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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흙을 이용하여 빛을 표현한 나의 작품

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빛을 표현하기 위해 흙을 이용한 동기와 작

품에서 빛과 흙이 가진 의미를 고찰하고, 흙의 물성을 통한 조형적 표현을

분석하여 나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준다. 일상에서 누리는 호수, 바다, 밤하늘, 그리고 숲에서 빛의 아름다

움을 관조하며 이에 내재한 비가시적인 신성을 사색하곤 하였다. 이 과정에

서 자연이 계시하는 초월적 세계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영원한 빛의 세

계를 흙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나의 작품에서 흙이 어떻게 빛으로 형상화되며 그 조형적 특징을 드러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질의 근원이 되는 흙이 비물질적인 빛을 어떤 의미

로 끌어내는지 미학적, 철학적 이론들을 통하여 탐구하고, 단순하고 평면적

인 작품의 구도와 흙의 물성이 이루는 조형성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I 장 ‘머리말’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과 예술의 원초적 본질을 살펴보며 논

문을 시작하였다. 흙을 작품의 재료로 이용한 창작 배경과 작품에서 흙과

빛이 가진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II 장 ‘자연에서 경험한 빛’에서는 자연과 빛의 아름다움과 대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나의 관점을 기술하고, 유사한 관점을

가진 동서양의 작가와 이론을 거론하였다. 이어서 빛을 통해 느낀 심상을

서술하고 빛의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생명, 신, 그리고 희생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 철학적, 미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다방면의 시각으로 연구하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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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다.

III 장 ‘흙을 통한 빛의 표현’에서는 흙을 작업의 재료로 이용하게 된 동기

와 작품의 발전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생명과 죽음, 우주에 관한 나의 관념

을 은유하는 흙의 물질적 의미와 상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흙의 사유가 이

끄는 고요함을 통하여 내면에 있는 진실의 빛을 발견하는 과정을 철학적 이

론을 기반으로 탐구하고, 빛을 씨앗에 비유하여서 뿌리듯 표현한 행위의 의

미를 논하였다.

IV 장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에서는 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징을 동양 미술에서 그 근원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현대미술에

서 물성의 조형적 표현을 찾아보고, 나의 작품에서 흙의 물성이 화면 위에

서 스스로 자아내는 형상과 뿌리기 기법에 대해 현대미술 작가들의 사상과

작품을 참고하며 살펴보았다.

V 장 ‘맺음말’에서는 본문에서 논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되짚어 보고, 흙을

이용한 빛의 표현 의의를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동시대 미술에

서 흙을 작품의 주된 재료로 이용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정체성에 대해 연

구하고,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예술을 통

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를 모색하는데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주요어 : 빛, 흙, 자연, 물성, 뿌리기

학번 : 2017-2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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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본 논문은 먼저 자연에 대한 나의 관점과 이와 관련된 정신과 사상을 미

술사적으로 연구하고, 흙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본다.

이어서 흙을 이용하여 표현한 빛에 대한 나의 관념을 정리하고 뿌리기를 통

한 은유적인 빛의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와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나

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최초의 미술 역사는 흙벽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남아있

다. 이를 보면 인간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며, 신적

존재와 육체를 초월한 세계에 대한 본능적 인지가 있었다. 인간이 점차 발

전함에 따라 필수적인 의식주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정신과

영혼을 따르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곤 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생각하였

고, 감각을 느꼈고, 놀이를 통하여 즐겼으며, 이를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우

리의 표현은 곧 예술이 되었고, 예술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고 느끼게 하

였다. 예술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더 이상의 것, 더 나아가 신적인 것을

요구하였고, 곧 숭배와 예배로 이어졌다. 이렇듯 예술을 통하여 영혼을 찾

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찾는 것이었으며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었다. 비록 시대가 변하여도 인간이 가치를 두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 오늘날에도 영혼의 만족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지속하고

있으며 현시대의 예술은 고대 흙벽 앞에서 추구하였던 예술의 본질과 여전

히 일치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나의 정신과 영혼을 채우는 존재의 인식과 관조로부터 출발하

였다. 그것은 신이며 신이 창조한 자연이었다. 자연에 대한 나의 관점은 이

와 같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지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이러한 정신과

사상으로부터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빛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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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작업으로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성경 속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재료인 흙에 대해 관찰하며 온 우주와 인

간의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는 흙의 에너지를 작업과 연관시켜보았다.

흙은 나의 관념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요소이다. 우리가 창조된 근원과 재

료가 곧 흙이며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이기도 하다. 흙은 그저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꽃들과 이 모든 자연을 잉태하는 자궁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인류의 최초 미술 역사 또한 흙벽에서부터 시

작했듯이 흙은 인류의 원초적 토대이며, 무궁무진한 인류의 역사를 퇴적한

다. 내게 생명을 품고 있는 흙의 의미는 마치 끝없이 팽창하며 무수한 은하

와 별들을 생성하는 우주의 빈 공간의 에너지와도 같다. 이러한 자연의 본

바탕이 되는 재료인 흙은 나의 작업에서도 주된 재료와 기본 바탕을 이루

고, 흙에 내재한 비가시적인 에너지와 이에 대한 나의 관념을 드러낸다.

나의 작품에서 흙의 의미는 처음과 끝의 반복이며 물질과 시간의 틀 안에

종속되어있다. 반면에 빛의 의미는 처음과 끝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를 의

미하며 더불어 생명과 신, 그리고 희생을 상징한다. 빛은 대지를 향해 비추

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직관으로 말미암은 동경과 소망은 물질적 세계관에

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본질적 난제의 해결책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작업에서의 빛은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수정과 같이 빛나는 안료를 흙으로 덮인 기본 바탕 위에 씨를 파종하듯 뿌

리는 은유적 회화의 표현은 신이 이 땅을 향해 비추는 빛을 재현하는 행위

이다. 이 땅을 향한 초월적 존재의 사랑의 은혜와 그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동경을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흙과 빛이 나의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며 그 조형적 특징을 드

러내는지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며 이로써 작품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분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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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장에서는 자연의 빛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받은 치유와 감동을 서술하

며 자연과 빛에 대한 나의 관점과 해석에 대해 논한다. 1절에서는 자연에

동화되어 행복을 누리고, 자연을 관조하며 창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나의

작가노트와 이와 관련된 작품을 보며 서술한다. 또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

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나와 유사한 자연관을 가진 작가들의 사상과 작

품을 함께 살펴본다. 2절에서는 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경험을 묘사하

고, 빛의 언어적 의미와 빛의 기원을 고문헌과 과학 이론을 토대로 연구한

다. 이로써 빛이 계시하는 신과 희생적 사랑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신학적,

철학적, 미학적 이론을 근거로 제시한다.

III 장에서는 현대미술의 흐름에 따라 흙을 작업의 재료로 이용하게 된 계

기와 흙의 물질과 물성으로 표현하여 얻어지는 비물질적 빛의 조형적 과정

과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1절에서는 흙으로 나의 관념을 표현한 초기 연구

작들을 살펴보며 나의 작품에서 흙이 갖는 물질적 의미와 상징에 대해 논한

다. 2절에서는 작품이 이끄는 흙의 사유를 통해 내면에 있는 진실의 빛을

발견하는 과정을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노자(老

子, ?-?), 장자(莊子, B.C.369-B.C.289) 등 동서양 사상가들의 철학을 통하

여 고찰해본다. 3절에서는 빛을 씨앗에 은유하여서 뿌리는 방법으로 표현하

기까지의 과정과 그 영감의 원천을 알아보고,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뜻과 작품이 갖는 생명력을 서술한다.

IV 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흙의 물성을 이용한 재료기법을 살펴

본다. 1절에서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동양적 구도의 특징

을 동양인의 관찰과 인식 방법에서 그 연유를 찾고 분석한다. 2절에서는 나

의 행위와 흙의 물성이 만들어내는 형상과 뿌리기 기법에 대해 기술하고 현

대미술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다른 작가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로부터 얻게 된 결

론을 바탕으로 흙을 이용하여 빛을 표현한 작품의 의의를 살펴보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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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본 논문을 마친다.

본 연구에서는 흙을 작품의 주요한 물질적 매체로 이용함으로써 흙 스스로

가 자연적으로 만들어가는 형상과 동양적 사고관으로 말미암은 작품의 특징

을 동양 미학적으로 고찰하여 전통적 이론의 근거를 마련한다. 서구 모더니

즘의 방법론을 더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대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표현방식에 기저한 동양 정신과 감성을 분석하고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작

품으로 제시하는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여 그 사상적 기반 및

의의를 살핀다. 나의 작품이 단순히 회화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차원

의 감각을 제시하는 앞으로의 동시대 미술을 모색해 본다는데 그 주요한 차

별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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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연에서 경험한 빛

예술가는 예술을 창작하기 전에 관조자로서 대상을 관찰하고 정신적 본질

을 포착한다. 이에 작품을 통하여 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미학적 관점

을 표현한다. 창작은 사색보다 먼저 될 수는 있지만, 삶 속에서의 관조를

앞설 수는 없다.1)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일환으로서 나는 물질적 자연을 체

험하고 또한 정신적, 영적 자연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

하며 무엇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슬프고도 아름답

고, 아프고 치유하는 무수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간다. 자연을 누리는 경험

가운데에서 빛으로부터 느끼는 특별한 감정과 빛에 대한 나의 해석은 작업

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 그 감동과 기쁨을 조형적 표현의 방법으로 찬미하게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서 경험하는 자연을 비롯하

여 빛에 대한 나의 관점과 해석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나와 유사한

관점을 지닌 동서양 작가들의 이론과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빛에 대한 나의 경험과 해석을 신학적, 미학적, 철학적 자료를 토대로 나의

작품과 함께 살펴보고, 빛의 아름다움에 내재한 의미에 대해 나의 이론을

구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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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가라는 괴짜는 그 자신이 창작자로서 예술을 창조하기 전에 관조자로서 예술을 느
끼고 증명한다. 처음에는 행위만 있었지 창작은 없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을 현실화하기
전에 관찰하고 깨달아야만 한다. 살갗 위에 하나의 꽃을 文身하는 야성적인 예술가는 꽃들을
옮기어 놓기 전에 자연을 관찰하고 꽃들을 감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창작은 사색에 비교하
여 앞설 수는 있지만 관조보다 앞설 수는 절대 없다.”, 드니 위스만(Denis Huisman), 『미
학』, 정연풍 역(서울:탐구당, 1987), 125p.



1. 자연에 대한 관점

나는 평소에 산책하는 것을 즐겨 도시 속의 작은 숲속 공원과 근교의 바

닷가를 산책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산 밑에 위

치한 집에 살았던 까닭에 자연은 내게 친숙한 곳이다. 빛을 머금은 자연을

관조하는 순간은 나에게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일상에서 특별함을

지니게 하였다. 어둠을 뚫고 끝이 없을 만큼의 거리를 지나 우리의 시야에

도착하여 반짝이는 별들의 풍경, 섬세한 빛을 받은 안개가 운행하며 넓게

퍼져 앞을 가리는 새벽의 숲속 풍경, 그리고 풍성한 나무들이 비친 잔잔한

호수의 물결에 영롱한 빛들이 눈부시게 비치는 풍경들을 마주하는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이 있다. 호수의 표면에서 반짝이는 빛이나, 숲의 나뭇잎들과

촉촉한 공기가 반사되어 시야로 들어오는 따뜻하고 찬란한 빛은 나에게 무

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지친 나에게 휴식과 치유를 선물해주기도 하였다.

나의 영혼이 쉼을 얻고 싶을 때가 있다.

물가를 걸으며 물결 위로 비치는 빛들이 반사되어 나에게로 다가올 때,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은 쉼을 찾고 위로와 사랑을 받는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2)

앞의 작가노트는 자연을 관조하며 자연이 주는 치유와 사랑을 받는 순간 나

의 마음을 기록한 글이다. 자연의 빛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은 나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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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천국에 있는 듯한 감정에 이르게 하였다. 그 감정은 평안, 화평, 안락,

부드러움, 따뜻함, 온화함 등 모든 좋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 “좋은 음악

을 많이 들으면 사람의 심성이 선해지듯이”3) 자연의 아름다움은 나를 행복

하게 해주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 자연에서 누린 이러한 나의 심상

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 찬미하고자 하였다.

자연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원초적인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

며 예술 표현에 주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초전 오순(焦田 吳珣, 18

세기 말-19세기 초)의 [참고도판1]에는 산수애와 조화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 작가가 누리는 여유로움과 만족감이 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화면 상단에는 “복잡한 속세를 뒤로하고 자연속에

파묻혀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보내고 있다”4)는 내용의 화제를 더하여 내적

으로 충만함을 영위하는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공자

[참고도판1] 초전 오순, <누각산수도>

19세기 초, 종이, 수묵담채, 56.7x36.3cm,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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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움미술관, “초전오순”, 검색일, 2020.10.10, http://www.leeum.org/html/collection/trad
itional.asp



(孔子, B.C.551-B.C.479)가 엮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서

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시를 짓고 노래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

다. 그는 “시를 짓는 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일에서 시작하게 된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시를 지을 수 없다. 시는 자

신과 자연이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5)라고 하였다.

또한 『논어』의 선진편에 이를 잘 드러내는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포부를 말해 보라고 했다. 먼저 자로는 천승의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다고 했고, 염유는 사방이 육칠십리 쯤 되는 작은 나라를

다스려보고 싶다고 했으며, 공서화도 제후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증석은 이들과는 다르게 “늦은 봄에 봄옷을 지어 입고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들 육칠 명을 데리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면서 시나 읊으

며 돌아오는 것입니다”라 대답하였다. 이 대답에 공자는 매우 감탄하면서 자신의

뜻도 그와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6)

공자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자연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는 여

유 있는 생활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였다. 자연은 이

렇게 구별된 행복을 누리는 순간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색함으로써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감각으로 향

하게 하여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한 존재를 인지하게 한다. 자연은 신의 피조

물이므로 신의 영원성과 신성함7)이 깃들어져 있다. 신은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였으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움의 근원인 신의 찬란함을 반

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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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종수, 앞 책, 137p.

6) 안종수, 앞 책, 38p.

7)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4판』(서울:대한성서공회,
1998), 신약성경, 로마서, 1:20.



로8) 인간으로서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작품도판1], [작품도판2], [작품도판3]에서는 안개로 둘러싸인 호숫가에서

자연에 대한 사색을 조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호수의 수면에는 나뭇가

지들이 비쳐있다. 그들은 마치 서로를 비추는 듯해 보이기도 하며, 서로 간

의 일치와 불일치 사이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곧 실재와 허상

사이에서 존재 진리의 고요함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곧 III 장에서

논할 나의 작업에서 흙이 이끄는 사유와도 일치하는 지점으로 연결된다. 20

17년에 기록하였던 아래의 시는 이에 대한 나의 심상과 사색을 보여준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를 지나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그 곳은 보일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곧 보일 곳,

희미하지만 뚜렷해질 곳이다.

물 위의 상들을 그려본다.

바람에 움직이는 상들과 그 비친 상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지점.

고요함 속에서 서로 대면하는 그 상들을 그려본다.9)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직관으로 진리를 탐구하였던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은 “자연은 언제나 정신을

말한다. 자연은 절대적인 것을 암시한다. 자연은 영원한 결과이다. 자연은

우리 뒤의 태양을 언제나 가리키는 위대한 그림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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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나영에 따르면, 성경은 예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서나영,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신앙과 학문』 23(2).
119-147, 2018.

9) 작가노트, 2017.



[작품도판1] <안개 I>, 2017, 장지에 디지털 프린팅, 비단 설치, 72x100cm

[작품도판2] <안개 II>, 2017, 장지에 디지털 프린팅, 비단 설치, 72x100cm

[작품도판3] <안개 III>, 2017, 장지에 디지털 프린팅, 비단 설치, 72x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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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그의 저서에서 자연에 대해

이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거진 나무들과 야생화들이 바람에 따라 몸을 흔들며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가는

풍경, 물결이 흐르는 소리를 내며 빛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풍경들은 이 모든 생명

을 창조한 창조주를 찬양하는 자연의 몸짓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은 언제나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표현한다.

10)

나는 그동안 자연과 나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신이 그의 존재를 투영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과 깨달음 또는 직관을 작업에 반영해왔다. 평범한 일상

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선물 같은 순간들은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을 가

져다주며 왠지 모를 소망을 품게 하기도 한다. 때론 자연은 죄에 따른 벌을

가하기도 하며 죄가 없이도 불행을 겪게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자연이 침묵

으로 일관하여 무심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자연의 섭리로 받

아들이려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우주 속에 한낱 먼지와 같

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것이며, 이른 아침 내리쬐는 빛과 심

지 않은 곳에서 피는 꽃들과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연을 마주하면 자연은 공평하게 느껴진다. 그저 자연을 자연 그 자체로

인정하고 만족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한다.

자연은 먼지같이 미미한 인간에게 빛을 비추고 행복을 부여한다. 가시적으

로 그의 현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비가시적으로 그의 본질을 인간에게 느끼

게 한다. 구약성경에서는 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11)라

고 스스로를 정의한다. 동양에서는 살아 있는 그 무엇을 표현해 자연(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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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멀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聖과 俗 :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서울:학민사, 198
3), 104p.

11) 대한성서공회, 구약성경, 출애굽기, 3:14.



을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리스어로 자연은 ‘퓌시스(φύσις)’

로, 그 의미 또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12)이다. 따라서, 인

간이 인식하고 정의하는 자연과 신은 본질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시경』에서는 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

는데, 이는 그들이 생각한 하늘은 단순한 물질이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낳고 다스리는 인격적인 초월자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하늘을 단순한 자

연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인 초월자로 믿은 까닭은 모든 자연 대상

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3) 고대 동양인들은 회화 예

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 영원한 존재 가치로서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과 조

화, 합일하는 가운데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참된 모습

을 찾으려 했으며 나아가 자연과 합일함으로써 우주의 광대함을 담으려 했

다.

자연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을 통하여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진정한 만족

을 채우게 해준다.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기에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연

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에 있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14) “물질

적인 미에 대한 사랑은 한낱 속임수에 불과하나 정신적인 미의 사랑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완전한 만족을 주고 시간과 함께 시들지 않으며, 정

신을 고양시켜 신적인 것을 관조케 한다.”15)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인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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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니야 쥰이치로의 말에 따르면, ‘퓌시스(φύσις)’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째로는 사물의 본래적 성질 즉 ‘본성’의 의미다. 사물이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하지 않고
내재하는 힘에 의해 움직일 때 사물이 저절로 그러함(자연)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퓌시스, 즉 자연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인 것이다. 둘째로는
자연은 사물의 총체 또는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된다. 구니야 쥰이치로(國谷純一郞), 『환경과 자연인식의 흐름』, 심귀득, 안은수
역(서울:고려원, 1992).

13) 안종수, 앞 책, 16p.

14)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 『Saving da Vinci』, 홍종락 역(복 있는 사람, 2015).

15) 미켈란젤로는 미와 사랑에 관한 태도를 글을 통해 보여주곤 하였다. 그가 즐겨 다룬 주
제 중 하나는 “물질적인 미는 일시적인 것이기 떄문에 물질적인 미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만족감을 줄 수 없고 정신에 대한 사랑보다 품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안소니 블런트(A



파르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는 자연을 신의 계시

가 구현된 곳, 숭고한 자연의 원리가 작용하는 보편적인 세계, 현실의 정치

나 사회에서 충족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상의 세계로 이해하였다. 그는 ‘무

한하고 영속적인 자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그에게 자연은 순수하고

근원적인 것,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가 자연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것은 물체적 자연뿐만 아닌 그 이면의 영속적인 본질인 ‘정신’이라 하였다.

자연을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로 인지하며 ‘신의 섭리가 임재하는 초월적 공

간’의 의미로 이해하여 자연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회화로

표현하였다.16)

남종결비에서는 비록 사람은 시대가 다르고, 양식 또한 다르지만, 그 필

획은 동일했다고 한다. 이것이 ‘법고창신’의 정신인데, 즉, 옛것을 본받아 새

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

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에서 기쁨

을 누리고 자연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

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신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예술의 주된 주제가 됨을 볼 수 있다.

2. 빛에 대한 나의 경험

미술의 역사는 그간 아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아름다움이

란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쾌의 감정인데, 어떤 요소가

아름다움의 감정을 주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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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hony Blunt),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론』, 조향순 역(서울:미진사, 1990), 103, 105p.

16)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 서양 풍경화의 전통에 관한 연구 = Nature,
Landscape and Man : A Study of Western Landscape Painting's Tradition』(서울:아카넷,
2003).



상적이고 모호한 만큼이나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눈부시고 빛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다. 그것을 볼 때 아름다움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느

끼며 빛과 아름다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 그리하여 나

의 작업의 주제도 줄곧 빛이었다. 빛은 신비롭고도 깊고 오묘한 감정을 끌

어내며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무엇인가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것은 아름

다움 그 자체이며 숭고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

게 한다. 그것으로 나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좋은 것이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도 없으며 경험해 보

지 않았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이며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함과

영원을 사유하게 한다. 삶 속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찰나에 불

과하나 빛은 가장 좋은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비춤으로 동경과 희

망을 안겨준다.

[작품도판4] <요나>, 2016, 사진, 가변사이즈

천국의 이미지를 상상해본다면 그저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바다나 호수

에 비친 빛들을 바라볼 때면 그 순간을 영원히 평생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빛은 온화하게 몸을 감싸며 행복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살아나게 하

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의 해방감

과 동시에 내면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소생하게 한다. 빛으로부터 받은 이러

한 황홀한 감정은 이를 조형적 언어로 찬미하는 반응을 일으켰다. [작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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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4]와 같이 물 위에서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영롱하게 비치는 빛을 관조하

는 것은 그 어떠한 풍경보다도 나에게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느끼게 하고 그

빛 속으로 빠져들고 싶게 한다. 보이는 빛의 움직이는 형태를 통하여 이를

초월하는, 그 이상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어떤 것에 사로잡힌다. 빛이 비치

는 찰나를 포착하는 동시에 단지 그것만을 재현해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빛을 통하여 아름다움이라는 신호를 느끼게 하는 감추어진 무엇인가

를 포착하려고 하였다.17) 이렇듯 빛에 대한 나의 경험은 조형적 표현과 더

불어 빛의 본질을 향한 질문과 탐구로 나아가게 하였다.

빛은 우리의 시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파이며

모든 자연에 생명을 부여하는 물리적 속성이 있다. '비물질적 물질'로서 다

른 모든 물질을 드러나게 하며 계속해서 빛 그 존재이다. 우리 주변 어디에

나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빛에는 무엇인가의 절대자인 신의

모습이 놓여 있다.18) 많은 종교에서 신성한 힘과 숭고함을 나타내기 위해

빛이 사용되었으며, 무지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밝히며 어둠의 힘에 대항하

는 선, 진실, 정의의 힘을 상징하곤 했다. 철학적으로는 진실을 보게 하여

철학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며 영원한 진리를 가리킨다. 적절한 빛이 없다면

식물은 시들고, 사람들은 우울해진다. 빛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밝게 비

추며 존재의 깊은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19)

구약성경이 쓰인 언어인 히브리어의 빛은 ‘오르(רוא)’이며, 게제니우스 히브

리어 사전에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또는 ‘생명’이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

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빛은 ‘포스(φῶς)’로, 사전에서는 ‘마음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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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뤽 낭시는 ‘아름다움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
하였다. “아름다움은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합니다. 그 찰나를 포착하고 싶어 하는 화가
는 단지 그것을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움라는 신호를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
를 포착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 화폭은 결국 훼손돼버리기 때
문에 영원한 것은 화폭이 아니지요. ‘영원함’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
니라, 시간에서 벗어난 것을 일컫습니다.” 장-뤽 낭시(Jean-Luc Nancy),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 이영선 역(서울:갈무리, 2012), 201-202p.

18) 가토 히사다케(Katō, Hisatake)등, 『헤겔사전』, 이신철 역(서울:도서출판b, 2009).

19) 로저 코그힐(Roger Coghill), 『빛의 치유력』, 임형태 역((주)생각의나무, 2006).



혼을 비추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20)

빛은 137억 년 전의 빅 뱅으로 시작되었고 현대과학은 이를 기원으로 최

초의 우주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빅 뱅의 이전 상태는 그야말로 카오스, 즉

‘무’였다. 기원전 1500년 쓰인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전, 구약성경에서도 천

지의 창조는 빛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

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

고”.21) 또한 『장자』에서는 “泰初有无, 无有无名. 一之所起, 有一而未形. (태초

에는 무만이 있었다. 유도 없었고 명칭도 없었다. 하나가 여기에서 생겨났

는데, 하나만 있고 형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는 앞의 창세기 구절을 비교하였을 때 ‘빛’과 동일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이 150억 년 전, 빅 뱅을 직관하였던 표현이라면, ‘하나’

의 개념은 ‘빛’과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도판5]와 [작품도판6]

에서 이러한 빛의 근원에 대한 나의 질문과 빛이 창조되는 과정에 대한 사

유를 흙, 신의 말씀, 불, 이 세 가지 요소에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작품의

제목에서 명시한 이사야 60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천지의 창조에서 ‘빛이 있

으라’는 신의 명령과 같이 인간에게도 빛을 발할 것을 말하고 있다.22)

우리는 우주에 공존하는 무수한 행성들이 내뿜고 있는 빛의 현재 상태를

결코 볼 수 없다. 빛이 시각에 도착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다. 달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걸리고, 태양에서

는 8분 20초가 걸리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서는 약 4년이 걸리

며, 베가에서는 약 8년이 걸린다. 그리고 아주 먼 은하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에는 수십억 년이나 걸린다. 미래를 소망하며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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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종용, 「예수와 빛」, 『한국기독공보』, 2018.10.09, http://www.pckworld.com/article.ph
p?aid=7829723413

21) 대한성서공회, 구약성경, 창세기, 1:1-3.

2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
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
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대한성서공회, 구약성경, 이사야 6:1-2.



들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옛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초월한 영

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작품도판5] <이사야 60:1, 2>, 2013, 가변크기, 디지털프린팅

[작품도판6] <이사야 60:1, 2>, 2013, 01‘06’‘, 흙, 화분, 촛불, 비디오

우주의 별들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 기체와 소량의 티끌이 뭉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에서 만들어졌다. 별은 가스로 만들어

지고 은하는 가스를 품고 있다. 우리 은하 역시 모든 별의 주변을 가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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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둘러싸여 있다. 그 가스들로부터 새 별이 태어난다. 가스의 성분에

따라 별들의 색깔은 아주 많은 색깔로 빛을 발한다. 이러한 별들은 먼지로

태어났다가 수명이 다하면 다시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23)

별이 생겨나는 원리와도 마찬가지로, 촛불 하나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연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소는 가연물과 산소공급원 및 점화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물질을 태울 때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되는 무엇인가가 소멸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빛은 그것의 소멸

로부터 시작한다. 무언가가 죽음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빛이 존재하

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소멸과 죽음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신을 ‘빛’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곳곳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성

경에서 뜻하는 빛은 선함, 지혜로움, 의로움, 진실한 삶, 평화의 길로 인도

함과 모든 것을 환히 드러냄을 말한다. 신약성경에 이르러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B.C.4?-A.D.30?)’를 상징하며, 예수는 세상에 태어

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세상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빛이며 하나님 영

광의 광채와 형상을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묘사된다. 인류를 대속하여 십자

가에서 못 박히며 죽음을 친히 감당하였던 그의 희생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

명을 안겨줌과 동시에 환히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렇다면 빛의 아름다움은

희생으로 이룬 사랑의 결과인걸까?

아름다움과 희생의 관련은 아름다

움을 뜻하는 한자 ‘美’의 기원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도판2는]

갑골문에서 볼 수 있는 ‘美’의 다

양한 형태이다. 이 문자의 상반부

는 양 ‘羊’이고 그 모양은 양 머리

처럼 생겼다. 하반부는 큰 ‘大’ 혹

은 사람 ‘人’ 처럼 생겼다. 이렇게

볼 때 ‘美’는 ‘羊’과 ‘大’, 혹은 ‘羊’과 ‘人’의 결합이다. 이에 관하여 다음 내

용은 일본의 미학자 이마미치 도모노부(今道友信, 1922-2012)가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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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 ‘美’의 갑골문자

23) 칼 세이건(Carl Sagan), 『코스모스』, 홍승수 역(서울:사이언스북스, 2004).



‘美’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사에서의 ‘양’의 작용으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미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미, 희, 선 모두 ‘양’자를 앞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양’은 맛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어의 “매월 초하룻날 제사 때 희생으로 바치는 양”

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곡삭지희양”이 매월 초하루 종묘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살아있는 양이라고 한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전환하여

‘희생’이라는 말의 내재적 의미를 연상하게 된다. 양은 희생의 상징이다. ... “미는

종교에서 말하는 ‘성’에 해당한다. 미는 종교에서의 이상적인 도덕이고 존재의 최

고 개념이다.”24)

그의 견해에 따르면 ‘美’는 희생을 짊어진 사람, 혹은 큰 희생을 뜻하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죄로 인해 무너진 신과 인간의 관계

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던 예수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희생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행위이며,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다. 아름다움

은 희생에서 비롯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각적 세계가 아니라 초월적 세계에서 오는 것

이며, 신은 모든 자연에 그의 세계를 계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적

사랑을 내포한 초월적인 빛은 감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

의 근원이 된다. 찬란한 빛의 반짝임에 나의 영혼이 아름다움을 포착하였던

것은 소멸을 통해 생명을 발하는 현상, 즉 희생의 죽음을 통해 마침내 얻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빛에 투영됨을 직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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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진희, 「제 1 강: 중국 고전미학의 세계」.



III. 흙을 통한 빛의 표현

20세기 현대미술에 들어서 물질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물질 그 자체가 작

가의 정신이 담긴 표현이며 미술 작품으로서 생명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질

의 ‘물성’은 작가가 제시한 물질 자체의 생명력과 속성이 형상에서 정신으로

확장되어 표현되며, 오늘날 시각예술에서는 인간표현과 생명, 정신적 탐구에

서 물성의 역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25)

그 중 196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가난한 미술’이라는 의미를 가

진 전위적 미술운동인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는 흙을 나의 작업 매체

로 이용하는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사조는 그동안 미술 재료로 사용되

지 않던 흙, 석면, 흑연, 왁스, 타르 철사 등 보잘것없고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을 미술관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예술로 만들고, 그 물성에

대해 집중하여 관찰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사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6)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보내는 대부분

의 시간을 피아노를 치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지내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생각이 깊어져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존재

하는 것이 가능하며, 왜 지금 ‘나’ 이전의 세계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인간 존재론적 질문을 하곤 하였으며,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삶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이에 대한 사

유를 하곤 했다. 그동안 그리는 것 이전에 재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나는 단순히 화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술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

다는 작업에서 재료 자체의 물성을 이용해 나의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자연적인 재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비단이나 얇은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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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재길, 「현대미술에서 물질의 확장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1), 351-7, 2007.

26) 로버트 럼리(Robert Lumley), 『아르테 포베라』, 박미연 역(파주:열화당, 2006).



에서 안개처럼 비치는 느낌을 좋아하였고, 전통 한지에서 드러나는 닥나무

의 부드러운 재질과 광물성 천연안료인 석채가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것에

매료되곤 하였다. 그리고 흙에서 풍기는 신선하고 그윽한 향기를 좋아했다.

흙은 삶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했으

며, 자연적인 흙의 물성이 나의 표현과 상호작용을 하며 형상을 만들어 가

고 그 스스로가 새로운 생명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도할 수 있었

다. 이것이 내가 흙을 작업의 재료로 이용하게 된 동기였다.

초기에는 아르테 포베라의 전시방식과 같이 흙을 물질 그 자체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으나, 점차 안료와 혼합함으로써 나의 개입을 더하여 회

화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회화적으로 작업 방향이 향하게 된 것

은 흙벽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서 미술의 기원이 되는 흙벽화에 대해 탐구했고 흙벽화를 실습하면서 이를

작업적으로 응용해보기 시작했다.

이번 장에서는 그동안 작업을 통해 사유한 흙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작

업의 발전 과정에 따라 살펴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흙을 통한 1사유

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빛을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으로 작품과 함께 논

하고, 흙으로 이루어진 바탕 위에 빛을 씨앗에 은유하여 뿌리는 회화적 표

현과 이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작업에 있어 뜻한 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흙의 의미와 상징

나의 작품에서 흙은 여러 사유과정을 거치며 조형적 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흙은 우주를 상징한다. II 장 2절에서

앞서 보았던 [작품도판5]와 [작품도판6]은 우주를 흙으로 표현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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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업이다. 무수한 천체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우주 빈 공간의 에너

지를 생명을 창조하는 흙의 에너지에 비유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둘의

에너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에 있어 유비적 대응 관계가 성립된다. 흙

은 ‘유한성’과 ‘물질성’을 가지는 반면에 우주는 ‘영원성’과 ‘비물질성’을 갖

는 데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작품에서 서로 간의 비유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흙의 일반적 뜻은 땅거죽의 바위가 분해되어 이루어진 무기물과 동식물에

서 생긴 유기물이 섞여서 이루어진 ‘물질’이다.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으며

과학적 유전자가 없고 무생물이지만 그 속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미생물,

작은 곤충들 등 무수히 많은 생물을 품고 있으며 온갖 만물이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한다. 흙은 그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생명을 창조

하는 근원적 요소로써 만물을 만들어내는 ‘신의 재료’이다. 생명은 점토의

분자 사슬들이 습도와 온도에 따른 결합으로 발생하는 DNA의 핵산 사슬에

의해 창조된다.27) 태초의 인간 역시나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창조되었

을 것이며, 성경을 비롯한 일본, 미국, 중동의 고대 문명 등의 창조 신화에

서도 신이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흙으로 인간을 지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

다.28) 인간이 창조된 재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흙은 인간의 살과도 친숙함을

가지며 인간뿐만이 아닌 만물의 근원적 재료의 의미를 갖는다.

꽃과 열매와 나무 등 모든 자연은 흙으로부터 개별적 특징을 갖고 각기

다른 모습들을 취하며 생겨났다. 씨앗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빛으로부터 생

명을 얻어 위를 향하여 뻗어 나아간다. [작품도판7]은 인간의 손을 거쳐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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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초의 생명은 석호나 늪지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곳은 낮에는 뜨겁고
건조하다가 밤이 되면 춥고 축축해지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석영과 점토가 쌓여 그 속에 긴
분자 사슬들이 갇혀서 서로 결합이 일어난다. 건조해지고 축축해지는 과정이 교대로 반복되
는 늪지의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최근의 실험에서 점토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 유명한 ‘염기’
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하여, 장차 유전 정보의 기둥이 될 DNA의 단순한 형태인 작은 핵
산 사슬을 만들었다.” 위베르 레브(Hubert Reeve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충
호 역(서울:가람기획, 2000).

28) 리즈 심슨(Liz Simpson), 『땅의 치유력』, 이광조 역((주)생각의나무2006).



에 뿌려진 씨앗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이 자연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에 대한 사색의 과정을 나타내고자 한 작업이었다. 우주에서의 빛과 흙에서

의 씨앗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는 것으로서 원리의 유사성을 갖는다. 우주

빈 공간에서 빅 뱅의 대폭발이 창조의 시작점이 되었듯, 흙 속에서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 함축되어 그 시작점이 된다. 씨앗은 모양이 단순하고 작으

며, 모든 씨앗은 비슷해 보이나 그것이 흙에서 자라기 시작하여 오랜 시간

을 거치면 그의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같은 종자의 씨앗마저도 자라

나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결과들을 자아낸다. 씨를 뿌리는 행위

는 자연에서 이루어질 어떠한 결실을 기대함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일을 시작함이다. 이를 통해 자연은 수많은 현상들을 일으켜 생명이 생

[작품도판7] <무제>, 2013, 사진, 가변사이즈

겨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 인간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

니지만, 자라게 하는 자연과 신의 힘은 중요하다.29) 사방으로 자라나는 가

지들은 주변의 또 다른 생명과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보이지 않는 깊음에서

는 주변의 뿌리들과 엉키며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흙은 식물이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원천이며,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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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대한성서공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7.



동물과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이 된다. 살아가는 순간에 빛과 아

름다움을 만끽하고 부여받은 생명이 다한 존재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간다.

흙은 보이지 않는 생물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그리고 다양한 광물질부터

시작해서 식물의 잔뿌리까지의 만물을 품고 있다. 동시에 탄생으로부터 소

멸까지,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인간과 자연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

이지 않는 깊은 곳에 모두 내포하고 있다.30) [작품도판8]에서는 식물들이

[작품도판8]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2013, 종이에 펜, 식물

땅 위에서 보게 된다면 각자의 가지로 우뚝 서 있지만, 땅으로 내려가 보면

모든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또한 육체는 각자 개별적으로 살아가 보이만 비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사색의 과정을 기록고자 하였다.

흙과 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생존과 삶의 바탕이다. 지구를 뜻하는 ‘Earth’에도 흙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듯 인류는 지구상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흙과 더불어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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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BS 흙 제작팀, 『흙』(서울:낮은산, 2008).



31) 흙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문화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왔다. 우

리가 추정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술 또한 흙 위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B.C.35,000년-B.C.11,000년에 건립된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굴벽화에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적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신적 힘을 빌려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로 본다.

우리나라 미술의 기원은 고구려 고분 벽화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3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만들어졌다. ‘고분’이란 순우리말로는 ‘옛 무덤’이며, 흙으

로 된 고분 안의 천장이나 벽면을 화폭으로 삼아 당시의 생활 풍속, 장식무

늬, 사신 등을 주로 그렸다. 고분은 죽은 자의 또 다른 삶, 혹은 그 삶을 준

비하는 공간이었으며, 그 공간을 장식하는 벽화는 산 자들이 죽은 자를 떠

나보내면서 자신들도 가서 누릴 것이라 믿고 그러기를 꿈꾸는 내세의 삶이

벽화로 그려졌을 소지가 크다.32) 물질 세계의 끝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작품도판9] <화분 속 흙>, 2015, 캔버스에 유채, 80x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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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BS 흙 제작팀, 앞 책.

32)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난 인간과 자연은 수명을 다하면 본래 태어난

흙 속으로 되돌아가고 육체로도, 누군가의 기억에서도 소멸하여간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 앞에서 수고와 고통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삶은 우리에게 허무

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작품도판9]는 흙을 담고 있는 화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시점으로 원형 구도를 이루는 작품이다. 원형 화면의 특징은

흙의 순환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 화분에 담긴 흙 한 줌에서도 자연의 근간

으로써 생명의 가능성과 동시에 생명의 최후를 볼 수 있다. 흙은 생명의 탄

생과 죽음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물질성 의미와 물질세계의 한계를 나타

내며 저 너머의 ‘영적 세계를 향한 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흙에서 발견한 빛

앞서 살펴본 흙은 나의 작업에서 생명과 죽음의 순환 의미와 상징을 내

포하며 기본 바탕을 구성한다. 그러나 나의 작업에서 이러한 흙의 물질적

의미와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흙에서 발견한 ‘빛’에 있다. 이는 물질적

차원이 아닌 정신적 차원의 이해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흙에서 빛을 발견

한다는 것은 얼핏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무(無)로부터 유(有)가 창조된 우주

의 “반대의 일치”33)를 이루는 신의 전개 방식을 고려한다면 흙에서 빛을 발

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대체로 반대로서 대립하는

것은 모두 일치하는 것이며, 반대되는 것들은 반대되는 것들의 끝에서부터

탄생하여 그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우주의 움직임과 고요함, 생명과 죽

음, 하늘과 땅, 정신과 육체, 음과 양,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등 이와 같

은 대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결국은 동일한 것으로 귀결되곤 하며34) 자

- 26 -

33) 구니야 쥰이치로, 앞 책, 203p.

34) 구니야 쥰이치로, 앞 책.



연은 이와 같은 양 원리의 상호 작용으로 모든 창조의 원리를 이루고 있다.

[작품도판10] <바다 위>, 2019, 장지에 흙과 안료, 130.3x194cm

2018년부터 흙과 안료를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와 섞어 장지의 화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흙의 물성과 색채가 어우러

지고 나의 제스처를 통해 조형적 형상을 이루어 나갔다. 작품들의 배경은

대부분 밤하늘, 호수, 바다 등을 담아내고 있는데, 풍경의 세세한 묘사보다

는 [작품도판10]과 같이 다소 단색적이며 추상적이고, 때론 상징적이기도

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밤하늘이나 바다는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음으로

우리에게 하여금 숭고한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화면에서 드러나는 흙

은 그 자체의 물성으로서 순수하게 나타나며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유

를 유도하여 고요함으로 이끈다. 흙 그 존재는 모든 것을 본래 존재하게 하

는 조용한 힘이며 그때 흙의 존재 자체가 참되게 나타난다. 흙의 존재를 사

유하는 고요함 또는 정적을 통하여 자유와 안식의 원천을 찾도록 의도하였

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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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모든 물질적 형상은 그 사명을 다하고 때가

되면 흙이 되어 묵묵히 그 자리에 묻힌다. 흙은 이 세상에 얽혀있는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종결시키며 이 세상에서 잠시 눈을 감는 고요한 사유의

시간으로 이끄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작품도판11]에서 <You Will Shin

e Forever and Ever>의 연속 작품들은 먹을 섞은 흙이 화면의 바탕을 전체

적으로 이루고 있으며 밝은색의 안료가 곳곳에 뿌려져 있다. 짙은 흑암의

배경은 밤하늘이나 우주를 상기하거나 혹은 단순히 흙의 요철을 가진 어두

운 화면으로도 보이게 하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표현방식을 통해 우주의

‘높음’과 흙의 ‘깊음’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도록 하였다.

동양화에서 ‘먹36)’은 단순히 검은색 안료가 아닌 죽음이나 재에 비유됨으로

써 죽어 있는 물질임을 드러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채와 자연의 본질

을 함축한다. 흙과 먹의 혼합은 흙이 내포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 의

미에서 먹을 만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사망, 그리고 깊은 무덤으로 가는 죽음과 끝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죽음

의 끝으로 가는 길은 또 다른 우주로 가는 길로 이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대로 대립하는 것이 일치로 이루어지듯 죽음으로 가는 길은 죽

음을 초월하여 또 다른 삶으로 가는 길이다. 이로써 죽음을 통한 사유의 고

요함에 이르러 진실의 빛을 발견하게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빛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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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황경선은 하이데거의 고요함(Ruhe)에 대해서 “고요함은 존재의 탈은폐에서 혹은 존재가
그 자체, 즉 진리로 발현하는 장에서 생기는 것으로 밝혀진다. 존재는 은닉으로부터 원으로
사방으로 밝게 트이며 스스로를 열어 밝히고 존재자는 그 밝음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자
체로 들어선다. ... 그럼으로써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안식이 담보된다. 탈은폐
의 머묾 가운데 존재도 존재자도 인간도 하나로 속하며 그 자체로 돌아가 고유하게 현전함
의 중심에서 고요함이 지배한다. 고요함은 또한 침묵으로서 말함의 사건이다.”라고 말하였다.
황경선, 「하이데거에서 고요함(Ruhe)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76(2015): 369, 2015.

36) 먹에는 단순히 검은색을 칠하기 위한 안료로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함축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다. 생명의 증거인 다양한 색채를 태워서 죽였다는 뜻에서 먹은 재나 죽음에 비유된
다. 먹을 운용하는 화가는 그 스스로가 죽어야 하며, 또한 먹에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발
견해내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쯤은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먹을 모든 사물
의 존재 이전의 본래 참 모습, 즉 만물의 본질인 태극적 상태로 보며, 생성된 모든 사물을
포용하는 본원적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먹색에는 모든 색을 의미하는 다섯 가지 색이 발견
되는데, 죽어 있는 현상을 갖고 있는 동시에 모든 삶의 색감을 잉태하고 있음을 뜻한다. 송
수남, 『한국화의 길』(서울:미진사, 1995).



[작품도판11] «You Will Shine Forever and Ever», 2019, 우석갤러리

조 과정을 상기시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

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

니 빛이 있었고”.37) 흙의 물성을 제시함으로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 사유를

통한 빛의 발견이다. 즉 나의 작업에서 흙은 사유를 통하여 물질을 초월한

비물질로의 진입과 확장으로 영원에 이르는 것이다.

흙의 화면은 관조와 사색을 통한 내면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어 준다. 생각

‘思’의 한자는 밭 ‘田’ 밑에 마음 ‘心’을 붙인 것으로 마음의 밭, 즉 내면을

갈아 다스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내면이란 가장 안의 가장 깊은 곳,

따라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조심스러우며 가장 고유한 것38)이다. 세상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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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한성서공회, 구약성경, 창세기, 1:2-3.

38) 장-뤽 낭시, 앞 책.



실에서 한걸음 물러선 내면 깊이에서 인생의 사실들을 관조하고 사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빔 또는 무 앞에 홀로 서서 내면에 귀 기

울임으로 이끈다. 이로써 하늘, 땅, 우주, 죽음과 삶,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어울리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 물성과 세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속하며 그 가운데 고요함과 정적이 들어서 있다.

[작품도판12]는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영감을 얻어 작업한 <물 위> 연속

작품 중 하나로, 흙과 안료를 재료로 이용하여 고요한 호수의 수면을 표현

하였다. 호수는 바다나 강물보다 비교적 물결이 잔잔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여러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물 위의 대상을 곧잘 비추곤 한다. 호수의

요동하지 않는 잔잔한 표면은 내면에 평안을 주며 나를 비춰보는 사색의 시

간으로 이끈다. 사유하는 고요함이 지배하는 곳은 진리의 고요함이 있다.

[작품도판12] <물 위 I>, 2019, 장지에 흙과 안료, 162x227.5cm

호수를 관찰하고 관조하는 가운데, 잔잔한 물의 표면에 비친 나무들의 잔

가지라던지, 찬란하게 반짝이는 윤슬의 장면은 나의 영혼을 표상하는 것임

을 직관하곤 하였다. 그것에서 나의 “영혼에 공감하는 형태”39)와 그 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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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고 흙과 안료를 이용하여 작업에 적용했다. 흙을 통한 표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과 자연의 섭리를 사유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내면

을 모색하여 공허를 마주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실한 가치

를 곱씹어보는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한다. 가시적인 세상과 현실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하며, 참된 삶에 대한 사색의 과정으로 인도하여

내면에 있는 마음의 눈으로 진실의 빛을 발견함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사유의 과정을 『노자』 제16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歸其根.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

命日常. 知常曰明. (빔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두터이 하라.

만물이 아울러 일어나니, 나는 그들이 돌아감을 본다. 대저 온갖 것이 무성하여,

저마다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 한다. 이는 명을 좇

는다는 뜻이다. 명을 좇음을 일러 상이라 한다. 상을 앎을 일러 밝음이라 한다.)40)

즉,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욕망을 버림으로써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일, 그

리하여서 절대적인 고요함에 이르고 영원함을 아는 것이 밝음에 이르는 전

제 조건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고요함에 이를 수 없고, 고요함이 없

이 밝음은 오지 않는다.41)

또한 장자는 철학하는 목적을 “인간의 정신의 일자에로의 환귀이며, 절대

자인 한 사람에 이르는 것이며, 빛 그 자체에 정신이 닿는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일자로서의 빛 안에서 정신의 엑스터시스가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철학자가 동경하는 것은 진실한 빛이며 그것은 그에게 있

어 우선 의심에서 시작하여 단순한 희미한 빛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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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각 시대는 그 자신을 반영하고, 그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며, 자기의 영혼에 공감하는 형태만을 선택한다.” 바실
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칸딘스키의 예술론』,
권영필 역(서울:열화당, 1981), 80p.

40) 김하풍, 「[기고]명(明)과 허(虛)와 정(靜).」 『철학과 현실』,(2003): 227-31, 228p.

41) 김하풍, 앞 논문.



다.”42)라고 하였던 바가 있다.

흙에는 우주와 같이 잠재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허한 어둠만이 가득할 뿐이다. 하지만 흙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빛을 비추면 생명이 터온다. 내 마음속이 흑암으로 가득할 때, 문득 찰

나의 빛들이 스친다. 그것을 움켜쥔다. 그것을 희망한다. 어두움 속에서 아주 작은

별들이 스친다. 어릴 때의 빛의 기억들,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빛의 기억들을 하나

둘 생각해보며 다가올 빛을 담담하게 기다려본다.43)

앞의 작가노트는 작품을 제작하며 떠오른 심상에 관해 시적으로 표현한 글

이다. 진실한 빛은 스스로의 고유한 빛 안으로 들어가서 자만심을 떨쳐 버

리고 자유를 찾는 사유로부터 비쳐 온다.44) “우리는 완전해지면 빛을 발한

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부과한 감정의 벽이나 물리적인 벽에 의해서 방해

받지 않는 내면으로부터의 빛이다.”45) 육체의 허무함과 한계 앞에서 영혼의

충만함과 눈부심으로 가는 길을 내어주는 것을 작업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

으며 작품들을 통해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예술은 참된 것을 끄집어내

유한성의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46)이기 때문이다.

- 32 -

42) 이마미치 도모노부(今道友信), 『동양의 미학』, 조선미 역(서울:다할미디어, 2005), 182p.

43) 작가노트, 2019.

44) “빛은 사유 자체로부터, 오로지 사유로부터만 비쳐 오는 것이다. 물론 사유가 사유로 되
고 또 라시오(ration)에 대한 자만심을 떨쳐 버리고 자유를 찾는 한에서, 오로지 그 경우에
서만 사유 자체는 스스로의 고유한 빛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유
고유의 신비이다.”,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사유란 무엇인가』, 권순홍 역(서울:
길, 2005), 27p.

45) 로저 코그힐, 앞 책.

46)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헤겔미학』, 두행숙
역(서울:나남출판, 1996), 89p.



3. 빛을 뿌리는 표현

앞서 흙의 사유는 고요함 속에서 정신과 마음의 실재로 이끌었으며, 도달

한 실재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빛은 어둠을 포함하여야 진정

하며 더 깊고 진실한 의미를 갖는다.47)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이면을

직관하는 능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작은 별들을 바라

보고 있으면 별빛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

끼기도 한다. 삶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느끼는

이유는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별처럼 고통 속에서 밝게 피어오르는 빛의

경이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작품도판13] <무제>, 2019, 사진, 가변사이즈 [참고도판3] Open Cluster ...........

모든 문화에서 “미술의 기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 자체에 있기보다는 인간

의 마음속에,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가운데에”48)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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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김응학에 따르면, ‘여백(餘白)’을 창출하는 기법 중에서 ‘허(虛)와 실(實)’은 작가가 ‘실’이
라는 실재를 통해 회화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허’를 통해 정신의 실재를 암시한다. ‘허’는
‘실’을 포함하여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실’은 ‘허’로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허’는 ‘실’을 포
함하면서 보다 더 깊고 진실한 의미를 갖는다. 김응학, 「‘여백(餘白)’의 생명미학(生命美學)에
관한 고찰」, 『동양예술』, 19(0), 287-317, 2012.

48) 에른스트 곰브리치(E.H. Gombrich), 『예술과 환영』, 백기수 역(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



또한 작품에 ‘빛의 형상’의 시각적인 구현과 더불어 추상적인 ‘내면의 빛’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주로 [작품도판13]과 같이 빛이 물 위에서 반짝거리는

‘윤슬’의 형상이나 [참고도판3]과 같이 밤하늘에 별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

을 발하는 형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의 환희를 느꼈으며, 빛에 대한 나의 반응

을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여야 이 같은 아름다움의 즐거움을 다시금 전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구약성

경 시편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49)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

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고(ערז)’50)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뿌리다’의 동사는 ‘파종하다’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로, 빛을

‘씨를 뿌리듯’ 뿌린다고 표현하였다. 이 구절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를 가진 ‘빛’을, 흙에서 생명의 시초가 되는 ‘씨앗’으로 비유하여 회화의 기

법적인 측면에서 뿌리는 방법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했다. 안료를 화면 위에

뿌리면 안료가 떨어지면서 퍼지고 튀는 형상이 빛이 반짝이는 형상과 유사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눈에 띈 [작품도판14]에서 하얗게 나

뭇잎에 배인 반복적인 패턴과 [작품도판15]에서 메밀밭에 무수히 핀 꽃들이

하늘에서 마치 빛을 뿌려놓은 듯 내게 보였다. 그리하여 [작품도판16]에서

이를 응용하여 흙과 안료로 바탕을 제작하고, 그 위에 흰색 안료를 이용한

뿌리기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III 장 1절에서 논하였듯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인간이 농경으로 생존하

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연에서 이루

어질 어떠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에서도 빛의 씨앗을 뿌리는

표현은 자연이 이루어 낼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도 같다. 씨앗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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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 1985), 106p.

49) 대한성서공회, 구약성경, 시편, 97:11.

50) “시편 97:11”, 알파알렙, 검색일, 2020.9.19, https://app.alphalef.com/bhsheb/Psalms/9
7



경에서 복음을 뜻하기도 하며, 마태복음에서 씨앗의 비유51)는 천국의 신비

를 상징하기도 한다.

[작품도판14] <무제>, 2018, 사진, 가변사이즈 [작품도판15] <무제>, 2019, 사진, 가변사이즈

[작품도판16] <푸른 초장>, 2018, 장지에 흙과 안료, 97x130cm

- 35 -

51)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대한성서공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24.



빛으로 표현하기 위한 밝은색 안료는 씨앗으로 비유되어 흙으로 덮인 화면

위에 뿌려진다. 이 같은 표현은 신이 이 땅을 향해 비추는 빛을 재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영혼과 마음의 밭에 뿌려진 빛은 씨앗 같이 심어져서 새

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꽃과 열매의 결실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앞서 III 장 2절에서 논하였던 흙에서 발견한 빛을 적극적

인 행위로 표출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진실의 빛은 초월적이고 영원한 것이

며, 한계로 가로막힌 땅에서 빛의 세계를 향한 열림이다. 인간이 가시적 세

계 앞에서 마주한 무력함을 흙을 통하여 내비치고, 동시에 이를 극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초월적 세계로 고양됨의 환희를 마치 하늘에서 은총의

단비가 내리듯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순수하고 완전한 신의 영

역에 관한 뜻을 내포함으로써 신이 이 땅에 내리는 사랑과 그의 영원한 나

라인 천국의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도판17]과 [작품도판18]은 ‘당신은 영원히 빛날 것 입니다’52)라는 제

목의 시리즈 작품으로, 작품을 마주하는 나의 뜻을 제목에 투영하고자 하였

다. [작품도판17]은 가로 길이가 4m가 넘는 큰 화면에 제작하였는데, 이는

크기가 선사하는 숭고함을 체험하기 위함이었다. 흙과 안료로 이루어진 어

두운 바탕화면 위 곳곳에는 밝은색 안료를 뿌려 빛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자 하였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가장 높고 아득한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밤

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가장 낮고 깊은 곳에 있는 흙을 이용하여 표현하였

다. 이는 나의 마음속에서 마주한 세계를 포착하여 이를 투영한 것53)으로,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발견한 빛을 흙을 통해 구현한 것이다. 자연에서 누렸

던 빛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빛이 내포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자 하였다. 이는 곧 자연의 빛이 우리에게 계시하였던 영원히 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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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작품제목을 위한 영감을 얻었다. 대한성서공회,
구약성경, 다니엘, 12:3.

53) 모리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Ponty), 『눈과 마음』, 김정아 역(서울:마음산책, 2
008).



진리, 곧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한 존재이며 아름다움의 근원인 신의 찬란함

에 대한 찬미의 표현이다.

[작품도판17] <You Will Shine Forever and Ever II>

2019, 장지에 흙과 안료, 162x455cm

화면 곳곳에 뿌려진 밝은색 안료들은 고유의 천연색을 가진 자연석에서 추

출한 석채를 사용하였고, 뿌려진 안료마다 자신만의 개별성을 갖고 각기 다

른 색을 품고 있도록 다양한 색의 석채로 표현하였다. 돌이 풍화작용을 거

쳐 흙이 되는 것에 따르면, 이들은 곧 흙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본질적으로

흙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단순히 짙어 보이기만 하는 흙은 무수히 다양한

색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종 밤하늘의 별과 같이 보석을 품고 있기도 하다.

뿌려진 석채 주변으로는 못을 이용하여 흙과 안료로 덮인 화면을 긁어내 본

래 흙의 색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작품도판18]에서는 흙과 먹으로 이

루진 배경으로, 건조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 금색 안료가 곳곳

에 뿌려져 있다. 금이 오래전부터 상징하는 빛, 선(善), 천국, 초월적 세계,

영원의 의미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먼지로 태어났다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수많은 별들은 흙으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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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와 같은 운명을 지녔다. 그러한 슬픈 운명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할 정도의 거리의 먼발치에서부터 밝게 빛나

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별빛을 보고 있으면 찬란하기 그지없다. 위로를 받

고, 미래를 소망하며, 아름다움의 환희를 감각한다.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

는 별과 같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혼 또한 저 별과 같이 영원히 밝게 빛날 것이라는 물질적인 가시적 세계

관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도판18] <You Will Shine Forever and Ever I>

2019, 장지에 흙과 안료, 130.5x162.5cm

자연 속에서 경험한 빛을 통하여 빛에 내재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포착

하고 이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동경과 지향하는 바를 작품에 담았다. 빛이

반짝이는 현상을 안료를 뿌리는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빛에 내재한 영원성

과 신의 의미를 더하였다. 그럼으로써 빛이 가진 진정하고 진실한 의미를

품은 영원한 풍경을 그려내고자 하였고, 나의 작품이 구상적인 내용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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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추상적인 감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은

수고롭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자연이 하는 일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이나

행위일 뿐이다. 우리의 작은 행동을 말미암아 자연은 또 다른 이야기들과

세계를 만들어 간다. 흙에 빛의 뜻을 담아서 뿌리는 작은 행위도 같은 맥락

으로, 나의 작은 행위를 말미암아 자연은 나의 미술 작품을 통해 스스로 일

하며 작품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생명을 갖는다. 이는 나의 영역에서 자연

과 신이 이루는 영역으로 나아감이다. 나는 그저 자연과 신의 통로로서 작

품 제작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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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

앞서 살펴본 흙을 통한 빛의 회화적 표현을 토대로 이번 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흙의 물성을 이용한 재료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에서 돋보이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구도에서 드러나는 동양적 특징을 연

구해봄으로써 이의 독창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흙의 물성을 통한 조형적 표

현과 뿌리기 기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단순성과 평면성

회화에 있어 대상의 관찰과 인식 방법은 표현 방법을 결정한다.54) 나의 작

품에서 화면의 구도는 대체로 평면적이고 단순한 구도를 구성하고 있다. 비

구상적이며 추상화로 보이기도 하는 작품들은 대상을 향한 나의 사고의 흐

름과 관찰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내가 가진 동양적 사상과 감수성,

지리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부터 적응되어 나의 관념과 정체성이 작품에 묻

어나오게 된 것이다. 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이 동양 정신에

근거한 것임에 대해, 그 근원을 연구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나의 관찰방식은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유모취신

(遺貌取神)’과도 유사하다. 유모취신은 관찰에 있어 느낌이 가장 강한 것과

제일 아름답게 느낀 인상에 주의하고, 반대로 필요 없다고 여기는 부분은

관심을 덜 두는 감상 방법이다. 전면적인 관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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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진조복은 동양화의 연구방법을 ‘현실에 대한 관찰과 인식방법’과 ‘현실의 표현과 묘사방
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보고있다. 관찰방법은 표현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동양화
특유의 표현방법은 관찰방법과 연계되어있다고 말하고 있다. 진조복(鎭兆復), 『동양화의 이
해』, 김상철 역(서울:시각과 언어, 1995).



취사선택을 요구하여, 정신이 깃들어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들여 화면에 표현하고 나머지 배경까지 포함한 덜 중요한 부분

은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대담하게 생략하여 여백으로 대체하는 방식

이다.55) 조선 후기 문인화가로 활동하였던 정수영(1743-1831)의 [참고도판

4]는 유모취신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바다 풍경에서 인상을

얻은 물결, 해초, 전복을 취사선택하여 단순하고 간단하게 화면을 배치하여

묘사할 대상을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재치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표현하

였다. 화면의 상단은 여백으로 남겨둠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와

자유로운 상상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넓혀”56)주는 동시에 풍경 이외에 다

하지 못한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해 그 정취를 자아내며 여운이 감돌게 하였

다.

[참고도판4] 정수영, <영모, 전복>, <지우재묘묵첩>

조선 후기, 24.8x16.3cm, 지본채색, 서울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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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진조복, 앞 책.

56) 이원복, 『회화』(서울:솔, 2005), 29p.



동양 미술에서 특히 우리나라 미술은 간략하고 단순한 특징을 띄는데, 중

국 미술과 같이 기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과 일본 미술과 같이 엄격한 절

제를 보여주는 그 중간에서 간략하고 단순함에서 드러나는 조촐함이 보는

이로 하여금 팽팽한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사한다.57) 나

의 작품 또한 동양 미술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에 더 가까움

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도판5]에서는 포착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진으로 구도화하여 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좌측 위에 위치한 사진은 교내에 있는

연못을 산책하며 촬영하였다. 물 위에 빛이 비치는 풍경을 관조하며 포착할

대상을 구도화한 것이다. 연못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서 연못 이외의 주변의

다른 풍경들은 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단지 초록빛을 띄는 ‘물의

색’, 물결 위에서 반사되어 일렁이는 ‘빛의 움직이는 형상’, 그리고 ‘빛의 본

질’만이 중요한 관찰대상이었다. 그리하여 물의 색감과 물 표면에 비친 빛

과 빛이 만들어내는 움직임만을 취사선택하여 좌측 사진과 같이 구도화하였

다. 그리고 본격적인 회화 표현에 있어, 물 표면의 세세한 형상에는 관심을

덜 두어 원근감이나 입체가 드러나는 실제적 묘사는 배제하고, 녹색 안료와

[참고도판5] 작품의 구도를 위한 사진과 【작품도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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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원복, 앞 책.



흙을 섞어 단색적으로 평평하게 작품의 배경을 칠하였다. 그 후에 간단한

필선으로 물 표면에 비친 빛을 간결하게 묘사하였다.

나의 작품들은 서양의 추상화와 미니멀리즘의 형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러나 이들과는 개념의 출발이 다르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이론에 따르자면 추상화의 본질은 “‘내적인 것’ 혹은 ‘정신적

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관’ 또는 ‘외형’을 파괴한다는 것이며, ‘추상’이

란 전체로부터 일부(색이나 형 혹은 이미지)를 추출해 내거나 혹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정신적인 실재(이미지, 관념 등)’를 산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58) 또한 미니멀리즘은 세상의 모든 요소를 제거한 뒤

‘궁극적 본질’만 남게 하는 것이다. 나의 조형적 표현은 ‘외형’을 포착하고

구상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서 추상화와 미니멀리즘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

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외형의 본질을 심안으로 관조하고 내면의 의미와 뜻

을 담아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였으므로 단순하고도 평면적인 추상화

적인 특징을 불러일으켰다. 동양의 산수화에서도 이 같은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동양의 산수화는 처음에는 자연경관 그대로 옮겨 그리는 데서 시작하였으

나 점차 그리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산천을 담아내 이미 오래전에 추상에

도달하여 관념산수(觀念山水)라는 영역이 형성되어 있었다.59) 그러나 동양의

미술은 형태가 완전히 파괴되는 서양의 추상표현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

는데, 이는 대상이 깨어지면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차물서정(借物抒情)’60)

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술은 늘 보이는 형상 너머 진실과 진리를 표현

하고자 하였는데, “서양은 항상 실험, 관찰, 증명을 통해 이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동양은 심안(心眼)에 의지하여 이(理)에 도달하려고 하였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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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이명곤, 「추상미술 속의 ‘정신적인 것(le Spirituel)’과 ‘창작행위’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 『동서철학연구』, 85.85 (2017): 469-92, 2017, 473p.

59) 이원복, 앞 책.

60) ‘사물을 빌어 마음을 펼치다’라는 뜻을 말한다. 박우찬, 박종용, 『동양의 눈 서양의 눈』

(서울:재원, 2016).



나의 작품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동양화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던 빛을

다룬 것이다. 그러나 대상(빛)을 관찰하는 방식은 서양미술에서 관찰하는 방

식보다는 동양 미술의 방식과 유사하다.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클로드 모

네(Claude Monet, 1840-1926)의 회화처럼 빛에 따라 변하는 대상을 향한

관찰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상에 비친 빛 그 자체의 반짝이는 형상과 움직임

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동양인들은 주로 산책을 하며 경치를 즐길 때 풍경을 살펴보고 관찰한다.

그러므로 동양화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초점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의 조

직구조에 주의하고 대상을 떠나 그 ‘형상의 기억’에 의해 창작작업을 한다.

기억 속의 형상은 대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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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0] <바다 빛 III>

2019, 장지에 흙과 안료, 80x100cm

[작품도판19] <물 위 III>

2019, 장지에 흙과 안료, 100x80cm

61) 박우찬, 박종용, 앞 책, 202p.



이 제거되어 대상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작가의 주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62) 동양화에서는 작가가 사물

을 관찰할 때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고정된 빛을 묘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양화에서와 같이 빛으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구별하는 방

법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동양화의 관찰 방법은 명암을 배제하고 대상의

조직구조에 주의하게끔 되어 있다.63) 나의 작업에서는 빛에 따른 명암을 포

함한 것이 아닌 [작품도판19]와 [작품도판20]에서 볼 수 있듯이 빛이 반짝

이는 그 자체의 형상을 시야로 포착하고 기억하여 그것을 뿌리는 회화적 기

법과 씨앗을 뿌리는 은유적인 의미를 담아 재현해내었다. 그리하여 빛을 평

면적으로 회화화하고 추상화한 특징을 볼 수 있다.

2. 흙을 이용한 기법

1) 물성

동시대 미술에서 물성은 그 자체의 생명력과 그 속에 원초적이고 정신적이

며 영적인 요소인 비물질적 근원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

준다. 더불어 행위와 정서적 태도를 포함한 총체적 과정을 포함하여 오늘날

시각예술의 주요한 표현수단이자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예술적 가치를 드

러내고 있다.64) 나의 작품에서 바탕은 안료와 흙을 섞어 세세한 묘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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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진조복, 앞 책.

63) 진조복, 앞 책.

64) 복부희는 현대미술에서의 물성에 대하여 “물성의 조형적 표현은 불가분 끊임없이 비물
질적 요소들을 환기시키고 끌어들이고 확장”시키며, “비물질적 힘이 근원적으로 존재함을 끊
임없이 드러내는 과정과 결과의 산물”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물성은 질료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회화의 형태이자 표면적 텍스쳐이며 그 속에는 이미 행위와 정서적 태도를 포함한
총체적 과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복부희, 「현대미술의 물성과 행위의 정서적 표



이 칠해져 있으며 나의 행위와 정서가 형상화되어 이루어져 있다. 흙의 물

성은 나의 작품에서 나의 관념과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주요한 조형적 역할

의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전체 화면이 흙과 안료가 섞인 단색으로 주를 이

루고 있고 빛을 형상화한 뿌리기를 통한 표현이 화면 곳곳에 나타나 있다.

흙의 물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상을 만들어내고 화면을 완

성한다. 흙은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잡는 순간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물을 만

나면 점성으로 진흙이 되어 신체를 감싸는 촉각을 갖게 하는 속성이 있다.

흙은 물처럼 그 자체로는 특별한 모양이 없으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느냐

에 따라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 낸다. 형태가 없으면서 형태가 되는 흙의

성질 때문이다.

[참고도판6] 【작품도판10】과 【작품도판20】의 부분

흙과 안료를 아교를 녹인 물과 섞으면 진흙 상태가 된다. 이것을 장지에

부착하는 식으로 얹히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종이에 칠하듯 붓으로 일필휘

지로 흙과 안료가 종이 위를 지나가며 스며들게 하기도 한다. 화면에서 붓

을 든 나의 행위의 순간들이 점착되어 건조과정을 통해 마치 화석과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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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술문화연구』, 14(2019): 41-67, 41-2p.



굳어 항구성을 갖게 된다. 곧 바로는 젖은 상태이므로 그 색과 형체가 명확

하지 않지만, 하루나 이틀 후에는 건조되는 과정에서 색과 질감이 흙의 성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예측할 수 없는 형상을 자아낸다. 시간이 흐

른 화면은 흙이 안료와 섞여 중화된 색채와 흙의 촉각적 질감이 드러나며

자연스러운 조형적 형상을 나타낸다.

흙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물을 머금었을 때의 흙과 건조되었을 때의

흙의 형상이 달라지므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연이 스스로 일하는 필연의 결과에 의존해야 함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흙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데에 있어 내가 의도하는 바이다. 어느 정도

나의 계획안에서 일부분을 자연에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나의 힘과 의지를

부분적으로 내려놓고 자연에 의지한다.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심상

까지도 자연은 나를 대신하여 형상을 만들어가고 그의 독자적인 세계를 만

들어간다. 이에 관한 나의 생각을 다음의 작가노트에서 언급하고 있다.

씨앗 하나를 흙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쐬게 해주면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의

원리처럼 나의 작은 선택 들이 다른 힘을 만나 그 스스로 결과들을 생성해낸다.

나는 주로 흙, 모래, 광물성 천연안료, 석회, 장지, 반투명한 비단 등 물성의 특징

이 두드러지는 것을 재료로 삼아 물성이 나의 제스처나 기법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형상을 만들어 가고 그 스스로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도함으로

써 표현을 확대한다.65)

따라서 물성과 물질 자체의 형상에 머물러 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닌 물성이

스스로 자아내는 기운을 통하여 나의 사상, 감성, 정서, 무의식 등의 비물질

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뿌리기를 제외한 바탕은 여백으로 남아있어 흙과 안료를 이용한 바탕이자

여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동양화에서 여백은 화면에서 그려진 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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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작가노트, 2020.



외의 부분을 조형적으로 살려 아무것도 그려내지 않지만, 여운과 기운이 느

껴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 빛과 기를 나타냄으로써 화면의 본질적인 요

소로 존재한다. 또한 여백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데, “조형사고의 깨

달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작가의 정신영역”66)이며 비워둠으로써 격

이 높아지는 특별한 공간이다.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미

지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고 작가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숨겨져”67)있다.

여백은 작가의 예술세계를 함축한 공간으로 작용하며, 작품이란 작가의 힘

으로만 그리는 것만이 아니므로 오히려 여백은 표현한 부분보다 더욱 중요

시해지기도 하였다. 나의 작품에서의 여백은 흙의 물성으로 남겨둠으로써68)

흙의 물성에 비중을 두고, 여백의 의미에 흙 물성의 의미가 더하여져, 내면

세계와 정신과 이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비물질 개념과 물질작가(materialist)들에 관한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는 독일의 작가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1950-)69)는 주로 꽃

가루, 우유, 돌, 밀랍 등 인간의 삶과 죽음, 우주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재

료를 작업에 이용한다. 그의 물질들은 자연에 내재한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또한 순수한 재료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면서 명상과 사유를 유도하여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간

내면의 중심에 이르게 한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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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고봉석, 「동양화에 있어서 여백의 정신적 배경에 관한 연구」, 2002, 1p.

67) 고봉석, 앞 논문, 1p.

68) 이우환은 미술 작품에서 표현의 재료를 작가의 의지대로 “마구 주물러 인간의 모습으
로”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이순, 「1
970-80년대 한국 추상미술과 물성(materiality)」, 『미술사학보』, 35(2010): 139-170, 143p.

69) 볼프강 라이프는 의학 공부를 마쳤지만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여 예술을 통해 자연과학
너머의 영적 초월적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연에 기저한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며
서구적 관점에서 무시되어온 단순성의 본질, 텅 빈 공간, 초시간성, 초월성을 지향하는 삶과
예술을 추구했다. 이러한 작업은 생과 사,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주의 의미에 대한 명상으
로부터 나온 결과였다. 그의 작업은 동양사상 가운데 특히 성장과 변화의 순환과 반복이라는
도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70) 손희락, 「애니쉬 카푸어와 볼프강 라이프의 작품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 『기초조형학연
구』, 13.2(2012): 255-66.



[참고도판7] 볼프강 라이프, <헤이즐넛 꽃가루 체에 거르기>

1992, 헤이즐넛 꽃가루, 슈페론 웨스트워터 갤러리

[참고도판7]에서 그는 집 주변에 널려있는 헤이즐넛의 꽃가루를 채집하여

세심하게 체로 걸러 전시장 바닥에 뿌려 전시하였다. 뿌림으로써 미세한 입

자가 겹쳐지고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빛이 가득히 퍼지는 듯한 조형을 만들

어내었다. 이러한 꽃가루들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물로써

존재한다. 꽃가루는 생명, 치유, 그리고 성물의 의미를 지니고, 꽃가루의 노

란색은 힌두교에서 빛, 생명, 진리, 불사를 뜻한다. 꽃가루를 채집하고 체로

거르고 또 다시 거두는 반복적인 행위는 경건한 의식을 떠올리게 하며, 그

의 의식적 행위는 예술작품으로 남게 된다.71)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미

지는 물질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암시적이며, 은유적이고 시적이다. 그는 물

질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육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관해

동양 종교를 탐구하며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통찰하고 그의 내면의 여정을

나타낸다. 자연 재료의 물성에 내재한 생명력과 그의 행위를 포함한 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예술로써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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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장민영, 「볼프강 라이프의 물질에 관한 연구」, 2009.



2) 뿌리기

수정과 같이 빛나는 안료를 흙으로 덮인 기본 바탕 위에 씨를 파종하듯

뿌리는 은유적 회화의 표현은 신이 이 땅을 향해 비추는 빛을 재현하는 행

위다. 뿌리기 기법은 화면상의 조형적 구도에서 나의 이성적 개입을 최소화

하고 안료가 화면 위로 떨어지는 대로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나의 힘이나 규칙으로 어느 정도 의도할 수는 있지만, 구체

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뚜렷이 예상할 수 없다.

[작품도판21]은 푸른 초원에 빨간 꽃이 가득 핀 풍경을 상상하며 작업하였

다. 빛의 의미가 내포된 안료를 뿌릴 때는 보통 화판을 바닥이나 작업대에

평평하게 눕혀놓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안료를 뿌린다. 직각으로 떨어

진 물방울은 빛이 반짝이는 형상을 만들며, 물방울 각각의 개별적인 형상이

모여 구도를 이루고 있다. 뿌리기 기법을 행할 때는 뿌림으로써 화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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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8] 【작품도판21】의 부분[작품도판21] <빛을 뿌리다>

2018, 장지에 흙과 안료, 130x162.3cm



타날 조형의 큰 구성은 의도하지만, 이미지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예측할 수 없음이 나의 표현 방식이다. 나의 행위와 더불어

자연과 우연의 조화는 나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뿌려진

하나하나는 무질서하며 무의미하지만 서로 조화, 균형, 그리고 다양성을 이

루며, 그 의미는 자연과 맞닿아 있다. 나의 작가노트에서는 작업 과정을 다

음과 갗이 기록하였다. “순간 나의 선택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져 간다. 그

순간의 선택은 영혼의 이끌림에 따른다. 이러한 조합들은 손의 영역을 통해

영혼의 영역으로 옮겨가며, 그 만의 독자적인 생명을 만들고 예상하지 못하

는 세계로 뻗어 나간다.”72) 이처럼 뿌리기를 통한 ‘예측할 수 없음’과 ‘영혼

의 이끌림’은 나의 주요한 표현 방식이다.

나는 흔하고 쉽게 접하는 인공재료를 쓰기보다는 구하기가 어렵고 다루기

가 까다롭더라도 최대한 인공적인 요소가 배제된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작

업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흙과 더불어 천연안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천연안료는 고대 벽화에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작품에 뿌리기 기법으로 사용된 안료들은 [참고도판9]에 있는 고유의 천연

색을 가진 자연석에서 추출한 석채이다. 이러한 석채들은 각도와 조도에 따

라 다양한 빛과 색을 뿜어낸다. 하나의 원석에서는 한 색상 안에서 다양한

색감의 석채가 추출되며, 입자에 따라 명도가 달라진다. 내가 사용하는 안

료 중 [참고도판9]에 부재한 밝은색 안료로는 석영을 분쇄한 수정말, 방해

석을 분쇄한 방해말, 운모석에서 추출한 운모, 최소 5년에서 수 십년의 장

기간 계획적인 풍화를 거쳐 탈염된 조개껍질을 분쇄한 호분이 있다. [작품

도판21]에서는 [참고도판9]에서 소개한 진사에서 추출한 안료를 사용하였으

며, 나의 작품에서 바탕을 제작하기 위해 흙과 배합하는 안료를 제외한 뿌

리기 기법에는 대부분 석채를 사용하고 있다.

뿌리는 표현방식을 창시한 작가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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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작가노트, 2020.



[참고도판9] 천연석채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석들의 종류73)

6)이다. 폴록은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 작가로,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의 ‘드리핑 회화(dripping painting)’라는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도

입하였다. 액션 페인팅은 인위적인 형식을 부정하고 인간의 원초적이고 무

의식적인 자유로움을 지향하여, 그리는 행위 그 자체에서 순수한 의미를 찾

으려는 경향이며,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더욱 발전 시켜 ‘행위’라는 몸

짓을 통해 무의식의 무한한 기능을 표현하고자 한 기법이다.74) 그는 무의식

과 내면세계를 끄집어내기 위해 샤먼과 토템과 같은 원시예술에 접근하였으

며, 문명 이전의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75) 캔버스 위에

서 그의 행위는 무의식에서 오는 무아의 행위였으며 무아의 행위는 정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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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광

Azurite

청금석

Lapis-lazuli

공작석

Malachite

뇌록

Celadonite

진사

Cinnabar

호안석

Tiger’s eye

적철광

Hematite

계관석

Realgar

석황

Orpiment

산호말

Coral

73) “천연석채의 원석”, (주)가일전통안료, 검색일, 2021.01.07, https://kcolor.co.kr/shopinf
o/wonsuk.html

74) 정금희, 「잭슨 폴록의 무의식적 예술 세계」, 『예술논집』, 3(1999): 119.

75) 최인선, 「잭슨 폴록과 요셉 보이스: 상징적 드로잉으로부터 주술적 행위에 이르기 까지」,
『기초조형학연구』, 10.6(2009): 447-54.



중에 의한 것으로 참선과 유사하다. 그는 “한참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일이 끝난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의식한다”76)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액션페인팅은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

으며, 행위에서 나온 무의식의 흐름이나 그 자체의 흔적을 표현한 것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멕시코의 현대 미술가 보스코 소디(Bosco Sodi, 1

970-)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미술을 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나무, 점토,

돌, 톱밥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으로 회화와 조형 작품을 제작한다. 일

본의 와비사비(わび・さび(侘・寂))77) 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과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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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1] 보스코 소디, <무제>

2016, 린넨에 혼합재료, 186x186cm

[참고도판10] 잭슨 폴록, <넘버 31>

1950, 캔버스에 에나멜과 유채, 269.5x530.8cm

뉴욕현대미술관

76) 권기호, 『선과 현대미술』(서울:열화당, 1982), 76p.

77) “불완전함의 미학, 썩어 가고 늙어 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와비사비 철학은 일
본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연유한다. ... 15세기경 일본에 센노리큐라는 젊은이가
다도를 배우기 위해 다도 스승인 타케노주를 찾아간다. 타케노주는 센노리큐의 마음 자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뜰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리큐는 뜰에 아무 것도 없을 때까지 갈퀴질을
하고 빗자루로 쓸고 티끌 한 점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러나 스승에게 쓴 마당을 보
이기 전에 그는 뜰에 서 있는 벚나무를 일부러 흔들어 벚꽃 잎들이 방금까지 정성 들여 완
벽하게 만든 마당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다. 리큐는 불완전함에 더 높은 가치를 둔 것이다. 불
완전함은 완전함보다 더 자연스러움을 의미한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은 영원하지 않으

며,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탁광일, 「와비사비」, 『숲과 문화』, 11(2002): 15-6, 15p.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활 속에 녹아있는 불완전함, 소박함, 단순함

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78) 그의 작업방식은 캔버스를 바닥에 수평으로 내

려놓고 안료, 톱밥, 목재 펄프, 천연 섬유질과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를

섞어 캔버스 위에 흩뿌린다. 두껍게 쌓인 물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

르고 표면이 갈라지고, 환경에 따른 자연적인 형상이 그의 작품을 완성한

다. 그에게 있어서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하나의 퍼포먼스이며, 폴록과

같이 행위에 있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고 싶다. 작업 과정에서 물리성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 한 자리에서 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내게 너무 지루한 일이다. 역동적

으로 움직이는 것을 즐긴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굉장히 몰입해서 작업을 할 때

는 종종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일종의 트랜스 상태로 나만

의 세계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이 점차 희미해진다.79)

화면에서 그의 행위는 삶과 정서, 정신, 심리 등이 농축되고 단순화되어

표출된다. 또한, 물성이 회화화되어 기록적으로 존재하며 예술적으로 새롭게

가치화되고 있다.80)

앞서 살펴본 세 명의 작가, 라이프, 폴록, 그리고 소디는 서구적 사상과 문

화에서 자랐지만, 동양 정신과 감성을 받아들였으며, 반대로 나는 동양에서

태어나 짙은 동양적 감수성을 내재한 동시에 서양문화와 사상을 흡수하고

서양의 현대미술에 영향을 받았다. 세 작가와 나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권에서 출발하였지만, 동서양의 혼합적 감각으로 표현방식이 유사하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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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보스코소디”, 조현화랑, 검색일, 2020.9.19, http://www.johyungallery.com/artists/bosc
o-sodi/

79) “보스코소디”, 지큐 코리아, 검색일, 2019.11.20, http://www.gqkorea.co.kr/2019/11/2
0/현대-미술가-보스코-소디의-흑백-세계/

80) 복부희, 앞 논문.



히 회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물성을 통한 다양한 현대적 표현방식으로 의식

적인 행위를 강조하며 초월적 세계, 치유, 무의식 등 다른 차원의 감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고대 흙벽 앞에서 원시인

들의 예술적 행위와 일치하기도 한다.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궁극

적으로 추구하는 초월적 세계를 향한 원초적 예술 행위는 물질적 한계에서

부터 더 넓은 방법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세 명의 작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시대 미술에서 나의 창작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예시

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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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흙을 이용하여 빛을 표현한 나의 작품

들을 살펴보며 빛을 표현하기 위해 흙을 작품의 재료로 이용한 계기와 작품

에서 빛과 흙이 가진 의미를 미학적, 철학적 이론들을 통하여 탐구하였다.

또한 물질의 근원이 되는 흙이 비물질적인 빛을 어떤 의미로 끌어내는지 고

찰하고, 단순하고 평면적인 작품의 구도와 흙의 물성이 이루는 조형성을 분

석하며 본 연구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하였다.

흙을 이용한 빛의 표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째, 흙은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접근으로 빛의 의미를 끌어낸다. 흙은 모든

물질의 근원인 동시에 물질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유를 이끄는 매개체 역할

을 한다. 가시적 물질을 초월한 정신적 사유를 통하여 마음의 눈으로 진실

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비물질적 세계, 즉 자연이 계시하는 초월적 세계와

영원한 빛의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어 확장한다. 둘째, 흙은 그 자체의 물

질로서 빛을 발한다. 작품에 사용되는 흙, 모래, 고유의 천연 색을 가진 자

연석에서 추출한 석채는 다양한 종류와 빛깔 그 자체로서 빛을 낸다. 셋째,

빛을 씨앗에 은유하여 뿌리기 기법으로 표현한다. 석채가 화면 위에 떨어지

면서 퍼지고 튀는 형상은 빛이 반짝이는 형상과도 유사하다. 뿌리는 표현은

신이 이 땅을 향해 비추는 빛을 재현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히 높이 뻗어 나가는 우주의

세계와 깊은 땅의 세계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다. 반대 일치의 전개를 통해

이는 궁극적으로 일치함으로 귀결됨을 볼 수 있었다. 이 세계는 무한한 에

너지들을 생성하고 삶과 죽음을 왕래하며 어둠 속에서 빛과 생명을 만들어

내고, 모든 것의 기원이며 모든 것의 끝을 초월한 영원을 가리킨다. 우주의

흐름은 땅을 감싸며 지금의 현실 세계에 작용한다. 소우주, 생명, 죽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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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등의 흙이 내재한 물질적 의미와 물질세계의 한계이자 비물질적 세계로

향하는 문으로써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나의 작업에서의 흙은 단순히 물질

의 의미뿐만이 아닌 나의 관념과 행위까지도 투영된다. 흙의 물성이 자아내

는 조형적 형상은 나의 의도와 자연이 함께 이루는 결과다. 흙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비물질적 세계인 영원한 빛의 세계로 열림과 확장

을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빛, 공기, 물, 바다, 산, 평야, 이 모든

대지와 하늘에 흐르는 공통으로 귀결되는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찬미함으로

작품을 제작한 그 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각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자연의 빛으로부터 느낀 나의 경험을 기록하

고 자연과 빛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작품과 나의 견해 및 여러 작가의 이

론과 함께 논하였다. 자연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빛에는 비가시적인 초월적

세계가 계시되어 있으며, 고대에서부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과

갈망은 끊임없이 서적들과 미술 작품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나에게 빛의 의

미는 희생과 치유와 사랑이며 이는 초월적 세계로부터 말미암는다.

III 장에서는 흙을 작업의 재료로 이용하게 된 동기와 흙에 대한 나의 사

색이 담긴 연구작들을 살펴보며 흙의 의미와 상징을 연구하고, 흙을 통한

빛의 표현에 관해 기술하였다. 나의 작품에서 흙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신

의 재료로써, 소우주, 생명, 관계의 터전 등의 물질적 의미를 가진다. 더불

어 물질세계의 처음이자 끝인 동시에 물질세계의 한계를 나타내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 어둠과 빛, 죽음과 삶, 깊음과 높음 등 대립하

는 요소와 의미들의 교차, 물질과 정신의 교류를 통해 세계의 본질과 초월

성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다. 빛을 씨앗에 은유하여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땅에 빛을 비추는 신의 행위를 재현하는 동시에 초월적 빛에 대한 환희와

소망을 표현한다.

IV 장에서는 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조형적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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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이용한 재료기법에서 흙의 물성이 스스로 형상을 드러내고 만들어내는

결과와 뿌리기 기법에 대해 관련된 작가를 거론하며 기술하였다. 나의 작품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순성과 평면성은 동양적 관찰방식에 그 근원과

정체성이 있으며 추상적 특징은 심안에 의지하여 추상에 이르는 동양적 표

현방식으로부터 연유한다. 흙의 물성이 자아내는 조형적 형상은 나의 행위

와 자연이 함께 이루는 결과이며, 더불어 영적 에너지와 정서까지도 투영된

다. 뿌리기 기법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은 무의식에서 비롯한 행위의 흔적이

다.

나의 작품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의 빛을

바라보는 영원의 시간에 동참함으로써 그 자체의 생명력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모든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모든 것이 예술적 재료가 된 동시대 미

술의 흐름에서 흙을 작품의 주된 재료로 이용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정체

성에 대해 전통적 이론의 근거를 참고하며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 예술의 근본은 유지하되 새로움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습관에 젖어

뒤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질문해본다. 흙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유한

한 존재의 인간에게 광선의 길에 놓인 영원의 문을 가리키는 지혜로운 연구

가 되었길 희망하며, 본 연구를 힘입어 앞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내게

주어진 소명을 이어가길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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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Light Using Soil

- Based on My Own Artworks -

Oh, Dakyo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d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s of the present thesis are my own artworks between 2013

and 2020 that express light by using soil. The present thesis is directed

to the research of artworks to review the motivation of using soil to

express light and the meaning of light and soil in the artworks, and

analyze the formative expressions based on the materiality of soil,

presenting my artworks systematically.

The natural surroundings provide rest and render places of living.

Observing the beauty of light found in lakes, seas, night sky and forest,

which are enjoyed in the daily life, the I used to contemplate on the

invisible divinity inherent in the beauty. In this process, the I expressed

the transcendental world revealed by the nature and the perpetual

world of light that humans desire to reach by making artworks based

on soil.

In this thesis, I review how soil is embodied as light and represen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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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aesthetic and philosophical theories the meaning that soil, a

source of materials, draws from the nonmaterial light, and to analyze

the formativeness configured by the simple and planar composition of

the artworks and the materiality of soil. The present thesis describes the

study, as shown below.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that reviews the purpose of this thesis

and the basic essentials of art. The background of my artworks that

express light by means of soil and the meaning of soil in the artworks

are briefly reviewed, and the directions of the research are established.

Chapter II, entitled ‘Light Experiences in the Nature’, describes my

viewpoint toward the beauty of the nature and light and the essentials

behind the objects, briefly reviewing the Asian and Western authors

having a similar viewpoint as well as their theories. Subsequently, the

images felt from light, and the meanings of life, god and sacrifice,

symbolized by the beauty of light, are discussed and interpreted from

various viewpoints, including scientific, philosophical, aesthetic and

theological points of view.

Chapter III, entitled ‘Expression of light by soil’, describes my

motivation of using soil as the material for the artworks as well a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artworks, explaining the material meanings

and symbolism of soil, which is a metaphor of my ideas regarding life,

death and universe. The chapter also explores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light of internal truth through the tranquility led by the thoughts

about soil, and discusses the meanings of the action of sowing light,

likening light to seeds.

Chapter IV, entitled ‘Formative features and material techniques’,

investigates the source of the simple and planar characteristics of my

artworks from oriental arts. In addition, the formative expression of

physical properties is found from the contemporary arts, and the forms

that are spontaneously generated by the properties of soil on the

surfaces of my artworks are investigated. After that, the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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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s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artworks, including the dripping

technique.

Chapter V is the conclusion that as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entire thesis, reviews the significance of the expression of light based on

soil, and describes the future directions and tasks.

The present study was directed to my identity, which is realized by

using soil as the principal material of my artworks in the middle of the

arts of our times when the entire world has been globalized and

enjoyed material prosper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search

for the unfailing values that humans should ultimately seek through arts

beyond the culture and time expressed by artworks.

Keywords: soil, light, nature, materiality, sowing, dripping

Student Number : 2017-2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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