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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상대적 약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양태를 관찰하고 그리며 인간

사회의 세태를 풍자한 내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나는 인물의 미세한 표

정과 몸짓 등의 특징을 포착하여, 얼굴과 신체의 과장을 통해 드러낸다.

그에 더해 실의 거친 물성과, 높은 채도의 색을 사용하여 풍자하고자 하

는 인물의 본질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나는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속 겉과 속이 괴리된 인간의 모습

에 주목해 왔다. 스스로의 모습을 폭로한 자화상을 시작으로 타인의 모

습을 풍자한 그림은 처음에는 부정적 속성을 가진 인물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가식과 체면치레, 위선 등이 개인의 유별난

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임을 깨달은

뒤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를 풍자의 대상으

로 삼게 되었다. 또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

거나, 차별 혹은 착취하는 등 상대적 약자를 억압하는 인간의 모습을 풍

자하여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사회적인 담론으로 확장하였다.

나는 인물에게 스쳐 가는 찰나의 표정이나 몸짓, 태도, 어조 등의 특

징적인 부분을 읽어내어 관계 속에서 상대를 대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비판

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풍자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는 크게 세 가지의 과장법을 사용한다. 첫째, 얼굴 초상화

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과장한다. 이때 외부의 자극에 대해 육체적으로

엿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을 색과 신체 내부 형태 등을 과장되게 표현함

으로써 나타낸다. 또한, 인간과 식물, 사물, 혹은 동물의 모습을 한 얼굴

에 조합하고 개체 간의 구분 없이 두 형상이 교차하여 포개어진 새로운

혼성체를 창조한다. 이처럼 대상의 얼굴에 나타난 상을 직관적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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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거나, 때로는 인물의 속성을 다른 개체의 특징에 빗대어 재미있게

표현하여 이미지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둘째로, 유아적인 간단한 모양과 형상을 반복하면서, 상황의 전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만을 색, 크기 등으로 돌출시켜, 다른 부분보다 과

장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생소하지 않고 친숙한 그림체로

관객에게 호감을 주면서 풍자하고자 하는 인물과 상황을 재미있게 전달

하기 위함이다.

셋째, 유머러스한 요소와 기형적이고 기이한 그로테스크적 요소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나타내는 표현법을 사용한다. 풍자의 대상에 대

한 나의 비판 의식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이것이 관객에게 마냥 무겁

거나 가볍게 느껴지지 않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다른 낯

설고 이질적인 이미지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하는 경계를 허물

고,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양에 대한 존중과 공존에 대해 환기하고

자 한다.

나는 과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수의 선묘와, 판을

모양대로 오려 다양한 색으로 찍는 판화의 기법을 택했다. 거친 물성의

색실을 반복적으로 중첩해 특유의 입체감을 주고, 숨겨진 인물의 본질을

질감과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부조의 형태로 드러낸다. 또한, 판을 투박하

게 오려내어 다양한 모양과 색을 서로 겹쳐 찍어내거나, 여러 층으로 분

할하여 찍어내는 다색판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인상을 높은 채도의 색으

로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인물을 모습을 과장하여 풍자한 작품이 가지는

유머와, 이것이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형성하는 방식에 관해 탐

구하였다. 나는 풍자와 유머가 담긴 그림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

람들과 삶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장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평면적인 작품들의 주

제와 표현법을 분석하였는데, 향후에는 매체와 형식을 입체, 설치, 오브

제 등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표현 효과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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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주변 사람, 풍자와 유머, 얼굴과 신체의 과장, 거친 물성의 자수,

겉과 속의 괴리, 일상 속 부조리, 소통과 공감의 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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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나의 작업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주변의 인물과 집단에 관심을 가지

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나는 길을 걷다가도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관찰한다.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한다. 사소한 일상 속 인물들의 모습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 스쳐 지나간다. 이들의 순간적인

표정과 몸짓, 태도와 어조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특히, 특정 인물의 인상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상황이나 사건 중에서

나의 경험을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혹은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그린다.

나는 내가 그리는 인물의 모습에 반응하게 되는 이유를 추적해 보면, 내

가 인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

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각 예술을 포함한 모든 미술은 관객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예

술의 창조적 행위는 작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으며, 관객이 작품의 해

석이나 참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의미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다

양한 방식의 소통으로서 개화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술 작품을 관객으

로부터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간 지점의 매개체로서 활용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방식 내에서 다양한 관객과 교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머를 사용한다. 나는 II 장에서, 내가 어떠한 유형과 속

성의 인물을 그리는지,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공격적인 방법 대신 유머를

활용하여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그림으로 풍자하는 방법이 관객과의 소

통에서 어떠한 의의와 장점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궁

극적으로, 주변 인물과 상황을 풍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에 대한 비판

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나는 인물의 외형을 닮게 그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설령 완



- 2 -

벽에 가까운 재현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빈 껍데기를 그려낸 기

교 그 자체에 취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상과 느낌은 잘 전달하지 못한다

고 생각한다. 나는 인물을 만난 바로 그 순간만이 가진 미세한 표정, 분

위기, 태도 등의 보이지 않는 총체를 작품에 여과 없이 담아내고자 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인물의 모습을 사실과는 다른 모양으로 우스꽝스럽

게, 혹은 기괴하게 과장하여 묘사한다. 나는 인물의 모습을 과장하고 희

화화하는 등의 표현 방법이 그 목적인 풍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III을 통해 내가 인물의 모습을 과장하는 세

가지의 표현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리고 해당 방법이 풍자를 자아내

는 데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또한 과장을 거친

그림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각 작

품으로 들어가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심리나 인상 등의 형태 없는 대상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을 탐구한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 형식으로

가장 본질의 것을 꿰뚫어 보여주는 재료와 매체를 활용한다. IV에서 인

물을 변형하여 나타내기 위해 자수와 판화 매체를 사용한 과정, 방식과

그 효과에 관해 설명하겠다.

본 논문을 통해 대학원 재학 기간 (2018년부터 2020년)과 그 이후에

제작한 자수와 판화 작품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내 작업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술에 필요한 2017년도의 작품 한 점을 참고도판

으로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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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변 사람과 상황에 대한 고발

1. 겉과 속이 다른 인간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매일 다양하게 얽히

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모습은 숨기고, 좋은 모습만을 선

별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치레에 몰두하

였다. 체면치레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내 감정과 생각을 내 언행이

잘 담아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 발언이 초래할 결과부터

걱정하곤 하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본심을 숨겨야 할 상황에 처

할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하고 비굴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이러한 속내

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그림으로 풀어내며 스스로의 감정을 치유하

는 목적으로 미술을 시작하였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속내를, 우스꽝스럽게 얼굴이 찌그

러지거나 희화화된 자화상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본 모습을

가리던 가식을 한 꺼풀 벗겨내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 겉으로 드

러나는 표정,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내면의 심리와 겉과 속의 괴리를 꾸

준히 그림으로 표현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 탐색하였고, 내면의 감

정에 대한 진솔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런 나의 내면 성찰에서 시작된 그림은 곧 주변의 여러 인물의 특

징을 포착하여 그려내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진위

를 잘 분간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과 목소리, 몸짓, 어

조와 태도 등에 집중하였고, 인물의 속성을 근사한 외모나 말로 판단하

기보다는, 은연중에 내비치는 이면의 모습들을 종합하여 인물을 파악하

기 시작하였다.

나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 유형 중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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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을 그렸다. 구체적인 예로, 웃는 모

습 속에 다른 표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들 수 있다. 나는 웃음을 간신

히 참고 있는 모습과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서로 다른

두 표정을 병치한 작품 <이간질>을 통해 보여주었다(도판 1). 크게 과장

된 왼쪽 귀의 모양은 마치 타인의 얘기를 정성을 다해 경청해주는 것처

럼 보인다. 반면에 고개를 살짝 돌려 나타난 오른쪽 얼굴은 조소를 띄고

있다.

가식과 허위를 풍자하는 작업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루다보

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의 가식은 유별난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도판 1] <이간질 Manipulative Counterspy>, 2018, 캔버스에 자수,

22.7x2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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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는 상황을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렇다면 가식과 위선은 악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을 강요하는 사회의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내 작품에서는 풍자의

대상을 특정 인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수로 확장

하고자 하였다.

<딸랑딸랑>에서도 동물에의 비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위계질서 속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상대의 비위를 맞춰 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표현

하였다(도판 2). 겉으로는 애교를 부리며 아첨하는 듯하지만, 과장되게

밝은 표정과 몸짓을 한 동물들의 모습과 비속어를 암시하는 한글 자음

초성으로, 이들이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나는 회

식자리에서의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를, 통제받는 가축이나 애완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착안하여 비유적으로 풍자하였다. 그림 중앙부의 토

끼는 정면을 응시하고 두 귀를 세워 주인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지만, 자

세히 보면 두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져 있고 떨떠름한 억지웃음을 짓다가

얼굴에 경련까지 일어나 있다. 왼쪽 상단의 개 또한 밝은 표정으로 주인

을 반갑게 맞이하는 척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인을 능욕하기 위해 그의

면전에 곧 소변을 눌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주인을 향한

은폐된 반감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 자음 초

성만으로 이루어진 거친 비속어와 주인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은어를

함께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나’와 타인은 서로 남이지만, 결국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기

에 서로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며 살아간다.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을

법한 일상적 인물을 풍자하는 것은 곧 인간 전체의 불완전한 모습을 포

용하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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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자에 대한 억압

나는 상대적인 약자에게 공감한다. 어렸을 적부터 여러 문화권을 횡

단하며 이방인, 동양인 여자로 살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주류가 아닌 소수

(minority)로 살아갈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할 당시 여러 남

성에 둘러싸여 성희롱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 인종과 성에 관련한 온갖

비하 발언을 들었던 기억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가 표면적인 요소들에 의해 제멋대로 평가받는

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인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어긋

[도판 2] <딸랑딸랑 Brownnoser Circus>, 2020, 광목천에 자수,

53.0x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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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타인을 열등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타인을 편

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제멋대로 평가하는 사회가 몹시 못마땅하다. 이

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상대적인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가치관의 다양성

이 작은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지닌 가치관의 특이함이 더욱 부각되었

다. 조금이라도 남다른 타인에게 불쾌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는 거슬리고 불편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보통의, 여느 ‘정상

적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

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게는 둘

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며, 이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절대적인 가치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타인들과 나

사이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어떤 비교 대상을 선정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

한 타인에 대한 차별이나 적대감의 표출에 반감을 느낀다. 유별난 개인

에게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장면을 관찰하고 표현한 작품으로는

<목욕재계: 살 벗기기>가 있다(도판 3).

작품 속 인물은 대중목욕탕에서 입을 넓게 벌리고 웃으면서 팔을 머

리 뒤로 꼬아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때를 밀고 있다. 그 공간에서 내가

관찰한 주변 사람들은 작품 속 주인공이 제 정신이 아니라며 비난하고

거리낌 없이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관찰자들의 관점에서 작품 속 인물은

주변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려운 괴물로 인식되는 듯하였다. 작가로서의

나의 시선 대신, 관찰자들의 시선을 빌려 관찰 대상의 혐오스러움과 추

함을 더욱 부각하여, 인물을 ‘비정상’으로 규정짓고 적대하는 그들의 가

치 판단을 고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 차이를 보이는 개

인이 다수로부터 포용 받지 못하고, 경계와 멸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곧 삶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인간의 공존을 해치는 행위로 귀결

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는 사회적 지위를 제외한 인물의 본성에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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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타인을 편견 속에서 바라보는

세태를 관찰한 인물들을 통해 풍자하고자 한다.

또한, 나는 지위 고하에 따라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등의 위

계질서에 의한 억압을 그림을 통해 고발한다.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

한 이기심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강자의 모습을

비판한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조리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무뎌져서 ‘사소한 일’ 혹은 ‘다들 감내하고 사는 일’로 치

부하고 용인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나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있어 내게

[도판 3] <목욕재계: 살 벗기기 Skin Scraping>, 2019,

캔버스에 유화와 자수, 73.5x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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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올 피해, 혹은 보복의 두려움을 걱정하며, 부당한 일이 있어도 선뜻

나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망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 작품을

통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강자들을 풍자하여 그 위상을 끌어내리고, 사회

의 모순점과 부조리에 대한 나의 비판 의식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세뇌의 소굴>은 신도들을 구원한다는 허위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

실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신도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교주의

부도덕한 면모를 풍자한다(도판 4). 계란판 위에 치밀하게 배열된 각 달

걀 모형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신도들을 상징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

생김새조차 존재하지 않아 존중받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여러 개의

계란판을 차곡차곡 쌓아 거대한 제단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사지를 뒤

로 꺾어 신도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교주의 형상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와는 단절된 비밀스러운 ‘세뇌의 소굴’을 건설하여 신도들

을 통치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주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심

어린 포교가 아닌 사익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종교인의 초상인 것이다.

다음으로 <무임승차>에서는, 타인과의 협업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은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타인이 일군 성과를 빼앗기만 하려는 수탈자

의 모습을 풍자한다(도판 5).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자크’(Zac)의 이미지와 게임 내 특성을

차용하여 내가 비판하려는 인물의 속성에 대입하였다. 그림 속의 초록색

괴물, ‘자크’는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과 최대 사거리를 교묘하게 계산하

여 상대의 면전에 기습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지녔다. 이에 반해 결승

선까지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여섯 인물은 더디게 움직이며 상대에

맞서 아군을 보필하는 ‘미니언’(Minions)에 비유되었다. 원작에서 이들은

최전방에서 적에 맞서 싸우는 아군이자 동반자이다. 나는 현실 속 ‘갑’이

‘을’을 착취하는 모습을, '미니언'들이 노력하여 이룬 결과물을 결정적인

순간에만 얄밉게 뛰어들어 갈취하는 ‘자크’의 모습에 빗대어 풍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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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세뇌의 소굴 Zealot Dome>, 2020, 면솜, 달걀판, 캔버스와 면천에 자수,

벨벳 천에 오버로크, 가변크기, 아트비트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설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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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주변에서 포착하고,

이를 해학적(humorous)으로 풍자한다. 작업 중 일부는 상대적인 강자의

모순을 극적으로 부각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

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해학적인 풍자

는 미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다루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이다. 나는 유머

를 통해 관객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 거부감 없이 문제의식을 공유하

고, 공감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작품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판 5] <무임승차 Sneaky Slackers> 2020, 광목천에 자수,

53.0x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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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나 주제를 바라보는 나의 구체적인 시각을 적극적으로 표현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예술이 사회의 체

제와 위계를 극적으로 전복시키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적인 태도로 강하

게 비판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

는 일, 혹은 잊힌 부분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해 관객과 다각도의 시각으

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이 우리

가 사는 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대 사회의 점진적 개선 방향

을 모색하는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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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물 모습의 풍자적 표현

풍자란, “남의 결점이나 현실의 부정적 현상 혹은 모순을 다른 것에

빗대어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는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방식의 비

판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머를 자아내며 일침을 가하는 소통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인물의 모습을 과장하는 여러 풍자적 표현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탈-권위적인 입장

에서 그림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여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얼굴을 통한 과장된 심리표현

언어로는 진의를 일부 숨길 수 있지만, 표정이나 몸짓 등에 나타난

미세한 비언어적 표현들은 일부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외부

자극에 반응한 내면의 감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굴에 나

타난 표정이다. 표정은 코, 입, 볼, 이마 등을 비롯한 미세한 안면 근육들

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며, 인간에게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무의식적

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솔직한 심리를 표출한다. 따라서 나는 얼굴의

모든 부위에서 드러난 찰나의 미세표정(micro-expressions)을 살피며, 상

대방의 심정과 성격 등의 성품을 파악하거나, 관계 속에서 상대를 대하

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는 대상을 관찰하며 포착한 표정을 바탕으로, 다른 신체 부위의

묘사를 생략하거나 축소한 얼굴 초상화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와 본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때, 인물의 얼굴 표정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특징적인 부위를 추출하여 과장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외형적 특징을 강

1) “풍자”,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검색일 2020.12.30.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33791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3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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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그 내면의 속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인간의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을 일반적인 관상학에 따라 분석하

고, 이를 구체적인 표정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캐리커처(caricature)의

방식을 따른다.2)

캐리커처에서는 인물의 생김새에 있어 특징이 되는 부분을 특정한

성격과 품성에 연관 지어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미간이 좁고 눈이 가늘게

위로 찢어지며 바늘구멍만큼의 크기로 묘사가 된 눈은 간교하고 꾀가 많

은 사람의 속성을, 뒤룩뒤룩하게 살이 찐 볼은 욕심과 허영이 가득한 인

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물의 의

인화를 통해 인간의 얼굴에 특정 동물의 특징적인 생김새를 반영하여 사

람의 성향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인물의 경박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개의 모습에 착안하여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그린 것이 이러한 예이다. 이와 같이 얼굴과 신체의 비례를 의식하지 않

고 특정 부위를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희화화하여 공격하

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 이때, 캐리커처에서의 과장의 의미는 웃음과 동

시에 정곡을 찌르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작업은 관찰한 특정 인물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는 한 인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의 유형과 상황들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얼굴의

생김새를 최대한 추상화시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초상처럼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특징적인 표정과 특정 자극을 통해 몸에

서 체감되는 여러 가지 반응을 색과 밀도, 신체 내부의 형태 등으로 도

드라지게 하여 나타냄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보다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과장된 심리표현의 예로 <시공간 정지>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매력적인 이성을 봄과 동시에 ‘시공간이 정지된 듯’ 단숨에 느껴진 황홀

2) 박창석,「캐리커처의 인물변형에 대한 연구-유럽 캐리커처를 중심으로」,『디지털

컨텐츠와 문화정책』3(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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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표현하였다(도판 6). 크게 떠진 눈과 살짝 위로 들려진 눈썹, 멍하

니 벌려진 입과 약간 오므라진 입술의 모양을 통해 인물의 놀란 표정을

구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후끈 달아오른 낯빛, 특히 격양된 양 볼의 홍

조를 강조하기 위해 새빨간 실을 여러 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중첩해

표현하였다. 정돈되지 않은 선의 방향성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모

습을 거칠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인물의 놀란 눈의 모양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인 얼굴의 색과는 대비되는 보색 계열의 색을 사용

하였다.

[도판 6] <시공간 정지 Standstill Hypnotized>, 2019, 캔버스에

자수, 26.0x2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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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녕, 다음에 밥 한번 먹자>에서는 작품의 제목과 같이,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는 마땅치 않은 사이의 인물을

만났을 때 느끼는 어색하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도판 7).

미세하게 들려진 광대와, 당황하여 크게 떠진 눈, 굳어져 버린 눈가와 입

꼬리를 통해 인물이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구성하였다. 눈에서

흩어져 나오는 실선은 인물의 시선이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

한다. 이와 함께, 좌측의 얼굴은 실을 두껍게 쌓아 올려 팽팽하고 견고하

게, 우측의 얼굴은 점점 가볍게 흩어지는 개별적인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실의 밀도 대비를 통해 나타나자마자 사라져가는 찰나의 얼굴

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도판 7] <안녕, 다음에 밥 한번 먹자 We should Hang out Soon>, 2019

캔버스와 동망에 자수, 25.0x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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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에서는 몹시 겁을 먹어 얼굴이 경직되어버린 인물의 모습을 표

현한다. 언뜻 보면 무표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얼굴의 모든 근육에 힘

이 들어가 팽창해 있는 상태이다(도판 8). 얼굴에 서려 있는 긴장감을 강

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높은 채도의 색실을 짧고 반복적으로 중첩하였

다. 율동적인 선묘를 통해 피부 아래의 신경 세포들이 바쁘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인물의 목과 신체 일부가 해부된 것 같은

근육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떨리는 감정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도판 8] <겁 Deeply-Rooted Fear>, 2018, 캔버스에 자수, 53.0x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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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인 <억지로 짜내는 대화>는 겉으로는 티를 내진 않지만

상대방과의 대화에 흥미를 잃어 지루해하는 인물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다(도판 9). 새로운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

을, 있는 힘껏 코의 피지를 짜내는 모습으로 치환하여 묘사했다. 코의 표

면에서 분비되는 피지를 강조하기 위해, 격자무늬의 촘촘한 동망 위로

암녹색 실이 튀어나오도록 엮어 모공 속으로부터 차오르는 분비물의 모

습을 부각시켰다. 피지를 압출하듯 억지로 쥐어 짜낸 대화거리를 상대에

게 뿜어내는 입과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인물의 눈매를 강조하고자

눈과 입에 실을 층층이 쌓아올려 부조의 효과를 주었다.

[도판 9] <억지로 짜내는 대화 Forced Awkward Silence>, 2019, 캔버스와

동망에 자수, 25.0x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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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나는 인간과, 식물, 사물, 혹은 동물의 모습을 한 얼굴

에 조합하고 개체 간의 구분 없이 이미지를 뒤섞어 두 형상이 교차하여

포개어진 새로운 혼성체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물의 페르소나(persona)

를 다른 개체에 투사하여 은유하는 방법으로,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속성을 직관적이고 신선하게 환기하고자 한다. 서로 공존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한 얼굴에 혼합된 낯선 형상을 통해, 작품의 감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묘한 긴장감과 여운으로 감상 후에도

관객들이 작품 속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판 10] <연애숙맥 Relationship Virgins> 2019, 캔버스에 자수, 25.0x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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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숙맥>에서는 인물의 떨리는 감정의 요동을, 복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모습에 착안하여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도판 10). 수분을

흡수하고 토해내는 복어의 팽창과 수축처럼, 인물의 작게 오므린 입은

숨을 들이쉬는 것인지 내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안함을

드러낸다. 초점과 방향을 잃은 두 눈은, 인물이 눈앞의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일그러진 입 모양은 인물이 긴장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 짓고 있음을 드러낸다.

[도판 11] <독이 든 아보카도 Poisonous Avocado>, 2019,

캔버스에 자수, 25.0x1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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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아보카도>는 인물의 알 수 없는 속내를, 껍질을 잘라 그

안을 열어보기 전까지 씨앗의 크기와 익은 정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아보카도에 비유하였다(도판 11). 단단한 껍질로 치장하며 본인

의 속내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인물의 모습을 강조한다. 인물의 눈을 간

사하고 표독스럽게 표현하였고, 독이 슬슬 퍼져나가는 듯이 경계가 흐려

진 입은 응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조소를 품고 있는 듯이 묘사하였다.

이처럼, 대상의 얼굴 표정에 담긴 심리를 여과 없이 과장하여 나타

내어, 이미지를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묘사한다. 이는 미술에

대한 전문적 학습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사회, 문화

적 배경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미술을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다. 타인의

표정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여러 번에 거쳐 도식화, 일반화한 그림은

모두의 경험 속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물의 내면에

대한 작가로서의 상상과 해석의 결과를 관객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각자

의 경험과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해 대화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기

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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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적 묘사를 통한 상황표현

내 작품에서의 핵심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있다. 따라서 그림의 기교나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각 인물에 대한 인상

과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간단한

모양과 형상의 반복을 통해 인물의 몸동작, 자세, 얼굴 표정 등을 압축적

으로 담아내어, 각 장면에서의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인물 형태와 명암 등을 치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원, 타원, 곡선

형, 구불구불한 선 등의 단순한 모양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인물의 이목

구비, 팔, 다리를 구성한다. 이때, 상황의 이해에 핵심적인 요소만을 색,

크기, 반복 등을 통해 다른 부분보다 과장하여 나타낸다. 이와 같은 그리

기 방식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느낀 그대로를 표현하는

유아들의 그림과 유사하다.

유아들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다양한 사물을 정확한 형

태로 따라 그리기보다는, 왜곡되고 추상화된 형태로 묘사하는 경우가 빈

번하다. 머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리고 신체를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

하거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입을 그리는 것, 혹은 사실과는 무관한

색감을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이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작게 그리며 대상으로부터 받

은 강한 인상을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한다.3) 장난스러운 낙서와도

같은 유아의 그림은 단순하고 유희적인 조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을 거부감 없이 쉽게 드러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그 내용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이들 작품의 표현 의도를 포착할 수 있다. 나의 작업에서 복잡한 구

도와 세밀한 묘사를 사용하지 않고 유아적인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보았을 생소하지 않고 친숙한 그림체로 관객에게 호감을 주면서

풍자하고자 하는 인물과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3) 윤미지, 「유아 자유화에 나타난 표현에 관한 연구」,『논문집』27.1(1997): 224.



- 23 -

이에 대한 예로 <아침 연속극>이 있다(도판 12). 목욕탕 마루에 삼

삼오오 둘러앉아 TV를 함께 시청하는 중년 여성들이 아침 연속극의 한

장면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위계와

경계가 허물어진 인물들의 모습을, 구분을 두지 않고 하나같이 헐벗은

나체로 묘사하였고, 신체 비율을 3등신의 유아처럼 축약하여 나타내었다.

인물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로서 색 면을 사용하였지만,

그 이외에는 인물 간의 개성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얼굴을 눈과 입의 모

양으로만 간략하게 묘사하거나, 신체를 구불구불한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물의 묘사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형태의 묘사를

통해 공동체 속에 잘 어우러져 하나의 집단으로 연대하고 있는 인물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판 12] <아침 연속극 Heated Debate>, 2019, 종이에 릴리프 프린트, 57.0x7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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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다단계>에서는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꾀어내고 현혹하

여 자신들의 이기심만 충족시키는 다단계 판매의 현장을 그려내고자 하

였다(도판 13). 실적을 따내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판매원과 피해

자의 모습을 부유하는 얼굴과 손의 반복으로써 드러내었고, 감정을 드러

내는 최소한의 부위인 눈과 입의 모양만으로 표정을 묘사하였다. 카멜레

온처럼 자신의 속내는 숨기고 상대를 간사한 말로 속이는 판매원의 모습

[도판 13] <다단계 Soliciting>, 2019, 종이에 릴리프 프린트,

75.0x5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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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불구불한 혓바닥과 가식적인 눈웃음, 악수를 청하는 손 모양 등을

통해 풍자하였다. 반면에, 우측 하단의 인물의 얼굴에는 상대의 무늬가

전염된 것처럼 동그란 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인물이 다

단계에 현혹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검게 변한 눈과 팔을 맹목적으로

뻗은 모습은 다단계 영업사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물이 다단계에 넘어가는 복잡한 심리를 유아적인 원 모양의 반복과 전

이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유아들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

다.4) 이때 그 기법은 가벼울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담아낸다. 마찬가지로 나도 작품에서 한 단어로 상징되는 원초

적인 느낌을 다룬다. 예를 들어, <세신>에서는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때

를 대신 밀어주는 상황에서 편안한 ‘노곤함’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를 표

현한다(도판 14). 양옆으로 축 늘어진 눈과, 커다란 미소가 지어진 입 사

이로 긴 혓바닥을 쭉 내민 모습, 그리고 배경에 드러난 타원 모양의 반

복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다른 세상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기분 좋은 나른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런가 하면 <발열 디톡스>에서는 뜨거운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가

마치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을 인내하는 민간요법 수행자의 모습을 해학

적으로 풍자하였다(도판 15). ‘뜨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팔과 신체의 각

부위가 전체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모양과 땀방울의 반복적 패

턴을 사용하였고, 불가마의 높은 온도를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 주황색

배경을 택했다. 그럼으로써 인물의 신체가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효과

적으로 강조하였다.

4) 윤미지. 앞 논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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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세신 Ticklish Scrubbing>, 2019, 종이에 릴리프

프린트, 75.0x5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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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아적 표현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이외의 세부사

항이나 비율은 생략하거나 단순화하는 속성을 활용하고, 작품 안의 많은

부분을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해석의 여지와 상상하는 재미를 준다. 경

우에 따라 이러한 표현은 명쾌하고 직관적인 이해는 어렵게 만들기도 하

지만, 오히려 관객이 다양한 상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보다는 과

정상의 재미를 주는 효과가 있다. 나는 이러한 상상을 돕기 위해 작품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제목을 붙인다. 제목은 그

[도판 15] <발열 디톡스 Heat Detoxing>, 2019, 종이에 릴리프

프린트, 75.0x5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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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해석을 제한하고 강요하기보다, 은유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

석의 여지를 넓힌다. 유아적인 표현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

상상하는 재미가 있고, 이를 작품의 제목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작

품의 예로는 <꼭두각시>가 있다(도판 16).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듯한 모습과, 크게 벌려진 입, 여러 개의 팔로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여, 인물이 긴급하고 슬픈

상황에 닥쳐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형형색색의 다양한 음식들

과 유투브(Youtube) 아이콘, 시청자의 얼굴, 그리고 모니터 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이 스크린 안에서 ’먹는 방송’ 을 진행 중임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나 인물과 음식의 배치는 그 방향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인물이

음식을 먹는 것인지 게워내는 것인지, 음식이 보기 좋게 진열된 것인지

인물이 음식에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도판 16] <꼭두각시 I am Still Hungry>, 2019, 종이에 석판화와 릴리프 프린트,

폼보드 판, 73.0x103.0cm.



- 29 -

어렵다. 여기서, ‘꼭두각시’라는 제목이 등장해 그림 기호와 감상자의 가

교 구실을 한다. 인물이 시청자의 욕구 충족과 갈증의 해소를 위해 이용

혹은 학대당하는 듯한 뉘앙스를 암시하여, 그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림이 그저 한 가

지 방식으로 해석되기보다는, 관객 각자가 상상하고 이야기를 지어내며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3. 유머와 그로테스크

나는 인물의 얼굴과 신체의 구조, 피부, 털, 색 등을 기묘하게 과장

하여 나타내고, 생명을 잃을 정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보이는 흉측

한 인체에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결합하여 괴물 혹은 유령과 같은

인물을 그린다. 이들은 현실의 범주를 벗어난 모습을 한 무형의 환상적

존재로서, 관객에게 일시적인 거부감을 주면서도 호기심을 유발한다.

필립 톰슨(Philip J. Thomson)은 그의 저서 『그로테스크』에서 그로

테스크(grotesque)는 아주 이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요소, 섬뜩하면서도

희극적인 요소가 동시에 공존하여, 웃음과 대치되는 공포와 혐오의 감정

이 들어와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 이는 다시 말해,

기묘하고 이질적인 요소의 조합을 통해 현실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세상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우는 장치로 ‘그로테스크’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로테스크는 대상을 과장되게 뒤틀어 묘사함으로써

이를 감상하는 관객들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 혹은 정상인 것과 비정상

적인 것을 규정하는 사회 관습적 경계를 허물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자극한다.

나는 이를 작품에 반영하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관

5) 필립 톰슨(Philip J. Thomson)저,『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 :서울大學敎出版部,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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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는 ‘정상’과 ‘비정상’의 무의미한 경계를 허물고, 인간이 살아

가는 다양한 모양에 대한 존중과 공존에 대해 환기하고자 한다. 이때, 유

머러스한 요소와 기형적이고 기이한 그로테스크적 요소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무겁고 추악한 주제와 우스꽝스러운 시각적 요소를 함께 엮어

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풍자의 대상에 대

한 나의 비판 의식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이것이 관객에게 마냥 무겁

거나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한다.

<털복숭이 자화상>과 <한 덩치>는 유머-그로테스크 쌍에서 유머에

보다 무게가 실린 작품들이다. <털복숭이 자화상>에서는 몸매도 볼품없

고 털이 수북이 난 여성이 마치 슈퍼모델이라도 된 것인 양, 한껏 멋 부

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도판 17). 평온한 미소로 자신의 몸매를 과시

하는 익살스러운 모습은, 야수처럼 온몸이 털로 뒤덮인 모습과 푸르스름

하여 핏기가 없어 보이는 죽은 혈색과 대조되어 기묘하게 느껴진다. 일

반적으로 여성의 몸이 털로 뒤덮인 것은 추하다고 여겨지지만,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드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한 덩치>에서

는 덩치가 크고 몸이 뚱뚱한 인물의 모습을 그린다(도판 18). 인물의 그

늘진 얼굴 표정과 자신이 없어 보이는 엉거주춤한 자세, 온몸이 물풍선

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져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모습, 촉수처

럼 표현된 손가락 모양은 닮고 싶지 않은 추한 모습으로 거부감을 준다.

반면에, 인물의 피부에 입혀진 밝은 노란색은 경쾌하고 당당한 느낌을

준다.

나는 두 작품의 추함과 익살의 기묘한 조합에 유머러스한 요소를 강

조하여,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모호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을 업신여

기는 세태를 재치 있게 풍자하며, 미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

중적인 미의 기준에 가깝게 치장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

히 바라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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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털복숭이 자화상 Hairy Self-Portrait>, 2018, 종이에

석판화, 54.0x4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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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환촉>은 전체적인 형상은 그로테스크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유머러스한 개별적 이미지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도판 19, 20). 피부가 녹아 살점이 그을린 듯한 괴기스러운 얼

굴을 그린 작품 하나와, 매끄럽지 않고 요철이 있는 딱딱한 껍질로 이루

어진 얼굴을 그린 또 다른 작품이 병치되어 있다. 양자 모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괴한 인간의 형상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이

촉수를 가진 벌레, 날고기와 도넛 등의 음식 등 기괴함과는 거리가 먼

[도판 18] <한 덩치 Big Build>, 2018, 종이에 석판화,

54.0x4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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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러운 사물들로 조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혐오스러웠던

첫인상은 우스꽝스러운 작은 이미지와 대조되어, 관객에게 유쾌한 웃음

을 준다.

[도판 19] <환촉 Tactile Hallucinations- 화상 Burn>, 2018, 캔버스

천에 디지털 프린트, 90.0x6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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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은 같은 이미지에 대해 하나는 형형색색의 실로 수를 놓은 판으

로 말 그대로 ‘척’하는 인물의 화려한 겉치레를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실의 투박한 물성과 함께 종이에 단색으로 찍어내어 발가벗겨진 인물의

속내를 드러낸 작품이다(도판 21). 밝은 색감의 표현적인 선으로 이루어

진 판은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빨갛게 찍혀진 이미지는 인간의 피

[도판 20] <환촉 Tactile Hallucinations- 두드러기 Hives>, 2018, 캔버스

천에 디지털 프린트, 90.0x6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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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아래의 혈관과, 핏줄, 근육을 연상시켜, 얼굴 피부를 한 풀 벗겨낸 듯

한 고깃덩어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살가죽이 벗겨진 모습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화려한 겉모습과의 괴리가 그 충격을 극대화한다.

인간의 형체가 남아있는 형상 위에 신체 파괴적인 묘사를 하는 것은, 자

신과 닮은 인간이 파괴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더 큰 공포감과 혐오감을

준다.

[도판 21] <척 Pretending>, 2018, 종이에 자수 꼴라그래프, 54.0x43.0cm.

마지막으로, 웃음기를 빼고 괴기스러움을 강조한 작품으로는 <정육

점>이 있다(도판 22). 죽음을 상징하는 모티프를 사용한 괴물 이미지를

통해 삶의 이면에 가려져있거나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의 모순점을 환기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내 작업의 그로테스크적 형상 묘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고 그

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수를 비판하기 위해 활용된다. <정육

점>은 여성의 몸을 정육점의 고기와 같이 취급하여, 품질과 급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사고파는 일부 남성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성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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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생식기가 거꾸로 매달려 진열되고, 특히 화면 중앙에는 피를 토하

는 여성 괴물이 있다. 반면에 하단의 남성들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입에서 성기를 꺼내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나는 일부 남성들의 추한 행

태를 비판하기 위해, 고통 받는 중앙의 여성을 괴물과 같이 표현하여 그

들의 끔찍한 만행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였다.

[도판 22] <정육점 The Butcher’s>, 2019, 종이에 석판화,

54.0x4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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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묘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은, 타자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

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자들을 비판하며, 관객에게 충격을

주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괴기스러움을 강조

한 충격적인 형상은 쉽게 잊히지 않으므로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 또한 오랫동안 각인된다. 즉, 내 작업에서 형상을 기이하고 낯설게 과

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형상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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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박한 선과 면

1. 자수의 거친 선묘

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실체를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

여주고 싶다. 관계를 대하는 인물들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심리를 단순하

고 평면적인 것으로 바꿔 표현하여, 그 본질의 형태와 느낌을 직관적이

고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내 작업의 특이점은, 실의 물성을 빌어 표

현한다는 데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 질감과 촉각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 인물의 본질을 더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회화의 붓

자국과 드로잉의 선묘를 통한 인물 그리기는 평면에 고정된 형상을 그려

내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자수는 인물의 입체적인 내면과 심리를 생동

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자수는 여성의 집안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식을 목적으로

한 공예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

(Second-wave feminism movement)을 거치면서, 주류 회화와 비주류

매체 간의 위계와 경계가 허물어졌고, 작가들이 자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기 시작했다. 나도 이런 시대적 흐름 아래, 자수를 평면 회화에서

의 드로잉의 선묘나 붓질과 같은 기본적인 그리기 도구로 활용한다. 그

러나 여기서 자수는 특별히 여성주의 시선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지는 않

는다.

거칠고 광택이 없는 면사가 작업의 주재료가 된다. 이 빳빳하고 마른

물질이 가진 투박한 속성을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인물의

속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빛의 세기와 방향에 따

라 색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반짝이는 견사와 달리, 면사는 매끈하지 않

고 성긴 질감이 강조된다. 나는 굵은 실을 짧게 여러 번 중첩해 사용하

며, 느슨하게 끄르기보다 팽팽하며 굳세게 표현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익

히 알려진 자수의 무르고 부드러운 선의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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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수에서는 꽃과 곤충 등의 심미적인 자연의 모습을 주

로 담으며, 이를 정갈하고 보기 좋은 방식으로 수를 놓기 위해, 얇은 천

과 실, 그리고 다양한 스티치(stitch)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자수는 여

러 기법을 응용하여 기교를 부리거나, 세밀한 명암 처리를 위해 예민하

고 무른 성질의 실과 작업 표면을 활용하는 등 장식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나의 작업에서 자수는 인물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

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하게 활용된다. 나는 자수

가 이루어지는 캔버스 천에 여러 번 두껍게 젯소칠(gesso)을 하거나, 플

라스틱 종이 표면에 수를 놓는 등, 바늘이 투과하기 어려운 조건을 의도

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한 표면에 형상을 박제하듯 힘 있게 꿰매

고 묶으며 실을 쌓아가는 기법으로 인물의 모습을 견고하고 정돈되게 표

현한다. 긴 작업 속에서 한 땀 한 땀 거침없이 자수를 놓으며 바늘과 실

로 표면을 찌르고, 뚫고, 엮고 엉키게 하는 제스처의 반복 수행을 통해

불만과 응어리를 토로하고 치유한다.

자수로 형상화한 표정에는 오랜 수행과 집요한 감정이입의 과정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구상이나 스케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인물의 표정

을 의식적으로 되새기며 자수 작업에 돌입한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흐릿해져 가는 잔상을 살아 있을 때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구현

하고자 한다. 바늘과 실로 재료의 표면을 관통하고 돌아 나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수를 한 땀 한 땀 채워나간다. 나는 작업에 임하

는 매순간마다 내 안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감정을 실로 엮어 내면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순간의 인상을 한 획에 휘갈기며 표현

하기보다, 여러 번 곱씹으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생각을 찬찬히

담아내기 위해 자수를 짧게 반복하고 절제하여 묘사한다. 이렇듯 내게

자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내적 감각들을 일깨우고 해소하며 인물 이

면의 심리를 파악하는 순례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자수의 실과, 그것과는 대조적인 물성을 띠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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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혹은 매체를 함께 접목함으로써 질감 표현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비

되는 매체를 함께 사용한 예로는 <평행이론: 성 제국주의>를 들 수 있

다(참고도판 1).

[참고도판 1] <평행이론: 성 제국주의 Contemporary Opium and no.606 shot>,

2017, 종이에 석판화와 자수, 35.6x28.3cm

석판화로 찍어낸 매끄러운 선묘 위에 자수 실의 거친 물성을 덧대어

표현하였다. 종이에 강한 압력으로 눌려 매끈하게 각인된 선과, 표면 위

에 거칠게 얹힌 선은 서로 다른 질감으로 표현된다. 나는 이러한 물질의

대조적 특징을 활용하여, 그림이 동일하게 찍히는 에디션 프린트(edition

print)6)의 화면 위에 서로 다른 자수의 패턴을 덧대어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의 매끈한 표면과는 다른 거친 선의 질감으로, 그림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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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심리와 상황이 연속된 시리즈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표

현할 수 있었다.

6) 같은 판에 의한 전체 발행부수를 말한다. (한국현대판화가협회,『판화용어 순화집』,
(서울 : 한국현대판화가협회, 2013) 13)

[도판 23] <지화자! Its Lit!>, 2019, 캔버스에 유화와 자수,

투명 PVC 종이. 지우개 가루, 72.0x99.5cm,

확대 사진(detail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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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화자!>에서는 유화 물감과 자수를 접목하여 나타내었는데,

부조의 거친 느낌을 과장한 얼굴 마스크가, 유화로 표현된 평평하고

요철이 없는 배경과 대비되어 강조되도록 의도하였다(도판 23). 또한,

인물이 피부의 때를 미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수의

선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지우개 가루를 부착하여 투박한 질감을

강조하였다.

나는 원색의 색실을 사용하여 기억 속의 표정을 물질화한다. 이는

감정을 걸러내지 않고,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회화에서의 색 혼합 방식과는 다르게, 서로 섞이지 않는 개별적인

색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색을 만든다. 나는 짧은 선을 반복적으로

중첩하여 색면을 만들고, 유사한 색을 활용하여 면과 면 사이의 경계를

일부 모호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낱개로 구분되기도 하는 덩어리로

표현한다. 이는 얼굴의 각 부위를 윤곽선과 외곽선이 뚜렷한 서로 다른

색면의 레이어로 구분하여, 색의 혼합과 농담 조절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채도가 높은 색을 다양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은

평면적이고 거칠게 표현된다.

<발악질>을 예로 들자면, 눈, 눈썹, 코, 입의 모든 형태가 모두 뚜렷

한 윤곽선을 가지며 서로 간의 색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도판 24). 눈

과 눈썹에 비슷한 계열의 녹색을 사용하였지만, 그들 사이의 공간을 노

랑과 주황색 등으로 채워 경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인물을 감싸고 있는

외곽선을 강조하고, 다채롭고 선명한 채도의 원색을 배경이 부재한 캔버

스의 흰 바탕과 대비시켜, 이미지가 존재하는 공간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이때, 부분적으로 실을 쌓는 두께를 조절하여 일부분을 볼록 튀어나오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찌그러뜨리며 양감을 전달한다(도판 25). 이마의 가

장자리 부분과 양 볼에 다른 부위보다 더욱 많은 색실을 사용하였고, 이

마의 중앙에는 평평한 부분을 같이 놓음으로써 굴곡이 져 접힌 듯 부피

감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기법은 화면의 정지된 느낌과 단조로움을 덜

어내고 형태감을 뚜렷이 하는데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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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내 자수 작업은 실의 거친 물성을 통한 마티에르, 색실

의 중첩을 통한 양감 형성, 각각의 레이어로 구분되는 높은 채도의 색

면을 활용하여 형태를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판 24] <발악질 Frantic Last-ditch Effort>, 2018, 캔버스에 자수,

53.0x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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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양 오리기를 통한 다색판화

나는 인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을 높은 채도의 다양한 색으로 선명

하게 표현하기 위해, 크고 작은 판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 여러 색을

찍어내는 다색판법을 활용한다. 이는 색 단위로 분판을 할 필요가 없이,

파편화되어 낱개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판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모양과

색을 함께 찍어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기법은 석판이나 동판처럼 원

형(原型)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판을 배치하고

찍어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판법과 차이가 있다. 판화의 기본 원리, 즉

묘화, 전사를 통한 드로잉 옮기기, 부식하여 톤 조절하기 등의 여러 복합

적인 단계를 생략하고, 즉흥적인 ‘모양 만들기’ 라는 행위를 통해 화면

안의 조형적 표현을 강조한다.

작업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부드러운 폼 보드(foam

board)를 원하는 모양대로 오려낸다. 다음으로, 아크릴판 위에 사용할 여

[도판 25] <발악질 Frantic Last-ditch Effort>, 2018, 캔버스에

자수, 53.0x45.5cm, 확대 사진(detail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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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색을 미리 잉킹해 두고, 폼 보드로 오려낸 형태들을 배치하여 프레스

에 통과시킨다. 이후에는 색이 입혀진 면이 종이를 향하도록 이를 원하

는 구도대로 배치하고, 한 번 더 프레스에 통과시킴으로써 이미지를 찍

는다.

주로 오려서 사용하는 형상은 원, 타원, 곡선형 등의 단순한 모양이나

패턴이다. 이를 단색 혹은 블랜드 롤(blend roll)7)을 활용한 여러 색의 조

합으로 찍어낸다. 잉크를 고르게 흡착하는 폼 보드의 물성은 종이에 유

성 잉크를 불투명하고 평평하게 찍히게 한다. 의도적으로 윤곽선의 형태

를 뚜렷하게 표현하여, 색이 서로 혼합되지 않은 채로 병치되도록 표현

한다. 이는 기교를 부리기보다 담백하게, 면과 색만으로 개체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한 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판을 서로 겹쳐 한 번에 찍어내거나, 여러 층으로 분할하여

찍어서 색감의 투명도를 조절한다. <새 단장>은 매회 찍을 때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전 단계의 잉크를 조금씩 걷어내며 화면의 원근감을 교란시

킨 예이다(도판 26). 거울에 비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판을 사용하여 형상을 두 번씩 찍어냈는데, 배경과 인물을 10도로 분할

하여 찍는 과정 중에 색을 여러 번 걷어 냄으로써, 형상만으로 실상과

거울에 맺힌 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작업의 형상에는 입체감과

그림자가 없으며 주변의 형상들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는다. 이

러한 원근의 교란을 통해 마치 형상을 오려 붙인 듯한 평면적이고 단순

한 느낌을 준다.

7) 동일한 가죽 롤러에 여러 색의 잉크를 각 구획별로 고르게 발라, 이를 동시에

찍어내는 판화 잉킹 기법이다. 대개 ‘split fountain’, 혹은 ‘rainbow roll’이라고도

불리며, 색과 색이 섞이는 중간 지점에서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낸다.

("Split Fountain Printing", The Ephemera Society of America. 검색일 2020.12.07.

http://ephemerasociety.org/split-fountain-printing/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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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댄스> 역시 물방울 형상을 동일한 판으로 반복하여 찍어내는데,

찍는 순서와 층을 달리하고 서로 비슷하지 않은 색으로 찍어냄으로써 인

물은 뒷배경의 물방울과 전면의 물방울의 면에 동시에 중첩된다(도판

27). 따라서 중간 지점에 끼어있는 듯이 표현된 반투명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물방울의 층 사이를 상상하게 하고, 인물이 흩어지는 물줄기 사이

에서 씻고 있음을 표현했다.

한편, 이미 마련된 배경 위에 색을 입힌 판 그 자체를 부조로 붙임으

로써 색 면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파리 디스코>에 나타난 동물 형상들이 배경 색에 동화되지 않게, 각

각의 형태에 모양을 내어 요철을 만든 판을 종이 위에 덧대어 표현한 것

이 그 예이다(도판 28). 중앙부의 동물 형상 밑에 흰색 잉크로 찍혀진 잔

[도판 26] <새 단장 Fresh Makeover>, 2019, 종이에 릴리프 프린트, 57.0x7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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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그 위의 판을 한번 찍어낸 흔적이다. 찍힌 이미지와 원형이 되는

판을 화면에 함께 배치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판을 찍어낸 원리와

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도판 27] <내적댄스 Ayyy>, 2019, 종이에 릴리프 프린트,

75.0x5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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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형적인 다색판법은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여러 가지 색감의 레이어를 쌓아 만든 작품에는 <환촉>이 있다(도판

29). 이는 오돌토돌한 촉수가 있는 사물, 혹은 생물 이미지의 색을 컴퓨

터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필터로 변형시키고, 이를 무한히 반복하여

쌓은 콜라주 작업이다. 미세한 차이를 반복하여 쌓아 올린 층들 사이는

숨을 쉴 틈도 없이 빼곡한 이미지로 채워져 있지만, 얼굴의 각 부위가

나누어지는 구간을 채도와 명암이 다른 색 면으로 윤곽을 주어 서로 분

별이 될 수 있게 표현했다.

[도판 28] <사파리 디스코 Safari Disco>, 2019, 종이에 폼보드 판과 릴리프

프린트, 73.0x10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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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환촉 Tactile Hallucinations- 증식 Multiply>, 2018, 캔버스

천에 디지털 프린트, 90.0x6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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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내 작업의 내용적, 방법론적,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변 인물과 상황의 모습을 그림으로 풍자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물의 모습을 과장하여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들이 풍자를 드러내는데 있어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규명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자수와 판화

매체의 표현 방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작업에 있어 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을 위해, 큰 사건이나 사고,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들을 작품으로 다루기보다는, 스스로와

주변 인물, 집단을 관찰하여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럼으로써 거시

적인 얘기가 아닌,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관찰한 여러 인물에 대한 경험

을 담은 일련의 작품으로도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담 없이 사회 차원의 고찰을 나눌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내 작품이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환기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전에는 내가 문제의식에 대처하는 방식이 직접적인 공론화가 아닌, 풍

자적인 미술 작품에 그친다는 것이 한계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은근한 풍자로 웃음을 주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 작품의 우회적인 특징

이, 관객이 주제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는 것

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스스로의 작품을 돌아보면서 작품의 특질을 개괄해 낼

수 있었다. 먼저 내 작품이 관객에게 권위적이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일

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의 전달에 있어 유머러스한 방식을 사용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는 즉시 이해가 되는 직관적인 그림을

통해 내용을 선명하게 전달하거나, 관객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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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상반되면서도 적극적인 여러 소통방식을 사용하

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내 작품의 표현법에는 문화나 언어의 장벽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직

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공감하게 만드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

자와 유머가 담긴 내 그림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웃음을

공유하고, 때로는 충격을 주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

어 내고자 한다.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더 다양한 표현법에 대해 연구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문에서 다뤄진 작품들은 그 매체가 자수와

판화로 국한되거나, 캔버스의 틀과 종이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각 작품의 크기와 규모가 일정 이상 크게 확장되지 못하

고 거의 비슷하게 한정된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에 동일한 표현의 매체

와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

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과제는 평면을 벗어나 오브

제, 입체, 설치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는 한편, 표현의 여러 방식을 유희

적으로 실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52 -

참고문헌

단행본

<국내 단행본>

류재화, 『권력과 풍자: Gill Forain Willette Caran D’Ache Steinlen:

19세기 파리의 풍자화와 풍자화가들』, 파주 : 한길아트, 2012.

문국진, 『표정의 심리와 해부』, 서울 : 미진사, 2007.

박홍규, 『오노레 도미에 : 만화의 아버지가 그린 근대의 풍경』서울 :

소나무, 2000.

샹플뢰리(Champfleury), 『풍자예술의 역사 : 고대와 중세의 패러디

이미지』, 정진국 역, 서울 : 까치, 2001.

스마자, 에릭 (Smadja, Éric), 『웃음』, 서상훈, 송태미 역, 남양주 : 눈,

2017.

이문정, 『혐오와 매혹 사이: 왜 현대 미술은 불편함에 끌리는가』, 파주

: 동녘, 2018.

주아노, 벵자맹.(Joinau, Benjamin), 『얼굴,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지도』,

신혜연 역, 파주 : 21세기 북스, 2014.

톰슨, 필립(Thomson, Philip J.),『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 :

서울大學敎 出版部, 1986.

한국현대판화가협회,『판화용어 순화집』, 서울 : 한국현대판화가협회, 2013.



- 53 -

<국외 단행본>

Auther, Elissa, String, Felt, Thread : The H ierarchy of Art and

Craft in American Art,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Rauser, Amelia F, Caricature Unmasked : Irony, Authenticity, and

Individualism in E ighteenth-Century English Prints, Newark,

DE: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2008.

학술저널 및 논문

김제민,「동시대 미술의 웃음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연구 19』,

3(2018): 85-101.

박창석,「캐리커처의 인물변형에 대한 연구-유럽 캐리커처를 중심으

로」,『디지털 컨텐츠와 문화정책』, 3(2008): 37-61.

윤미지,「유아 자유화에 나타난 표현에 관한 연구」,『논문집』

27.1(1997): 219-239.

윤순란,「경계에 존재하는 몸: 인체, 동물, 사물 간의 이종결합으로

구현되는 조형예술」,『기초조형학연구』, 16.5(2015): 375-388.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풍자”, 검색일 2020.12.30.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33791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37230



- 54 -

The Ephemera Society of America, “Split Fountain Printing”,

검색일 2020.12.07.

http://ephemerasociety.org/splitfountain-printing/2018/10/8.



- 55 -

Abstract

A Study of Satire on Society

through Exaggerated Expressions

of the Human Figure

-based on my embroidery and print work-

Ji Hyun Koo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my work that satirizes human society. I

observe and depict the concept of the two-faced person, and those

who exploit and take advantage of weak people. I capture people’s

gestures and micro-facial expressions and reveal them through an

exaggeration of facial and bodily form. Additionally, I vividly express

the true nature of people whom I want to criticize with rough

textures through the use of threads and a diverse range of bold

colors.

In particular, I focus on people who are two-faced and resi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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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reas. I started off drawing self-portraits in order to disclose

my negative feelings. Then, I started to observe people around me

and was naturally drawn to satirizing their negative attributes.

However, I realized that pretentiousness, saving face, and hypocrisy

were not caused by their nature itself, but by the structural problems

of our society. In addition, I depict people around me who

discriminate against and exploit others by evaluating people on an

arbitrary basis. It all started by observing people around me, but I

could expand these stories to societal problems.

I try to read the psychology of people by reading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s facial expressions, gestures, attitudes and

tones of voice. Based on this, I satirize people by highlighting their

face and body through my work. I use three main methods of

exaggeration. First, I create psychological distortion through facial

portraits. I emphasize facial expressions and various reactions felt in

the body by external stimuli through the use of colors and the

intricate internal shape of the body. Moreover, I combine human faces

with plants, objects, and animals all in one, and express them as new

hybrids in which different types intersect each other. I depict facial

expressions in an intuitive and universal form, in order to make it

easily understandable to the audience, who may not have experience

with art.

Second, I underscore important parts by using bold colors and

bigger shapes while the rest of the piece will consist of simple

shapes like in a child’s drawing, making the work easier to approach.

By this method, I want to convey details about people and situations

with a familiar drawing style that appeals to the audience.

Thirdly, I use an expression that combines humorous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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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at of deformed, eccentric and grotesque elements in various

proportions. While fully conveying my sense of criticism towards the

subject of satire, I want to convey it to the audience in a way that it

makes them feel neither heavy nor light. Through this, I want to

break down the boundaries of ‘normal’ vs. ‘abnormal’ through

unfamiliar and heterogenous images, so as to call for coexistence for

all different kinds of human beings.

In order to maximize such effects, I use printmaking techniques

with a diverse range of colors and shapes that are cut from soft

foam boards. I roughly cut foam boards into various shapes, color

them and print them by overlapping multiple layers at one time. In

addition, I repeatedly overlap colored threads and use embroidery line

drawings in order to give a unique three-dimensional feel that has

rough textures. By doing so, I reveal the hidden nature of the human

being in the form of relief, a form that we can actually touch and

feel.

I explored humor in my work through this study and confirmed

that works containing satire and humor can be a place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that comforts people who live in the

same generation and share similar concerns. In this study, I mainly

analyzed two-dimensional works. In the future, I wish to analyze

more three-dimensional works, installation and object, etc. to seek

other expressions and effects.

keywords : social bubble, satire and humor, exaggeration of

facial and bodily form, roughly textured embroidery, two-faced,

daily injustice, art as modes of communication

Student Number : 2018-2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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