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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목판 풍경화에 대한 전반적인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의 작업을 중심으

로 쓰인 논문으로 나의 작품 제작 동기와 조형 의식, 표현의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작업의 목적을 점검하고 작품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자 하여 진행된 작품 연구 논문이다. 기존의 목판화와는 다른 방식

의, 목판 자체를 작품화하는 형식으로서 종이에 찍어내는 단계 이전에 

각이 새겨진 형상으로 기억과 망각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한편 형체

와 여백의 조형적 특성 또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먹과 종이를 주로 사

용하는 기존의 동양화와는 재료적 차이가 있으나 획에 대응하는 ‘새김’

을 설명하고, 앞서 언급한 여백을 통해 동양화가 가진 정신적 특성을 

담아내었다. 형상적으로는 전통산수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논의, 경험적이고 사유적인 소

재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상기의 내용을 나의 작품과 더불어 정리해보고 차후의 작업 방향을 설

정해보고자 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목판을 이용한 과거 작가들의 작품과 현대 

작가들의 작품, 나의 작품까지 변화해온 맥락을 살피고 여백과 형체에 

대한 화론적 배경을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새김과 남김이라는 작

품의 요소를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노장에서 말하는 인위와 

무위에 대한 관계를 살피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간섭적 영향에 대

해 정리해보았다. Ⅰ.머리말 부분에서는 논문의 개괄적인 전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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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며 나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공통 주제를, Ⅱ.목판 작

품의 제작 동기 부분에서는 목판화의 기법을 소개하며 목판 새김 작품

의 제작 동기에 대해 밝힌다. Ⅲ.기억과 망각을 통한 풍경과 전통의 변

용 장에서는 우리나라 현대 목판화까지 이르러 민중 의식의 표현에서 

벗어나 작가 개인의 심상을 다룬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와 상통하여 기

억과 망각이라는 개인적인 주제를 택한 이유에 대해 다루며 본 주제가 

작품에서 드러나는 방식과 산수화의 현대적 변용의 측면에서 본 작품

을 논하고자 하였다. 또 전통 산수화의 변용으로서 자연스러움, 즉 무

위(無爲)와 인위(人爲)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고 그 관계가 어떻게 작품

에서 드러나는지와, 동양 산수화와 서양 풍경화의 시각 차이를 설명하

였다. Ⅳ. 조형 표현의 특성과 제작 과정 부분에서는 작품 제작 과정과 

주된 재료, 기법들을 살피며 종이에 붓으로 그은 획과 목판에 조각도로 

파낸 파임의 형상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왜 종이가 아닌 목판을 이용하

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허(虛)와 실(實)의 논의를 통해 앞선 문단에

서 살핀 노장의 화론이 적용된 방식을 확인한다. 우연과 의도로 대비되

면서 어우러지는 화면상의 표현 방식은, 마찬가지로 상반되지만 서로에

게 간섭하는 무위와 인위의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Ⅴ. 맺

음말 부분에서는 작업의 최종 정리와 본 작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지, 또 작품의 전

반적인 조형성을 연구하고 향후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점검해 보기로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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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 논문은 그간 창작하였던 작품을 정리하고 작품에 담긴 의의

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약 2여 년을 진

행했던 나의 작품은 정석적인 목판화의 기법은 아니나, 목판화의 특징

은 대담성, 단순성, 투박성으로 이것은 나무 자체의 성질과 조각 도구

의 성질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의 목판 작품 또한 종이에 찍어내는 판

화의 과정까지 가지 않고 나무 판에 형태를 새기고 몇 가지 제작 과정

을 더하여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을 추구하면서, 목판이 가진 고유한 

나뭇결을 살리고 그것이 도구에 의해 깎여 나간 모양과 남은 판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나무이기에 가능한 특질을 살리고자 하였다. 따

라서 ‘목판화’보다는 ‘목판’, ‘목판에 새긴 그림’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아 보인다. 목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판화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쓰이므로 완전히 다른 대체어(代替語)를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는 의견도 있었으나, ‘목판화’가 아닌 ‘목판’으로 자료조사를 해보니 오

히려 활자를 새긴 목판본 원본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목판’이

라는 단어는 목판화라는 특정 분야보다 목판화, 목판본 등의 목판을 재

료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작

업 또한 목판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위화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나 

기존 목판화와의 구분을 위해 본인 작업을 지칭할 때는 목판화라는 명

칭이 아닌 ‘목판 새김’, ‘목판 작품’, ‘목판에 새긴’ 등을 이용하려 한다. 

목판에 조각도로 각(刻)을 새기는, 기존 목판화의 단계를 일부 

차용한 작업을 작품의 주 단계로서 진행하며 목판화와 회화 양쪽의 고

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목판화라기에는 종이에 찍어내는 최종 단계를 



- 2 -

생략하였기 때문에 판화가 아닌 목판을 이용한 회화에 가깝고, 회화라

기에는 일반적인 종이 바탕재가 아닌 목판을 사용하니 그 사이의 위치

에 서있는 것이다. 이를 어느 한 쪽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중간에 끼어있

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목판화와 회화를 적절히 융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 목판을 이용한 작품으로서, 판화로 찍어

내지는 않아도 기존 판화의 맥락, 즉 민중ㆍ대중적, 사회비판적 시각에

서 벗어나 작가 개인의 경험과 감상에 치중한 이유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 나의 작품은 풍경화보다 산수화로 일컫고 있는데, 이

에 대하여는 이후에 서술하도록 하겠다. 

풍경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려졌다. 동

양에서도 풍경화는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그리는 실경산수화와 작가의 

심상이 담긴 진경산수화 등 갖가지의 방식으로 그려졌으며, 이는 우리 

주위의 풍경이 우리에게 큰 감상을 미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 논문

에서 서술할 나의 작품 역시 직접 보고 느낀 풍경에의 감상을 바탕으

로 인상 깊었던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왜 종이가 아닌 목판을 택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할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판을 바탕재로 회화 작업을 하

면서 종이가 아닌 목판이기에 가능한 기법으로 어떠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 이 가치란 것은 시대적이거나 대의적인 

것보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변적인 의미로 서술된다. 코로나

-19(COVID-19)로 주변 지역이나 해외로의 이동이 어려워진 지금, 이

러한 개인적인 가치에 더욱 중심을 두게 된다.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

하는 등의 이론ㆍ학술적인 방면에서의 가치 뿐 아니라 이전의 경험을 

돌아보고 즐거웠던 기억이나 여행을 떠나 느꼈던 새로움 등의 감수성 

측면의 가치 또한 포괄한다. 나의 작업은 코로나-19 이전에 여행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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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웠던 시기의 기억을 추억하고 코로나-19 이후 현재 여행이 어려워

진 지금, 이전의 경험을 되짚으며 스스로에게, 또 감상자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난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한다. ‘기억이 

머리에 새겨지다.’고 표현을 하듯이 ‘새김’ 기법으로 평평한 목판에 칼

집을 파내어, 빈 목판에 경험과 기억을 새겨서 화면을 채우는 것이다. 

지우개로는 지워지지 않는 방식을 택해 내가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보

다 오래도록 남길 수 있길 바랐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관점에서의 작품에 대한 해설과 

작품 자체에 대한 조형성, 또 목판화와 연관하여 목판 작업이 갖는 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Ⅱ장에서는 기존 동ㆍ서양 목판화 

작품에 쓰인 기법을 소개하며 나의 목판 새김 작품의 제작 동기를 서

술하고, Ⅲ장에서는 한국 현대에 이르러 변용의 형태를 보이는 목판화 

작품들과 이를 바탕으로 산수화의 변용으로서의 작품의 의의를 밝히고

자 한다. Ⅳ장에서는 전반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면 구성의 큰 특징 

인 새김과 남김, 또 그것이 주는 여백의 효과를 설명하고 Ⅴ장 맺음말

에서는 이후 작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점검해보기로 하겠다.

Ⅱ. 목판 작품의 제작 동기

목판화의 ‘새김’ 기법이라 하는 것은 특별히 창조된 어휘가 아

니라 목판화에 판각을 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이다. 따라서 새김 기법을 

사용하는 목판화라 함은 곧 목판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질 내용

에서는 동·서양 목판화를 대상으로 목판화에 나타난 새김 기법과 부차

적 요소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내 작품의 제작 동기와 특징을 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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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 변용의 범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목판화의 기법

목판화의 기법에는 우드컷(woodcut), 우드 인그레이빙(wood 

engraving), 수성목판법, 판 분할법이 있다. 이 중 우드컷 목판화가 릴

리프(relief)라 불리는 볼록 판법으로, 판재 위에 조각칼로 파내는 기법, 

즉 본고에서 언급되는 새김의 형식이다. 우드컷 기법은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쉽게 접할 수 있어 작가가 원하는 모습에 따라 모양

별 조각칼만 구비한다면 화상을 표현하

기에 용이하다. 개인의 감수성대로 자유

로운 판각이 가능하며 판재의 무늬와 

결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우

드컷 기법은 가장 기본적이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리고자 하는 이미

지를 제외한 면을 파내어 돌출된 부분

에 잉크를 발라 찍어내는 방식이다. 때

문에 흑백의 대비가 강하게 드러나 아

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즉각적

으로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로서 별다른 

배경지식 없이도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사회운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루쉰(魯迅, 

1881-1936)1)의 목판화 운동과 더불어 

등장했던 목판화들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살린 것이었다. 리화(李

[참고도판1] 리화, <짖어라! 

중국>, 1935, 목판화, 29×19 

cm, 마치다 시립 국제 판화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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樺, 1907-1994)의 [참고도판1]<짖어

라! 중국(怒吼吧中国)>(1935)은 강렬

한 흑백 대비를 특징으로 하며 굵고 

짙은 검정색의 선으로 저항하는 인민

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 또한 우드컷 기법을 사용

하였는데 [참고도판2]<연구실의 성 제

롬(St. Jerom in His Study)>(1492)은 

권두화로 제작된 것으로서 뒤러의 초

기 목판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

이다. 이는 미하엘 볼케무트(Michael 

Wolgemut, 1434-1519)의 목판화 [참

고도판3]<무용의 여신 테르프시코레

(The Muse Terpstchore)>(1493-4)의 

1) “본명 저우수런(周樹人). 『광인일기』, 『아큐정전(阿Q正傳)』등을 쓴 

중국 문학가 겸 사상가. 특히 대표작 『아큐정전(阿Q正傳)』은 세계적 

수준의 작품이며 후에 그의 주장에 따른 형태로 문학계의 

통일전선(統一戰線)이 형성되었다. 그의 문학과 사상에는 모든 허위를 

거부하는 정신과 언어의 공전(空轉)이 없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뿌리박은 

강인한 사고가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 “루쉰”, 두산백과, 검색일 2020. 11. 

1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8939&cid=40942&categoryI

d=33399

[참고도판2] 알브레히트 뒤러, 

<연구실의 성 제롬>, 1492, 

목판화, 16.5×11.5 cm, 

Metropolita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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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 제롬의 옷과 침실 커튼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름은 테르프시코레의 것과 유사하다. 

뒤러 목판화의 정밀한 커팅과 세밀한 

실내 묘사, 그리고 주름 표현에서 보이

는 날카로운 각짐은 15세기 후반 서양 

목판화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2) 

우드 인그레이빙은 19세기 유럽에서 

잡지나 카탈로그 등의 삽화를 대량생산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우드 인그레

이빙은 우드컷과 반대로 원하는 이미지

를 파내어 배경에 잉크가 묻도록 함으

로써 이미지가 밝은 톤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드컷에 비해 정밀한 묘사가 가

능하지만 숙련도가 필요하며, 많은 판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수성목판법은 우끼요에로 잘 알려져 

있다. 우끼요에는 에도시대(1603-1867) 

초부터 메이지시대(1868-1912)초까지의 약 200년간 에도에서 발달한 

풍속화이다. 감상 층의 폭이 넓어지며 향락적인 주제를 벗어나 보편적

인 감성에 부응하는 제재가 새롭게 요구되었고, 에혼(繪本)이라 불리는 

풍경화나 화조화와 같은 형식이 출현하였다.3)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

2)  윤혜진, 「뒤러의 판화와 이탈리아 미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2, 11

3) 김선화, 「19C 유럽 포스터와 동아시아 예술과의 유대성」, 한양대학교 

[참고도판3] 미하엘 볼케무트, 

<무용의 여신 테르프시코레>, 

1493-4, 목판화, 21.3×13.2 

cm, Kupferstichkabi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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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斎, 1760-1849)의 <붉은 후지산(赤富士)>이라 알려진 [참고도판4]

<맑은 아침의 신선한 바람(凱風快晴)>은 가장 널리 알려진 에혼 판화

라 할 수 있다. <맑은 아침의 신

선한 바람>은 단순화된 표현기법

과 청, 적, 녹, 황의 단순한 색조

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아

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는 후

지산의 장엄한 모습을 잘 표현하

였다. 이와 같은 수성 목판화의 

제작 방식은 작가와 판각사가 공

동 제작하는 것으로, 작가가 먹

으로 드로잉을 그리면 판각사가 

판을 제작한다. 만들어진 판에 작가가 색과 위치를 정해주면 판각사는 

해당하는 색판을 제작하고, 잉크를 칠해 손으로 문질러 찍어내기에 다

색목판화라고도 알려져 있다.4)

마지막으로 판 분할법은 19세기 에드바르드 뭉크(Edvard 

Munch, 1863-1944)가 고안하였는데, 뭉크는 이를 이용하여 그의 작

품 주제인 현대인의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 공포, 애정 등의 감정을 강

렬한 선과 색으로 표현하였다. 방법적으로는 하나의 나무판을 분할하여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한 후 조합하여 찍는 것으로, [참고도판5]<마음

(The Heart)>(1899)은 한 장의 판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 작

대학원 박사논문, 1997, 50-51 

4) 남선미, 「ARCS 동기설계 모델을 적용한 우드컷 기법의 목판화 

지도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8

[참고도판4] 가쓰시카 호쿠사이, <맑은 

아침의 신선한 바람>, 1825년 경, 

목판화, 27. 3×38 cm, 대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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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여인을 초록색, 하트 모양을 빨간색, 머리와 배경을 검정색으로 

칠해 찍은 후 날카롭고 얇은 각(刻)으로 머리카락을 새겨 넣었다.5) 

이상 목판화의 대표적인 제작 기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나의 작업은 

상기 방법 중 어떤 것에 속하는지 규정

짓기 어렵다. 이는 판면에 새겨 찍어낸 

결과물을 작품으로 삼는 기존의 목판화

와는 달리 판면 자체를 작품화하기 때문

으로, 우드컷 기법에 가장 가깝다 할 수

는 있겠지만 우드컷 기법 또한 판각보다 

판화를 중요시한다. 즉, 의의를 두는 지

점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모든 목판화

의 기초적이자 공통적 기법인 ‘새김’으로

서 내 작품의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새김이란 특별한 방법이 아닌 단순히 각을 새기는 것을 일컫

는다. 그러나 바로 그 새김이야말로 나무를 재단한 판에 불과한 것이 

목판화 작품 제작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준다. 나무판에 새기

지 않는다면 찍어낼 것도 없으며, 목판화도 나올 수 없다. 새김은 목판

화의 가장 기본이자 전제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새김에 보다 중점을 

두어 새김이 결과물을 위한 과정이 아닌, 새김 자체로서 작품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5) 김보람, 「에드바르드 뭉크(Edvard Munch)의 목판화 작품에 관한 연구」, 

2007, 37

[참고도판5] 에드바르드 뭉크, 

<마음> 1899, 목판화, 

25.1×18.9 cm, 뭉크미술관



- 9 -

2. 목판 새김 제작의 동기 

앞서 언급했다시피 목판화는 계속하여 반복 언급한 그것의 복

수성과 그림이라는 특질 때문에 책의 삽화로 널리 쓰여 왔고, 민중미술

의 주역이 되어왔으며 때로는 프로파간다로서 활용되었다. 그런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작품들에 밀려 순수 회화의 분야에서는 다른 장르에 비

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기존의 종이에 찍어내던 목판화와는 달리 파낸 목판의 판

면(板面) 자체로 작품화 하는 일을 지속해오면서 목판의 특성에 주목하

게 되었다. 목판은 종이나 캔버스처럼 고운 표면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물기를 금세 흡수해버리고, 재질이 뚜렷해 재료에 따라 물성이 맞지 않

으면 건조에 오랜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러한 특징들은 목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기도 하였다. 그중 

내가 느낀 목판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제일 일차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

데, 바로 새기는 행위 그 자체이다. 이후의 내용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내 작업에서는 새긴다는 것이 곧 작품의 주요한 의의를 형성한다. 종이

와 천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작업은 기실 그려진 결과물에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내게 ‘붓으로 먹을 찍어 그리는’ 표면적인 행위로서는 결과

물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다. 물론 그 또한 심층적으로 

보자면 창작자의 기운(氣韻)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며 한 획, 한 

획으로서 온 정신을 통하게 하여 가진 뜻을 종이 위에 드러내는 것이

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위에 내재된 집약적 의의가 아니라 

단순히 종이 위에서 팔이 움직이는 모양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이조차 깊은 논의로 들어가자면 팔을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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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루 하지 않아야 한다는 옛 화가들의 가르침이 있으나 그 모든 의미

를 제한, 지극히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움직임을 일컫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짚는다. 때문에 나는 전통적인 수양의 의의로서 붓과 먹을 다루기보

다 개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위를 새로이 찾고자 하였다. 동시

에 나의 작업이 감상자로 하여금 소소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길 바랐

다. 비록 붓과 먹을 주요한 재료로써 사용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옛 사

람들 또한 스스로의 평안을 위한 안식처로서, 때로는 은둔과 도피의 공

간으로서 산수화를 그리기도 하였으니 도구가 바뀐다고 하여 작품의 

의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내가 가본 곳, 

또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며 어떤 때는 그저 좋았던 추억으로 회상하

고 어떤 때는 그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였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장소를 표현하기에 ‘그리는’ 행위보다는 ‘새기는’ 행위가 더 적합하게 

느껴졌고, 따뜻하고 아늑한 추억 속 공간은 차가운 금속판보다 자연스

러운 질감을 지닌 목판이 어울렸다. 

내가 새기는 장소들은 내게 위안의 공간으로서 기억에 남아있

는 장소들이거나 그러한 장소들에서 보고 느끼고 겪은 다양한 경험들

을 담는다. 그러나 매일같이 갈 수는 없는, 혹은 다시 갈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를 장소들이다. 그런 면에서 보아 이 작업은 기존 산수화의 성

격과 동시에 옛 목판화의 기록적 기능을 잇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사

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당시의 상황과 음성까지 핸드폰 하나로 기록

되는 현대 사회에서 굳이 기록적 성격을 지닌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당시에 내가 느

꼈던 분위기와 어떤 경치를 보았을 때의 감정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다. 나는 미술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품

었던 감상들을 나의 작업에 전사하고자 하였다. 사진과 영상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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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생생하고 깨끗하며 객관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나 나라는 매개를 거친 그림은 후에 설명할 기억과 망각을 통

한 이미지로서 어느 부분은 도드라지고 어느 부분은 삭제되는 선택적 

화면상으로 보다 개인적 감상을 담아낸다. 

Ⅲ. 기억과 망각을 통한 풍경과 전통의 변용

1. 기억과 망각 

사람의 기억력은 한정적이다. 더구나 나는 스스로 기억력이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으로서, 주변인에 대한 인상조차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묘사하기 어려워하는 편이다. 장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많은 곳을 여행했으나 어떤 장소는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한편 

어떤 곳은 몇 년 전에 다녀왔는지, 그곳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기억

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쉽게 느껴졌다. 때문에 나는 그림으로

서 기억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목판에 조각도를 이용해 형태를 표현하는 일은 화선지에 붓으

로 그려 표현하는 것보다 부정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선이 아닌 점

으로, 그 점 또한 때로는 깔끔하게 파이고 때로는 삐죽빼죽하게 파여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는 외곽이 일정할 수가 없고, 구상보다 추상의 범

주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모습은 나의 기억에 기

반을 둔다. 분명 실재하는 경험으로서 기억에 각인되나 시간이 지나며 

실제의 것과는 어딘가 달라지고, 흐려진다. 그렇게 흐려진 기억들을 애

써 다듬지 않고, 부정확하고 일부 추상적인 형태 그대로 화면에 각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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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마 기억은 점점 더 흐려질 것이고, 점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져 

외곽이라고도 불릴 수 없을 만큼 이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기억이 잊히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해도 내가 겪은 모든 경험들은 나무판에 파인 흔적처럼 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이다.”6)

목판이라는 바탕재에 조각도로 각을 하여 마치 기억에 새기듯 

목판에 새긴다. 목판에 새기며 당시의 환경과 분위기를 떠올린다. 그럼

에도 화면의 모든 부분에 각이 새겨지지는 않는다. 어느 곳은 빼곡하게 

새겨지지만, 어느 곳은 평평한 채로 남아있는다. 평평한 면으로 남은 

곳은 망각된 부분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쉬워 기억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지만, 망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망각하는 것이 있어 기

억할 만한 중요한 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기억과 

망각을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로서 보았다. 때문에 나

는 잊은 것을 애써 떠올리려 하지 않았고, 빈 공간으로 놔두었다. 기억

하는 부분, 곧 조각도로 새겨진 부분을 따라가면 새겨지지 않은 부분은 

자연히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것이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가는 중

요하지 않다. 반대로 비워진 부분을 보고 새겨진 부분을 보면 그 당시

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기억되는 것이 있어 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망각

되는 것이 있어 기억하는 것이 있다. 이는 Ⅲ장에서 이야기 할 여백과 

형체, 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관계와도 연결된다.

2. 낯선 풍경의 경험 

6) 작가노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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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은 없다. 일상에서 

벗어난 비(非)일상의 상태, 가령 여행을 떠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익숙함이 덜어지고 낯섦이 더해져 주변의 모든 것을 더 새롭고 예민하

게 받아들이게 된다. 나의 작업은 주로 이러한 비일상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여행지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7)

내 작품에 그려진 장소들에서 나는 대개 이방인으로서 존재했

다. 국내 여행에서도 그러했고, 해외 여행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그렇

기에 현지인들은 익숙하고 뻔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내게는 새롭게 다

가왔다. 언제 다시 같은 곳을 찾을지 모르는 여행자로서 내가 보고 있

는 것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길 바랐으며 잊히지 않길 바랐다.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와 내게 감명을 주었던 풍경들을 다시 보고자 

마음먹고는 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나

조차 풍경이며 유물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본고

에서 다루는 나의 작업은 본래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쉬워 시작한 

작업이었다. 여행은 내게 일종의 일탈로서 늘 보던 풍경을 벗어나 완전

히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눈에 담게 해주는 경험이다. 여행을 

떠나면 시간마저 다르게 흐르는 것 같고, 같은 하늘도 색다르게 보이는 

착각에 빠져든다.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보았고, 자연에서 살아 

숨 쉬는 야생의 동물들도 보았으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바다를 보았

다. 엇비슷한 건물들이 늘어선 나의 동네도 내게 익숙한 편안함을 주지

만 일행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한국과는 낮과 밤의 시간조차 다른 

타국에서 느낄 수 있는 낯선 편안함이 있다. 이른 아침 동물의 울음소

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아프리카에서 어둑하던 천지가 서서

7) 작가노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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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밝아오며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던 장면은 기묘한 고양감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고, 철창에 갇히지 않은 채 끝도 모를 땅 위를 달리던 

얼룩말과 그늘 한 편에 자리 잡고 누워있던 사자 무리, 나무 위의 표

범, 망원경으로 겨우 보았던 저 멀리의 코끼리들이 인간의 시간과는 다

른, 저들만의 시간을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또 2000여 년 전의 콜

로세움은 고개를 꺾어야 겨우 꼭대기가 보일만큼 거대했고, 치밀한 계

산으로 세워졌을 오래된 기둥들과 세월에 깎여나간 원형 경기장의 돌

계단은 과거의 함성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갖가지 화려한 조각으로 

겉면이 둘러싸인 밀라노 대성당의 고딕 양식은 그 이상 세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았으며, 피렌체의 성당은 흐린 날씨 속에서 더욱 장관이었

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왔을지를 

생각하면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모래뿐이던 사막과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국의 산맥도, 평소의 삶에서는 볼 수 없었을 모든 순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휴식을 가질 기회가 되어주었다. 여행을 사

랑하고, 또 대단히 길지는 않은 삶 동안 여행을 다닌 기억이 큰 사람으

로서 내 작업이 여행지에서의 풍경에 관련한 것은 그다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여행을 다니며 내게 감명을 주었던 것은 현대의 마천루 같이 

높이 솟은 빌딩들보다는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 혹은 연대를 매기기 어

려운 자연의 풍경들이었다. 작업의 큰 부분이 나의 기억과 망각에 의존

하는 만큼 자연히 소재 또한 그 자리에 오래 남아 기억되는, 한편으로

는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저 존재할 뿐인 잊힌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오래된 건축물이나 자연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했다. 

항상 있었던 것이라 많은 이들이 보고 기억하지만, 항상 보아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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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곧 잊히고 만다. 그러한 

점에서 내 작업은 기존의 풍경화나 산수화가 그려졌던 이유와도 통한

다. 늘 존재하면서도 한 순간에 잊히기 쉬운 주변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풍경화와 산수화가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

서는 굉장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산수화로 내 작업

들을 일컫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풍경화와 산수화가 분명한 차이점

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기존

의 산수화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정신적 의의는 본받으면서도 

형상의 면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현대의 것을 소재로 전통 산수화를 변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

실 이러한 변용은 아주 근래가 아니어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긴 회화

사 안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는 목판화가 단순 

출판물의 대량 제작을 위한 것이었다가 회화의 한 양식으로 분립하게 

된 것도 변용이라 할 수 있겠고, 작게는 회화의 갈래에 들어서게 된 이

후의 목판화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작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제작된 것도 변용이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근현대 한국 목판화

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또 내 작업을 어떤 이유로 풍경화가 아닌 

산수화로 규정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3. 전통의 현대적 변용

근대의 목판화는 1939년 《제18회 조선미술전》 서양화부에 

최지원(崔志元, ?-1939)의 <걸인과 꽃>이 입선하며 목판화가 독립적인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1921년 월간 『개벽』 13호

에 실린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의 목판화 <개척자>(1921)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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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연재소설 『질소비료공장』(1932) 삽화였던 이상춘(李相春, 

1910-1937)의 목판화 정도가 있다.8) 현대의 대표적인 목판화가라 하

면 오윤(吳潤, 1946-1986)이 있겠다. 

오윤의 작품세계 전반에 깔린 정서는 

‘한’과 ‘신명’ 그리고 ‘해학’으로, 목판

과 칼이라는 물성이 가진 힘을 통해 

그러한 주제를 그려내었다. 오윤은 본

인의 작품을 리얼리즘의 표현이 아닌 

상징적인 부호나 선을 사용하여 도상

을 드러내고자 하였는데,9) ‘기’라는 추

상적인 힘을 표현함에도 적용되었다. 

[참고도판6]<낮도깨비>에서는 두 도깨

비의 머리 위에 마치 김이 뿜어 나오

는 듯한 구불구불한 선 세 줄로 ‘기’를 

표현하고 있다. 또, 그의 다른 여러 작

품과 마찬가지로 우드컷 기법을 이용해 배경을 파내고 두터운 선이 종

이에 찍히도록 하여 비단 머리 위의 구불구불한 선 뿐 아니라 판각 자

체로도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억(金億, 1955-) 또한 현대의 목판화가로서 우리나라 국토를 

직접 답사하며 본 풍경들을 목판에 조각하여 찍어내는 작업을 한다. 민

8) 김은아, 「조선시대 목판화와 현대 목판화의 관계성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25

9) 손병호, 「오윤의 목판화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7

[참고도판6] 오윤, <낮도깨비> 

부분, 1984, 목판, 54.5×3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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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삶에 깊이 결부되어 있던 기존의 목판화보다는 그가 보고 느낀 

풍경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참고도판7]에서 그는 아주 세밀한 판각으로 산의 능선과 물결

을 표현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줄기 사이로 노동하는 사람이 보

이고,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앙 부근에는 탑돌이

를 하는 이들이 있다. 김억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개발과 보존

이라는 이분법적 시각 대신 자연과 자연 속에 녹아들어 있는 사람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하여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김억은 작품 화

면에서 보이듯 전통 산수화를 그대로 판각의 형태로 옮겨 제작하였고, 

동양화 화법에 따른 농담표현으로 전통적 화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그 또한 다리나 건물 등의 표현으로 그림에 나타난 풍경이 현대임

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김준권(金俊權, 1956-)의 수묵 목판 작업은 또 

[참고도판7] 김억, <한강-합수머리 팔당호>, 2012, 장지에 목판화, 

100×2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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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변용이다. 선이 강조되던 기존의 판화에서 면을 드러내는 방식

으로 전환을 꾀하고, 강렬한 흑백 대비 대신 흰색과 밝은 회색, 진회색

을 배치하여 어스름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나 

작가가 느끼는 감상은 작품에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의 

변용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 변용이라 함은 기존의 

것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나는 산수풍경과 더불

어 인위의 건축물을 그리지

만 이 또한 산수화로 말하고

자 한 만큼 다음 단락에서는 

나의 작업과 전통 산수화와

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변용

을 설명하고자 한다.

서양의 풍경화, 동양의 산수화는 모두 아름다운 경관을 접한 

후 그것을 기억하고 감상하기 위해 그려진 것들이다. 서양에서는 14세

기 전반 이탈리아의 벽화나 15세기 초 사본장식화에서 풍경에 비중을 

둔 작품이 나타났다. 이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본격적으로 풍경화가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발전하였다. 한편 로마에서는 이상적 

풍경화가 1600년경부터 발달하여 19세기에는 산과 바다, 여명과 안개 

등의 자연현상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영국의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 1776-1837)이10) 외광묘사를 원칙으로 인상파를 이끌며 풍

10)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 1776-1837)은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풍경화가이다. 소박한 시골 정경을 소재로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참고도판8] 김준권, <오름0401> 부분, 

1994, 수묵 목판화, 20×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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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가 크게 대두되었다. 

한편, 동양에서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 차이를 가진다. 한

나라 대에는 산악을 신선이나 영물이 사는 영적 세계로 생각하여 신선

사상에 기반을 둔 산수화가 많이 그려졌다. 자연관조(自然觀照)에 의한 

산수화는 당대(唐代)에서 시작되어 송대(宋代)에서 완성되었는데, 이후 

인물화를 대신하여 동양화에서 주된 영역을 차지하였다. 조선에서는 조

선 초 안견이 북송(北宋)의 이곽파(李郭派) 화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강회안, 이상좌 등 명대(明代) 절파(浙派) 화풍이 전래된 이후17세기 

정선이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를 그려 우리나라의 산수화풍이 성립되

었다. 

이렇듯 풍경을 그리는 일은 아주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예술 

활동의 한 종류로서는 상당히 근래에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

나 풍경화, 산수화가 독립적으로 정립된 이후 이 장르는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화가들이, 또 화가가 아닌 사람들도 취미

로서 쉽게 접하는 미술의 장르가 되었다. 풍경화와 산수화는 성격 면에

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모두 화

가 주변을 둘러싼 풍경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양의 풍

변화하는 대기와 빛의 효과, 구름의 움직임 등에 주목하여 풍경화라는 

장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윌리엄 터너와 함께 가장 위대한 

영국의 풍경화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며, 들라크루아와 바르비종파 

화가들을 포함해 프랑스 미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존 컨스터블”, 

두산백과, 검색일 2020. 11.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643&cid=40942&categoryI

d=3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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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가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감되는 현상들을 표현하는 데에 주력한

다면, 동양의 산수화는 정신적인 경험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단순한 장식 목적의 그림이 아닌, 산수화를 그리고 감상함으로

써 속세를 벗어나 산수 속에 노닐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 기준으로 삼

아야 할 바른 원칙을 환기하는 창구로 쓰기도 하였다. 보고 감탄하는 

것 이상의 정신적인 체험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내 작품은 흔히 말하는 ‘동양화스러움’을 느끼기 어렵다. ‘동양

화스러움’이란 뭇 사람들이 보아 일반적으로 동양화로 취급하여 주는 

것, 즉 한지에 먹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 실제로 작품을 보였을 때 ‘이

게 동양화냐’ 하는 물음도 빈번히 들었다. 그러나 나는 동양화를 동양

화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재료뿐 아니라 동양화가 가지는 정신적

인 가치에 있다고 보았다. 여행을 다니며 보고 겪은 풍경을 바탕재에 

표현하며, 나아가 그 풍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 그 자체의 모

티프로서 각(刻)을 새기고 여백으로 하여금 감상자에게도 상상의 여지

를 남긴다. 산수화가 그러했듯,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비록 시대가 흘러 산수

화의 주요 소재가 되었던 높은 산자락이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지만, 나는 그 소재를 건축물로 바꾸었

다. 산수화의 가치를 지니며 현대 사회에 친근한 건축물의 모습으로 표

현 하는 것, 이를 전통산수화의 변용으로 보았다. 

1999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산·수·풍·경(山·水·風·景) 

Beyond Landscape)》전은 산수화와 풍경화를 구분 짓지 않겠다는 기

획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도 사생을 바탕으로 한 김천일의 수묵담채 산

수화부터 전통 지도 형식을 차용한 민정기의 유화, 영문 텍스트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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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대신한 김범의 작품 등 산·수·풍·경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전시는 “18세기 조선시대에 중국식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

식 산수화를 개척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11)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화면에 그려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산수화의 정신을 어떤 식으로 이어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산수화는 자연 만물, 나아가 산수 자연에 깃든 기운생동 

하는 정신과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일이라고 하

였다. 산수 자연에 내재된 정신성을 느끼고, 산수화를 감상할 때도 단

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노니는 것이 산수화의 목적이다. 그

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산수 자연을 접하기 어려워졌으며, 산수화를 현

대적으로 변용하는 과정에서 산수화의 가치 또한 시대에 맞게 다시 생

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작업을 하며 새롭게 주목

하게 된 자연과 인위의 관계였다. 

우리는 인공이 자연을 병들게 하며, 그러므로 인공은 나쁘고 

자연은 좋다는 식의 이분법에 자주 노출되고는 한다. 환경 문제는 끝없

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인공과 자연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관계로만 규정짓는 것이 항상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였다. 환경 

문제가 아닌 범주에서 인위와 자연의 관계를 본다면 어떨까? 환경 문

제를 잊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각도에서도 인공과 자연의 관계성

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다. 인간이 처음 지구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자

연과는 떨어질 수 없었던 만큼 단편적인 한 방향의 관계로 재단하는 

11)  이민수, 「1990-2000년대 한국의 산수화: 진경(眞景) 신화의 해체와 

재구성」, 『미술사논단』51(202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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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하

였다.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이라 명명하기에는 앞서 말한 흔한 통념

이며 사실과 같이 인간이 자연에게 끼치는 해악에 비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위와 자연의 관계에서 문제점

을 뒤집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성을 좀 더 개괄적으로 보고자 하였

고, 상호 간섭 받는 형태라는 표현이 적합해 보였다. 작게는 하늘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싶다면 비행기 창문을 거쳐야만 한다는 종류의 간

섭부터, 크게는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모든 병폐들, 또 자연이 인간에

게 주는 모든 이익들,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 등 인간과 자연 사이

에는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간섭이 존재한다. 내 작품의 소재들도 전부 

그러한 간섭이 껴든 모습이다. 주로 인위의 자연을 향한 간섭이다. 그

러나 그 간섭이 있기 위해 앞서 자연의 인간을 향한 간섭이 있었다. 그

렇기에 건축물들은 흥미롭다. 그 자체로 상호 간섭 받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준다. 

나는 자연에 대해 가지는 경외심만큼이나 오래되고 굳건한 인

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비로움을 느낀다. 그러한 건축물들은 세워질 

당시부터 현 시대까지 자연의 간섭을 견뎠고 자연에게 간섭해온 것으

로서 그 세월의 기억이 낱낱이 녹아있다.

현재와 같은 목판 작업의 시발점이 된 [작품도판1]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보았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Santa Maria del Fiore) 대성

당에 크게 감명 받았던 것이다. 이 대성당은 흔히 피렌체 두오모 성당

이라고도 불리는데 두오모(duomo), 곧 돔(dome)은 원시시대의 수목

(樹木) 텐트(tent)의 주거 형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에스키모

의 얼음집, 아프리카 원주민의 벌집형 주택에서도 원시적 형태의 돔이 

보인다. 이렇듯 자연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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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건축물조차 기원을 좇아 올라가면 자연의 간섭을 받아, 또 자연의 

간섭을 견뎌내기 위해 인위로써 자연에게 간섭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

한 건축물은 대개 각 나라의 자연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세

계 각국의 건축물은 건축 방식과 외양에 있어 지리적ㆍ환경적 요인에 

의해 눈에 띄는 차이를 가진다. 이는 산수 자연이 지리ㆍ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일련의 작업을 건축물이 산수

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현대의 산수화라고 보았다.

하단의 [작품도판2]와 그 다음 장의 [작품도판3]은 각각 비행

기에서 내려다 본 울란바타르의 드넓은 설원과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바다를 그린 것이다. 내게 자연의 존재가 가장 와 닿는 순간은 아이러

[작품도판1] <흘러내리는 두오모1>, 2019, 목판에 혼합재료, 

118×1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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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게도 비행기라는 초(招) 인위의 힘을 빌려 자연을 내려다보며 관망

할 때이다. 인간은 본래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숱

한 연구와 개발로 비행기며 우주선, 인공위성 등의 인공물을 만들어냈

다.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인위, 때문에 초(招) 인위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그렇기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만큼 자연을 관조하는 시

선 중에 자연(自然)스럽지 못한 것은 없을 것이다. 본래 산수화의 기치

는 앞서 말하였듯이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한’ 산수 만물의 모습을 통

해 우리의 정신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산수화는 자연의 모습을 담으면서도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구도를 취

하고 있다. 비록 전통산수화에서도 부감시(俯瞰視)가12) 존재하여 풍경

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연출이 여러 작품에 나타나나, 이는 

[작품도판2] <모두 잠든 시간에>, 2020, 목판에 혼합재

료, 좌측부터 각 102×30 cm, 118×40 cm, 117×24 

cm, 88×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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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는 분명한 방법적 차이가 존재한다. 

부감(俯瞰)은 ‘구부려서 굽어보다’는 의미이다. 시선의 주체가 전면에 

있어 뒤쪽을 ‘구부려서 굽어보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는 형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보는 시선은 시선의 주체가 하늘 위에서 지

면을 곧장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즉 이러한 구도는 우리가 흔히 ‘전통

적’이라 생각하는 옛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현대 문물의 힘을 빌

려야 가능한 것으로서 전통의 소재와 현대의 시각을 한 화면으로 끌어

들였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이 또한 전통산수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 현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변용의 한 갈래이다. 물론 부감시

와 같은 시점은 서양의 풍경화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양화

12) 산수화에서 사용하는 고원ㆍ심원ㆍ평원의 삼원법 중 하나로 북송(北宋)의 

곽희에 의해 정립, 완성되었다. 곽희는 고원을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앙시(仰視)로, 심원은 산 앞에서 산 뒤를 굽어서 넘겨다보는 

부감시(俯瞰視)로, 평원은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수평시(水平視)로 정의하였다. 서양의 과학적인 투시 원근법과는 달리 

다원적 시점의 이동에 의해 구도상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독특한 공간미를 제시해 주었으며, 산수화 구도 형식의 기본을 이루었다. 

삼원법을 병용한 대표적인 예로 곽희의 「조춘도(早春圖)」(臺灣 

古宮博物館 소장)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의 

「어제비장전판화(御製秘藏詮版畫)」(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日本 天理大學圖書館 소장) 등이 있다. “삼원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0. 11. 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299&cid=46660&categoryId

=4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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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휘를 빌린 부감시라 해서 전통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동

양화와 서양화의 원근법은 큰 차이가 있다. 서양의 원근법은 시각 중심

적으로서 존 버거(John Berger, 1926-2017)의 “가시적 세계의 중심이

자 무한대의 소실점이 모이는 외눈”, “시간적인 지속을 넘어서는 영속

화된 눈”이다.13) 이렇게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눈은 응시하는 대상과 교

감하기보다 단절되고, 곧 과학적 인식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의 원

근법은 절대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균질적이고 규칙적으로 질서 잡힌 

공간”을 만들어낸다. 규칙적이고 질서 잡힌 공간은 그 속의 대상들보다 

공간 자체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작 대상이 가지는 서사에서는 멀

13) 이민수, 「1990-2000년대 한국의 산수화: 진경(眞景) 신화의 해체와 

재구성」, p131, : Martin Jay, 「Downcast Eyes: The Denigration of 

Visi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Though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86-87 재인용

[작품도판3] <야간비행편>, 2019, 목판에 먹, 122×24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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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탈(脫)서사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회화에 있어 산수

자연은 미적 관조의 대상이다. 미술사학자 지순임은 동양의 화가들이 

이성보다 중시했던 것은 경험임을 말하며, “파악된 자연을 취사선택한 

자연과 예술가의 주관이 서로 융합하여 승화까지 얻어지는 과정을 거

쳐서” 산수화로 표현하게 된다고 말한다.14) 즉 이것이 미적 관조의 체

험을 통한 결과이며, 동양의 화가들이 공간을 보는 시선 또한 분리된 

시각이 아닌 화가 주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정리하자면 서양의 풍경화와 동양의 산수화를 가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객관성과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풍경화는 탈 서사적

이며 공간의 규칙과 절차를 확보하는 데에 반해 동양의 산수화는 화가

와 유기적으로 관계 지어지며 그 속에서 서사를 찾는다. 

나의 작업을 서양의 풍경화가 아닌 산수화로 일컫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격자무늬의 틀을 거쳐 어느 꼭짓점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맞추어 잘 조성된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닌, 내가 보고 느끼

고 경험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억 속의 장면을 재현한다. 그 장면은 

즐겁고 새로우며 때로는 그 자리에서 발 한 걸음 떼기 힘들 정도로 깊

은 울림을 주었던 것들이다. 다시 말해 나만의 경험과 서사가 있는 장

면들인 것이다. 이선우(李宣雨, 1958-) 또한 “동양화가들은 대상의 외

형 모사를 반대하고 순간에 발생하는 동세를 포착하여 시각기억, 혹은 

형상기억에 의해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라며 동양화는 앞서 얘기한 서

양 원근법적 ‘외눈’의 시각이 아닌 ‘기억’을 통해 재현된 장면을 표현함

을 말했다.15)

14) 위의 책, p. 132 ; 지순임 「韓國 傳統 山水畵의 自然觀과 그 現代的 

意義」, 『한국학논집』 41 (2010), p. 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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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 작품으로 이어지게 된 여행 시리즈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도판4]<말해지지 못한 말>(2018) 연작 또한 아프리카의 누

(Gnu)를 소재로 하였다. 이 동물들은 무리지어 다니는 초식동물들이면

서도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호기심이 왕성한 

동물들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들의 까만 얼굴을 보며 그 말할 줄 

모르는 동물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동

시에, 그런 모습이 무리 안에서 개인의 의사가 묵살되기 쉬운 우리 사

회와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

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 떼를 보고 그러한 감상을 가진 것은 앞서 언

급한 나의 경험이 결부된 관조적 시선을 통했기 때문이다. ‘관조하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띄고 사물을 관찰한다는 어감이 짙지만, 

의미를 찾아보면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15) 위의 책, p. 135 ; 이선우 「<월드뷰 미술> 여름 이야기: 신작로」, 『월

드뷰』 2020. 7 재인용

[작품도판4] <말해지지 못한 말>, 2018, 아사에 먹과 광목, 160×3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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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라고 되어있다. 비추어본다는 것은 즉 비추어서 살펴볼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관조’는 영어로 ‘meditation’이라 한다. 

‘meditation’은 ‘명상’ 혹은 ‘묵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비추어본다’는 말은 곧 자신의 내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는 뜻이 

된다. 관조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위에서 서술한, 동양의 산수화가 갖는 화가의 경험과 서사를 가지고 기

억을 통해 재현된 장면이라는 특징과 이어진다. 나는 이러한 관조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수차례의 여행에서 보고 경험한 산수풍경, 혹은 산수

의 위치를 점하게 된 옛 건축물들을 그려나간다. 

Ⅳ. 조형 표현의 특성과 제작 과정

현재의 작업과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 작업을 진행하여 유

의미한 결과를 냈던 것이 2018년도 서울대학교 졸업 전시회였다. 그 

직전 해인 2017년 좋은 기회로 아프리카 세렝게티 국립공원(Serengeti 

National Park)을 다녀오게 되었고, 이때에 보고 느낀 풍경은 내게 큰 

인상을 남겼다. 여행은 항상 내게 있어 가장 신선하고 긍정적인 충격을 

주는 요소가 되어왔다. 그러나 아프리카로의 여행은 이전에 여행했던 

휴양지와도 또 다르게 새로웠던 것이다. 완전한 야생과 다듬어지지 않

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에 압도되었다. 동양화과로서 큰 고민 없이 당연

하게 종이와 먹으로 작업을 해오던 나는, 내가 보았던 그 풍경을 어떻

게 하면 감상자가 더 생생히 느끼도록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아프리카의 정돈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야생성을 보다 잘 드러내면서

도 학생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찾다, 아교 반수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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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生) 삼베 천과 광목천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이는 기존에 아무 

반성 없이 사용하던 종이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재료를 다뤄보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진학

을 준비하며 바탕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였고, 그 해 겨울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와 떠오른 것이 바로 목판이었다. 

1. 획과 파임

획은 글씨나 그림에서 붓 따위로 한 번 그은 줄이나 점을 뜻한

다. 동양화에서의 획은 한지 위에 먹을 머금은 붓으로 한 차례 그은 것

이겠다. 이러한 획을 빈 화면에 구성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이

다. 동양에서의 획은 단순한 점 혹은 선의 형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필법(筆法)이라 하여 획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

뤄졌으며, 나아가 획으로 하여금 화가의 심상을 드러내고 기운을 표현

하는 등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담아내고자 하였다. 석도(石濤, 

1642-1718)는16) 획을 중요시하여 『화어록(畵語錄)』에서 ‘일획(一劃)

16) 청초의 화가. 본명은 주약극(朱若極) 석도는 자(字), 호는 

청상노인(靑湘老人), 대척자(大滌字), 고과화상(苦瓜和尙) 등이 있다. 

명조의 종실로 망국의 한을 그림으로 남기었다. 힘찬 갈필로 독창적인 

구도의 그림과 개혁적인 설채(設彩)를 보여주어 청대의 가장 개성적인 

작가로 팔대산인(八大山人)과 나란히 꼽는다. 선종에 입문한 석도는 

중국화론에서 불후의 명작이라 하는 

『고과화상화어록』(苦瓜和尙畵語錄)이란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중 

일화론(一劃論)은 서화일치(書畫一致)의 사상을 표현한 핵심적인 화론이다. 



- 31 -

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만상(萬象)의 근원이다.’17)라고 하였

다. 획을 통하여 공간과 여백이 구성되고 곧 그림이 이루어진다. 나는 

기존에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던 획을 파임이라는 방식으로서 목판에 

옮겼다. 흥미롭게도 획을 뜻하는 한자 ‘劃’은 ‘새길 획’ 자이다. 파여지

는 것, 즉 새겨지는 것은 조각의 행위이지만 결국 종이의 획과 동일하

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붓과 먹으로 표현되는 획이 때로는 섬세하

게, 때로는 거칠고 굵게 그려지는 만큼 조각도로 파이는 새김도 얼마든

지 섬세하거나 거친 표현이 가능하다. 획과 파임은 형태 또한 유사하

다. 화면에 붙였다 떨어뜨렸을 때, 둘 다 빠져나가는 끝이 꼬리처럼 남

는 변형된 타원형의 모습을 띤다. 힘이 들어가는 머리 부분이 두껍고 

붓, 혹은 조각도를 들어 올리는 꼬리 부분이 얇다. 

그는 이 책에서 내면의 인식을 강구한 다음 가슴 속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다음에 다음의 팔이 움직여 붓을 부리고, 붓은 먹을 부려 

만물의 형상을 그린다고 하였다. “석도”, 미술대사전(인명편), 검색일 2020. 

11.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7049&cid=42636&categoryId

=42636

17) 太古無法，太樸不散. 太樸一散，而法立矣. 法於何立？立於一畫. 

一畫者，眾有之本，萬象之根. 

見用於神，藏用於人，而世人不知....蓋自太樸散而一畫之法立矣，一畫之法

立而萬物著矣. 我故曰：吾道一以貫之. 石濤, 『畵語錄』, 「一畫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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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9] 먹과 파임의 비교

성질은 다르지만 우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사하

다. 물에 풀은 먹은 액체 상태로서 종이에 닿으면 종이의 결을 따라 번

져 나간다. 물의 양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화가의 의도의 맞게 나타낼 

수 있지만, 100% 자의적이기는 어렵다. 파임도 마찬가지다. 전동 조각

도를 사용하면 오직 손의 힘만으로 판을 파낼 때보다는 좀 더 말끔한 

파임을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목판의 결에 따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

분까지 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파임에서의 번짐이다. 

또,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짙고 옅음을 표현하기 위해 농묵과 

담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먹과 물의 비율을 조절하면 연하게, 혹

은 진하게 나타낼 수 있다. 새김도 비슷하다. 깊게 판 부분과 얕게 판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을 가진다. 이는 목재라는 자연 소재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덧붙여 파여진 깊이의 자체로도 시각적 높낮이로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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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여줄 수 있다. 더불어 파임이 표현되는 형태와, 파여서 이루어

지는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에도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파임, 곧 새김은 앞서 언급했던 ‘기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

기서 파임과 새김을 구분한 것은 파임이 보다 형태적인 측면을 일컫기 

때문이고 새김은 의미적인 부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파임에 내

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공을 들이면 그것의 형태가 의미에 앞서

게 될 것 같았고, 때문에 파임의 형태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곡선보다 직선을 위주로, 파임의 방향도 가로 세로의 두 방향

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왜 붓이 아닌 조각도를 택하였을까? 장의 서두에 나

타나듯 내 작업의 소재와 어울리는 바탕재를 찾다보니 종이에서 천으

로, 천에서 목판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러나 목판에도 충분히 모필로

서 먹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조각도를 들게 된 이유는 그

것이 가진 부정확한 성질 때문이었다. 붓은 화가의 손이 가는 대로 자

유롭게 움직인다. 번지고 흘려서 생기는 우연성이 싫다면 극도로 물기

를 빼 아주 치밀하게 그려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각도는 그렇

지 않다. 아무리 내가 생각한 길이, 생각한 형태의 파임이 있다 해도 

누른 순간의 미묘한 힘의 차이나 목판의 결에 따라서, 조각도의 날카로

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만족스러운 위치에 알맞게 파이는 경우

도 있지만, 대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정확하지 않게 나오게 된다. 이러

한 부정확함이 기억 속의 풍경에 대해 그리는 작업 주제와 부합하였다. 

기억이란 것은 정확한 시ㆍ분ㆍ초를 따져 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 기억하는 시점이 현재와 가까울수록 기억은 선명하고 멀수록 반

대가 되어, 전자의 경우에는 대략 몇 시경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한

편, 후자는 오전 혹은 오후부터 크게는 계절감이나 대략 몇 년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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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렇기에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 

해도 그 기억은 경험한 시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정확성이 떨어

진다. 아무리 계획한 바에 따라 파내려 해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오

는 새김처럼 말이다. ‘새기다’는 뜻을 가진 각(刻)이 옛날에는 1각과 같

이 시간의 단위로 쓰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1각은 약 15분인

데, 시헌력(時憲曆)을18) 택하기 이전에 하루의 100분의 1이 되는 14분 

24초를 나타내던 단위였다. 이렇듯 새김과 시간성의 관계는 긴밀하다. 

목판에 새겨진 파임은 단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목재의 결이 새겨진 파

임 안에 낱낱이 드러난다. 목재의 결은 곧 바탕재인 나무가 살아왔을 

시간과 기억의 집합체이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거칠게 남은 

표면의 튀어나온 나무 가시 등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탈락된다. 작품을 

한 곳에 가만히 놔둔다면 새김 안에 먼지가 쌓일 수도 있겠다. 한 번 

새겨진 것은 그대로 끝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새로운 시간

을, 기억의 흔적을 담는다. 

2. 여백

18) 태음력(太陰曆)에 태양력(太陽曆)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 서양 신부 탕약망(湯若望) 

등의 편찬으로 청나라와 조선 등에서 사용되었던 역법이다. 1645년부터 

청나라에서 시행하여 도중에 두 번의 개편을 거쳐서 청나라 말까지 

사용하였다. “시헌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0. 12. 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9809&cid=46637&categoryId

=4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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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에서 그림의 빈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남아도는 공간이 아니다. 화면에 그려진 형태,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서양화에서의 빈 공간은 곧 미완성 

된 부분이다. 그러나 동양화에서는 화면에 표현된 형사(形似)가 객관적

인 이미지를 제공해준다면 여백(餘白)을 통해 개개인의 직관을 불러일

으킴으로써 상상의 여지를 남겨준다. 그렇게 상상한 이미지는 실제 그

림 화면의 크기 이상의 공간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동양사상의 근간이 되는 도가 사상, 즉 무위자연사상과 연관이 깊다. 

무위(無爲)라 함은 곧 자연(自然)으로서 스스로 그러함을 뜻한다. 만물

이 스스로 그러함,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도(道)를19)20) 가지고 

19) 노자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도는 노장사상을 구성하는 최고 원리이자 

최고 범주이다. (중략) 노자가 심미와 예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적었으나, 철학과 인생문제에 대해 논술한 많은 명제에는 중요한 

미학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중략) 장자의 경우도 道를 체득한 경지나 

그에 이르는 수양 과정이 일반적으로 예술이 추구하는 절대자유의 경지와 

일치한다. (중략) 도가사상에서 예술과 관련하여 도는 “천지만물을 창생 

하는 生意, 또는 예술가가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정신 경지 등의 의미를 

갖는다. 즉 도는 예술 성격을 규정짓는 원리로 작용하며, 모든 예술은 도를 

그 최고의 형이상학적인 근거”로 삼는다. 장경숙, 「노장사상에 나타난 

道의 예술정신」,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6, 6-7

20) 有物混成 先天之生 寂 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謂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老子, 『道德經』, 제25장, 동양고전종합DB, 검색일 

2020. 12. 01,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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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무언가에 작용할 필요가 없기에 무위하다고 한다. 때문에 동양

화에서 비워 놓는 공간인 여백은 형사(形似)가 작용한 공간과 어울려 

무위성을 드러낸다. 묘사 형체인 유(有)와 여백의 무(無)가 있어 정신적

인 공간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백은 분명 

비워져 있는 공간이지만 쓸모없는 공간이 아닌, 비워져 있음으로써 화

면을 채우는 허(虛)이자 실(實)의 공간이다. 이는 즉 무위함으로 작용하

는 무위즉위(無爲卽爲)의 작용이다.21) 결국 동양화의 본질은 허(虛)로

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비어 있으나 정신적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여백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제 11장에서

는 수레의 바퀴를 이루는 바큇살과 바퀴통의 비유, 속이 비어 있기에 

유용성을 가지는 그릇의 비유, 문이나 창을 뚫어 만든 공간이 비어 있

기에 유용성을 가지는 방의 비유를 들어22) 무(無)의 유용성을 들어 앞

서 언급한 허와 실의 운용, 즉 허실론(虛實論)을 설명한다. 노자는 유

무상생(有無相生)과 허실상자(虛實相資)의 유무통일론(有無統一論)을 

논하였는데, 유무상생(有無相生)이란 유(有)는 무(無)에서 발생하고 무

(無)는 유(有)에서 발생하는 상호 인과적인 관계의 유와 무를 말하는 

0401&titleId=C31&compare=false

21) 全聖煥,「老莊思想과 水墨畵의 思想的 關係 硏究 : 餘白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학위논문, 1998, 88

22)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利, 無之以爲用. 老子, 『道德經』, 제11장, 동양고전종합DB, 

2020. 12. 01,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n

0401&titleId=C17&compar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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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고, 허실상자(虛實相資)는 실(實)은 허(虛)에 의해 존재하며 허

(虛) 또한 실(實)로 인해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무(無)나 허(虛)

는 곧 여백이니 여백이 있어야 유(有) 또는 실(實)로서 대변되는 형체

가 드러나고 형체가 있어야 여백이 드러난다는 의미인 것이다.23) 이제 

이 논의를 다시 작품에 대입하여 살펴보겠다.

1) 새겨진 여백

새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지는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했다

시피, 새겨지는 부분이 곧 기억하는 부분이고 남겨지는 부분은 망각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여백(餘白)으로 보아야 하는가? 당연

히 새겨진 것 없이 평평한 면일까? 본래 여백(餘白), 즉 ‘희게 남은 부

분’은 말 그대로 화면에서 무언가 작용된 것 없이 비워진 부분을 의미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기존 목판화의 양식을 따라 목판 면에 

잉크를 발라 찍어내면 깎아내지 않은 면이 종이에 검게 찍히고 파낸 

면은 찍히지 않아 희게 남는다. 결과물이 원본과 반전되는 것이다. 그

렇다면 여기서 여백이란 어느 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으며, 간혹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사실을 깨닫게 될 때도 있는 기억의 특징과 상통

한다. 비록 목판 원본만을 취하여 작품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목판에 작업을 하는 이상 목판화의 범주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획을 새기는 순간 나는 이 표면에 잉크를 묻혀 찍으면 상반된 이미

지가 나올 것임을 안다. 때문에 새긴 부분과 남긴 부분, 둘 중에 어디

23) 김귀숙,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정신성」,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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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백으로 상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을 그어두지 않았다.

새김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 새겨지는 부분이며 내 작업에서는 

‘기억’을 대변한다. 그러나 기존 목판화와 달리, 길게 이어지는 선의 형

태보다는 점과 점이 모여 이루어지는 면의 형태를 택했다. 또, 점의 방

향은 사방팔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세로의 비교적 일정한 방

향을 유지한다. 점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면

이 이루어진다. 기억의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기억하고자 하는 상황의 

단편적인 정보를 떠올리면 이내 다른 정보도 기억이 나게 되고, 요소요

소가 모여 전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해준다. 가령 ‘그 때 마셨던 커피

가 참 맛있었는데.’, ‘카페 이름이 뭐였고 어디였지?’, ‘커피를 마신 후

에는 어디를 갔더라?’ 하는 식이 된다. 새김은 그러한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다. 

그렇다면 새김의 방향을 단순하게 제한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

억은 대개 상황의 가장 주요한 감상만을 남긴다. 논문을 쓰고 있는 지

금, 현재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부분을 작성하고 있으며 옆의 

페트병에는 물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등 주변 상황의 정보는 글로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겠지만 나중에 이 상황을 떠올리려 해보면 ‘논문을 

쓰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새김의 일정한 

방향은 그런 이유에서다. 가장 기본적인 가로세로 획으로서 가장 특징

적인 정보만 기억에 남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겨진 모양을 자세히 

보면 우둘투둘하게 주변이 같이 깎여나간 것이 보인다. 이러한 모양은, 

이후 설명할 기법적 우연성과 더불어 상징적 의미를 하나 더 가진다. 

앞서 기억은 단편적인 정보를 떠올리면 다른 정보들이 연쇄적으로 떠

오른다고 하였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차적인 정보의 내용은 점

점 적어지고 잊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떠올린 기억에 불확실하게나마 



- 39 -

이끌리는 것들이 있다. 아주 작고 파편에 불과한 그런 정보들은 주변인

의 첨언에 의해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도 있다. 혹은 본인 스스로 사진 

앨범 등을 통해 떠올릴 수도 있겠다. 따라서 새김의 주변으로 한데 깎

여나간 우둘투둘한 모양은 기억될 가능성을 가졌지만 완전히 일깨워지

지는 못한 기억의 조각들을 대변하는 동시에 기억의 연쇄성을 뜻한다. 

그것들은 굵직한 기억, 즉 새김의 주변을 둘러싼 상태로 목판 위에 존

재한다.

2) 비워둔 여백

하단의 [작품도판5]와 [작품도판6], 두 작품은 기존의 목판화 

양식과 같이 목판 면에 판각 후 잉크로 찍어낸 것이다. 나는 작업을 구

상할 때, 이 작품이 목판 원본 자체로도 작품이 되고 찍어낸 판화로도 

작품이 될 수 있게끔 구상하였다. 따라서 목판 원본과 판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각 작품의 여백이 되는 것이다. 다른 

작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판화본이 존재하지 않고 목판 원본만으로 작

품인 대개의 작품에도 해당되는데, 꼭 잉크로 찍은 것을 원본과 대조하

여 어디에는 잉크가 묻었고, 어디에는 묻지 않았고 따질 필요 없이 원

본을 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서 내가 기억

하는 부분을 파냈고 망각한 부분을 남겼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체적

인 화면을 보았을 때 파낸 부분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일까? 어

쩌면 평평한 면을 남기기 위해 파냈을 수도 있다. 일부러 기준을 특정

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일반적인지도 알 수 없다. 기존 목판화에서도 

실상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양각과 음각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

다. 결국 작품에서 여백의 위치는 감상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실

제로 동일한 작품을 보여주고서 어느 부분을 여백으로 생각하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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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에 어떤 사람은 평평한 면을 짚었고, 또 다른 사람은 파인 면을 짚

었다. 

[작품도판5] <사회적 거리두기>, 2020, 목판에 잉크, 

70×100 cm

[작품도판6] <사회적 거리두기>, 2020, 장지에 혼합재료, 

70×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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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7]은 새김이 들어간 면과 새김 없이 평평한 면이 극

명하게 대비된다. 바로 이 대비가 여백을 만든다. 여백을 새김이 들어

간 면으로 생각하든 평평한 면으로 생각하든, 겉보기에 다른 두 부분이 

있어 형체가 드러나고 여백이 드러난다. 만일 모든 면에 고르게 새김을 

넣었거나, 반대로 새김을 넣지 않았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형체가 보이

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 여백도 보이지 않는

다. 이렇듯 형체와 여백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서 둘 모두가 있어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다. 위 작품 또한 [작품도판1]과 마

[작품도판7] <흘러내리는 두오모2>, 2019, 목판에 혼

합재료, 118×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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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그린 것으로, 감상

자의 시선은 자연히 중앙을 차지한 돔에 가 닿는다. 돔을 가린 형태로 

보아 우측의 평평한 면으로 처리된 구조가 더 앞에 있었을 것이 분명

하지만, 첫 번째로는 새김과 새겨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고 두 번째

로는 먹을 섞은 매트젤(met gel)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나무 색의 판면

에 강조점을 주었기 때문에 평평한 면보다 돔이 더 먼저 눈에 띈다. 색

상만으로는 표현하고자 한 것이 돔인지 아니면 그저 검정색의 덩어리

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새김의 표현과, 절반 정도

를 가린 평평한 면을 통해 저것이 어떠한 형태의 건축물이며 곧 지붕

의 돔임을 알 수 있다.

[참고도판10] 새김 일부 확대

여백으로 남겨진 부분은 감상자의 상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도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각(刻)이 된 면과 평평한 면 중 어느 것을 

남겨진 면으로 봐야 할지도 제한 해두지 않은 내 작품의 경우에는 감

상자의 상상이 개입될 여지가 더욱 커진다. 여기서 상상한 것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감상자가 상정한 여백을 통해 심상

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화면에 그려진 것을 뛰어 넘은 사고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점과 점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선 형태의 새김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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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떨어지며 그 사이사이마다 충분한 여백을 제공한다. 뒤집어 생각

해도 마찬가지이다. 평평한 면이 새김에 의해 갈라졌다 붙으며 그 사이

에도 여백이 살아난다. 

3. 재료와 기법

1) 제작의 과정과 추상성

바탕재를 목판으로 선택하게 되며 수많은 목판의 종류 중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도 선택해야 했다. 우선 원목은 그 자체로 질감이 독

특하고 나무의 물성이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

만 충분한 시간을 거쳐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때에 수축ㆍ팽창하

여 뒤틀리거나 휘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물론 구입하여 사용하

게 된다면 이러한 일차적 건조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충분히 건조가 되었더라도 목재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외부조건에 의

해서 2차 변형이 생길 수 있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금액이었다. 원

목을 꾸준히 구입해 사용하기에는 학생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

격대로 인해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MDF는24) 가공이 쉽고 

24) Medium Density Fiber board의 약자로 중밀도 섬유 판재이다. 나무의 

섬유조직을 분리해서 접착제를 밀어 넣고 강한 압력으로 누르면 중밀도 

판재가 만들어진다.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한 특성이 있으며 기계 가공성과 

강도가 우수해 일반 목재를 대신하여 가구, 스피커 외관, 탁구대 등의 

재료로 널리 이용된다. 표면이 단단하고 평활하여 페인트를 칠하거나 

장식용 필름을 접착하여 사용하기 쉽다.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며 디자인을 잘못할 경우 판재가 휘는 현상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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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며 가벼움에 비해 강도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였으나, 물이나 습기에 약해 변형이 쉬운 만큼 작업 중이

나 완성 후 작품을 보관할 때 습도 조절까지 갖춰진 공간이 없는 상황

에서는 작품의 항상성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MDF판을 합성하

는 데에 들어가는 접착제의 성분이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습기를 머

금고 변형될 경우 혹시나 겉에 발린 재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다. PB는 나무를 부수어 작은 알갱이로 만든 후 접

착제를 이용해 만든 판재로, 나무의 자연스러운 무늬는 기대하기 어려

웠다. 이에 반해 집성목은 원목의 나뭇결이 드러나지만,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이어 붙여 균일하게 줄이 간 외관이 심미적으로 좋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 코어 합판, 혹은 코아 

합판이라 불리는 합판의 일종이었다. 일반 합판의 경우, 나무를 얇게 

가공한 베니어를 나뭇결 직각 방향으로 여러 장 적층해서 만드는데 코

어 합판은 합판 안쪽에 코어(나무 심재)를 넣고 바깥쪽에 한 판의 베니

어를 붙여 만들기 때문에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이 나타나 있으며, 집성

목처럼 잘라 붙인 줄무늬가 겉에 드러나지 않는다. 또 베니어 안쪽에 

들어간 심재는 두께가 있어 파내는 작업에도 용이하며 톱밥을 합성한 

것과 달리 원목 재질이므로 파낸 흔적도 자연스럽고 나무의 섬유질로 

인해 거친 우연성이 드러난다. MDF에 비해 휨도 적어 알맞은 재료였

으나 유일한 단점인 무게 탓에 합판 자체로도 크기가 커질수록 상당히 

무거워지며, 운반이 용이하지 못하나 그런 점 또한 재료 자체로서 기억

있다. “MDF”, 목공DIY, 검색일 2020. 12. 1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7003&cid=42910&categoryI

d=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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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망각, 이미지적으로는 현대적 산수화를 표방하는 나의 작업과 어울

리는 차분함을 주기에 코어 합판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참고도판11] 제작과정 일부

작업은 코어 합판의 고유 색상에 따라 순서가 가감된다.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표면의 색상이 다르며, 표판과 이판의 

색상과 무늬도 차이가 난다. 우선 표판과 이판의 무늬를 살펴 좀 더 나

뭇결이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면을 고른다. [작품도판1], [작품도판7]처

럼 판의 색상이 염두에 두었던 밝기나 색감에 어울린다면 곧장 스케치

를 들어간다. 색상이 적합하지 않으면 목재용 수성스테인(水性stain)

을25) 물과 혼합하여 전체적으로 칠해준다. 생각한 색감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반복하여 덧바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스테인은 불투명도료인 

25) 투명 착색도료의 한 종류로 실내 목재 도포용 도장착색재이다. 

착색원료를 대체로 염료로 쓰기 때문에 나무 본래의 바탕을 보이면서 

착색할 수 있고, 염료를 용해하는 종류에 따라 수성, 유성, 알코올성 

등으로 나뉜다. “수성스테인”, 화학대사전, 검색일 2020. 12. 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95794&cid=60227&categoryI

d=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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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와 달리 투명 도료로 목재 표면의 고유한 무늬와 질감을 살리면

서, 진하게 칠할 경우 유광택(有光澤)을 띠며 오염에 대해서도 약간의 

내구성을 갖게 된다. 바탕재가 준비되면 그 위에 대강의 스케치를 하

고, 남길 부분과 파낼 부분을 살펴 작업을 진행한다. 파내면서도 구상

에 따라 더 얕게 파낼 부분과 깊게 파낼 부분을 구분하여 손의 힘과 

조각도의 각도, 방향을 조절한다. 앞서 새김과 획을 비교했던 만큼, 이 

단계가 바로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

다. 그 다음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 재료를 덧붙여 얹거

나, 조각도, 목탄 등을 이용하여 표현을 더하여준다. 마지막으로, 입체

적 질감이 있는 작품의 경우 투명ㆍ불투명 바인더를 사용해 마감처리

를 하며 평면작의 경우 픽서티브(fixative)를 활용한다.

[참고도판12] 밑바탕 작업 과정

[작품도판3]은 바탕색을 입힐 도료로 먹과 주묵(朱墨)을 혼합

하여 전체적인 화면을 칠하였다. 칠하는 과정에서 판면을 꼼꼼히 메우

지 않고, 큰 붓으로 가볍게 칠해 자연스레 먹이 발리지 않는 부분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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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작품도판3]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넓은 밤바다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것은 자연스

러움과 자연스러움에 기반을 둔 우연성이었다. 때문에 먹과 주묵을 혼

합하여 칠했을 때 건조 후 보이는 층이 분리되는 현상을 수정하지 않

고 놔두었으며, 바탕을 칠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말끔하

게 칠하기보다 자유로운 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화면을 채워나갔다. 

이때 군데군데 칠해지지 않고 본래의 목판 색상으로 남은 곳은 각(刻)

을 하며 일부는 함께 파였지만 일부는 완성까지 남아 그 흔적으로 하

여금 감상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긴다. 또, 먹과 주묵을 혼합한 묵은 

서로 다른 재료가 완벽히 섞이지 못하고 주묵 성분이 얇게 층이 져 뜨

기 때문에 표면을 조각도의 날카로운 끝으로 긁어내면 각도에 따라 진

청 빛깔로 반사되는 흔적이 남는다. 이를 통해 바다의 물결을 옅게 묘

사하여 멀리서 보았을 때는 어두운 배경과 밝은 파임이 대비되고, 가까

이에서 보았을 때는 앞선 두 요소에 더하여 긁어낸 흔적의 드로잉적 

요소가 드러난다.

[참고도판13] <야간비행편>에서 보이는 드로잉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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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적 요소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드러난다. 목판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판면의 재질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는데, 첫 작품들이 먹과 재료를 섞어 두텁게 바르는 방식이

었다면 두 번째 작품들은 목판의 평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김을 제외

하고는 입체적 굴곡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작품도판7]의 

경우는 작품 자체의 크기가 작고, 이 외의 몇몇 작품들도 대부분 크기

가 그리 크지 않아 새김과 평면으로도 충분한 표현이 되었으나 [작품도

판3]의 경우 120호 정도의 사이즈인 만큼 덧붙여지는 재료 없이 넓은 

면을 완성도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필요하였다. 그 

방도가 바로 드로잉적 표현이었다. 드로잉은 미술에서 가장 기초적인 

표현방식이다. 즉 기본이며 다른 모든 표현법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을 처음 배울 때에 선긋기부터 시작하듯 작품에 부족한 것이 느껴

진다면 제일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봐야했고, 드로잉은 화면의 평면성을 

유지하면서 시각적 효과를 더하여 주었다. 이 드로잉적 표현은 뒤에서 

살펴볼 최근작에서도 사용되는데, 단색조에 가까워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화상에 입체적, 평면적 표현을 어울러 보다 다양한 감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앞서 반복하여 언급한 작품의 특징으로 새김의 부정확성이 

있다. 스케치를 함에 있어서도 세세하고 정확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어

느 위치에 어떤 모습이 어느 정도의 부피감을 차지하고 들어갈 것인지, 

혹은 그조차 그리지 않고 곧장 새김의 단계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새김 자체의 부정확성과 더불어 작품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도 

완전히 구상적인 도상보다 반추상적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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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도판8]을 보았을 때 무엇이 연상되는가? 동일한 질

문을 동기 몇 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 ‘수면 위에 무엇인가 비치

는 모습’ 같다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그렸을까? 해당 작

품은 항저우(杭州)의 한 전통 시장에서 둥근 화덕에 찻잎을 덖는 모습

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먼저 얘기해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

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니와, 불규칙하게 파인 모습이 꼭 물결처럼 보

이기에 ‘수면에 비친’ 모습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들이 나의 의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전혀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외

곽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흩트림으로써 완벽하게 테두리를 연결 짓고 

섬세하게 묘사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대답이 나온 것에 초점을 맞추었

다. 앞선 [작품도판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밤바다의 모습을 표

현했지만 어떤 이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정확성이 가져다주는 사

[작품도판8] <달 덖기>, 2019, 목판에 혼합재료, 40×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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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다양성이 흥미로웠고, 이는 대개의 내 작품에서 공통으로 드러나

는 요소였다. 처음부터 이러한 우연성과 부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는 추

상적 성격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작품에서는 감상자로 

하여금 내가 의도한 그대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썼고, 작품

의 기본적인 형상은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 다음의 이미지는 본 

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학부 졸업 전시회의 작품인데, 이 작품의 형

상은 아주 명확하다.

[작품도판9] <말해지지 못한 말_바람>, 2018, 아

사에 먹과 광목, 270×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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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9]에서는 두 개의 뿔과 긴 콧등의 누(Gnu)라는 소과 

동물이 가지는 특징이 드러난다. 비록 보이는 모습 그대로의 동물 이미

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 또 

그것을 토속적 이미지와 결합시킨 샤머니즘적 기원을 담고 있지만 외

적인 이미지로서는 누가 보아도 소의 형상을 한 동물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듯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작품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에 드러나는 구상적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 현재와 같은 목판 작업을 처음 시도하게 

된 [작품도판1], [작품도판7]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다. 목판에 새기는 

형식을 시도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이미지를 그대로 감

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스케치에서 벗어나

지 않게 주의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성당의 돔 부분은 매트젤과 

먹을 혼합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면서도 그것조차 의도된 범위 

내에서 흐름을 조절하였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 흐른 것은 다듬고 깎아

내며 재차 시도하였다. 때문에 두 작품은 깎아내고 흘러내린 요소가 주

는 자연스러움, 부정확성과 대비되게 사실 상당히 절제된 환경에서 계

산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생각

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거듭 얘기한 새김의 부정확성에 대한 것이었는

데, [작품도판1], [작품도판7]를 진행하는 중에도 이러한 부정확성 때문

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의 나는 그러한 요

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

다. 이에 다음 작품을 연달아 준비하면서 기존의 계획적 구상을 그대로 

가져간 작업도 두는 한편, 계획성을 상당히 덜어낸 [작품도판10]과 같

은 작품도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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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0]은 마카오(澳門)의 성 바울 성당 유적(Ruins of 

St. Paul's)이다. 이 성당은 1580년에 지어진 아시아 최초의 유럽풍 성

당으로서, 화재로 훼손되었지만 1637년 재건축으로 완성되었다가 1835

년 또 한 번의 화재로 전면만 남기고 허물어졌다. 도판을 보면 기존의 

작품과 달리 상당히 축약된 작업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눈에 보

인다. 스케치 이후 새김과 혼합재료를 계속해서 덧바르고 수정했던 [작

품도판1]과 달리, 새긴 후에 롤러에 먹을 묻혀 바른 것이 전부이다. 먹

[작품도판10] <앞면만 남은 성당의 뒤편>, 2019, 목판

에 먹, 50×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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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르는 과정에서는 바를 면에 따른 농묵(濃墨)과 담묵(淡墨)을 구분

하지 않고 롤러에 처음 묻힌 먹이 자연스럽게 색이 빠지는 대로 칠해

나갔다. 해당 과정을 거친 후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마무

리하였다. 사실 먹칠 단계 이전, 화면의 어느 부분은 농묵으로 발리고 

어느 부분은 담묵으로, 또 어느 부분은 먹이 묻지 않고 나무 판재 색 

그대로 남길 바란 대략의 계획이 있어 본래는 롤러가 아닌 붓으로 작

업 과정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때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이다. 

애초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하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재

료의 물성도, 작업의 주제와도 맞지 않았다. 기억되고 잊히는 이미지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정작 화면에 그려진 모습이 깔끔하고 

계획적이라면 주제와 보이는 이미지 사이에서 괴리감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도구인 붓 대신에 넓은 면을 한 번에 칠할 수 

있으며 내 의도대로 세세한 조정이 불가한 롤러를 택했다. 먹을 묻힌 

롤러는 나무 판 위를 굴러가며 예상보다도 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냈

다. 종이나 캔버스가 아닌 나무 판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물기를 흡

수하는 성질이 아주 뛰어나기에, 롤러를 한 번 밀고 나가도 어떤 부분

은 농묵이 그대로 묻고 어떤 부분은 전혀 묻지 않는 등 전혀 작업자의 

의도대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러 번 덧발라도 마찬가지였다. 덧바를 

때마다 제멋대로 칠해졌다. 그러나 덕분에 [작품도판10]을 진행하며 우

연성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이어지는 [작품도판2]의 경우에도 붓은 사용하지 않았는

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조각도와 손가락만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울

란바타르의 넓고 거친 설원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도 섬세한 붓은 어

울리지 않았다. 새김 작업을 마친 후, 백묵(白墨)과 헤비젤(heavy-gel)

을 혼합하여 손가락으로 두껍게 펴 발랐다. 젤의 특성상 점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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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에 묻힌 것을 목판에 문질렀을 때에 매끄럽게 발리지 않고 손가

락이 떨어진 부분이 삐죽하게 테두리가 남는다. 이를 이용하여 설원의 

거친 둔덕과 이어지는 산맥을 표현하였다. 또, 백묵만을 칠할 때에도 

여전히 손가락을 사용하였는데 목판을 세운 채 물기가 있는 재료를 얹

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효과와 흘러내린 백묵이 젤의 굴곡을 

타고 이리저리 번지는 우연적인 효과를 이용하였다. 

[참고도판14] <모두 잠든 시간에>의 부분

2) 유동적 재료를 통한 우연성의 표현

우연성과 불확실성은 내 작품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확률로 야기되는 우연과 불확실함에 맡긴다면 작가

는 무엇을 하는가? 우연성과 불확실성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 나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인과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고 객관적 성격을 갖

는다. 우연성은 필연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 내가 조

각도로 목판을 깎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난 새김의 흔적 주위로 

우둘투둘한 우연적 파임이 남는다. 또 내가 목판에 백묵을 묻혔기 때문

에 물기를 머금은 백묵이 흘러내리게 되면서, 그것의 진행 방향이 내가 

이전에 칠해 두었던 헤비젤의 영향을 받아 우연한 경로로 꺾어진다. 따



- 55 -

라서 작품에서 드러나는 우연성과 불확실성은 순수한 우연성과 불확실

성이라 할 수 없고, 의도적인 우연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나는 이 

‘의도적인 우연성’이 가지는 우연의 특질과 의도적인 우연성을 통해 촉

발되는 순수한 우연성을 이용한다. 원인이 의도적일지언정 그것이 이루

는 형태까지 내 의도가 미치지는 못한다. 우연함과 불확실함을 제한된 

화면 안에서 끌어내야 하는 만큼 그것의 시발점을 제공할 뿐이지, 오히

려 가능한 한 순수 우연의 영역을 넓히려 애쓴다. 새김의 주위로 일어

나는 미세한 갈라짐, 백묵이 흘러내리는 모양 주변으로 퍼지는 물기 같

은 것은 의도된 우연 안의 순수 우연의 영역이다. 앞서 우연성과 불확

실성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기억과 망각이라는 불

확실한 소재에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 또 하나의 이

유가 있다. 바로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주로 인

공물을 소재로 하지만, Ⅲ장에서 간략히 밝혔듯 인공물의 기원은 대개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또, 내 작업의 바탕재는 가공된 목판으로서 인

공의 힘을 거친 자연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방식은 새김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우연성을 이용한다. 화면에는 작용한 부분이 있으

면 여백이 있다. 이렇듯 내 작업은 자연과 인공이 영향을 미치고 받는 

과정이 모든 단계에 녹아있다. 자연(自然), 즉 스스로 그러한 무위(無

爲)와 인공, 곧 유위(有爲)함의 조합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 

현대사회는 유위(有爲)로 일구어 낸 놀라운 성과이다. 어느 한 

곳도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곳이 없다. 작게는 개인의 하루 일과

부터, 크게는 국가 단위의 개발과 개척 등등 유위(有爲)는 모든 곳에 

뻗친다. 인간이 자연에 유위함을 미치기 시작한 이래로, 과거의 소산은 

현재의 기반이 되어주며 현재의 발전은 미래를 대비하게 해준다. 우리

가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유위하였기 때문이다. 노장(老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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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를 강조하여 자연이 최대의 가치이고 무위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완전히 무위해 질 수 없다. 유위함이 

가진 가치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움

을 잊지 않아야 할 필요 또한 분명히 있다. 자연, 즉 무위는 유위의 기

반이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와 같이 가장 원초적인 

가치이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더 복잡다단

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하지만 무

위자연을 절대불변의 최대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좇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회가 되었다. 기실 우리의 삶은 자연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 유위 위에 버티고 있으며, 유위한 모든 것을 생활에서 제거한다면 

아주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유위의 가치 또한 인정해

야 한다. 앞서 말하였듯이, 현대인의 삶이 무엇을 통해 영위되고 있는

지를 생각한다면 유위, 즉 인위를 그것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

하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전통사회처럼 무위를 추구하고 자연 속에 

살 수 없게 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균형이다. 자연과 인위

가 서로 간섭하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둘 모두가 양립할 수 있도록 균

형을 지켜야 한다. 이 균형은 곧 위의 문단에서 말하였던 조합과 조화

가 될 것이며, 나의 작품에서는 서로 간의 끊임없는 간섭 관계에 놓여

있는 자연과 인공의 풍경이 여행지에서의 기억이라는 매개를 거쳐 목

판에 표현된다. 또 표현 방식에서도 각을 새기는 행위와 먹, 혹은 여타 

재료를 칠하는 행위 등 유위의 작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우연성과 불

확실성을 통한 무위의 작용이 균형성을 뒷받침한다. 

앞선 내용에서 기억과 망각, 여백과 형체, 유위와 무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바를 살펴보았다. 나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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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취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매번 제작 방식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김’ 외에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편이다. 제작의 방법

을 한 갈래로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지금 내 작품은 이제 막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좋은 평을 들었던 하나의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 계속 작업을 하

는 것은 자칫 고민 없이 작품을 생산해낼 뿐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신분이기에 좋은 점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

도를 하여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이 나온다 해도 심적인 부담

감이 적다는 점이다. 때문에 나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기법과 새로운 방법을 취해 볼 생각이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

할수록 더욱 적절한 표현 방식을 찾아 결과적으로 작품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단의 [작품도판11]은 최근작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을 진행하

며 기억과 망각의 대비를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

였다. 새김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표현 방식을 

필요로 하였는데, 새김은 목판에 각을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평한 판

면과는 색감과 질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목재의 느낌

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색감과 질감 두 부분에서 동시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 그러면서도 기존에 사용하였던 재료와는 다른 것을 

찾다 보니 흥미롭게도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돌아가게 되었다. 바로 한

지이다. 그것이 내게 새로운 표현 방식을 열어주었다. 한지를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차용하면서, 모아두었던 나무 조각을 함께 활용하였다. 

나무 조각이란 온전하였던 판면을 파내고 떨어진 것이다. 새김은 기억

이고 파내어진 나무 조각은 기억이 새겨진 후 망각이 덜어진 흔적이다. 

이를 손으로 뜯은 순지와 함께 화면에 붙여 망각의 흔적들을 배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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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김 위에 덧댄 나무 조각은 기억은 언제든지 망각으로 덮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탄 드로잉 위에 얹어진 순지 조각 또한 마찬가

지이다. 이 요소들은 기억으로서 화면에 새겨지고 그려진 것들을 가린

다. 뜯어진 순지와 나무 조각은 둘 다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아 세세한 

작업에는 맞지 않는 재료이다. 그런 점이 위에 서술한 작품의 의의와 

표현 방식에 있어 주제를 나타내는 방법에도 부합하였다. 인위의 힘에 

[작품도판11] <흐린 날 시장 거리의 활기>, 2021, 목

판에 목탄과 장지, 98×6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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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만들어졌지만 자연스러움, 즉 매끄럽지 못하게 뜯어진 단면을 가

진 재료인 것이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도, 항상 작품을 제작하

며 탈락되는 조각들을 종이 박스에 따로 모아왔다. 그 파편들은 모두 

기억이 새겨들어간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미

술대학 대학원 동양화과 오픈 스튜디오 전시 당시, 나는 바닥에 배치한 

작품 아래에 파고 남은 나무 조각들을 길게 늘여 놓아 함께 전시를 하

였다.

[참고도판15] 201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동양화과 오픈 스튜디오 

전시 전경

새김이 기억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 나무 조각은 곧 기억을 하

는 행위의 산물이다. 사람은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기억을 갖는 것이 아

니다. 오늘 이전에 어제가 있고, 어제의 이전에는 그저께가 있듯이 기

억 또한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면 잊히는 기억이 있기 마련이다. 곧 기

억을 하는 행위는 달리 말하여 망각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나무 조각은 

망각의 흔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 것에 대해 기억해

내려 애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다시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다. 그렇

기에 나무 조각을 버리는 대신 되살아날 수도 있는 망각의 흔적으로서 

기억의 주변, 즉 작품의 주변에 남겨두었다. 감상자는 나무 조각을 보

고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의 일부로 보아 일절 건드리



- 60 -

지 않거나, 호기심에 끌려 한 두 조각쯤 가져가거나, 혹은 고의이건 고

의가 아니건 간에 지나다니면서 발로 쳐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 나무 

조각에 내포된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러한 행위까지 작품과 의사소통하

는 방식이 된다. 조각을 놔둔다면, 망각한 것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가

능성을 지니고 있는 채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 조각을 가져간다면, 

나와 내 작품의 관점에서는 망각의 흔적을 하나 잃어버리게 된 것이겠

지만, 감상자의 관점에서는 그의 망각의 흔적을 하나 되살리게 되었다

고도 볼 수 있겠다. 나무 조각을 흐트러뜨렸다면, 더 이상 떠오르지 않

는 망각된 기억들을 완전히 헤쳐 버리게 되는 셈이다. 어느 행위가 옳

고 그르지는 않다. 각자의 방식대로 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의 본론 내용에서 짐작되듯이, 나는 감상자가 최대한 자유

로운 상상을 하고 내키는 대로 작품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환영한

다. 위의 학부 졸업 전시회 작품과 함께 짧게 언급했지만, 학부생 당시

의 나는 감상의 방향을 제한하고 내가 의도한 감상과 유사한 길로 따

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급급했다. 그러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해

서 작품을 하고, 몇 번의 단체전과 첫 개인전을 거치며 개개인의 감상

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다채롭고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상의 방향을 규정적으로 제한하려 하지 않는다. 현대

의 예술은 점점 더 대중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다양한 

문물을 통해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된 지금, 감상자의 폭은 더욱 넓어지

고 있으며 학부 시절 같은 과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던 그 때보다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이고 있다. 만일 감상의 방향을 제한하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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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전부 한 가지의 감상을 내놓는다면 과연 그것이 흥미로울

까? 함께 향유하기 위한 예술의 의미에는 부합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

다.

기억과 망각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재인 동시에 지극히 보편적

이다. 그러한 소재를 택한 것은 예술의 의의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하였

기 때문이다. 예술은 한 개인의 감성을 표현하는 일인 동시에 많은 사

람에게 보여 공감을 얻고, 유사한 감성을 이끌어낸다. 간혹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또한 작품을 보고 일어난 감상이기에 유의

미함을 가진다. 여행도 그렇다. 나는 내가 경험한, 내게 있어 아주 소중

하고 특별한 기억들을 뭇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였다. 이 의도가 작금의 

사태에 있어서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COVID-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늘 일 년에 한 두 번씩 여행을 다녀와 낯

선 나라에서 그 나라만의 문물과 풍경을 경험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

졌던 만큼 모든 하늘길이 막힌 현재, 분명 익숙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COVID-19 이전과는 모든 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목

판 작업의 첫 시작이었던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1여 

년 후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2020년도 2월 이후 계획하였던 모든 여행을 

차례차례 취소하면서 크나큰 아쉬움과 갑갑함을 느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며 초유의 병마가 지

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이 이전의 일상과는 달라진, 비

(非)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태에 기존의 일상 속 비일상이었던 여행

이 간절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작업에 대한 마음가짐 또한 이

전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여행지의 특별한 풍경과 감상을 작품화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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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성된 작품은 본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른 이들과도 그 때

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나, 이제 이 작업은 내게도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작업을 하며 이제는 이후 언제 다시 갈 수 있을 지

조차 불투명해진 여행의 기억을 되살린다. 내 작품은 내게 이른 아침 

공항으로 향하던 일, 비행기에 올라 매번 경이로운 마음으로 고대했던 

이륙의 순간, 또 상공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들과 낯선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의 기대감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가 되어준다. 그러나 한 편

으로는 그렇게 생생했던 경험들이 점차 잊혀 간다. 기억에는 한계가 있

다. 새로운 기억은 오래된 기억을 밀어내고 들어온다. 기억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목판에 새겨지는 것 또한 적어진다. 어쩌면 종래에는 단 하

나의 새김만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

다. 잊는다고 하여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도 없다. 경험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 작업은 내게 오래된 앨범

처럼 기억의 흔적을 더듬어 갈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동ㆍ서양 목판화의 흐름과 기법, 근현대까지의 목판

화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두 가지 여백의 의의를 바탕으로 나의 목판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내 작품에서 목판을 판화로 찍어내는 것

은 주요한 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목판이라는 특

수한 바탕재를 공유하며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전의 목판화가 

가졌던 기록적 특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는 데에 그 명맥이 존재한

다. 본 논문을 작성하며 찾아본 목판화는 주로 삽화로서 사용되거나, 

삽화의 형태를 벗어나 독자성을 갖게 된 이후에도 대중에게 알려지기 

쉬운 예술의 분야로서 사회 운동과 대중 계몽 등의 특정한 목적을 갖

고 창작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목적성 없이 순수예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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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상자의 예술적 경험을 촉진하는 역할로는 부진했다는 이야기이기

도 하다. 그런 면에서, 기실 목판화의 지난 역사적 흐름을 의식하지 않

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목판이라는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 다행

이겠다. 내가 사용하는 소재의 역사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그것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이유가 이전 역

사적 흐름에서의 목판화가 가졌던 주된 주제와는 다른 만큼, 유희와 기

록, 그리고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성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목판은 대개 강렬한 시대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벗어나

서도 좋은 창작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목판만이 가진 자연적 거침, 또 

그것이 조각도에 닿아 파이고 탈락되는 흔적,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 모든 과정이 흥미로웠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하여 그림을 그리면서도 정작 사용하고 있는 재료

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갖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종이에 먹이라는 

익숙한 재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로 주의를 환기하면서 일종의 매

너리즘에서 벗어난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더불어 목판을 사

용하며 주요한 재료가 아닌 부가적 재료로 종이와 먹을 사용하며 이들

의 물성과 특징 등 그간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여 간과하고 있던 요

소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듯 개인적 성찰을 이룬 것은 개인적 경험과 기억,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의 본질과도 연결된다. 현대 사회는 개개인이 

저마다의 특징을 드러내고 뽐내며 단순 사회구성원 이상의 빛을 내는 

시대이다. 그러한 때에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

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번 논문

을 통해 학부 시절 이후 급격히 변화한 작업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이론적 토대를 세운 것이 내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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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요한 사회적 문제나 시대의 고민을 다루는, 무거운 주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 반성과 경험을 담은 작품이나 이러한 주제가 앞선 것보

다 중요치 않은 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연구해본 개

인적 논의가 일차적인 자기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점진적인 발전

을 거듭하여 성숙한 의식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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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overall style of woodblock landscape painting, 

this paper was written around the graduate cour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19 to 2020, and was designed to check 

the purpose of the work and systematically organize the direction 

of the work. In a different way from traditional woodblock prints, 

the woodblock itself is a form of artwork, revealing the theme of 

memory and forgetting. While also us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hapes and blanks. Although there are material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that mainly use ink 

and paper, explaining the "engraving" that corresponds to strokes, 

and captures the mental characteristics of oriental paintings through 

the aforementioned blanks. My works can be told that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are modernized, and they ar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ith the discussion of 

You-wei(有爲) and Wu-wei(無爲), and experiential and private 

materials. Therefore,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above contents with my works and set the future direction of 

them.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text of past 

artists using woodblocks, works of modern artists, and my works. 

Also studying about the Lao-Zi(老子) and Zhang-Zi(莊子)’s 

theoretical background of Xu(虛) and Shi(實) through the elements 

of works called engraving and leaving. In addition,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n-wei(人爲) and Wu-wei(無爲) that the 

Lao-Zi and Zhang-Zi's spoke of, and summarized the inter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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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between nature and humans. Ⅰ.The header section describes 

the overall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paper, describing the 

basic definition and common theme of my work, Ⅱ.The 

woodblocks' motives and significance are introduced to the 

woodblocks' techniques, and the woodblocks' motives are described. 

Ⅲ.In the field of transformation of scenery and tradition through 

memory and forgetting, I wanted to explore works that dealt with 

the individual's feelings, and discuss the ways in which this theme 

was revealed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arithmetic paintings. 

Also pointe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ness, meaning 

Wu-wei and Ren-wei, as a variation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s, and explained how the relationship was revealed in his 

works, and the difference in views between Oriental landscape 

paintings and Western landscape paintings. Ⅳ.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ve expression and the production process examine the 

main materials and techniques of the work, talk ab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rokes drawn on paper, and why 

woodblocks were used instead of paper. And through the 

discussions between Xu and Shi confirm how the Lao-Zi and 

Zhang-Zi's arguments were appl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on-screen expression that contrasts with coincidence and 

intention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Wu-wei and Ren-wei. 

Lastly, Ⅴ.Closing part, I will study the final arrangement of the 

work,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the work is carried out, 

what the completed work means to me, and study th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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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bility of the work and check the direction of future work.

Keywords: Woodblocks, engravings, remembrance, oblivion, 

coincidences.

Student Number: 2019-2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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