서 사고와 지각을 구별해내는 것을 통해서 내부 경험과 , 

외부 경험을 구분하도록 허락한다 즉 현실 검증은 정신 표상이 기억이. , 

나 환상 같은 내적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때와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된, 

외부 세계의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하’

고 있다 우리가 눈에 마주친 현실을 받아들일 때 당사자의 경험에 따라 .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다시 현실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실이란 단어. 

는 어떤 일정한 현상과 장면만을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단 해석과 분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사회적 성격의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실이란 용어를 예술 분야에 적용해보았을 때도 역시 다양한 경우를   

보이는데 미술이나 음악 등 창작의 개념이 주된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 

에선 현실에 표현 을 더해 현실 표현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 ‘ ’

다 관련하여 근대 문화평론가인 권 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은 어느 것이나 다 인간 생활 현실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고 따  -

라서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장르 상

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현실이 . 

반영된 인간의식 자체가 주관적으로 현실을 표현하는 것 다른 한 가, 

지는 현실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전자

에 속한 예로는 시가 음악 등이고 후자에 속한 예로는 회화 조각, , , 

소설 등이니 시가에 있어서도 현실의 시각적 형상을 표현할 수 있

다.3) 

  

2) 미국정신분석학회 이재훈 외 옮김 ,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2002.』

3) 권환 현실 표현의 방법 도디드 , , , 2016, p.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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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활과 현실을 같은 선상으로 보아 이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방  

식을 시가와 음악을 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회화 조각 소설 , , 

등 시각적인 조형성을 가진 것이라 하였던 권 환은 미술을 형상의 묘사

로써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르라고 보았다 즉 예술로 현실을 표현. 

에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장르를 미술로 본 것이다.4)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평론가들이 미술에서의 현실 표현을 대상의 객관적인 , ‘

관찰과 표현 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 개념은 사실 오늘’ . 

날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을 예술로써 표현하는 작가와 작업. 

의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주위 현실의 객관적인 관찰과 표

현이 부족하다면 결과물의 빈곤함을 극복하기 어렵다.

예술가의 현실 표현에 있어 객관적 자세의 견지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주제를 표현의 출발점이 본인의 내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 

현실 속 구체적인 사건이나 혹은 사회상에서 비롯된 외적인 영역에서인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표현은 다양한 장면의 제시와 상황. 

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창작자가 주제의 영역에 대한 확실한 구분

과 인식이 없다면 작품에서 모호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는 작가와 감

상자에게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실이. 

란 단어 자체가 영역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에 그것을 구성하

는 요소들을 정확히 나열하고 구분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본 연구자가 논문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실은 작가가 예술적 표현  

의 기반으로써 본 현실이다 그 현실 속 장면은 주위의 일상적인 모습과 . 

사회상 그리고 공동체와 대중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마주치는 다, 

양한 현상과 문화의 모습들을 모두 포괄하는데 본인의 외적 경험의 영역

을 통해 인지된 현실의 표현은 기록 의 부분으로 그리고 본인의 내적 ‘ ’ , 

4) 현대미술의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보았을 때 이런 시각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시 구한,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의 움직임과 이와 연관되어 전해진 사실주의 미술(Realism) 

에 주목한 학자들이 많았고 권 환은 이 시기에 평론가로 활동하며 현실 표현의 예술적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던 인물이다 위의 글은 예술가의 현실 표현에 대해 선구적으로 . 

개념과 방향을 제시한 의견이며 그런 흐름에서 볼 때 시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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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영역을 통해 인지된 현실의 표현은 기억 의 부분으로 접근하여 ‘ ’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실을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 다음의 글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회와 사회상1)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들은 사회 라고 부른다 매스. ‘ ’ . 

컴을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뉴스와 각종 언론 매체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자주 듣곤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학술적으로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라기보

다는 주변의 모습과 구조를 대변하는 일상적 성격의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사회적 시민사회 사회 구조 사회화 과정 등등 살면서 적어. ‘ ’, ‘ ’, ‘ ’, ‘ ’ 

도 한두 번은 들었음 직한 모든 용어에서 사회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다 우리가 의식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과정에서 사회는 중. 

요한 용어이자 어떤 규칙성을 부여하는 느낌도 전해준다 사회는 사람과 .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만들고 조직을 이루어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과

정을 뜻하는 단어이자 중요한 용어이다. 

사회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의   . 

는 세기에 프랑스어 가 도입되어 변한 것이나 그 어원'society' 16 'socit' , 

은 라틴어 로서 대체로 동료 공동 연합 동맹 등의 결합하다 라'societas' · · · ' '

는 의미였다 중국어에서는 송 나라의 유학자 정이천. ( ) (宋 程伊川：

의 유저 이정회서 에 있는 1033~1107) ( ) ' '遺著 二程會書 鄕民爲社會〈 〉

라는 말이 사회의 어원으로 인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 

는 토지의 신을 제사한 곳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사람' ' ' ' , 社

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를 붙여서 마을 사람들이 토지의 신을 제사 ' ' '會

모신 곳에 모인다 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현대적인 의미와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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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회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 , 

의미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흔히 인간의 사회적 삶이라는 일반적 . ① 

사실 즉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 

상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인간의 삶이 항상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다는 주장이며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라는 , . ② 

말은 그때그때 사회관계의 특징을 이루는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도 종종 사용된다 농업사회라든가 산업사회라는 식의 예가 이에 해당한. 

다 지역이나 특성 면에서 제한된 사회관계만을 한정하여 나타내기도 . ③ 

한다 한국 사회라든가 지식인사회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이처럼 사회. . 

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5) 

사회라는 단어의 뜻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고 조직하다 의 의미  ‘ ’

로써 서로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집단체를 , 

만들어 그것의 문화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체적인 이름을 명명하여 ,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것의 정치적 목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 

사회공동체는 국가 이고 그 안에서 세분화된 성격의 사회 집단들이 존‘ ’

재한다 문학박사이자 고문헌 연구자인 박성호의 글에 의하면 사회라는 . 

용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시기는 년 월인 것으로 1895 2

보았다 이때 고종이 발한 조령에서 사회를 계발한다 는 식의 언급이 . “ ”

처음 담겼었다고 하며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용어의 뜻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 글에 덧붙인 설명을 보면 사회란 통치. 

자인 왕 자신을 제외한 피통치자 전반 그리고 이들 피통치자가 동일한 , ‘

감각으로 공유하는 비가시적 세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6) 이라 하 

였는데 이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왕권 위주의 봉건적인 시각을 

탈피하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들의 동일한 공간과 세계 즉 공동으로 운영, 

하고 누리는 새로운 조직의 출현을 위해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5)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6) 인문잡지 글월 에서 인용하였고 이는 인문학자인 박성호와 박성표가 운영 중인 인문학 관련  ‘ ’ , 

웹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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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민경국은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원래 사회라  . 

고 부르던 인간관계의 특성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소규모 집단으로서 서, 

로 알고 있는 인간들끼리의 관계 를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socius) . 

말하는 우리 를 의미한다 친숙하고 은밀한 관계를 뜻한다 사‘ (weness)’ . . 

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동무 라는 말도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 .7) 인 

간 세계에서 관계가 주는 중요성은 다채로운 단어와 용어를 만들었고 이

는 곧 사회 란 용어의 통칭적 사용으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민경국이 또‘ ’ . 

한 이와 관련하여 덧붙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 이후로도 사회는 여러 .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보통은 단체 를 대체하는 말로 쓰이곤 했다 유학, ‘ ’ . 

생 사회 신문기자 사회 농민 사회 구락부 사회 등과 같은 식으로 말이, , , 

다 어찌 보면 원어인 와 가장 근접한 의미로 쓰였던 것이 이 시. society

기였을지도 모르겠다 사회란 특정한 단체에서부터 국민 혹은 국가로까. 

지 확장되는 광범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던 것이 년1900

대의 양상이었다.8) 

사실 사회의 기원은 고대 원시사회부터 시작된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  . 

야 하고 주변의 과일을 채집하거나 혹은 동물을 잡아 고기를 먹어야 하

는 고대 원시인들에게 있어 무리를 짓는 행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

소였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회의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생존. 

의 본능이 집단을 만들게 하였고 나아가 조직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지

게 된 것이다 이런 습성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유전적인 형태로 이. 

어졌다고 보며 가족과 친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목적의 그룹을 만들어 개

인과 조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사회란 용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하이에크  9)의 주장을 들 수 

7) 민경국 신중섭 외 사회 란 무엇인가 사회적 이란 용어의 허와 실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토론자료집   , 2013, p.2. 

8) 앞과 동일 

9) 년 비엔나에서 출생하여 년 프라이브르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년과 년 1899 1992 . 1921 1923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 , , ,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 

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노, . 1974 , 『

예의 길 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저서로는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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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관련된 사회학자인 신중섭의 글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사회적 이‘ ’

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적 정치적 어휘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 

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치명적 자만 에서 사회적 이라. ‘ (social)’『 』

는 말이 들어간 영어 단어를 개 정도 나열하면서 사회적 이라는 단160 , ‘ ’

어는 너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도구로 아무

런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 이 붙은 말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를 . ‘ ’

마치 의식을 가진 주체 처럼 가정하여 자생적으로 생성된 질서임에도 ‘ ’ ,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의도적으로 창조한 인간 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 ’

이게 한다고 비판한다.10)라고 논하였다. 

사회상은 이런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영문  , 

의 표기로는 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회의 양상이나 실‘sociological’ ‘

태 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상은 사회라는 공간을 들여’ . 

다보고 분석하는데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사회라는 단어가 . 

인간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시적인 뜻이 담겨 있다면 사회상이라는 단, 

어는 그 공동체의 성격을 관찰하고 짐작하게 해주는 미시적 접근을 가능

케 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사회상이라고 하면 . 

개발도상국이 주를 이루는 동남아시아권의 문화 현상과 대중의 장면을 

짐작하게 되고 한국 근대의 사회상이라고 하면 일제의 침략과 한국전쟁, 

으로 얼룩진 시기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대중의 고단한 모습들

이 연상된다 사회상은 그 사회의 성격을 짐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 

장면 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와 시대를 말할 ‘ ’ . 

때 흔히 자주 거론되는 화가의 회화나 사진 속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사

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절대다수가 공감하거나 혹은 공감할 만한 

역사적인 사례에서 비롯된 장면인 경우가 다수이며 그런 장면을 집단의 , 

기념적인 의미가 담긴 장면으로 삼아 현실의 기록 및 후대 사회구성원들

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의 중요한 사회상으로 인식되었다.

법 입법 그리고 자유 등이 있다, .『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자유기업원 중 작가소개 부분A. , , , , 2018. .  『 』

10) 앞의 책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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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에 담긴 시대적 성격을 알 수 있는 실례로 보스턴 차 사건  11)을 

배경으로 한 석판화와 강화도 조약 당시 벌어진 조일 대표회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들 수 있다 이는 보는 이들에게 그저 항구에 정박한 차를 . 

실은 배와 인근의 사람들 그리고 어느 연회장에서의 평범한 회의를 기, 

리고 기념하기 위한 장면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과 미국 간의 오랜 독립전쟁의 도화선이었는데   

이는 이후 세계의 회전축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

었고 강화도 조약 역시 이후 이어진 일본과 청나라와의 내정간섭을 열, 

게 된 계기이자 년에 이르는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36 . 

이처럼 한 시기와 시대를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였던 어떤 

사건의 장면 은 그 사회공동체에 있어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회‘ ’

상으로 보이며 그것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 즉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11)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계기가 된 것이 보스톤 차 사건이다 년 월 일 미국 . 1773 12 16 , 

식민지 주민이 보스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습격해 선적한 차 상자

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 보스톤 차 사건의 배경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 상인들의 차 무역을 . 

금지시키고 동인도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차에 대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 

며 식민지를 통제하려 한 것이고 이에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일부. 

에서는 영국산 차를 구입한 사람들을 비애국자라고 몰아세우고 협박했을 정도로 거세게 저항

했다. 

윤덕노 음식문화 평론가 국방일보(2013.11.05. )

참고도판[ 1] <The Destruction of Tea 

at Boston Harbor> lithograph

 depicting the 1773 Boston Tea Party

참고도판[ 2]

강화도 조약 조일대표회담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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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중과 그들의 문화는 사회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중

요한 요인이자 성격으로 작용한다. 

영화에서 묘사하는 현실의 부분적인 장면 역시 사진과 더불어 사회상  

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인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현장, 

을 재현한 영화의 스틸컷12) 장면을 보면 감독이 담고자 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다 특히 일정한 시대를 극화하여 이야기로 녹여. 

낸 영화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의 소품까지도 당시 사회상의 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격변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수의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그 

안에서 한국의 사회상은 가감 없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역사. 

학자 안병직은 그의 글에서 영화 웰컴투 동막골 에 대해 다음과 같이 < >

말하고 있다. 

  영화의 무대인 산  

골 마을은 하나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쪽   . 

끝이라는 뜻의 마을   

이름이 의미하듯이   

한반도를 상징하며 ,  

원래의 한반도는 소   

박하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이상향이 

었음을 은유한다 산. 

골 마을의 알레고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전쟁에 대한 이 영화의 

기억은 기존에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기억과는 사뭇 다르다 이 영화에. 

서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미군이며 남북한의 군인은 모두 어쩔 수 없

12) 드라마나 영화 광고 필름 가운데 한 컷만 골라내어 현상한 사진 또는 드라마나 영화 상품 , . , 

따위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찍은 사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샘.   : 

참고도판 영화 웰컴투 동막골 스틸컷 중 한 장면[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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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쟁에 동원된 선량한 피해자들이다 특히 마을에 대한 미군의 공격. 

에 남북 군인들이 함께 죽음으로써 저항한다는 설정은 한국전쟁이란 남

북한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전쟁이란 점을 강하게 시사한

다.13)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만들어낸 모습은 당시의 중요한 사회상

이었고 시대적으로 중요한 장면이었다 영화는 현실에 근거하여 제작하. 

는 경우가 많은데 격동기를 다룬 영화가 특히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공동체와 대중2)  

현실의 사회상을 이루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구성원  

이다 공동체는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인간의 공동체. . 

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를 공유하며 참여자, , , , , 

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 

반한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및 이해로서 구성된 

근대적 열린 공동체 즉 사회나 결사체 등으로 나뉜다 이는 퇴니스가 , . 

분류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공동체와 결사체 또는 연합체로 다르게 

번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의의 공동체는 혈연을 넘어선 민주적 공동. 

체로 결사체를 포괄하기도 한다.14) 공동의 목적과 요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사회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용어이기에 정확한 정  

의를 내리기 어렵고 저마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사회의 양태와 현. 

실을 보여주는 사회상은 바로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기인한다 사회구성. 

원이란 조직이 요구하고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13)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 과 역사 역사학보 호, ' ' ' ' , 193 , 2007, p.279.「 」

14) 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 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에서 (community) communitas

왔으며 이 말은 또한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에서 나온 뜻이다 라, communis, , . Communis

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함께 와 서로 봉사한다는 뜻과 관계있다 의 합성어이다con- ( ) munis ( ) .  

                                                                      출처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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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고 그

들이 모여 만들어 낸 대중 이다 사회 ‘ ’ . 대중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운집된 집단을 말하며 민족이란 개념은 그것보다 좀 더 혈연이

나 내연적으로 친밀한 집단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대중이란 용어는 민. 

족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라는 

단어를 인터넷의 검색창에 올리면 다음 도판의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이, 

를 보면 우리가 인지하고 지각하는 사회의 특성과 모습에 대해 더욱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사회학자인 에덴서는 글에서 대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민

한다. 대중적이라고 여겨지는 문화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공식 고, 

급문화가 중심적 위치를 잃게 되면서 급증한 많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민

족 정체성이 구성되며 그로 인해 문화 보호라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중

요한 민족문화의 특징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 

참고도판 인터넷에서 사회 라는 단어 입력 시 검색되는 이미지들[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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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되는 것이고 대화와 창의성의 주제이며 생, , 

산되고 이용되는 환경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 정체성이. 

라는 의식 역시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대화적인 것이며 이미지 지식 공간 사물 담론 실천 같은 광범위한 , , , , , , 

문화 지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15) 글에서 에덴서는 문화 범위 안의 빈

번한 교류 속에서 대중의 성격이 정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버드 

메타랩16)의 창시자인 제프리 는 그의 대중들 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T 『 』

같이 말한다. 

마리사 갈베즈 의 의견에 따르면 이란 단어  (Marisa Galvez) , People

는 라틴어 에서 유래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간 공동체populus , ‘ , 

민족국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을 초월하는 사람들 또는 국가’, ‘ ’ , ‘ ’, 

일반적인 공중 대중 다중을 의미한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 이, , . ( , 『 』

후 로 축약한다 로마 공화국의 기준으로서 로마의 원로원과 OLD .) , ‘

인민 은 가 국가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권력의 개념에서 본’ populus , 

질적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인종과 국가 또는 로마인이나 이탈. ‘ , 

리아인과 떨어진 나머지 세계 를 의미하는 라틴어 와는 다르게’ gens , 

는 사람의 혈연관계나 계급 인종과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는populus , 

다 그러나 와 유사하게 는 종종 정치적 함축을 담는다. gens , populus . 

로부터 더 직접적으로는 지역의 거주자 인류 보통populus - ‘ ’, ‘ ’(12c), ‘

의 사람들 을 의미하는 앨글로노르만어인 또는 고’(13c) puple, peple, 

대 중세 프랑스어인 과 같은 단어로부터 보/ pueple, pople -populace 

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 populism 

정당의 회원들의 신념 사람들이나 거주자들로 가득 찬 와 , populous -

같은 영어 단어군이 생겨난다.17) 

15) 팀 에덴서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이후 , , . , 2008, p.53.『 』

16) 하버드 메타랩은 최신 기술에 문화적 요소를 더해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고 탐색하는 연구소, 

이다 미술과 인문학 를 결합한 예술작품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IT .

17) 제프리 슈나프 매슈 큐스 엮음 대중들 그린비출판사 T. , , ,  , 2015, p.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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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인 대중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  

라 사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데 사회학자 이진경은 다음과 같이 , 

말한다 대중을 정의해 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 

계 수의 다수성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이탈의 벡터라고 ,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대중 이 되는 현상을 규정할 수 . ‘ ’

있다 즉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벡터에 의해 . 

움직일 때 그는 대중이 된다, .18) 즉 개인과 대중의 존재는 시작점에서부 

터 서로 떨어질 수 없고 높은 상호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개인의 직업적인 분류와 삶의 방식은 대중의 형성과정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관련하여 이진경의 글을 계속 보기로 한다 주어진 직업. , 

주어진 업무 주어진 삶의 방식 주어진 행동 방식에서 이탈하려는 자는 , , 

이미 잠재적으로 대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탈의 성분이 집합적인 . 

양상으로 진행되며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감응이 발생하여 전염되기 시작할 때 그리하여 집, 

합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할 때 대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조

건이 갖춰진다고 하겠다.19) 개인의 존재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완성되고  

이는 대중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이탈의 움직임 역시 공동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대중의 형성과정과 흐름을 통해 . 

그 사회의 성격을 읽을 수 있고 전체적인 갈래와 모습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과 문화의 모습3) 

앞부분에서 언급된 현실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사회라는 구조 와 그   ‘ ’

안의 대중이라는 성분 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였다 현실을 읽‘ ’ . 

18) 이진경 대중과 흐름 그린비출판사 , , , 2012, p.22.『 』

19)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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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는 거시적인 시각이 사회와 대중이란 요소였다고 하면 보다 부

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요소 즉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들여다볼 현실, 

적 요소 또한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이는 아마도 일상과 문화의 모습일 . 

것이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사회상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현실과 마주하는 과정의 모습과 장면이다.   

대중은 현실을 떠나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공간 안에서만 존재  

하고 이루어진다 앞부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회 대중은 사회공동체 . ‘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운집된 집단 이라 일컫고 그 ’

안에서 발생하는 양태와 실태들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될 용어이자 주제인 사회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상의 중요한 장. 

면들은 사회적 공간 안에서 비롯되는데 구성원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문, 

화를 형성하며 생활을 통해 빚어내는 갖가지 요소들이 바로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일상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말한다  . 

관련하여 국문학자인 박미란이 논문을 통해 언급한 일상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은 토대 바탕 표층 구체적 현실 현상세계 생활세계, , , , , 

경험세계 당연시되는 세계 자연의 영역 등 (life world, Lebenswelt), , , 

논자에 따라 다양한 어휘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들을 살펴보면 일상은 . , 

객관적 현실의 토대이자 바탕과도 같은 것으로 먹고 자고 일하고 초대, , , 

하고 방문하는 것과 같은 날마다의 일상생활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일상성은 이처럼 정상적이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속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20) 일상의 반복적인 장면은 사회상의 가장 기본 

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자 현실의 근간을 만드는 토대와 같다고 본 

것이다.

또한 불가리아 프랑스의 철학자인 츠베탄 토도로프는 글에서 일상을   ,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일상은 사소하고 하찮고 평범하고 진부하며. , , , 

20) 박미란 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도시의 일상성에 대한 인물들의 대응방 , 1930 -『

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2004, pp.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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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상은 예찬 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 ’ , 

비판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이 예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 .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일상에 , . 

대한 예찬은 삶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존재하는 모, 

든 것을 찬양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승낙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1) 일 

상의 모든 순간에서 빚어지는 감각과 지각 그리고 사고의 다양한 부분, 

들이 감성의 축적으로 연결되고 이는 예술가들이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자산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문화란 지역 혹은 민족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대중이 일상을 통해 얻는   

다양한 경험과 사고들이 축적되어 거대한 양식의 흐름을 통해 예술적 구

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한다 언론정보학자인 김정섭은 그의 저서에서 .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화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이나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 정신 과정의 산물이다 사회 구성, . 

원이 습득 공유 전달한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 

다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더해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창조. 

해낸 것으로 의식주와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가 모두 , , , , , 

문화에 해당된다.22) 현실을 읽어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 문화적 요소의  

파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영국의 영문학자인 레이먼드 윌리엄즈  23)는 문화를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문화는 지적 정신적 심미적 능력을 계발하는 . , “ , , 

21) 츠베탕 토도로프 이은진 역 일상예찬 뿌리와 이파리 ,, , , , 2003, p.138, p.139, p.163.『 』

22) 김정섭 한국대중문화예술사 한울 , , , 2017, p.10.『 』

23) 레이먼드 윌리엄즈 ( 년에 태어나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Raymond Williams) - 1921

졸업하고 년부터 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극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년 월 , 1974 1983 , 1988 1

일 세상을 떠났다 문화 연구에 끼친 윌리엄스의 영향은 엄청나다 그는 문화 이론 문화사26 . . , , 

텔레비전 언론 라디오와 광고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는 드라마, , . ≪

와 공연 문화와 사회(Drama in Performance) (1954), (Culture and Society 1780 1950)≫ ≪ ∼

장구한 혁명 입센에서 브레히트까지의 희곡(1958), (The Long Revolution) (1961), ≫ ≪ ≫ ≪

시골과 도시 주요 (Drama from Ibsen to Brecht) (1968), (Country and City) (1973), ≫ ≪ ≫ ≪

어휘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등이 (Key Words) (1976), (Marxism and Literature) (1977) ≫ ≪ ≫

있다.

출처 레이먼드 윌리엄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을 만드는 지식 작가소개 부분  : , , ,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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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을 가리킨다 둘째 문화는 한 인간이나 한 시대 혹은 한 집” . , “ , 

단의 특정한 생활방식 같은 곳 을 가리킨다 셋째 문화는 지적 산물이”( ) . , “

나 지적 행위 특히 예술 활동 을 가리킨다 같은 곳 바꾸어 말하면 이, ” .( ) , 

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생산하는 혹은 의미 생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텍스트나 문화적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 ‘

문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를 사용한다’ .24)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인 대중문화는 대중을 드러내고 

군상을 나타내며 사회 구조의 큰 방향성을 읽게 한다 일상의 문화적 요. 

인들로 인한 장면들은 대중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와 단면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읽는다는 것은 그  

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사람 즉 대중의 성격과 모습을 파악하고 그, 

들의 문화를 읽어낸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영국의 사회학. 

자인 존 스토리의 글에 의하면 대중문화는 민속문화 대량문화 지배문, , 

화 노동계급문화 등과 같은 전혀 다른 개념적 범주들과 언제나 명시적, 

으로나 혹은 암묵적으로 대비되어 정의되고 있다 대중문화를 정의하려. 

면 먼저 문화 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말대‘ ’ . 

로 문화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서너 개의 단어들 중 하나이

다.25) 같은 곳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는 대중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해 언론정보학자인 김창남은 저서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문화의 구성은 대중이 만들어내고 대중이 빚어낸 다양. 

한 요소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이는 역사성을 포함하고 그들이 살아왔고 

자라난 자리의 흔적들을 모두 설명한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흔히 . 

문화가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양식으로 정의된다 인간은 상징체계. 

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한다 인간. 

24) 존 스토리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경문사 , , , 2009, pp.18-19.『 』

25) 앞의 책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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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

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26)라고 하였다 대중은 개인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거시적이며 상징적 . 

장면을 만드는 데 있어 필수재의 역할을 한다 이는 곧 현실의 대중이 . 

사회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시금 발견되는 일상적 순간들이 현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공동체의 문화적 요인으로 형. 

성되는 사회적 현실과 풍경 그리고 대중이 그 안에서 빚어내는 모든 장, 

면과 현상들이 현실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된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현실을 마주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주된 수단으로 삼은 

것은 회화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예술작품의 다양한 분야 중 . 

회화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하며 기록과 기억의 특성으로서의 현실 표현, 

을 다양한 이론 및 작품의 분석을 통해 다루어볼 것이다. 현실의 다양한 

요소와 장면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표현한 예술가들이 적지 

않았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런 예술가 중에 회화로 작업한 작가들의 경우

를 분석하고 역시 회화가 주된 작업의 형식인 본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담아보려 한다 또한 이것이 본 연구자의 작업에 어떠. 

한 영향과 계기를 주었는지 회화로 현실을 표현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 , 

어느 부분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다음의 글을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

다. 이는 장의 기록과 기억으로 본 대중의 모습 의 부분과 더불어 ‘ ’Ⅲ Ⅳ

장의 작품 분석의 내용과도 높은 연계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26)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 , 2010, 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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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방법으로서의 현실 표현 2. 

기록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기록이란 주로 후일에 남길 목  

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 것을 말한다.27) 기념적 요소를 어떤 구체적인  

저장의 형식으로 남기는 것을 기록이라 하고 그 매체는 기록물이 된다. 

기록 접근의 형태를 보면 레코드(records)의 형태와 아카이브(archives)

의 형태가 있다 미국의 기록학자인 캐롤라인 . 윌리엄스(Caroline 

는 그의 저서에서 Williams) 기념적 요소를 어떤 구체적인 저장의 형식으

로 남기는 것을 기록이라 하고 그 매체는 기록물이 된다 또한 기록의 . 

형식적 접근으로 비춰보면 레코드(records)의 형태와 아카이브

(archives)의 형태가 있는데, 윌리엄스 는 레코드는 현재 그리(Williams) “

고 계속 진행되는 활동의 산물들에 적용되는 현용 기록물이고 아( ) , 現用

카이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가치를 가진 채 보관되어 온 비현용 기록

물 이라고 정의한다” .28) 라고 말했다 .

다음의 도표는 개인기록의 유형과 기록화의 연관 관계에 대해 연구하  

였던 김숙연이 제작한 개인기록의 유형에 따른 분류체계이다.29) 김숙연 

은 그의 논문에서 개인기록의 발생과 정리과정 그리고 그것이 수집되는 , 

형태에 관해 조사하였고 이것이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정리되었을 때 어

떤 과정과 형식을 거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기록학 . 

용어 사전에서 정의한 개인기록의 내용을 보면 개인이 개인 업무나 개인

사와 관련하여 생산 수집한 기록으로서 일기나 메모 편지 취미 활동, , , , 

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기록관리에서는 조직 기록으로 . 

관리해야 할 공식 기록과 개인기록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30) 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  

27)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8) 캐롤라인 윌리엄스, 남태우 김유· 승 역,『기록관리학의 이해 대구, 』 : 태일사, 2008, p.3.

29) 김숙연 개인기록의 유형과 기록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18, p.44.「 」

30)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 : , 2008,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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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따른 분류체계와 윌리엄스 가 정의한 개념으로 본 연구  (Williams)

자의 회화를 대했을 때 읽을 수 있는 기록 형태를 정리해보면 레코드와 , 

아카이브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회화 즉 개인 화가의 기억. , 

에 근거한 인상으로 제작한 그림의 최종 형태를 보았을 때 이는 개인기

록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소재를 찾고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는 과. 

정에서 레코드라 지칭되는 현용 기록물의 성격이 형성되며 또한 확보된 , 

소재를 본인이 의도한 주제로 화면에 배치 제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 

회화를 도출했을 때 이것은 비현용 기록물의 성격 즉 아카이브적 성질, 

을 지닌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카이브 

유형

생산 

주체
유형

유형별 

구분
구성 목적

특정 주제 

연구 개인 

아카이브

본인

자기 

관계형

사적 

관계형

개인의 사적 감정과 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사회,

사건 

관계형

관련된 다수 개인들이 생산한

시대경험 사회 및 사건 내용을, 

담은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자기

활동형

기관·

단체

활동형

동일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다수 개인들의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작품·

연구

활동형

동일 분야 다수 개인들의

작품창작활동이나 연구 활동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일상·

생애

활동형

공통 특성을 가진 다수

개인들의 일상생활 비공식적, 

사회활동 기록을 통하여

특정주제 파악

타인
타인

관계형

사적

관계형

특정주제 파악을 위하여

타 유형 기록의 결락 보충

작품·

연구

관계형

특정주제 파악을 위하여

작품 연구활동형 기록의·

결락 보충

주제연구 개인 아카이브의 유형별 구성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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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작업선 상에서 보면 현용과 비현용의 구분이 무의미한 경  

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본 연구자의 작업이 가진 주된 목적은 회화에서. 

의 사회상 표현이라는 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생산 주체가 본인이 되어 

자기 관계와 활동형의 유형을 취한 후 다양한 장면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본 연구자는 작업의 초기 방법으. 

로 원하는 인물의 이미지를 깊이 숙고한 후 이후의 사생과 촬영을 통해 

접근하였는데 이는 기억의 범주 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결과물을 ‘ ’

바탕으로 작품의 구체적인 구성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기록의 범주 에 ‘ ’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부분에서는 먼저 기록의 범주에 대해 살펴. 

보고 이어진 부분에서 기억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실에 대한 회화의 기록은 두 가지의 시각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작  

가가 현장과 현실의 장면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시각 즉 전, 

달자의 입장과 시각이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받아들이는 관람객과 

비평가들의 입장과 시각이다 작가가 현실을 마주하고 회화로 기록했을 . 

때 느꼈던 감정과 그 작품을 관람객이 마주하고 생각했을 때 느낀 감정

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수많은 품평 및 화론을 통해 다루어졌다 회화는 역사 속에서 현실을 .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글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화가가 현실을 표현하고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 

어 현실에 대한 표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구체적인 장면을 회화

로 면밀하게 기록하거나 묘사의 대상을 풍경 요소나 추상의 표현이 아닌 

주변의 인물과 대중으로 하였을 때는 깊은 단계의 기법적 고민 그리고 , 

성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가가 마주친 형상과 현실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관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사진의 기록과 전달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사진과 회. 

화로 어떤 장면을 담는다는 것은 대상의 정지된 모습과 더불어 그것이 

이동하고 변하는 과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 찰나의 순간들을 카메

라와 붓을 이용 매체로 적절히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의 특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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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일본의 예술평론가인 이토우 도시하루가 저서에서 밝힌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에 의한 복제는 이미지의 폭증을 야기했고 우리. 

의 보는 방식은 어느새 세계를 사진을 통해 보는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되

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 『 』31)에서 우리”

들이 당면한 문제는 모든 감각이 은연중에 마치 사진을 통해 사물을 보

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 라고 지적했듯이 사진은 어느덧 우리의 의” , 

식에 자리 잡게 되었다.32) 이는 현실 이미지 전달수단의 효용성 면에서  

사진이 회화보다 우위에 올라섰고 그 결과 이미지의 폭증을 가져왔으며 , 

대중의 크나큰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실의 기록에 있어 사진의 기술적이고 효용적인 면이 강조될수록 회  

화는 이와 다른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현 의 관점에 대해 . ‘ ’

집중하고 현실 기록의 과정과 자세 즉 화가의 내적 상황과 고민의 부분, 

에 좀 더 무게를 두어 회화만의 독자적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우

리는 그간 보아왔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저서에서 다음과 . 

같이 말하였다 사물은 그것을 지각하는 어떤 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 . 

사물이 실제로 즉자적일 수가 없는 것은 사물의 분절들이 우리의 실존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 시선의 끄트머리 또는 인간성으로 뒤덮인 감각적 , 

탐색의 끝에서 정립되기 때문이다.33) 사물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것에 인 

간의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진과 회화의 성격을 구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글이기도 하다.

 

31) 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철학서이다 창조적 진화 와 더불어 앙리베르그송의 대1896 . (1907)《 》

표적 저서로 평가된다 이 저서는 앙리 베르그송이 자신의 박사논문인 의식의 직접소여에 관. 《

한 시론 에서 결정론의 주장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1889)》

을 논박한 후 마음과 몸이 어떻게작용하는가에 대한 탐구 결과를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관, 〈

한 시론 이라는 부제 를 달아 출판한 연구서Essai sur la relation du corps à l'esprit ( )副題〉

이다 저자의 철학적 연구방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저서는 개요 및 결론을 포함해전체 . 4

장으로 구성되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32) 이토우 도시하루 사진과 회화 시각과 언어 , , , 1994, p.82.『 』

33) 메를로 퐁티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 , , 2002, p.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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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장면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회화는 사진보다 더 많은 제작 시간  

을 소요하고 작가의 독창적인 기법과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 

간이 갖는 감각적 탐색의 과정에서 사진보다 훨씬 솔직하고 직접적인 방

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진에서 마티에르. (matière)34)를 느끼기란 쉽지 

않다 이런 과정의 특징으로 볼 때 회화와 사진은 어느 정도의 구분점이 . 

생기는데 회화로 대상을 기록하는 것은 대상의 묘사를 통한 형상의 일, 

차적인 복사가 작업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고 제작 과정의 성찰과 의미

를 통해 작가가 갖는 중의적 의미를 파악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물의 인지와 예술적 표현에 대하여 철학자인 박. 

정자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품은 형태로 봐서는 사물과 가깝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유용성을 갖고 있다 한편 작품은 인간에 의, . 

해 만들어졌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자기 충족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요소는 서로 - . 

절반씩 겹쳐진다 제품은 반쯤만 사물이다 왜냐면 사물의 성격을 가. . 

졌지만 거기에 유용성이 덧붙여져 단순한 사물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

다 동시에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예술작품과 . 

같지만 예술작품의 자족성이 없다는 점에서 작품 이하의 어떤 것이

다 제품은 사물과 작품 사이의 매개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 

내용은 다르지만 매개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도식 을 (scheme)

연상시킨다.35)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점검해  

야 할 것은 그가 표현하고자 한 대상에 어떤 감정을 불어넣었는지에 대

34) 재질감 영 표현된 대상 고유의 재질감을 가리키는 경우와 작품 자체 표면의 평활(texture [ ]). , 

함과 울퉁불퉁한 질감 등 소재의 선택 용법에 따라 창출한 표면 효과 그림의 경우에는 ( ) , . 平滑

화면의 질감을 의미할 때가 많다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 용어편( ) 1998 『 』

35) 박정자 빈센트의 구두 기파랑, , , 2005, p.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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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확히 아는 것이다 좋은 예술작품이란 화려한 시각적 효과만을 뿜. 

어내는 것이 아닌 개성과 창의적인 발상을 지니고 긴 생각과 여운을 불, 

러일으키는 작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박정자는 글에서 다음과 . 

같이 생각한다 건축에는 돌 나무 조각에는 나무 회화에는 물감 시에. , , , 

는 언어 악곡에는 소리가 있다 분명 예술작품은 만들어진 사물이지만 , .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사물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사물 그 자체 , 

이상의 어떤 것을 드러낸다 그 자체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서 모든 예술작품은 알레고리이다 만들어진 사물인 예술작품은 이 사물. 

과 함께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함께 가져오는 것 을 그리스어. ‘ ’

로 심발레인 이라고 한다 결국 모든 작품은 상징이다(symballein) . .36) 작 

가 본인의 내면의 감성과 관조가 드러나는 작품이 있고 또 작가가 외부

적인 요인들을 보고 느낀 생각을 정리하여 제작하는 작품이 있다고 구분

한 것이다. 

현실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와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시각이다 작업에서의 객관적 관찰은 작가가 회화로서 .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며 본 연, 

구자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연구의 중요 부분으로 삼아 진행

하고자 한다. 사회공동체의 현실과 현상의 모습 대중과 그들이 빚어내, 

는 사회의 양태와 단면 즉 사회상을 예술적 수단으로 옮기는 예술가들, 

은 예로부터 적지 않았고 예술가란 직업 즉 예술가라는 이들 또한 사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다 이들은 현실과 현상을 마주하며 새로운 문화를 . 

만들어나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창작에 있어 현실에서 마주한 장면의 객

관적 관찰은 주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였다 관련하여 영국. 

의 시인이자 예술 비평가인 허버트 리드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 

  

36) 앞의 책 , p.116.

- 28 -



예술가는 공동사회에 의존한다 그리고 톤 템포 격렬함 등을 자신  . , , 

이 속한 그 사회에서 구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작품이 지닌 개인적인 . 

성격은 이 이상의 것에 달려 있다 즉 예술가의 개성이 반영되는 것. 

은 확고한 조형 의지를 따라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창조적인 의지의 , 

행위를 거치지 않은 중요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37) 

  

그는 순수한 예술가의 조형성이란 것은 사회적 공간을 떠나 얻어지지   

않고 현실에서의 면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야만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

을 글에서 말하고 있다. 

구체적 장면의 기록1)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서 현실 표현에 있어 기록적 성격이 높은 중국  

과 한국의 과거 주요한 화목 과 회화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 등장하( )畵目

는 대표적인 작품의 연구를 통해 본인이 주목한 부분들과 더불어 작업의 

주요한 주제이자 목적인 사회상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서 알아볼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논문 후반부에 나올 본 연구자의 작. 

품 연구의 전초가 되는 부분이고 작업의 시발점으로서도 볼 수 있는 중

요한 부분이다 당시의 화가들이 현실을 마주하여 어떤 자세와 생각을 . 

견지하고 회화로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한 비평가들은 어떠한 , 

의견과 평가를 남겼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국은 화론의 초기개념이 형성되었던 위진남북조 시대서부터 회화의   

소통적 성격과 그로 인한 현실의 반영 및 표현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화. 

론을 집대성한 책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역대명화기를 보면 무릇 회‘

화 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륜 이 밝아지도록 도( ) ( )繪畵 人倫

우며 신묘한 변화를 궁구하여 그윽하고 세밀한 도리를 헤아릴 수 있도, 

37) 허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문예출판사 , , , 1985, p.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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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니 이는 육경, ( )六經 38)과 공효( )功效 39)를 같이 하는 것이며 

사시( )四時 40)의 계절과 더불어 나란히 운행하는 것으로 저절로 자연스럽

게 발현되는 것이지 억지로 사람이 지어냄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다.’41)라고 정리를 해놓았고 위진 남북조 시기 남조 송나라에서 금자광, 

록대부를 지낸 안연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림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리  . ( ), 圖理

곧 우주의 이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주역 의 괘상 이 , < > ( )卦象

이와 같은 부류이다 둘째는 도식 곧 사람의 의식이나 개념을 . ( ), 圖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문자학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도형, . 

곧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인데 회화가 바로 이것이다( ), , .圖形 42) 

  

형상을 묘사하는 그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화의 목적 이라고   ‘ ’

본 것이다 이 점을 볼 때 회화의 시작은 글의 쉬운 전달을 돕기 위해 . 

시작된 것이고 후대로 가면서 백성들의 교화 및 이해의 수단에 있어 글

보다 효과적임을 깨달으면서 글과 분리되어 회화 자체가 갖는 위상을 높

이려는 목적으로 화론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 

묘사의 능력이 단지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전신‘ (傳

)神 43) 에 충실하여 그리는 것이 화업의 최고 가치라고 보았다 그리고 ’ . 

38) 육경은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주역 춘추를 말하는 것으로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 , , , , 

경전을 뜻한다. 

39)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40) 사시는 춘하추동의 사계절을 말한다 즉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연적인 법칙과 질서 . 

에 따라 운행함을 의미한다. 

41) 황지원 역 역대명화기 계명대학교출판부 , , , 2007, p.5.『 』

42) 위의 책 , pp.12-13.

43) 이란 의 줄임말로서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동진의 고개지에 의해 본격적으로  傳神 傳神寫照

제시되었고 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고개지의 주장은 작품에서 가치를 중시. 傳神寫照論 傳神的 

하면서 동양회화의 사실정신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정신까지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세실신어 교예 편에 잘 나타나 있다 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 傳神寫照

에서 는 작가가 대상을 관‘ ’傳神寫照 寫照 조하고 그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은 대상이 간‘ ’傳神

직하고 있는 정신을 그 형상을 통해 표현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는 적인 것이고 . ‘ ’ ‘ ’照 可視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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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지는 인물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개념은 대상의 외형이 아니

라 내면적인 품격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전신의 개념과 관련, 

하여 화가 김병종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신 이 대상에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 에 몰두하여 그대로   ( ) ‘ ’傳神

옮겨서 화면에서 표출하는 일이었다면 사조 는 전신 에 의( ) ( )寫照 傳神

해 작가가 대상을 파악 관조하여 제 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 , 2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개지와 사혁의 생생한 묘사에 있어서 기운생동. ‘

의 의미는 초상인물화에 있어서 대상의 생생한 묘사에 의( )’氣韻生動

해 살아있음의 기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 실천적 방법은 선묘(線

의 골법에 의한 것이었다 고개지가 대상의 형상을 통해서 그 대) . 描

상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쓴 전신사조 이‘ ( )’, ‘傳神寫照

형사신 이나 장언원 의 귀신이나 인물은 생동한 것( )’ ( )以形寫神 張彦遠

이기 때문에 신운 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한 것은 생명 있는 존( )神韻

재의 묘사에 있어서 그 생명의 기미를 포착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 

이르는 것이다.44)

  

사회현실의 풍속 요소를 담은 회화가 극히 적었던 중국에서 당시의 사  

회상을 소상히 드러낸 대표적인 회화로는 단연 북송 말기의 (960-1127) 

장택단 이 그린 청명상하도 이다 수도 개봉 시의 ( ) < ( )> . 長澤端 淸明上河圖

경제적 활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성곽을 들어서는 서역의 낙타 무리에. 

은 적인 것인데 은 반드시 를 통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는 전신을 . 不可視 神 照 寫照

위한 것이고 그 가치는 바로 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 傳神 傳神寫照

란 형상과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관계이며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통하

여 의미를 전달하고 그 중에는 눈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 

바탕으로 고개지는 당시 채색화로 표현된 인물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 전신의 을 인물화發現

의 목표로 생각하였고 이것은 그림을 평가함에 있어 전신의 여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具現 

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신은 인물의 외형은 물론 개인의 성격 생활환경 정신성의 . , , 

미까지도 표현해 내어 기운생동에 이르도록 하였고 후에 이것은 사혁의 육법 중 첫째인 氣韻

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生動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 , 1990, p.188. 『 』

44) 김병종 서울대학교출판부 , , , , 1997, p.131.中國繪畵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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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짐 꾸러미들이 가득 실려 있고 시가지 중심에는 도시의 상가가 여기, 

저기 활발하게 축조되고 있으며 강을 오르내리는 호화로운 상선에는 짐, 

을 하역하는 인부들로 붐비고 있다 두의 가축 척이나 되는 마차나 . 60 , 28

선박이 흐트러짐 없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다 여 명이나 되는 다양. 800

한 계층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상인 층이 많이 , 

등장한다 이 그림은 후대에 약 여 점이나 모사 작품이 그려질 만큼 . 70

중국 최상의 풍속화였다.45) 송 대의 세기에만 독립된 주제 분야로 분 11

류되어있는 계화46)의 일종인 이 그림들은 당시의 인물은 물론이고 산수, 

도시풍경 풍속의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여 표현한 작품으로써 오늘날의 , 

정교한 기록사진을 연상케 하며 인류학 미술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넓, 

은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청명상하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당시 귀족 중심의 당시 회  

화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였다는 점

이다 도시의 화려한 장면 못지않게 송나라 백성들의 진솔한 생활상을 . 

45) 이중희 풍속화란 무엇인가 눈빛 , ,  , 2013, pp.16-17.『 』

46) 건물 배 수레 등을 소재로 자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그리는 것 또는 그 기법  , , . 

본래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장인적이라고 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 . 

의 점 하나의 필획일지라도 자나 컴퍼스와 같은 도구에 의해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며 또 그리는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요구되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한 분야다 그 역사, . 

는 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개지 를 거쳐 수대에 그 양식이 본격화되었다 이사훈. 顧愷之 李

동원 또 북송 의 곽충서 명대의 구영 이 대표적인 작가이다 당대 의, , , . 思訓 董源 北宋 郭忠恕 仇英

덕태자묘의 벽화에도 실례가 있으며 송대의 황학루 승왕각도 등이 전한,黃鶴樓 勝王閣圖〈 〉 〈 〉 

다. 

참고도판 장택단 청명상하도 권 부분[ 5] ( ), < ( )>( ) , 張擇端 淸明上河圖

송 세기 비단에 채색 북경 고궁박물원(11~12 ), 24.8×528.7(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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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적이고 소탈하게 보여주고 있다 관련하여 청명상하도에 대한 미술. 

사학자 정형민의 품평으로는 다음과 같다. 

청명상하도 는 송 대 초기 수도를 위시한 새로운 도시  ( )淸明上河圖

들이 건설되고 확장되어 경제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상업 활동이 빠르게 번성해가던 본격적인 발전기의 산물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이 두루마리 그림이 그려진 정확한 연대와 그 목적이 무. 

엇이든 이 작품은 세기 중국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 11

으며 마치 이동 카메라처럼 우리 시야 앞에 파노라마를 펼쳐놓는다. 

만약 이 작품이 소리를 낸다면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외치는 소리

와 서로에게 소리치는 뱃사람들 거리를 지나며 덜거덕거리는 낙타 , 

행렬 현대의 대도시 한복판에서처럼 끊임없이 소음을 내는 보행자들, 

과 마차들로 귀가 먹먹해질 것만 같다 이 그림은 무엇보다 상업 현. 

장의 모습이며 중국 회화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47) 

당시 사회상 속 서민의 모습을 소탈하게 담아내었던 장택단의 청명상  

하도와 더불어 귀족의 은밀한 생활상을 자세히 드러낸 작품이 더불어 존

재하는데 이는 세기 말엽 남당의 후주 이욱을 섬겼던 초상화가가 그, 10

린 작품으로 추정되는 한희재야연도 이다 고관 한희재< ( )> . 韓熙載夜宴圖

의 호화로운 방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사회의 방탕함과 부도덕성, 

그리고 적절히 나뉘어있던 사회계층들이 불건전하게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에 나타난 산수는 북송 말기에 널리 유행한 산수화 양식을 . 

집대성한 것이며 인물 양식은 송 대 사실주의의 보기 드문 걸출한 예이

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역사상 실재한 인물들로 사실 . , 

초상화라 할 수 있다.48) 

  

47) 정형민 중국 회화사 삼천년 학고재 ,, , , 1999, p.105.楊新 著 飜譯 『 』

48) 앞의 책 ,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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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 휘종 재위 황제의 회화 소장목록인 선화화  ( , 1101-1126) 徽宗 『

보 중의 한 문단은 고굉중( )宣和畫譜 』 49)이 그린 세기의 대작 한희10 「

재50)의 밤 잔치 의 창작배경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

고굉중은 강남 사람으로 남당 의 황제 이욱 재위 의   ( ) ( 961-975)南唐

궁정화가였다 그림을 잘 그렸으며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다 당시 중. . 

서성의 사인 황제의 조칙을 관장하는 요직 이었던 한희재는 아름다운 ( )

가기 들에게 빠져 있었고 귀족들과 밤새 술 마시는 잔치를 자주 ( ) , 哥器

벌였다 비록 손님들이 여인들과 어지러이 섞이고 미친 듯 놀고 소리. 

를 질러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궁정 안팎으로 . 

전해졌다 남당의 황제 이욱은 정치가로서 한희재의 재주를 아껴 그. 

49) 고굉중 오대 남당 때 강남 사람 이경 부자를 섬겨 대조 가 되었다 - ( ) ( ) . ( ) ( ) . 南唐 江南 李璟 待詔

인물화와 고사 그림에 능했다 후주 이욱 때 일찍이 황명을 받아 주문구( ) . ( ) ( ) (故事 後主 李煜 周文

와 함께 밤에 중서시랑 한희재 의 집에 이르러 제자들과 빈객 들이 연회를 여는 ) ( ) ( )矩 韓熙載 賓客

장면을 보고 돌아와 한희재야연도 를 그려 바쳤다 그림 속의 인물들이 마치 ( ) . 韓熙載夜宴圖「 」

살아있는 듯 정밀하여 오대 인물화의 걸작으로 꼽힌다 그 밖의 작품에 명황격오동도. (明皇擊「

와 이후주도장상 이 있다) ( ) .梧桐圖 李後主道裝像」 「 」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1. 20. 

50)한희재 청주 사람으로 자는 숙언 이다 오대십국 시기 남당 의 관- ( ) ( ) . ( ) ( )州 叔言 五代十國 南唐青

리로 벼슬은 비서랑 이부원외랑 사관수찬 태상박사( ), ( ), ( ), ( ), 秘書 吏部員外 史館修撰 太常博士郎 郎

중서사인 호부시랑 병부상서 근정전학사승지( ), ( ), ( ), ( ) 中書舍人 戶部侍 兵部 書 勤政殿學士承旨郎 尚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정 이다 저서로 정거집 의의집 격언. ( ) . ( ) , ( ) , 文靖 定居集 擬議集《 》 《 》 《

등이 있다( ) .格言 》

출처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참고도판 고굉중 한희재야연도 권 송 약 [ 6] ( ), < ( )>( ) ( 970),  顧閎中 韓熙載夜宴圖

비단에 채색 북경 고궁박물원28.7×335.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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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을 묵인했지만 한희재의 유명한 밤 잔치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래서 이욱은 궁정화가 고굉중을 한희재의 . 

밤 잔치에 보내 본 것을 모두 기억하여 그리게 했다 이리하여 한희, . 「

재의 밤 잔치 는 제작되었고 황제에게 바쳐졌다, .」 51)     

궁정화와 더불어 당대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화목 중에는 권계  ( ) 畵目

화( )勸戒畵 52)가 있는데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권선징악 및 충효 사, 

상을 중심으로 관련된 설화와 사례 구체적인 인물의 행적 등을 회화로 , 

제작 이를 교훈의 목적으로 민간 및 왕실에서 널리 소비된 회화를 일컫, 

는다. 

세기에서 세기 사이에는 유가의 경전 교훈적인 저서 정치적 선  11 13 , , 

전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림이 대량으로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 가, . 

51) 우 훙 그림 속의 그림 이산 , , , 1999, p.31.『 』

52) 권계화 권선징악과 충효사상 등 유교도덕에 바탕을 둔 내용을 교육적 목적으로 그[ ] - 勸戒畵

린 회화 중국에서 한대 에 많이 그려졌다 권계화는 그림의 소재나 형태면에서도 주로 역. ( ) . 漢代

사나 민담의 성인 현인 명군 열사 열녀 등의 인물이나 행적을 주제로 했다 권계화는 회화, , , , . 

를 도덕교화의 수단으로 여긴 유교적 회화관을 보여준다.

출처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1999., 

참고도판 송나라 이공린 필 효경도권[ 7] ( ) ( ), 李公麟 孝經圖

21.9×475.6(cm),  美國大都會藝術博物館 宋代 李公麟 繪 孝經圖 卷 欣賞 ： 《 》

견본에 잉크 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085 , 水墨 本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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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산수화 병풍의 가장 이른 묘사는 이공린 의 ( , 1041-1106)李公麟

효경도 장 삽화에서 볼 수 있다 아버지가 구성의 중앙을 차지하고 < > 13 . 

두 아들과 두 딸 그리고 동생 한 사람 등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공경을 

표시하며 둘러서 있다 두 시종이 주인 앞에 음식과 술을 차리려고 망사. 

가 덮인 탁자를 들고 들어온다 그러나 이 아버지 는 어떤 한 개인을 참. ‘ ’

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효도 체계의 상징적 보존자이자 향유. “

자 인데 이 그림에 상응하는 경전의 본문은 효는 천하의 모든 아비를 ” , “

공경하는 것이다 는 내용을 훈계한다.” .53) 

궁정화가 당시 폐쇄된 공간의 현실 상과 세태를 외부로 알리고 증명하  

는 일종의 기사성 을 내재한 회화라고 한다면 권계화는 인간의 ( )記事性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모습과 자세를 추구하려 한 점에서 사유성( )思惟性

을 지닌 회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사와 사유의 성격으로 접근된 . 

당 대의 회화는 당시의 사회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효용적인 수단

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은 역사정리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높았고 주변국으로부터 기록  ‘

의 나라 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이는 아마도 왕조의 전 시기에 걸’ . 

쳐 나라의 중요 사상으로 작용하였던 유교와 관련되었음을 부인하기 어

려울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의궤도와 행차도 등을 비롯하여 당시의 사. 

회 분위기와 국정 운영의 철학을 담아 제작된 회화가 많았다 미술사학. 

자인 박정혜는 기록화의 형성배경에 대한 조선의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유교를 국치의 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에서 정치사상과 윤. 

리 사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사상을 연결시켜 주는 , 

것이 예 라는 규범이다 국가의 조직과 질서는 예를 핵심으로 하는 ‘ ( )’ . 禮

예제 에 의해 통괄되었으며 이를 이끌어나가는 관료층의 사상과 ( ) , 禮制

가치관도 예에서 출발한 것이었다.54) 

예에 대한 철저한 존중 사상과 엄숙한 관습은 조직의 사소한 기록이라  

53) 앞의 책 , pp.170-171.

54) 박정혜 조선 시대 궁중 기록화 연구 일지사 , , , 2000,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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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고 이는 조선의 독특한 기록문화를 낳게 

한 원인이었음을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의 이런 문화적 환경은 기. 

록화의 철저한 제작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관련하여 박정혜의 글을 좀 더 

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화의 제작 배경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유. 

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유교 사회의 질서에 의. 

해 성립된 예제는 기록화의 도상을 결정하였고 예의 윤리 도덕적인 기능

에 기반을 둔 관료들의 가치관은 기록화 제작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

다.55) 즉 당시 사회상의 가치관이 회화의 제작을 비롯한 문화의 전반적 

인 환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미술사학자인 배종민은 그의 논문에서 년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  1997

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록문

화는 전통적으로 꾸준히 명맥을 유지했다.56) 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하 . 

55) 위와 동일 .

참고도판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중 부분[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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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학자인 이원복은 논문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 후기의 회화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  

으나 공통점은 오늘날 카메라 비디오와 같이 사실을 기록하는 미디, 

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행사나 도구 제작 등 관련 내용에 .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왜곡을 최대. 

한 배제하여 객관성 과 사실성 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 ’ ‘ ’

수 있다 예를 들어 의궤의 경우 나라의 주요 행사를 후세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기존 의궤를 참고 하여 . ‘ ’

그대로 재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야 

함은 당연하다 즉 참여 인원의 수와 배치 말 도구 진행 과정 및 . , , , 

모양새를 의궤를 보고 재현했을 때 충분히 그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제작 목적에 따른 사용자층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  

이 빠르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조형적 구조는 필연적이다. 

조선 시대 기록화의 시각적 표현 특성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존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기록화. 

의 경우 공동 제작에 의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는 통일성 있는 마치 한 사람의 화원이 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세히 관찰하면 여러 화원들의 필치가 자유롭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57) 

  

조선 후기의 화론의 특징은 사실주의로 요약된다 이 사실주의 화론은   . 

외형상의 사실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신으로 내면적인 진실성까지 요

구하며 사실론 과 전신론 을 조화시키는 주체적인 조선의 , ( ) ( )寫實論 傳神論

56) 도화서 의 화원을 중심으로 제작된 조선시대의 기록화는 고려시대 도화기구에서 계승 ( )圖畫署

되었다 배종민 조선 초기 도화기구와 화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 2005, p.59.「 」

57) 이원복 조선시대 기록화의 제작 배경과 화풍의 변천 한국복식 제 호 , , 20 , 『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200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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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으로 활발히 정리되었다 그리고 실제 창작품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 

효율적으로 구분되고 때로는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사실주의 화론의 폭

을 넓혀갔으며 이 사실주의 화론에 의해 당대 화가들의 사실적인 화풍, , 

태도 기법이 전개되었다, .58) 하나의 회화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의 일관 

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필체는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시대별로 

회화의 조형적 특징이 분명히 차별화될 만큼 개성이 존중되었다. 

일상의 묘사와 투영2) ( )投影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을 그림을 그려 남기는 것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닌다 기원전 선사시대의 동굴에서 그림은 글보다 먼저 나타났는데. , 

생존을 목적으로 한 그림 즉 수렵으로 획득한 가축은 구분과 채집의 목, 

적으로 벽면에 대상을 묘사하여 나타내었고 이는 인류의 역사에서 회화

의 시초로 본다 관련하여 미술사학자 신현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 . 

굴에 그린 대부분 동물은 그들의 사냥감이었다 이는 샤만. 59)이 사냥을 

위해서 동굴에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샤만이 그림을 그. 

리는 행위는 삶의 절실한 생존 본능의 욕구에서 사냥감인 먹이를 구하고

자 치루는 제례의식인 것이다.60) 부족의 안녕이 중요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동굴벽화는 그들의 생존 욕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작

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회화는 식량의 체계적인 보관과 농사 가축의 번식 등 증식의 다  , 

양한 방법을 기반으로 한 계급사회의 등장으로 접어들며 소유자의 행위

와 업적을 기리는 인물화로 중요도가 점점 옮겨간다 동물화에서 인물화. 

로 그리고 그것이 차츰 회화 자체로의 무게감을 가지는 즉 상황과 사, , 

58) 정연희 조선 후기 기록화에 나타난 서양화법 수용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 , , 「 」

논문, 2005, p.14.

59) 제사장이나 무당 shamans: .　

60) 신현경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 대한 연구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미술의 제례적 기능 , : ,「 」

기초조형학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 vol.5 no.2, , 2004,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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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전모들을 그림의 소재로써 충실히 기록하여 기념하는 회화가 등장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회화의 전개가 인간 문명의 , 

단계와 같은 행보를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인류가 생존하며 그림으로 남긴 현실의 기록은 회화의 개념을   

정립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으로 기록된 현실의 . 

장면은 사실적인 접근과 묘사가 중요했는데 회화에 있어 실존적 가치에 , 

대한 묘사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마주할 

때의 두 가지 태도 즉 사실과 관념에 대한 접근방법이 서로 상충하지 ,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미술사학자 리오넬로 벤투리는 저서.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예술작품이란 현실로부터 받은 인상인 동시에 정신의 표현  

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작품이란 현실적인 동시에 관념적이다 뿐만 . . 

아니라 사실주의적 화가와 관념주의적 화가를 구별 짓기란 오직 상대

적인 수밖에 없다 어떤 예술가들은 그들이 본 것을 모사하는 데에 . 

머물 뿐이고 또 현실의 대상 앞에서 느끼기만 하는 데에 그친다 반, . 

면에 어떤 예술가들은 그가 현실로부터 받은 인상이 그 가능성의 한

계에 이를 수 있는 상상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 

두 가지 사고방식은 그 모두가 예술의 세계에 속한다.61) 

 

회화에 현실을 담아 나타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가감   

없는 표현과 묘사이다 현실에서 일상적 장면 즉 우리가 일상에서 영위. , 

하는 모든 행동의 순간과 장면들에서는 의식하거나 혹은 의식하지 않은 

기록과 기억들이 내재하여 있다 생활 습관 버릇 관습 학습 등 쉽게 . , , , 

자각하기 힘든 일상의 작은 부분들에서 현실의 주요한 장면들이 매겨지

고 이것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철. 

학자 이정우는 그의 저서에서 일상성이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인간

61) 리오넬로 벤투리 회화의 이해 눈빛 , , , 2002, p.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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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수적인 존재 양식으로 보았고 일상성과 사회적 요소의 관계에 대해

서도 분석했는데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문제 삼는 일상성. 

은 바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일상성이다 현대인이 누구나 대. 

중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일상성을 지배하는 코드가 그만큼 강화되었음

을 말하며 대중문화에 의한 생각 말 몸짓의 코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 , , 

았음을 뜻한다 우리가 분석할 것은 바로 현대 사회에서의 일상성 및 그 . 

일상성이 가져온 대중적 존재 양식이다 그것은 곧 현대인의 얼굴이. 

다.62) 현실의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장면들은 곧 우리의 일상과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것은 회화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실을 표현하는 회화에서 사회적 환경의 의미와 설정은 매우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술 및 사진평론가인 이토우 도시하루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 

말했는데 현상에 대한 상징적인 이해의 수단으로 회화에 대해 접근하였

음을 제시된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상의 완전한 상징성이나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됐던 화면은   

언제부터인가 일정한 시간에 자의적인 시점에 따라 보여지는대로 묘

사되기 시작했다 즉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 밖에 있는 화면으로부터 .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일상생활의 우발적인 체험에 몸을 내맡기는 

화면으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세계를 있는 그대. 

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의 문제까지 끌어들이게 되었다 원근법. 

이나 화면 구성의 변화과정에 보는 것 의 의미의 변화가 연결되어 새‘ ’

로운 시대와 사회의 어법이 생성된 것이다.63) 

일상의 장면과 소재를 회화로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의 주체인 화가와   

수용하는 관객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맥락이다 일상은 이들에게 보편. ‘

적 공감대 를 형성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화가가 ’ . 

62) 이정우 인간의 얼굴 민음사 , , , 1999, p.183.『 』

63) 이토우 도시하루 사진과 회화 시각과 언어 , , , 1994, p.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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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일상을 통해 얻는 다양한 영감은 창작의 중요

한 소재로 작용한다 그리고 관객들은 역시 일상에서 마주친 화가의 영. 

감을 작품을 통해 공감하고 추리하며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작가. 

인 정규리는 그의 논문에서 일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상 이. ( )’日常

라는 말은 해가 매일 뜨고 지는 항상성 반복성 연속성 루틴, , , (routine) 

등의 개념들을 함의하는데 이와 같은 일상 의 특징들은 사고의 도식화, ‘ ’

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일상이 주는 안락함. 

에 길들어 있으므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 

히려 정해진 일과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을 낯설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 

비현실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이다.64) 

우리는 흔히 일상적 장면을 생각할 때 하루의 일과를 떠올리게 된다  .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고 식사를 하며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그들의 회

사로 출근하여 근무한다 어떤 이들은 집이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사람. 

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것이며 하루를 마무

리한 저녁에는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영위하는 가장 보편적이자 단편적인 일상의 모습이다. 

화가에게 중요한 건 일상의 보편적 장면에서 새로운 인상을 찾아 고민하

고 생각하여 회화로 기록하는 것인데 보편적 일상의 장면에서 개별적 , 

일상의 장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아‘ ’65)의 발견과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자아의 인지가 제대로 정립되었을 때 사회구성원으로 . 

해야 할 역할이 부여되고 사회적 자아66)의 주체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64) 정규리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을 통한 인식의 확장에 관한 연구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2017, p.18.

65) 자아 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자기를 의시하는 하나의 실체 곧 의식자가 다른 의식자 및  ‘ ’ ‘ , 

대상 비자아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지칭 인데 즉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으로 , ’

말할 수 있다 외적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대하여 아는 . 

것을 자아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철학에서는 흔히 순수한 자아의식 즉 반성 자각과 같은 내면 , , , 

과정에 의해서 자유 와 책임 의 근거가 성립된다고 본다‘ ’ ‘ ’ .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 , 2000.『 』

66) 휴이트 에 의하면 인간은 현실에 대한 주체로서 그들의 상황을 규정하고 해 (John P. Hewitt)

석하며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는 자아 의식과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윤인진 외 인 옮김 자아와 사회 학지사John P. Hewitt 5 , , , 2001, pp.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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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작업에 있어 의미전환의 과정을 주목했던 작가 이준형은 .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본능과 충동 

그것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인지한 후. , 

그것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의미에 기초하여 반응한다. 

또는 문화 사회 구조와 같은 것에 의해 결정한다, .67) 이처럼 자아의 개 

념은 독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사회적 관계와 정보망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사회적 동물, 68)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자아는 공동체의 기본적 관계적 개념 아래 형성되며 서로에게 각인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회화의 영역에서 일상적 장면을 본격적으로 주목했던 운동은 년  1800

대 서양의 인상주의 미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관련하여 작가 윤영범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상주의 미술은 전통적인 그. 

림의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림의 동기와 대상을 

67) 이준형 의미전환으로서의 작업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2016, p.15.「 」

68) 사회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 의 정치적 동물[social animal ] - (Aristoteles) ' (zoon 社會的動物

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은 사회의 자식이며 사회공동체의 형성자로서 포착될 수 있politikon)' , 

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사회의 어버이이기도 하며 사회적인 것임과 동시에 또한 사회의 형. , 

성자 로서 참가하는 것이다 사회는 어디까지나 개인을 기초로 성립되는 동시에 개인은 ( ) . 形成者

사회를 짊어지고 발달시켜 간다는 생각이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참고도판 에드가 드가 무용연습[ 9] , < >, 

판자에 유채, 19×27(cm), 1877,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참고도판 클로드 모네 해돋이[ 10] , < >, 

캔버스에 유채, 48×63(cm), 1873, 

파리 마르모탕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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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인상주의 미술은 사실주의 미술처럼 도시의 일상과 프랑스 시골. 

프로방스 지방 등지에서 햇빛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는 풍경을 현장에( ) 

서 직접 화폭에 담았으며 이는 시각적인 생동감과 친근감을 주게 된

다.69) 인상주의의 진행과 완성에 있어 화가의 일상적 주변 요소에 대한  

면밀 관찰력과 그것의 진득한 연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

는 대목이다. 

회화에서 일상의 보편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인상주의 미술에서보다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초현실주의는 사실 당시 미술만. 

의 독자적인 사조였기보다는 시대의 대안적 성격으로 제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관련하여 미술평론가인 박혜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초현실주의는 기독교적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백인 중심적 이데올로, , , 

기에 의해 유지되는 서유럽의 가치가 인간의 삶을 편협하고 위선적이고 

공포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명확했던 것과 달리 제시한 대안과 가능성은 다양한 

해석과 실천의 여지를 내포했고 이 점이 초현실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 

의를 어렵게 만들었다.70) 알렉산드리안은 그의 저서에서 초현실주의  S 

미술은 다른 모더니즘 미술처럼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움 을 추구하는 ‘ ’

대신 무의식 꿈 놀이 문화 전통 등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 , , , 

끌어들여 주제와 양식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했다 회화의 표현과 역사에 . 

있어 현실의 투영은 매우 중요하다.71) 라고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현실의 일상적 장면들을 회화의 주된 표현으로 삼은 사  

례를 찾아보았을 때 조선 후기는 매우 중요하다 미술사학자인 이태호는 . 

그의 저서에서 조선 후기의 회화 풍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풍과 개성적 독창성을 가능케 한 조선 후기의 회화사상은 사실주의

정신이다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한 계층 사이에서는 자신들( ) . 寫實主義

69) 윤영범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데포르마시옹 커뮤니케이션북스 , , , 1 , ,,『 』

    2015, p.101. 

70) 박혜성 한국근대미술과 초현실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 2018, p.12.「 」

71) 알렉산드리안 초현실주의 미술 열화당 S. , , , 1984,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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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을 구현할 현실에 애정을 쏟으려는 풍조와 함께 주체적 문예 의

식이 싹텄다 그래서 옛것을 본받기보다 새롭게 창작하려는 당대 문예를 .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사대부 사회에서도 국정에서 소외된 . , 

세력이 성장하면서 현실 비판적 성향이 부상되었다.72) 이 시기의 회화를  

볼 때 주목할 점은 중국의 그림으로부터 전해진 표현의 관념성을 벗어나 

주위 일상의 풍경과 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새로운 화풍

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이태호의 글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세심한 대상 관찰을   . 

통한 실득 윤두서 으로부터 살아있는 그림을 위해 현장 사생을 ‘ ( )’( )實得

시도한 즉물사진 조영석 으로 사실주의적 창작방식을 강조한 ‘ ( )’( )卽物寫眞

주장과 형상 묘사를 완벽하게 구현한 곡진물태 김홍도 그림‘ ( )’(曲盡物態

에 대한 강세황의 평 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후기의 그림을 통해서 직접 ) ,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소개되기 시작한 서양화에 대해서도 입체. 

감이나 원근법 등 사실적 묘사기법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태도로 접근하

였다.73) 

72) 이태호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 , , 1996, p.13.『 』

73) 앞과 동일 

참고도판 윤두서 짚신삼기[ 11] , < >, 

종이에 수묵 세기  , 21.1×32.4(cm),17-18

참고도판 조영석 마구간의 아동[ 12] , < >, 

종이에 수묵 세기,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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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에 있어 일상적 소재에 대한 묘사와 투영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통해 잘 나타난다 풍속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멋과 여유가 담긴 표현방. 

식으로 정착되어 문화와 역사성을 파생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조선 , 

후기 회화의 풍속화적 양상으로는 우선 양반층의 여가 및 유람문화를 기

록하기 위한 회화가 존재했고 거리 민중들의 모습을 화첩의 양식으로 마

치 기록사진을 찍듯이 그려서 남긴 회화가 존재했다 전자의 작품이 주. 

문자와 공급자가 뚜렷하여 서로의 필요로 인해 제작된 작품들이 다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작품은 화가 본인의 자발적 욕구로 창작한 ,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조선 후기의 화가  들은 기존의 관념적 자세와 습관을 버린 후 대상에 

대한 순수한 관찰과 구현의 태도의 작업관을 갖고 창작에 새로이 임하였

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느끼고 화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되는데 조선 후기는 농업 일관도의 전통적인 국가, 

관을 탈피하여 상공업 중심의 국가로의 변화를 꾀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

반에 걸쳐 태동하던 시기였다 중인계층은 활발한 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 

확보한 경제력과 신분 지위는 조선의 문화 지리적 환경에 있어 큰 영향

을 끼쳤고 이는 미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법의 창시를 이끌게 하는 원

참고도판 김홍도 풍속화첩 중[ 13] , 

씨름도 비단에 채색< >, , 26.9×22.2(cm). 

세기 국립중앙박물관18 , 

참고도판 신윤복 풍속화첩 중[ 14] ,

단오풍정 지본담채 < >, ( ).紙本淡彩

세기 간송미술관 28×35cm.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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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이 되었다. 

조선에서 대중을 표현한 작품은 일부 풍속화나 의궤도에 표현된 사람  

들을 제외하고는 드문 편이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온 남종화 계열의 화. 

풍 즉 양반 사대부의 사유를 중시한 남종산수의 흐름이 당시 회화의 주, 

된 정론으로서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일상의 인물과 풍속에 대한 주목은 . 

후기 이후에서야 비롯되었고 영 정조 시대에 비로소 주체적인 시각으로 /

대중과 풍속을 다룬 화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의 화가들에게 주어진 . 

정보와 이미지는 현재보다 극히 적었고 그림의 소재에 있어도 역시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상의 표현은 풍속 개념의 서민들 모습 혹은 양. , 

반과 노니는 기생들의 모습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대형 기, 

록화 작업에서 양념처럼 등장하는 백성들의 모습 등으로 국한되었으며 

때문에 이 시기의 회화가 현실과 일상을 완전히 표현하였다고는 보기 어

렵다 작품의 주요 주제로 기존의 관념적 산수 표현을 배제하고 대중의 . 

현실과 일상적 장면에 주목하여 표현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김홍도 신윤복을 비롯한 당대. , 

의 풍속화가들이 나온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중인이었는데 당시 중인들은 기존의 양반 계급에 대한   , 

반감이 높았던 계층이었다. 조선의 중인은 양반의 보좌역으로 양반이 지

니는 소양을 모두 지닌 말하자면 몰락 양반들에 비하면 보다 확실한 직, 

책과 직업을 가지고 있던 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 였다 그(Technocrat, ) . 

들의 재부는 평균적으로 양반을 능가했으며 노비 소유에서도 그러했으므

로 양반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배, . 

층에 대항하는 대항 엘리트 라 규정할 수 있다- (Counter-elite) .74) 이처럼  

현실과 일상에 대한 회화적 접근은 당시의 시대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되/

어야 가능하였다. 

74) 정옥자 조선 후기 중인문화연구 일지사 황현종 한말 일제하 경아전의 관료 진 , , , 2003; , -『 』 「

출과 정치적 동향 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용재기념학술총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 , 」 『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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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의 인식과 표현3) 

현실의 사회적 공간과 모습 즉 현실의 사회상을 마주하고 그 장면을   , 

회화로 표현하는 것은 기록적 성격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의 객관적인 기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 

있는데 사회상을 표현하는 작업은 그리는 주체와 주제에 따라 주관적 , 

성향의 모습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나와 주변인들을 비롯한 주위의 . 

많은 사람을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큰 틀 안에서 세상을 보려는 

이들이 많다 사회상은 이념의 접근 및 해석에 따라 같은 장면임에도 불. 

구하고 다른 시각으로 변질하기 쉬우며 그래서 장면의 다양한 해석이 , 

가능하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현실 속 사회상을 작품으로 표현한 많. 

은 화가가 있었고 그들의 작품 해석과 방향성은 모두 일관적이지 않았

다 일상에서 마주한 사회상을 내면의 솔직한 조형을 거쳐 표현한 작품. 

으로 남긴 화가가 있었던 반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회상, 

을 구현한 화가들도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 

서서 다른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거시적인 인식하에 이를 해석하, 

고 각 사례의 대비와 분석을 통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회화로 사회상을 나타낸 양식 중 기록화 는 그 어떤 것보다 직  ( )記錄畵

접적이고 사실적이며 설명적인 특성을 가진다 기록화는 사실 작가의 구. 

체적인 제작 의도보단 시대적 요구로 인해 제작되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다시 말하자면 현실의 본 면을 솔직히 알리기 위해 제작하였다기, 

보다는 그 시대가 요구하고 원하는 사회상을 나타내었던 경우가 많았다

는 것이다 근현대의 기록화는 명확하게 사회적 군중의 이미지를 제작하. 

고 소비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 및 국가 후원 단체가 기록화를 후원하. 

고 제작하여 민간을 통해 얻는 효과는 실로 적지 않았다 이와 . 관련된 

연구 중 박혜성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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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세기 말부터 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17 20

위기상황이나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자리 잡

기 시작할 때면 어김없이 자기 민족 또는 국가의 역사와 사회상을 아

카데믹한 형식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역사화 가 활발(history painting)

하게 제작되었다 왕실과 의회의 정치 및 외교활동 워털루 전투를 포. , 

함 역사상의 전쟁을 소재로 한 영국의 역사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 , 

및 개척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한 미국의 역사화 이탈리아의 통일 전, 

쟁 이후의 전쟁화 및 문예 부흥의 기록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 1789

년 혁명 후 다비드 에 의해 주도(Jacques Louis David, 1748-1825)

된 프랑스의 역사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75) 

  

즉 이 정책은 예술적 내셔널리즘 을 자각시키려는 전략적인 (nationalism)

공공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76) 구채적인 정치조직이 그들의 권력 기 

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미술과 회화를 이용한 사업이 역할을 매우 충실

하게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미술을 이용하여 내셔널. 

75) 박혜성 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1960-1970 , , 2003, pp.10-11.「 」

76) 앞의 책 , pp.12-13.

참고도판[ 15] Benjamin West, <William Penn’s Treaty with the Indians>,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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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강조한 사례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관련하여 미술사학자 . 

정연경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히 일본 근대미술에서는 근대 . 

국가이념의 형성과 체제 확립이라는 면에서 국가 주도의 여러 정책과 제

도에 의한 미술과 권력의 구조적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어 연구의 가치

가 높다고 생각된다. 

내셔널리즘 에 의해서 미술과 권력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  (Nationalism)

게 되는 일본 근대미술은 일본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관성을 가지, , 

고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일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던 국가들에 영향, 

을 미치게 되며 그 이념과 사상적 전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 

한국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미술제도 및 정책 등을 통해 권력에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향에 의한 현상들과 그 잔흔, 

들을 아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77) 

앞의 글에서 언급된 미술을 이용한 내셔널리즘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예로 과거 년대 박정희 정부가 주관하였던 70-80

민족기록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 . 민족기록화 사업은 년 당시 1967

민족상 의 이사장이었던 김종필이 일본인들이 소위 십오‘5.16 ( )’ ‘民族賞

년전쟁 년 이라 부르는 기간 동안 일본 본토에서 ( , 1931-45 )’十五年戰爭

개최된 전쟁 미술 전람회들을 모델로 하여 구체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김종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쟁기록화를 참고해 민족기록화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하. 

다는 점 기록화 라는 용어의 사용과 주로 전쟁과 영웅을 소재로 삼았다, ‘ ’

는 점 군부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기획 통제한 정치적인 문화사, . 

업이었다는 점 당시 화단의 쟁쟁한 원로화가들과 중견화가들이 총동원, 

되었다는 점 그리고 작품의 크기가 백호 내지는 천호 대작이었다는 , 5 1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78) 당시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정 

77) 정연경 일본 근대미술 속의 권력 전시공간과 그림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 , , 2004, p.86.「 」

78) 박혜성 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1960-1970 , , 2003, pp.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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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초기 안정 및 전후 복구를 위한 산업화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당시 민족기록화 제작사업과 더

불어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 상을 비롯한 주요 위인들의 동상 건립 등 미

술을 중요 국가시책의 하나로서 추진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재평가의 논

의가 적지 않지만 예술을 활용한 정책 중 매우 성공했던 사례 중의 하, 

나로 평가받고 있다.

  

전쟁 이후 이어진 년대는 국난을 딛고 산업화를 이루어 근대  1960-80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던 시대였다 관련하여 사회학자 박종민의 글에 .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 

아니었다 한국 사회는 년 광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 1945

라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 1960

참고도판 신영상 백마산성을 지킨 [ 16] , <

임경업 장군 유화>, , 197×290.9cm, 

전쟁기념관1976 

참고도판 이종상 광개토대왕의 [ 17] , <

영토확장 수묵채색>, , 197×290.9cm, 

전쟁기념관1975, 

참고도판 김 태 신진자동차[ 18] , < >,

유화, 197×290.9(cm), 1973

참고도판 박창돈 금성사[ 19] , < >, 

유화, 197×290.9(cm),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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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동은 정치 경제 사회. , , ,

문화 교육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급속한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 . 

년부터 시작된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을 통한 산업근대화는 1962 1 5

한국이 제 물결에서 제 물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1 2 .79) 

전 산업사회 시기 단계는 광복 후부터 년대 초반으로 정치적 측면1960

은 제 공화국 수립 및 전쟁 그리고 제 공화국 시기인 신생 정부 1 6.25 , 2 ‘

수립 및 조성기 이다 경제적 측면은 전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 ’ . 

국가 중 하나에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기초시설을 확립하기 위한 광‘

복 및 전후 경제 수립기 이다’ . 

산업사회 전기 단계는 산업근대화 시기로 년대 초반부터 년  1960 1970

대 후반으로 정치적 측면은 제 공화국과 제 공화국 시기로 박정희 대통3 4

령의 년 군사정부 중앙 집권기 이다18 ‘ ’ .80) 산업 현장에서의 부흥을 이끌 

고 기념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제작된 산업기록화들이 많았는데 이 시

기에 주로 제작에 참여한 화가들은 사실적 묘사의 회화기법이 뛰어난 동

시대의 작가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 근현대 회화의 수요와 목적에는 우선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제작하  

고 대표적인 작가를 선정 회화로 제작한 사례가 대부분 존재하고 이 외, 

에도 작가의 자발적인 의지로 제작한 회화들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 언. 

급했던 화가의 외적인 시선과 내적인 시선의 부분과도 연결되는데 기록, 

화의 부분에선 이것이 국가나 거대 단체의 주관이라는 굉장히 확실한 외

부적 요인으로 관여하게 된다 산업화 이후 민주화 시기의 사회상을 나. 

타낸 회화 중 주목할 작품으로는 민중미술 운동 계열의 작가들이 제작한 

회화이다 민중미술은 작가의 창작이라는 관점에 있어 국가와 사회적 체. 

제 안에 화가가 흡수되지 않고 작가 본인의 시선으로 접근한 기존의 회

화와 전혀 다른 성격의 회화이다 풍속화적인 성향이 보이지만 이는 단. 

순히 인간 풍속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의 목적이 아닌 화가가 당시에 느

79) 박종민 한국의 사회변동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변천의 적응적 효율성 탐구 , ,「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2014, p.2.

80) 앞의 책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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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던 생각들 즉 체제와 이념의 가식보다 자각적인 것으로의 전념에 대, 

한 의지가 담긴 사회적 회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미술평론. 

가 정영목이 본 민중미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민중미술이 정치 사회적인 현실문제만을 수용하기 위해 출발한 일  , 

종의 정치 미술운동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민중미술의 작가들은 그들. 

의 현실을 좀 더 역사적인 인식 하에 접근하려 했으며 그들이 민족주‘ ’

의를 앞세우고 민중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의 주제를 작품으로 많이 

다루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실존을 역사적인 주체의 맥락에서 파

악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현실에 대한 그들의 비판 정신. , 

은 이러한 역사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대응되는 서구 자본주의 

정치 경이 체제의 한국적인 난맥 속에서 그 강도가 더욱 높을 수 있, 

었다 또한 그것이 미술운동과 같은 집단의 성격으로 한 시대를 풍미. , 

했고 그러한 의식을 어쨌거나 사회 전반에 심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도 민중미술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논의되어야 한

다.81) 

민중미술의 작품에 담긴 사회상에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과  

거로부터 주어진 미술과 회화형식 안에서의 정해진 규칙들 예를 들면 , 

구상과 추상의 구분이라든지 풍경과 인물의 고정적인 모습과 장면의 전

형을 고수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의 풍경

과 인물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물의 풍부한 표현이 화면 분위. 

기 안에 혼재되거나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시각적 인상을 느끼게 , 

함과 더불어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 

년부터 미술의 사회참여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1969

81) 정영목 한국 현대 역사화 그 성격과 위상 제 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 , 20 , , 造形 「 」 『 』

    1997,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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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인 제 선언에서 주장한 김지하와 김윤수의 글을 보면 미술가1

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및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및 생의 현상과 그 현상의 본  

질의 동일이며 현상의 운동을 지배하고 관통하고 총화하는 그 운동, 

의 총체 현상이다 현실의식이란 주어진 사물과 생의 총체로부터 그. 

것과 더불어 그것의 형상인 현실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의식 및 의식

내용이다 현실주의란 시각적 형상을 통하여 다양한 생활현상을 공. - 

간 속에 구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되 그것을 기계적 수동적으로 재, 

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예술적 해석 아래 필요한 변형 추상 왜곡, , 

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심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현실 인식에 있. - 

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힘과 힘의 운동으로 이해하는 기본 관점의 

확립이다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현실과 함께 현실 속에 있는 여러 . 

가지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며 모순의 구조와 모순 사이의 관계 또 , , 

그 관계들의 복합화의 모든 층 구조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물과 생과 상황 속에서 대립하고 충돌하고 발전하는 이 모순의 작

용에 의하여 현실은 곧 힘과 힘의 운동으로서 나타난다.82) 

미술평론가 한남희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술과 현실이 괴  . 

리되어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하면서 미술의 현실 참여적 성격이 강, 

조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에 의한 민중의 미술. ‘ , ’

을 주장하는 미술론이 개진되었고 현실비판에 그치는 미술은 지식인이 , 

갖는 소시민적 경향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특히 년대 중반. 1980

부터 정치성과 운동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비로소 민중미술은 그 면모를 

구체적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민중미술은 단순히 전시. 

장에서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동현장에서 기능하는 형태로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며 급진적으로 변화한 문제의식을 적극 개진하였다, .83)

82) 김지하 김윤수 현실동인 제 선언 , , < 1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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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를 통한 사회상의 인식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걸개그림84)이나 벽화 등과 같이 실내에 전시되는 회화의 형태가 

83) 한남희 년대 민중미술에 나타난 민중개념과 그 재현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 1980 , 「 」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2.

84) 걸개그림은 전통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대중을 사로잡는 통합적인 예술 형식이다 주로 커다란  . 

공간에 위치하며 대형 그림의 형태에 선명하고 간결한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주제는 압도, 

적으로 크게 그린다 내용 면에서는 풍부한 내용이 일관되고 통일된 구조로 전체 화면에 짜임. 

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색채 중심적이고 긍정적인 형상에 맑고 밝으며 유장한 색조가 부여됨. 

으로써 전체가 생동하게 유도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 걸개그림은 집회장에서 효과. 

적인 위치에 걸어놓음으로써 집회의 활력을 드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의 성격 및 과제

에 적합한 내용을 담은 형상을 통해 대중의 인식과 실천의지 및 정서를 통합해 내는 사실주의 

예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각 매체이다. 

최 열 미술과 사회 청년사, , , 2009, pp.146-147『 』 .

참고도판 황재형 식사[ 20] , < >,

캔버스에 유채, 91×117(cm), 1985

참고도판 오 윤 가족[ 21] , < 2>, 

캔버스에 유화, 131×162(cm), 1982

참고도판 년대 대학가에 등장했었던 벽화 및 걸개그림[ 22]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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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외부의 공공적인 장소에 등장한 경우이다 민중미술의 작가들 역시 . 

민주화 운동 당시 군중을 결집하기 위한 걸개그림과 벽화의 제작에 참여

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후 현실 인식을 담은 회화의 제작을 통해 작가로, 

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당시 미술인들의 자발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자. 

리 잡은 민중미술은 이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미술운동으로 각인

되었고 회화의 상징성과 사회적 자생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였으며, 

또한 이는 인문학과 서양 근대미술에서 주로 통용되던 사실주의

란 이념을 한국미술에 각인시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alism) . 

이렇듯 화가가 단지 그림으로 현실을 알리고 장면을 옮기는 차원만이 아

닌 작품의 전파와 파생을 통해 사회 전반의 관념적인 인식을 바꾸고 도, 

구적 가치로서 새로이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사회상의 회화적 표현과 목

적에 있어 중요한 맥락이다.

기억의 방식으로서의 현실 표현3. 

회화 작업에서 기억은 화가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억은 과거의 장  . 

면을 현재로 불러일으키고 현재의 장면을 정립하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 

매우 요긴하게 적용된다 인간 기억과 관련한 연구들은 학문의 경계를 .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서양학계에서 기억이 최초로 ,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초기 뒤르켐85) 학파에 의해서였다 .86) 

85) 에밀 뒤르켐 유대계 출신으로 보르도 대학과 (Emile Durkheim | David Emile Durkheim):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사회학의 프랑스학파를 건설한 사람이다 동료인 막스 베버와 함. 

께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다 철학자 베르그송과 파리 고등사범학교 동기였던 . 

뒤르켐은 친구와 달리 철학의 신비적 추상성에 불만을 느꼈고 사회현실과 더 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학문을 수립하고자 했다 뒤르켐이 보르도 대학 재직 시절 창간한 사회학 연보. < > 

를 둥지로 삼은 뒤르켐 학파는 그가 죽은 뒤 조카이자 제자 마르셀 모스에게 이(1896-1913)

끌리며 양차세계대전 사이에 유럽 사회과학계의 주류로 떠올랐다 모리스 알바크스 셀레스탱 . , 

부글레 마르셀 그라네 프랑수아 시미앙 같은 이들이 뒤르켐 학파의 구성원들이었다, , . 

고종석 발자국 마음산책 중 발췌,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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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안병직은 이와 관련하여 기억에 대한 연구는 문학 사회학 철, , 

학 종교학 미디어학 심리학 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공통된 현상이, , , , 

다 문화학적 접근에 의한 기억 연구로 주목받는 독일 학자 아스만. (A. 

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길은 기억으로 통Assmann)

한다.87)라고 천명하며 학제적 연구의 중심 주제로서 기억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88)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역사 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  ( )歷史

을 한다 사학자 윤택림의 글에 의하면 기록기억의 사회적 생산은 공적. “

인 재현 과 사적인 기억 의 두 (Public representation) (Private memory)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역사의 공적인 재현에서는 과거에 대한 여러 , 

해석들의 경합을 통해 지배적인 기억이 나타나고 특히 과거에 대한 공, 

식적인 재현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적인 기억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묵되지만 사람들의 종속된 또는 사적인 삶, 

의 경험을 반영한다.”89)라고 말한다 공적인 기억 즉 인류와 사회 공동. , 

체적 집단에 있어 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억들은 집단을 유지

하는 데 가장 효용적인 쓰임새로 정리되고 기록된다. 

사학자 태지호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하다 전통 및 관습 역사 그리고 이들. , 

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다양한 표현물 등은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재현한 것이다 이들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사회의 .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의미화의 결과이다 현재의 경험. 

은 과거의 지식에 의존하며 과거의 형상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의미를 , 

86) 김영범 외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 ( ) , ,動學「 」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8, p.164.

87) A. Assman,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변학수 외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Gedachtnisses(C.H. Beck Verlag, 1999). ( , , 『 』

부, 2003, p.31.)

88) 안병직 한국사회에서의 기억 과 역사 역사학보 호, ' ' ' ' , 193 , 2007, pp.275-276.「 」

89)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 : , 「 」

회 제 집25 , 1993,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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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한 . 

구체적인 문화적 실천이다.90) 또한 기록학자 정영란은 다음과 같이 보았

다 사회는 기억에 대한 집합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사고와 기억. 

은 집단적 사고의 틀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 내의 각 , 

개인의 기억은 그 집합적 기억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이루며 개인의 입

장이 변하는 대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는 기억의 존립과 재생이 사회적 . 

틀을 전제로 하고 그 틀의 유효성은 시각의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은 집단의 시각을 취함으로써 기억한다고 말할 . 

수 있음과 동시에 집단의 시각 즉 기억의 사회적 틀은 그러한 개인적 , 

기억들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며 현실화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

다.91)

현실의 장면을 작품으로 구성할 시 필요한 요소들은 장면의 구체적인   

상을 설정하기 위한 장치적 요소에 머무른다 인물의 기념비적 장면을 . 

구성한 회화의 형식을 고민했을 때 본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바로 

대상의 기억과 회상에서 비롯된 장면일 것이다 더구나 궁극적으로 담아. 

야 할 테두리가 사회상이라는 사회적 영역 안에서의 모습이라면 형식의 

구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한 개인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장, 

면이 아닌 대중의 범위에서 다시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  , 

게 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감대를 얻는 장. 

면이란 희소성이 있거나 혹은 개별적 취미에 기인한 장면이 아닌 인간사

의 모든 감정들 즉 희로애락의 보편적인 감성 틀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 

다 앞선 . 사회상 속 장면의 성격으로 본 인물의 모습에서 본 기념과 2. 

항거의 장면 역시 그러한 보편적 감정관의 틀에서 시작된 경우였으며 감

정의 교차와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응집력은 바로 우리 시대의 

90) 태지호 영상 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 , 「 」

사논문, 2012, p.1.

91)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 「 」

석사논문   , 200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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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회상으로 인식되어 대중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 또한 대중. , 

의 기억이란 사회를 말하는데 기억은 개인이 지각하는 영역과 공간 안에

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기억이란 한마디로 말해 과거를 상기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을 생물학적 개체로써 인간의 정신적 행위로 본다면 기. 

억의 주체는 개인이다 기억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속하며 따라서 모든 . 

기억은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억에 . 

관한 연구는 기억이란 본질적으로 집단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 대체로 의

견을 같이한다 예컨대 기억 이론의 선구자로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사. 

회학자 알브박스 는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M. Halbwachs)

것을 경계하고 기억의 사회적 틀 을 지적하면서 어, ‘ (social framework)’

떤 개인적인 기억도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의 의견에 따. 

르면 다음과 같다 유년 시절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고향의 도시나 학. 

교 교사 등 사회적 제도나 인물 사건 등과 결부되듯이 개인의 기억은 , ,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회상의 행위를 통해 . 

상기되는 것도 사회적 틀에 의존한다 즉 기억의 내용이 회상을 통해 시. 

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그 준거를 제공하는 사회의 , 

집단 기호와 상징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알브박스에게는 기억이라는 . 

행위 자체가 이미 집단적인 것이다 이처럼 행위로서의 기억은 사회적 . 

준거에 의존하고 개인의 기억은 기억행위를 통해 사회적 틀에 묶이게 , 

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개인 기억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억은 모두 

집단 기억의 성격을 띤다.92) 

92) M.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Harper & Row Publishers, 1980, pp.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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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의 사유적 접근1) 

현실의 대상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서 기억은 중요한 과정이자 방  

법이다 그 중 사유 를 통한 현실의 기억은 화가에게 더욱 필요한 단계. ‘ ’

로 여겨지는데, 화가 자신의 사유 체계를 확립하여 대상을 마주하였을  

시 인지되는 기록적 장면 외의 다른 이미지 즉 기억에 각인된 공간과 , 

장면을 화면으로 이끄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사례로 보았을 때 화가. 

가 현실의 대상을 기록과 기억의 방법으로서 인지하고 본인의 독창적인 

형식과 기법으로 회화로 남기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남겼다. 

사유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에서의 뜻풀이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철학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1. . 2. , , ,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 사고. 14( )>思考≒ 93) 이라고 나오는데 비슷한 의 , 

미의 단어로 사고 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 ’ . 

논하자면 사고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직관적 분석적‘ ’ , , 

그리고 집중적 확산적 사고 등 다양한 심상과 지식을 사용한 마음의 작, 

용을 하는 것이고 사유 는 좀 더 포괄적인 판단과 고민을 위해 필요한 ‘ ’

인간의 이성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지 단어의 뜻풀이로 . 

보는 단어의 차이점으로 보이는 것이고 좀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의 이성

과 감성을 운용하기에 좀 더 적합한 이성작용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깨닫

고 그 개념의 체계를 공고히 만드는 것이다. 

사유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을 때 철학자 이명곤  

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을 . 

다양하게 규정한다 그중에서도 사유하는 존재 라는 규정은 인간의 본질. ‘ ’

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 

것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 ‘

존재 라는 개념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별해주는 일종의 유적’ ‘ ( )類的

93)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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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분 즉 인류 라는 개념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 ‘ ’ .94) 존재의 측면에 

서 바라보는 사유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명곤은 글에서 .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이상적인 것 을 생각할 수 . ‘ ’

있는 존재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상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

능한 것 을 말한다 이상적인 것이 이 지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 . 

현실적인 것이지 더 이상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95) 

화가가 대상을 마주하고 그림을 제작함에 앞서 사유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사유 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대상을 두루 생각하고 철학 개념 구성‘ ’ , ,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이라면 이는 작업을 하는 작가에, 

게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화가의 경. 

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인과 음악인 무용인 그리고 희극인들, , 

까지 인문학과 예술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소이다 사유는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마주할 때 가장 먼. 

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만일 예술. 

가가 사유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소회를 충

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소회가 부족한 과정은 그가 작업을 

통해 관람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예. 

술작품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철학자인 박이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작품이 무엇인가를 표상한다는 생각 따라서 무엇에 대한 진리  , 

를 나타낸다는 믿음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추측

된다 첫째 예술작품은 우연적인 자연현상이 결코 아니며 언제나 어. , 

떤 주체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지며 예술작품 제작, 

의 의도는 항상 어떤 객관적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 느낌이라는 ,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예술가든 간에 그는 . 

94) 이명곤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 세창출판사, , , , 2014, p.13.『 』

95) 위의 책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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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혹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 . 

사실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인가를 표상하지 않고 제작된 예술작품 즉 우연히 꾸며진 예술, 

작품이란 자가당착적 개념이라 하겠다 둘째 지금까지 예술작품이라. , 

고 분류되어온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있어서 미술은 무엇인가를 구상

한 것이며 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비록 비구, 

상 예술로서의 음악이나 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 사랑을 슬픔, 

을 그리움을 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말해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 

우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96) 

자신의 감정과 감성을 기본으로 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에 대  

한 깊은 관심과 관찰이 좋은 예술작품의 기본 골격이 되었음을 그는 글

에서 설명하고 있다. 화가가 현실의 사물을 표현 대상으로 정하고 그림

을 그리는 행위는 쉽고 단순하지 않은데 회화의 제작이 대상에 대한 깊, 

은 애정이나 높은 관심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대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시와 어떤 의도를 갖고 시점을 포착하여 그릴 때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관련하여 철학자 이상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세 가지 경계  ‘ ( )境界 97) 에 속하는 것이다 우’ . 

리 앞에 예술작품이라는 대상이 있고 우리는 작품을 보거나 들을 수 , 

있으며 또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 . 

작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미적 체험이나 미적 관조라는 것을 하게 

될 때 말하자면 예술작품이 전달하는 오묘함을 터득했을 때 이 작품, 

은 더 이상 감각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근, 98)의 범위 

96)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 , 1983, 『 』 pp.36-37.

97) 이상우는 경계 라는 개념을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로 그의 저서에서 설명하였는데 서양 ‘ ( )’ , 境界

척학의 존재존과 인식론 가치론에 해당하는 동양적인 사유방식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개념으, 

로 보았다 따라서 윗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경계 와 두 가지 경계 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론. ‘ ’ ‘ ’

의 부분이 아닌 저자의 참고할만한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98) 산스크리트어 근 은 기관 기능을 뜻함 대상을 감각하거나 의식하는 여섯 가지 a -indriya ( ) · . 根ṣ ḍ

- 62 -



밖에 놓아지게 되며 감상자는 예술작품에서 얻은 체험과 함께 두 가, ‘

지 경계 의 상태에 있게 된다’ .99) 

  

작가와 관람자가 작품을 통해 이루는 체험은 각각 다르지만 사유의   , 

본질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예술작품은 그것을 둘러싼 경계가 무너지고 추구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궁극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대상의 사유

를 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대상에 대한 

관찰과 고민 즉 사유적 자세가 많은 영향을 끼쳤었고 특히 현실의 경, ‘

험과 사유 의 부분이 전에 접한 다른 어떤 요소보다 본인의 높은 호기심’

과 흥미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의 대상은 사실 창작을 하는 작가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소재이  

자 주제의 시작점을 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 

사람들을 그리는 행위들은 모두 현실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

동이고 작업이다 사회를 보는 미시적 혹은 거시적인 시각과 특성 안에. , 

서 작업의 반경과 주제는 다른 특징과 전환을 가지며 이를 작업으로 끌, 

어들인 작가의 표현요소와 만나 다양한 형식의 작품 제작으로 이루어지

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실의 장면은 개인의 사유 은유 비유. , , , 

비판 숙고 등의 과정을 거쳐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게 된다, .   

  존재를 인지하고 사유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다른 생명체와 구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키워왔고 . 

그로 인한 이성작용을 활발히 하여 오늘날의 인간 문명을 이루어낸 것이

다 사유는 그런 인간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철학. 

의 높은 성과물을 이끌었으며 이는 비단 인문학의 분야에서만이 아닌 ,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 . 

대미술에 있어서 사유의 과정 은 예술가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작품‘ ’ , 

기관 기능 출처 시공불교사전· .                                                            : 

99)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사, , , 1999, p.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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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유하는 평론가들과 관람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이 되고 

있는데 이는 본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고 향후 작업, 

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철학자 김상환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플라톤주의가 말하는   . 

이성적 사유는 입장의 구분과 대립을 스스로 초래하는 가운데 자신의 입

장을 증명하는 능력이다 합리적 이성은 비합리적 요소를 반성과 교정의 . 

계기로 삼으면서 스스로 불러들인 비진리를 통합적 시야 안에 위치시키, 

면서 자신의 진리를 보존해 왔다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 그렇게 . , 

초래된 위기를 통하여 스스로를 비판하고 검증한다는 것이 이성적 사유

의 본성이다.100) 현실에 근거한 자신의 존재와 이성을 분별할 줄 아는  

이라야 비로소 깊은 사유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한다.

대상에 대한 사유는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적 검증을 가능케 했고 이것  

은 미술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으며 본 연구자가 작업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주된 소재와 주제의 부분으로 삼고. 

자 하는 인물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데 대상에 대한 접근과 소회의 방법, 

에 있어 사유적 과정은 필요한 순서이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관찰과 묘. 

사가 얼마나 정직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물을 수정하고 가감하는 데 있어 , 

절대적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유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 

간에게 대한 고민과 고찰의 방법이라고 보면 이를 회화의 대상으로 삼아 

현실의 시대상이라는 주제를 부여했을 때 중요도는 더욱 높아진다.      

  

100)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 , 1999, p.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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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와 풍자 의 방법2) ( ) ( )政治 諷刺

본 연구자는 정치 와 풍자 의 방법을 본 글의 현실 표현 방  ( ) ( )政治 諷刺

법의 목차 분류에 있어 기록과 기억의 부분 중 기억의 단락에 삽입하였

다 언론 및 사회학의 분야에서 자주 통용되는 용어인 정치와 풍자를 회. 

화적 표현에 있어 현실 표현의 중요한 방법으로 본 이유는 이것이 화가, 

가 회화를 제작하는 데도 자주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장. 

면의 구체적 기록을 주된 기반으로 하지만 표현의 주제와 요인에 있어 

표현당사자의 인식과 고민 그리고 기억적 요소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미술은 조직을 선전하는 도구적 역할에 매우 적합한 분야이다 과거로  . 

부터 현재까지 많은 국가에서 미술과 회화를 이용한 선전정책이 시행되

었고 북한을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업적이 탁

월한 화가에게 조직의 고급 직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관련하여 미술사학. 

자인 정연경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미술은 시각문화로서 권력의 효과적인 선전을 위해 기능하기도 한  

다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결집과 국익을 위하여 전체주의를 추구하. 

는 데 필요한 원동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향 제시에 시각 

매체로서의 한몫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대에서부터 국. 

가형성과 관련하여 왕권의 정통성과 권력체계 유지를 위한 건국신화

가 조성되고 국가의 구성원들을 교화시키고 통치하기 위한 권계화와 , 

권력자의 초상화들이 그려져 왔다 여기에서 미술 속에 숨어있는 한 . 

가문이나 부족 국가의 권력을 만날 수 있고 이후 부국강병과 식산 , , 

흥업의 방편으로서 미술품 보호와 제작을 권장하던 근대국가체제의 

확립 시기를 거쳐 현대에도 미술 제도와 작품들 속에서 교묘하게 맞

물린 미술과 권력의 관계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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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01) 

  

미술과 권력기관의 공존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지되었던 것임을 

정연경은 글에서 설명하고 있다 회화의 표현에 있어 기능적 요인들을 . 

살펴볼 때 공동체의 모습 즉 대중의 사회상을 담아내는 정도의 단계가 , 

현실 묘사와 풍자에 집중되었다면 회화를 이용한 정치와 풍자의 영역에

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미국의 미술사학자 . 

린다 노클린 은 사실주의와 사회의 관계를 논하면서 예술(Linda Nochlin)

의 목표는 그 시대의 모습을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며 예술은 구체적, 

인 모습을 갖는 그 시대의 세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상이나 상징보다는 

사회적 제 조건과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102) 

라고 하였다 이는 예술의 목적이 사회의 표면을 묘사하는 데에만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여 관계성을 명확하게 드러

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술과 회화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 그녀는 회화에 사회상을 담는다는 것이 . 

단지 현실을 증언하고 내부에 묻힌 진실을 외부로 알리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행위와 목적으로 그리고 작품으로 표현한 주제, 

의 파급력을 통해 사회 구조의 관념적이고 느슨한 틀을 건드려 긴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인물 초상화 역시 화가의 제작 의도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작가가 가진 시대적인 사. 

상과 생각들이 회화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다 관련하여 산치오 라파엘로의 추기경의 초상 과 베첼리오 티치아. < >

노의 미술품 거래인 야코포스트라다의 초상 을 보며 리오넬로 벤투< >

리103)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1) 정연경 일본 근대미술 속의 권력 전시공간과 그림을 중심으로 , - ,「 – 」

미술사학보     , 2004, p.85.

102) 린다 노클린 권원순 역 리얼리즘 미진사 Linda Nochlin , f Realism , , 1997, p.53.『 』

103) 이탈리아 미술사가 비평가 모데나에서 출생 로마에서 사망 아돌프 벤투리의 아들 년 . . ,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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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은 대단히 귀족적인 가문에 속한 것으로서 등장하고 또 라  , 

파엘로의 이상은 정확히 그의 형태미에 대한 이상을 모델의 고귀성과 

동일시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는 그 형태의 고귀성을 사회 계급의 고. 

상함으로 해석했다 모델의 세련된 용모와 그 외모의 절도 있는 단순. 

성 이미지의 고립과 초연함 그리고 다른 색조를 압도하는 추기경 복, , 

장의 붉은 색조 등 이 모든 요소들은 드높은 고귀성의 이미지에 대, 

한 인상을 창조하는 데에 관여한다 라파엘로는 그의 개인적 인상을 . 

옮기려 들지 않았다 또 그의 그림에서 아무것도 그가 추기경에 대해. 

서 생각했었던 것이나 그 추기경이 사실상 그의 삶과 사회 활동 속에

서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지는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 

의 이름은 알고 있을지라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려 함으로써 그- - 

토리노 대학 미술사 교수 때 파시즘에 반대하여 프랑스와 북미로 이사 년 이탈리아에 . . 1945

귀국하여 로마대학 교수로 재직 그 활동이 미술사에서 비평까지 광범하였고 조르지오니즘, . , 『

세잔 인상주의 자료(Giorgionee, il Giorgionismo) (1913), (Les Archives de l’ 』 『

등의 저서가 있다Impressionism Cézanne) (1936) .』

출처 한국사전연구사 미술대사전 인명편: ( )

참고도판[ 23]

산치오 라파엘로(Sanzio Raffaello), 

추기경의 초상 목판에 유채< >, ,

 61×79(cm), 1510~1511

참고도판 베첼리오 티치아노[ 24] 

미술품 거래인 (Vecellio Tiziano), <

야코포 스트라다의 초상 캔버스에 유채>, ,

95×125(cm), 1567-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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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익명으로 머무는데 왜냐하면 그 초상은 고급문화 세련된 , , 

생활 거대한 문명의 세계에서 태어난 사회적 기능의 한 유형을 재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4) 

즉 인물의 내면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인물화라기보다는 외면적 모습의 

묘사를 통해 그들이 담당하고 또 지배했던 계급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 

것의 모순을 더불어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인물 회화를 통해 사회의 구. 

조와 형식을 파악하여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라파엘로와 티치아노의 

현실상에 대한 인식은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도 

많은 생각의 지점들을 짚게 해준다. 

풍자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  , “

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주로 문학이나 연극에서 사회 또는 개인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결점 따위를 비웃음 조롱 익살스러운 모방 반어법 등 , , , ,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때로는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쓰는 예술 

형식 이라고 되어 있다” .105) 회화에서 풍자 즉 패러디 , 106)는 과거뿐만 아

니라 오늘날 모든 예술의 표현과 전개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되는 부분인

데 캐나다 출신의 문학비평가 린다 허천 은 그, (Linda Hucheon, 1947-)

의 저서 패러디 이론 에서 패러디는 이미 최초의 본질에 대한 독특“『 』

한 재현으로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하나의 본질의 전형이며 패러디적인 , 

재현은 이전까지 내려오던 패러디가 되는 대상의 관행을 드러내고 같은 

메시지 안에서 두 개의 기호를 나타냄으로써 원본이 되는 대상의 책략을 

104) 리오넬로 벤투리 회화의 이해 눈빛 , , , 2002, pp.133-134.『 』

105) 주영하 등저 한국국학진흥원 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아모르문디 , , , 2012, p.134.『 』

106) 익살 풍자 효과를 위하여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는 형식 문학 음악 미· . · ·

술 분야에서 그 형식을 볼 수 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고 패러디의 대상이 된 . ,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될 뿐만 아

니라 어떤 인기 작품의 자구 를 변경시키거나 과장하여 익살 또는 풍자의 효과를 노린 , ( )字句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악의가 개입되지만 여기서의 웃음의 정신은 문학의 본질적인 것이다 원. . 

래 희랍어에서 나온 말로 놀리는 노래 나 파생적인 노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스토텔' ' ' '

레스의 시학 에 등장할 정도로 기원이 오래된 용어이다( ) . 詩學『 』

패러디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Parody, Parodie] ( , 2006.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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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고 언급한다 따라서 패러디는 이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원작” . 

이 있고 원작을 따라 재현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반복이며 비평적인 아 , 

이러니의 거리를 가진 모방이다 이에 비해 풍자는 특정한 원작에 대한 . 

조롱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정해놓은 규범과 대조되는 

당대의 허식을 비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7) 이라 하였다 . 

드로잉 작업으로 사회풍자를 다루는 작가인 김제민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술사에서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왕족 또는 귀족의 . 

전유물이었던 미술이 순수예술 그 자체의 목적보다 인간 에 주목하고 ‘ ’

사회 속에서 보통사람의 삶이나 조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세기 19

이후 자연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로 지칭되는 사조들이 등장하면서부, , 

터였다 이는 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 등에 따른 사회적 격변기와 의식. 18

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108) 현실의 인간을 목적에 대한 정치적인  

107) 린다 허천 김상구 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 , , , 1992, p.192.『 』

참고도판 년 프랑스 화가 조르주 비고의 풍자화 제국주의 클럽 에 입장하는 [ 25] 1898 . ‘ ’

일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왼쪽 가 일본을 상징하는 나막. ( )

신을 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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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관련된 풍자의 내용일 활발해질 때는 항상 사회적 격변기를 전후

한 시기였음을 그는 말하고 있다. 

  

조선 후기가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감과 더불어 풍자의 영역에서도 과거 회화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화가의 사회적 풍자. 

는 다양한 소재의 적용과 더불어 정해진 계급과 주어진 신분의 벽을 자

유로이 넘나드는 데 있어 매력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사회상의 모순. 

을 노골적으로 풍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와 더불어 

풍속화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었던 신윤복을 들 수 있는데 미술평론가 , 

조정육은 신윤복의 그림과 풍자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08) 김제민 식물 드로잉을 통한 사회풍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 「 」

      2015, pp.18-19. 

참고도판 신윤복 주유청강 종이에 채색[ 26] , < ( )>, , 舟遊淸江

세기28.2×35.2(c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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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는 주유청강 같은 작품에서   < ( )> 舟遊淸江

절정에 이른다 기생들을 데리고 뱃놀이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그린 . 

이 작품은 언뜻 보면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는 풍속화 같다 그러나 . 

뒷짐 지고 있는 양반과 턱을 괴고 앉은 양반의 허리띠가 흰색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흰색 허리띠는 그 사람이 상중이.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년 동안 흰옷을 입고 . 3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묘지를 지켜야 할 사람이 지금 기생을 데리

고 뱃놀이를 나왔다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언감생심 가당. 

찮은 일이다.109) 

이처럼 신윤복은 당시의 사회상 그중에서도 사회 지도층의 모순된 행  , 

태를 풍속화의 형식을 통해 풍자하였는데 이는 봉건적 요소가 다분히 높

았던 조선의 시대 분위기상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이를 통해 알 . 

수 있는 조선 풍자화의 특징은 대상의 직접적인 묘사와 풍자가 주를 이

루는 서양의 풍자화와는 달리 은근하고 암묵적인 조형적 풍자의 요소가 , 

회화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상의 기념과 기념비성3) 

작업에 필요한 현실적 장면의 기억에 대해 고민해 볼 때 기념 의 의  ‘ ’

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기념은 기억과 회상의 과정이 먼저 .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상을 보고 느낀 감정과 . 

그것에 대한 기억 및 회상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하는 작

업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기념 이란 어떤 . ‘ ’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

다는 것110)을 말한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 시간이나 시절과는 상관없이 . 

109) 주영하 등저 한국국학진흥원 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아모르문디 , , , 2012, p.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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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 자리 그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있음을 뜻하, 

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일상과 체득된 경험 안에서 나옴을 의미한다, . 

즉 우리가 가지는 기념적인 대상에 대한 의미는 저마다 모두 다르고 같

지 않다는 것이 되며 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의 접근이 아닌 주, 

관적인 감성과 감각을 통한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뜻하는 것

이다.

기념의 구체적인 성격과 특성 즉 기념성에 대해 환경학자 한소영은   , 

다음과 같이 보았다 기념성은 일반적으로 일컫는 기념공원에서 사용하. 

는 기념성 의 의미를 포함하여 기념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지어 ‘ ’

포괄적인 의미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추모적 의미를 지니. , 

는 기념성의 의미와 어떤 행사를 기리기 위한 의미를 지니는 기념성의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111) 이런 점에서 유추해볼 때 기념적 대상은 그것 

을 기리고 떠올리는 이의 종합적인 감각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 

인물의 기념적 장면이라 하였을 때 지시되는 것은 대상 인물의 기억과 

회상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오래된 장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10)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111) 한소영 서울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09, p.30. 「 」

기념대상

subject
사건 인물 장소(event), (human), (site)

기념범위

inclusion

개인기억(private memory),

집합기억(collective memorial, commemoration)

기념의도

intention
축하 추모(celebration), (remembrance, mourn)

유형분류

form

기념관(memorial-museum), 

기념장소(memorial-site),

기념비(memorial-monument)

기념 의 의도와 유(memorial) 형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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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자 주학유는  기념의 유형적 분류를 위의 표로 정의하였고 112) 

기념에 대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국의 학자 폴 윌리엄스. 

는 저서 기념박물관 에서 기념 기(P.Williams) (Memorial Museum) , 『 』

념비 기념관 기념장소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13) 영어권에서  

메모리얼 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기념관 또는 형용사로서 ‘ (memorial)’ ‘ ’ 

기념의 기념하기 위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윌리엄스는 기‘ , ’ , 

존 메모리얼의 명사적 사용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 ’(memorial 

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또한 기념하기 위한 이라는 형용사museum) . ‘ ’

적 의미는 접두사적 용법을 통해 기념비 기념관 기념장소 등을 아우르, , 

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114) 

기념적 장면의 성격은 기념비적 구성 혹은 기념비성 이라고 부르는  ‘ ’ ‘ ’

데 기념비적 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도록 잊지 아니할 만한 가, ‘ ’

치가 있는 또는 그런 것, 115)이다 따라서 기념비적 구성 이라는 것은 우. ‘ ’

리들이 오랫동안 가치를 실감하고 그 비중을 중히 여기는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

며 누구의 기념비적 장면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의 경험 중 가장 인상 , 

깊고 가치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의 조화로운 . 

구성을 통해 기념이란 구체적인 간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기념비 라는 용어는 미술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기보다  ‘ ’

는 건축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기억의 개념 역시 건축에서 중. 

요한데 영국의 건축가인 는 Adrian Forty “사건을 직접 목격한 개인의 기‘

억 은 자칫 쉽게 사라질 위험에 처하기에 이를 영원성에 기초한 집단’ , ‘

적 사회적 기억 으로 연장해 주리라는 믿음은 고대 이래로 건축의 주된 , ’

역할이었다.”116) 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억이 기념비성을 나타내는 데 있 

112) 주학유 현대 기념건축에 대한 연구 기념성의 개념정의와 기념건축의 설계방법을 중심으 , :「

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13, p.34.」

113) P. Williams,『Memorial Museum: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BERG, 2007, p.7.

114) 주학유의 위 논문 , p.33. 

115)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 73 -



어 없어서는 안 될 개념으로 본 것이다. 

기념비성의 단어적 어원과 관련하여 건축학자 김용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념비성이란 단어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회상하게 하는 . ‘

것 의 뜻을 지닌 라틴어 에서 유래한다 베르그송’ ‘Monumetum’ . (H. 

에 의하면 이것은 기억 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억은 인식에 Bergson) ‘ ’ ‘

공존하는 기억 을 의미한다 기억 은 어떤 이미지 안에서 구성되는 것을 ’ . ‘ ’

필요로 하며 기억 에 대한 보존이 기념비적 건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 ’

개념이 된다.117) 이처럼 기념은 기억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면이  

적지 않고 효용적인 기억을 오랜 시간을 통해 보존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이를 보완하는 의견으로 .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억에 . ‘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기념 을 의미하며 기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현’ , 

재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언급하고 전달하려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

다.118)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법학자인 후지와라 기이치의 표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념비적 구성에 있어 기억 속의 장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  . 

억 연구의 과제는 다양한 층위에서 포착될 수 있는데 개개인의 기억

116) Adrian Forty,『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

     Thames & Hudson, 2000. 

117) 김용식 현대 건축의 기념비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

   2000, pp.32-33.

118) Nora Pierre,『Zwischen Geschichte und Gedächtnis ,』  Berlin 1990, p.11.

참고도판 기념비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의 예 [ 27]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세인트 엔젤 성 프랑스의 개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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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집합적 기억의 관계설정 문제 집, 

합적 기억과 사회 국민 정부 등과 같은 공적 영역 과의 관계 과거, , ‘ ’ , 

의 일을 기리고 나타내는 기념의례 와 집합적 기억(commemoration)

의 관계 기억에 주목하는 역사학과 전통적인 실증사학 간의 차이점 , 

등이다.119)    

 

건축가인 정유정은 그의 논문에서 기념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기념비 란 단순히 건축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기념. (Monument)

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념비는 기억과 . 

영속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서 기념비를 만든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의 관

계를 맺어준다 따라서 기념비에 담긴 기념비성 은 사회. (Monumentality)

적 문화적 성격을 의미함으로써 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다.120) 이처럼 기념과 기념비성은 기억의 전달 행위의 역할을 충실히 하 

는 단어이자 용어 그리고 유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 , ,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기념비성은 기억의 개인적 공간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공적  

으로 높은 가치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강한데 이 부분, 

에 있어서 기념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념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 접근이 가능하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회화의 경우로 적용. 

해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대상에 대한 소재적 접근으, 

로서의 기념 과 주제적 접근으로서의 기념비성 이다 우리는 기념 할 ‘ ’ ‘ ’ . ‘ ’

만한 대상물이라고 하면 꼭 거창하거나 광대한 범위의 대상을 지칭하진 

않는다 개인의 소소한 추억과 기록이 담긴 물건을 가리킬 때 기념물 이. ‘ ’

란 표현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의 기념은 대중의 공공적 차원에서의 기, 

억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기념물은 개인의 기념에 대한 물건일 수도. , 

119) 후지와라 기이치 전쟁을 기억한다 히로시마 홀로코스트와 현재 , . ,『 』

일조각    , 2003, pp.47-59. 

120) 정유정 미즈 반 데르 로에의 건축에서 나타난 기념비성 표현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 .「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0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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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공공적 가치의 기억을 위한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회화는 건축과 비슷한 구조와 제작 과정을 갖고 있다 둘 사이의 연결   . 

고리를 찾아보면 회화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축에 쓰이는 자재의 , 

성격이 서로 비슷하고 이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화가와 

건축가의 계획 및 고민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면이 많다 기억의 파. 

편들을 되짚어가며 회화에서의 구성 및 조형성을 발현하는 화가와 고민, 

그리고 기억의 부분적인 조각들을 이어서 전체의 큰 구조를 만들려는 건

축가의 고민이 서로 다르지 않다 기념이란 개념 역시 그런 면으로 보았. 

을 때 건축의 영역뿐만 아니라 회화와 미술의 분야에서도 무난한 적용이 

가능하다. 

화가가 기억의 방식으로써 그림을 그릴 때 개인의 기념적 요인이 담긴   

대상의 채집과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풍경을 그리거. 

나 혹은 인물 초목 등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매료되어 그 속성과 연관, , 

된 사물들을 연구하고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작업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

로 화가이자 작가이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동 서양의 화가들은 이런 과. /

정을 거쳐 본인의 조형성을 완성하였고 현실과 일상의 어떤 물건이나 형

상 혹은 일몰이나 연못 등을 비롯한 자연 풍경의 요소들을 기억의 공간, 

에 담아 작품이란 기념물로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작업에서 대상. 

의 기억에 근거하여 기념성을 이루는 것은 조형적 완성도의 목적과 더불

어 끝없이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폴 세잔의 그림과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면 이 두 화가가 각기 자신의   

체감과 기억에서 비롯된 대상을 찾아 그것의 조형 원리를 찾는 과정에서 

기념성이 자연스레 정립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탈리아의 평론가인 . 

기욤 아폴리네르는 글에서 세잔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는 미술을 .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부터 사유 로써 이해하는 세계로 바( )思惟

꾸었으며 시각 에서 논리 의 세계로 눈에 비치는 인상, ( ) ( ) , ( )視覺 論理 印象

에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인식 의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 ) .認識 121) 

121) G, Apollinaire. The Beginning of Cubism . 1912, p.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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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학자인 안휘준은 저서에서 겸재 정선의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평하였다 정선은 실경을 다룸에 있어서 사진과 같은 사실적 표현을 .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며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남종화가들이 본래 지향하던 사의적 미의 ( ) 寫意的

세계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122) 사의의 본래 개념은 그림에서 사물의  

형태보다는 본래의 의미에 집중해서 그린다는 것이다 본래의 의미를 찾. 

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경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닌 체득된 현실의 , 

기억을 통한 기념적 장면의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 

세잔과 정선은 이를 충족시킨 화가라고 볼 수 있다.

회화의 사례에서 조형성에 대한 접근을 기념이 아닌 공공적 가치에 따  

른 목적의 기념비성 으로 보았을 때 ‘ ’ 앞부분에서 먼저 다루었던 조선 시

대 기록화의 경우도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시대의 기록화는 사. 

람의 기억과 경험에 근거하고 공유되어 나오는 회화 양식의 형태이며 사

회상의 모습에서 기인한 인물의 기념비적 구성에서 비롯된다 이 회화는 . 

지나온 흔적들을 정리하고 모으는 것 즉 당시 기억의 구체적인 정리와 , 

122)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 , , 2000, p.309.『 』

참고도판 폴 세잔 사과 광주리가 [ 28] , <

있는 정물 캔버스에 유채>, , 79×62(cm), 

년 파리 오르세미술관1890-184 , 

참고도판 겸재 정선 금강전도[ 29] , < >, 

종이에 채색, 130.7×59(cm), 1734,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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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기념한다. 

관련하여 미술사학자 정연희는 논문에서 의미 있는 행사나 모임을 오래, 

도록 기념하기 위해 각종 계회도 사연도 등을 기념화적인 목적으로 그, 

렸다.123) 라고 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기록화는 작업의 시작 단계에서 . 

부터 기념비성이 부여되고 완성된 후엔 그것의 의미와 목적이 더욱 강화

된다고 볼 수 있다 회화에서 기록과 기억의 목적을 뚜렷이 지닌 기념비. 

적 성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다루었던 기록과 기억으로서의 현실 표현  Ⅲ

방법을 현실 속 대중 이란 대상에 적용할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 ’

지 또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과정과 특성들을 관련 작품의 예시 및 분, 

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23) 정연희 조선 후기 기록화에 나타난 서양화법 수용에 관한 연구 , , 「 」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05, pp.28-30.

참고도판 기사계첩 중 기사사연도[ 30] ( ) ( , 耆社契帖 耆社私宴圖《 》 〈 〉

비단에 수묵채색 보물 제 호, 43.9×67.6(cm), 1720, 63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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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기억으로 본 대중의 모습. Ⅲ

예술가의 현실 표현에 있어 대중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현실에서 

마주치는 대중의 모습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주로 작용하고 그 과정에

서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회

의 성격과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이 가진 다양한 심상의 . 

흐름과 공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를 관찰한 작가가 작업으로서 현실을 

표현할 시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의식과 요인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본 .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현실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대중에 Ⅱ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며 작업의 과정에서 기록과 기억의 방법으로서 , 

접근하고 표현한 대중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그리고 이것이 .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조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작품 제작 과정 

전반에 있어 어떤 흐름과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더불어 짚어볼 것이

다.

주제와 표현으로서의 대중1. 

대중의 주제적 특성에 대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대중이란 단어의 정의  

와 의미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사회학자 이진경의 .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이란 주어진 구분 선을 범람하며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다.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열광이나 기쁨이 다양한 경로로 전염되면서 , 

만들어지는 흐름 머물 광장이 있으면 같이 머물고 길이 있으면 흘러, , 

가고 벽이 있으면 우회하거나 흘러넘치고 거스르며 덤비면 싸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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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하는 흐름 그것이 대중이다 대중이 무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은 , . 

대중이란 주어진 일상적 지위나 소속 신원이나 이름에서 이탈하며 ,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소속의 차이 지위의 차이 이. , , 

름의 차이들이 지워지며 합류하여 형성되는 하나의 흐름 기존의 소‘ ’ , 

속이나 자리에서 이탈한 것들이 모이며 만들어지는 하나의 집합체 라‘ ’

고 해도 좋을 것이다.124)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공적 차원 즉 공공적 집합체로서 본 현, 

실 사회의 요소를 그는 대중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대중의 성격을 다. 

음과 같이 보았다 대중은 개인의 개체성 을 지우며 형성되는 흐름이다. ‘ ’ .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상실하‘ ’ , ‘

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 . 

어떤 자아의 죽음이다.125) 개체적 성격의 유지는 대중에서 존재하지 않 

고 그렇게 지워진 익명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흐름 안에서 대중은 

비로소 존재하고 정의되는 것이라 본 것이다. 

대중이란 용어를 사람의 무리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와 구별하여 정확  

한 의미해석을 인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 인물의 무리를 뜻하는 민중, 

군중 대중의 세 가지 중 대중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 

같다 셋 다 사람의 무리와 모여 있는 모습을 뜻하지만 대중 은 특별한. ‘ ’ , 

혹은 전문적인 배경의 어떤 사람과 상대되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

어이고 민중 은 계급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용어로 지배층과 상대되는 ‘ ’

피지배층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군중 은 정해진 어떤 장소나 일정한 곳. ‘ ’

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런 면에서 볼 때 대중 의 의미와 정의는 좀 더 분명해진다 즉 대중은 ‘ ’ . 

장소의 제약성이나 계급적 구분의 성격을 담지 않고 더욱 넓은 범위에, 

서의 일정한 문화적 양식을 지닌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124) 이진경 대중과 흐름 그린비출판사 , , , 2012, pp.42-43.『 』

125) 위의 책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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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을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군중적 인기 민중 봉기를 대중 봉기 대중. , , 

음악을 군중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정리 하에서 현실 속 대중을 표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였  

을 때 그것의 수단과 목적은 더욱 중요해진다 관련하여 미국의 예술학. 

자인 앤드루 우로스키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V. . 

 

대중의 이미지가 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  

질 때 재현의 위험은 약간 달라진다 화가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 . 

거대한 다양성을 표시할 것인가 질산은 필름과 광학렌즈에 의해 달? 

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수준은 화가의 능력을 넘어선다 몇몇의 선택. 

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대중 속의 사람들은 단축된 서예의 획이나. 

머리는 원으로 몸은 재빠른 휘두름으로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다( , .) 

채로운 번진 흔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그들의 휴일의 분위기는 높이 

떠 있는 약간의 풍선과 깃발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또는 몇몇의 얼. 

굴들은 행진하는 육체들로 대충 그려진 배경 위에 허둥지둥 스케치될 

것이다. 

이 장치는 관련성의 위계를 나타내는데 전경의 커다란 명사가 훨  , 

씬 더 예술적인 작업으로 득을 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대중의 . 

관심은 문제의 거대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에 흩뿌려진 단역들

은 대충 건너뛴다 개인으로서는 교환 가능한 것이고 대중으로서는 . - ,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화가는 대중의 표현에 제공하는 인상주의 의 , ‘ ’

정도는 연대와 익명이 유발하는 변화의 효과를 드러내는데 시민이 , 

하나의 실체로 녹아들기 또는 녹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26)

이는 사실 사진과 회화이란 표현수단의 근본적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자 

그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앤드루는 그것. 

126) 제프리 슈나프 스테판 욘손 조이 코널리 외 저 대중들 그린비출판사T. , , , ,  ,  『 』

      2015, pp.6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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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즉발성 표현의 유무로 보았던 듯하다 회화에 의한 대중의 기록은 그 . 

정밀함과 구체적인 묘사력에 있어 사진을 따라가기 힘들고 굳이 따라갈 

필요성도 없기에 인간이 지닌 감성과 감정의 부분으로 접근하여 취할 부

분과 버릴 부분을 즉발적으로 선택하여 표현한다 이것이 그가 대중을 .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생각한 부분이다 사진의 기술적 변형이 아닌 . 

회화에서의 감성적 변형의 형태가 창작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즉 , 

발상의 틈과 간격을 이용한 인지 대상의 표현적 방법에 있어 회화가 사

진보다 우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 

고 표현의 즉발적인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생략과 절제의 의도, 

를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더불어 표현의 대상이 대중, 

인 경우엔 사진과 회화의 적절한 배합과 구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풍

자와 해석도 가능하다.

  

위 도판은 미국의 개념미술가 존 발데사리  127)의 작품인데 이 작품에, 

서의 대중 표현은 그 존재성 자체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

다 즉 대중과 사회 공간의 절묘한 대비적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사람이 . 

127) 존 발데사리  ( 미국 출신의 개념주의 예술가 초기에는 텍스트만으로 작John Baldessari) : . 

품을 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문자와 사진을 결합하여 언어와 시각성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삼, 

았다 년대부터는 사진만으로 구성된 복합사진 형식을 취해 자유로운 연상을 통한 새로. 1980 ' ' 

운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참고도판 존 발데사리 근거가 누락된 형태의 두 군중[ 31] , < >, 

젤라틴 실버프린트 개인 소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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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개인이 아닌 군중과 대중이라는 거대한 형태의 일부분으로 정착했

을 때의 심리적 풍경을 작품으로 묘사한 것이다 에워싼 관찰자들은 그. 

들 앞의 얼굴들에서 자신이 반영되고 증식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렇게 함

으로써 모든 외부자들이 배제되는 자기 반영적인 세상을 구성한다 이들. 

은 조밀하고 열린 군중으로서 더욱 수가 늘어나 그것의 통일성과 권력에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방전은 이제 약속되. 

었다.128) 이처럼 대중에 대한 표현은 작업의 시작에서부터 과정에 이르 

기까지 대상의 일부가 아닌 전체적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인. 

물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보다 확장되고 개념의 접근이 포괄적인 문화 

양식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대중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제. 

와 표현적 대상으로서의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현실 속 장면에서 본 대중의 모습2. 

 

대중과 연관된 현실 표현의 작업에 있어 작가가 먼저 축적해야 할 부  

분은 현실에서 일상을 영위할 때 접하고 인지하게 되는 대중의 모습과 

장면이다 우리 주위에는 갖가지 목적을 가진 대중들의 움직임을 늘 포. 

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나 . 

혹은 어떤 의도를 지니고 그것의 실행을 위해 모인 사람들 시위나 행진, 

을 하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 모

인 사람들 등 우리 주변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대중의 장면들

이 존재한다 관련하여 미국의 예술사학자인 크리스틴 포지. 129)는 글에서 

128) 제 프리 슈나프 스테판 욘손 조이 코널리 외 저 대중들 그린비출판사T. , , , , , 2015, 『 』

p.472.

129)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예술사학과 교수로 근현대의 예술과 비평을 강의하며 이탈리아 분과에 , 

서 로망어를 가르친다 관심 주제는 세기 초반 유럽에서 태동한 아방가르드 콜라주와 구성. 20 , 

적인 조각의 발명 추상화의 등장 예술이 새롭게 등장한 노동 및 기술의 형태와 맺는 관계이, , 

며 년대의 예술이나 동시대 예술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는 현대의 공연, 1960~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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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주로 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 시기를 검토한다면 19

우리는 또 다른 구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기념하는 ‘

대중 과 시위하는 대중 사이의 구별로 두 사례에서 매우 다른 참가’ ‘ ’ , 

자들의 태도가 전시된 글들의 사용과 특성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기념하는 대중은 종교적인 행진이나 공식적인 행진. 

가령 과거에는 왕과 교황 대사의 도시 입장 에서 존재하며 다른 ( , , ‘ ’)

사람들이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구성하고 준비한 글들을 전시한다 이 . 

글들은 의식의 상황의 진정한 지배자들 이 그들에게 제공하고 강요한 ‘ ’

것이다 가령 완전히 의식화되고 군국화된 독재 정체 하에서의 공개. , 

행진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서 행동의 전개는 정확한 안무로 처음부. , 

터 끝까지 조직화 되고 통제될 뿐 아니라 아마 무엇보다도 형상이나 , 

글로 보이는 상징은 불변의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고안된다,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위하는 관중이 전시하는 글의 특성은 기념  , 

하는 대중이 전시하는 글의 특성과 전적으로 반대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다르다 시위하는 대중은 자신이 직접 쓴 제작물을 전시하는. 

데 대개 그것들은 참가자들 스스로가 행사를 위해 합친 것으로 명백, , 

하게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개별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행진의 각기 ,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서로 구분되는 참가 집단들에 상응한다 그러. 

므로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대중을 위해 합쳐진 글들의 전시와 마

주치고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대중, . 

에 의해 합쳐진 글들이다.130) 

과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주 월경 지도 작성 노동의 결합 현대예술에서 아방가르드 작품들의 , , , , 

재상연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래주의의 발명 인위적인 낙관주의의 예술과 정치. : 『 』

(Inventing Futurism: The Art and Politics of Artificial Optimism, Princeton: Princeton 

가 있고 미래주의 작품집University Press, 2009) : (Futurism: An Anthology, New 『 』

을 공동 편집하였다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출처 제프리 슈나프 스테판 욘손 조이 코널리 외 저 대중들 그린비출판사 중  : T. , , , , , 2015 『 』

작가소개 부분

130) 앞의 책 , pp.4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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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글은 대중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도출된 장면  

의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대중의 모습을 기념과 시위의 두 가지 . 

형태로 나누어 현실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형태와 방식에 대

해 분석하고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대중의 장면은 비. 

단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한정된 경우가 아니며 구성원들의 자유로, 

운 생각과 행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곳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이다 그리고 이것은 굴곡진 근현대사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실로 다양한 대중의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주요 현실 상을 보면 대중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낸   

기념과 비판의 성격을 지닌 역사의 장면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한

다 광복을 맞이하여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던 모습. , 

혹은 국가의 원수가 운명하여 국장을 치르거나 월드컵 등과 같은 국가적 

시합을 보기 위해 혹은 승리한 후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군중을 이루, 

어 서로 흥겨운 감정을 즐기는 등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로 공감하고 호응하는 모습에서 기념 의 장면 을 발견‘ ( ) ’紀念

할 수 있고 일제 시절의 폭압에 저항하거나 혹은 독재 권력의 횡포에 , 

맞서 광장에서 군중의 장면을 이루는 모습 사회적으로 의견이 크게 양, 

분되어 두 갈래로 나뉜 후 각각의 의견을 함축한 도구들의 제시를 통해 

대립의 각을 나타내는 모습에서 비판 의 장면 을 확인할 수 있다‘ ( ) ’ . 批判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장면들은 본 연구자가 주력한 현실 표현의 영역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식되었고 대중에 대한 기록과 기억

의 방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

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념하는 대중과 비판하는 대중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고 관련된 장면과 도판의 분석을 통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연구

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본인의 작업 내용과도 연계하여 분석해보. 

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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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호응의 장면 기념 하는 대중1) ( )紀念–   

대중이 빚어내는 기념의 장면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지  

닌다 스포츠 행사를 즐기거나 특정 가수의 콘서트 등 취미와 유휴 여. , 

흥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면과 주요 인물의 장례식이나 혹은 방문을 기

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이 있으며 이 장면들은 어떤 거대한 힘이나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시위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비판의 성격과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목적이 한 데 모여 기념적 성격을 지니어 대중

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대적으로 . 

주요한 사회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년 월 일 해방   1945 8 15

을 맞아 광화문 근처에   

운집한 인파의 모습에   

선 서울 청사에 국기를   

올리고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의 모습이 보인다 당   . 

시 인파의 구성원은 어   

느 한 사람이나 혹은    

목적을 둔 단체의 동요   

와 부름으로 인해 동원 

된 형태가 아닌 각자의 자발적 의지와 목적을 갖고서 국가의 해방과 자, 

유를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다 사회구성원의 이런 장면은 . 

시대적 압박과 억압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의 모습보다 훨씬 자유로운 세

대가 만들어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가볍지 않고 무, 

거운 물음을 주로 던지던 과거 세대의 인습을 극복 훨씬 투명하고 밝고 , 

참고도판 당시 광화문 사거리의 모습[ 32]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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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다시 . 

말하자면 상대에게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설득되고 강조된 

구성의 모습이 아니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지닌 채 의지와 동

질감을 새로이 만들어 빚은 기념적 장면들이 생겨난 것이다. 

현대의 대중이 구성한 기념의 장면 중 다른 성격을 지닌 장면을 살펴  

보면 스포츠의 장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소수 동호인의 취미와 목적으. 

로 접근된 종목이 아닌 전 국민이 주목하는 대중적 스포츠 종목의 응원 , 

모습을 보면 대중의 색다른 장면을 엿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 

종목으로 축구의 응원을 들 수 있는데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팀의 , 

응원은 일개 팀을 응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준

비하는 행사의 성격으로 다가온다 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개최. 2002

로 열렸던 월드컵131)에서의 거리응원전이 그러하였고 한국의 대중은 누

131)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조별리그 조 한국 대 폴란드의 경기가 열린 일 한국의 월드컵 2002 D 4 . 

첫 승을 바라는 온 국민의 시선은 결전장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쏠렸고 너도 나도 붉‘

은악마 응원단이 돼 전국 곳곳에서 응원을 펼쳤다 이날 아침거리 풍경은 평소와는 다른 붉은 ’ . 

빛깔로 물들었다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이나 등굣길 학생들의 차림에서도 붉은 상의는 쉽게 . 

참고도판 년 월드컵 당시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33] 2002 F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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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강요와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응원을 하고 서로의 흥을 돋우

었으며 적색으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축제를 즐겼다. 

월드컵 응원전의 모습은 희로애락 의 네 가지 감정 중 희  ( ) ‘喜怒哀樂

와 락 의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응( )’ ‘ ( )’ . , 喜 樂

원단의 색깔은 색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붉은 색이었으며 응원

의 흥분된 기분으로 인해 감정이 고조된 사람들이 많았다 적색의 응원 . 

티셔츠를 입고 집 근처 거리를 메워 응원을 하던 사람들은 좁은 곳을 벗

어나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 등 넓은 공간을 찾았다 전보다 크고 단일. 

된 응원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외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앞다

투어 다루었던 보도의 소재이기도 했다 적색의 옷을 입고 동일한 구호. 

를 외치는 응원 문화는 이후 축구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대표 종목을 응

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년대의 2000

한국 대중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최근 개최. 

되었던 평창올림픽의 응원구호로도 다시 등장했다2018 .132) 

본 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스포츠를 즐기는 대중의 모  

습은 조직의 강한 욕구와 사명하에 조직된 장면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

발적 참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이다 이는 또한 즐거움과 기념을 나. 

누는 목적에 대하여 강한 동질감을 새로이 만드는 계기가 된 장면이었

발견됐다 서울의 중심부 세종로 네거리에는 오전부터 수천명의 붉은악마 응원단이 자리를 잡고 .

응원가와 구호를 외치며 한국축구의 승리를 기원했다 또 잠실야구장에서도 수 천명의 축구팬. 

이 모여 대형전광판을 통해 펼쳐질 한국 대 폴란드전을 기다렸다. 

동아일보 오후 2002.06.04 05:53 송고 특별취재팀 , .

132) 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서 거리응원전이 열려 년 한일월드컵의 흥분이 재현될 전망9 2002

이다 강원도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 일 오후 시부터 강릉시 . 10 4

명륜고 황영조 체육관에서 응원전이 열린다고 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하는 남북공동응8 . 

원단과 시민응원단 여명은 여자 하키 단일팀의 첫 경기인 스위스전을 함께 관전하며 승1,000

리를 기원한다 응원단은 단일팀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일본전의 경우 관동하키센터를 직. 

접 찾아 응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전에서는 북측 응원단과의 만남이 관심이다 이와 함께 남. . 

북 단일팀이 스웨덴 일본전에 나서는 일과 일에는 강릉 아트센터 인근 라이브 사이트에, 12 14

서 신명 나는 야외 응원전이 펼쳐진다 이날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와 개. 

성공단 남북 경협기업인 이산가족 등 여명이 우리는 하나다 응원구호를 외치며 코리아, 3,000 ‘ ’ 

팀의 승리를 기원한다. 

한국일보 2018.02.08. 15:42 송고 박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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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시기의 한국 대중은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고 추억과 , 

경험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법과 방식을 충분히 터득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이 만들어낸 기념의 장면은 즐거움의 영역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희로애락의 네 가지 감정 중 로 와 애 의 감정에서 비롯. ‘ ( )’ ‘ ( )’怒 哀

된 모습도 다른 방식과 의미로서의 기념적 장면이라 볼 수 있는데 그 , 

예시 중 하나로 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 노무현 전 대통2009

령의 국민장 행사를 들 수 있다 위 참고도판의 사진에서 서울시청 앞 . 

광장에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는 대중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공분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장례를 치르던 서울광장과 ,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이 저마다 들고나온 황색의 다양한 기념물로 인해

서 노랗게 물들여졌다 어떤 일을 추모하고 기리는 방식에 있어 황색을 . 

주로 쓰게 된 연유로는 노란 리본133)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멀

133)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남편을 둔 아내나 가족들이 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고 무사 귀환　

참고도판 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에 참여하기 위해 [ 34] 2009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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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떠나있거나 혹은 돌아오기 쉽지 않은 곳에 있는 이들을 기릴 때 황색

을 사용한 상징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황색은 이후 나라의 큰 사건 사고. /

가 발생했을 시에 이를 추모하는 방식의 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 색

은 년의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2014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대중에게서도 꾸준히 발견된다. 

적색은 열정과 기쁨을 황색은 반성과 추모를 나타내는 색으로 기억되며 , 

이는 한국 대중이 만들어낸 기념적 장면의 대표적인 사회상 속 요소 중 

하나로 각인되었다.

공감과 호응에 기반한 기념하는 대중의 장면과 연관된 본 연구자의 작  

을 바라며 기다린 것에서 유래된 상징이다 노란 리본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 4

세기 때 만들어진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노란 리본을 착용한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 그녀는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있다(She wore a yellow 「

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 노래는 년대 초 유럽 청교도인들에 의해 미국으로 ribbon) . 1600」

전해졌으며 영국 시민 전쟁 당시 청교도 군대가 노란 리본과 띠를 두르고 전쟁, (1642~1651) 　

터에 나갔다고 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지식엔진연구소.                               : , pmg 

작품 군중 장지에 수묵분색[ 1] < 1>, , 

190×130(cm), 2016

작품 군중 장지에 수묵분색[ 2] < 2>, ,

190×13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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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는 앞 도판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작품에서 보이는 군중의 모습은 . 

터미널 앞의 도로를 거친 광장과 한강 고수부지의 넓은 광장에 모여 행

사를 하는 사람들을 묘사한 장면이다 년 작업의 주된 색감으로 등. 2016

장한 청색의 배경 하늘은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함성과 웅성거림을 

비롯한 다양한 소리를 구긴 자국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는 또한 그들이 만들어낸 기운 의 모습으로도 느껴질 수 있게 하였다‘ ’ . 

작품의 의도와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김선재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흑백의 이미지는 현대의 풍경에 과거성을 부여하여 혼재되고 모호  

한 시간성을 만들어낸다 대수롭지 않은 이미지들 즉 도심이나 유적. , 

지 그리고 등산로 등을 기록한 장면들은 흑백의 실루엣 처리를 통해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풍경으로 바뀐다 이는 작가가 좀 더 대중. 

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의 방향성

을 반영한 것이다 흑백의 단순화된 명암처리와 함께 제한된 색의 사. 

용은 화면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나와 우리 개인과 타자의 존재가 현, 

실 속에 존재하고 관계로써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34) 

많은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대중의 장면에서 행사의 목적 아래 공감과   

호응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작업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고 푸른 하늘

의 밝은 부분과 인물과 주변의 도시를 먹으로 묘사한 어두운 부분의 대

비를 통해 인물들의 군집성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던 작품이다. 

 

134) 김선재 이호욱 개인전 낮고 푸른 바람 갤러리 도스 , - , , 2016,「 」

전시평론 중에서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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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변화의 장면 비판 하는 대중2) ( )抗拒–  

사진으로 기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항거의 장면  

으로는 첫 번째로 운동3.1 135)의 장면이 있다 운동은 년 월 . 3.1 1919 3 1

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독

립운동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

이기도 한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중적인 운동의 효시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운동은 발생의 성격을 볼 때 당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 3.1

어 조직된 모습을 지니긴 하지만 진행의 과정에서 농민 노동자 상공인 , , 

등 각계각층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목적으로 거대한 대중을 이루어 

당시의 폭주하던 일제에 맞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중의 모습을 보면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방향을 향해 동시  

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느 특정한 연령층이 주도하여 조, 

직된 모습이 아닌 남녀노소의 다양한 계층이 고루 모여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점검해 볼 대목은 운동의 장면에 등장하는 대. , 3.1

중의 성격은 앞에서 다룬 기념하는 대중이 만들어낸 공감과 호응의 장‘

면 의 성격과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대중의 자발적이고 자유로’ . 

운 참여와 의지로 만들어진 인파의 모습이 기념의 장면이었다면 본 단, 

락에 소개된 대중의 장면에서는 상대에 대한 거부와 항의의 목적으로 만

들어진 장면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파의 흐름을 주도하는 체. , 

계적인 조직의 존재가 감지되고 이로 인해 대중의 흐름이 통제되는 모습

135) 이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렸고 주변국으로부터 독립운동

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상해임시정부의 수립 만주 등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의 , ,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운동 및 간디가 주도한 인도의 무저항 운동에도 큰 영향을 . 5.4

끼쳤던 기념비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제는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는데 하성 제. 3.1

암리 천안 아우내 정주 곽산 남원 광한루 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 , , , 

난 시위대에게 총격과 죽창을 가하는 등의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다 하지만 철저한 비폭력과 . 

민족의 강인한 독립 정신으로 진행된 운동은 그것에 쉬이 꺾이지 않고 향후 구체적인 독립 3.1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운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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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적절한 체계와 규칙 아래에 구성원들은 역시 ,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 

실제로 운동은 당시 천도교와 기독교 계열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3.1

만든 독립선언서 와 그 구성문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계획 및 주도로 ‘ ’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퍼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민중 운동으로 볼 수 있다.136) 

운동 이후 한국 대중의 대표적인 비판의 장면으로는 혁명  3.1 4.19 137)

136) 년 말부터 국내의 천도교와 기독교 계통의 민족주의자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윌슨의 1918

개조 강화원칙에 포함된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독립 요구를 위한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14 . 

러다 상하이 미국 도쿄 등지에서의 독립운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운동의 준비를 본격적, , 

으로 논의하였다 신한청년당의 선우혁은 이승훈 양전백 길선주 등 평. ( )· ( )· ( ) 李昇薰 梁甸伯 吉善宙

안도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외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송계백도 최린. 

을 통해 도쿄 유학생들의 소식을 손병희 최남선 송진우 등에게 ( ) ( )· ( )· ( ) 崔麟 孫秉熙 崔南善 宋鎭禹

전했다 천도교와 기독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각기 운동을 계획하다가 년 월부터는 함께 . , 1919 2

협의하였고 여기에 한용운 등의 불교계 인사가 가담했다 학생들은 년 월부터 , ( ) . 1919 1韓龍雲

민족대표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월 하순 박희도 와 이갑성, 2 ( )朴熙道

에게 종교계의 계획에 합류할 것을 요구받고 일단 민족대표들의 계획에 합류한 뒤 월 ( ) 3李甲成

일에 다시 서울에서 독자적으로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그 결과 월 일까지 독립5 . 2 18

선언서와 일본 정부에 보낼 독립통고서 등이 작성되고 월 일에는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 2 27

각 종교의 교단 조직을 통해 사전에 배포되었다 학생들은 군중 동원과 시위 독립선언서의 배. , 

포 등의 계획을 준비하였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

137) 의거 중 실종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되었고 이에 마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전국적으로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혁명이다 이4.19 . 

참고도판 운동 영문화보집 [ 35] 3.1 ‘the 

Korean Independendence Monement’, 

상해 대한적십자회 발행본

참고도판[ 36]

혁명 당시 시민들의 시위 장면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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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이 운동은 광복 이후 출범한 이승만 정권이 그들의 종신 집, 

권을 공고히 하고자 행한 부패정치에 대해 국민의 저항과 불신이 점차 

증폭되어 나타난 운동이다 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 . 1960 /

상황과 투표결과를 미리 분석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은 패배의 

결과를 막고자 부정선거를 진행하게 되고 이에 국민은 개표과정의 부당, 

함을 알아차린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결과의 국민적 불신은 마산에서. 

의 의거를 시작으로 몇 차례의 시위와 운동을 통해 점차 전국으로 3.15

확산하였고 마산 의거 당시 정권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

생한다. 

 

이후 시기의 비판적 장면으로는 년 월에 광주에서 일어난   1980 5 5.18 

민주화 운동을 들 수 있다 사건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 10.26 12.12

은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기존 군사정부의 노선을 이으려 했고 이로 

인해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신군부는 일 전국에 비. 5.17

상계엄을 공포하였고 소식을 전해 들은 전남대 학생들이 년 일 1980 5.18

아침 전남대 정문 앞에 명 정도가 모여 본격적인 시위를 주도하였으200

며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시민들을 상대로 , 

무자비한 총격과 살상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위의 진압은 월 . 5

로 인해 이승만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고 나라는 큰 격변기를 맞이한다 곧이어 윤보선 대통. 

령이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 선출되어 제 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맡아 운영하다 향후 4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사임 박정희 대통령에게 권좌를 물려주게 된다5.16 , . 

참고도판 광주 도심에 모여 희생자[ 37] 

를 기리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

참고도판 서울 세종로에 모여 시위[ 38] 

를 진행하던 서울 시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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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계속되었으며 분개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군부의 폭거에 저항

하였으나 막대한 사상자를 남기고 역사의 큰 상흔으로 남게 된다 이 운. 

동은 한국 현대사와 대중의 장면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항

거의 모습이다 민주화 운동은 천만을 넘는 관객을 기록했던 영화 . 5.18 

택시 운전사 의 중요한 소재로 쓰이기도 하였다‘ ’ .138)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  

고 운동의 흐름은 년에 일어난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대학1987 6.10 . 

과 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 등 군사정권의 퇴진

을 바라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일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발. 

생한 서울대 박종철 학생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의 죽음은 운동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으며 전국적인 항쟁의 움직임으로 바뀐다 이후 당시 대통. 

령이었던 노태우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등 차기 민주 

정부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개헌을 선언을 통해 실시한다 이는 6.29 . 

년에 개봉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했었던 영화 의 주요 소재로2018 ‘1987’

도 쓰였다.139) 

138) 역사에는 디테일이 없다 역사는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가 광주에 몰래 잠입해서 . 

광주의 참상을 기록했고 그것을 해외 언론에 알렸다는 정도로만 기술한다 힌츠페터의 활약 으. ‘ ’

로 광주는 폭동 에서 학살 로 바뀌게 됐다 택시 운전사 는 힌츠페터 만큼 주요한 역할을 했‘ ’ ‘ ’ . ‘ ’

을 법한 한 평범한 사람에게 주목한다 그가 역사의 현장에서 느꼈을 그 참혹한 정서를 알리려. 

고 애쓴다 그의 생은 광주 이전과 이후로 크게 갈리게 됐을 것이다 우리 모두도 그렇다 광주. . . 

를 직접 겪었던 그렇지 않든 광주의 역사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살아, 

가는 방식이 갈리게 된다 택시 운전사 는 시간 동안 그 역사의 갈림길 한가운데를 주행. ‘ ’ 2 (走

해 간다 중략 택시 운전사 는 어쩌면 의미 있는 반복 어와 같은 영화다 이제 더 이상 ) . - - ‘ ’ . 行

광주의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극의 얘기는 이. 

번 택시 운전사 처럼 끝까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의 멍‘ ’ . ( )恨

울을 풀어 줄 방법이 없다 택시 운전사 로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게 . ‘ ’

될 것이다 그거면 됐다 영화는 때론 제작의 과정이나 방법보다 그 목표와 의지가 더 중요한 . . 

법이다.  

미디어 이데일리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 송고 고규대 기자! 2017/07/28 11:06 , 

139) 지난 년간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9

년대 초보다 더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절정을 이뤘던 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2000 . 

이었고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쌓여온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와 ,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법과 제도가 정한 방법에 의한 세 번째 정권 교체라는 역, 

사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지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 . 

항쟁 혁명 이라고도 불리는 촛불 집회 이후 사회 부조리와 불합리 등 적폐에 대한 청산 요‘ ’·‘ ’ ‘ ’ 

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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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대중이 만든 장면을 보면 마주하는 대상이 확실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구체적이다 대상이 타당하지 않은 수단으로서 공동체. 

의 의지를 억압하고 제어할 때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상황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어느 한쪽의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끝을 맺는, 

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념하는 대중을 비판하는 대중과 비교. 

했을 때 다른 점은 기념하는 대중은 맞서는 상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다 기념하는 대중은 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갈등 양상으로 인해 기획. 

되고 모였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대상과 사안에 대해 저마다 간직하던 감, 

정과 생각들이 일정한 사회적 계기와 접속되었을 때 비로소 증폭되고 커

다란 공감대를 이루어 기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념하는 대중은 . 

주로 국가적으로 거대한 행사나 특정인의 장례 등 길이 기억하고 추모할

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감과 호응의 목적으로서 등장하고 이에 반, 

해 비판하는 대중은 분명하고 명확한 동기의식을 수반하여 의지와 변화

에 대한 목적을 지닌 후 현실에 등장한다 현실 속 대중이 전하고 있는 .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장면은 우리가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적합한 

참고자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의지와 변화의 목적으로 등장한 비판하는 대중의 모습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비슷한 동기와 목적으로 접근하였던 작업의 사례

를 살펴보았는데 작품에서 비판의 직접적인 목적을 담기보다는 은유적, 

이고 풍자적인 방식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접근하려는 경우

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물의 구성에 있어 의지와 변화의 목적. 

으로 움직이는 대중의 모습을 장면의 변화 없이 화폭에 그대로 옮겨 담

는 것이 아닌 본인이 현실 사회 속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일상과 그 안,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및 사례들을 접하여 숙고한 후 도출된 작품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년 월 일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 군 고1987 6 10 ‘

문치사 사건 을 다룬 영화 이 개봉해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1987’ . ‘6·10 

항쟁 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타도와 국가의 민주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지난 겨울 광화문 ’

광장 등에 모여들었던 촛불과 닮아있다 또한 지난 촛불을 계기로 년 만에 항쟁 이 완. 30 ‘6·10 ’

성됐다는 평가에서 당시와 지금은 맞물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코노미 뉴스 M 2018.02.15 12:29:25 송고 김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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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제작 의도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위 도판의 작품은 경직을 위한 춤사위 의 제목을 가진 작품으로 본   < > , 

연구자가 앞서 다루었던 비판하는 대중의 장면과 특성을 접한 후 작업으

로 연결한 사례이다 작품을 보면 도열한 경찰관의 모습과 춤을 추는 아. 

녀자 오 윤의 목판화에서 차용한 부분( 140) 의 대조적인 장면이 보인다) . 

도열한 경찰관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비판하는 대중이 의지

와 변화를 바라는 구체적인 대상 즉 관료사회의 경직된 문화와 이를 무, 

의식적으로 흡수하여 현실의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모습을 

140) 참고도판 오 윤 춤 천에 목판화 [ 39] < >, , 29×23.5(cm), 1985 Ⅱ

     오 윤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 

는 바로 춤 왼쪽 이다 그가 춤을 즐겨 그린 것은 고향 부산의 전통 예‘ ’( ) . 

술인 동래학춤 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술가란 춤추‘ ’ . 

는 무당 같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 자신이 동래학춤 집안 출신이었다, .

 한겨레신문 2013.02.19. 20:09 송고 구본준 기자의 기사 중 일부 발췌   , 

작품 경직을 위한 춤사위 장지에 수묵분색[ 3] < >, , 130×19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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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 도심에서 흔히 일어나는 집회나 혹은 . 

역사적으로 남을만한 시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하 조직 간의 원활한 소

통이 부족하고 이로 발생한 서로 간의 경계심으로 인해 유발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와 연관된 현실 속 대중의 장면을 접하고 문제를 유발하. 

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을 장면의 대비와 비유를 

통해 나타내었다 현실 속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과 그것의 해결 의지. ,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을 원하는 본 연구자의 고

민과 생각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기록적 방법과 표현으로 본 대중의 모습 과 기억과 과정  ‘3. ’ ‘4. 

과 표현으로 본 대중의 모습 에서는 본 절에서 확인한 현실 속 대중의 ’

모습들을 기록과 기억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작업한 경우를 살펴보고 관, 

련된 이론과 형식의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기록과 기억의 방식으로서 대중을 바라본 작가의 사례들. 

에 대해 들여다보고 그들의 연구과 조형적 탐구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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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방법과 표현으로 본 대중의 모습3. 

본 절에서는 예술가가 작품으로 대중을 표현함에 있어 기록적 방법과   

표현으로 접근해 본 사례와 관련 작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중은 . 

현실 인물이 구성하는 영역과 범위의 큰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다 큰 무. 

리라는 뜻의 한자어인 대중 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고 대중이 만( ) , 大衆

들어 구성한 현실의 모든 장면은 예술가 집단을 비롯하여 학계의 다양한 

기록화 과정을 거쳐 인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각인되었다. 

예술가가 기록하는 대중의 모습은 작가의 성격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 

맞닥뜨린 현실의 모습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성과 장면을 지니게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보고 구체적인 작품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실 인물의 관찰과 기록1) 

현실 인물을 관찰하고 작업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실성은 표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회화의 양식 중 기록화는 말 그대로 기록에 충. ‘

실한 그림을 말한다 기록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회화의 장면에 은유적’ . 

이고 추상적인 장면을 넣기보다는 거리와 건물 그리고 그것을 오가는 ,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주로 등장한다 그렇게 꾸준히 사. 

실성을 추구했던 기록화의 특성은 오늘날 대중을 담은 회화에서도 비슷

한 의미를 지닌 채 전개되어 현실의 특별한 시대적 장면을 충실히 담고 

있다 이는 현대의 또 다른 기록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록화와 . , 

대중화 등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사실적 기법의 표현양식은 역

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곤 한다. 

역사학자 전호태는 그의 저서에서 화상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중국 후한 시대 화상석에 자주 등장하는 제재의 하나는 승선행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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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무덤 주인을 주인공으로 한 행렬은 대개의 경우 행렬을 앞뒤에서 . 

끌고 지키는 기마인들과 주인공 그의 부인이 탄 마차들 여행에 필요한 , , 

물품을 실은 짐 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렬의 목적지는 물론 선계. 

이고 주인공과 그의 부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선계로 삶터를 

옮겨 영원한 불사의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141) 후한 말에 불교예술이  

중국에 전해진 이래 절이나 소조 상을 만드는 것이 성행하였으며 부도, , 

를 장식하는 불교회화가 유행하게 되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조( ) . 浮屠

불흥은 서국 의 불화를 모범으로 하는 그림으로 명성을 떨쳤다 불( ) . 西國

교예술의 전래에 의해 회화의 풍격은 한과 위의 간결하고 소박한 작품으

로부터 일변하여 섬세하고 세밀한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위협이 조불흥. 

의 영향을 받아서 구도가 치밀한 작품을 남긴 것도 그러한 예이다.142)

후한의 회화는 화상석 이나    ( )畫像石

화상전 에서 그 모습을 엿볼   ( )畫像塼

수 있다 한 대 사람은 돌이나    . ( )漢

벽돌에 그림을 그려 벽돌무덤을 장   

식하였다 이러한 화상석이나 화상   . 

전은 전국에 고루 분포한다 화상석   . 

을 만들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음에   

틀림없고 우리는 그것을 회화로 간   

주할 수 있을 것이다 화상석 중에   . 

특히 정채로운 것이 산동 무량사  

및 효당사에 있는 석각이다 인물의 조형이 장대하며 의기 넘치는 고풍. 

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천에 있는 화상전은 당시 일상생활을 소. 

재로 하여 간결하고 필력 있는 선으로 생동하는 화면을 이루고 있다 한. 

대와 진 대의 회화는 모두 현실의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 ) ( )漢 秦

다. 

141)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 , , 2008, p.152.『 』

142) 앞의 책 , pp.128-129.

참고도판 후한 시대 화상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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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화에서 보이는 현실 인물과 군중의 묘사를 통해 당시 대중의 모습  

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인물의 대중적 형상이 담긴 조선의 의궤기록화 중

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조 시대 수원의 융릉143)방문 및 화성 

행차의 목적으로 제작된 원행을묘정리의궤 를 들 수 있다 김홍도 등 . ≪ ≫

도화서 화원들을 잘 관리하였고 회화가 가지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일

찌감치 알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임금인 정조는 장차 그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이 행차를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

는 융릉 참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 그리고 그 자신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원화성의 시찰 등 다양한 목적 아래 주관 및 진행하였다. 

행차의 진행과 마무리 후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

록화가 제작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기록화 및 회화 전반에 있어 기념비

적인 자료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하여 사학자 한영우는 , 

그의 저서에서 원행을묘정리의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정조는 화성 행차가 끝난 뒤 원행을묘정리의궤 를 편찬하여 행사 ≪ ≫

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행렬도인 반차도 를 비롯하여 행사의 , < >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제작하게 하였다 흑백 판각화는 단원 김홍도. 

의 지휘하에 김득신 이인문 장한종(1904-1684), (1745-1821), 

143) 장조 사도세자 ( 와 그의 비 경의왕후의 릉)

참고도판 원행을묘정리의궤도 중 반차도 부분[ 41] ( ) ( )園幸乙卯整理儀軌圖 班次圖《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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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등 당대 일류 화원들에 의해 제작(1768-1815), (1497-1560) 

되었다 등장인물이 위풍당당하면서도 익살스럽게 묘사되어 세기 . 18

풍속화의 전형을 보여줄 뿐 아니라 왕조문화의 절정기에 오른 정조 , 

시대의 자신감 화려함 자유분방함이 한꺼번에 넘쳐흐른다, , .144) 

144)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 , 2007, p.30.『 』

참고도판 전 김홍도 부벽루연회도 평양감사향연도 중 한 폭[ 42] , < > , , 《 》 

종이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71.2×196.6cm, 

부벽루연회도 에 그려진 사람들의 부분을 확대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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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화에서 발견하는 인물의 모습은 작품 전체의 구성과 형식적인 면  

에서보다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된 장면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풍속화에 묘사된 인물과도 비슷한 맥락을 발. 

견할 수 있는데, 풍속적 성격으로 접근한 기록화로는 나라의 큰 행사 및 

양반계층의 주문으로 기록한 잔치 그림의 일종인 연회도를 들 수 있다.

보통 의궤도나 반차도와 같이 국가의 행정적 목적이 강한 기록화를 보면 

등장하는 이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나 해학적 풍경에 치중하기보다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관원들이나 혹은 왕족들을 호위하는 병사들의 모습

을 일목요연하게 강조한다 이에 비해 잔치와 연회 등을 그린 연회도에. 

는 이보다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서 해학과 풍자를 곁들인 군중의 모

습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김홍도와 신윤복 등 도화서에서 활동하던 당대의 화가들이   

궁 밖으로 나와 거리의 대중을 자유로이 사생하여 남긴 풍속화도 존재하

였다 정병모는 글에서 풍속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풍속화. . 

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그 , 

안에는 신앙 종교 정치 생활 사상 등 삶의 온갖 모습이 펼쳐져 있다, , , , . 

따라서 풍속화는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장르로 넓은 의미에서는 수렵 어

로의 생활을 표현했던 선사시대의 바위 그림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145) 조선 후기의 기록화와 풍속화는 대중을 표현한 조선의  

그림을 말할 때 가장 전형이 되어버린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로는 작품을 제작한 화가가 형식과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백성들의 진면

목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사랑했던 당대 군주와 백성들의 후

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작가들에게는 대중 사회상의 표현과 구성에 있어 과거보다 훨  

씬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무엇보다 사진 의 등장은 현대 . ‘ ’

회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미술 작품의 다양하고 풍부

한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토우 도시하루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 

145)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 , , 2000, 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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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사진의 출현은 이미지를 인간의 눈 에 가깝게 하려  ‘ ’

고 한 세기 사람들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시점에서 발생했으며19 , 

인간의 눈 의 한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려는 움직‘ ’

임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진은 이미 인간의 눈 의 연장이라는 차원을 . ‘ ’

뛰어넘어 기계의 눈 으로서의 독자적인 전개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 , 

이둘 사이에는 커다란 단층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화가들. 

은 어떤 경우에는 이 기계의 눈 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어떤 경우‘ ’

에는 반발하기도 하면서 사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 

이러한 경향이 세기 말부터 세기 초에 이르는 미술의 한 지류를 19 20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46)

대중을 기록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사진의 등장과 그것의 기록과정은   

새로운 충격이자 기존의 관념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리고 인간과 사람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대중의 의미

를 이전보다 더욱 창의적으로 정의하여 접근하는 작가들이 점점 등장하

기 시작하는데 그 사례 중 하나로 안창홍의 작업을 들 수 있다, . 

안창홍은 인물의 개별적 인상과 사연에 대한 수집 및 작업을 통해 자신 

의 작품에서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작업 노트에서 오래된 한 . “

장의 기념사진은 딱딱하고 건조한 사실과 기록을 뛰어넘어 독립된 서정

과 주술의 매개물로 존재한다 사진은 그 속에 갇힌 개인사적 시간과 사. 

연을 뛰어넘어 사진 자체로서의 독립된 사회성을 갖는다 그 독립된 에. 

너지의 매혹 때문에 나는 사진에 이끌린다.”147) 라고 밝힌 바 있다 이 . 

것은 그의 작업에서 빈번한 사진 이미지 사용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가

를 매우 잘 설명해 준다 미술평론가 성완경은 그의 글에서 안창홍의 작  . 

146) 이토우 도시하루 사진과 회화 시각과 언어 , , , 1994, pp.57-58.『 』

147) 안창홍의 작업 노트 중 년 월 일의 기록 2007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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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한다 . 안창홍은 자신의 가족   

사진 외에도 그가 수집한 많   

은 익명의 사진들을 작품에    

활용한다 그것들은 골동 가게   . 

에서 수집한 것이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진   

들인데 년대 사진이 주종을   50

이룬다 대략 년 전 사진   . 5, 60

들이다 그는 이 사진들을 여   . 

러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 전   . 

부 점의 초상화로 이루어진   49

인의 명상 은 어떤 달동    <49 >

네의 폐업한 사진관의 증명사   

진 음화 뭉치에서 태어난 작   

품이다 우연한 기회에 그 음   . 

화 뭉치가 작가의 수중에 들   

어왔고 작가는 그 당시 받아 

두었던 수많은 음화 가운데 일단 점을 무작위로 골라 가로 100 70cm, 

세로 크기로 확대 인화를 주문했다100cm . 

사진 이미지에 기반한 작업이지만 안창홍은 그 역사에 가려진 개인을   

그리고 가족 사회 등 인간관계 속에 깃들어있는 상처를 그려왔다 그의 , . 

년대 년대 작업에 주변부 적 인간들 부랑아 창녀 호색남 동성애80 , 90 ( , , , 

자 여장 남자 유한마담 권력자 양아치 어른을 닮은 어린이 등 이 자, , , , , )

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선 또한 공공의 윤. 

리와 허위의식에 대한 도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천민적 욕망에 대한 , , 

냉소를 자주 볼 수 있다.148) 

148) 성완경 사람아 사람아 신학철 안창홍의 그림 서민사 경기도미술관 , , . , , , 2013, pp.16-17. 「 」

참고도판 안창홍 인의 명상[ 43] <49 >

패널에 사진 아크릴채색 잉크 에폭시& & & , 

109.5×75(c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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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홍은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주목받지 못한 버려진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목한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처지이기에 인간의 존재와 자격. 

을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의 고수가 가능하고 구태의연한 

갖가지 관념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이들이다 작품은 그런 면에서 . 

강한 사회적 공감과 풍자성을 갖는다 작품에 등장하는 대중은 말 그대. 

로 인물의 개별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 사회적 공동체 즉 민, 

중의 강한 성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조선 후기의 풍

속화에서 발견되는 숨겨진 대중의 모습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그대로 연

결한다.

현실 속 대중의 모습     

에 대해 이와는 다른 의   

미로 바라본 작가가      

있는데 이는 김호석이    

다 시각적으로 강한 사   . 

진이나 유채화의 특성과   

는 달리 단조로운 색감   

의 수묵을 통해 현실 속   

대중들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의    

작업은 마주했을 때의   , 

즉발적인 공감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닌 깊은 사유   

와 성찰에 의한 시각적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 

다 이는 그가 주로 사용하는 수묵이란 재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 

만 현실의 인물을 보는 작가의 가치관과 주제접근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도판 김호석 침묵시위 한지에 수묵채색[ 44] < >, , 

183×183(c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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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가인 로버트 파우저가 그의 평론에서 밝힌 김호석에 대한 의  

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김호석의 군중은 수묵이다 그리고 둔탁하지 . . 

않고 정확하고 정직한 자세와 모습으로 다가온다 김호석의 작품은 감상. 

적 직관에 달려 있다 한국 근 현대사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도 이런 . ·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사람들의 바람이 결집되어 드러난 것일 뿐이었다. 

먹으로 그려 흑백으로 담담히 처리된 그의 작품에는 무채색이기 때문   

에 오히려 더 큰 장엄함을 보여주는데 늘 그 자리에서 뿌리식물처럼 자, 

리를 지켜온 이 땅의 민초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1987

년의 시위들은 김호석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149) 이는 한 

국 대중의 가장 평범한 모습에서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발견하려 한 것

으로 보이며 수묵 재료의 단조로운 화면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인물의 관찰과 표현을 통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도와 단

면이 작품을 보는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현실 인물을 관찰과 기록의 방법으로 표현한 작가 중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로는 서용선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도시 인물을 주제로 한 

서용선의 초기 작품을 보았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의 작품에 

등장한 군중은 사람의 장면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중은 항. 

상 건물의 형태의 언저리에 기대거나 혹은 모서리 같은 부분에 어색한 

형식으로서 등장한다 그는 아마도 도시의 군중 을 표현하려고 한 것으. ‘ ’

로 보이며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도, 

시라는 곳이 오히려 살아가기에 점점 힘들고 낯선 모습으로 변해가는 아

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작가로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 보았다 사회의 . 

주체이자 변두리 적 존재인 한국의 대중 그들이 만들어 낸 오묘하고 기, 

괴한 현대 사회상의 정체성에 대해 서용선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였

다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정영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49) 로버트 파우저 문화평론가 (Robert J. Fouser, ), 

김호석의 미술에 나타난 정치와 역사 국립현대미술관   , , 1999,「 」

올해의 작가 김호석 미술평론 중 부분발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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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선의 작품이 강한 어조로 허무주의적인 인간의 부정적 실존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작가는 그것이 함축하는 상징의 폭을 넓힘으로써 

그 시대의 보편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이 어느 구체적 현. 

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파헤쳐 진리의 모습을 만인 앞에 

드러내 보이자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인간의 실존에 포함된 그러한 구. 

체적 리얼리티의 본질적 형상을 상징화하여 어느 한 시대의 보편적 

형상으로 승화시켜보자는 것이 작가의 궁극적인 의도일 것이다 만약 . 

작가가 직시한 구체적 리얼리티가 그것의 진실한 모습만을 전달하는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방법으로만 표현되었다면 그 작품은 은유

가 불러일으키는 지성적 사고를 유발시킬 수 없다(metaphor) .150) 

서용선은 익명의 모습을 한 대중을 마주하여 그 자체의 모습을 독특한 

색채와 기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숨기

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함. 

은 다시 보는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질문을 던진다.

150) 정영목 시선의 정치 서용선의 작품세계 학고재 , - , , 2011, pp.142-143.『 』

참고도판 서용선 청계천에서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45] , < >, . 230×520(cm),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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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념에 대한 개인적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고 현실에 근거한 장  

면을 위주로 하여 본인의 심상을 개성적으로 드러낸 회화들은 본 연구자

의 작품 구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대중의 이미지를 화면 , 

안에 구성하는 부분에서 훨씬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

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사회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높았고 사람들의 특징과 성격  

들을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 구조 안에서 융통되는 법칙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규칙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성향이 

다른 이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다 부분적으로 보면 일. 

상과 내면의 소소한 감정이나 자연적 소재에 대한 감성적 접근방법으로 

주제를 찾기보다 현실 사회의 대면을 통해, 사회적 공간의 다양한 장소 

에서 만난 사람들의 느낌이 작업의 구상으로 자연스레 연결되는 경우가 

조선시대 좌 와 현대 우 시장 사람들의 모습( ) ( ) 

시장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묵으로 작업하였던 학부 시절의 인물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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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작품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상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얻는 관찰과 사생이었고 그래, 

서 작업의 소재를 찾기 위해선 되도록 일선 현장의 사람들을 만날 필요

가 있었다. 

시장의 사람들과 운동장에 모여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 

갖가지 목적으로 광장에 나와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즐거움을 공유

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며 기억하였다. 지하

철과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며 보았던 사람들 집회에 모여 한목소리, 

를 내는 사람들 회의나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 , 

모여 서로 축의와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등 다양한 목적 아래 이

루어지는 사회상 속 대중의 장면이 다른 어떤 것보다 본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작업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작업에서   나를 찾는 과정은 어쩌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들

을 보고 읽어낸다는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 

람들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고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얼굴을 그렸으며, 

나아가 많은 이들의 모습인 군중을 그렸고 대중적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

다 개인의 구체적인 얼굴 묘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발묵 효과. 

를 이용하여 대상이 지닌 내면과 감정의 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했

고 구긴 장지의 표면처리로 사람들의 바란 기억들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사람들이 서로 엇갈려 걷는 걸음과 그들이 지나오고 가야 할 길들을 표

현함으로써 나와 다른 이들이 품어 생각하는 심상적 장면들을 또한 담아

내고자 하였다 일상 속의 습관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여. , 

행을 다니며 느낀 장소에 대한 경험들은 작업의 큰 소재가 되었고 더불

어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과 장면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런 과정

들이 대중을 작업의 주된 주제로 삼게 하였던 본 연구자의 계기가 되어 

현실 속 대중의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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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 적 접근1) (Realism)

현실의 대중을 표현하는 회화에서 사실주의 즉 리얼리즘 은   , (realism)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적 현상에 근거하여 . 

가급적 작품 안에서의 중의적인 장치와 설정을 제거하고 현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진리를 추구하자는 의미의 사실주의는 많은 화가들에게 영

향을 끼쳤다 사실주의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실주의 또는 현실주의 는 실물 에 어원을 둔 의 역어 ( ) res( ) realism

이다 경험적인 현실 외의 이상적 초월적 세계의 존재 증거가 없다고 . ·

보는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진리나 진실 미학적 가치 예술창작의 방, , 

법 등을 뭉뚱그려 통칭한다 따라서 이상주의적 경향 고전주의 낭만주. ( ·

의 심미주의 등 과 자의식 의 절대성 및 회의주의를 바닥에 깔· ) ( )自意識

고 있는 모더니즘 과 대립된다 진리 란 현실 인식의 과(modernism) . ‘ ’

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으로 보는, 

즉 대응이론 이 아닌 통일이론 이라는 관점에서 말( ) ( )對應理論 統一理論

하는 의식적 리얼리즘 즉 심리적 리얼리즘이 있(conscious realism), 

다.151)

사실주의는 이상주의적 경향 고전주의 낭만주의 심미주의 등 과 자의식  ( · · )

의 절대성 및 회의주의를 바닥에 깔고 있는 모더니즘( )自意識

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관련하여 미술사학자 전혜란(modernism) . 

이 그의 논문152)에서 언급한 게오르그 루카치153)가 주장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신적으로 세계를 올바르게 포착하려는 노력으로 인간의 . “

151)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152) 전혜란 비판적 리얼리즘 미술의 전개양상과 그 정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 , ,「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09.

153) 헝가리의 문학사가이자 철학자로 마르크스주의의 미학와 인식론의 연구에 종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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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그 자체 주위의 물질적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집단적 투쟁, 

과 노동과정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 

생산 활동은 언제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력의 발전은 인식력의 발전을 촉진하며 언제나 물질 토대가 되

어왔다.”

 

문학과 철학의 논의에서 시작된 사실주의적 개념은 미술의 영역으로   

크게 전파되었고 많은 사실주의 작가들을 낳았는데 외국의 작가 중 대, 

표적인 사람으로는 귀스타브 쿠르베 Courbe Courbet)（ 154)와 오노레 도

미에(Honoré Daumier)155)를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현실을 . 

154) 프랑스의 화가 프랑슈 콩테의 오르낭에서 출생 스위스의 라투르 뒤 페르스에서 사망. . . 1840

년 파리에서 고금의 회화를 연구 시류의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이상화와 공상화를 배격하, , 

고 현실을 솔직이 관찰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야비하게까지 보이는 제재를 적극적으로 취급, , 

했다 오르낭의 매장 루브르 박물관 에서는 반아카데미즘의 태도를 표명. (1849~50, ) , 1850『 』

년의 살롱에 출품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운동의 리더로. ( )

서 보들레르 등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출처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 인명편: , ( ), 1998.

155)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판화가 마르세유에서 출생 발몽두아에서 사망 파리에서 정치 풍, . , . 

자지 카리카튀르 에 석판화로 루이 필립 재위 의 왕정을 비판(Louis Philippe, 1830~1848) . 『 』

그 때문에 년에는 필화 사건으로 개월간 투옥됨 출옥 후 석판으로 입법부의 속셈 과 1832 6 . 『 』

트란스노냉가의 월 일 을 발표했다 로베르 마켓 연작 그외 파리의 시민생활 법정4 14 . , , , 『 』 『 』 

열차풍경 등을 제재로 많은 풍자화를 제작함 월 혁명 이후 유채화도 제작 세 악. 2 (1848) , 『

녀 루브르 박물관 와 돈 키호테 경 뮌헨 노이에 피나코테크 등은 명암을 기(1860, ) (1868 ) 』 『 』

조로 한 유동감과 높은 정신성을 지닌 작품으로서 현대 생활을 솔직 예리하게 관찰한 사실주

의의 선구자적 작품이다 출처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 인명편.            : , ( ), 1998.

참고도판 귀스타브쿠르베 오르낭의 [ 46] , <

매장 캔버스에 유채>, , 315×660(cm),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1849-50, 

참고도판 오노레 도미에[ 47] , 

트랑스노냉가 번지 석판화< 12 >, , 

파리 국립도서관21.4×19.6(cm),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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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작가의 작품들을 주로 다루지만 쿠르베와 도미에의 경우는 초기 사

실주의 회화의 개념을 형성하고 주도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는 작가

이기에 본 부분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쿠르베는 한국의 민중미술 시기 .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화가로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에 짙게 깔린 

사실주의 경향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 현대 미술계의 흐름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쿠르베와 관련하여 연구한 박인규는 글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쿠르베는 시작에서부터 리얼리즘 신념이 강한 리얼리스트 화가였. 

다 그는 출발점에서부터 자기가 지향해야 할 길을 명백히 자각했고 자. , 

신의 내부에 넘치는 정력을 구체적이고 견고한 형태의 구축과 사물의 정

확한 파악이라는 목표에 집중시켰다.156) 오노레 도미에는 저널리즘에 근 

거하여 사실주의 회화의 체계를 만든 화가인데 역시 관련된 박인규의 , 

글은 다음과 같다 도미에는 당시의 필립 왕정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 

던지면서 발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석판화의 기술을 습득하여 선묘가로, 

서의 숙련된 모습을 풍자신문에 던지고 있었다 트랑스노냉가 번지. < 12 >

에서는 인간적인 분노를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다수의 석판, 

화로 회화가로서의 리얼리즘을 어느 작가보다 독자적으로 펼쳐 나갔

다.157) 현실  속 대중의 모습과 이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장면 즉 대중 , 

사회상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회화를 제작하는 작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였다.

사실주의에 심취한 화가들의 작업을 보면 인물의 대중적 형상에 관심  

을 두었던 화가들이 적지 않은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

재를 아울러 현실 속 대중의 장면이 어떤 의식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있

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작업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면에 시대, 

적 의미와 서사의 흐름이 자연스레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주의 화가. 

들이 현실 속에서 표현의 대상을 찾는 과정에 있어 대중의 장면은 다른 

156) 박인규 세기 리얼리즘 회화 연구 쿠르베와 도미에를 중심으로 , 19 : ,「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2001, p.13.

157) 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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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재보다도 적절하고 적합하였음을 그들은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회화의 창작은 모더니즘  , 

의 분위기에 젖어있던 한국의 미술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1960-70

년대의 한국 상황은 이념의 격동기라 부를 만큼 사회주의의 태동이 짙었

는데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김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보혁 갈등이나 정치 사회적 혼란이 있는 곳에는 사회주의적 혹은   , 

사회 비평적 미술이 하나의 사회 운동적 성격을 띠면서 현실의 반영

을 추구하는 사실주의 미술관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실주의. 

에서의 사실성은 작품 속에서 가시되는 대상에 내재해 있는 작가의 

가치관과 조형 의도에 있는 것으로 작가가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인“

식한 현실의 객관적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 . 

인식이 다양한 만큼 사실적 표현양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 

면 특히 현대에 와서 사실주의에서의 사실성이란 구체적일 뿐만 아니

라 추상적일 수도 있고 사회 비판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158) 

  

그는 한국의 사회주의적 미술 현상을 사회적 고통과 갈등이 심했던 세 

시기 즉 일제강점기 년대 해방공간 년대 민주화 투, (1920-30 ), (1945-50 ), 

쟁 시기 년대 로 나누고 민족주의적 해법의 성향을 갈파하면서 (1970-80 ) , 

바로 그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사실성을 찾아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159) 김재원은 한국에서 사실주의 회화의 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 

요한 원인으로는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이를 작품

의 주제로 잡은 작가들이 주로 선택한 소재는 인물의 묘사 그중에서도 , 

현실 인물의 구성으로 본 대중의 장면이었다. 

김재원이 언급한 한국의 사회주의적 미술 현상의 해방공간 시기  

158) 김재원 , 한국의 사회주의적 미술 현상에서의 사실성 에서 민중미술까지-KAPF ,「 」 한국미술『

과 사실성 눈빛, , 2000, p.9.』

159) 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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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가 중 (1945-1950) 현실 속 인물을 회화로 담아 대중을 표현하고

자 한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쾌대가 있다 이쾌대는 한국 근대 화가 중에. 

서 특히 인물화에 치중하여 탁월한 작품을 남겼으며 인물화 중에서도 , 

회화나 조각 등에서 여러 인물을 하나의 주제 아래 긴밀한 구성으로 형

상화한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단신상 의 반의어인 ( )單身像 군상160)을 다

룬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전해진다 미술사학자 김경아는 이쾌대를 다룬 . 

그녀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이쾌대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실적 세계를 미술의 생명력과 상상력으로 실

현하고자 했다 그것은 작가 수업기부터 일제 말기를 거쳐 해방공간에 . 

다다른 이쾌대 미술을 관통하는 근본 철학이었다 물론 그 형식으로는 . 

군상이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161)

 

160)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161) 김경아 이쾌대의 군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02, pp.32-33.「 」

참고도판 이쾌대 군상 해방고지 캔버스에 그린 유화[ 48] , < 1- >, , 

개인 소장181×222.5cm,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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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쾌대의 군상 작품은 현실 속에서 만난 대중의 인상을 기초로 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가치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그만의 자생적 감성을 통해 인

물이 어우러진 화면을 구성하고 조형하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실로 크다. 

본 연구자가 앞부분의 현실적 장면의 성격으로 본 대중의 모습 의   ‘2. ’

경우에 근거하여 대중의 장면을 작업의 주된 소재로 삼아 작업한 과거 

작가들의 작품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공감과 , 

호응의 성격으로 기념하는 대중을 묘사한 작품보다는 의지와 변화의 성

격으로 비판하는 대중을 묘사한 작품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 

유와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먼저 기념하는 대중이 갖는 이미지 표현

의 폭과 전달성이 비판하는 대중이 지닌 것에 비해 부족하였다고 여겨지

며 작가들이 진행한 작업의 결과와 목적을 보더라도 여기와 감상 및 취, 

미의 목적보다는 현실문제의 인식과 고발에 대한 목적이 훨씬 높았기 때

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이러한 경향은 화가의 개인적 . 

소신으로 제작된 회화에서도 그러하였고 정치성을 지닌 단체의 목적으로 

제작된 회화에서는 더욱 짙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화가의 개인적 소신으로 대중 사회상을 표현한 회화는 과거   

년대 민중미술 운동 시기 전후에 주로 나타났고 작업의 목적은 1970-80

당시의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하던 목적과 무관하지 않았다. 년대 우리 80

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큰 물결로 나타났고 이에 연대한 민중 미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년 월 항쟁과 같은 해 월 노동자 대투쟁, 87 6 7, 8

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같은. 계열로서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여 시

대의 대중을 개성 넘치는 양식으로 표현한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이 시기 제작된 작품들에 보이는 대중의 모습은 어떤 일을 기념하거

나 추모하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의 장면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 

사안의 확실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의지가 주로 나타났다. 

민중미술 화가들은 작품을 제작할 때 비판하는 대중의 직접적인 장면  

을 그려 나타내는 것이 곧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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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인지하였고 대중은 대중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들의 깨달음은 작

업의 결과물로 연결되었으며 전시에 발표되었다. 한국 민중미술의 대표

적인 작가로 꼽히는 오 윤의 작품 중 가 를 보면 그가 자신의 <1960 >

그림에서 당시의 현실과 대중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평론가 김미정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오 윤의 생각은 년 현실동인전 출품작으로 제작했던 유화   1969

년 가 에서 잘 드러난다 백호 캔버스 두 개를 이어붙인 대형 <1960 > . 

화면에 월 혁명의 역사화를 시도한 오 윤 초기의 역작이라고 할 수 4

있다 화면 가득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들로 가득하다 왼쪽의 모자를 . . 

쓴 농민의 모습은 뒤편의 도시 노동자들과 합쳐지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있는 노예의 모습 뒤로 학생들의 시위대열은 경찰들의 진압에 

막혀 서로 부딪치고 있다 년 혁명이 학생 지식인만이 아닌 시. 1960

민 농민 노동자들에 의해 촉발된 민중혁명이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 , 

드러난 작품이다.162)

  

사실주의적 자세로서 대중 사회상에 접근하였던 또 다른 화가로는 신  

학철을 들 수 있다 그는 한국 현대사 란 자신의 시리즈를 통해 한국의 . ‘ ’

162) 김미정 년대 민족 민중 문화운동과 오 윤의 미술 한국미술연구소 , 1960 · , , 2015, p.56.「 」

참고도판 오 윤 가 캔버스에 유채[ 49] , <1960 >, , 131×182(cm), 1982

- 117 -



대중이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서 마주하고 겪게 되는 다양한 모습과 장면

들을 본인만의 독특한 화면구성으로 표현한다 신학철의 작품을 본 미술. 

평론가 성완영의 평론은 다음과 같다 신학철이 한국 현대사 연작을 . < >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그 전후였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해방운동. 

의 현장에서 동행자들의 의지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깃발 그림이나 제단

화에 비유될 수 있는 그림들이다 이 연작에 담겨진 연대감과 미래에 대. 

한 낙관적 희망은 월 항쟁 이후의 민중역량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의 6

표현이라 할 수 있다.163) 

성완영은 이어진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철의 작업이 정치사  . 

에서 민중사로 그리고 민중사에서 서민사로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하지, 

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는 억압적 정치권력 혹은 사회 체제

와 민중과의 관계 헤게모니적 정세 변화와 민중권력의 민중적 민주적, ( , )

실현 문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자본과 노동 식민. , , 

자와 피식민자 외세와 민족 간의 대립 구도는 그것의 변용들이라고 할 , ,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예술적 정치적 상상력의 주된 기둥이었다 할 수 . , 

있다.164) 

신학철의 작품을 보면 확실히 현실의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항거 상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화면 전체로 구성된 대중의 장면을 통해 사람들. 

의 율동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작품으로서 나타내고자 한 . 

사람과 군중은 단지 대중을 이루는 개별 존재로서가 아닌 자유의지와 투

163) 성완경 사람아 사람아 신학철 안창홍의 그림 서민사 경기도미술관 , , , , , 2013, p.14.「 」

164) 위의 책 , p.15.

참고도판 신학철 [ 50] , 한국현대사 갑돌이와 갑순이 중 부분 캔버스에 유채< - > , , 

각 점 각 점200×130(cm) 8 , 200×122(cm) 8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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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정신이 담긴 사회적 전사의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본다. 

사실주의 회화로 본 대중의 모습은 화가가 구상한 의도가 명확하며 묘  

사된 형상의 목적이 분명하다 본 연구자는 본 항의 작품 분석을 통해 . 

구체적인 이념의 전달을 목적으로 대중을 선정하였을 시 화가가 어떤 형

식을 통해 화면 구상을 하였는가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

다 사실주의 회화에서 묘사된 대중의 장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 

갖고 있기에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군집대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극히 . 

어수선하거나 혹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무리의 모습을 유지한 채 주된 , 

자리를 전체 화면에서 점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본 연구자가 작품을 구. 

상하고 화면 안에서 인물의 다양한 장면을 조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

이 되었고 다양한 현실 속 장면을 작업의 소재로 삼게 된 주요한 계기, 

가 되었다.

사실주의 회화의  틀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한 작품의 경우로 다음 도판 

의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아들의 모습 은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인 , < >

오 윤의 작품 중 모자< ( )>母子 165)란 작품의 이미지와 군 시절 중 부대 

행사 시 촬영한 단체 기념사진의 장면을 빌려 화면 안에서 복합적인 구

성을 통해 제작한 것이다 작업은 년 당시 군부대인 사단의 . 2014 22 GOP 

부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하고 난 후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인데 관련 사건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 에서 일 밤 총기 난사로 명이   GOP( ) 21 5

숨지고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토요일 밤 강7 . 

원도 사단 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22 GOP

165)

       

      참고도판 오 윤   [ 51] <모자 종이에 목판화( >, , 母子

        45×35.6(cm),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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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총기를 발사하고 탈영한 이 부대 임 모 . 

병장이 체포되어야만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이라고 군 관계자

들은 설명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으로 김모 하사와 상병 명 일. - - 2 , 

병 명 이병 명 등 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명이나 1 , 1 5 . 7

나왔다 이 가운데 명은 중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2 .166)

 

이를 보며 관련된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난 사단은 본인이 근무했던 ( 22

부대이다 년여의 시간을 보냈던 본인의 군 시절이 생각났고 이를 당.) 2

시의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여기고 바라보기 어려웠기에 이를 작업의 구

상으로 연결하였다 이 작품은 이미지의 구상이 어렵지 않게 바로 이루. 

어져 즉시 작업에 몰두했던 경우이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166) 연합뉴스 (서울 고성/ ) 2014.06.22. 2:54 송고, 김귀근 이재현, 기자 

작품 아들의 모습 장지에 수묵분색[ 4] < >, , 190×26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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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오 윤의 목판화 작품 중 모자 가 연상되었고 이와 대비적인 모습으< >

로 깨끗한 정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여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는 군부대

의 장병들과 간부들의 모습을 골라 구긴 장지에 고동색을 올린 후 수묵

으로 작업하였다 작품의 장면은 군대 내의 진실 은폐로 인해 본질이 왜. 

곡된 당시 사건을 비유하는 것이다 은유 및 풍자의 방식으로써 접근하. 

려고 했으며 단체 사진의 장면을 뒤쪽으로 정확한 사실의 내막을 모르, 

는 어머니의 모습을 앞쪽에 배치하여 화면의 대비성을 강조하였다.

기억의 과정과 표현으로 본 대중의 모습4. 

  

본 절에서는 예술가가 작업으로 대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방  

식으로 접근해 본 경우에 대해 관련된 이론 및 작품의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실증적으로 구체적인 장면에 근거하여 작품으로 기록. 

하는 이전 절의 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접근 방식에 있어 어떤 점이 3

달랐고 형상 표현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또한 어느 부분이었는, 

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볼 것이다 대중의 모습을 기억의 방식으로 표. 

현하는 데 있어 개별적 장면과 집단적 장면의 과정으로서 접근해보았으

며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작품 분석을 통해 연구하기로 하겠다. 

개별 기억으로서의 대중1) 

대중을 작업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록적 방법이 내용의 외면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한다면 기억의 과정을 통한 , 

방식은 내용의 내면적 구조 즉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기둥과 틀을 설, 

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물의 개별적인 기억의 조합으로 대중의 인식과 . 

흐름이란 전체의 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개별 인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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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기억은 결국 사회적 기억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것이 대중의 특, 

성과 장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이 가진 기억의 공간. 

을 거시와 미시의 성격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사회적 기억이란 거시적인 

영역과 개별적 기억이란 미시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억은 사람이 저마다 가진 개별적 기억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면서 현실 공간에서 대면하고 인지하는 

복합적인 기억이다. 

인물이 가진 개별 기억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억술 의 정의에 대해 알  ‘ ’

아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하여 사회학자 박 건이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 ,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억술 의 발명은 그리스의 시인 케오스의 시  (art of the memory)

모니데스 가 처음으로 발명했다고도 하는데 그(Simonides of Ceos) , 

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관념들은 체계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이미지‘

들과 그들을 연계함으로써 기억에 맡겨진다 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 . 

한 기억과 관련된 주제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보존되기도 하였으나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재현되는지를 제시하여 기억의 

문제를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프

랑스 제 공화정의 축제와 축제 경험을 의례이론과 연결시킨 뒤르켐의 3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167) 

앞에서 이미 언급한 부분이지만 개인적 기억은 사회적 기억의 영역과 나

누어 생각할 수 없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영위하. 

며 관련된 영향들을 직 간접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받고 있고 사회공동, , 

체가 만드는 여러 장면을 통해 개인의 기억 공간 속에 서서히 각인되는 

것이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진 기억은 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겨. 

167) 박 건 집합기억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 , , 「 」

문, 1999,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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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 내에서 겪어보았고 지금도 겪고 있, 

는 경험들이 토대가 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그는 글에서 사례제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사를 보았을 때 인물의 개별적 기억을 작  

업의 요소와 개념으로 받아들인 작가는 사실 적지 않다 하지만 대중을 . 

기억의 과정으로써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었을 때 기억의 특징적인 

부분과 단일한 장면만을 분석하여 형상의 전형성을 이룬 작업은 관련이 

적다고 보며 그것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이미지화시켜 대중의 형상으, 

로 이루어내는 작업이 훨씬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개별 기억을 미술 작업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억 미술 의 개념  ‘ ’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억 미술은 쉽게 말해서 미술에 설명적인 . 

요인이 가미된 성향을 일컫는데 관련하여 영국의 미술평론가인 토니 고, 

드프리가 그의 저서 개념 미술 에서 언급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 』

설명하고 있다 기억 미술은 전시 기획자 존 깁슨이 이야기 라는 . ‘ (story)’

전시를 조직한 년경 이후에 통상적으로 설명적 미술1973 , ‘ (Narrative) 이’ 

라고 일컬어진 미술 경향이다 설명적 미술 은 수수께끼 같거나 일화적. ‘ ’

이었으며 종종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사용하, 

였다 형식주의 미술에 의해 배척당해왔던 설명적 미술 은 일상성에 대. ‘ ’

한 관심의 증가와 개념 미술이 아카데미 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미술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으로 등장하였다.168) 미술 작 

품의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당시의 경향으

로 보인다. 사회 조직에 근거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회상에 관, 

한 부분을 표현으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작가로는 볼탕스키169)와 조덕현  

168) 토니 고드프리 전혜숙 옮김 개념 미술 한길아트 , , , , 2002, pp.318-319. 『 』

169) 조지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작품에 나타난 존재의 양면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 「 」

논문, 2004, p.1. 볼탕스키는 년 월에 파리의 르 라넬라 극장 에 1968 5 (Cinema le Ranelagh)

열린 첫 번째 개인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불가능한 인생‘ (La vie impossible de Christian 

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고 국제적 전시화인 도큐멘Boltanski) ’

타 나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행사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Document)’ (Venice Biennale)’

얻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존재론적 지표 로서의 사진 매. (index)

커니즘을 작품 제작의 주된 전략으로 삼음으로써 기억 미술 을 개척한 대표적인 (Memor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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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본 절의 부분에서는 한      . 

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작업을 진     

행한 한국의 작가와 그의 작품을     

주로 분석하고 있지만 볼탕스키는    

인물의 사회적 기억과 회상에 근거   

하여 기념비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의 시초를 열었던 중요한 작가   

이기에 한국 작가인 조덕현의 작업   

과 더불어 앞서 볼탕스키의 작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 

볼탕스키의 작업은 그가 가진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의 총체   

적인 구성과 표현이다 . 볼탕스키는   

대중을 구성하는 익명의 무수한 사   

람들이 가진 개인적 기억을 사회적   

공간과 기억의 부분으로 연결시켜  

그의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대인 출신인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 

죽은 스위스인의 저장고 가 있고 이는 제 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만행< > 2

으로 죽임을 당한 홀로코스트의 유대인을 사후기억으로써 기리는 작업이

다 그에 작업에 관해 연구한 김지예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볼탕스키는 초기 시기에 해당하는 년대에 회화 메일 아트 영화6, 70 , , , 

비디오 퍼포먼스 사진 그리고 설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 , , 

을 보여준다 작가는 년 전까지는 작품에서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 1987

로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 알펜이 그의 모든 작품은 홀로코스트의 . “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듯 호기의 몇몇 작품부터 홀로.” , 

코스트는 암시적으로 표상된다.170)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70) 김지예 사후기억 을 통한 홀로코스트의 시각적 표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 , 「 」

     2010, p.25.

참고도판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52] ,

죽은 스위스인의 저장고 가변설치< >,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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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공간과 이의 회상을 통해 기념비적 형태를 만드는 볼탕스키의   

작업방식은 조덕현의 작업과 비교했을 때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조덕현은 소묘를 주된 표현방식으로 삼아 회화를 제작하는데 한국 . 

가족의 보편적 장면에 기초한 기념사진을 작업의 주된 요소로 활용한다. 

빛바랜 사진을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그리는 인원은 보통 한 

명에서 많게는 십여 명까지 소화한다 일상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의 모습과 이들이 사회에 비친 상을 작품을 통해서 담담히 드러낸다. 

조덕현의 작업과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김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조덕현은 인물사진을 캔버스에 연필과 콘테로 옮기는 치밀한 묘사를 . 

통해 그가 생각하고 가지는 기념비적 장면을 조율하는 작가이다 조덕현. 

에게서 별다른 장치 없이 고고학적 태도로 재현해내는 회화의 흔적화‘ ’ 

라는 고의적인 태도는 두 작가의 작업이 형식상으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만난다는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 볼탕스키의 기념비 연‘ (Monument)’

작171)에서 시도된다 이것은 초등학교 반 친구들의 앨범 사진을 확대한 . 

희미한 이미지를 개별의 액자에 넣어놓은 작품이다 볼탕스키는 상실된 . ‘

참고도판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기념비 연작[ 53] , < (Monument)

가변설치Vitrine de reference (Vitrine of Reference)>,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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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기억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태도 를 추구하고 있다 부재는 이미’ . “

지들의 핵심적 요소이다 라는 평가처럼 볼탕스키에 있어 부재에 대한 ” ‘

자각 은 작업을 관통하게 하는 주요한 컨텍스트이다 조덕현에게서도 이’ . 

러한 부재의 인식 은 유년기의 부친 상실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 ’ .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볼탕스키가 상실한 . ‘

유년 기억을 허구적이고도 조작된 재생이라는 창작방법 으로 행한 자서’ ‘

전적인 출발을 보편적이고 익명적인 우리 대중에게로 치환하는 것 이었’

다면 조덕현에게서는 조금 다르다 유년기의 이러한 상실을 출발부터 , . 

이미 보편화되어 익명적이 된 한국 근현대사의 익숙한 이미지로 이끌고 

가 자서전적인 기억으로 치환시켜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172) 사회적 공 

간에서 개인의 기억이 어떻게 처리되고 존재하는지를 그는 볼탕스키와 

조덕현 작업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습작기의 작업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 

그것을 년대 초반 이후의 세기의 추억 연작이나 한국 여성사 시90 ‘20 ’ ‘ ’ 

리즈 작업에서 보아왔던 연필이나 콘테로 꼼꼼하게 사진을 재현해 놓은 

따블로 작업으로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사진 이미지에 드러. 

난 익명적이며 보편적인 등장인물은 조덕현의 작품을 통해 걸러지면서 

관객 개개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개별적인 추억을 이끈다 조덕, . 

171) 볼탕스키는 사진 조각 설치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실천하고 있다 작, , (installation) . 

가들이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재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많지만 그의 경

우 특별하다 볼탄스키의 경우 오브제를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즉 삶과 죽음과 같은 종교적 상. . 

징성이다 상징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 기념비 는 화화처럼 테크닉에 의존하는 . < Monument>

형식이 아니다 기념비 는 사진의 배열과 조명 녹슨 양철상자의 구성으로 제의적 . < monument> , 

분위기를 만든다 가끔 교회에서 전시하면서 종교적 분위기가 강조되고 갤러리에서는 어두운 . , 

조명과 흐릿한 불빛은 작품에서 상징성이 강조된다 그 상징은 신성함을 느끼게 하는 종교적 . 

느낌이면서도 인위적인 조성의 예술성을 지닌다 작품이 만들어 내는 의미는 기호학에서 언급. 

하는 것처럼 일정한 틀을 형성하게 된다 분석의 대상에서 의미 와 기표. (Le sens) (La 

의 관계를 해석하는 작업이다signification) .

조광석 볼탄스키 의 작품 기념비 의 의미 연구    (Christian Boltanski) " "「 」

현대미술사연구 초록 부분, 2011, .

172) 김성호 조덕현 작품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부재 의 시간과 들뢰즈와 가따리의 유목주의    , -' ' '「

의 공간을 중심으로 미술평단 한국미술평론가협회  (Nomadisme)' , , , 2001, 」 『 』

봄호     , pp.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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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가족사진 기념 이미지로 구성되는 계보학 시리즈에서는 이 양자‘ ’ 

의 접근방법이 맞물려 있기도 하다.173) 

  

173) 앞과 동일 .

참고도판 조덕현[ 55] , <the Nora collection>, 

국제갤러리 설치 모습, 2008   

참고도판 조덕현 혼합재료[ 54] , <This allegory>, , 

218×159×246cm (ea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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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이 작품의 소재로 선택한 가족사진은 그가 작업에서 일상의 보  ‘

편성에 대한 기억 의 시도에서 체감되는 장면의 기록을 통한 기념성 을 ’ ‘ ’

얻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매개물로 여겨진다 이는 이후 다음 장에서 등. 

장할 본 연구자의 기념사진 작업과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다 조덕현의 . 

타블로 즉 독립된 형태로 완성된 인물 작업은 개개별로 의미를 지니며 , 

이는 개인적 기억의 공간을 상징한다 여러 개의 타블로가 모여 구성된 . 

전시장의 설치 장면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기억 즉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관습과 형식들을 뜻

하는 것이다. 유년 시절의 기억과 회상은 성인기 사고체계의 구성에 있

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년기의 체험은 아마도 투명

한 흰 종이 위에 자국과 흔적을 처음으로 남기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기억의 공간에 가장 선명한 자국으로 인식되고 이는 이후 . , 

회상의 영역으로 남아 우리에게 중요한 공감대를 전달하는 사회상의 중

요한 보편적 장면으로 연결된다 화가의 개인적 경험에 기인한 기억과 . 

회상의 장면은 이처럼 작품의 소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도 작품 전반의 경우에서 비슷한 경우를 보인다. 

개별 기억의 조합을 통한 대중의 형상화와 관련된 작업 중 더불어 주  

목할 만한 작업으로는 이광호의 작업을 들 수 있다 그의 년대 중. 2000

반의 작업을 보면 여 명의 인물의 초상화를 그린 시리즈가 주목되는100

데 그림의 제작을 통하여 그들 각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사연을 인터, 

뷰 형식으로써 나타내고 기록하였다 관련하여 평론가 정영숙은 글에서 .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년 이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창동스튜디오에   2006

입주한다 당시 발표한 창동에서의 인터뷰. < (Inter-View in 

라는 여 점의 인물화로 그는 미술계에 확실하게 이Changdong)> 100

름을 알렸다 그럼에도 그는 직업모델을 써본 적이 없다 초기 작품에. . 

서 드러나듯 그의 모델은 작가의 감정이 일부라도 개입되는 인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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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창동스튜디오 시절에도 동료 작가나 미술계의 관련 인물들이 . 

그의 작품 속 모델이 됐다 그는 자신이 모델로 선택한 사람과 대화. 

하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영상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

다 그는 대상 인물에 따라 다르게 붓질하는 등 노련한 필법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174)

  

사연을 지닌 인물과의 대화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대상   , 

인물의 초상화를 연작 형식으로 전시한 이광호의 작업은 당시 본 연구자

에게 있어 반가운 구성이었다 이광호가 당시 작업으로 담고자 한 사람. 

들의 개별적 기억과 이야기에 대한 구조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았고 특

히 대상 인물에 따라 다른 기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본인이 

졸업미전의 작품을 준비하던 시기의 제작방식과 비슷하여 매우 공감하였

던 기억이 존재한다 이광호의 제작 기법과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윤진섭. 

이 글에서 논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광호의 인물화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174) 정영숙 이광호 나는 욕망을 그린다 월간중앙 월호 , - , 10 , 2012. 「 」

참고도판 이광호 시리즈[ 56] , <Inter-View >, 

가변설치 국제갤러리oil on canvas,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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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묘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능한 한 대상이 지닌 . 

고유의 아우라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다 그는 피부와 옷의 . 

존재감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거기에 맞는 필치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유화의 필법에 관한 다년간의 수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다 다소 엄숙해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 

객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작가는 이 삶의 궤적을 캔버스에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면  

서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윤색을 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무작위적인 선택이나 직업적인 . 

모델을 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관심을 . 

끄는 인물이나 상당 기간 동안 관찰해 온 인물을 섭외하여 모델로 쓰

고 있는데 이는 대상에게서 느끼는 특유의 향취를 표현하고자 하는 , 

작가의 의지를 보여준다.175)

  

년에 발표된 이광호의 작업을 접하기 년 전인 년 월에   2007 2 2005 12

본인은 학부 졸업미전을 가졌었고 이때 발표된 작품은 당시 작업실이 , 

위치하던 개포동의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간접적인 기억을 통하여 

십여 명의 인물을 수묵화로 제작한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개포동의 작. 

업실에서 접한 인물들의 개별적 기억을 작업의 내용으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각 인물의 성격과 특징들이 수묵화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기, 

존의 인물화와 다른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주된 목적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가 졸업미전의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 . 

작성한 작업 노트의 일부분을 보기로 한다. 

서로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우리에게 교도  

소의 이미지는 그 표상을 확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며 침묵으로 , 

타협을 원하는 이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 자유와 억압의 

175) 윤진섭 시선과 반응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이광호 전시문 중 일부 발췌 ,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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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의 우울한 사람들 이 시대의 울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교, 

도소의 수감자와 개포동의 가난한 주민들을 통해 나타내고 싶었다. 

수묵 작업은 그려진 인물의 사생화를 다시 모사하는 작업으로 처음 

진행되었는데 즉발적으로 제작된 작품도 적지 않았다 수묵이라는 재, . 

료의 특성상 그리고 공필화와 다른 감필화의 즉흥적인 느낌으로 주, 

로 제작한 본인의 작업 특성상 먼저 그려진 인물을 재현한 작품보다

는 인물의 표현을 감성적으로 화지에 옮긴 작품 중에 맘에 드는 것이 

훨씬 많았고 후에 완성된 작품의 대부분 인물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176)         

  

176) 이호욱 인물화의 기록적 표현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10, p.31.「 」

작품 개포동 사람들 화선지에 수묵[ 5] < >, , (120×120)×5(c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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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가진 개별적 기억의 조합을 통해 대중의 형상을 구성하려는 시  

도는 어쩌면 이 당시부터 본 연구자에게 있어 작업의 주된 목적으로 각

인되지 않았나 싶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의 접근 방식이 아닌 . 

작업실을 구하고 그곳을 드나들며 상가에 거주한 사람들과의 간접적 체

험의 방식을 통해 한 장 한 장 기록되어 그려진 인물화는 이를 그리는 

본 연구자의 기억과 감정에 따라 그 얼굴의 표정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혹은 축소되어 표현되었고 이는 수묵화가 지닌 적묵과 감필적 효과로 연

결되어 실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이 시. 

기 작업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억의 표현이 체감의 정도에 따라 다른 형

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이후의 작업에서 보다 다양한 인물

상의 추구 즉 대중의 장면에 대해 좀 더 시도하고 연구하게 된 결정적 ,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집단 기억으로서의 대중2) 

집단 기억으로 대중에 접근하여 어떤 매체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사회  , 

에 대한 거시적인 관찰과 그로 인한 분석 그리고 인물에 대해 세밀하고, 

도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의견의 제시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대중. 

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앞에서 다룬 개별 기억의 경우와는 다른 인간 조

직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과정이고 종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 

의 위치와 형성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이다. 

집단 기억과 관련하여 이집트의 학자인 얀 아스만  177)의 분석을 보면 

177) 얀 아스만(JAN ASSMANN)

뮌헨 하이델베르크 파리 괴팅겐 등지에서 이집트학과 고고학 그리스학을 전공했다 년    , , , , . 1971

교수자격시험을 통과했고 년부터 년 퇴임하기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이집트학, 1976 2003

과 정교수를 지냈다 퇴임 후 현재는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의 일반문화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 

고 있다 아스만은 전공 영역인 이집트학을 넘어 종교학 연구에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해 역사학. 

자 문예학자 종교학자들에게 문화적 기억 이론으로 명망을 떨쳤다, , .

얀 야스만 이집트인 모세 그린비 중 저자 소개 부분 인용, , ,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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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와 독일의 미술사학자 바. 

르부르크가 세기 초반 비슷한 시기에 각각 독자적으로 집단 기억 혹20 ‘ ’ 

은 사회적 기억 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 두 사람‘ ’ . 

의 접근은 집단 기억을 유전되는 혹은 인종적 기억 이라는 생물학적 측‘ ’

면에서 보려는 세기 전환기의 수많은 시도 속에서 합류된다.178) 사회학 

자 모리스 알박스는 년대에 사회적 기억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인1920 . 

간이 기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사회에서이며 회상하고 인지하고 기

억에게 자리를 지정해주는 것도 사회에서179)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

의 집단적 성격을 강조했다 사회학자였던 알박스는 집합적 기억과 기억. 

의 사회적 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이다.180) 집단 기억은 사회적  

기억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써 체험과 인식의 거시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며 이로 의한 학습 및 전수 효과가 대중에게 있어 중요한 ,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집단 기억에 대해 사학자 태지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사회적 기억인 집단 기억은 과거를 통한 문화적 구속으로서 신화와 . 

당대의 합리성을 제공하는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기와 , . 

의무로 작동하는 제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무와 요구로 작동하는 명, 

령이다 이러한 방식들 중 금기와 의무는 신화적 논리로서 당대의 도덕 . 

윤리가 되며 금지와 요구는 합리적 논리로서 특정한 이익에 대한 선택, 

의 근거와 그에 따른 전략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181) 

  집단 기억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배 역사에 대한 대항적인 가능성으

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은 대중 기억 이다 대중 기억(popular memory) . 

은 푸코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대중의 역사를 대안적인 시각에서 , 

178) JanAssmann, “CollectiveMemoryand CulturalIdentity”in:JanAssmann(Hg.)『 』

    KulturundGedächtnis,Suhrkamp, 1988 ,p.9. 

179) MauriceHalbwachs,OnCollectiveMemory,(trans.)LewisA.Coser, 

    The UniversityofChicagoPress, 1992. p.38.

180) 조한렬 멜랑콜리아 에 나타난 예술과 기억 아비바르부르크와 페터바이스의 분석을 중 ,「 Ⅰ – 

심으로 독일문학 제 집 한국독어독문학회, , 03 , 2007, p.152.」 『 』

181) 태지호 기억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4, p.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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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기록하려는 급진적인 역사 쓰기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다 이는 역사 의 관점에서 보면 거시사 중심의 주류 역사학에 대응되. ‘ ’ , 

는 구술사 문화사 생활사 여성사 지역사 등 미시사의 논의와 연관된, , , , 

다.182) 태지호는 또한 논문에서 대중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대중 기억은 전통으로서의 역사는 물론이며 집단 기억 국가주의. , , , 

민족주의 그리고 지배 담론으로서의 지배 기억과 공존하며 동시에 이들

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즉 대중 기억은 연속적 집단적 지. , , 

배적 배타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 민족, , , 

국가 전통 집단 정체성 등과 같은 일련의 개념들과 대별되는 대항 담, , 

론의 가능성을 내포한다.183)  

대중이 가진 집단 사회적 기억을 미술   / 표현의 대상과 양식으로 접목시

킨 작가와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았을 때 스페인의 화가인 파블

로 피카소가 큐비즘 시기에 제작한 전쟁의 기억에 관한 작업과 한국의 

화가인 임옥상의 작업을 들 수 있다 두 작가 모두 인물을 작업의 주된 . 

소재로 다루었고 특히 대상의 보편적 인상을 목적으로 한 조형성의 추, 

구가 아닌 인물이 가진 서사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것을 작, 

품의 이미지로 도출 본인이 지닌 사회적 기억의 부분과 연결하여 표현, 

하였다.

파블로 피카소는 실로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겼고 이 작품들  

은 미술사적 양식 분류에 있어서도 그가 활동하던 당시서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피카소의 작품세계는 감상의 시기. 

와 창조의 시기 두 단계로 분류되며 첫 단계는 청색 시대(1901-1905

년 와 장밋빛 시대 년 가 포함되고 두 번째 단계는 큐비즘 ) (1905-1907 )

시대 년 추상과 고전주의 시대 초현실주의 (1907-1914 ) (1915~1925)， ，

시대 년 가 포함된다(1925~1973 ) .184) 이 다섯 가지 시기 중 본 연구에서  

182) 태지호 영상 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 「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논문     , 2012, p.27.

183) 위의 논문 , p.28.

184) 편집부 역 프루동 마 크스 괴카소 눈빛 Max Raphael, , , , 1991, pp.162-163.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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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하여 다루려는 피카소의 작업은 초현실주의 시대

년 에 제작되었던 게르니카 와 한국에서의 학살 이란 작(1923-1973 ) < > < >

품이다. 

게르니카 는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무채색 사< >

용과 형태의 왜곡 사람과 동물의 비명을 통해 죽음과 슬픔의 비극적인 , 

상황을 표현하였다.185) 이는 피카소가 직접 대면하고 마주한 사건을 대 

상으로 작업한 회화가 아닌 사회의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전쟁과 관련

된 기사와 이야기들 즉 전쟁과 관련된 대중의 집단 기억을 작업의 소재, 

로 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인 게르니카 는 스페인 바스크 . < >

지방의 도시명이고 내전 당시 독일군인 콘도르 군단의 공습으로 수많은 

185) 교원편집부 권희수 역 피카소와 입체주의 교원, , , , 2004, pp.42-43.『 』

참고도판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 유화[ 57] , < >, , 349×776(cm), 1937,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게르니카의 습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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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를 내고 폐허가 되었던 곳이다 이 폭격을 게르니카 폭격 이라고 . ‘ ’

하며 그는 여기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피카소가 전쟁과 관련된 대중의 사회적 기억을 다룬 또 하나의 작품으  

로는 한국에서의 학살 이라고 전해지는 회화이< (Massacre en Corée) >

다 그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 한국에 온 적이 전혀 없고 한국인을 자. 

주 만났던 적도 없지만 전쟁에 대한 여러 보도를 접하고 이 작품을 그, 

렸다고 한다 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그의 작품 . 1937

게르니카 와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학살되는 민간인의 참상을 드러내는 < >

작품이다 피카소에게 전쟁과 평화는 작업에서 끊이지 않는 주된 작품 . 

소재로 등장하는데 관련하여 태지호는 전쟁의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선 전쟁은 전쟁 기억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기억을 만들기도 

하지만 전쟁 자체가 다양한 기억들을 말살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할 , 

필요가 있다.186) 말살된 기억을 사회적 기억의 공간으로 이끄는 방법은  

사실 창작을 주 전공으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능력인데 피, 

186) 태지호 기억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4, p.78.『 』

찬고도판 파블로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58] , < >, 

유화 스페인 피카소 미술관, 1.1×2.1(m),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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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소는 이 부분에 있어 매우 탁월한 능력을 지닌 화가였다. 

한국에서의 학살 의 제작 배경과 관련하여 기자인 오수연은 다음과   < >

같이 말하였다. 이 그림이 바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피카소가 

한국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해 그린 그림이다 대략 그린 시기를 보아 . 

년 월부터 월 사이 황해도 신천군 일대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1950 10 12

학살과 연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총을 겨누고 . 

있는 병사들이 북한국인지 미군인지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

랫동안 논란이 됐다 한국전쟁 시 북한군은 물론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 

살이 자행됐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 그림은 한동안 한. 

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년대까지 반입 . 1980

금지 예술품 목록에 올라 있었고 미국에서도 피카소가 사망한 후인 , 

년에야 처음으로 전시될 수 있었다1980 .187)

임옥상은 그의 회화에서 한국 대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렸고 오랫  

동안 작품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작업하는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본 연. 

구자의 이전 논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 본인의 작업에서 주제를 고민

할 때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던 화가가 바로 임옥상이다 논문의 초기 .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자가 학부 시절부터 작업의 주된 대상

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인물이었다 그중에서도 대중적 장면의 구성과 . 

표현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작가의 작품들을 주로 

찾아 연구하였고 그중 한국의 년대 시기에 주로 활동한 화, 1970-1990

가의 작품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회화와 조각 설치를 . ,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작업하는 임옥상은 걸출한 표현력과 구성력 및 조

형성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집단 사회적 기억을 주제의 주, /

된 부분으로 설정한다 그는 기억의 구체적인 지역과 대상을 한국의 대. 

중으로 삼고 시기적 범위를 년대서부터 년대 이후 현재까지인 1950 2000

근현대로 설정하며 작품의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 

동 그리고 최근의 광화문 촛불 집회까지 설정의 폭이 넓다, .

187) 오수연 북미 정상이 봐야 할 한국에서의 학살 중앙일보 미주판 , ‘ ’ , LA ( ), 「 」 201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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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임옥상 흙살 흙 각[ 59] , < 1,2,3>, _ , 180×180×50(cm), 2011

임옥상 흙살 중 확대 부분,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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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에게 한국 대중이 지닌 사회적 기억은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도구이며 표현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관련하여 미술평론가인 , . 

윤범모는 이렇게 말했다. 등장한 인물들은 뉴스메이커 가족과 친구들, , 

그리고 거리의 사람들이다 임옥상 형식의 만인보 다 바로 우리 시대. ‘ ’ .  

의 단면이다.188) 그리고 임옥상 의 작업과 관련하여 국문학자 서종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의 작품은 이처럼 한 시대의 개인의 삶이 사회나 역사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의 존재란 그가 속한 집단과의 관련을 떠

나서는 얼마나 공소한 논리가 되고 마는가를 일깨워 준다 이른바 역. 

사의식 혹은 사회의식으로 표현되는 그의 이러한 현실 인식의 방법은 

그의 초기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작가의식인 바,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거북함이란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감내하

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에 대한 자의식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다.189) 

현실에서 인식된 사람들의 모습을 사회적 기억의 과정으로써 매체에   

남기는 것은 대상에 대한 부단한 관찰과 인식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 

구자의 작업과정에서 집단 기억으로서의 대중을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하

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다루었던 작품인 개별적 기, 

억으로 접한 인물들의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개포<

동 사람들 의 전시를 마친 시점에서 찾아든 향후 작업에 대한 구상이었>

다 여러 독립된 인물화의 복합적인 구성과 설치를 통해 인물이 가진 개. 

별 기억의 복합성을 형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던 개포동 사람들 은 < >

당시 본 연구자가 보았을 때 애초에 목적을 두었던 대중의 모습과 괴리, 

가 있다고 보았다 집단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인물의 장면은 작업으로 . /

188) 윤범모 임옥상의 예술세계 나는 동사다 흙과 쇠 그리고 휴머니즘 민족미학, - , 10(2), 「 」

민족미학회     , 2011, pp.328-332.

189) 서종택 ,「 통권 제 호Le Seoul - Wine & Art , 2002 11/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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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을 때 각각의 개별성을 지니기보다는 한 화면 안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넣어 표현하는 형식이 좋다고 보았고 이들이 어떤 동일한 지, 

점을 바라보고 공유하는 모습의 설정이 본 목적에 훨씬 적합하다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고민을 거쳐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은 기념사진의 형상을 . 

의 틀 안에 넣어 대중이 가진 오래된 상 을 표현하고자 한 기념TV ‘ ( )’ <像

사진 이다-070407> .

  

개포동 사람들 과 기념사진 모두 대중을 담고자 한 점   < > < -070407> 

에서는 서로 같지만 인물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즉 개포, , <

동 사람들 에서는 인물의 세부 표현이 강조되었고 기념사진> , < -070407>

에서는 이것이 매우 축소되었다 이는 개포동 사람들 이 인물의 개별 . < >

기억과 연관된 감정 표현에 집중하여 점진적인 대중 상을 나타내려고 한 

작업이었다면 기념사진 에서는 인물의 집단화를 통한 사회적 , < -070407>

작품 기념사진 장지에 수묵과 아크릴[ 6] < -070407>, , 130×163(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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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형성에 치중하여 만들어진 대중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

인 구성으로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인물 묘사에서는 사회 구성원적 성격. 

을 강조하고자 인상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지양하였으며 단체 , 

기념사진의 인물 이미지를 단조로운 흑백 대비로 구성하여 화면에 옮겼

다 이와 관련된 당시의 작업 노트를 잠시 보기로 한다. . 

  

사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엔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백발  

이 성성한 이들도 있을 것이며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기 왕성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 앨범 안에 한 장씩 지. 

니고 있을 빛바랜 단체 사진들은 이것을 통해 단순히 지나간 추억만

을 회상하기보다는 당시의 삶을 공유했던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일종의 보충제와도 같은 기능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본인은 이 사진들을 통해서 추억의 아날로그의 . 

파편들이 시대를 망라하여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사진이란 아날로그적 도구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 

지 않는 숭고한 흔적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록을 통해 기념을 얻. 

고 기념으로 추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학창시절의 사진은 우리에게 

공감대가 매우 넓고 가치 있는 매개체이다.190)

  

단체 기념사진을 작업의 소재로써 처음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 집단에서 갖는 기억의 흔적들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것은 당시의 작, 

업은 물론 이후의 작업에서도 연구의 꾸준한 주제로 삼았던 부분이다. 

중요한 기념일엔 행사의 일례로서 항상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런 행

위는 어린 시절 유치원 졸업식장과 중 고등학교 시절 떠난 수학여행의 /

장소에서 여전히 이어졌으며 직장에서의 단체 생활과 결혼식 등 일상의 , 

다양한 행사 시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직의 사. 

진들은 늘 적당한 배열과 규칙성을 지녔고 당사자는 인화된 장면을 통, 

190) 이호욱 인물화의 기록적 표현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10, p.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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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성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는 동사무소나 운전면허시험장. 

에서 공인된 신분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유년의 기. 

억과 성인의 기억이 서로 마주하는 지점이 완전하진 않지만 일상의 중, 

요한 순간을 기록하여 기념화하는 과정은 대중의 집단 사회적 기억의 틀/

로 전환되어 사람에게 오랫동안 체득되고 쉽게 잊히지 않는다 본 연구. 

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영위하며 지닌 모든 기억을 돌아보았

고 이런 사회적 기억의 공간 속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았, 

던 어떤 상 을 생각하였을 때 그것은 사람과 사람들에 대한 장면이었( )想

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 도출된 그들의 표. 

정들 모습 다양한 형태 시선 서로 간의 대화와 이야기들 이 모든 것, , , , , 

들을 아울러 기억하고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현실 속 대중의 기록과 기억 의 부분과 앞선   ‘ . ’Ⅳ Ⅲ

기록과 기억으로서의 현실 표현 의 부분에서 점검하고 연구한 요소‘ . ’Ⅱ

들이 본 연구자의 작업에 있어 어떤 양식과 과정으로서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며 작품의 시기 주제적 분석을 다뤄보기로 하겠다 현실 표현을 , / . 

연구의 주된 틀로 삼았던 본 연구자에게 기록과 기억의 방법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적용되었고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본다 현실 속 대중에 관한 . 

기록과 기억의 과정으로 접근한 작업에서는 내용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담아내려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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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기록과 기억을 통한 현실 표현. Ⅳ

본 연구자는 대중의 기록과 기억에 의한 표현이라는 주제를 설정한 후   

본 논문의 연구 과정과 이에 수반된 본인의 작업을 점검해 보았다 작업. 

의 구체적인 서사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에 있어 단지 대

상의 부분 묘사와 분석적 결과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시야의 틀

로서 작업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대중의 기록과 기억. 

을 통하여 현실을 들여다보고 작품의 제작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문장의 해석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 

먼저 대중의 기록과 기억 이라 하면 대중이 주체가 되어 기록과 기억을 ‘ ’

진행한다는 의미와 본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대중을 바라보고 기록과 기

억을 진행한다는 의미 이렇게 두 부분의 각기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전, 

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을 짓. 

지 않으려 했는데 대중이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현실 속 기록과 기억의 , 

장면들을 작업의 주된 소재로 하여 이 역시 기록과 기억이란 방법을 통

해 현실을 담아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중의 기록과 기억 은 이원. ‘ ’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의미를 작업의 요소로 모두 활용하려 

하였다.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대중의 장면과 더불어 그 안에서 다시  

금 숙고하고 복기할 필요가 있는 일상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였는데, 

즉 현실의 단면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대중들의 모습과 그들이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질서와 작은 움직임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과 연구가 필

요했다 현실 속 인물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찰력이 필요하며 . 

또한 이런 연구는 현실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화가에게 있어 매우 귀중한 

과정이 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 외면적 부분을 모두 놓치지 않. /

을 중요한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맡아 

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였고 그 무수한 점들이 다시 다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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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변모해가는 과정들을 다시 기록과 기억의 방법으로 사유하며 바

라보고자 하였다 현실 사회 속 인물과 대중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며 기. 

존과 다른 장면의 공감성을 얻었을 때 작업의 보람을 느낀 적이 많았는

데 이런 과정들이 현재 작업을 이어가게 하는 귀중한 원동력이 되지 않, 

았을까 한다 현실. 속 대중의 장면을 인지하고 기록할 때 주로 공감한  

부분은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의 모습과 본인이 조

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사실 작품의 

발표는 작가가 구상한 이미지의 관객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이 되기 쉬워

서 작품 특히 평면적 이미지인 회화의 제작과 전달에 있어 불필요한 어

구들은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낳기 쉽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 

도가 어떠했는지 대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림을 그릴 때 말하려고 했, 

던 부분은 무엇이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다시금 고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 작가와 관객들이 서로 조금씩 다가서는 것이라

고 본다.

본 연구자가 작업의 주된 주제로 대중을 선택한 원인은 본인의 정체성  

을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나의 흔적을 만드는 일. 

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 

는지 남이 보는 이미지와 내가 보는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그, , 

것들이 내 작업을 통해 어떻게 드러났고 또 어떤 담화로 연결되었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에 .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본 연구자가 현재

까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현. 

실 속 대중의 모습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 외부의 형식적인 모습

을 이미지로 옮기는 것 이외의 중요한 것이 더불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 

은 바로 제작의 당사자인 작가가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만나 다양한 감정

을 겪고 과정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 사람들이나 . 

혹은 시위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외부에서 관찰된 모습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의 모습을 관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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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사람들과 구체적인 교류와 작업을 하며 그들의 다양한 생각과 언어

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제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 

태의 감정들을 접하게 되면 외부에서 관찰하여 얻은 결과물 외에 실로 

다양하고 많은 부산물이 생겨난다 대중이 갖는 주제성은 이런 면에서 . 

화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대중의 기록을 통한 현실 표현1. 

공동체의 구성원인 대중이 모여 만들어진 모습과 장면은 시대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다 사람들은 사회 내 집단의 의견과 . 

소통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다수의 마음과 의견이 하나, 

로 모여 공동의 큰 행사가 벌어졌을 시에 길거리로 나와 대열을 이루고 

대중의 장면을 만든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구체적인 의사전달. , 

을 위해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같은 옷과 깃발을 착용하여 목소리를 모

아 의견을 밖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통제력을 가진 이에. /

게 목적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혹은 통제를 가하려는 이에, 

게 자만하지 말 것을 주지하려는 목적도 담는다 그리고 이 외로도 대중. 

의 구성원들이 행동과 의지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서로 확인하려

는 목적도 더불어 갖는 것이다.

대중에 대해 기록의 방식으로써 접근할 때 선행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  

은 이 대상의 표현에 있어 주관적 표현과 객관적 표현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시로 등장한 회화 작업의 경우. 

에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접근과 객관적인 접근이 혼재되어 있

음을 알아보았다 이는 대중이란 주제의 특성이 한 가지 감정으로는 접. 

근하기 힘들기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대중이 가지는 상징성과 내재된 , 

성격이 워낙 다양해서 주제의 보편적인 흐름으로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

- 145 -



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작품의 주제로 삼아 표현의 주된 흐름을 . 

만드는 것은 작가의 깊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다양하, 

고 폭넓은 연구와 고민을 요구한다 더구나 기록의 방식과 형태로서 접. 

근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 더욱 신중한 관찰과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어 다룰 내용으로는 대중에 대한 기록적 방법과 과정을 통해 현실을 

표현한 본 연구자의 작품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작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겠다.

기념사진의 재현과 기록1) 

회화에 있어 관객에게 말로서 화가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  

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은 작업에서의 명료

하고 타당한 주제성의 설정이다 관객은 작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 

민한 경우가 많다 작품의 세밀한 부분을 짚어가며 그것의 의도와 이유. 

를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작업의 주제성이 확실히 장착된 작가, 

는 작품의 설명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준비가 . 

미진한 작가는 전시장을 찾은 관객에게 작품의 충분한 이해와 만족감을 

전달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읽어낼 수 있는 . 

화가의 자세 그리고 이를 성숙한 자세로 품는 관객들의 모습일 것이다, . 

대중이 보는 대중의 모습은 거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성의 필요성을 

전달한다 본 연구자가 기념사진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전시를 준비할 .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기념사진이란 소재가 워낙 

사람들의 감성과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업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 

훨씬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었다 가장 대중적인 장면을 소재로 삼았고 . 

본인이 이를 보는 대중들의 정서적 공감을 얻음과 동시에 한 시대의 정, 

형성 역시 담아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작품의 설계에 있어 많은 기간과 

정리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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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진에 담긴 대중과 시대상(1) 

본 연구자는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공간의 경험이 만나는 순간  

의 기록적 장면으로 단체 기념사진 을 선정하였고 이를 작업의 주된 소‘ ’

재로 삼아 작업하였다 그리고 대중의 기념적 장면을 회화의 기록적 장. 

면으로 연결하였고 과거 군중의 형식으로 조합한 수묵 인물화 작업에서 , 

시도하였던 감정의 기록들과 연관하여 대중의 기록적 장면에 주목한 구

체적인 작업물로서 나타내려 하였다. 

기념사진을 찍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직과 공동체에서 행한 일들의 정  

당성과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의 촬영을 통해 그 

흔적들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기록해 놓는다 이는 회화의 사회상 표현의 . 

부분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다 회화의 초기 목적은 흔적을 남기. 

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글과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발되었으

며 이는 후대의 다양한 화론들을 통해 그 정당성과 화가의 가치 역시 , 

인정받았다 기념과 기록의 가치는 그런 면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 

보며 본 연구자도 그런 주제적 관점하에서 작업을 더 접근하게 되었다.

사진과 관련하여 기록학자인 설문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진 기록  . 

물은 문자기록물과는 다르게 촬영자가 대상을 인식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기록 을 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촬영자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 현재적 ‘ ’ . 

사실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한 장의 이미지로 사진이나 필름

에 담기게 된다 이때 기록된 사진은 인물 자연 등 그 제재 와 관계. · ( )題材

없이 대부분 일정한 효용 가치 정보적 가치 증거적 가치 등 를 갖게 된, , )

다 이러한 사진의 특성은 공공기관에서도 적용이 되어 행사 회의 사업. · · ·

특정 업무 등 기관의 여러 활동 이 기록되어 문자기록물과는 별도로 관‘ ’

리되고 있다.191) 또한 사진가 한정식의 글에 따르면 사진은 현실을 담 , 

은 시간의 예술이자 빛의 예술이고 역사의 현장과 과거를 보여주는 기, ‘

191) 설문원 사진 기록물의 기술 요소에 관한 연구 , ( ) ,記述「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200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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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의 창고 이다’ .192)라고 하였고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문학자인 롱랑 바, 

르트 는 사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진은 라(Roland Barthes) . “

틴어로 다시 말해 빛의 작용이 드러내‘imago lucis oper a expressa’, ‘

고 꺼내고 조립하고 레몬 과즙처럼 눌러 짜낸 이미지 라고 표현할 ’, ‘ ’, ‘ ( )’, ‘ ’

수 있다.193) 작업에서 기념의 장면은 기념사진을 이용한 보편적 대중의  

장면에서 좀 더 나아가 과거의 조형물과 대중들의 장면 그리고 과거의 ,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의 이미지와 오늘날 본인이 인지하는 현대인들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설정하여 그린 작품으로 연결된다 최근의 작업에. 

서는 기념과 기록적인 성격이 강조된 대중의 고정적인 장면을 탈피하여 

길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즉 가변적인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 

다 인물의 기념비적 구성으로 사회상에 대한 표현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 

부분에 있어 인물의 형상을 작품의 이미지로 항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전체의 이야기 안에 대중과 사람이 녹아들도록 하고 싶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 구상에 있어 초기에 전념하였던 수묵 인물화에서 잠  

시 벗어나 기념적이고 기록적인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

아 오랫동안 고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 있다, . 

년 본인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기념사진의 이미지를 차용한 작2011

업을 진행하던 도중 무수히 그려놓은 사진의 장면들을 보며 막연히 떠오

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림의 테두리 부분에 회화적 표현 이외의 오브제, 

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 

보다 깊은 고민과 다양한 참고작품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었고 감정의 소통을 비유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년에 제작한 작품인 기념사진 놀이터 와 이후 년 작 기  2009 < - > 2010 <

념사진 석가탑 을 보면 그림의 테두리 즉 플레이어의 기기 모습과 - > , MP3

가죽으로 씌워진 그림 테두리가 보인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우리가 . 

192) 한정식 사진과 현실사진의 정체성을 찾아서 서울눈빛, , , 2003, p.21.『 』

193) 롤랑 바르트 ( 김웅권 옮김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Roland Barthes), , ,『 』

서울동문선     , 2006,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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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사회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틀을 연출하고자 하였

는데 기념사진 놀이터 에서 어린 학생들이 놀이터의 미끄럼틀을 타고 , < - >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한 것은 년대의 모습이고 기념사진 석70 , < -

가탑 에서 세 소년이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배경에 두고 사진의 포즈>

를 취하는 모습은 년 어느 봄날의 풍경이다2005 . 

  

사실 디지털 기기의 액정 틀 안에 기념사진을 그리는 작업은 본 연구  

작품 기념사진 놀이터 장지에 [ 7] < - 2>, 

수묵과 아크릴, 80×130(cm), 2009

작품 기념사진 석가탑 장지에 [ 8] < - >, 

수묵과 가죽, 80×130(cm), 2010

작품 기념사진 백제탑 장지에 [ 9] < - >, 

수묵과 아크릴, 193×130(cm), 

 2010

작품 기념사진 은진미륵[ 10] < - >, 

장지에 수묵과 아크릴, 146×112(cm), 

 2010

단체 기념사진의 일반적인 장면을 묘사한 본인의 초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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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석사 논문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인데, 작품에 등장하는 디지털 

기기의 개념은 현대인과 현대 사회의 틀을 의미한다 마치 돋보기를 들. 

고 오래된 고전을 읽는 것처럼 오늘날의 기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모습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은유적 표현의 방식으로  

그림에서 표현된 디지털 기기의 부분과 현대 사회란 틀이 작품 안에서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가죽 테두리를 씌우는 작업

을 진행하였는데 인물들의 영속성, ‘ 194) 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자 함이었’

다 작품에 묘사된 과거와 현재의 기념사진에서 보이는 구성원들의 모습. 

은 서로 다르지 않다 동일한 유적지에서 자세를 취해 사진을 찍고 세 . 

명 혹은 열 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사진을 찍은 장면은 과거와 현재의 , 

대상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 본 연구자는 이런 부분에 주목. 

하여 대중의 장면 즉 현실 속 대중의 보편적인 모습과 정체성을 기념사, 

진의 구성을 응용한 본인의 이미지로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실 속 장면을 빗대어 작품의 테두리 부분을 설명한다면 그려진 사  , 

람들은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의 풍경이다 디지털 기기가 그려진 화면. 

의 테두리 그리고 그 위의 스위치는 효율적이며 변화가 빠른 현실 사회, 

의 성격을 암시하고 테두리가 가죽으로 씌워진 화면의 모습은 이와는 반

대로 변화가 적고 비효율적이었던 과거의 사회를 비유한다 가죽 테두리. 

의 부분과 관련하여선 다음 부분인 가죽 틀의 제작과 적용 부분에‘(2) ’ 

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현실을 표현한 회화에서 기억과 회상 그리, 

고 기념과 기록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본 사회적 장면의 구성은 매우 중

요하다 개인의 기억과 회상의 중요한 장면들을 사회적 공간에서 기념하. 

고 기록해야 할 매개물로 전환하여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때는 주제성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 

기억과 회상 이란 영역에서 공감의 보편성을 보이는 기념과 기록 의 영‘ ’ ‘ ’

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발. 

194)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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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작은 기억과 회상의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의 최종 정리, 

와 마무리의 부분에 있어서 기념과 기록이란 방법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

다. 작업은 사회공동체의 주된 구성요소인 대중을 바라보는 한 개인의 

회상과 기억에 근거한 장면으로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기록이란 처리 과

정을 거치게 되어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차원의 기념비적 구성을 거

친 장면으로 바뀌게 된다 개인이 일정한 사회적 현상과 장면을 접한 후 . 

남게 되는 기록의 잔존물 중에서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하다고 판

단된 것은 암묵적 동의와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기념 이라는 틀 속으로 ‘ ’

들어가 보존된다 사회상 속 장면의 이러한 단계적 구성들은 본인의 학. 

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서 대중의 기록적 장면 그리고 그 안에 녹아  , 

든 현실의 모습들을 작품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석사 이후 제작한 . 

작품들 주로 기념사진의 대중을 기록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 

고자 했던 부분은 사람들의 순수한 시작과 출발이다 어린 시절 수학여. 

행을 떠나 단체로 찍었던 기념사진과 동창회 및 동문회 등 친목 여행에

서 찍었던 수많은 단체 사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써 대중이 현실 속에서 

기록한 가장 순수한 순간들을 역시 작품으로 기록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새로이 주목했던 부분은 사진에 등장하는 인  

물들의 경직되고 정렬된 자세였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경직된 . 

장면들이 존재한다 경직된 장면들은 개인의 일상에서보다는 사회적 기. 

관의 구성원이 되었을 시 주로 발견한다 예를 들면 학교의 입학식과 졸. 

업식 회사의 시무식과 종무식 군대에서의 입소식과 수료식 등이 해당, , 

하며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서로 모여 건조한 모습을 만

들어낸다 조직원이 서로 대면하는 자리는 감정의 구속과 통제를 요구하. 

며 오와 열을 맞추고 서열을 정리하고 일사불란한 모두의 시작과 마무리

를 목적으로 한다 모든 행사와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마치 확인 서약. 

을 하듯이 늘 고수하던 형식적인 자세의 기념사진의 장면을 명령한 후 

찍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양산되는 조직의 단체 기념사진들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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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비슷한 모습과 형상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마치 의궤도 등의 전통기록화를 제작할 때 임무별로 구분하고   

나열하여 그린 구성원들의 모습들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이런 그림에서 .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의 기념비적 구성의 주된 특징은 바로 정렬성‘ (整列

이다 전통기록화에 기록된 장면들은 오늘날 치러지는 모든 행사의 )’ . 性

전형이자 교과서적인 모방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물의 정렬적인 . 

장면은 우리의 사회상에 있어 가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장면 즉 사회적 , 

조직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과 구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작업의 대표적인 형상인 인물의 구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였고 관련된 장면을 수집하고 표현하였다. 

사회상 속 단체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정렬적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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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성에 대해서 김선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렬 가능한 속성의   . 

차별점은 공통점 이면서 차별점 이라는 이중(commonalities) (differences)

적 정체성 을 갖고 있다 공통점 이란 비(dual identity) . ‘ (commonalities)’

교되는 속성을 대안들이 공통으로 지녀 일대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

이다 그리고 차별점 이란 비교되는 요소의 공통적인 성질. ‘ (differences)’

이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은 일치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요소들 즉 완전히 , 

똑같지 않고 일대일로 대응되는 요소의 수준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존재

한다.195) 즉 개체의 자유로운 형태보다 우월함을 획득하기 위해 설정한  

장치가 정렬성이라는 것인데 이를 볼 때 조직이 가지는 경직적이고 정, 

렬적인 모습은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모습과 장면이다. . 

195) 김선영 비교 광고의 구조적 정렬성이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 ,「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12, p.19.

과거 회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정렬적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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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과 전통기록화에서 보이는 경직되고 정렬적인 장면은 관련된   

시기의 사회 조직 및 공동체의 분위기를 비유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또, 

한 본 연구자의 초기 작업에 있어서 매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 

연구자는 초기 인물화 작업을 진행할 때도 그랬고 현재의 작품을 진행할 

때도 일정한 간격을 두어 인물이 배치된 장면을 묘사하였었는데 의궤도 , 

등 왕실의 의전을 위해 제작한 기록화에서 발견되는 요소 즉 오와 열이 , 

잘 정돈된 대중의 장면들이 구상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 조선 시대. 

의 기록화는 오늘날 국가 행사의 의전형식에 있어 정형적인 모범이 되었

는데 예를 들면 타국의 정상이 방문했을 때 이루어지는 군부대의 사열 , 

장면을 보면 과거 반차도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념사진 혹은 기록사진이라고도 하는 사진은 보통 단체의 행사가 시  , 

작되거나 끝난 후에 모인 사람들끼리 기념적으로 참석의 흔적을 남기고

자 모두의 얼굴이 나오도록 오와 열을 일정하게 맞춘 후 사진사가 주관

하는 가운데 촬영하는 사진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일률적인 장면으로. , 

자유로운 동기의 구성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정돈되거나 

고정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바로 그런 장면을 대중이 그들의 필요로 . 

인해 만들어내는 불가결한 현실 속 사회상으로 보았고 이런 장면이 만, 

들어진 후 다시 흩어져 새로운 영역과 분할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직성을 

해체하는 새로운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반복적이고 일련적인 모습. 

들을 본인의 작업으로 기록하고 싶었으며 회화의 형식적 요소를 미리 , 

염두에 두고 그 양식을 옮기는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 

는 전통기록화의 부분적 요소들과 더불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기념물은 앞서 보았던 단체 기념사진의 경  

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일정한 장소를 방문한 조직의 사람들은 기. 

록의 목적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단체로 오와 열을 맞춰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시무식 및 종무식에서 남긴 단체 기념사진의 정렬적인 , 

장면은 사진을 찍은 장소에서 규칙적인 자세를 준수하여 조직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신망에서 비롯된 모습일 것이다 과거 조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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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작된 의궤화와 그 이후 근현대에 제작된 많은 역사화 등의 경우를 

비슷한 선상으로 보았을 때 제작 의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단체의 형상. 

이 강조된 기록화 및 기록사진의 제작은 왕실의 안정과 권위 회복 그리, 

고 개발도상국의 정책 기조에서 중요시되었던 구성원의 애국심과 복종심

의 토대를 다지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운용되었고 오랜 시대에 걸쳐 제

작되었다 관련하여 미술사학자인 김현화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문예 중흥 정책을 통해 전통의 선택과 배제는 더욱더 분명해졌. 

고 선택된 전통은 공공기념물 의례 공공미술제작과 설치 민족기록화 , , , 

등으로 재탄생되었다.196) 이는 교화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과거 중국의  

여사잠도 와 오륜행실도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같은 선상에서 < > < > , 

단체 기념사진의 장면들은 본인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본 연구자. 

는 첫 개인전의 작업 노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기념사진의 장면들을 사회적인 시선으로 확장해 들여다보면 이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장면과 결부시킬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변화상. 

을 피부로 느끼며 지낸 사람들 년대 이후 전란의 극복과 함께 , 1950

년대의 개발 운동 그리고 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1960-70 , 1980-90

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현대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2000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상황,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군상들의 변화상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다 사. 

진의 목적을 불문하고 과거 개화기에서 전란 이후에 이르는 시기의 

오래된 기념사진에서는 구성원들의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들을 자

주 볼 수 있다 가령 중앙에 가장 연장자가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나. 

이와 성별 순으로 서열을 나눠 자리 잡는 모습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

태의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196) 김현화 박정희 정부의 문예중흥정책과 현대미술 한국미술연구소 미술사논단 , , (42), 「 」

     2016,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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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년대 기념사진의 구성원에게서는 전 시대의 그것에   1970-80

비해선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신 단결을 강조하는 조직적인 

성격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구성의 전체적인 모양이 정리되고 . 

단정한 느낌의 장면들이 많으며 구성원들도 상당히 경직된 표정과 자

세로 카메라 앵글을 바라보는 장면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기념사. 

진의 군상에서 시대적인 특징을 가장 독특하게 내보이고 있는 사진들

이 바로 이 시대의 사진들이다 오늘날의 단체 사진에서는 구성원들. 

이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그래서 다수 어수선해 보이는 장면들이 눈, 

에 많이 뜨인다 사진 자세의 앞뒤 층이 명확하지 않고 중간에서 양 . 

측면으로 갈수록 무너지는 경향이 짙다 아예 촬영의 기본적인 자세. 

를 생각하지도 않는 이들도 많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세월이 지나. , 

면서 카메라 앞에 일정한 포즈를 취하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들

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안의 서로 간 간격과 조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는 시대적 변화의 흔적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래된 가죽 지갑 안에 간직되어 있던 과거의 사진들 가죽 물이 배어   , 

오래되고 구겨져 바랜 표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사진의 

장면은 추억과 기록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이를 모티브로 하. 

여 작업을 진행 현실 속 대중을 기록하는 데 있어 도입부의 첫 번째 이, 

미지로 삼았다 수많은 기념사진을 정리하고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흥미. 

로웠던 부분은 사진의 주인공인 단체들이 명소로 유명한 몇몇 장소에서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하고 고정적인 포즈

를 취하고 촬영에 임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일정을 소

화하기 위해 모여 찍었던 그 기념사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사회상의 흔적들이 엿보였다는 것이다 앞부분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 

년대의 사람들 산업화 시기의 조직화하고 경직된 문화에 단련된 70, 80 , 

사람들의 기념사진에서는 그에 적합한 모습과 조합들이 나왔고 년2000

대 이후의 자유로운 문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기념사진에서는 독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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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억지로 꾸민 모습들이 아닌 있는 그대. 

로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한국 대중들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난 사

진이었다 본인이 그림 그리고 작업이라는 과정을 접했을 때 수많은 주. , 

제 중 가장 흥미를 갖고 접근했던 주제는 바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 

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빚어내는 장면들이었다.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 모여 살며 사람 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들 그리고 수십 명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집단 혹은 나라의 사람들이 , , , 

보여주고 또 보이고자 하는 이미지와 장면들이 늘 궁금했고 그것의 외면

과 내면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학재학 시절부터 . 

년에 이르는 작업을 정리한 석사 논문에 수록된 작품 도판에서는 2009

무수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과거의 기념사진 그리고 오래된 . , 

장면과 해마다 다른 모델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최신형 디지털 기기의 액

정화면에도 사람들은 등장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시공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람들 이 계속 등장하였다 이런 본인의 이야기들은 석사 졸업 ‘ ’ . 

후 학교를 벗어나 외부 공간에서 발표된 개인전의 작품들을 통해 꾸준히 

전달되었다.

가죽 틀의 연상과 적용(2) 

  년부터 년까지 본인은 같은 해에 중복된 전시를 포함해서  2011 2018

대략 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그 전시에서 발표한 작품들은 기10

존의 작품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과 새로운 작업이 가미된 결과물이었다. 

같은 방향의 작품을 고집하지 않고 전시를 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제

작하였는데 년 개인전의 작품들은 기념사진과 군중의 장면들을 조, 2011

합하여 작업하였고 년 개인전의 작품들은 위인의 동상과 기념사진, 2012

을 남기는 사람들의 흔적들을 조합하여 작업하였다 일개 개개인이 가지. 

는 감성과 미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닌 군중을 이루는 범위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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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는 모습들 사회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과 그 안에 내포, 

된 의식의 본질을 읽고자 하였다 년 발표한 석사 논문에서도 먼저 . 2010

언급했었지만 본 연구자가 그림 그리고 작업이라는 과정을 접했을 때 , 

수많은 주제 중 가장 흥미를 갖고 접근했던 주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빚어내는 장면들이다.

년도에 발표한 본인의 첫 개인전의 제목은 기록과 기억 이었다  2011 ‘ ’ . 

사실 이 시기의 작품을 본 연구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분석한다면 

기억 보다는 기록 의 성격이 좀 더 짙다 이전 작업이 현실 속 대중의 ‘ ’ ‘ ’ . 

가장 보편적인 장면인 단체의 기념사진을 차용 현대 디지털 기기의 액, 

정화면에 투영하여 과거를 들여다보는 회상의 느낌이 짙었다면 년, 2011

의 새로운 작업에서는 한국 대중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하여 간직한 심

상들을 기념사진을 빌려 나타낸 작품으로 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죽. 

의 장식을 작품의 테두리에 더하여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사진을 꺼내어 

들거나 혹은 잊고 있던 가죽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예전 사진을 찾아보

는 효과를 시도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보는 관객들은 두 가지 대조적인 ,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가죽 틀이 작품의 장식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로 . 

보여 오히려 감상에 방해가 된다는 부류였고 다른 하나는 가죽 틀로 인, 

해 기념사진이 지닌 풍부한 시간과 공간성이 좀 더 살아났다는 의견이었

다 이 두 가지 의견은 본 연구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 

한 조언이었고 이로 인해 차후의 방향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

기념사진 법주사 와 기념사진 연수원 수료 란 작품에 묘사된 기념  < - > < - >

사진에 등장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사회 구성원을 나타낸 것인데, 

좌측의 아이들은 현재 즈음의 풍경이 아닌 년대의 학생들이며 우측의 70

사람들은 년대 이후의 어른들이다 작업은 연작의 형식을 띠고 있2010 . 

으며 왼쪽과 오른쪽 작품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편적으로 

검증되고 인증된 교육과 절차 그리고 관례들을 거쳐 어른으로 성장한, 

다 과거와 현재의 공통된 공간 즉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는 보편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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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본 연구자는 작업의 이미지로 정리될 수 있기를 원했고 이는 우연

히 발견하게 된 가죽 지갑에 꽂힌 기념사진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그림의 

테두리에 이와 연관되는 가죽 테두리‘ 197) 를 씌우게 되었다’ . 

  

오래된 가죽의 테두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영속적인 매개물을 상징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 안에서 같은 사회공동. 

체의 공간 속에 조금씩 변모되어가는 아주 정형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

의 일상적 장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는 바로 이 부분을 현용적 가치로 . 

보았다 추억이 다른 이와 공유되기 위해선 기념 거리라는 공통분모가 . 

존재해야 한다 이를 찾는 과정에서 연상된 것은 바로 누구나가 가지고 . 

있을법한 수학여행이나 직장에서 찍은 단체 기념사진의 상이다 본인은 . 

바로 이 부분을 비현용적 가치 즉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가치를 지니는 , 

장면으로 삼았다 공간은 각기 다르지만 대중의 인지 공간에서 일관적. , 

으로 공유될 수 있는 장면을 설정하여 여기서 도출된 보편적 사회상을 

회화의 기록으로 연결하였고 가죽을 이용한 테두리를 설정함으로써 사진

197) 작품의 제작에 사용된 가죽들은 새 원단의 처리로 만든 것이 아닌 재래시장이나 혹은 일장  5

등에서 근으로 파는 가죽 옷들을 수집 이후 분해 및 재처리 과정을 거쳐 그림을 그린 판넬에 , 

목공용 본드를 이용하여 부착한 것이다. 

작품 기념사진 법주사 장지에 [ 11] < - >, 

수묵과 가죽, 80×80(cm), 2010

작품 기념사진 연수원 수료[ 12] < - >, 

장지에 수묵과 가죽, 130×97(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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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니는 영속적 이미지를 설명하였다. 

회화 작업물에서 기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화가의 고민과 연구  ,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주제 발견과 이를 다시 충족시키는 소재의 매개

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그것을 단체 기념사진의 형태로 보았고 .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접근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참고로 삼아 연구

하였다 회화에서의 배경의 표현과 묘사는 그것을 일종의 테두리라고 보. 

았을 때 이는 사물의 경계를 유지하여 개체의 고유성과 관계의 긴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테두리와 경계. 

에 대해서 철학자 김상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테두리가 있어야 비로소 어떤 고정된 형태가 성립하고 식별할 수   

있는 형상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사람 책상 태양 등과 같은 경. , , 

험적 사물 일반의 경우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물이 . 

관념화될수록 그래서 의미 본질 형상 개념이 될수록 틀은 규정성, , , , 

의 필수적 구성 요건이 된다 나아가서 법 이론 방법 구조 담론. , , , , , 

체계 등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어떤 경계를 지니는 한에. 

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다 경계를 지닌. 

다는 것은 물론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영역에 ,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만 사물은 자신. 

에게 고유한 영역과 자율적 입지를 할당받을 수 있다 고유성 순수. , 

성 내면성 자율성 동일성 그리고 본질 형상 정체성은 사물이 틀, , , , , , 

과 테두리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만 허락받는 무엇됨 의 규정성< >

이다.198) 

앞부분에서 살펴본 아카이브 요소 즉 비현용 기록물의 가치를 인물의   , 

기념사진으로 본다면 더불어 레코드적 요소 즉 현용 기록물의 가치는 , 

본인과 관객에게 있어 지금 현재에 마주치는 주위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

198)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 , 1999, p.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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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부분이 서로 보완되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자. 

의 작업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개개인이 가지는 감성과 미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닌 대중을 이루는 범위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 

사회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모습과 그 안에 잠재된 의식의 본질적인 

부분을 얻고자 하였다. 

  

가죽 재질로 화면의 테두리를 마감하여 구성한 작업은 재료에 대한 이  

=

가죽을 씌우지 않은 상태의 그림화판 비현용적 장면 조직에서의 경직된 모습:

=

작업을 하기 위해 분해한 가죽조각들 현용적 장면 일상의 다양한 모습: 

완성된 작품의 형태 사회상의 모습= 

년의 작업과정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던 장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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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및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필요한 과정이었다 사회 조직과 공동체에. 

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즉 인물의 보편적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 , 

단체 기념사진의 장면이라면 이들의 일상적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이 작

품의 화면에 더불어 등장해야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 있. 

어 그저 새로운 이미지를 더 그리는 것으로 마감하고 싶지 않았다 이외. 

의 부분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걸 고민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상된 것이 , 

바로 가죽이었다 앞부분에서 가죽의 첫 도입은 낡은 가죽앨범이나 지갑. 

의 형태에서 기인한 것이라 언급했는데 그 개념은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

다.

작품에 필요한 가죽은 새 가죽의 원단을 구해 만들지 않았고 주변의   

재래시장을 훑고 다니며 상인들이 근으로 떼다 파는 다양한 색상의 가죽

옷들을 구해 이를 분해하여 낱장으로 된 여러 개의 가죽 조각을 만들어 

그려진 작품의 테두리에 부착하였다 각기 다른 가죽옷들과 그것에서 나. 

온 수십 장에 이르는 가죽 조각들을 재단하고 작업하는 과정은 본 연구

자에게 이미지의 다양한 연상작용을 느끼게 해주였다 즉 애초에 서로 . 

다른 크기와 재질을 갖고 있던 가죽 조각들이 작업의 과정을 통해 동일

한 테두리의 형태로 변모된 것이다 이 과정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직. 

과 공동체에 소속되어 영위하는 일상의 모습과 흡사하게 여겨졌다.

대중의 일상과 상징적 요소에 관한 기록2) 

 

본 항에서는 기념사진의 재현과 조형을 다룬 년의 작업 이후 새  2011

로이 진행된 년의 작업에 대해 다뤄보기로 한다 이전 작업의 표현2012 . 

이 시기적으로 길지 않고 짧았으며 형식과 구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

었는데 우선 기념사진을 이용한 작업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 전과 다른 

조형성을 이끌기 어려웠고 당시 새로운 작업환경 영은미술관 미술창작, (

스튜디오199) 의 기회를 얻었기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작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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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몰두하고자 하였다 년에 시작된 작업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진. 2012

행되었고 중소형의 작품보다 호 이상의 대형 작품들을 주로 제작하120

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시의 새로운 형태가 연결되어 정립되었다 다, . 

음의 내용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다뤄보기로 하겠다.

군중과 동상의 의미(1) 

대중 과 군중 이란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조금  ‘ ’ ‘ ’

다른 용어이다 대중은 수많은 사람 즉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 , 

람들의 포괄적인 범위를 지칭하며 장소의 구체성을 동반하지 않는다 사. 

람들의 무리를 넓은 의미로 보아 지칭하고 정의하는 용어이다 이에 비. 

해 군중은 장소의 구체성을 동반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

키는 말이다 구체적인 장소에 모여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목적으로 . 

모인 사람들을 지칭하고 군중의 장면은 시대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관련하여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저술

가인 하워드 라인골드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  중의 힘은 소외감을 자극함으로써 사회적 구별을 무디게 하는 경

향이 있다 그리고 군중의 힘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시 계획이라. 

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압도하곤 한다 그것의 권위는 불안정과 운동. 

을 고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국가의 고위 관. 

료들 교회의 지도층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을 규제하고 억누르려는 , , 

통합된 이해관계의 압력을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매개. ‘

물 이라는 단어가 요소들 대상들 사람들 사물들을 모으고 변형시키’ , , , 

199) 년 설립된 대유문화재단이 한국 예술문화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년 월 1992 , 2000 11

설립하였다 미술관과 창작 스튜디오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동시대 현대미술을연구 소장 전시할 . . · ·

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에 역점을 둔 미술관 형태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 

로 동시대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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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간을 의미한다면 군중은 일종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매개. 

물로서 군중은 또한 기대가 발생하고 메시지가 순환하는 장소이다, .   

우리가 군중을 단지 기술 장치들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기  

술 그 자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중앙. 

집권화된 도시 계획과 정책 입안의 기술은 사람들이 운집할 때 발생

하는 우연성의 느낌을 일상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리고 그. 

러한 계획이 만성적으로 실패하는 지역에서는 군중은 일종의 장거리 

통신의 힘을 획득하며 멀리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통로를 만, 

들고 거리감을 단숨에 없애 버린다 군중 속에 휩쓸리게 되면 사람들. 

은 사회적인 공간과 일시적인 구분들을 거슬러 서로 닿을 수 있는 가

능성을 느낀다.200) 

  

군중은 사회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집단의 온전한 의견과 소통이 진  

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럿의 마음과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굵직, 

한 일이나 행사가 벌어졌을 때 길거리로 나와 서로 모이고 얘기하며 좀 

더 구체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피켓과 비슷비슷한 옷 깃발을 들고 목소, 

리를 모아 속에 담은 이야기들을 거리와 밖으로 전달한다 그것은 사회 . 

통제력의 직접적인 힘을 가진 이들에게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음을 주지

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견제의 목적 이외로도 대중을 이루는 

구성원의 자발적 변화를 바라고 서로의 행동을 확인하고픈 의지가 포함

되어 있다.

앞선 장에서 언급된 대중을 주제로 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을 보면   Ⅲ

대상에 대한 작가의 접근법에 있어 객관성과 주관성이 서로 혼재되어 표

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가지 감정으로서 접근하기 힘든 대중의 . 

특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고 또한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 및 내면성의 , 

세계가 워낙 다양해서 주제의 단일한 흐름으로 묶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만들어내는 사회상을 인물의 기록적인 구성을 . 

200) 하워드 라인골드 참여군중 황금가지 , , , 2002, pp,3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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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작가의 깊은 고민과 생각 그리고 사회에 ,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본 연구자가 미디어로 접한 대중의 장면들과 일상 속에서 얻어진 사람  

들에 대한 인상의 기록들은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와 소재의 요

소가 되었는데 미디어와의 접촉을 통하여 본 인물이 그들의 성격과 특, 

성을 미루어 짐작하는 과정의 간접 경험이었다면 사회 조직 생활 속의 

경험들은 인물 간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얻어지는 직접 경험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장면들은 작품의 구체적

인 이미지로 전환되었고 늘 이 부분에서 양이 부족했던 것은 직접 경험, 

의 부분이었으며 작업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관련된 생각과 경험들은 년 월 영은미술관에서 가진 본 연구자  2012 7

의 개인전 발표를 통해 정리하였는데 인물의 군중적 장면과 동상 이미, 

지의 복합 구성을 통한 작업이었다 기존에 진행한 기념사진 작업에서 . 

말하고자 했던 부분 즉 은진미륵이나 명동성당과 같은 전통유적지 및 , 

조형물 등의 배경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기념적 장소에 대한 

회화적 기록과 더불어 인물의 군중 형상을 통해 대중의 일상을 관찰하고 

이를 시대적인 부분과 연결하고자 했다 새로 접근한 작업이 인물의 구. 

성으로 본 현실과 관련된 내용이었기에 소재의 선정에서 인물의 구체적

인 성격이 강한 조형물이 필요하다 보았고 그래서 선택하게 된 소재는 , 

바로 인물 동상의 조형물이었다 동상은 군중의 장면 구체적인 성격을 . , 

지닌 대중의 장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작

품의 구성물이라 보았다 이는 기존 작업에서 다룬 전통조형물과 유적지. 

의 성격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지녔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형물이었고 작업은 한국 대중의 장면과 동상 장

면 두 장면의 구체적인 배치와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상 이미지의 , . 

선정은 작품의 주가 되는 대중의 이미지 즉 한국의 대중을 말할 때 어, 

느 집단의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성격이 확실한 사람

들의 모인 장면을 골랐고 이는 나이 성별 회사 정치 행사 등 삶의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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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모습들을 작품으로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념 동상과 관련하여 조각가 김복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 

기념조각상이 건립된 것은 일제시기부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념 동. 

년의 작품 제작에 응용하였던 대중의 모습과 장면들2012

년의 작품 제작에 응용하였던 동상의 모습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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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개인이나 단체의 위촉 주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소수의 사람들, 

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주로 학교 설립자나 교육 사업가 등 교육계 

인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사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 ) 私的

다 기념 동상 건립은 특히 년대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망명가의 업. 1930 , 

적을 기리기 위해 붐을 이루며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201) 이처럼  

동상의 제작은 사적 및 공적 인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 ) ( )私的 公的

은 중요 인물들을 각 시대의 성격에 맞게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중요 사적지나 장소에 건립된 위인의 동상은 어떤 한 시대가 존중하고   

존경하며 시대의 한 정형으로 인정한 부분이 매우 크다 인물을 기리기 . 

위한 기념 동상의 제작은 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가 

짙었고 이는 점차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 

상 그중에서도 인물 동상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주변에서 종종 , 

발견되곤 한다. 기념조형물에 대해 조경학자인 한소영과 조경진은 다음

과 같이 보았다. 

일반적으로 재현장소 혹은 재현공간 은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기  ‘ ’ ‘ ’

념비적 장소를 일컫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며 사회학이나 지리학 분, 

야에서 논의 주제로 등장한다 재현장소에 대한 해석은 크게 미학적 . 

관점에서와 정치적 의미해석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에서 미학적 관점은 건축 및 조경 분야와 관련된 설계언어와 관련한 

것이다 하지만 재현장소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재현장소를 사회. ,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다 이는 기념물 및 조형물을 포함한 . 

재현장소 전반에 대한 논의와 기념조형물 자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

점을 맞추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후자의 ,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의 경우 기념비. , 

가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체, 

201) 윤범모 최열 엮음 김복진 전집 중 수륙일천리 조선중앙일보 년 월 수록문 , , , ( 1935 8 ), 『 』

청년사     , 1995,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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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념조형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202) 

구체적 인물의 기념을 목적으로 한 조형물의 제작은 그 시대의 주된 구

성원이 가진 성격과 사관 그리고 관념을 보여준다 즉 의도를 명확하게 , . 

전달하고 보는 이에게 이해의 객관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 

물이나 추상적 형상을 빚은 동상은 작가와 관객에게 있어 모두 중의적인 

의미와 방법으로 접근한다 대상 파악의 주관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 

장면의 배치와 조형(2) 

본 연구자는 오늘날 동상의 이미지가 현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  

는 과거 인물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이 반영한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미. 

술 이론을 전공한 진혜윤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기념 동. 

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과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공공장소에 

세워진다 이것은 공공지역에 설치되어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고 .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기념 동상으로 재현된 인물은 현 집권. 

자의 헤게모니에 부합하는 인물로 선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영웅 으로 표현한다는 것. ‘ ’

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서 당대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된다.203)

동상이 한 위인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절대적인 이념과 사상들을 상징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 현재의 또 다른 의견과 생각들을 발생

케 하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의견

과 생각으로 동상의 위인을 위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들 모두 공, 

202) 한소영 조경진 서울시 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 , : , , ,「 」

한국조경학회지     , 2010, pp.39-40.

203) 진혜윤 박정희 정권 시기 기념 동상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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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습으로 인식되

었다 이는 작품에서 보여진 비슷한 혹은 어색한 포즈로 앞에 둔 사진. , 

기를 마주하는 한국 대중들의 장면으로 표현되었고, 기존의 정형적이고 

군상적인 장면을 벗어나 좀 더 직접적으로 한국인의 심상 및 보편적인 

장면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작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개성  , 

작품 모자[ 13] < ( )>, 母子

장지에 수묵분색,

260×163(cm), 2012

작품 부녀[ 14] < ( )>, 父女

장지에 수묵분색, 

260×190(cm), 2012

작품 선도[ 15] < ( )>, 先導

장지에 수묵분색, 

145×100(cm), 2012

작품 기부[ 16] < ( )>, 寄附

장지에 수묵분색, 

190×130(cm), 2012

작품 우상[ 17] < ( )>,偶像

장지에 수묵분색, 

190×130(cm), 2012

작품 자태[ 18] < ( )>, 姿態

장지에 수묵분색, 

190×13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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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치거나 그렇지 못한 이들 혹은 어떤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 

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의 동상을 배경으로 마치 기념사진 촬영을 하듯이 

자세를 잡고 서 있는데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비슷한 모, 

습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담을 수 있도록 시도했

다 작품의 장면을 보면 석가탑 앞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이나 신사. 

임당 동상과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미지가 상반되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유적지로써 혹은 사적물인 석가탑과 은진미

륵 등의 조형물들은 그 자체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통한다 마. 

찬가지로 이 시기 작업에 등장하는 세종대왕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 

고 신사임당의 동상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사적물이 갖는 시대적 상징

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자의 개. 

인전을 관람한 미술평론가 이지민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적지의 조형물들이 한 나라의 오랜 역사와 미학을 상징한다고 보  

면 기념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동상의 이미지는 그보다 좀 더 직접적, 

으로 군중에 대한 현실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일부 여타 작품들. 

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물과 배경이 잔재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익명성과 정체성을 가지

는 군중이 전하는 이야기 즉 작가는 어떠한 의도성을 지닌 채 사람, 

과 그 시대를 표현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의 이야

기를 전해주고자 했으며 풍경보다는 사람을 특정한 색을 지닌 대상, 

보다는 범인 에 포커스를 맞추어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속 사( ) . 凡人

례를 살펴보면 각각의 표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한 사람 한 사, 

람이 지닌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부각시켜 무개성

을 상징하는 작가의 외침이 내재하여 있기도 하다 결국 작가는 사람. , 

과 시대의 경계선을 나누어 표현하기보다 사람과 사람들 사람과 시, 

대 시대 속 군상들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우리가 현재 사는 시대의 , 

상징성 혹은 군집성에 대해 재해석하고 이야기하고자 한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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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에 있어 장지의 구김 효과는 필요한 부분이었고 종이의 성질  

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물을 시대 시기적으로 배치, /

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주었다 등장하는 동상과 인물 간. 

의 조화가 필요한 작품에서는 구김의 변화가 적고 운율이 느껴지는 장면

으로 그리고 동상과 인물 간의 갈등이 엿보이는 그림에서는 구김의 강, 

도를 세게 하고 물감을 뿌리는 속도를 빠르게 올려 보다 격정적인 장면

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선 미리 많은 양의 화지를 만들어 두는 . 

것이 제작에 수월했으며 이는 이후의 작업에서 공통적인 방식으로 적용

되었다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을 기억하고 작품 . 

속 장소와 시대를 추억함으로써 사회현실을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보면 이전 단체 기념사진 작업에서 보였던 배경 화면의 효과 즉 , 

고동색의 물감이 마치 가죽 물이 종이에 배어들 듯 번진 듯한 모습이 시

각적으로 좀 더 강한 형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경의 장면을 작품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본 연구  

자의 의도가 투영된 것이었고 이전 작품이 오래된 사진이 갖는 축적된 

시간의 형상을 장지에 번진 고동색 물감의 효과로써 나타내었다면 본 , 

시기의 작업에서는 이를 통해 묘사된 인물과 동상의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화면의 감성적 효과를 지양하고 배경의 효과를 이용하여 대  . 

상이 지닌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시기에 시도된 본 연 . 

구자의 재료의 기법과 실험들은 이후 작업에서 계속 적용되었고 표현   , 

의 대상과 바탕재의 물성적 성질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본 연구자는 이 시기부터 배경의 구긴 자국. 

이 기억의 공간 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 .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배치와 배열에 많은 장치를 두  

었는데 사실 이 시기의 작업은 작품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어떤 절대, 

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작품이 서로 이어지는 광

경 즉 큰 시너지, (synergy)205)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전시. 

204) 이지민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기 입주작가 중 발췌 , (8 ) review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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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구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인물을 시대와 시기별

로 설정하고 배치한 후 제작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관련된 본 . 

연구자의 다른 작업으로는 한국전쟁과 한국 대중을 기반으로 접근했던 

작품의 사례가 있는데 전쟁기념관에 있는 송악산 육탄 용사, ‘ 10 ’206) 모형 

을 참고한 작품 군상 이란 작품이다< ( > . 群像 작품은 전쟁기념관에 있는 

송악산 육탄 용사 라는 대표적인 동상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웅장한 < 10 >

동상의 장면 뒤에 가려진 전쟁유공자들의 고적한 삶을 짐작하여 은유적

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근래에 제작된 동상의 형식과 성격은 과거 . 

인물의 보편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 현대인들의 관념과 , 

사고체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인 경우가 많다. 

군상 의 이미지에는 한국전쟁 당시 고지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쳐 싸  < >

운 용사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상의 모습을 보면 치열한 전, 

쟁 상황에서 버텨내는 군인들의 극한적이고 원초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라를 끝까지 지켜낸 영웅들의 호국적 이미지를 극적으로 , 

각인시키기 위한 조형적 의도가 설정된 장면이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 

는 현대인들이 참전군인의 이미지에 대해 갖는 막연하고도 관념적인 장

면이 도출된 것이다 실제 전쟁과 관련된 사진 자료나 현실성을 살린 전. 

쟁영화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통하

여 적진을 향해 용맹하게 돌진하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기보다는 처참하, 

205) 분산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되어 가는 과정. 

206) 년 월 남천점 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경비여단 제 연대의 개 중대 병1949 4 ( ) 3 3南川店

력 명은 송악산 후방에 집결했다가 월 일 새벽 송악산 능선을 따라 기습하여 국군 제1000 5 4 2

연대 대대병력이 지키고 있던 선 남방 일대의 고지 유엔고지 고지 비둘기 고지 등 38 292 , , 155 , 

개 고지를 점령했다 이에 한국군은 개소 토치카 파괴를 위해 육탄 공격을 감행했는데 사4 . 10

단 시설장교 박후준 소위의 고안으로 개의 박격포탄과 폭약을 장치하고 김성훈 소위의 제81 1

소대 서부덕 이등상사와 김종해 윤승원 이희복 박평서 황금재 양용순 윤옥춘 오제룡 등 , , , , , , , 9

명의 용사가 선발되었다 이들은 까지 진격해 개의 토치카를 모두 박살냈고 영등포에. 300m 10

서 급히 올라온 노재현 대위의 포병 제 대대 등 모든 화력이 엄호 사격을 가했다 이에 앞서 6 . 

낮 시경 소대 분대장 박창근 하사가 단독으로 수류탄 개를 들고 북한군의 토치카를 파괴해 12 7

박창근과 명 용사를 합해 육탄 용사라 부른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여명의 사상자9 10 . 1000

를 내고 조선인민군은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한국군의 송악산 탈환작전은 실패했다137 , . 

의 과 의 1 ( ) , 3 5. 韓國戰爭史 第 卷 改訂版 北傀 南侵 緖戰期 第 章 北傀 全面南侵 高浪浦『 』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개정판- - , ( ) (1977, ), p.393.汶山 奉日川地區 戰鬪 戰史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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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그러진 현실을 마주한 인간이 창출하는 고뇌와 번민의 모습들이 다

수의 장면을 차지한다. 

관련하여 비교문화학자 김상미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가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 발발한 복잡한 성격

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시각 이미지의 중요성은 전쟁 포스터나 선전. 

작품 군상 장지에 수묵분색[ 19] < ( >, , 190×260(cm), 2012群像

참고도판 백범기념관 내에 전시되어 [ 60] 

있는 송악산 육탄 용사 동상의 모습‘ 10 ’ 

참고도판 한국전쟁 시 실제 전장에서 [ 61] 

촬영한 군인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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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난무했던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전쟁선전물의 시각 이미지. 

는 다분히 편향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는 객관적이지 않은 이데올로. 

기의 편향성의 상징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은 다르다 사진은 . . 

그 매체의 특성상 분명한 객관적 기록 으로서 역사적으로 과거를 인식‘ ’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207) 본 연구자는 대상의 기념사진과 동상과 

군상의 조합을 통해 표현된 이전 작업의 중의성을 지양하고 현대 사회에

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의 장면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현실 

사회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대중의 기억을 통한 현실 표현2. 

본 연구자가 작업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고민과 소재적인 부분에 대하 

여 생각을 정리할 때 늘 먼저 떠오른 장면은 수많은 인물의 얼굴과 표

정 그리고 그들이 운집한 모습이었다 이를 작업으로 연결했을 때 제작, . 

형태는 인의 인물이 독자적으로 묘사된 전신화풍 의 초상화가 1 ( )傳神畫風

아닌 되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운 화풍 아래 많은 이들을 그려내는 것을 , 

선호하였다 또한 현실 사회 공간에서의 고민과 풍자 그리고 이것을 보. , 

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내 외면적인 느낌들이 작품 속에 골고루 배어들 /

길 원했으며 회화만이 가질 수 있는 전달력 즉 장면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진 매체의 특성을 통해서가 아닌 대상을 마주한 화, 

가의 내 외면적인 소회를 거치는 회화의 특성을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

싶었다 이것은 비단 기록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 

고 대상을 기억하는 과정과 이로 인한 조형적 구상을 거쳐야만 가능한 , 

207) 김상미 한국전쟁과 분단 이미지의 기원과 재생산 사진의 기록성과 예술성의 관계를 중   , - 「

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201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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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대중과 현실이라고 한다면 사회 구조에 대한 보, 

다 궁극적인 고민과 관찰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이. 

전과 다른 방식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다음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부분, 

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물과 대중 사회에 관한 기억  1) 

사람들이 무수히 모인 장면이 본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먼저   

개인적 관심사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고 본다 본인은 평소에 사회 정. , 

치 시사에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고 이와 연관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주, 

위 상황들의 분석에 몰두했던 경우가 많다 관련된 학부 시절의 사례를 . 

찾아보면 학교에서 시위나 이익충돌과 관련된 다양한 파업의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장면들

에 대한 관찰에 주로 몰두하였고 이는 당시 작품 제작과 연관이 되어 그

들의 움직임과 표정들을 표현하여 사람이 지닌 감정의 단계를 나름의 화

면구성으로 정리한 후 결과물을 전시에 발표하였던 경험이 있다 작업은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추후 연결된 프로젝트의 형식을 통해 몇 학기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것은 나중의 졸업미전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현, 

재의 작업에서도 이 시기의 생각과 고민이 본 연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면을 단지 그림으로 옮기는 단계를 벗어나 사회상 속 대. 

중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도 이어졌

는데 이 과정에서 궁금하였던 것은 대중의 장면이 우리 사회에서 처음, 

에 어떻게 구성되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모습을 이루어왔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본 연구자에게 대중이란 주제가 단지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부  

분이어서 줄곧 매진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어떤 누군가에게 당신은 . “

왜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가 란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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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좋아했“

다 란 정도의 수준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나의 작업 목적을 짐” , 

작하면서 이 사람은 그저 유희적 발상의 정도로구나 라고 인식할 수 “ .”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저 좋아했으며 그래서 그리고 싶었. 

고 기록하고 싶었다는 일원적인 답변보다 진중한 의미가 담긴 답변이 필

요하다 하지만 이런 답변을 몇 마디 말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무척 . 

힘든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구체적인 작업으로써 답변하고자 했. 

고 이는 년 월에 가진 개인전의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자세, 2014 12 , 

한 부분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사회상(1) 

본 연구자가 년에 가진 개인전에서는 민중미술 시기의 중요한 작  2014

가였던 오 윤208)의 그림을 오마주209)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오 윤은 . 

그가 살았던 현실의 세태 상을 풍자하는 방향으로 작업의 큰 줄기를 이

어갔고 한국인의 보편성과 정체성을 당시의 현실에서 그리고 몸담은 사, 

회의 현실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말해고

자 하였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는 미술이 사회적 언어로서 기능할 수 . 

있는 부분에 대해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다양한 작업을 통해 증명해내고

208) 오윤의 판화작품은 초기의 낫을 든 사람 헐벗은 사람 등의 연작으로부터 년대, 1970「 」 「 」 

의 지리산 탈춤 할머니 년대의 동학 농부와 아들 여공 지, , , 1980 , , , 「 」 「 」 「 」 「 」 「 」 「 」 「

옥도 등 빈민 계층과 농민의 삶을 소재로 삼은 것이 많았고 이밖에 대지 봄의 소, , 」 「 」 「

리 등은 자연 사랑과 민담 설화 및 현대 한국사의 단면들을 주제로 삼은 작품들도 있다 또 · . 」 

김지하 의 담시집 오적 과 이원수 의 전래 동화집 땅속나라 ( ) ( ) ( ) ( )金芝河 譚詩集 五賊 李元壽『 』 『

도둑귀신 의 판화 삽화와 표지화를 비롯하여 정치적 민주화 운동 및 투쟁을 지원한 포스터와 』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동인지 현실과 발언 에는 오윤의 미술의식을 . (1985)『 』

서술한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의 확대 가 실렸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용.

209) 존경 경의 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예술에서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에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 , ’ . 

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영화에서는 자신의 작품 속에 존경하는 감독의 .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식이다.

무용이론사전 메디컬코리아 편집부, 2011.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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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유홍준이 저서에서 쓴 다음. 

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오 윤은 년대 민중 미술운동이 태동80

하기 이전부터 참된 민중미술을 위해 끈질기게 고민하고 탐구해왔다 그. 

는 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년 현실과 발언 창립전 때까지 1970 1980 ‘ ’ 

년간 작품발표를 하지 않았다 임세택 오경환과 함께 조건영이 설계10 . , 

한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광장시장 옆 테라코타 벽화를 제작하기도 했( ) 

고 전돌 공장도 차려보고 선화예고 서대문미술학원에서 미술 선생으로 , , , 

지냈지만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년대 전반기 년 동안이, 80 5

었다 그 작가적 잠복기의 예술적 고뇌를 오 윤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 

미술이 어떻게 언어의 기능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 오랜 나의 숙제였“

다 따라서 미술사에서 수많은 미술운동 들 속에서 이런 해답을 얻기 . ,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말 없는 벙어리가 되었다.”210) 원하는 상을  

얻기 위해 지속해서 작업에 몰두하였던 그의 자세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오 윤은 그가 살다 간 그 격동의 시기와 현실과 발언  ‘ ’211)으로 대표되

는 민중미술의 사실주의 운동을 접한 후에 그의 생애와 이론적 (Realism) 

업적으로 말미암아 관심을 가진 작가의 사례가 아니었다 이 부분에서는 . 

본 연구자의 어린 시절 기억 즉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당시 어, 

머니께서 사다 주신 동화책 전집을 접한 기억의 복기가 필요하다 그 전. 

집은 서구의 귀족적 가정관이 담긴 동화를 엮은 것이 아니라 당시 주변

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 아이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였

고 글과 함께 삽화가 어우러져 보는 맛을 더했다 이 삽화는 목판화였, . 

210) 유홍준 칼럼 민중미술의 전설 오 윤을 다시 만나다 중에서 일부 발췌[ ] ‘ , ’ .

한겨레신문     2016-07-21 .

211) 현실과 발언 은 그 명칭에서 리얼리즘적 성향을 보이고 또 작품상에서도 그런 면모를 보여 ‘ ’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선언문에서는 그런 냄새를 전혀 피우지 않고 있었다 춧날 젊은 . 

세대들은 현실과 발언 의 예술의식을 리얼리즘론에도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 것으로 규정‘ ’

하는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당대적 현실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

협한 재단일 뿐이다 그것은 현실과 발언 단체의 한계가 아니라 당시 미술계으 조건 즉 시대. ‘ ’ , 

적 상황의 한계였던 것이다 리얼리즘적 전통이 전무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현실과 발언 이 . ‘ ’

조심스럽게 제기한 현실에의 언급조차도 불온시되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 창립전마

저 당국의 제지로 단 하루 그것도 촛불전시로 끝나야 했던 것이 당시 미술계의 분위기였다, .

유홍준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창작과 비평사, , , 1996, p.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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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둔탁한 맛으로 인물과 동물들의 주된 골격을 간략히 묘사한 장면이 

당시 어린 본인에게 있어 굉장한 호기심으로 다가왔었는데 작품의 작가, 

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은 이후 본인이 미술을 전공하여 대학에 들어간 

뒤 수강한 한국미술사의 수업을 통해 얻게 되었다 어린 시절 본인을 막. 

연히 사로잡았던 목판화의 주인공은 바로 민중미술 운동의 대표적 기수

로 꼽히는 오 윤이란 작가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다른 작품

과 작업에 대해 본격적인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작업의 과정에서 , 

그의 목판 기법의 느낌을 수묵화의 기법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조형성을 

탐구하게 된 계기로 이루어졌다.

작업의 과정에서 만난 오 윤의 작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본 연구자는 년 봄 무렵 학과의 조교 생활을 마무리하. 2016

고 잠시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 적이 있었고 이것은 무작정 비행기와 게, 

스트하우스를 예약하여 떠난 박 일의 짧은 돌발여행이었으며 이후 첫2 3

날 밤을 묵게 된 숙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마침 숙소에서 나. 

이대가 비슷한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었고 인연 삼아 간단한 술자리를 

갖고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서로에 대해 알아보니 이 사람은 재미있게도 , 

오 윤 작가의 둘째 아들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다. 

마침 나이도 모두 다 같았고 성격도 비슷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후 셋이서 지속적인 만남과 연락을 나누게 되는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

다 그렇게 알게 된 화가 오 윤의 둘째 아들인 오상엽은 사석에서 아버.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늘 작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가장   . 

현실적인 작업의 소재들 즉 우리의 현실과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사랑하셨고 이를 당신의 조형적인 언어로 이루

고자 항상 노력하셨다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목판화로 표현. 

한 둔탁한 한국인의 얼굴형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립된 것이 

아닌가 싶고 가장 자생적인 그리고 외부의 간섭이 적은 상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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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레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셨던 분이었다 아. 

버지 생전에도 그렇고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

는데 이는 아버지의 성격과 함께 그런 작가 기질을 더불어 아끼고 , 

존중하셨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212) 

본 연구자가 오 윤의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  

은 작품의 조형성이나 혹은 전체의 완성미에 대한 보편적 관점이 아닌, 

작품에 표현된 인물의 모습이었다 바람 부는 곳 이란 판화작품을 . < >Ⅱ

예로 들면 둔탁하고 거친 이미지의 아버지가 여린 딸과 아들을 두 손으

로 꼭 잡고 황량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본인에게 표현하기 

힘든 깊은 감동을 던져주었고 애비의 시선 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아들< >

을 꼭 붙잡은 아버지의 둔탁한 손의 느낌은 붓이나 칼의 일률적인 기법

으로는 완성하기 힘든 작가의 깊은 노력과 함께 인간의 원형성을 그대로 

표현하려던 작가의 진심을 느꼈다. 본인에게 오 윤의 작품은 대학에서 

접한 이론과 이념의 공부 후에 받아들인 작품이 아니라 어린 시절 누구

의 지시와 학습도 없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감정을 스스로 느껴 받아들인 

작품이다 오 윤이 만들었던 목판의 둔탁한 맛과 독창적인 조형성으로 . 

빚은 단단하고 각진 한국인의 얼굴은 본인의 기억에 좀처럼 지워지지 않

는 자국으로 선명히 남았고 그가 길지 않았던 인생을 살면서 정열적으, 

로 남긴 그의 작품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은 이후 오 윤의 작품 이미지와 본인이 . 

마주한 현실의 모순적 상황들과 조합한 작품을 낳게 된 계기가 되었다. 

년은 세월호 침몰과 큰 화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2014

급으로 기록될 재난이 많았던 해였고 이 현실은 당시 기금을 받아 전시, 

를 준비하며 주제를 고민하던 본 연구자에게 있어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회화적 소재로 다가왔다. 

212) 오상엽은 현재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 윤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전시 및  

행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안 서울 평창동의 가나아트센터2016. 6. 24. -. 8. 7. 

에서 진행된 오 윤 주기 회고전 을 준비하며 아버지에 대한 감회를 더욱 되새겼다고 한다<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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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오 윤 애비 광목에 [ 62] , < >, 

목판 유족 소장 , 36×35(cm), 1981, 

참고도판 오 윤 바람 부는 곳[ 63] , < >, Ⅱ

종이에 목판 년대, 47×32(cm), 1980 , 

유족 소장

⇒

년 월 일 숭례문 화재 현장 2008 2 10 , 

작품 바람 부는 날의 남대문[ 20] < >, 

장지에 수묵분색, 130×190(cm), 

2014

⇒

년 월 일 세월호 침몰 2014 4 16

작품 애비의 시선[ 21] < >, 

장지에 수묵분색,

163×130(cm), 2014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년의 작업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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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과정에서 마주친 문제점은 이런 현실을 기존 형식으로만 표현  

하기에 효과와 조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사건에 대해 보도 사진의 . 

성격과 다른 면으로 접근하고자 했는데 관련하여 회화 안에서 얻을 수 , 

있는 조형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 민중미술 화가 오 윤의 작품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

었으며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된 것이다 작업은 본 연구자가 . 

오늘날에 직접 마주한 대표적인 사건의 장면과 과거 오 윤이 제작한 주

된 인물상과의 매칭을 본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전 작업. 

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 즉 사회 구조 안에서 본 연구자, 

가 느낀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인 비유와 풍

자를 대상의 표현으로 연결하고자 하였고 이는 새로운 작업으로 시도, 

이전 기념사진 작업에서 다룬 현실의 장면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만일 관객이 이 시기의 작업을 보았을 때 미리 인지하면 좋을 부분은  , 

작품에 등장하는 세월호와 불타는 남대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와 자식의 

모습은 몇 명이 아닌 당시의 대중이 동시에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

으로 인식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사건들은 한국의 . 

대표적인 장면이자 대중의 장면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의 인물이 오늘날. 

의 사건을 바라보는 구도를 설정하여 현실의 기록적인 형상들이 그저 역

사에 스쳐 지나가는 흔한 장면이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역사 속에 길이 남아 있을 장면으로서 인지됨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작품 안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와 현재

의 상징적인 장면을 한 화면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한 명의 인물은 . 

명을 상징할 수도 있고 혹은 만 명을 상징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100 . 

작품에 등장하는 오 윤과 이 시대의 인물들은 서로 동시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목판화의 칼자국을 그림의 공통적인 기법으로 적용해 수묵과 

모필로서 옮겼고 년의 대표적인 사건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 2014 , 

년의 남대문 화재 사건 군부대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작품의 2008 , 

소재로 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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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의 기념비적 구성(2) 

본 연구자의 작업을 시기별로 단순히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   . 

기념사진과 가죽 테두리의 조합이 주된 장면을 이루는 작업에서는 군중

과 대중의 갈등 양상을 적극적으로 내보여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기념

사진의 정형적인 형태로 비유되는 세상과 삶의 출발선 학교와 직장 그( , 

리고 여타 소속된 조직 에서의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고 인물 군중과 동) , 

상의 장면이 대비되어 표현된 작업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집

단 간의 미묘한 분위기와 상황의 전달을 목적에 두고 진행하였다 그리. 

고 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업에서는 그런 갈등이 사회적 현상과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설정을 하였을 때 도. 

출되는 문제점으로는 본인이 기존의 현상을 묘사하여 한국 대중이 만들

어낸 현실의 한 장면으로 내보이는 건 쉬웠지만 과거의 대중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 화면에 담는 건 무리가 없을, 

지에 대한 고민의 부분이었다.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념과 정서 보편성 등을 오 윤의 목판화 인  , 

물상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현실 속 대중의 상황은 , 

본 연구자가 묘사한 현대의 사회적 장면으로 대비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의 소재를 구성할 때 과거의 인물상인 오 윤의 목판 인물 이미지를 전면

에 배치하고 현대의 사건을 후면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년의 작품, 2012

방식 즉 동상이 뒤에 있고 현대의 대중이 앞에 둔 설정과 달리 과거의 , ‘

인물이 현재를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그림에 등’ . 

장하는 오 윤의 목판 인물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보인다 어수. 

선한 현실의 상황들이 그들이 그 시대에 마주친 현실과 어떻게 달랐을

지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이를 보는 현실의 , , 

우리는 다시 그들의 시대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 우리

에게 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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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등장하는 군중들은 첫 모습에서는 오와 열을 지켜 단정히 정돈  

되었다가 점점 그 수가 줄어 서너 명 정도를 이루는 적은 대열을 이루고 

그들과 정체성이 비슷한 혹은 전혀 다른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화면에서 사라져버리는데 그 자리를 과거의 인. 

물 즉 오 윤의 목판 인물화로 대변하는 과거 한국의 현실이 등장하게 , 

되는 것이다. 

작품 애미의 거처[ 22] < >, 

장지에 수묵분색, 130×190(cm), 2014 
작품 돌아선 관객[ 23] < >, 

장지에 수묵분색, 130×190(cm), 2014

작품 출입금지 장지에 [ 24] < >, 

수묵분색, 190×130(cm), 2014

작품 한강 풍경 장지에 수묵분색[ 25] < >, , 

163×13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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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목판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군중이라 부를만한 정도의 인원은   

아니지만 이를 단순히 사람의 머릿수로 인식하여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년대 한국 인물과 그들이 만들었던 현실의 총체적인 이미1980-90

지로 비유하려 하였다 오 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상징성이 짙게 . 

나타난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인물들의 다. 

양한 표정과 동세에 대한 깊은 관찰 및 연구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형상

성을 이룬 것인데 그는 대중이 지닌 희로애락 의 감정들을 가감 없이 , ‘ ’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작업의 대상을 한 사람만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 

대중의 모습으로 삼았고 연구와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 

인물화 작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오 윤의 인물상을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익숙한 한국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런 부분에 관심. 

을 두었고 그의 작품 도상을 현실 사회의 일상적 풍경 및 주요 사건의 

장면과 한 화면으로 묶어 기념비적 구성의 형식을 갖는 작품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 인물 간의 대비를 통해 시대의 공간. 

과 특성 그리고 사회적 형태의 모습을 새로이 조명해보고자 했다, . 주제

와 대상으로서의 현실 속 대중을 고민했을 때 본 연구자가 고민했던 부

분은 기존의 작가가 추구하려 했던 가치를 시공간적 개념을 초월하여 연

결하는 방식의 작업이었다 오 윤의 작품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작가의 . 

아이콘과도 같은 목판 인물 이미지를 그대로 회화의 부분으로 옮겨 기념

비적 구성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다음에 등장하는 오 윤의 년도 작1980

품 마케팅 발라라< 2- >213)과 이어지는 본 연구자 작품 언니의 변천 의  < >

주요 부분으로 차용했다. 

  

213) <마케팅 발라라 의 가꾸세요 세면 숙녀예요 라는 문구는 II- > “ . 12 ” 사회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소비 욕구를 충동질하는 자본주의 광고 미학에 대한 비아냑거림이다 이 . 

작품들은 오 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는 미술적 상상력과 세「

계의 확대 라는 글에서 예술적 상상력이란 곧 세계의 확대 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피력‘ ’」

하였다 오 윤 낮도깨비 신명마당 국립현대미술관 서문 중 발췌. < : ,>, 2006.9.22.-200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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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 윤은 도시의 여인상 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목판화의 양  ( )狀

식을 빌려 표현하였는데 산업화 시기 광풍처럼 밀어닥치던 서구화의 바, 

람을 당시 여인들이 어떻게 겪어왔는가를 포스터 형식을 빌린 작품으로

서 사회에 질문한다 그리고 본인의 언니의 변천 은 이 작품의 이미지. < >

와 더불어 오늘날 여인상의 모습을 한 화면에 같이 배치하였는데 체격, 

과 의상의 대비를 통해 당시 여인들의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

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장면은 우리나라 년대 여인들의 현실. 70-80

과 풍경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으며 힘든 가사노동과 공장에서의 고된 작

업으로 지치고 시들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꾸기 힘들었던 당시 여인들

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언니의 변천 작품의 후경으로 보이는 직장 . < > 

여성들의 쾌활한 모습은 현대 사회의 전형적인 여인상을 보여주며 본 , 

연구자는 두 이미지의 대비와 대조를 통해 과거와 현재 사회상의 시공간

적 대비를 통해 새로운 환기를 이끌어보고자 하였다 작품의 배경으로는 . 

기존에 유지하던 구긴 종이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작과 마, 

참고도판 오 윤 마케팅 발라라[ 64] , < 2- >, 

캔버스에 유채와 목판화, 

168×123(cm), 1980

작품 언니의 변천[ 26] < >,

장지에 수묵분색, 190×13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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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기념사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오래된 시간 을 상징하며 더불‘ ’

어 기억적 공간 의 의미를 한층 되새기려 하였다 과거와 현대의 사람들‘ ’ . 

이 현실 공간에 모두 어우러져 같이 공존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공간과 대상의 사유를 통한 대중의 기억2) 

본 연구자는 앞선 논문에서 다음의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나 화가들에게는 작품의 주제를 선정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 한 가지는 외부의 주제와 소재를 

갖고 내면적으로 승화하여 제 의 심상으로 만들어 구체적이지 않은 3

장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한 외부의 요, 

건들이 작업에서 직접 작용하여 그것의 구체적인 장면이나 이야기들

을 읽어낼 수 있는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214) 

  

내용의 요지는 작품을 보는 내재적인 눈과 외부적인 눈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눈으로 작업을 진행했을 때 발견하기 쉬운 . 

것의 하나는 사회 현상의 움직임이나 굵직한 사건들이 작품의 중요한 요

소들로 나온다는 것이고 내재적인 눈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작가의 마, 

음과 심상 안에서 사유된 어떤 이미지가 형상의 오랜 고수를 벗고 감정

과 감성의 자유로움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이미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이때 작가가 주로 소비하는 감정은 애정과 온화함 등과 같은 . 

고요한 상태가 전제되거나 혹은 슬픔이나 관조적 자세와 같이 다스려지, 

기 힘든 감정과 전혀 다른 심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 

서 이런 종류의 작품들은 소재의 구체적인 형태가 묘사되는 구상작품보

다는 관련된 소재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거나 다른 형식으로 접근하여 기

214) 이호욱 인물화의 기록적 표현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10, p.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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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익숙한 틀을 전환해버리는 비구상작품들의 사례들도 있다.

본 연구자가 대중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현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가  

장 필요했던 것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유 그리고 직 간접적인 경험이, /

었다 사회구성원들이 기록과 기억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내는 보편적이. 

고 일상적인 장면들 그것을 기억하는 본인의 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 , 

다시 만들어지는 사유적 장면에 대한 분석이 더욱 요구되고 필요하였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유적 경험을 진행하는 것은 본 연구와 작업을 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과제이자 내용의 첫 단계였다.

사유적 공간에서의 대중 표현(1) 

년은 작업과 본 연구자의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우  2016 . 

선 본인이 오랫동안 적을 두었던 학과의 행정조교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

데 오전 시에 출근하여 오후 시 퇴근이라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주9 6 , 

위에 늘 학생들로 북적이던 학교의 사무실 환경에서 한적한 본인의 집과 

작업실로의 이전이라는 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퇴직과 함. 

께 찾아온 월 중순의 개인전 일정은 이런 본 연구자에게 새로운 시도3

를 요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기존부터 유지하던 작업방, 

식의 큰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우선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과 생각들. 

은 작업 접근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 돌아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

고 마치 스스로와 맺은 일종의 약속과도 같았던 사람과 군중 대중 중, , 

심의 전개관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서 말했듯이 환경(

적인 변화가 매우 컸다고 본다 대상의 직접적 묘사와 표현을 뛰어넘어 .) 

보다 사유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지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였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형상 묘사가 어떤 습관이나 관념처럼 몸으로 습득  

된 부분에 대해 한계를 느꼈고 반복적으로 대해왔던 군중과 대중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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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이 새로운 작업구상의 연결점이 되지 않았었나 

싶다 이전 작에서 늘 추구하던 한국 대중으로 명시되는 군중 표현의 직. 

접적 양식에서 벗어나 더욱 철학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구상이 있었

고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참고가 되었던 부분은 주변 환경과 풍경을 , 

은일적 요소의 부분으로 끌어들였던 과거 남종 문인들과 화가들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대상을 자각적으로 보는 시각과 사색 그리고 대상을 대, 

할 때 철학적 사유의 공간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화가 조인호가 쓴 글을 보면 다음. 

과 같다 현실 세계에서 유는 세상의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 

하는 탈속 으로 나타난다 탈속의 지향은 은일 사상을 형성하( ) . ( ) 脫俗 隱逸

게 되는데 정신적인 은일과 육체적인 은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 

의 은일이 생겨났다 은일은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기도 하고 세. ,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누리는 자유이기도 하며 존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 

생명이기도 하다. 215) 

새로운 작업의 설정을 위해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을 찾아보았고 향후  

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한 작업으로는 화가 , 

신하순이 년에 발표한 개인전인 기억의 유람기 란 전시의 작품이 2008 < >

있었다 신하순의 작업에 대해 미술평론가 박영택은 다음과 같이 말했. 

다. 

가족적인 그림은 동시에 늘상 자신의 행적 여정을 묻는다는 점에  , 

서 흥미롭다 그 여정은 일상적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혹은 국내를 . , 

벗어나 국외로 이어지지만 그 구분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늙어서 다시 보기 위하여 산수를 찾은 흥을 시문으로 제

작해두거나 훗날 와유( )臥遊 216)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림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신하순의 그림 또한 자신의 지난 시간과 . 

215) 조인호 산수화에 나타난 유 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 , , 2018, p.97.流「 」

216) 누워서 명승 고적의 그림을 보며 그 곳 정경을 더듬음.

출처 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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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기억해내어 간직하는 일이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과거의 시. 

간과 추억을 불러 모은다 작은 수첩에 그려놓은 간단한 스케치와 메. 

모를 바탕으로 그 순간을 환각한다 그에게 모든 일상적 하루는 그림. 

일기의 실마리를 풀어준다 그에게 그림이란 모든 것이다 복잡하면서. . 

도 미묘한 현실의 삶 생활 습속을 기억하며 회상하고 반복하는 일상, 

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리고는 붓을 든다. .217)

   

 

 

현재에 구성한 기억의 공간 안에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이끌어 들여   

연상된 풍경들과 그 안의 인물들을 표현하는 신하순의 작업방식은 본 연

구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의 작업과정을 돌아볼 때 대상의 . 

외면적 인상에 대한 기록이 늘 우선되었고 기억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경관과 인물을 그려낸다는 것이 무척 막연히 다가왔었기 때문이다 지난 . 

작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부분 중 가장 큰 것은 그림은 , 

217) 박영택 , 기억의 유람기 신하순 개인전 한전아트플라자 갤러리 전시 평문 중 발췌 - , , 2008 「 」

참고도판 신하순 아침 산책 장지에 수묵담채[ 65] , < >, , 130×162(c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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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닌 심성과 감정의 부분을 가장 솔직히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었다 이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간의 작업이 형식적이. . 

고 서사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한 건 아닌지 그래서 가장 우선시하여 표, 

현했었어야 하는 것들을 잊고 지나쳤던 건 아닌지 하는 물음을 던졌다.

  작업의 새로운 구상은 전 작에 비해 훨씬 하늘의 공간을 강조하였고 

인물의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였다 현실 속 대중의 표현을 생각할 때 . 

화면 위에 사람들을 꼭 많이 그려내는 것만이 주제성에 다가선다고 보지 

않았다 과감한 생략과 간략한 표현과 묘사 그리고 그리는 이는 물론 . , 

보는 이로 하여금 기억의 공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소재가 필요했다 그. 

리고 작업의 주된 이미지 증 하나로 배경의 구긴 장면을 설정해야 할 경

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자가 첫 개인전의 작업에서부터 꾸준히 다루었던 , 

구긴 장지로 인한 배경의 느낌은 사실 사람들의 흔적 을 나타내기 위해‘ ’

서 시도한 가운데 얻어진 결과물이다. 

년 작업에서 가죽과 기념사진의 조합을 통한 이미지의 배경으로   2011

선보인 고동색 자국은 오래된 가죽앨범 및 지갑 안에 오랫동안 간직했었

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작업의 내용으로 연결하고자 한 것이고 이는 , 

오래되고 물든 종이의 제작으로 또한 연결되었다 배경의 구긴 흔적들은 . 

사람들의 지나온 흔적과 세월에 비례되어 쌓인 추억과 기념을 은유적으

로 표현하는 자국인 것이다 이는 이후의 작업에서 성격이 조금씩 변모. 

되었다 사람들과 동상 이미지의 조합을 나타낸 년의 작품에선 구. 2012

긴 종이의 장면을 단지 축적된 시간의 흔적만을 담는 것이 아닌 사람들

의 정체성과 영속성을 함께 담아내는 오래된 그릇 으로 보았고 오 윤의 ‘ ’ , 

작품의 오마주로 제작한 년의 작품에선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분2014

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여 공간성‘ ’

을 더불어 나타내고자 하였다. 

년의 작업은 이전 작업에서의 인물 묘사의 비중을 상당 부분 줄  2016

이고 대신 그 인물들이 사유를 진행하고 기억을 간직하는 공간 에 대해 ‘ ’

접근하였다 그리고 구긴 장지로 만든 배경이 단지 배경의 부분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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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되지 않도록 하려는 고민도 있었는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등장하, 

는 인물에 대한 고민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래서 인물을 .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장면과 화면에서 작업을 풀어내고자 하였

다 시작은 풍경의 요소였는데 풍경에서 연결되고 연상되는 사람들의 흔. 

적을 떠올렸다 한적하고 고요한 하늘의 공간을 생각했고 그 아래 우거. 

진 수풀과 산길을 따라 걷는 이들을 생각했으며 혹은 평화로운 장면을 , 

보면서 우울하고 구겨진 속을 달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하여 보았다. 

맑은 하늘의 모습을 보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지니는 심상의 장면은 같

지 않을 것이다 범위를 더 넓게 잡아 대중의 심상과 한국의 인물들로 . 

범위를 제한했을 때 역사의 시간 속에 존재한 사람들의 무수한 마음들이 

주변의 풍경과 구름을 따라 정처 없이 흘러 다니고 어딘가에 머무르며, 

때론 적당한 곳에 쌓였을지도 모른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들과 관련

된 현실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느낀 것은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

들이 있고 그들의 무수한 흔적과 풍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 

부분과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김노암은 본 연구자와 대화를 나눈 후 평론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가는 정치 경제 역사의 중력 사이에서 평범한 일상은 레저와 스  , , 

포츠를 섞어낸다 상품경제와 호응하는 평범한 일상과 담론의 힘은 . 

복잡한 경로와 다양성을 통해 융합하며 상호 통제되지 않는다 자본. 

과 시장의 욕망이 일상에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흑백의 사람들은 중대한 사건의 기록을 닮고 있으나 결국은 하루하루

의 평범한 사건과 관계를 증언한다 작가는 이미지를 배치하고 중첩. 

하고 병치한다 그의 이미지는 시기별로 조금씩 확장되거나 변화되는 . 

이야기와 다양한 시각을 담으려 한다 사회과학의 리서치 다큐멘터리. , 

나 기록물로서 기능하는 사진 이미지와 기념비가 되고 역사화 되는 

것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얼굴과 시간들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 

들 그런 해석의 복잡한 층위 같은 것들이 컨텍스트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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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한국화에서는 좀 이례적인 경우인  , 

데 하늘이란 대상이 구겨지고 어떤 질료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어있는 

것을 지속한다 하늘과 여백의 인식적 경계가 사라진다 푸르고 하얀 . . 

것은 하늘이고 여백이고 거대하지만 어떤 막연한 관념이다 검은 것. 

은 사람과 나무와 숲과 사물들이다 구별이 없다 틈이나 균열로 보이. . 

는 하늘의 구겨짐 구겨진 흔적들이 깊은 문신처럼 남아 있는 하늘을 , 

보고 떠올리는 관념들은 저마다 다르다 검은 이미지는 흑백사진 이. 

미지와 중첩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검은 먹으로 찍어낸 목판화의 이

미지도 떠올린다 이미지는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이동한다. . 

그런데 그런 변화의 과정은 작가의 성장과 변화와 대응하며 자연스럽

다 작업의 과정에서 변모하는 조형적인 형태와 효과 화면을 구성하. , 

는 요소들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간다.218) 

  

이전 작업에서 꾸준히 시도되었던 구긴 장지의 효과와 느낌을 새로운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시도하였고 훨씬 적극적인 구김과 넓은 면적에의 , 

처리 그리고 기존에 고동색 및 붉은색 푸른색을 혼재하여 써오던 방식, , 

을 버리고 감색으로 대변되는 푸른색만을 단일하게 골라 작품에 대한 관

객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배경의 공간감을 이전의 경우보다 더 . 

크고 넓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하늘빛을 나타내는 청색 

계열 물감의 선정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인물에 대한 사유를 시작으로 .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재료 생산의 과정으로만 처리하던 장지의 구

김을 본인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심상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좁게 구겨서 만들던 자국을 넓게 하여 한적하게 만들고 구. , 

긴 장지 위에 물감을 흩뿌릴 때도 그저 흔적을 만들기 위해 골고루 펴서

만 뿌리던 기법에서 벗어나 뭉치고 흩어지며 전체적으로 몇 개의 율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느낌을 내보임과 동. 

시에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당시의 감정들 그것에 먹으로 , 

218) 김노암 창작공간아르숲 기 입주작가 비평집 춘천시문화재단 , - 7 , , 2017, pp.38-40, 外 靑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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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려 어떤 장면을 만들었을 때 배경과의 동화와 이질적인 느낌, 

그것을 다시 보는 관객들의 반응 등을 예민하게 고민하여 제작하였다. 

레지던시 프로그램   219)의 비평집을 준비하며 진행했던 김노암 미술평

작업의 참고가 되었던 하늘과 길이 어우러지는 주변의 다양한 장면들

⇒

하늘의 장면 좌 과 구긴 장지에 감색 물감을 올려 화판에 붙인 장면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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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가와의 대담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인

물의 묘사와 그 움직임과 변화상에 대해 많은 부분 거론하였고 그동안 

본 연구자가 매진하였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있었다 다음의 . 

대담에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노암 일상의 변화 레포츠라고도 그러죠 스포츠의 한 분야로 볼 수  . .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일상에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가를 . 

발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읽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보편적으로 작가의 이미지를 독해해 내는 .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호욱 작가의 작품에 접근했을 때 .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사회심리학적이고 사회과학 정치 경제, 

학적인 분석과 같은 것들 그런데 그런 툴들은 많이 계발되어 있으니, 

까 일반적인 해석으로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 

리가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이면에 그런 다양. , 

한 해석들이 가능하게끔 이미지들을 설계하고 배치하고 조율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식은 또 어떤가 이호욱 , . 

작가의 작품은 굉장히 회화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종합, 

적인 거거든요 사진이라든가 뉴스 기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 , , , 

적으로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것이 그 이전에 나열한 미술사적 해석과 함께 뭔가 더해서 작가가 부

여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 혹 없다면 모색을 새롭게 해보는 과정일 . 

수도 있겠구요.

이호욱 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처음에 제가 작업했던  ... 

그림 속에 등장한 기념사진이나 단체 사진들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사진을 찍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

219) 본 연구자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춘천시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진행하였던 미술 2016 7 2017 6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의 기 입주작가에 선정되어 년의 입주작가 기간과 동 기관‘Artsoup’ 7 1

에 소속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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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암 수동적인 자세죠 . 

이호욱 네 그렇죠 수동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 . , 

분도 있겠지만 제가 작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일 듯싶습니다 그린 것과는 별개로 바탕의 종이 재료적 특질 에. ( )

서 얘기를 같이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장지를 갖고 처음으로 자국을 . 

만들어 그렸을 때는 구김이 좀 적었었는데 그 때에 생각했던 아이디, 

어는 가죽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림들을 잔뜩 그려놓고 남은 테두리에 . 

뭘 할까 생각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죽이란 재료를 선택했습니

다 그 와중에 같이 들었던 생각이 테두리에 바른 가죽에서 흘러나온 . , 

자국들 즉 그림의 여백이 가죽 물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재미있겠다, . 

아주 오래된 가죽옷의 안주머니에서 잊고 있던 오래된 사진을 꺼냈을 

때 빛이 바래고 물든 것처럼 말이죠.

김노암 말하자면 변조된 장면 를 만든 것이군요 Fake( ) . 

이호욱 네 그렇게 가짜의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 종이를 가지고 제가 자꾸 놀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구기고 찢어보기도 하고 물감도 뿌려 보면서 그렇게 막 하... 

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께 보여드렸던 그다음 개인전 그림에서도 나오

는데 종이가 점점 거칠어져요 구김이 많아지고 간격도 좀 더 커지. 

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종이의 이미지들과 그 위에 그려지는 사... 

람들의 연관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잔잔하던 종이가 막 구. 

겨지고 하늘이 변화하고 그런 식으로 배경이 점점 달라지는데 전작, 

과 같은 느낌의 사람들을 계속 그리게 되면 그리는 저도 재미가 없고 

이야기도 좀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처음에는 가죽에서 연관되는 오래된 종이의 느낌 갈(

색 에서 점점 갈수록 파란색의 이미지로 가게 됩니다 바람이 스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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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 

냥 바람이나 구름을 떠나서 뭔가 기운과도 같은 유동적인 이미지를 ...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 

또 어울리는 것을 넣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김노암 그래서 동적으로 변하게 된 거군요 . 

이호욱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죠 .

  

배경이 되는 종이를 만들 때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종이는 장지인데 이  

는 종이를 뜰 때 생기는 습지220)를 여러 번 겹쳐 만들어내는 두꺼운 종

이이다 따라서 구기기가 쉽지 않고 그 위에 여러 번 물감을 흩뿌려 자. 

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원하는 자국을 얻기가 역시 쉽지 않았다 종. 

이의 구김과 마름의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자국의 형성과정에서 본 연구

자는 감정의 다채로운 변화과정을 수차례 느꼈고 이는 작업의 소재로 등

장시킬 인물의 선정과 묘사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배경. (

지의 제작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뒤 재료 및 표현기법과 작.Ⅴ

업의 과정 부분의 표현 및 제작 과정 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 . 작업

은 대중의 내면성에 기인한 풍경들이 주로 등장한다 기존 작업에서 인. 

220) 발로 뜬 습지는 모포 위에 거꾸로 대고 발을 들어내면 습지는 모포 위에 달라붙게 된다 그 . 

리고 다음의 습지는 계속해서 이 습지 위에 쌓아올린다 작업 능률은 발의 크기와 숙련도에 따. 

라 다르지만 대발일 경우 해가 긴 여름철엔 대략 장을 뜰 수 있다 습지를 계속해서 650~700 . 

한 매 정도 쌓아놓은 다음 맨 위를 널빤지로 덮고 무거운 돌멩이 등으로 눌러 하루저녁 동100

안 탈수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올린 습지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닥풀을 원료통에 . 

섞는다 이 닥풀은 원료를 잘 분산시키기도 하지만 습지가 서로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지게도 . 

한다 이렇게 하여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한 장 한 장씩을 떼어내어 가열된 철판 위에 도배하. 

는 것처럼 발라 건조시킨다 가열된 철판이 없던 옛날에는 햇볕에 매달아 건조시키거나 잘 다. 

듬어진 흙담 벽에 발라 건조시켰다 발은 가늘고 둥글게 깎은 정도의 대나무를 실로 . 0.5mm 

엮은 것인데 옛날에는 명주실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나일론실이 많이 쓰이며 이 때의 실을 촉, 

사라 부른다 발에는 대발 자 자 과 중발 자 치 자 소발 자 치 자 등이 있는데 대. (2 ×3 ) (1 8 ×3 ), (1 6 ×3 )

발 한 개 엮는데 대략 일이 걸린다4 . 

김순철 종이 역사 예진, , , 2001, pp.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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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구체적인 장면들과 내용이 등장하여 주제의 직접적인 전달의 측면

이 강했다고 한다면 년의 작업에서는 더불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2016

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장면보다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고 이는 오솔길이나 바닷길 등 사람들이 주로 오가는 , 

길 이란 요소를 소재로 하여 주로 정경적인 장면과 사색 상징적인 장면 ‘ ’ , 

등을 화폭에 담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년에 새로이 시작하였던 심상의 표현과 관찰은 이후  2016

의 작업에서도 꾸준히 이어졌고 인물의 등장은 직접적인 군중 운집의 장

면보다는 홀로 길을 걷고 줄지어 산을 오르며 곳곳으로 흩어져 저마다의 

휴식을 취하고 사색을 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작품에서 인물들이 . 

점점 줄어들었고 인물이 차지하던 화면의 공간은 인물들의 흔적 들이 ‘ ’

작품 오솔길[ 27] < 1>, 

장지에 수묵분색, 130×190(cm), 2016

작품 오솔길[ 28] < 2>, 

장지에 수묵분색, 130×190(cm), 2016 

작품 등산 장지에 수묵분색[ 29] < 1>, , 

190×260(cm), 2017

작품 자전거길 장지에 [ 30] < 1>, 

수묵분색, 97×13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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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났다 즉 현실 대중을 직접 표현하던 과거의 제작방식을 전면. 

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종이의 구긴 화면은 본 연구자가 . 

새로이 접근하였던 작업방식 즉 대상의 은유적 표현을 구성하는 중요한 ,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전과 다른 구김과 흔적들이 바탕재 에 나타( )所湯材

나게 되었다 배경은 더 늘어났고 주목되었으며 경 의 형식을 조금. ‘ ( )’境

씩 갖게 되었는데 관련하여 화가 이광수가 그의 논문에서 경 에 대, ( )境

해 분석한 글을 보기로 한다.

  

경 은 예술가의 주관적 심미의식을 작품상에 표현한 것을 의미  ( )境

한다 다시 말해서 작가의 주관적 정 이 작품 속에 반영된 것으. ‘ ( )’情

로 화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설정된 미에 관한 정서를 의미한다 예, . 

술창작의 과정에서 경 의 개념은 또한 작가가 객관대상을 관조하‘ ( )’境

고 내면에서 융합시킨 주관적 평가와 아울러 예술적 사유에 의해 재

창조되어 형성된 결과물이기도 하고 경 은 작가의 심미의식 속에 , ‘ ( )’境

구체화된 경물 을 가리킨다 예술 표현에서 경 이 가지는 의( ) . ‘ ( )’景物 境

미는 예술가가 객관 사물에 대한 관찰과 체험을 통해 자연의 본연에 

접근합을 의미한다.221) 

이어서 미술평론가 김노암이 본 연구자의 작업을 경 의 관점으로   ( )境

보고 분석한 글을 보기로 하겠다. 

  

작가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  

께 그것을 반영하는 의식의 변화를 풍경으로 독해할 수 있다 일상의 . 

풍경은 세기의 등산에서 세기의 트레킹으로 변한다 작가의 검20 21 . 

은 이미지는 둘레 길을 걷는 일상의 변화를 담기 시작한다 검은 숲. 

과 나무 사이로 두세 명의 인물이 산과 언덕의 허리를 걷고 있다 산. 

의 정상을 오르는 등산과 산의 허리를 도는 트레킹은 다르다 그들이 . 

221) 이광수 의 의미와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 2011, p.35.意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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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눈으로 보는 풍경은 다른 시각과 스펙트럼으

로 구성된다 단기간의 정상과 목표가 아닌 지루하고 반복되지만 일. 

상의 평범을 극복하려는 시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생각과 행위의 . 

변화와 그 내면화 가 재현된다 전통적으로 동양화에서 외경 은 ‘ ’ . ( )外境

풍경화는 아니다. 

전통적인 산수화는 원래 가상현실처럼 그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전제한다 젊은 시절에는 자연으로 직접 들어가서 일치하는 . 

경험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두루마리로 말아 보관하던 수묵화를 펼

치며 의사 체험을 한다 산수화는 미디어의 종류나 그 기술 수준과는 . 

상관없이 감상자나 제작자의 상상력에 기반한다 미디어기술은 그것. 

을 위한 하나의 계기나 단초를 제공할 뿐이다 그것은 현재의 보이지 . 

않는 차원 현재에 부재하는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제공한다 현재에. . 

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지만 곧 현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작업이다 이미지는 이것에 봉사한다. .222)

대상과의 동화 와 동음(2) ( ) ( )同化 同音

년의 작업에서 본 연구자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얻고 싶었던 것  2018

은 위 평문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인 실경 이외의 공간에 관한 연구이다. 

인식된 대상에서 즉시 도출된 감정의 전달을 주제로 잡은 초기 작업을 

벗어나 구체적 공간에서의 인물의 설정과 구성 그리고 대상과의 동화, 

를 이룸으로써 생기는 감정을 얻으려 하였고 이는 인물과 인물의 ( )同化

구성에서 그쳤던 과거 작업의 경우에서가 아니라 인물과 풍경의 조화로

운 구성을 통해 또 다른 성격의 장면을 얻고자 함이었다 본인의 근작을 . 

접한 관객들이 의견으로는 풍경의 비중이 그림에 적지 않은 부분으로 적

용되면서 인물 구성과 관련된 부분 즉 인물의 묘사 부분이 줄어들었기 , 

222) 김노암 창작공간아르숲 기 입주작가 비평집 춘천시문화재단 , - 7 , , 2017, pp.38-40, 外 靑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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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선 작업과의 통일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 

구자는 작업에 풍경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신중

히 고민하였고 인물 외적으로 보이는 풍경과 구겨진 배경의 화면 또한 , 

전체적인 주제부로 정한 사람들의 방향과 흔적 을 말할 수 있는 효과적‘ ’

인 양식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구상하였다. 

작품에서 표현한 사람들의 흔적은 본 연구자가 사회상에 대해 숙고한   

후 도출된 부분이다 작품에 등장한 수많은 방향과 흔적들은 과거로부터 .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생성 소멸 마감 . , , 

그리고 다시 생성되는 생명의 순환에 대해 은유적 장면으로서 접근하고

자 했다 생명의 순환과 관련하여 화가 최혜인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먹는다 는 행위와 함께 한다. ‘ ’ . 

한 끼와 다음 한 끼까지의 시간을 생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살기 위해 ( )生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인생의 일이. 

고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한다 먹고 사는 일, . 

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고 먹는 행위 속에 삶 이 있다 이 ‘ ’ . 

먹는 입 들이 식구 가족 인 것이다‘ ’ ‘ ( )’, ‘ ’ .食口 223) 

년 작업에서 주로 보이는 눈 내린 풍경과 길의 설정은 사람의 생  2018

명이 상징하는 흔적들의 축적과 이후의 다른 과정을 은유하는 회화적 장

치이다 작품에서 설정한 장면은 모필을 이용하여 수묵과 호분으로 그린 . 

눈 덮인 산과 집 그리고 다리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남기는 모든 흔적, 

들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상도 포함한다 구겨진 장지의 흔적에 푸른 물( .) 

감으로 분색224)하여 표현한 하늘과 강의 이미지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모습 즉 사람들의 의도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자연적인 흐름과 형상을 의, 

미한다. 여백의 하늘 이미지와 관련하여 평론가 이상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23) 최혜인 식물의 유기체적 생명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 , 2017,  「 」

   p.138.

224) 분색 색을 뿌리다 ( ): .噴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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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서 하늘 이미지는 일상의 건조한 흑백의 풍경들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인간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단지 기억 속에 박. 

제 되어 무채색의 이미지로만 남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억( ) . 剝製

하되 의미가 매우 축소된 사실 이러한 현실의 풍경은 무미건조한 현

대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즐거운 일상이지만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 

기억 속에 단편적으로 남겨지는 흑백의 풍경은 어떻게 보면 현대 사

회의 인간이 가지는 일상의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풍. 

경에 작가는 여백의 공간인 하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노스탤지어

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작품의 화폭 전체에서 레이어(Nostalgia) . 

를 가진 하늘의 의미는 단순한 풍경을 사건이 있는 풍경으로 (Layer)

변화시킨다 이것은 작가의 회화적 관점이 동양화의 여백과 자연의 . 

관계 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백( ) . 關係

으로 처리하는 하늘을 다차원 적 공간으로 바꾼 것(Multidimensional)

은 전통 산수화가 가지는 의미 너머의 것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산수화는 유불선 사상을 토대로 유토피  ( ) 儒佛仙

아 적 이상향을 지향한다 작가는 이러한 동양화의 전통적인 (Utopia) .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한다 이전까지 전통적인 여백의 공간을 .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가공한다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여백의 미를 . 

배제하였다 또한 이것을 통해 보편적인 회화에서의 공간을 동양화에 . , 

끌어들여 왔다 작가의 작품은 동양화의 여백과 서양화의 공간을 동. 

시에 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산수화의 형태를 . 

제안하므로 기본적 동양화가 가지는 정체성 을 해치지 않았( )正體性

다.225)

  

이상은이 가진 작품을 대하는 시각에 대해 본인이 공감했던 부분은 현  

대의 무미건조한 사회상을 구긴 장지의 느낌과 수묵을 통한 흑백 표현의 

225) 이상은 이호욱 개인전 설 상 눈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 - ( , ) ,雪霜 說想「 」

아트스페이스 루 전시 평론 중에서 발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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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통해 단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 전달하였다는 부분이다 현실 속 . 

대중의 정형화된 일상적 모습을 작품의 장면으로 이끌어보고자 하였던 

것은 본인이 평소에 늘 구상하던 작업의 방향과 밀접하게 닿는 부분이었

고 이로 인해 주제와 소재의 선정이 연결되었던 점도 작업의 점검에 있, 

어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본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글에서 나온 진경. ‘ ’

에 대해 언급된 부분에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단계로 연결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관련하여 다음 단락을 살펴보겠다. 

  

작가는 현실의 풍경을 통찰 하여 무채색의 풍경을 잡아내고   ( )洞察

여백의 공간을 다시 해석하므로 새로운 형식의 산수를 제안하였다. 

여백 뒤에 보이지 않았던 공간과 시간성을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작

품에서 돌출시켜 놓았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적 전통의 진경산수. (眞

에 맥 이 닿아있다 진경 이란 본시 도교적인 선경) ( ) . ( ) (景山水 脈 眞景 仙

의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의 신비하고 ) , 景

오묘한 경치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진경산수화란 도교의 철학적인 . 

이념이 들어있는 자연의 풍경화를 음미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 . 吟味

진경 은 실경 이 들어있는 산수화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 ( ) , 眞景 實景

선경 의 의미까지 내포한다 진경산수화는 현장감 넘치는 기운을 ( ) . 仙景

체득 하게 되는 정체성 있는 회화 사조를 확립하였고 의식적으( )體得

로 우리의 자연을 보다 사실적으로 그렸다.226)

앞의 글에서 진경산수의 궁극적인 의미는 마주하는 산을 세밀히 관찰  

하고 직접 거닐어 느껴진 즉 대상과 공감각적으로 동화 되어 체득, ( )同化

된 결과물을 작업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자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풍경에 대한 본인의 사유 의식보다는 

그것을 거닐고 느끼는 사회적 인물들의 상황에 대한 은유적 표현과 동화

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진경은 그리는 당사자가 작품의 주체가 되어 . 

226)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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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본인이 작품에서 추구한 것은 본인

의 상태를 작품 안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등장한 사람들이 , 

마주하는 다양한 장면과 현실상 즉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제 의 입장에, 3

서 느끼게 되는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작가의 짐작이었다 이런 면에서 . 

보았을 때 이상은의 품평은 본 연구자의 의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

겼다고 보지만 풍경과 산수를 인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 

로의 인식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시기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현실의 장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중적 요소, 

들을 눈 의 요소를 통해 은유적으로 짐작하여 표현해보려 하였는데‘ ’ , 관

련하여 당시 본인의 작업 노트의 한 부분을 다음에서 인용한다. 

작품[ 31] 설교 장지에 수묵분색< ( )>, , 192×260(cm), 2018雪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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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눈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시된 작품으로 얘기하고자 할 때   

단지 그것의 언어적인 뜻만을 따르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 

사물을 보는 눈을 더불어 이야기하고자 했다 눈을 눈으로 보면서 눈. , 

이 주는 차갑고 따뜻한 느낌들을 동시에 얘기할 수는 없을지 고민했

다 손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는 분명 차지만 그것이 소복이 덮여 나무. 

의 앙상한 가지를 덮으면 그것은 새하얀 눈꽃 이 되어 보는 이들을 ‘ ’

서로 보듬고 위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장식물이 된다 우리는 눈으로 . 

하얀 눈을 본다 그 눈은 서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 

시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쩌면 눈 . 

덮인 장소와 공간이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눈에서 눈물 이 나올 수 ‘ ’

있기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눈물은 깊은 곳의 마음과 감정을 건. 

드려야 나온다 사람에게 있어 말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다 눈은 설상 말하고 생각하다 을 . ( : .)說想 

이끈다 살아가면서 많은 눈을 보게 되는데 그 눈들이 만들어내는 무. 

수한 장면들을 또다시 발견하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눈이 누구에게 . 

있어 지극히 호의적인 수단이었을지 아니면 적당한 불편함을 주는 , 

도구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눈에 대한 세상과 사람들의 고민은 저마.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세상의 눈들은 늘 재미있고 흥미롭다. .

작품으로 얘기하려는 눈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는 내리는 눈을 보며   

그것이 쌓인 장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설상 과 우리들이 세상을 ( )雪霜

살아가면서 늘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 즉 설상, (說

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란 단어와 우리가 가진 눈이란 단어가 ) . 想

서로 음운이 같다는 것이 새삼 흥미로웠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금방 . 

녹는다 그리고 어떤 지점을 바라보는 눈의 방향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 

다 눈은 지루하지 않고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그래서 깊은 자국을 남기. 

지 않는다 이 둘은 무척 다르면서도 참 비슷하였다 하얀 눈의 장면과 . . 

이와 대비되는 구긴 하늘의 공간을 움직이는 군중 의 모습으로 보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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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인물들의 구체적인 묘사가 담긴 작품을 대비하여 음운과 심상

의 동일성을 제시하였다 하늘에서 내려 땅에 쌓였다가 금방 소멸하는 . 

눈의 존재처럼 사람들의 말도 역시 주변에서 있고 없음을 수없이 반복한

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에게 갖가지의 감정과 여운들을 가져다주곤 . 

한다 본 연구자는 눈의 이런 면에 집중했고 이를 기억의 과정을 통한 . 

작품으로서 남기고자 하였다.

한 사람이 어느 한 대상을 바라보고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보통 기존에 학습되고 사회적 관습으. 

로부터 인지된 관념을 바탕으로 세상의 장면에 대해 해석한다 이를 사. 

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사람은 보편적인 일상과 생, 

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고 심하면 구성원의 영역

에서 도태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예술적 시각과 관념의 . 

부분으로 접근하여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로 보긴 어렵다 예술은 기존. 

의 익숙함에서 자유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부터 해방되어야 비로

소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유롭다. 

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 사회화 과정에 충실한 다른 이들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기에 그렇다고 보는데 공동체의 금기를 넘지 않는 , 

차원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자유로이 생각하고 구상하며 작업으로 접근

하는 모습은 본 연구자는 물론 이 시대에 예술을 전공하는 모든 이들에

게 있어 제일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일정한 . 

대상을 마주하고 이에 동화 하는 과정과 동음 의 접근으로 새( ) ( )同化 同音

로이 구상하는 과정은 창작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뚫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작업에 있어 눈이 갖는 동화 적인 의미와 동음 의 분석을 통  ( ) ( )同化 同音

한 주제로의 접근은 본 연구자에게 신선한 기회가 되었고 눈에 비친 현, 

실 속 사람들과 대중의 장면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본 경험은 이

후의 작업구상에 있어 많은 영감을 전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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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기법과 제작 과정. Ⅴ

  

본 장에서는 작업에서 주로 다루었던 재료의 종류와 적용 방법 그리  , 

고 작품의 배경 부분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미지의 제작방식과 과정

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더불어 본 연구자가 주로 사용한 수묵화의 기. 

법에 대해서 참고작품과 이론의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며 지난 개인, 

전에서의 전시 구성 장면을 통해서 작업의 시기 및 주제별 특성을 정리

하고 향후 구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재료의 분류와 적용1. 

바탕재1) ( )所湯材 의 분석

본 연구자의 작업에 있어 배경의 구긴 자국들은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  

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자의 전시를 보러 온 . 

이들 중에 인물의 기념비적 구성을 통한 사회상 전달이라는 작품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서 정작 중요한 인물의 표현과 구성보다 배경의 자국들이 

보는 이들에게 더 주목하게 만들고 자칫 본작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

한다는 우려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하신 분이 있었다 하지만 . 

본 연구자의 작업에 있어 구긴 장면은 앞에 그려진 내용의 간접적인 지

원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기념사진 시리즈를 제작하였을 때, 

의 고동색 자국들 그리고 최근 작업에서의 푸른 자국들은 근본적으로 , 

무심한 배경의 영역에 약간의 이야기를 섞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설정이

다 동양화의 전통적 회화관에서는 배경의 여백. 227)에 대해 논할 때 비워

227) 여백 회화의 화면에서 그려진 대상 이외의 부분 이것을 조형적으로 살리는 연구[ ] - , . 餘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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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간이라 하지 않는다 전체의 화면구성에 있어 여백은 남겨놓은 공. 

간이고 그려진 부분을 보충하고 화자와 관객들의 자발적인 구상을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이 부분에 있어 본 연구자는 완전히 비워진 . 

하얀 여백의 공간이 아닌 조금은 설명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돕기 위‘ ’ 

한 설정을 하였고 그것이 바로 구긴 종이의 흔적과 흩뿌린 물감의 자국

으로 만든 여백의 장면이었다.

종이를 구기고 컬을 살려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은 위에  

서 언급했던 한국의 미의식 좀 더 나아가 한국인의 습성과 버릇에서 비, 

롯된 자국 들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되었고 작품의 미적 요소로 적용할 ‘ ’

수 있었다 먼저 자연스러운 효과들 일정한 장면을 구상하여 작업의 서. , 

두부터 묘사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것이 그려질 화지의 밑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종이가 구겨져 . 

화판에 발라지는 과정은 종이마다 다르다 같은 구김이 똑같이 나올 수. 

가 없다 그리고 그 구김들은 화판에 풀로 발라져 넓은 붓의 수많은 붓. 

질을 통해 다져지고 만져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마른 종이의 장면. 

에는 구겨서 물감을 뿌렸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장면들이 나온다. 

종이로 구김의 흔적을 만드는 첫 단계는 장지  228) 그중에서도 물감의 , 

가 생기기도 했다 특히 동양화에서는 예부터 여백은 편재 하는 기 의 표상으로 여겨져 . ( ) ( )遍在 氣

왔다 중국의 초기 세기 산수화가들은 산수의 기상 을 그리기를 의도하였고 여백은 빛과 연. (10 ) ‘ ’

남 기 의 뜻을 가졌다 또한 북송의 사대부 문인 들이 시화일치론을 제창하자 그림 ( , [ ]) . ( ) , 煙嵐 氣

속의 여백은 시정이나 여운을 자아내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남송의 마원 하규. ( ) ( ) 馬遠 夏珪∙ 

등에게서는 더욱 과장되어 변각 의 경 과 같이 화면의 주요부분을 공백으로 하는 ( ) ( )邊角 景『 』

것이 정형화 되었다 여백에 의해서 광대한 공간을 암시하는 이 수법은 명대의 절파 화. ( ) 浙派

가들에게 계승되었다 또한 송 원시대의 선종 화가들은 수묵화를 자신들의 종교이념을 . ( ) 禪宗∙ 

표명하는 도구로 간주하여 여백은 석묵 이나 감필 과 더불어 표현 억제의 의의를 가, ( ) ( )惜墨 減筆

지고 많은 걸작을 낳았다 특히 묵죽 이나 화조화 인물화에 있서의 여백은 대상의 배치에 . ( ) , 墨竹

대한 구도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세의 장벽화 에서는 여백으로서의 . ( )障壁畫

금지 에서 보이는 강렬한 효과가 노려지고 임파 의 금벽장병화 에 걸작이 ( ) ( ) ( )金地 琳派 金碧障屛畫

있다 근세의 사생파는 여백을 여러가지의 장식적 조형적 효과에 이용하고 있다. . ∙ 

미술대사전 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 ), 1998. .

228) 조선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종이가 생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주와 남원이 대표적인 생산지, 

였다 명나라 화가 동기창 이 조선의 종이는 두껍고 질기며 희고 매끈하여 서예와 회화. ( )董其昌

에 아주 적격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조선 종이의 품질은 우수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종이는 . 

문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매체뿐 아니라 공예품 생활 소품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장하였다, , , . 

돈 지갑 창호지 모자 부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종이의 종류도 용도에 맞게 매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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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미표백이 아닌 표백 이합지를 사용하여 

구김을 만든다 장지 이합지 를 쓰는 이유는 종이를 구겨서 컬을 만들어 . ( )

물감을 흩뿌렸을 때 다른 종이에 비해 그 자국이 제일 잘 남았기 때문이

었고 삼합지나 그 이상의 종이들 그리고 이합지 이하의 얇은 종이를 썼, 

을 때는 물감이 종이에 남는 자국이 그다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작가 정종미는 한국화의 재료를 분석한 그의 저서에서 종이의 성질에   

다양해졌다 조선은 태종 년 종이를 만드는 관아인 조지소 를 설치하여. 1415( 15) ( ) , 1882造紙所

년까지 존속하면서 종이의 수요를 감당했다 년에는 서울 세검정 에 조지서를 두어 여러 . 1420

색지를 만들기도 했다 년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의 군인 앙리 쥐베르 는 우. 1866 (Henri Zuber) “

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조선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집에라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프랑스인들은 외규장각 의궤를 보고 양피지로 만든 것 같은 질 좋은 종. 

이에 감탄하기도 했다 조선은 학자들의 나라답게 책을 많이 가진 나라였고 그 만큼 많은 종. , , 

이가 소비된 나라였다.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 권2, 3, 4, 5『 』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1996.

운룡지                 장지                화선지       1. 2. 3. 

표백하지 않은 순지       표백한 순지             피지 4. 5. 6.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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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채색화용 장지는 얇은 것보다 장을 합지한 것이 적당하다 배채 2 . 

기법을 적용하려면 얇은 순지를 쓰고 채색뿐 아니라 찢기 긁기와 콜, 

라주 등 특수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두꺼운 것을 쓴다 작업의 성격. 

에 맞게 종이의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가능한 표백지보다 표백하지 . 

않은 것으로 쓰고 수입 닥이 들어간 값싼 종이는 피하도록 한다 종. 

이 표면이 거칠거나 팍팍해 보이지 않고 단단하며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점이나 티가 있는 것 촛농 같은 얼룩이 있는 것은 셀룰로오스 . , 

외에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종이의 질을 알아. 

보는 좋은 방법은 직접 먹을 칠해서 발색을 보거나 천연 염색을 해보

는 것이다 발묵 효과가 좋거나 염색했을 때 쉽게 찢어지지 않고 맑. , 

고 깊이 있는 선명한 염색이 이뤄지면 좋은 종이라고 믿어도 된다. 

또 종이의 색과 빛깔로도 구분할 수 있다 순수한 백피만 사용한 것. 

은 경쾌하면서 안정된 옅은 황색을 띠지만 흑피가 섞이면 조금 탁한 

황색이 된다 또한 투명한 느낌이나 깔깔한 촉감 파득파득한 종이의 . , 

소리로도 판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오감을 통한 종이 선택의 기준은 . 

무엇보다 다양한 종이를 많이 접해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얻어진

다.229) 

  

종이가 기준 이상으로 얇으면 뿌린 물감들의 색소가 아래로 다 빠져버  

려 종이의 자국들이 충분치 않았고 두꺼운 장지에 물감을 뿌리면 두 세 , 

번의 작업을 더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합지에서 나타난 흔적들과 비

교해 보았을 때 보다 깊거나 만족스러운 자국들이 남지 않았다 효용성. 

과 효율성 그리고 자국을 남겼을 시 만족스러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 

을 때 가장 우수한 종이는 이합지였고 그래서 년도의 작업에서부터 2011

최근의 작업에까지 쓰인 종이도 역시 이합지였다. 

229) 정종미 우리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 , , 2002, p.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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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재질 표백지와 미표백지의 경우를 보면 미표백지의 자국은 종  , 

이의 색감이 표백지의 그것에 비해 훨씬 짙고 뿌려진 물감과의 연동적인 

부분에 있어 효과가 생각보다 적었다 화가 이승철은 그가 작업에서 얻. 

은 경험에 기초하여 종이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지는 . 

크게 건조판에서 바로 나온 생지와 생지를 가공한 숙지로 나눌 수 있다. 

생지는 질기지만 표면이 매우 거칠다 또한 섬유질이 고르지 못해 수분. 

과 물감 같은 이물질을 고르게 흡수하지 못하며 불규칙하다 숙지는 대. 

부분 생지에 물을 품어 밟거나 도침 다듬이돌에 다듬어 부드럽고 성기게 (

표면 가공하여 만드는 것 하여 만든 한지를 말한다 필요에 따라 물을 ) . 

품거나 염색 표백하여 도침하는데 일광표백 종이를 말린 다음 다시 적, (

시고 도침하여 다시 말리는 방법을 되풀이하면 햇볕에 누런 종이가 표백

되어 하얗게 됨 하여 만든 종이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부패)

하지 않으며 표면이 고르고 윤이 난다.230)

오브제의 적용과 특성2) 

기념사진을 주제로 한 인물 군상과 배경 이미지의 복합적인 구성을 보  

인 년의 수묵과 가죽의 마름질 작업은 본 연구자에게 기존에 고수20111

하던 작업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작품에 필요한 장면. 

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시대성을 초월하여 반복되고 소비되는 장면에 대

한 탐색 과정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거 본 연구자의 학창 시절을 , 

비롯한 및 단체 사진이나 혹은 동기 모임 등에서 얻어진 기념자료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년의 작업은 이런 기념사진의 이미지를 . 2011

묘사하여 판넬에 가죽 마감을 처리한 작품을 주된 분위기로 하였다 작. 

품에 가죽을 도입한 주된 이유로는 작업과정에서의 한 에피소드로 인해 

시작된다 본 연구자는 그리고자 했던 인물사진을 어딘가에 두고 한참을 . 

230) 이승철 아름다운 우리 종이 현암사 , , , 2012, p.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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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한 적이 있었다 사진은 가죽 재질의 . 

옷 주머니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 매우 낡고 구겨졌으며 가죽 물이 , 

물들어 인물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래져 있었다 당시 그 사진은 시. 

간성에 대한 고찰을 이끌었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관련된 과거의 

작업 노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념사진을 접하고 또 응용하였다  .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개화기의 흑백사진에서부터 오늘날 디지털카

메라에 습관처럼 기록되는 가벼운 사진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장면들을 노트북의 폴더에 . 

정리하며 그리고 다시 그림의 장면으로 기록하면서 사진에 투영된 , 

수많은 시간이 손의 촉감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

았다 경주의 불국사 앞에서 혹은 부여 어느 왕의 오래된 무덤 앞에. , 

서 무수히 찍었을 수학여행의 기념사진들 년 월 학창시절의 . 1967 4

어느 화창한 날에 친구들과의 추억을 한 장의 흑백사진으로 기록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억과 년 월의 동일한 시기에 친구들과의 , 1996 4

수학여행을 한 장의 컬러사진으로 기록한 나의 기억은 근본적으로 같

을 것이다 시간 속에 녹아있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이 기념사진. 

의 장면 안에서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귀중한 장면들을 본인은 장지와 가죽을 응용한 작품의 이미지로 재  

기록하고 싶었다 장지 기법으로 색을 올린 종이 위에 단체 기념사진. 

의 장면들을 수묵으로 표현하였고 테두리를 손질한 가죽을 씌워 완, 

성한 작품의 모습은 사진 앨범 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오래‘ ’ . 

된 사진 앨범들은 가죽 커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족히 몇십 년은 되. 

었을 낡은 앨범의 가죽 커버를 보면서 작품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이

는 오래된 가죽 의류의 수집과 분해 그리고 사포를 이용한 수작업을 , 

거치면서 오래된 연식이 느껴지는 재료로 재탄생되어 작품에 쓰이게 

되었다 짙은 색의 가죽은 연령층이 높은 사진의 재료로 그리고 가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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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색의 가죽 재료는 나이가 적은 구성원의 기념사진에 쓰였다.231) 

 

작업 도중 한지를 구기고 변색하여 붙인 화판의 테두리에 가죽을 덧붙  

여 마감한다면 본인이 이를 보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을 관람자들도 비

슷한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구

겨진 장지의 장면과 매끈한 가죽의 표면을 같이 두고 보니 종이의 구긴 

컬과 잘 어울리는 표면이 아무래도 텁텁하고 거친 느낌이 좀 더 나아 보

여 가죽의 표면에 사포질을 가하여 이 역시 오래된 시간을 지닌 물성의 

존재로 전달하기 위한 처리를 하였다 가죽의 소재는 새 가죽을 사용한 . 

것이 아닌 기성품으로 사용된 가죽 재킷이나 코트 등의 중고품을 이용, 

하여 낱낱이 분해한 후 안감을 떼어내어 바느질로 재단된 가죽을 모두 

구분하여 전체를 다시 이어 맞춰 판넬의 테두리 부분에 구성하였다 보. 

통 작은 옷 한 벌이 하나의 판넬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고 호 이상100

231) 이호욱 기록과 기억 이호욱 개인전 갤러리라메르 작가 노트 중 부분발췌 , - , , 2011, .「 」

년 개인전 준비 작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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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에는 반코트 정도가 아닌 롱코트 형식의 가죽옷이 사용되었다. 

그림을 그린 판넬에 가죽을 붙이는 방법으로는 목공용 본드를 사용하였

는데 한 면에만 본드 처리를 한 후 판넬에 붙이면 완전한 부착이 어렵, 

고 자주 탈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양면에 본드 칠을 한 후 판넬과 , 

가죽 양면에 본드의 적당량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의 경계선을 지키

며 부착을 하였다 이후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킨 후 완전히 마르면 가죽. 

옷을 분해할 때 떨어져 나온 단추들을 다시 구멍 근처에 본드로 붙여 구

성하였는데 이는 장식성을 돋우기 위해 한 이유도 있고 옷을 여미기 위, 

한 장치인 단추를 마치 지나온 시간을 여닫는 은유적인 수단으로 하여 ‘ ’ 

작품 감상에 있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자의 의도였고 관람자들의 의견들은 각각 달랐는  

데 단순한 오브제로 보는 이들도 있었고 분해한 후 다시 덧붙인 가죽의 , 

처리임을 모르고 따로 공장에 보내어 처리 과정을 한 것으로 보는 이들

도 있었다 가죽 처리를 한 부분이 눈에 거슬린다고 한 이들도 있었고 . 

그 장식 때문에 그림이 더 돋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가죽보다 다른 

오브제를 이용하여 작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준 이

도 있었다 작품을 만들어 내보인 개인전에서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기란 . 

어렵지만 무엇보다 그런 의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의 공간에서 , 

작업을 이어온 본 연구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더불어 다음 작품, 

을 구상할 때 더없이 귀중한 자산이 된 의견들이다. 

년의 전시와 년의 전시 그리고 년의 전시와 년의   2011 2012 , 2014 2016

전시된 작품들은 비슷한 장면과 주제 형식을 지니지 않았으며 본인이 , 

각각의 성격에 맞는 일정한 공간을 섭외하여 설치하고 철수하였다 전시. 

장에서 관람객의 의견을 수용하고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과정이 단지 일. , 

정한 건물의 벽을 장식하거나 공간을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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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기법과 제작 과정2. 

인물 수묵화의 제작과 기법1) 

본 연구자가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제작한 그림은 수묵화였고 그  

중에서 주로 사용한 기법으로는 감필법이다 중국의 절파 화풍. 232)에서 

비롯된 감필법은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해조묘 피마준 등 어, 

떤 구체적인 대상의 닮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기법과는 매우 다르다. 

그려지는 대상보다 그리는 화가의 감정 표출에 더욱 많은 비중이 담긴 

기법이고 그리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회화의 장면을 구상하기가 어

렵다 다시 말해 즉흥적이고 즉발적인 수묵의 표현이 요구되는 기법이 . 

바로 감필법이라 할 수 있다 감필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감필법. 

이란 필선의 수를 더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선으로서 대상의 

정수를 자유분방하고도 재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묘사한 기법이다 세필. 

이나 공필 과 대비되는 기법이다 주로 선승화가들에 의해 애( ) ( ) . 細筆 工筆

용되었고 남송의 양해가 전통을 확립시킨 것으로서 인물화를 사의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233)    

화가이며 미술사학자인 김성희가 논문에서 감필법을 언급한 부분을 보  

면 다음과 같다 감필묘는 중봉과 측봉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다양한 선. 

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고시묘 절로묘 등이 가미된 혼합적인 요소를 내, 

포한다 이 묘법은 묵법이 확대된 발묵적인 요소로까지 연계되며 그 예. 

는 양해의 발묵선인도 에서 보여진다< > .234) 

232) 조선 중기 회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국 절파 화풍의 수용 확산 유행이다( ) , , . 浙派 절

파는 명 초에 항주 를 중심으로 대진 등 절강성 출신의 일군의 직업화가들( ) ( ) ( ) 明 杭州 浙江省
이 북송의 이곽파 화풍 및 남송의 마하파 화풍을 계승 융합한 화풍을 추구하( ) ( ) , 李郭派 馬夏派
면서 이루어진 화파 이다 이후 ㅇ절강성뿐 아니라 복건성 호북성 강소( ) . ( ), ( ), 畵派 福建省 湖北省
성 출신의 화가들도 절파 화풍을 추종하면서 절파는 단순히 항주를 중심으로 한 절강( ) 江蘇省
성의 지역 화파적 성격을 극복하게 되었다..

장진성 조선 중기 회화와 광태사학파 미술사와 시각문화, , 2012, p.250.「 」

233) 이성미 김정희 한국회화사 용어집 다할미디어 , , , 2003, 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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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양 해[ 66] , 

발묵선인도< ( )>, 潑墨仙人圖

종이에 수묵 년 추정 , 27.7×48.7(cm), 1140

참고도판 양 해[ 67] , 

발묵선인도 종이에 < ( )>, 潑墨仙人圖

수묵 년 추정 , 105×44(cm), 1140

참고도판 장풍익[ 68] , 

발묵선인 종이에 수묵< ( )>, , 潑墨仙人

년대 추정116×49(cm), 1400

참고도판 오 위[ 69] , 

발묵선인상 종이에 < ( )>, 潑墨仙人像

수묵 년대 추정, 32×23(cm),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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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필법을 잘 다루었던 과거 조선 중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는 연담 /

김명국 과 오원 장승업 단원 김홍도( ) ( ), (蓮潭 金明國 吾園 張承業 檀園 金

를 들 수가 있는데 그들의 호쾌한 기상과 함께 자신감과 취기가 엿)弘道

보이는 작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234) 김성희 조선 후기 회화기법 연구 인물화 묘법과 산수화 준법 및 수지법을 중심으로 , - ,「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1999, p.19.

참고도판 김명국 달마도 종이에 [ 71] , < >, 

먹 세기 국립중앙박물관, 83×57cm, 17 , 

참고도판 장승업 호취도[ 72] , < ( )>. 豪鷲圖

종이에 수묵담채. 135×55.4cm. 

호암미술관

참고도판 김홍도 군선도[ 70] , < ( >, 群仙圖

종이에 수묵채색 호암미술관 소장, 132.8×575.8(cm),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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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235)를 그리지 않고 오로지 흰 화선지에 머릿속으로 구상한 장면을 

먹의 다양한 형상으로 펼쳐 보이는 감필법은 회화를 제작하는 화가의 의

도를 작화의 정해진 순서대로 짐작할 수 있다기보다는 대상의 순간적인 

인상을 읽어내어 그리는 것에 특화된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자. 

는 이런 기법의 특성을 참고하여 다양한 인물들의 인상과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이를 감필법으로 표현한 수묵화로 제작하여 이를 모아 , 

서민들의 개별적이고 익명에 의한 인상을 대중의 포괄적 장면으로 묶어 

완성하고자 하였다. 

먹으로 그린 인물의 형상은 세필로 그린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전  . 

신의 이론에 기초하여 인물의 검버섯이나 주름의 완전한 묘사를 추구하

던 조선 후기의 초상화와는 달리 본인이 생각한 인물화의 주목적과 표현

상은 대상을 마주하고 그릴 때 짐작하는 대상의 성격과 본인이 그릴 때 

느끼는 감정이었고 대상과 비슷하게 터럭 하나라도 정확하게 묘사하려, 

는 자세가 아닌 인물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감정들을 

먹의 다변적인 재료의 성격을 응용하여 묘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화가가 대상의 겉모습만을 닮게 복제하려는 성격이 아닌 대상의 내 외  /

면적인 특성을 자신만이 그릴 수 있는 회화의 방법과 기법으로 나타내고

자 하였는데 작품의 주된 목적이 대상의 외 내형이 궁극적으로 같아야 , /

한다는 초상화의 기본 정신인 전신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는 . 

본 연구자의 주제의식과 제작 시의 감정 그리고 대상을 통시적으로 마주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는 대상을 바라보. 

고 본인이 마음속으로 마주하여 느끼는 감흥과 감성이었다 이것이 바로 . 

수묵과 모필의 변칙적인 적용이 가능한 감필묘로 그림을 그린 주된 이유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감필법을 회화에 적용하며  

느낀 가장 큰 매력은 이 기법이 기존 형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림을 그리

는 데 있어 어쩌면 제일 위험한 요소일지도 모를 고정관념을 공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235) 본화를 그릴 때 참고가 되는 밑그림을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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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리고 싶은 대로 붓을 놀리면 되었고 원하든 원치 않든 전과 전, 

혀 다른 형상들이 화면 위에 나타났다. 

작품 설상 순지에 수묵 가변설치[ 32] < ( )>, , , 2018 說想

- 218 -



종이의 구김을 이용한 배경 무늬의 제작2) 

인물을 회화의 주된 요소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상의 표현을 목적  

으로 삼았을 때 본 주제의 부분과 더불어 중요한 단계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배경 의 설정이다 사실 사회상을 담은 회화 그리고 사회적 공간 ‘ ’ . , 

하에서의 모든 창작물과 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그것의 중요요소인 인

물의 모습과 대중의 장면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배경에 대한 묘사와 설정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본다 회. 

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상이 이를 표현하려는 작가와 연관된 부분

인지 혹은 제 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드러내는 가상의 공간인지 그래, 3 , 

서 현실 이외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인지를 파악해야 비로소 작품

에 대한 작가의 접근과 관객의 이해가 진행되는 것이다. 

구김의 흔적들 그리고 미세한 물감의 흩뿌린 흔적들과 거칠게 때론   , , 

가볍게 구긴 종이의 자국들이 마른 후 선명하게 남는 종이는 아무래도 

닥나무 섬유 본연의 색감이 뚜렷하게 보이는 미표백지의 색상보다는 표

백의 과정을 거친 표백지가 훨씬 본인의 의도적인 면에서 맞는 재료였

다 의도하려던 바의 표현들이 종이의 자연적인 색감이나 질감이 아닌 . 

그것을 차적으로 가공하여 얻어진 이미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2

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긴 종이의 표면 위에 물감을 뿌리는 좀 . ,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흩뿌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 ’ . 

본 연구자의 작품 명제의 내용에 등장하는 기법의 이름으로 수묵분색‘

수묵과 더불어 색을 뿌림 이라고 명명하였다( : )’ . 水墨噴色

종이를 구긴 후 흔적을 남기는 작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 많은 종이가   

소모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출된 잔 흔적과 커다란 흔적들의 이미지, 

즉 손으로 골고루 잘게 구겨서 만들어 놓은 종이의 재질감과 이와는 반

대로 큼직하게 구겨서 만들어 놓은 종이나 천의 재질감 ‘crinkle236) 의 ’

236) 크링클 클로스의 약칭 크링클은 주름지다란 의미로서 오그라든 줄무늬를 나타낸 얇은 면포. 

를 말한다 시어서커와 비슷한 여성 하복지로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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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매우 컸다 잘게 구긴 종이에 물감을 뿌려 말린 최종물의 느낌보. 

다 큼직한 느낌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산맥과도 같은 커다란 흐, 

름이 느껴지도록 구김의 정도를 강한 느낌과 작은 느낌 그리고 그 중간, 

을 채우는 적당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아 물감을 흩뿌렸을 때 본인이 의

도했던 결과물이 제일 잘 나왔다. 

 

 

뿌리는 것과 구기는 것의 적당한 느낌과 강도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 ’ 

는 한 두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았고 무수한 종이와 물감의 연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색의 분포도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선 분사와 

흩뿌림의 적당한 횟수가 필요했다 방금 만들었을 때와 물감이 말라 장. 

지의 구긴 면적에 흡수되었을 때의 결과물이 모두 달라 제작 후 실물에 

대한 촬영을 반복하였고 수 없는 시행착오와 번복을 거쳐 비로소 원하는 

종이를 얻을 수 있었다 종이의 컬을 얻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사실은 . 

출처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패션전문사전: , 

구긴 이합 장지에 물감을 탄 물을 골고루 흩뿌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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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무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의식을 하고 자국을 만

들기보다 무의식적인 무심한 자세로서 대상에 대해 접근하였을 때 비로, 

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종이의 구김을 이용해 바탕지를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늘 계산된 과정과 순서로서 작업에 임하던 평소의 본인  

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관련하여 미술평론가 김영기는 그의 저, 

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문화는 칼로 자른 것과 같은 날카로

움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고 정확한 기하학적 인간으로 , 

교육되거나 변해가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직선적인 표현을 싫어하는 . 

우리의 의식을 날카로운 형태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

며 또한 그것을 가늘고 기하학적인 형태감으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러, . 

한 의식은 아마도 화강암의 성질과 질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 

종이를 처음 구겼을 때의 장면① 초벌 안료를 뿌린 후의 장면② 

재벌 안료를 뿌린 후의 장면③ 마무리 착색제를 뿌린 후의 장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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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형태에 담긴 구수함이나 부드러움 등과 같은 데서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볼 수 있다.237) 합 장지를 적당히 구기고 적당히 접어서 그 위에 2

안료와 물감을 개어서 만든 물을 흩뿌린 후 다시 적당히 분무기로 물을 

뿌려 종이 위에 쌓인 긴장감을 어느 정도 덜어내면 장지는 스스로 마르

며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산맥 같기도 , 

하고 옛날 한옥 골목길의 거리 자국 같기도 하며 어린아이들이 정신없, 

이 놀고 낙서로 그어대는 어느 건물의 지저분한 벽 같기도 하다 이런 . 

부분에 있어 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은 한국인의 조형 문화 즉 날카롭고 , 

직선적인 형태로 조형을 가다듬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적당한 느낌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었던 한국의 문화적 요인이었다. 

하늘에서 본 산맥의 장면을 구긴 장지로 변환한 작업 

도자를 전공한 작가 최선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것이 구체적으로 

237)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 , 1991, pp.186-1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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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상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갖고 제작에 임하면 그 형상은 나오지 

않으며 우연적인 효과와 자연의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조건들이 적당한 , 

조화를 이루어 그릇을 구워내는 도자의 과정과 비슷한 방법으로 종이를 

만든다 도자는 물 불 산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연의 방법을 . , , , ,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제작공정 중 어떤 부분은 완전히 제작자. 

의 손을 떠나야 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완성된 작품이 제작자의 처음 . 

상상도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 

은 도자의 독특한 개정이자 매력이다 따라서 도자는 자연의 손에 맡기. 

어 자연의 모습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의도와 잘 조화시키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238) 

의도와 비 의도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을 하여 어떤 자국과 장면을 만  

든다는 것은 작업에 있어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구기는 과정에서

의 본인의 감정 또한 종이마다 다른데 급하게 구긴 자국 그리고 천천, , 

히 시간을 들여 조금씩 구긴 자국의 차이는 매우 컸다 또한 당시의 마. , 

음가짐도 종이의 구김으로 인해 조금씩 엿보이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

다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의 시간에 만드는 자국의 흔적과 종일 일과를 . 

처리하고 작업실로 돌아와 만든 자국의 흔적들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

였고 그로 인한 미세하고 미묘한 자국들은 본 연구자에게 있어 많은 영

감과 감정을 전달해주는 흔적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물감의 흩뿌려진 정. 

도에 따라 올리는 구상물의 형태가 조정되었고 여백의 배치와 사물 및 

인물의 구성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의 장면이 나오도록 고민하였다.

만들어진 구김 위에 물감을 흩뿌려 나타난 흔적들은 어느 정도의 마르  

는 시간을 거쳐 분무기 및 넓은 평 붓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크기의 화

판 위에 구김을 편 상태로 붙여지고 그것은 작업실에서 눈에 잘 뜨이는 

장소에 세워놓는다 그리고 작업 동안 그 위에 올라갈 이미지들을 중간. 

중간 촬영하고 혹은 다른 매체의 공간에서 찾아보았던 구체적인 장면은 , 

출력하여 역시 작업실의 벽에 붙여놓는다 자국이 나타난 화판과 출력한 . 

238) 최선혜 깨뜨리고 흩고 다시 모으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 2001,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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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들을 계속 이중으로 보면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의 장면을 역시 떠올

려보는 것이다. 

작품제작과정Ⅰ

 

장지 이합지 를 이용한 작업과정 작품 배경 제작모습( ) ( ) 1

종이 장지 의 컬을 만들기 전 구김작업과정- ( )

장지 이합지 를 이용한 작업과정 작품 배경 제작모습( ) ( ) 2

마름질 후 건조를 거쳐 화판에 부착하는 과정- 

장지 이합지 를 이용한 작업과정 작품 배경 제작모습( ) ( ) 3

종이부착이 완료된 화판을 두고 일정 기간의 구상과정을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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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간의 막바지 단계에서는 확신이 가는 두 장면을 골라 작업에 몰

입한다 이는 본 연구자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임과 동시에 이를 만들어 . , 

작품으로 제작함으로써 일정한 공간과 장소에 걸어 이미지를 내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관람자의 자세와 마음의 형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작품제작과정Ⅱ

  

실제로 본인의 전시를 보러 온 관람자들은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보다   

그 배경에 구겨진 자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적지 않았다 여기서 본 연구자가 원한 것은 구긴 자국으로 인한 화. 

장지 이합지 를 이용한 작업과정 작품 배경 제작모습( ) ( ) 4

구상 완료 후 최종 선정된 이미지를 화판에 옮김- .

장지 이합지 를 이용한 작업과정 작품 배경 제작모습( ) ( ) 5

완성된 작품에 서명을 한 후 액자에 밀봉하여 최종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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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극적인 효과와 그 위에 그린 실물 이미지와의 원만한 조화였고 구, 

긴 장면과 그려진 장면이 각각 다른 장면으로 보이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했다 그래서 구김이 완성된 화판은 오랜 시간 동안 여유를 두고 바라보. 

며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골랐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그린 이미지와 함. 

께 그것의 바탕이 되는 배경의 형상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컬과 , 

자국이 작품마다 모두 다르고 저마다의 감정과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싶

다 종이를 구기면 종이 자국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일정한 자국이 . 

생기게 마련이다. 

본 연구자의 종이 작업은 구김을 처음 시작하던 년부터 현재까지   2004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다양한 종이들 예를 들어 제일 얇은 종이인 연선, 

지를 비롯하여 순지 장지 등 두께별로 구분하여 구겨진 자국 위에 안료, 

가 올라가는 과정들을 실험하였고 두께 외로는 표백 미표백지를 또한 , 

구분하여 종이 위에 색소가 버무려졌을 때 어떤 바탕의 종이가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구겨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배합이 잘 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사진 자료로 남겼다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의 배경지로 꾸준히 쓰이고 있는데 미표백지보다는 

표백지의 하얀 느낌과 적당한 광택이 나중에 구긴 후 물감과 안료를 섞

여 표면에 분사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내었고 분사하고 뿌리는 , 

과정에서는 물감과 안료의 착색과정을 거쳐 부분적으로 만족스러운 효과

를 끌어내도록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전체 표면을 골고루 뿌리는 것보. 

다는 중간중간 시점을 만들어 너무 한 곳에 밀집하지 않고 종이의 전체 

중 일부분의 몰림 현상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색소를 너무 전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구긴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적당히 비워져야 하는 하얀 부분이 가득 , 

채워져 나중에 종이를 다시 펴서 빳빳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 올라오는 

구김 자국들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적당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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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 물감과 안료의 적당한 분사가 제일 효과적인데 이런 과정에서 얻, 

어진 나름의 데이터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공통의 수치를 같게 되었

고 다시 이는 효율적인 물감과 안료의 사용으로 이어졌으며 결과물의 구

김을 보고 그것에 뿌려진 물의 양과 구김의 정도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는 상황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착색과 관련하여 재료기법을 

연구한 손경숙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쉽게 말해 착색력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감을 혼색할 경우 어떤   , 

한 종류의 물감이 혼합한 다른 물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보

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안료의 착색력은 안료가 표준 안료의 . 

일정량을 착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백색과 청색을 혼합한. , 

다고 하자 백색과 코발트 블루를 반씩 혼합하면 엷은 청색이 된다. . 

그러나 프러시안 블루는 조금만 섞어도 하늘색이 되며 로 혼합하1:1

면 거의 백색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이때 프러시안 블루는 코발트블. 

루보다 착색력이 크다고 말한다 공업 분야에서는 착색력의 정도를 . 

일정 기준에 따라 수치화하여 표시한다 물감의 착색력과 안료의 착. 

색력은 항상 같은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239) 

  

제작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과정이 길고 복잡한 과정보다는 단  

순하고 명료한 과정을 거친 종이의 자국들이 나중에 보았을 때 훨씬 높

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림의 장면을 올렸을 시에도 컬의 느낌과 잘 공유

되며 어우러지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구긴 종이의 흔적으로 만든 . 

배경의 이미지는 본 연구자의 첫 개인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기념사진의 오래되고 낡은 배경의 장면을 묘사한 작품의 배경과 최근의 

작품에서 보인 산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장면에 등

장하는 하늘빛으로 구겨진 배경의 모습은 마치 편지지에 다양한 사연과 

239) 손경숙 동양회화의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에 관한 연구 , , 『 』

한국학술정보 주     ( ), 2007,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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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을 적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공, 

간을 초월하여 전해지는 듯한 은유적 장치의 효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즉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현재의 사람이 오래된 종이에 적어내고 , ‘

녹아내어 과거의 사람에게 보내는 풍경 으로 설정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 . 

다시 반대의 시점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필과 수묵을 이용한 그리기 과정3) 

이후 작업에서는 별도의 오브제를 판넬에 설치하지 않고 구긴 장지의   

효과를 좀 더 살린 종이를 그대로 배접 작업이 완료된 후 부착하여 회화 

작업을 하였고 이런 작업부터 그려지는 형상에 대한 대비와 배치의 구상

이 좀 더 요구되었다 장지를 구긴 후 그 위에 색을 올려 번지고 맺히는 . 

장면이 좀 더 극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런 이미지 위에 이차적으

로 수묵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서는 두 장면 즉 구겨진 장면, 

과 그려진 장면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조화로이 공존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였다 구긴 종이를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펴서 붙이는 과정도 중. 

요하였는데 이 작업이 매끈하게 이루어져야만 모필을 사용한 수묵의 그. 

리기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긴 장면에서는 물감이 종이와 적절히 섞여 색이 번지고 맺히는 모습  

이 있었고 수묵의 번지는 느낌과 겹쳐지면 애매한 이미지가 연출되었다. 

그래서 수묵으로 그린 장면에서는 서로 비슷한 효과를 더하기보다는 더

욱 진하고 간결하게 초묵과 농묵240)을 이용하여 그린 장면을 배치하여 

다른 성격의 이미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작품의 최종 완성, 

단계에서 점검하였을 때 이 부분이 주요하였다고 보았다. 이렇게 만들어

진 종이와 화판 위에는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게 되는데 그리는 데 있어 , 

본 연구자가 주로 쓰는 것은 수묵화용 재료를 이용하여 그리는 방식이

240) 초묵은 아주 짙은 먹색을 말하고 농묵은 초묵 다음으로 진한 먹색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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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가장 오랫동안 손에 익은 방식이었고 때문에 재료에 대한 해. 

석이나 방법 또한 축적된 결과물들이 많았기에 다른 어느 방법보다 능동

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수묵화용 재료에는 우선 . 

가장 기본적으로 모필241)과 먹242)이 쓰였다.

 

  

그리는 부분에 있어 크고 넓은 범위를 메우는 자국의 채색과 작고 세  

밀한 부분을 묘사하는 식의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가는데 수묵화로 작업, 

하는 데 있어 보통 다양한 모필을 운용하는 것이 특색이나 본인은 보통 

241) 붓은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데 동물의 털로 만든 모필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모필은 붓 . 

촉이 길고 탄력이 좋으며 제대로 만든 모필은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

242) 먹은 중국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안료로서 이것의 장점은 수묵의 깊고 얕음 농담 건습 등 , , 

으로 각종 사물이 갖춘 색과 빛을 표현해내는 것이다 먹빛은 대체로 초 농 중 담 청 등의 . , , , ,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만약 세분한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일반 회화에 사용하는 먹은 . .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서예용 먹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예용 먹은 단지 새까맣고 광택이 . 

있는 것이면 된다 그러나 회화용 먹은 반드시 농하고 검어야 하며 회암색이 뜨지 않고 물을 . 

써서 선염할수 있으며 스며들거나 무리를 짓거나 헤쳐지지 않아서 층차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다 그을음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종이나 비단 위에 먹 작업을 하게 . . 

되면 섬유의 표면에 있는 미세한 요철에 탄소가 밀고 들어가 고착되는데 물에 섞인 알갱이가 , 

미세할수록 물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번지므로 넓은 범위로 퍼져서 작은 틈 사이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을음 입자의 크기도 물의 양 다음으로 색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된. 

다.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 , 2002, p.149.『 』

작업에 사용한 백모필의 다양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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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시작하고 완성하기까지 하나의 붓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 

만든 작품의 배경지는 합 장지를 구겨 그 위에 물감을 흩뿌린 후 건조2

하여 만든 종이이다 배경지는 건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판넬에 부. 

착하는데 이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의 배경지는 구긴 흔적으로 인해 일부 

거친 잔상을 보인다 이런 화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붓이 지나간 . 

자취가 말끔해야 하고 잔 자국이 덜 남으며 물기의 조절이 완전한 붓이 

필요하였는데 수많은 작업을 통해 적합한 붓으로 삼은 붓은 백모필243)

이다 백모필은 작업에 있어 황모필 등 다른 재료를 쓴 붓보다 칠감이 . 

훨씬 적절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붓의 크기로는 호 길이 너비. 8 ( 53mm, 

이고 장면의 성격에 따라 호 길이 너비 를 병행한10mm) 10 ( 77mm, 10mm)

다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붓을 고수하는 이유로는 그리고자 하는 이미. 

지로 화판 작업에 몰입할 때 그 크고 부분적인 장면의 묘사를 무척 빠르

게 하는 본 연구자의 방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크고 . 

작은 형상을 그려내는데 일정한 붓을 반복적 혹은 변칙적으로 사용하게 , 

되면 그 붓의 효과적인 운용 법을 손이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다 형상을 . 

묘사하는 데 있어 작은 붓 큰 붓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림 제, 

작에 맞는 적당한 자기만의 붓 크기를 찾는 것도 본인은 물론이고 회화

를 제작하는 작가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선택에는 우선 수많은 탐색 과정을 거쳐 선정하  

는데 기존에 익숙했던 장면의 구성과 더불어 약간은 낯설고 또 약간은 , , 

익숙하지 않은 곳을 더불어 찾아보는 과정을 동반한다 그리는 과정에서 . 

선과 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243) 붓은 털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 첨 제 원 건 의 네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 )· ( )· ( )· ( )尖 濟 圓 健

고 한다 이는 붓끝이 뾰족해야 하고 가지런해야 하며 털 윗부분이 끈으로 잘 묶여서 둥근 것. , , 

오래 써도 힘이 있어 한 획을 긋고 난 뒤에 붓털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털의 재료로. 

는 염소 백모 여우 토끼 호랑이 사슴 이리 개 말 산돼지 족제비 등의 털이 사용되며 붓의 대는 ( )· · · · · · · · · , 

대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제작과정은 우선 털을 고르게 한 후에 적당량을 잡아 말기를 한다. . 

털끝을 가지런히 다듬는 물끝보기 과정을 거친 뒤 대나무와 맞추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의 ‘ ’ 

모든 과정은 여 번의 손이 가는 고단한 과정이다100 .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서울시 무형문화재 홈페이지:　

제 호 필장 소개 부분에서 발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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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자인 킴바라세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면이 선이 되려고 하는 요구로 충만되고 있을 때 선은 또 선으로  , 

서 항상 면이 되려고 하는 요구로 충만되고 있다 선은 선을 발생시. 

킨 면을 그 내적 필연으로서 지니고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선에. , 

서 다시 발생할 면을 역시 내적 필연으로서 지니고 있다 선은 면이 . 

끝나는 곳인 동시에 면이 시작되는 곳이다 물론 선은 결코 면이 아, . 

니다 선은 면이 아니지만 면의 발생과 완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 , 

선은 완전히 면의 상징이다 따라서 반드시 선에 의해서 더듬어 나가. 

지 않으면 안 된다.244)  

  

본 연구자는 그림을 그릴 때 형상의 장면을 그대로 쫓아가며 표현한  

다 호에 달하는 큰 화판에 종이를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있노라면 . 120

244) 킴바라세이고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 , , 1978, pp.178-179.『 』

구긴 장지를 부착한 화판 위에 수묵과 모필을 이용하여 속필로 그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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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형상이 면으로 변하고 또 면을 의도하여 그리는 형상이 선으로 변, 

하는 경험을 자주 겪곤 하였다 이는 앞서 킴바라세이고가 말한 내적 . ‘

필연 의 경계와 비슷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더욱이 작업에 몰두하는 과정’

에서는 경계 자체가 무뎌지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곤 한다 본인의 작업. 

이 선과 면의 구분이 모호한 장면을 그림의 주된 이미지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속달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많은 체력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고도의 집

중력을 요구한다 모필과 먹을 동반한 작업은 수정이 어렵기에 작업에만 .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의 충족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시공간에서의 작품 배치3. 

회상과 서사의 공간 1)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가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간이 전  

시장이라는 걸 상기해 볼 때 완성된 작품을 배열하고 설치하는 단계는 

작품 제작의 단계보다 더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특히 작품이 개별적으. 

로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계성이 강한 작품이라면 배열과 

설치의 중요성은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 점은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도 .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기념사진의 장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작업하였던 

년과 과거의 동상과 현대의 대중이 서로 공존하는 장면을 주로 그2011

린 년의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대중의 장면을 작업2012 . 

의 주 소재로 끌어들여 표현한 본 연구자는 완성된 작품의 구성도와 더

불어 전시장 공간의 중요성을 같이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부류의 . 

집단이 서로 맞은편에 설치되어 특징을 강조하거나 혹은 비슷한 사람들, 

- 232 -



의 장면이 한쪽 벽에 몰려 대중의 거대한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의 효과

를 원했는데 이것은 미리 계산한다기보다 전시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연

출력이 매우 중시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작품과 공간의 연. 

관성을 생각할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설치를 이끌기 위해선 많은 전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년 전시의 작품 배치와 전시장면을 보면 우선 시대별로 다양한   2011

기념사진을 그린 작품들이 등장하고 각기 다른 조형물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은 장면들이 작업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전시의 설치 시 가장 . 

주안점을 둔 사항은 시대와 시간을 모두 한 장소로 모아 한가로이 노니‘

는 기분이 전시장을 방문한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 ’ 

노닐고 노는 기분과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 그 속에 천천히 노닐면서 ‘ ’ 

추억을 회상하고 기억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얻게 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 

제작한 이와 그것을 보는 이들이 더불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형적인 

년 개인전 갤러리 라메르 스페이스 선 전시장면 2011 (2.16-22 , 3.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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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선 작품의 동선을 설정하면서 닮거나 엇비슷한 배경의 작품  

들을 연달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각기 다른 배경의 작품을 나열하고 친숙

하고 익숙한 기념적인 조형물이 들어간 작품들을 다시 그 동선 안에서 

겹치지 않도록 배열하였다 작품에 들어가는 테두리 가죽의 색깔도 중요. 

한 관점이었는데 제일 비중이 높은 갈색과 고동색 가죽의 작품들을 크, 

기별로 나누어 배열하고 그 가운데 희소한 색깔의 가죽 녹색 및 푸른 계(

열 이 들어간 작품을 다시 나누어 배치하였다) .

  

년 전시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한가로이 노니는 기분이 들  2012

도록 배치하였던 년 작업과는 달리 일정한 패턴과 통일감이 들도2011 , 

록 하였는데 전 작보다 사회성을 좀 더 짙게 실었던 작품의 특성이 반, 

영된 것일 수도 있겠고 작품의 전반적인 크기들이 비슷하거나 큰 것들이 

많아 보다 효과적인 전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년 개인전 영은미술관 전시장면 2012 (7.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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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 전작과 상당히 달랐고 전  

시를 했던 전시장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크고 높은 천장 높이를 가진 있

는 공간이라 관람자가 노니는 기분을 만들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체험과 ‘

기억을 서사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 전시를 만들어야 했다 동상의 거’ . 

대함과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군중의 왜소함 혹은 군중과 그것을 보는 , 

이와의 동질성이 작품의 크기를 통해 비유되고 전달되기를 바랐다 작품. 

의 크기도 최대 크기가 호였던 년의 전시와는 달리 호에 달120 2011 240

하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았었나 싶다. 

작품이 인물의 군상과 동상의 이미지가 서로 섞여지며 현재와 과거 사  

회에 대한 은유 및 풍자가 주를 이룬 내용이고 되도록 다양한 군상의 , 

조합으로 시대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율동성도 놓치지 않을 배열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명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전시장의 전체 조명을 끈 . , 

후 작품을 비추는 전시 등만을 켜 어두운 박물관의 사료를 전시하는 기

분이 들도록 하였다 작품 점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수는 최대 명 정도. 1 5

에 불과했지만 개의 작품이 연속적으로 벽에 걸려 늘어선 장면에서5~6

는 수십 명에 이르는 대중의 장면으로도 변모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

문이다. 

시대의 한 부분을 상징하는 동상의 이미지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  

중들의 상반된 혹은 비슷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에 맞, 

는 이미지를 선정하여 그렸고 오래된 사진의 장면을 쓰기 위해 전 회의 

개인전에서 선보인 장지의 구김과 번짐 효과를 사용하였다 과거로 상징. 

되는 고정된 동상의 이야기와 현재로 상징되는 오늘날 인물들의 모습을 

전경과 후경으로 배치하여 역사 속에서 대중이 어떻게 등장하고 움직이

며 퇴장하였는지를 관람자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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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유의 공간2) 

 

년 전시의 작품 배열은 보는 이의 물리적이고 감성적인 동선이   2014

중요하게 작용했던 전 전시의 성격과는 달리 시간을 되짚어 올라가고 , 

사건을 기억하는 장면의 회고 를 주된 특징으로 잡아 설치하였다 작품‘ ’ . 

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과거 민중미술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 

화하여 복합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전시 감상의 주요포인트를 여유의 

부분보다는 기억과 회고 그리고 현재와 과거 인물의 대비를 통한 창작, 

자와 관람자가 동시에 느끼는 숙고의 장면으로 만들었다 또한 인물의 . , 

다양한 모습 대중의 장면과 더불어 개인 인상의 묘사가 들어간 수묵 작, 

품들이 같은 공간에 전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의 배분이 필요했

는데 다행히 전시장의 구조가 본 연구자가 구상하는 작품 배치에 필요한 

조건 넓은 홀과 작은 방이 공존하는 구조 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조율( )

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년 개인전 갤러리 이즈 전시장면 2014 (12.17-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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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작품과 전시의 형식 및 구성과 관련하여 미술사학자인 이보  

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한 이호욱은 비단 자기 주위의   

동시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을 이루기까지 그 배후가 된 과거의 다, 

양한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람에 대한 그의 관심이 종. 

횡으로 확대되면서 역사와 사회라는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과거 다양한 인물사진 이미지. 

를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모니터 등 디지털 매체의 윤곽 속에 제시, , 

함으로써 두 이미지 간의 시대적 격차를 부각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실제로 화면 속에 그려진 디지털 장치와 다시 그 안에 그려진 아날로

그 시대의 사진들은 서로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형성했다 하지만 작. 

가의 의도는 단순히 두 시대 사이의 격세지감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

았다 오히려 그처럼 획기적인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 

해 면면히 이어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숙명 그리고 그에 토대한 정

서적 유대와 공감 동정을 환기하려 했다, . 

그가 말한 대로 과거 사진 속 인물들은 앉거나 선 자세 대열을 이  , 

룬 암묵적 규칙 등에서도 오늘날의 행동 양식과는 많이 다르고 그들, 

이 선택하고 처했던 배경 공간 역시 특정 시대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

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 표정들은 여전히 인생이 , , 

회피할 수 없는 여러 희로애락의 감정과 삶의 스토리 사연들을 전달, 

하고 있었다 이후 또 다른 연작에서는 화면을 상하로 이분한 구도의 . 

작업을 시도했다 이것은 이전 작업에서 자주 활용하던 과거 기념사. 

진들의 구도 형식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었다.245) 

 

245) 이보연 오윤예찬 , (「 이호욱 개인전) - ,吳潤禮讚 」 갤러리이즈, 2014, 

전시 평론 중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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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연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하 구도의 역전은 본 연구자가 시작

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년의 작업에 이어 구상하면서 은연중 머2012

릿속에 정리되었던 개념이다 당시 작업할 때 본인은 전경과 후경에 대. 

한 장면 구상을 명확히 하고 들어갔고 관련된 이미지의 수집과 응용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년의 작품에서는 전경 후경의 구. 2014 , 

분을 선행한 것이 아닌 오 윤의 그림과 당시 사회상의 배치에 중점을 두

고 작업을 진행하였기에 앞뒤 구도에 대한 인상보다는 사건 에 대한 효‘ ’

과적인 전달에 근거한 이미지 도출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싶다 이어 . 

작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짚어보도록 하겠다.

 

작가는 흔히 오래된 건축과 조형물들을 배경으로 촬영된 예전 기념  

사진들 특히 그 배경과 인물 간의 관계를 보며 마치 어른이 자식, ‘ (

을 지키고 선 듯한 느낌 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작업에) ’ . 

서는 화면 앞 주제 인물들 뒤로 그 유래가 되는 선조 혹은 선례 인물

들이 함께 배치되었는데 그렇게 한 화면 안에서 상호 맥락을 이루는 , 

인물군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인과 전승 관계를 나타냈으나 그렇다고 , , 

반드시 친연 유사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 

호 모순 갈등 관계를 이루며 모종의 풍자적 의미를 띠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같은 화면 속에 하나

의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는 사람의 공통 운. 

명에 관심을 가진 작가의 입장이 무의식중에 작용한 것이라 생각되는

데 마치 우리의 혈연관계가 그러하듯 설령 모종의 갈등과 모순이 존, 

재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쉽게 부정 혹은 결렬될 수 있는 관계가 ,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단한 소통과 이해 반성과 재해석을 통해 마침. , 

내 하나의 유기적 맥락을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인생과 사

회에 주어진 운명인 것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작품들에서 작가가 취한 화면 형식인  

데 말하자면 이전의 상하 구도 가 역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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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에는 화면의 상 하단 이 시대 순서에 따라 선 후대 의 관계로 . ‘ ’ ‘ ’– –

구성되었으나 이번에는 오늘의 현실이 배경 년 전 작고한 오 윤, , 20

의 망령 들 판화 인물 이미지들이 전경 요소로 위치하고 있다 이처‘ ’ . ―

럼 시간을 거스른 표현방식은 아마도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작가의 

초조하고 무력한 심리의 반영일 것이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 

복고라는 퇴행적 코드를 통해 표출되는 것은 역대 회화사상에서도 종

종 보이는 사례였기 때문이다.246)

  

년부터 년 전시의 작품 배열은 인물의 구체적인 장면보다는   2016 2018

넓은 하늘과 우거진 수풀 등 환경의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이 많았기에 

다시 관객의 동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이 한국의 현실을 . 

표현하면서 년에 다룬 기념사진 작업이 그 시발점이자 의식2009-2011

의 간접적인 장면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 년, 2012-2014

의 작업은 대중의 구체적인 행동과 갈등의 양상이 드러내는 사회상의 직

접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년부터 최근의 작업에서는 모. 2016

여 있던 대중들이 조금씩 흩어져 휴식을 취하고 각자의 길을 더듬어가며 

사회의 통속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양상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추구한 것

인데 이는 관찰한 사람들 사회상 대중의 움직임을 회화의 구체적인 장, , , 

면으로 기록하고자 함이었다 본 연구자는 하늘과 공간의 장면 즉 구긴 . , 

흔적이 드러나는 장면은 좀 더 극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 길을 걷고 새. 

로운 동선을 찾아 나서며 기존의 통속적인 공간과 집단을 잠시 벗어나 

탈피하려는 사람들의 장면은 이전에 발표된 작품에서 다룬 사람들의 묘

사와 달리 표정의 직접적인 묘사와 움직임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 나, 

아가는 전체적인 실루엣의 느낌만이 잔잔하게 묘사되어야 했다 구체적. 

인 길과 풍경을 어두운 수묵으로 그렸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혹은 이미 , 

걸었던 길과 그들이 걸으면서 보았던 하늘의 장면은 크게 비워놓았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그 화면 안에 더불어 투영하였다. 

246)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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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인전 전시장면2016-2018

갤러리 도스 갤러리 아르숲2016.3.16-3.22 , 2017.4.7-4.13 ,

아트스페이스 그루브 아트스페이스 루2018.2.8-2.28 , 2018.11.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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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년 전시의 작품 배치에서는 더욱 내면적이고 감성적  2018

인 접근으로서 소재에 대해 접근하였는데 눈 이라는 소재를 갖고 사람, ‘ ’

들이 느끼는 감정과 감성에 대한 다른 시각의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했

다 기존 작업에서의 구김 효과와 수묵에 의한 묘사를 바탕으로 짙은 호. 

분으로 대변되는 겨울의 쌓인 눈 과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는 ‘ ’

두 눈 에 대한 대비적인 혹은 병렬적인 느낌을 작업으로 풀어보았었는‘ ’ , 

데 대중의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람 사이의 교감

과 대화에서 시작되고 진솔한 감정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

물들의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함을 작품의 이미지를 통해 설명

하고자 했다 관련하여 김노암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보이지 않는 차원과 같은 현존하지 않는 부재에 관한 이미지는 역  

설적으로 현재성과 현재의 존재를 강화한다 부재와 실재의 긴장을 . 

지속한다 그런 역설적인 기능들을 활용해 작가는 의해 반복되며 시. 

각 이미지가 가진 독특한 작동의 방식 감상의 방식 이해의 방식들이 , , 

재현한다 이호욱 작가의 이미지에는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 

원 역사화 단계에 들어선 현실과 역사화의 밖으로 망각되어 버리는 , 

것들이 혼재하며 삼투한다 현실 일상과 비일상의 혼재가 자연스럽게 . , 

종합된다 사진보다는 회화의 역사가 비교할 수 없이 오래되었지만. , 

단기간에 무한 복제하며 확산하는 공간적 반복과 확장으로 인해 불과 

여 년 만에 사진 이미지는 회화 이미지와 대등하거나 넘어서는 100

단계에 이르렀다. 

작가는 사진 이미지와 회화 이미지 사이의 경계에서 진동하며 긴장  

을 유지한다 작가의 작업에서 사진과 회화 간의 우위의 문제를 말하. 

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역사와 특. 

성을 유지하며 두 시각문화의 특수성이 교집합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기 들어 발전한 예술사회학과 예술심리학 등을 통해 정치20 , 

경제 사회와 같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층위들이 전통적인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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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영역에서 예술의 근본적인 중심으로 진입하며 변화를 끌어낸

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호욱의 이미지의 의미나 가치가 위상. 

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247)

현실 속 대중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을 묘사하는 방법과 그들의 내면을 짐작하여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

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다시 보이는 풍경을 그 자체의 대상으로서 인식, 

하여 재현하는 경우와 그것을 보는 이들이 숙고하는 장면을 짐작하여 재

현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자는 이 시기의 작업을 후자의 경우. 

로 보고 과정에 임하였다. 

247) 김노암 이호욱 개인전 갤러리 아르숲 전시 서문 중에서 일부 발췌 , , ,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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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Ⅵ        

지금까지 논문의 연구를 통해 현실 속 대중의 모습 그중에서도 기록  , 

과 기억의 공간을 거쳐 구현되는 다양한 장면들을 알아보고 이를 작업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으며 관련하여 본 , 

연구자의 작업을 시기 및 특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대중은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중은 우리들의 모습이  . 

자 주변의 평범하고 역사적인 장면을 만드는 주체이며 사회 조직과 공, 

동체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이를 예술작품으. 

로 담아내는 예술가들이 많았고 관련된 품평 또한 계속 존재해왔으며, 

그 흐름은 현대미술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예술의 표현과 확장에 . 

있어 현실 사회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개념이다 사회상은 현실을 마. 

주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함께 시대적인 의의를 지니는 

장면들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 현실의 역사적인 장면에는 항상 . 

대중이 만들어낸 사회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는 늘 밝고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한 동시대의 화가들이 있었고 그들. 

의 무기이자 수단인 회화를 통해 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였다. 

현실을 담은 회화는 과거의 사회상을 짐작하고 현대 사회의 이념과 성  

격을 되짚어보는 데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어준다 작가에게 중요한 . 

것은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록이다 작품은 작가의 기록이고 . 

회화는 화가가 세상을 보고 기록한 정신문화의 산물이다 기록의 원천은 . 

관심이고 호기심이며 그것을 생각으로 길이 보존하려는 것이 바로 기억

이다 호기심이 증폭되고 오래 기억되었을 때 이는 다시 어떤 흥미를 유. 

발하며 대상에 대한 포착과 표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 

는 한국의 대중과 현실을 작업의 주제와 새로운 구성으로서 표현하고자 

했고 이는 개인과 사회의 범위를 넘나들며 객관적인 자세로 세심히 관찰

하여야 하는 작업이었기에 쉽지 않았다 특히 대중의 기록과 기억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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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접근한 현실의 대면을 통해 시대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고민해보

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본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의 

작업을 통해 꾸준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한국. 

의 현실적 장면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으며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주변 

일상에 대한 회화적 기록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논문의 주제를 통해 주위

의 대중과 그들이 현실에서 빚어낸 장면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 먼저 점검하였던 부분은 예술가가 현실을   

대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현실 의 개념과 요소를 어떻게 정립하고 받‘ ’

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었다 막연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현실의 . 

어원과 정의에 대하여 정리하고 관련된 요소들을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

의 주된 목적인 현실 표현의 정확한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 

고 화가가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록과 기억의 방식으로 접근하였

을 경우를 개별적인 절로 나누어 분류 이어 관련된 이론과 개념을 분석, 

하고 다양한 참고자료와 회화 작품의 예시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

였다 예술가 그중 회화를 주된 표현수단으로 하는 화가가 기록으로서 . , 

접근한 현실 표현에서는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과 사회상의 관찰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기록들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기억으로서 , 

접근한 현실 표현에서는 장면의 사유적 접근과 정치 및 풍자 그리고 대, 

상의 기념비적 구성을 통한 방법을 통해 작품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대중의 모습을 장면의 성격을 통해 들여다보았  

을 때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념하는 대중과 비. 

판하는 대중의 장면은 서로 공통점을 지닌 듯하면서도 근원적인 부분에

서 서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기록과 기억의 방식으로 각각 접, 

근하였을 때 인식되는 모습 또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대중을 창작의 대상으로 삼은 화가들의 작업과 조형성을 살펴보

았는데 기록의 관점으로 접근한 대중 표현의 방식과 기억의 관점에서 , 

접근한 대중 표현의 방식이 조형의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창출

한다는 것을 제시된 예시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 244 -



대중의 기록과 기억을 통한 현실 표현 부분에서는 본 연구자의 작업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지난 여 년 동안 전념해 온 작업을 시기별. 10

로 정리하고 돌아보았는데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세부적, 

인 점검과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다루었다 대중의 기록을 . 

통한 현실 표현의 부분에서는 기념사진 및 군중과 동상을 다룬 작업을 

구성의 주된 부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작업에서는 현실에서 대중. 

이 형성하는 기념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을 작품의 이미지로 도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작업 사례 그리고 본 연구자의 작품의 도판, 

을 중심으로 자세히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중의 기억을 통한 현실 표현. 

에서는 이후 진행된 작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과거 작품 속에 

존재하는 인물을 현실의 사건과 공간으로 이끈 작업과 더불어 대중에 대

한 기억을 풍경의 사유적 요소로서 연결한 작업을 구성의 주된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작품에 독특한 형상으로 등장하는 배경의 구긴 부분에 대해. 

서는 재료와 기법의 분석 부분에서 제작의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였고, 

작품의 총체적인 제작 또한 관련 도판의 첨부를 곁들여 보완하였다. 

작업과정에서 작가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결과를 미리 예단하  

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순서를 정확히 나열한 후 내용을 

공고히 하여 자신에게 제일 충실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 

논문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해답은 

향후의 작업에서 등장하리라고 본다 지난 작업과 앞으로의 작업을 논하. 

는 데 있어 본 논문의 연구로서 전체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였다 논문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과 분석과정 그리고 이와 . , 

연결된 모든 작업의 내용은 본인이 조형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더 많은 작업과 치열한 자기 고민을 통해 지금

보다 나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을 함에 . 

있어 본 논문이 촉매제이자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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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ality through 

Public Records and Memories

Lee, Howook

Major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work research paper that has taken his own research 

published through individual exhibitions from 2011 to 2018 as the year 

2018. Along with the theory and analysis of the work referenced in the 

work, it also covered other papers, publications and academic reference 

materials that influenced the work. 

  It is a long-held act for an artist to approach and express his feelings 

in a way of record and memory in reality and work. And the artist has 

often been the owner of an attitude to faithfully observe and record the 

features of the scene with interest in various situations around him. 

Among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reality, the public's appearance 

has been recognized by many painters as the main material of the work, 

and expressing the real public as a work is a task that requires deep 

observation and exploration of the surroundings and society. Recognizing 

these points, the researchers tried to understand the concrete form of 

real world representation and its progress through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recording scenes from surrounding realities, accessing the 

real world by using the public as the main object of the 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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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 and remembering th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a clear working concept and to achieve better results in the 

future through the theorem and progression of relevant materials.

  Chapter presented examples of objectives, content and methods that Ⅰ 

led to the beginning of the study, and analyzed and reviewed their 

importance. 

  Chapter dealt with ‘expression as a record and memory of reality’ Ⅱ 

and explored the conceptual theorem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reality. We analyzed what expressions and 

purposes we tried to express reality through dialogue, observed past 

Chinese and Korean paintings, and looked at the meaning of reality in 

our modernization.

  Chapter explores ‘the public's image viewed through records and Ⅲ 

memories.’ By analyzing the subjectivity and meaning of the public, we 

divided the public image in society into two parts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scen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cene, it was approached by dividing it into ‘the people who 

commemorate’ and ‘the people who criticize’. It approached the real 

world public in two ways: ‘the method and expression of records’ and 

‘the process and expression of memories’. It recognized and analyzed 

major works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hich represented the 

public of the real world as the main object of the work, and divided 

them into two categories: ‘observation and recording of those present in 

existence’ and ‘realistic approach’. In the memory process, individual 

memory characteristics and group memory characteristics were 

distinguished.

  Chapter we study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through public Ⅳ 

records and memories’ and analyze our work intensively. Look back at 

the initial tendency of the work to organize the masses through the 

expressions and combinations of ink-and-wash painting and se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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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the public expression in the real world was in later work. We will 

analyze the subject, composition, and timing characteristics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e work, and find out about the specific works of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formats that have been maintain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Chapter explores ‘material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process’. Ⅴ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he or she finds out about the newly 

discovered materials and techniques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Describe in detail the type of paper used mainly in the work and the 

crease effect and the overall process of production. It also introduces 

various techniques and methods applied according to the time, including 

how to boldly draw with a thin brush and use leather, and examines the 

subjectivity and planning intent of the exhibition space to communicate 

to the audience through the layout and installation of works. 

  The last chapter is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and Ⅵ 

research of the theories mentioned in chapters 1 through 5, we will 

analyze the work and review and diagnose what needs to be done in the 

future. 

  I set actual world expressions as the main purpose of work through 

public records and memories and tried to firmly supplement them 

through research in related tasks and paper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ook deep into theories, closely observe social 

organizations and look at reality and the public objectively. In addition, 

the process of continuous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t the 

pre-work stage will have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future work with 

previous studies.

Main terms: The reality, Public, History, Memory, Expression, Painting 

Student number: 2014-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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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의 재현과 기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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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은진미륵 장지에 수묵과 가죽< - >, , 112×146(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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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명동성당 장지에 수묵과 가죽< - >, , 162×13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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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예식장 장지에 수묵과 가죽'< - >, , 130×8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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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일상과 상징적 요소에 관한 기록2. 

부녀 장지에 수묵분색< ( )>, , 260×190(cm), 2012父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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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장지에 수묵분색< ( )>, , 260×163(cm), 2012母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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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장지에 수묵분색< ( )>, , 190×130(cm), 2012偶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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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장지에 수묵분색< ( )>, , 145×100(cm), 2012先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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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대중 사회에 관한 기억3. 

아들의 모습 장지에 수묵분색< >, , 190×260(cm), 2014

바람부는 날의 남대문 장지에 수묵분색< >, , 130×19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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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의 시선 장지에 수묵분색< >, , 163×13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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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장지에 수묵< >, , 190×13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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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풍경 장지에 수묵분색< >, , 163×13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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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대상의 사유를 통한 대중의 기억4. 

오솔길 장지에 수묵< 1>, 분색, 130×190(cm), 2016

오솔길 장지에 수묵채분색< 2>, , 130×19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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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 장지에 수묵분색, 130×380(cm), 2016

석탑 장지에 수묵분색< >, , 

60×60(cm), 2015

십자가 장지에 수묵분색< >, , 

60×60(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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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장지에 수묵분색< 1>, , 190×13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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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장지에 수묵분색< 1>, , 190×260(cm), 2017

등산 장지에 수묵분색< 2>, , 190×26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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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 장지에 수묵분색< ( )1>, , 130×97(cm), 2018 雪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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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 장지에 수묵분색< ( )>, , 145×82(cm), 2018雪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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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택 장지에 수묵분색< ( )2>, , 137×70(cm), 2018雪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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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택 장< ( )1>, 雪宅 지에 수묵분색, 130×192(cm), 2018

설교 장지에 수묵분색< ( )>, , 192×260(cm), 2018雪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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