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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5-2020년까지 제작된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

경을 바탕삼아 고찰한 연구 논문이다. 내 작업은 정제된 풍경을 통해 사

색적 공간을 구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제된 풍경’과 ‘사색적

공간’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인적인 경험과 미술사적, 미학적 이론을 더

하여 연구한 결과이며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가에게 있어 자신의 세계를 이론을 토대로 확립하는 계기는 흔치

않다. 본래 동양의 고전 화가들은 화가이자 화론가였다. 그림만 그릴 뿐

아니라 방대한 미학적 이론을 제시하고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심도 깊은 작품 분석의 결과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창작활동을 하는데 평생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고전 화

가들의 깊이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연구한 결과는

내 작업 세계를 구축해가는 기반이 되었다. 시적 정취를 담보하는 사색

적 공간에서는 일종의 진한 인생감이 묻어난다. 바쁜 생활 흐름이 사색

을 방해하는 이 시대에 자기 내면을 향한 사색적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

수불가결한 것이다. 나의 정제된 풍경을 통해 사색적 공간이 구현되고

이를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과 동시에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길 희망 한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의의에 대해

제시했다.

Ⅱ장에서는 사색적 공간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예술적 구현을

분석했다. 사색적 공간의 의미를 알기위해 내가 산책을 통해 경험하는

사색의 공간을 서술하여 ‘사색’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사색

의 표현에서는 사색을 통한 나의 예술표현 방식에 대해 논했고 예술표현

에 있어 이성적 사고와 절제를 통한 표현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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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사색에 담긴 시적 정취를 말함에 있어 동양의 고전을 인용했다. 시

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畵中有詩)를 기반으로 내 작업인 사색적 공

간에 담긴 시적 정취에 대해 분석하였다. 예술적 구현에서는 예찬과 마

원, 앤드류 와이어스 그리고 작곡가 슈베르트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크

게 보면 회화와 음악(가곡)으로 구분되며 조형성과 내용, 형식에 있어 어

떤 방식으로 사색적 공간을 구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 장으로써 정제된 풍경을 활용한 사색적 공

간 표현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정제된 풍경의 의미를 ‘회화의 평면성’에

기반하여 서술했다. 여기서 주로 다뤄진 용어는 ‘압축된 공간’이며 이것

은 내 작업의 평면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어서 정제된 풍경의 구성

요소를 시·공간, 색·형상의 정제로 구분지어 분석했다. 이것은 정제된 풍

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써 여백, 수묵, 실루엣에 대해 집중적으

로 논하였다. 다음으로는 나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빛에 대한

유형 분석이다. 빛에 대한 유형은 곧 정제된 풍경의 유형이 된다. 먼저

역광에 의한 정제된 풍경을 논하고, 이어서 달빛에 의한 정제된 풍경에

대해 논했다. 역광에 의한 풍경은 나로 하여금 숭고미에 젖어들게 했으

며 달빛에 의한 풍경은 멜랑콜리한 감정에 빠져들게 했다. 두 큰 감정에

대해 미술사적, 철학적 내용을 고찰한 후 내 작업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는 정제된 사색적 공간 표현의 변화 과정을 나의 전시를 중심으로 서술

했다. 전시를 통한 일련의 변화 과정을 논함으로 작품 세계의 미묘한 변

화를 포착했다. 세 번의 전시제목은 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 사색의

시간, 3) 光/影-Light/Shadow 이다.

Ⅳ장에서는 나의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에 대해 1. 표현기법, 2.

재료기법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표현기법은 1) 사실적 실루엣과 2) 수지

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료기법은 1) 농묵의 활용과 2) 비단의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사실적 실루엣은 내 작업의 초석이 되는 과정으로, 관찰과

기록에 대해 언급했다. 수지법은 소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그 외 수종에

대해 전통회화와 『개자원화전』을 예시로 들고 내 그림에 나오는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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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정리했다. 농묵의 활용에서는 담묵이나 중묵을 배재하고 농묵

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작업을 예시로 설명했고, 비단의 활용에 대해

배채법의 특장점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Ⅴ장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 과정을 통해 나의

회화에 대한 확신과 숙제를 동시에 구하게 되었다. 이를 밑거름으로 삼

아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어떻게 회화를 구축해 갈 것이며 어떻게

미술사적, 미학적 가치를 얻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산책을 통해 사색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절제된 태

도로 작품을 제작한다. 소란스러운 풍경의 음향은 절제되고 고요한 사색

적 공간만이 남는다. 사색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산책을 통해 나는 자아

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맛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작

업과정을 실기와 이론을 바탕에 두고 분석하는 것은 내게 큰 의미와 가

치를 지닌다. 이번 연구는 나의 작업세계 전반에 걸쳐 진일보하는 계기

가 되었다.

주요어 : 정제된 풍경, 사색적 공간, 시적 정취, 자아, 여백, 실루엣, 수묵

학번 : 2018-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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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원 소장

[참고도판7] 마원, <산경춘행도>, 남송, 견본수묵담채, 43.1 x 27.4 cm,

대만고궁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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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3] 《2021화랑미술제》 전시전경, <하얀 풍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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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표지

[참고도판15] 곽희, <조춘도>, 북송, 견본수묵, 158.1x108.3cm,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참고도판16] <고요한 풍경> 부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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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0] 윌리엄 터너,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하니발과 그 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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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1]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까마귀 떼가 있는 나무>,

1822, 캔버스에 유채, 73x59cm, 르브르박물관 소장

[참고도판22] 뉴만, <Eve>, 1950, 캔버스에 유채, 73x53cm,

테이트갤러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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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도도판24] 어몽룡, <월매도>, 조선중기, 견본수묵, 119.2x5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참고도판25] 심사정, <매월만정>, 18세기, 지본수묵, 27.5x47.1cm,

간송미술관 소장

[참고도판26] 어몽룡, <월매>, 17세기, 지본수묵, 44.4x28.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참고도판27] 김홍도, <소림명월도>, 18세기, 지본담채, 26.7x31.6cm,

리움미술관 소장

[참고도판28]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달을 보는 두 남자>, 1819,

캔버스에 유채, 44x34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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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5] 신한갤러리 전시전경, 2018

[참고도판36] 동해시 답사에서 촬영한 풍경 사진자료, 2020

[참고도판37] 영상작업 전시전경

[참고도판38] <Pine Grove>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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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0] <두타산> 부분, 2020

[참고도판41] <고향길> 부분, 2020

[참고도판42] 갤러리밈 전시전경, 2020

[참고도판43] 같은 풍경, 다른 각도, 2019

[참고도판44] 사생 장면과 결과물, 2019

[참고도판45] 사진 자료를 보는 리히터

[참고도판46] 나무 전체 이미지, 내가 선택한 프레임, 2020

[참고도판47] 참고 이미지가 부착된 작업실 풍경, 2019

[참고도판48] 주덕윤, <송계방정도>, 원, 지본수묵, 31.5x52.6cm,

상해박물관 소장

[참고도판49] 『개자원화전』의 소나무

[참고도판50] 조맹부, <쌍송평원도> 부분

[참고도판51] 대진, <빙현도> 부분

[참고도판52] 김홍도, <절학송폭도> 조선후기, 지본수묵, 41.7x48cm,

간송미술관 소장

[참고도판53] 김홍도, <선인송하취생>, 조선후기, 지본수묵, 109x5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참고도판54] 일반적인 소나무 표현 예시

[참고도판55] <Pine Grove> 부분, 2020

[참고도판56] <빛으로부터-나무형상I> 부분

[참고도판57] 무관, <류계조정도>, 남송, 견본수묵

[참고도판58] 이적, <풍우귀목도>, 남송, 견본수묵, 120.7x102.8cm,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 x -

[참고도판59] 모익, <유연도>, 송, 견본수묵

[참고도판60] 『개자원화전』의 버드나무

[참고도판61] 『개자원화전』의 여러 수종의 나무

[참고도판62] 이성, <독비과석도>, 당말, 견본수묵, 126.3x104.9cm,

오사카시립미술관

[참고도판63] 곽희, <과석평원도>, 북송, 견본수묵, 120.8x166.7cm,

프라이미술관 소장

[참고도판64] 마원, <매석계부도>, 남송, 지본수묵담채, 26.7×28.6cm,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참고도판65] 마원, <설탄쌍로도>, 남송, 지본수묵담채, 59x37.6cm,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참고도판66] <늦여름> 부분, 2020

[참고도판67] 예찬, <유간한송도>, 14세기, 종이에 수묵, 59.7x50.4cm,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참고도판68] 강희안, <고사관수도>, 15세기, 종이에 수묵, 23.5x15.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참고도판69] <빛으로부터-나무형상> 부분, 2015

[참고도판70] 벼루에 먹을 갈고 있는 모습

[참고도판71] 비단의 반투명한 성질을 보여주는 이미지,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11> 작업과정

[참고도판72] <고요한 풍경> 배채 부분, 2020

[참고도판73] 비단 참고 이미지

[참고도판74] 비단을 틀에 고정하는 과정

[참고도판75] 아교포수 과정

[참고도판76] <태조어진 모사도> 배채 효과

[참고도판77] 이미지로 보는 배채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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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목록

[작품도판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76x152cm

[작품도판2]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140x76cm

[작품도판3]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73x120cm

[작품도판4]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11>, 2018, 비단에 수묵, 105x61cm

[작품도판5] <묵경-창공만상>, 2012, 광목에 수묵, 95x255cm

[작품도판6] <묵경-창공만상>, 2012, 광목에 수묵, 120x330cm

[작품도판7] <묵경-창공만상>, 2012, 광목에 수묵, 120x330cm

[작품도판8]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6>, 2018, 비단에 수묵, 180x115cm

[작품도판9] <Pine Grove>, 2019, 비단에 수묵, 180x345cm

[작품도판10]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6>, 2018, 비단에 수묵, 80x169cm

[작품도판11] <어스름>, 2019, 비단에 수묵, 44x115cm

[작품도판12] <짙은밤>, 2016, 비단에 수묵, 140x76cm

[작품도판13] <짙은밤>, 2019, 비단에 수묵, 140x76cm

[작품도판14] <겨울 밤A>, 2020, 비단에 수묵, 95x63cm

[작품도판15] <겨울 밤B>, 2020, 비단에 수묵, 55x75.5cm

[작품도판16]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91x160cm

[작품도판17]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6, 비단에 수묵, 76x152cm

[작품도판18]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7, 비단에 수묵, 152x76cm

[작품도판19]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7>, 2018, 비단에 수묵, 117x357cm

[작품도판20]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1>, 2018, 비단에 수묵, 59x80cm

[작품도판21]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2>, 2018, 비단에 수묵, 61x105cm

[작품도판22]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3>, 2018, 비단에 수묵, 61x105cm

[작품도판23] <두타산>, 2020, 비단에 수묵, 115x178cm

[작품도판24] <물결>, 2019, 비단에 수묵, 115x115cm

[작품도판25]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5>, 2018, 비단에 수묵, 80x16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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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6] <빛으로부터-나무형상I>, 2015, 비단에 수묵, 77x117cm

[작품도판27] <빛으로부터-나무형상s>, 2017, 비단에 수묵, 105x61cm

[작품도판28] <흐르는 선 A>, 2019, 비단에 수묵, 116x180cm

[작품도판29] <흐르는 선 B>, 2019, 비단에 수묵, 각 80x169cm

[작품도판30] <고요한 풍경>, 2020, 비단에 수묵, 61x61cm

[작품도판3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6, 비단에 수묵, 29x37cm

[작품도판32] <Wind>, 2020, 비단에 수묵, 61x104cm

[작품도판33] <Tulip Tree>, 2020, 비단에 수묵, 70x70cm

[작품도판34] <Tulip Tree>, 2020, 비단에 수묵, 70x70cm

[작품도판35] <하얀풍경>, 2020, 비단에 수묵, 53x80cm

[작품도판36] <늦여름>, 2020, 비단에 수묵, 60x104cm

[작품도판37]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종이에 수묵, 38.3x58

[작품도판38] <빛으로부터-나무형상G>, 2015, 비단에 수묵, 68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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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논문은 2015년도부터 제작되어온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의 작

품 연구 논문이다. 나의 작품을 큰 범주로 보자면 풍경화에 속하며 구체

적으로는 역광에 의한 나무 실루엣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한다. 역광에

의한 나무 실루엣은 풍경을 정제하는데, 이는 나의 작품의 주제인 사색

적 공간을 구현해 내는 방법이 된다. 나는 산책을 통해 사색하며 그로부

터 발생하는 감정들을 절제된 표현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동양의 옛 화가들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여 작품 제작뿐 아니라 방대

한 화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미술

사와 미학, 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선대 화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실기

와 이론을 겸비하여 나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얻는다.

내 작업은 정제된 풍경을 장치삼아 사색적 공간을 구현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제된 풍경’과 ‘사색적 공간’에 대한 나의 생

각을 다각도로 밝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석양 질 무렵 나무가 빛을 등지고 있는 상

태, 즉 역광에 의해 강렬한 빛을 받아 나무의 형상이 뚜렷이 보일 때

느껴지는 숭고함과 명료함에 압도당한다. 나무가 정면으로 빛을 받을

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을 뽐내며 사람의 눈을 현혹한다. 그러나 빛

을 등지고 서 있는 나무의 이미지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생략하여 가시

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사색과 사유의 시간을 부여한다. 나의 그림을 구

성하는 여백과 정교한 실루엣은 ‘정제된 풍경’이라는 형식을 만들고 이

로부터 ‘사색적 공간’이 구현된다. 사색적 공간은 나의 작업을 한 마디로

규정짓는 압축된 의미다. 나에게 사색적 분위기는 시적 분위기와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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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색적 공간에는 시적 정취가 담겨있다.

나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시적 정취와 유사한 형식은 이미 오래전, 특

히 동양의 미의식 속에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왕유와 소식에서 발전

된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畵中有詩) 형식은 시와 회화의 밀접한

관계를 밝히는 결과이다.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사색적 공간에

담긴 시적 정취, 분위기를 논함에 있어 과거의 문인들이 향유했던 예술

적 태도를 이해하고 연구 분석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 지어 입체

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을 바

탕으로 나의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이다. 내용 뿐 아니라 형식과 조형적 특징도 마찬가지로 예부터 다

뤄진 기본 재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형적 특징 및 재료기법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동시대적 의미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뤄질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 문제들을

학술적인 바탕을 토대로 논의하고 조형적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나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색적 공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둘째, ‘정제된 풍경’의 조형적 특징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사색적

공간’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셋쨰, 전통에 기반을 둔 나의 작품이 동시대 회화로써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작업을 대상으로 상세하고 면

밀히 분석하여 이뤄진 결과이며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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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 해당하는 Ⅰ장과, 본론에 해당하는 Ⅱ․Ⅲ․Ⅳ장, 결론짓는 Ⅴ

장이다. 크게 볼 때 Ⅱ장은 작품의 내용에 해당되며 Ⅲ장은 작품의 형식

에 해당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조형적 특징을 다룬다.

현재 내가 연구하는 주제의 작품 형식은 2018년 나의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석사학위논문의 제목은 『수묵을 통한 사실적 나

무형상 표현 연구』1)이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작품의 내용적인 면에

비해 형식적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

를 바탕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많이 진일보 하였으며 형식적인 측면

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정제된 풍경에서 비롯되는 사색적 공간에 대해 연구한다.

사색적 공간은 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다. 나의 작품에서 나타

나는 사색적 공간을 알아보고 다른 예술작품에 구현된 사색적 공간 표현

을 예로 들어 이해한다. 1절 사색적 공간의 의미에서는 1) 사색의 공간,

2) 사색의 표현, 3) 사색적 공간에 담긴 시적 정취로 나누어 알아본다. 2

절에서는 사색적 공간 표현의 예술적 구현을 서술한다. 다른 작가의 작

품을 보는 것은 내가 의미하는 사색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좁히는 역할

을 한다. 먼저 1) 절제된 산수 : 예찬<용슬재도(容膝齋圖)>를 예로 들어

예찬의 성품과 정신에서 우러나는 절제된 산수를 들여다본다. 다음은 2)

고요한 공간 : 마원<산경춘행도(山徑春行圖)>이다. 마원의 그림은 구도

와 기법 면에서 시정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그의 조형성

에 담긴 고요한 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3) 적막한 풍경 : 앤드류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를 살펴본다. 그의 회화에 드러나는 적막

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특징을 분석하여 그의 그림에 나타나는 인생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4) 고독한 방랑자 : 슈베르트<겨울나그네>에서는

다른 형식의 예술을 빌려 나의 연구주제에 포함되는 고독함의 표현을 살

펴본다.

1) 김종규, 「수묵을 통한 사실적 나무형상 표현 연구」(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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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작품의 형식에 해당하는 정제된 풍경에 대해 고찰한다. 1

절에서는 정제된 풍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1) 압축된 공간의 평면

성은 정제된 풍경을 평면 회화로 인식하는 단계로 압축된 공간과 회화의

평면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 시·공간의 정제는 여백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압축 즉, 정제된 풍경을 설명한다. 3) 색·형상의 정제는 색-수묵,

형상-실루엣으로 연결 지어 정제된 풍경을 말한다. 2절은 정제된 풍경의

유형을 역광과 달빛에 의한 정제된 풍경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역광에

의한 숭고함, 달빛에 의한 멜랑콜리함에 대해 살펴본다. 3절에서는 본 연

구 주제에 합당한 나의 전시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로 작품의 변화과

정을 분석한다. 전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

사색의 시간, 3) 光/影-Light/Shadow. 작가에게는 전시를 통해 얻고 배

우는 것이 많은 만큼 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이다.

Ⅳ장에서는 내 작업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조형

적 특징은 1절 표현기법과 2절 재료기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절 표현

기법의 1) 사실적 실루엣에서는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내

작업에서 관찰과 기록은 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

는 핵심 과정이다. 2) 수지법은 소나무, 버드나무, 그 외 수종으로 구분

된다. 2절 재료기법의 1) 농묵의 활용에서는 내가 수묵을 다루면서 농묵

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재료적 측면에서 기술한다. 2) 비단의 활용

은 비단의 일반적 특징으로 출발해 내 작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

보고 배채법 활용에 대해 논한다.

Ⅴ장 결론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본문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연구되어

진 것을 바탕으로 논문의 의미를 밝히고 남겨진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내용의 글을 서술한다. 전 세계를 뒤덮은 팬데믹 상황에서 본 연구

과정은 나의 예술 세계를 탄탄하게 다져가는 재정비 시간으로 인식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책을 통한 1) 사색의 공간을 바탕으로 사

색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삶에 대한 자문과 탐구를 서술한다. 사색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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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발현되는 감정적 요소들이 2) 사색의 표현을 통해 어떻게 조형적

탐구가 이루어지는지 정리한다. 3) 사색적 공간에 담긴 시적 정취에서는

여러 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살핀 후 작가노트를 예로 들어 나의 작업에

담긴 시적 정취에 대해 논한다. 앞선 견해들을 미술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畵中有詩) 이론을 서술하여 역사적

근거를 마련한다. 2절의 사색적 공간 표현의 예술적 구현에서는 본 연구

주제의식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예술가의 작품을 선별하여 분석

하며 나아가 나의 작품에서 차별화된 지점을 고찰한다.

사색적 공간을 서술함에 있어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전

경갑, 『인간소외의 성찰』, 마크 트웨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슈테판

츠바이크, 『위로하는 정신-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2)을 주로 인용한다. 이 자료들은 모두 삶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다루는 내용이며 사색을 바탕으로 도출된 내용이라는 점

에서 나의 연구를 뒷받침하기에 합당한 자료이다. 시적 정취에 있어서는

김연주, 「‘詩中有畫, 畵中有詩’-시와 회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푸전위

안, 『의경,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엽랑, 「중국예술에 있어서의 의

경」3)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연주의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나의 연

구와 밀접하다. 푸전위안과 엽량에 의한 의경론은 내 연구에서 다루는

사색과 시적정취를 아우르는 지점을 미학적으로 뒷받침한다. 2절의 예술

적 구현에서는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이안 보스트리지,『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4)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2)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전경갑, 『인간소외의 성
찰』, (푸른사상, 2019), 마크 트웨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영선 역, (이가서,
2011), 슈테판 츠바이크, 『위로하는 정신-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 안인희 역,
(유유, 2012),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박병덕 역, (육문사, 2015)

3) 김연주, 「‘詩中有畫, 畵中有詩’-시와 회화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미학예술학
회』14(2001): 313-341, 푸전위안, 『의경,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신정근 외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엽랑, 「중국예술에 있어서의 의경」, 서진희 역, 『예술
문화연구』4(1994): 219-230

4)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역, (돌베개, 2010), 이안 보스트리지,『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장호연 역, (바다출판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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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의 연구방법으로는 1절 정제된 풍경의 의미를 살핌에 있어 회화의

근본 역할인 평면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린버그, 질 들뢰즈와 같은 이론

가들의 평면성에 대한 고찰을 인용하고 내 작업에서 차별화된 정제된 풍

경에 대해 서술한다. 2절에 나오는 역광과 달빛에 의한 유형 분석에서는

동서양의 고전회화를 예로들어 개념을 이해하고, 나의 작품에서 조형적

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분석한다. 3절은 나의 각각의 전시를 조형적 특

징에 초점을 두고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다. 재료선택, 화면구성, 표현기

법 등이 변화의 과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1절을 연구함에 있어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찰Ⅰ」, 전은

선, 「현대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확장적 탐구」, 홍옥진, 「메를로 퐁티

의 존재론적 회화론」5)을 참고삼아 평면회화의 의미를 고찰한다. 2절에

서는 임마누엘 칸트,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이초

린, 「추상 회화에 나타난 숭고에 관한 연구」, 장언원, 『중국화론선

집』, 이주원 외 2명, 「조선시대 문인화에 표현된 월색(月色)의 상징적

의미 연구」6)를 중심으로 역광과 달빛의 유형에 대해 정리한다.

Ⅳ장의 연구에서는 조형적으로 나의 회화를 분석하고 탐구한다. 1) 사

실적 실루엣에서는 내 작업의 밑거름이 되는 관찰 과정과 기록에 대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한다. 2) 수지법에서는 수종 별 전통회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선행연구하고 이들과 차별된 나의 작품을 분석한다. 3)

농묵의 활용에서는 과거 전통에서 다루는 먹의 표현과 내가 다루는 농묵

의 표현을 비교 서술하고 농묵으로 인한 내 작업의 조형적 특징을 밝힌

다. 4) 비단의 활용에서는 재료적 특징의 이해를 돕고자 비단의 이미지,

5)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
찰Ⅰ」『예술논총』, 6(2004): 155-182, 전은선, 「현대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확장적
탐구」,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논문, 2019), 홍옥진, 「메를로 퐁티의 존재론적 회화
론」,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논문, 2018)

6) 임마누엘 칸트,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이재준 역, (책세상,
2005), 이초린, 「추상 회화에 나타난 숭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논문, 2020), 장언원, 『중국화론선집』, 김기주 역, (미술문화, 2002), 이주원 외 2명,
「조선시대 문인화에 표현된 월색(月色)의 상징적 의미 연구」,『조형교육』,
42(2012): 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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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과정, 배채법 등 많은 참고 이미지를 곁들여 설명한다. 참고가 된

주 자료는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동기창, 『화안』, 천촨

시, 『중국산수화사1』, 조송식, 「중국화론의 전개에서 용묵(用墨)의 가

치의 발견과 수용」7)이다.

3. 연구 의의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으로써 나의 작품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 학

문적 연구와 나의 의견 및 주장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서술한 결과이

다. 예술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논문의 형식에 맞춰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배우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본 연구는 정신적인 가치를 인도하는 예술 영역 중 회화가 갖는 보편

적인 예술 양식이 어떻게 개인의 미적 취향을 토대로 발현되었는지 이론

적인 배경과 조형적 분석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나아가 실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주제를 이론과 실기를 겸하여 입

체적으로 비교분석 함으로써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불균형을 바

로 잡아 줄 것으로 본다. 많은 연구를 통해 부족했던 이론적 배경을 쌓

고 이를 토대로 작품세계의 폭을 넓히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두루 보강하

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술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무수한 세월동안 그 시대의 양식에 맞춰 전해 내려온 여러

예술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정신적

인 가치’를 끌고 가는 역할로써 예술이 존재해 왔음을 증명한다. 예술의

7)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열화당, 2003), 동기창, 『화안』, 변
영섭 외 역, (시공사, 2004), 천촨시, 『중국산수화사1』, 김병식 역, (심포니, 2014), 조
송식, 「중국화론의 전개에서 용묵(用墨)의 가치의 발견과 수용」, 『미학』,
30(2001):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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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시각, 청각 등 오감을 통해 느끼고 향유함으

로써 최종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갖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정제된 풍경이 만들어내는 사색적 공간은 일종의 숭고함이

나 멜랑콜리한 인생감을 내포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한 걸음 다가서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헌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창작 활동

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더불어 학술적인 기반을 다져 작품 저

변에 깔린 배경지식을 습득하여 앞으로 나아갈 작품 활동에 큰 자양분으

로 발전시킨다. 논문 연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실기에 치우

친 학습능력 및 계발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대한 참고문

헌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

했던 작업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작업의 질을 높여주는 초석

이 될 것이다.

둘째, 무의식 속에서 흘러온 나의 내면을 보다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연구하여 자아에 대한 성찰과 반성 및 발전을 기대해본다. 사람은 누구

나 철학적 성찰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 나 또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

념을 갖고 작품세계에 임하는 창작자로써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

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사색적 공간은 나의 심상을 대변해 주는 핵

심 내용이다. 사색을 통한 나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여 작품에 흐르는 메

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가 절제라는 표현적 태도를 통

해 어떤 조형의식을 갖게 되는지 짚어본다. 이를 토대로 정제된 풍경을

통한 사색적 공간 표현에 대해 뚜렷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정제된 풍경을 서술함에 있어 여백과 수묵, 실루엣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며, 이는 평면성을 보장하는 압축된 공간임을 명시한다. 동양의

전통 재료를 통해 평면성을 획득하고 동시대 회화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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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는 계기가 된다.

다섯쨰, 본 논문은 작품 연구 논문으로써 연구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금

까지 시도해온 모든 실기과정을 총망라하여 조형적 특징 및 표현기법을

정리한다. 이는 작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내용으로써 실제로

‘그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진자료와 함께 글로 정리하는 것이다. 앞

서 언급된 학술적이고 자전적인 배경설명과 함께 나의 작품세계를 입체

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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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색적 공간과 예술적 구현

모든 예술은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은 작품을 표

현하기 위한 구현 방식을 말한다. 장치적 요소, 재료기법 등이 모두 작품

의 형식에 포함된다. 내용이라 하면 그 대상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뜻한다. 즉, 작업의 주제를 담고 있다. 혹 어떤 창작자가 자

신의 작품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곧 의미 없음이

내용이 되는 것이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를 구체

적으로 논한다. 사색적 공간은 나의 작업을 한 마디로 규정짓는 압축된

의미다. 나에게 사색은 시적 분위기와 직결되며 사색적 공간은 시적 정

취를 담보한다. 이번 장에서는 사색적 공간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함께

나의 작업에서 발현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작가적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어서 사색적 공간을 구현한 예술 작품을 예로 들어 나

의 작품과 비교대조 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사색적 공간에 대한 이해와

나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정립한다.

1. 사색적 공간의 의미

사색은 나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된 내용이다. 나는 산책을 통해 사색

하고 그로부터 느끼는 감정들을 그리기를 통해 사색적 공간으로 탄생시

킨다. 사색은 예술가를 비롯해 ‘생각’ 활동을 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혹자는 동물들도 생각한다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과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인간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

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치열한 경쟁 속

에서 아등바등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인간만이 느끼는 삶에 대한 무게

와 고뇌는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각각의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느끼는 ‘기본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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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목하는 사색적 공간에는 자문(自問)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인생감이 담겨있다.

사색이라는 키워드는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고

표현하는 내용이다. 나에게 있어 사색은 시적인 것이며 시적이란 것은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이자 태도를 의미한다.

하이데거 철학에는 여러 의의가 있지만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는 과학

기술시대의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 방안으로 시가 갖는 심대한 의미를 드

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시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예술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참된 예술

을 가능하게 하는 시적 태도를 가리킵니다.8)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이러한 시적 태도는 사색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의

작품에서 산책을 통한 사색, 사색을 통한 회화 구현은 사색적 공간으로

귀결되고 이 과정에서 나의 예술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에서는 내가 사색을 즐기고 느끼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인생감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이어서 그것을 어떤 예술적 태도로

표현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색적 공간과 시적 태도의

연관성을 동양화론을 기반으로 하여봄으로 사색적 공간의 의미를 구체적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색의 공간

산책 : 시간적 여유의 회복

사색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9)을 의미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둔

8)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14.
9) “사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7.20. https://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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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잊혀져 가는 시대이다. 일반적으로 사색이라 함은 산책이나 명상

을 통해 잘 나타나는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 산책은 사치스럽고 번

거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산책이라 함은

목적 없이 시간의 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저 발 가는 대로, 시선 향하는

대로 서성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렇

게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를 허락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산책을 하

더라도 운동이란 목적을 겸한다거나, SNS를 의식한 행동들이 사회 전반

에 깔려있다. 한병철은 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사회에서는 산책의 유유

함도, 떠도는 듯한 방랑자의 경쾌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조급함, 부산스

러움, 불안, 신경과민, 막연한 두려움 등이 오늘의 삶을 규정한다.”10)라고

현대 사회의 정서를 요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예술 창작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나는 남들보다는 좀 더 시간을 비효율적

으로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살며 산책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작업 도중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사색의 시간을 접하게 된다.

내게 산책은 그리기 이상으로 비중 있는 활동이다. 이 시간을 통해 깊

은 생각을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11)

우거진 숲을 산책 할 때면 주변의 소리는 차단되고, 뜸하게 우는 새소

리와 딱딱하게 굳은 흙, 마른 가지 밟는 발자국 소리만 들린다. 고요한 명

상에 잠긴다. 매서운 칼바람과 깨끗하고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큰 호

흡을 이끈다.12)

산책에 대한 나의 경험과 생각을 볼 수 있는 짤막한 글이다. 산책을

통한 사색의 시간은 나로 하여금 고요한 명상에 잠기게 한다. 적막한 숲

10) 한병철, 『시간의 향기』,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7), 61.
11) 김종규, <작가노트>, 2019. 10. 24.
12) 김종규, <작가노트>, 2020.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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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며 우거진 나무, 앙상한 겨울 가지를 마주할 때면 잠시나마 현

실을 뒤로하고 빛과 나무, 흙, 이파리, 바람결에 내 감각과 신경을 모두

자연에 맡기게 된다.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이 총동원되어 산책 길 가운

데 서 있을 때 마침내 나는 사색의 시간에 들어서게 된다. 한적하고 여

유로운 곳을 찾아 걷기도 하지만, 산책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주 다니는 길을 걷다 보면 도심 속에

서 꿋꿋하게 자연의 역할을 다하는 나무들을 자주 마주친다. 특별한 절

경이 아니어도 나에게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위로를 안겨준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과거 동양의 화가들에게서도 산책을 통

한 사색의 경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손보다 먼저 마음을 다

듬는 것에 열중을 다 했으며, 마음을 바로 다듬기 위해서는 산책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화가들은 사색적 감

정을 몸소 경험하며 웅장하거나 시적이거나, 섬세하거나 파격적인 산수

화를 창작했고 이는 경험에 의한 사색적 공간을 화면 위에 구현한 결과

이다. 과거 화가들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시대가 어수선하거나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에 은거하며 사생하기를 즐겼다.

[참고도판1] 산책 중 마주친 풍경 사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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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일삼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던 중국의 위진남북조(魏晉

南北朝) 시대 종병(宗炳, 375-443)은 최초의 산수화론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생활 가운데 산수 유람하기를 즐겼으며 산수로부터 정신적 자유와

해방을 추구했다. 그는 말년에 늙어 병들어 더 이상 자연에서 직접 거닐

지 못함을 탄식하며 와유(臥遊)에 대한 개념을 내놓았다. 즉, 집 안에 누

워 산수화를 감상함으로써 직접 산수에 머무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왕미(王微, 415-453)는 종병과 함께 산수화의 정

신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산수화의 가치를 논하고 예술적 독립을 주장했

다. 그는 자신의 저서『서화(敍畵)』에서 산수화를 지형도와 구분해서 봐

야 한다고 말하며 산수화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독립시킨 초창기 인

물이다.

중국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혼란했던 시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와

같이 산수 자연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회기

본능과 같은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나를 비롯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

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전히 자연을 동경하고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이

유이기도 하다.

산책 중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끄는 광경은 역광에 의해

하늘 공간과 나무 실루엣이 강한 대비를 이루는 순간이다. 이때의 광경

은 나에게 사색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뚜렷한 대비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나를 순간적으로 황홀하게 하는 동시에 고뇌케 한다. 황홀감은 극도의

긴장감과 풀어짐 사이에서 줄타기하듯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며 적막감과

고독감을 함께 안겨준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의 저자 박찬국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삶에 대한 우리의 고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고

있는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뇌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에서 벗어나려

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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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끼는 삶의 애환이나 인생감, 고독감 등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감

정적 현상을 일컬어 시적 분위기로 대신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심미적 미감은 서정적이며 사색적인 동시에 일종의 진한 인생감과 상실

감, 고독감 등을 느끼게 한다.

나는 산책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사색적 감정을 명징한 실

루엣과 여백으로 담담하게 풀어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빛을

등진 뚜렷한 나무 형상과 여백으로 해석되는 빛이 가득한 하늘 공간의

강한 대비에서 느껴지는 진한 여운을 비단 위에 수묵으로 표현한다. 해

질 무렵 산책길에서 만나는 풍경은 나의 침전된 내면세계를 일깨운다.

잊었던 생각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유도한다.

사색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고뇌는 그리기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든다.

사색 : 자아의 발견과 회복

나는 고요하고 적막함 가운데 행해지는 산책에서 사색을 통해 내면 깊

숙이 자리하고 있는 자아와 대화를 나눈다. 대화라 함은 먼저 상대의 말

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병철은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은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에 바

탕을 둔다.”14) 라고 하며 ‘듣는 재능’과 ‘사색적 주의’를 연결해 언급한다.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사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본다.『팡

세』에서 말하는 ‘사유’는 나의 논문에서 ‘사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손, 발, 머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유(思

惟)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는 돌이거나 짐승일 것이다.15)

13) 박찬국, 앞 책, 160-161.
14)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2), 33.
15) 블레즈 파스칼, 『팡세』, 이환 역, (민음사, 200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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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아,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세상

을 사는 동안 예술가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다. 적막하고 차분함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다. 고독감을 수반한 진지한 사색은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 사색적 공간에서는 삶의 이유도

모른 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아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가능케 하여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덴마크 태생의 실존주의 철학

자 쉐렌 오비에 키르케고르(Sören Kierkegaard, 1813-1855)는 인간의 잃

어버린 자아에 대한 무감각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절망하더라도 완벽하게 보통 인간으로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

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일에 종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명예로운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깊은 의미에서 그에게 자

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자아’라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문제 삼지 않는다. 자아라는 것은 세상에

서 가장 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 …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정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양 지극히 조용하게 일어날 수

있다. 만약 무언가 다른 것, 팔, 다리, 금, 아내를 잃었다고 하면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16)

내가 주목하는 ‘자아’는 공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 어쩌면 공기보

다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당장 공기가 탁하거나 없으면 인간은 생명

을 이어가지 못함을 알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극심한 동시대에는 국

가가 나서서 공기를 맑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며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그러나 자아라는 것은 어떤가. 국가

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며 인식되지도 않는다.

“인간 각자는 인간 조건의 온전한 형체를 지닌다.”17)라고 몽테뉴는 말

16)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박병덕 역, (육문사, 20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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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는 나만의 온전한 형체를 발견하였는가? “우리(인간)의 본질은

내부적으로 무력하고 궁핍하며 그 자체가 불완전하여,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기 떄문에, 우리는 이 점에 노력해야 할 존재다.”18) 자아를 발견하

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해 모른다면 누가 안단

말인가?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했던 사람 중에 자

아에 대해 깊은 탐구와 이해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Netflix)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

임》은 삶에 무게를 견디지 못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통해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바이벌 드라마이다.

극한에 몰린 인간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대

를 끌어냈다. 성공은 돈과 직결되며 돈은 성공을 상징하는 세상이다. 이

것을 목표로 삼고 쟁취하기 위해 삶을 다 바치기도 한다. 자아에 대한

발견과 애정 없이 성공을 목표로 삼고 달리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한

사람의 삶이 처참히 짓밟히는 장면을 뉴스나 방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 나

는 남의 것을 빌려서 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부유해지려고 한다. …

그들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내 용모밖에 보지 못한다.”19) 몽

테뉴의 글 속에는 앞서 얘기한 경쟁에 혈안 된 시대에서 자신의 고유함

을 지키고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나는 산책을 통한 사색의 시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알아가는 기

회를 얻는다. 불완전한 인간인 나의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내 정신을 억누르고 있다. 타인의 시선에는 잔잔한 수면 위를 연상케 하

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크고 작은 걱정이나 고민, 선택과 집중

의 상황은 내 곁에서 떠난 적이 없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도 의식한 나

머지 내 속에서 병을 키우면서까지도 아무 일 없는 척 잘도 살아간다.

17) 미쉘 드 몽테뉴, 『몽테뉴 수상록』, 손우성 역, (문예출판사, 2020), 10.
18) 미쉘 드 몽테뉴, 앞 책, 13.
19) 미쉘 드 몽테뉴, 앞 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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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것을 피하고자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는 잔상들을 덮어두면 아무

도 눈치 채지 못하고 큰 문제없어 보이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른

다.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삶의 뒤를 돌아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허상

을 좇아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세월은 애석하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1년, 5년, 10년 단위로 세월이 훌쩍 흘러간다. 앞서 언급한 ‘자아

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회피하고

타인을 의식한 삶을 살아가는 습성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고유의 존재 안에 지니고 있는 삶에 만

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관념 속에서 하나의 상상적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상상적 존재

를 아름답게 꾸미고 보존하기에 힘쓰며 실제의 존재는 소홀히 하는 것이

다.20)

나는 타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아를 추구하지만 선천적으로 타인

의 시선과 언행을 많이 의식하는 성격을 지녔다. 이런 내면의 괴리를 스

스로 느끼고 살아가는 나로서는 은연중에 찾아오는 고독감이나 외로움,

슬픔, 적막감 등을 표출하기보단 내면에서 소화시키고 삭여버리는 경향

이 크다. 그러다 보니 홀로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골똘히 사색할 때면

자아에 대한 충돌로 인한 진한 고립이 찾아온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삶

에 대한 자문을 끝없이 쏟아낸다. 그리고 빛과 나무로 이루어진 나의 사

색의 공간에서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지속한다.

20) 블레즈 파스칼, 앞 책,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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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에 의한 사색적 공간

사람은 지나치게 황홀하거나 강렬한 현상을 마주했을 때 경외감과 함

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기 마련이다. 산책길에서 마주하는 역광

의 순간은 내게 황홀감과 동시에 애수(哀愁)를 느끼게 한다. 빛(하늘)과

어두움(나무 실루엣)은 강한 대립관계를 형성하며 가시적으로 강하게 다

가온다. 사색의 공간을 통한 이같은 심적 경험은 기쁨과 슬픔 등을 구분

짓지 않고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미감이다. 동양의 미학적 형식

중에 의경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푸전위안의 글에

따르면 “의경은 화면과 그것의 생동성 또는 연속성 속에 존재하는데, 특

정한 형상과 그것이 사람의 머리(의식) 속에서 드러내는 모든 생동성과

연속성의 총화이다. 달리 말하자면 의경은 바로 특정한 예술 형상(기호)

과 그것으로 나타내는 예술적 정취․예술적 분위기와 그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폭넓은 예술 연상과 환상의 총화”21)라고 말한다.

한편, 엽랑은 의경이 지닌 철학적 함의로써 ‘인생감’, ‘우주감’, ‘역사감’

을 언급했다. “의경은 구체적이고 유한한 물상, 사건을 초월해서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 즉 ‘마음은 우주를 망라하고 생각은 아득

한 옛날에 이어진다(胸羅宇宙, 思接千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인생,

역사, 우주에 대해서 일종의 철학적 체험과 깨달음을 얻는다.”22)라고 하

였다. 의경이란 마치 ‘분위기’나 ‘정취’와 같이 총체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해석하는 의경의 경지는 ‘대립’으로부터 촉발된다. 대립의 관계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며 화면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대립은 흑과

백, 형상과 여백, 허와 실, 무한과 유한, 채움과 비움, 단순과 복잡 등으

로 나열할 수 있다. 의경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감정과 같으며 시

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내 그림의 형식인 ‘정제된 풍경’은 화면상에

21) 푸전위안, 『의경,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신정근 외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36.

22) 엽랑, 「중국예술에 있어서의 의경」, 서진희 역, 『예술문화연구』, 4(199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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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여러 대립 관계로 이루어진다. 순백의 비단으로 남은 여백과

진한 먹으로 그려진 나무 실루엣, 즉 흑(黑)과 백(白)의 대립이며, 빽빽하

게 차오른 이파리와 앙상한 나뭇가지, 즉 밀(密)과 소(疏)의 대립이 화면

의 긴장감을 유발한다. 이 대립은 손에 잡힐 듯 한 대상(有)과 무한의 공

간(無) 대립으로 이어진다. 푸전위안(浦震元)은 “의경은 종종 ‘형상 너머

로 초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작품 속의 특정한 예술 형상 또는

기호의 경우 그 의경은 언제나 조용하게 숨어 있거나 몰래 쌓여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데, 다만 창작자와 감상자의 머리(의식) 속에 의경은 비로

소 떠오르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생겨난다.”23)라며 작품 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의경이 창작자와 감상자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경은 비록 과거에서 출발한 미적 예술적 체험의 경지지만 이것은 결

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의경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한다. 웅장한 울림을 주는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들으며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면 이 또한 의경을 경험했

다고 할 수 있다. 의경의 해석이 분분한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아우르

는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의경이야말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 심리, 정신

적인 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싶다. 나의 세계

에서 줄곧 언급되는 심상은 인생감을 아우르는 사색적 감정이다. 화면을

구성하는 대립이라는 조형언어는 운동력을 발휘하며 의경미를 아우른다.

의경은 심오하고 높은 경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 내면

에서 언제든지 발현되고 나타난다. 다만 그것을 발견해 내느냐 못하느냐

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무 풍경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흔하여 사람들

의 시선을 쉽게 받지 못한다. 나는 그저 그런 풍경에 시선을 옮김으로써

미적인 조형성을 발견하고 사색적 공간을 획득한다. 수많은 감정을 덜어

내고 정제된 풍경으로 존재한다. 마침내 회화를 통해 의경을 발견하고

23) 푸전위안, 앞 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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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잔한 인생감을 맛보도록 한다. 내 작품에서 가

시적으로 드러나는 대립의 관계는 관객으로 하여금 사색적 공간에 머물

게 만든다.

나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사색

의 시간을 통한 가치 있는 경험이다. 나는 사색을 통해 다소 무겁고 진

지한 생각의 지점에 도달하곤 한다. 이는 나의 내면에서 출발한 삶에 대

한 진심어린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색의 시간을 통한 경험은

사색의 표현으로 연결된다. 무겁고 진지한 인생에 대한 나의 사색적 감

정은 정제된 풍경으로 표현되며 이 과정에서 이성적 접근과 절제된 회화

언어를 구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사색의 표현

나는 산책을 통해 느낀 사색적 감정 현상들을 절제와 이성적 접근을

통해 회화로 풀어낸다. 사색의 공간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정립된

‘나’를 둘러싼 현상들은 무의식중에 나의 작업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산

책을 통해 느낀 바를 담백하게 풀어내는 것을 일컬어 ‘사색의 표현’이라

한다. 여기서 ‘담백하게 풀어낸다’는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감정의 폭발

을 자제하고 절제와 이성적 접근을 토대로 정제된 풍경을 구현하는 것이

다.

흔히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지배하는 구조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화나 소설 등에서 극적 판타지를 위해 미화된 예술가

초상의 결과이다. 실제로 예술가들은 이성과 감정적 활동 사이에서 끊임

없는 줄다리기를 하며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집중하며 치열하게 작업에

임한다. 한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크게 묶

어서 ‘감정의 폭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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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열정과 광

기어린 작곡가로 유명하다. 영화나 소설을 통해 소개되는 이는 광적이고

괴팍한 인물로 묘사된다. 물론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의 성격을

보유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작품세계를 깊이 이해한다면 단지 감

정이 앞서고 광적인 태도로 탄생시킬 수 없는 섬세하고 긴장감 넘치는

포인트들이 음악 전체를 끌고 간다. 고전음악은 철저하게 형식적 예술이

다. 교향곡이나 협주곡의 웅장함과 변칙적 요소들은 한 치의 오차도 허

용하지 않는 음악적 형식 아래서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일렁이는 감정을

이성적 판단으로 철저하게 컨트롤 할 때 비로소 독창적이면서 동시에 보

편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

나의 작업과정은 서두에 밝혔듯이 지극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발현으

로부터 시작해 실제로 작품을 제작할 때에는 매우 이성적인 접근을 시도

한다. 이것은 ‘감정의 절제’라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의 절제는 표현의 절

제와 일맥상통하며 이는 내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이자 신념과 같다. 음

악적 비유를 들자면 연주자마다 같은 곡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

다. 어떤 연주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과한 몰입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주 도중 울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이런 경우 청중은 음악적 판타지를 잃고 집중력이 흩어져 버리기 쉽다.

이와는 조금 다른 예가 있다. 어떤 연주자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악

보에 충실하며 음악적 에너지에 집중해 담담하게 건반을 또는 활을 켠

다. 이에 해당하는 연주자는 절제된 감정 표현 속에 악보를 따라 음악적

요소를 최대한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립을 지키고 관객으로 하여금 느

끼고 충분히 생각할 여지를 준다. 독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테너 김경

호(1982-현재)는 나와의 대화에서 “악보대로만 부르면 충분히 감동과 에

너지를 줄 수 있게끔 이미 작곡가가 다 작업해 놨다.”라고 말했다. 이런

유형의 연주자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김선욱(1988-현재)과 바이올리

니스트 클라라 주미강(Clara-Jumi Kang, 1987-현재)을 예로 들 수 있다.

김선욱은 한 인터뷰에서 “베토벤 월광 소나타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달빛을 연상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면 안 된다”24)라고 설명하며



- 23 -

[작품도판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76x152cm

연주자로서의 태도를 내비쳤다.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할 때는 곡의

내용이나 배경을 충분히 보고 느껴야겠지만 막상 건반 하나하나를 터치

할 때는 감정을 덜어내고 악보 형식을 따라 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

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잘 설명해주는 인터뷰 내용이다.

이 내용을 내게 적용해본다면 산책길에서 고립되어 사색의 시간을 통

해 느껴지는 매우 진하고 진지한 감정들을 가슴에 품고 그림에 임할 때

는 그러한 감정들을 잠시 뒤로하고 침묵과 정적이 감도는 사색적 표현으

로 해석하여 정제된 풍경을 제작하는 것과 같다. 박찬국은 “침묵의 정적

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세계와 사물을 임의로 조작

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속의 시끄러운 계산과 호기심과 잡담에서 벗어난

상태”25)라고 언급했다. 나는 자연을 대상으로 먹과 여백의 명징한 대비

를 이루는 장면을 그리면서 임의로 조작하거나 재배치하지 않으려고 애

쓴다. 음악가에게 악보가 있다면, 나에게 악보는 자연이다. 작곡가는 이

미 악보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음악을 만들어 놓았고, 연주자는 그 악보

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절제된 자기표현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

24) JTBC「고전적 하루」에서 김선욱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때 이와 같은 인터뷰
를 남겼다.

25) 박찬국, 앞 책,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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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숙련된 기술만 필요하다. 창조주는 이 세계에 이미 군더더기 없는 자

연을 창조했다. 많은 화가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자신들의 독창성

을 앞세워 현란한 표현기법으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왔다. 음악

에 비해 주관성이 월등히 높은 미술영역에서는 모두 가능한 형식이다.

다만 나의 표현 형식은 작가의 기운을 침묵과 정적, 절제로 함축하여 자

연 본연의 형상을 정직하게 담아 정제된 풍경 표현을 하는 것이다.

나는 자연 앞에서 수많은 감정을 스쳐 보낸다. 계절에 따라 노을 지는

하늘의 모습(색)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롭고 숭고한 순간들이다. 붉

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고 있으면 빨려들 것만 같은 압도감이 있다. 또

달빛에 의해 어스름한 밤 풍경은 특유의 멜랑콜리함과 향수를 불러낸다.

일렁이는 그 감정을 표현하겠다고 붓을 들고 달려들었다간 자칫 무대에

서 감정에 북받쳐 울어버리고 마는 연주자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글거리는 노을 표현이라는 감정에 젖어 붉은 물감을 마구 바른다면 1

차원적 해석에 의한 결과 이상 얻을 수 없다.

나는 절실히 느끼는 공허함과 상념에 젖어 드는 감정들을 냉정하게 덜

어내고 절제된 표현을 위해 비단 위에 먹으로 정직하게 그려 낸다. 절제

된 표현은 절제된 감정과 이어진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정제된

풍경 형식으로 담백하게 풀어냄으로써 ‘사색적 공간’을 획득하게 된다.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제된 풍경은 크게 시·공간과 색·형상

의 정제된 풍경으로 나뉜다. 이것들은 여백과 먹, 실루엣으로 설명되며

사색적 공간을 구현해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여백과 실루

엣은 사색적 공간을 가능케 하는 조형언어이다. 오색찬란한 하늘은 비단

위에 순백의 여백으로 정제되어 화면 전체 분위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표면적으로 거친 나무 표현은 정교한 실루엣으로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게 그려진다. 여백과 정교한 실루엣은 백과 흑의 변

주로 자리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나 현란한 색은 모두 감춰진 상태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먹의 존재다. 먹은 오색을 모두 품은 색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유의 빛깔로 비단과 함께 오랜 역사를 이어온 동아

시아 미술의 핵심 재료다. 먹으로, 먹 선으로 그려진 정교한 실루엣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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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보이면서도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른 무수한 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떨어져서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면서도 색이 연상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내가 산책길에 마주한 역광의 이미지를 떠올

렸을 때 나무의 짙은 그림자와 비단 위의 먹빛에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화려함보다는 감추어져 있고 거칠기보다는

정교한 그림이다.

사색을 통한 삶에 대한 진지한 자문은 조용하지만 은근한 울림이 있

다. 인류를 통틀어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색은 일

종의 진한 인생감과 상실감, 고독감 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간다. 성경은 아담이 에덴동산

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인류는 자유를 박

탈당하고 평생 땀을 흘리며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기록

한다.26) 채우지 못하는 결핍, 공허함과 박탈당한 자유, 그리고 인류는 지

금까지 그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

청춘이 사라져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고, 건강이 없어져야 그 귀중함을

알고, 우리 영혼의 가장 소중한 핵심인 자유를 뺏기는 중이거나 이미 빼

앗긴 다음에야 비로소 그 귀함을 안다는 것이 인생의 비밀스러운 법칙이

다.27)

결핍과 공허함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결핍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는 끝없이 반복된다. … 이러한

끝없는 반복과 불만족은 결국 언어적 요구로 담아낼 수 없는 욕망 때문이

다. … 욕망의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결핍이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만

족할 수 없는 욕망이다.28)

26) 위 성경 내용은 창세기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7) 슈테판 츠바이크, 『위로하는 정신-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 안인희 역, (유
유, 2012), 25.

28) 전경갑, 『인간소외의 성찰』, (푸른사상, 201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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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작품세계를 구성하고 있

다. 그중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가치는 자유를 상실한 인간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추구해가며 살지에 대한 자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

를 박탈당한 인류에 내려앉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에 대한 고뇌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은

그의 저서『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장하는 가치는 오직 하나이다.

“물질적인 열망(가치)과 정신적인 열망(가치)을 놓고 볼 때, 물질적인 열

망은 없다. 모든 열망은 정신적인 것이다. 오직 인간 안에 내재하는 정신

만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 인간에게 단 한 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지니는 유일한 가치는 결국 내재하는 정신적인 가치이다.”29) 자유에 대

한 결핍과 공허함은 결국 정신적 사유 활동과 이어진다. 몽상가 몽테뉴

(Montaigne, 1533-1592)는 “나의 소명과 나의 예술은 삶을 사는 것”30)이

라는 짧고 명료한 문장을 남겼다. 평생에 걸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멈추지 않는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사유, 즉 숭고

함․공허함․상실감․고독감․우울감과 같은 사유는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고 나는 사색의 시간을 거쳐 정제된 표현을 통해 ‘사

색적 공간’을 구현한다. 몽테뉴가 인생에 걸쳐 말하던 “나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남아있기, 비인간성의 시대에 인간적인 사람 되기, 미친 듯이

패거리 짓는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남아있기”31)는 내가 살며 추구하는 방

향과도 같다.

산책을 통해 나타나는 사색적 감정은 잠시 한발 물러나 가라앉힌 후

절제된 표현에 의해 회화로 재탄생 된다. 침묵과 절제, 이성적 접근으로

표현되는 결과는 정제된 풍경을 만들고 마침내 이로부터 사색적 공간이

구현된다.

29) 마크 트웨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영선 역, (이가서, 2011), 8-9.
30) 슈테판 츠바이크, 앞 책, 104.
31) 슈테판 츠바이크, 앞 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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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색적 공간에 담긴 시적 정취

앞서 사색적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사색에 대한 의미와 나의 경험 그

리고 그것이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번 단

락에서는 나의 작품의 주제인 사색적 공간 표현과 시적 정취의 관계를

논한다. 시적 정취라 하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정취를 다른 말로 분위

기라 할 수 있는데, 시적인 분위기를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사색적 공

간이다. 이 두 의미는 상호 보완의 기능을 한다. 박찬국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

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32)라고 했다. 여기서 ‘시인’

이라는 것은 시 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태도에 있어 시적으로 바라보기, 시적으로 느끼기를 말한

다.

예술가로서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시적인 태도는 필수적이다. 내

가 한정 짓는 시적 정취의 의미는 1항 사색의 공간에서 줄곧 말한 분위

기다. 즉, 삶의 목적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자유를 상실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공허함과 결핍 등에 대한 사색이며 분위기이다. 시적이라 하여

아름답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한정 지

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특성상 관객의 시점에 따라 유연한 감상이 가능

하다. 이것은 시의 특성과도 매우 유사하다. 시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색적 공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백균의 아래 글에서는 시를

예로 들어 예술의 특징을 말한다.

우리가 한 수의 시를 읽으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어들은 그 시어들이 지

닌 어떠한 특정 개념들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가 연

상시키는 또 다른 개념과 연결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와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술과 자연 과학의 다른 점이다. 자연과학

32) 박찬국, 앞 책,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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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것만을 허용한다. … 그러나

예술은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매 감상자마다 서로 다른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다.33)

보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 대

표적으로 시는 열린 해석이 가장 큰 예술 장르에 속한다. 아울러 엉뚱하

거나 이치에 맞지 않아도 허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 직설적이기 보단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며 넌지시 던지는 표현들이 주를 이룬다. 독자는 짧

은 시라도 경우에 따라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한번 읽어

보고 두 번 읽어보며 천천히 음미하고 곱씹으며 그 시에 담긴 의미를 찾

아간다. 이 과정은 마치 내가 숲을 산책하며 사색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시와 사색은 긴밀하게 엮여있는 관계다. 예부터 동양예술 세계에서는

시와 예술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여겨왔다. 특히 중국 예술의 중심에

서 흐름을 잡아 온 문인들은 화원화가들과 다르게 학문에 대한 조예가

상당했다. 특히 그들에게 시라는 것은 단순한 여기(餘技)를 넘어서 자신

들의 사상을 펼치는 수단이었다. 문인화가들은 시와 회화를 엮어 시중유

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畵中有詩)라는 이론을 펼칠 만큼 이것에 대해 중

하게 여겼다. 나의 그림 세계는 내면에 대한 사색을 추구하며 동시에 수

반되는 시적 정취는 사색적 분위기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된

다. 앞서 얘기한 시중유화, 화중유시는 현재를 살아가며 동양화를 하는

나의 예술 사상에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른 만큼 작

품에 수반되는 세부 내용은 다르겠지만 시와 회화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

고 그 정취를 추구함에서는 예술 형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내용에서는 시적 정취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동양미술을

바탕으로 시중유화, 화중유시 개념을 서술하겠다. 시와 회화의 관계를 알

아봄에 앞서 문인화의 형성배경과 특징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33) 김백균, 앞 논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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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적 정취의 의미

시적 정취의 개념을 말함에 있어서 ‘시(詩)’와 ‘정취(情趣)’의 의미를 각

각 알아보고 둘이 합하였을 때 파생되는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저는 시와 정취 그리고 시적인 정취의 의미를 사전적 정의를 기준 삼아

객관적이고 뚜렷한 정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적 정취

가 사색적 공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겠

다.

시적 정취

국어국문학회에 편찬한 『새로나온 국어사전』에서 시에 대해 “문학의

한 부문. 자연, 인생, 등 일체의 사물에 관하여 일어난 정서, 감흥이나 사

상 등을 리듬의 형식에 의하여 서술한 것.”34) 이라고 정의 내린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100년의 문학용어사전』을 살펴보면 “시는 어떤

감정이나 사물에 대한 인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운문 문학이다.

시는 모든 문학 양식의 모태로서 인간의 가장 순수한 경지를 표현하는

장르이다.”35)라고 정리하였다. 두 사전에서 시에 대해 정의 내리는데 사

용되는 단어의 특징을 보면 ‘정서’, ‘감흥’, ‘감정’, ‘인상’, ‘순수’ 등을 꼽을

수 있다. 『100년의 문학용어사전』에서는 “시와 시 아닌 것의 구별은 …

둘째, 정서적 감응이나 시적 명상을 반영해야 한다. … 다섯째, 산문에 비

해 압축적인 진술을 사용한다.”36)라고 언급하며 ‘명상’, ‘압축’이라는 단어

를 더했다. 앞서 살펴본 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검토했을 때 시속에 담

긴 함의는 고도의 예술 심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의 정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는 모방론, 표현론

등의 비평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모방론은 시를 현실과 인생의

모방(반영, 재현)으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시의 가치기준은 … 대상들

34)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나온 국어사전』, (민중서관, 2000), 1539.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아시아, 2008), 452.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앞 책,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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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현적 진실에 있다. … 표현론은 시를 시인의 자기표현으로 보는 관

점이다. 따라서 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에 작용하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 모방론에서는 대상의 진실성이 가치기준이지만, 표현론에서는 예술가

자신의 진실성이 그 기준이 된다.37)라고 했다. 회화의 시점에 적용하면

모방론은 ‘대상’이 되고 표현론은 ‘작가 주관’이 된다. 모방론은 대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면, 표현론은 대상을

통해 발현되는 작가 자신의 정서와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시는 산문이나 논문, 정보를 전달하거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글 등

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종의 자유가 부여된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유라

는 것은 형식, 문법, 맞춤법, 사실(fact)등에 있어서 시라는 운문의 특성

을 무기 삼아 숙련된 글솜씨를 바탕으로 ‘의도적’인 변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의도치 않은 실수나, 기술 부족으로 생기는 오타 및 사실 왜

곡은 허락되지 않는다. 『문학비평 용어사전(하)』에서는 이것에 대해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시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출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시 창작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휘보다 더 섬세한

예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용인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서 문법, 어법, 리듬, 운(韻), 역사적 사실 등에서 이탈의 구실로 인용된다.

이를 시적허용 또는 시적자유, 시적파격 이라고 한다. ‘먼산’을 ‘머언 산’으

로, ‘우리 어머니’를 ‘울엄매’로 표현한 것은 언어의 음악성이나 어감의 차

이에 의해 섬세한 정서를 드러내는 시적 허용의 예이다.38)

시적 허용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내가 속해있는 회화 예술

영역을 비롯해 모든 예술은 ‘예술’이라는 보호막 아래 인간의 감정을 표

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허락, 허용된다. 상식이 지배하는 일상 속에서

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표현의 수단으로써 예술이 소개되는 모

든 곳에서 펼쳐진다. 단, 언제나 정도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작가

3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 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3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앞 책,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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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심에 따라 표현의 범위가 조절된다. 도덕과 법, 사회적 위치와 시선

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는 많은 것이 예술 영역 속에서 분출되고 작

가를 비롯해 이를 접하는 관객들은 일종의 대리만족을 통해 카타르시스

를 느낀다. 이것이 관객이 예술을 찾는 이유이고 예술의 역할이자 기능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다루는 회화 영역과 시, 문학 등은

언제나 형식적 표현을 공유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

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시속에 담긴 정서적 측면은 사실을 기록하거나 전

달하기 위한 글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예술적 경지를 담보하고 있

다. 이것이 내가 ‘시적’ 정취라고 명명한 이유이다. 전술한 내용과 함께

수반되는 ‘정취(情趣)’는 보다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용에 집중된 표

현이다. 『새로나온 국어사전』에서는 정취를 일컬어 “정감(情感)을 불러

일으키는 흥취(興趣)와 정조(情調)”39)라 정의 내린다. 정감은 감흥(感興)

을 포함한 단어로써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40)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조(情調)의 사전적 의미는 “기분, 취미, 감각에 따라 일어

나는 감정. 아름다운 빛깔에 따르는 쾌.”41), 흥취(興趣)의 정의는 “마음이

끌릴 만큼 좋은 멋이나 취미”42)이다. 정리해보자면 시적 정취는 시에서

출발해 고조된 시적 감흥이나 흥취가 마음 속 깊은 데서 감동받아 일어

나는 사유 활동이다. 사유 활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 성찰을 가능케

하는 고상한 정신적 활동이며,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사색적 공간’은 시적 정취를 가능케

하는 현실 공간이다. 나의 2019년도 작가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문

장이 있다. “소나무, 버드나무와 같이 ‘나무’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흔들

리는 가지를 통해 바람이 느껴지고, 여백을 통해 시적 정취를 표현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43) 나는 한동안 ‘나무’라는 소재주의

39) 국어국문학회 감수, 앞 책, 2209.
40) “흥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4.15. http://sdict.korean.go.kr
41) 이희승, 앞 책, 2550.
42) 이희승, 앞 책,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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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개성이 있다 보니 그림의

분위기가 소나무의 강한 이미지에 가려지지 않을까 경계했다. 한동안 이

런 고민에 빠져 겨울 길을 산책하던 중에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앙상

한 가지들이 눈앞에 무수했다. 그날은 유독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선선하

고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빼곡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려 서로 부

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

했고 그곳에서 포착된 장면은 내 가슴에 깊이 파묻혔다. 나뭇가지들이

가지로 보이기 전에 바람결과 소리, 여백과 실루엣으로 다가왔다. 대상을

묘사하기보다는 대상과 여백의 관계를 통해 빛을 암시하고 바람결을 표

현하고,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사색적 공간을 연출하여 그 안에서 시적

정취가 풍기는 분위기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전준엽은 나의 작품에 대하여 “그는 전통적 재료인 먹과 비단, 종이에

수묵 기법으로 새로운 감각의 회화를 보여준다. … 나무나 숲, 강이나 호수

를 주 소재로 삼고 있어 시적인 분위기도 물씬 풍긴다.”44)라고 언급했다.

‘나무, 숲, 강, 호수’ 등의 자연 자체가 지닌 시적인 정취가 있다. 나는 그

저 자연이 보여주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정제된 표현으로 풀어낼

뿐이다. 다만 탈색된 자연의 이미지는 현란해 보이지 않으며 사색적이다.

그 나머지는 그림과 관객 사이에서 소통의 문제로 남는다. 나의 사색적

공간에서는 사뭇 진지하고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사무친 나그네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침묵과 정적 그리고 절제된 표현은 시가 그렇듯 내가 표현한 것 이상

의 것을 상상하게 하고 관객에 의해 발견되고 완성된다. 실제로 전시를

통해 만나본 관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들으며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내가 작품에 담고 있는 분위기를 시적으로 해석해주신 분도 계시

고, 과거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회상에 젖어 드는 분도 계셨다. 이런 다

43) 김종규, <작가노트>, 2019. 12. 19.
44) 전준엽,《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비즈한국·일요신문, (인사아트센터, 20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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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의견, 해석들은 여백과 실루엣이 연출하는 사색적 공간에서 실천된

다.

미학적 적용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알아본 시적 정취는 동양의 미학적 성취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글은 다음에 이어질 ‘시중유화, 화중

유시’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기반을 다져 쉽고 바르게 이

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창작욕에 의해 무언가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과 정반대의 지점, 다

른 말로 ‘빼기’는 예술 창작의 또 다른 형식이다. 이 형식은 일찍이 동양

의 회화와 시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여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회화

에서 여백은 그리는 행위 이상으로 그리지 않으므로 얻게 되는 고도의

예술경지를 취한다. 시에서 여백은 작품의 행간에 공백을 줌으로써 운율

을 형성하고 드러나지 않는 표현들을 암시하여 시 특유의 사색적 분위기

를 만들어 낸다. 나아가 시의 여백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것은 비언

어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시적 정취를 형성하는 주된 예술

적 장치가 된다.

정취라는 표현은 주로 소란스럽거나 드라마틱한 상태의 상황보다는 잔

잔한 가운데 사유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서

예와 시에 능했던 북송대 소식(蘇軾, 1037-1101)이 기록한 글을 살펴보

면 그가 추구한 예술의 경지를 맛볼 수 있다. “나는 일찍이 글씨를 말하

며 종요와 왕희지의 공적은 조용하고 한가하고 간략하고 원대한 묘함이

필획의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45) 소식이 주장한 예술의 경지를

요약하자면, ‘조용하고 한가하고 간략하고 원대한 묘함’ 다른 말로 소산

(蕭散)하고 고아(古雅) 담박(淡泊)한 유형이다. 묘(妙)함은 동양에서 추구

하는 아름다움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 말하는 미(美)의 세계와

같은 선상으로, 동양에서는 예부터 미적인 것보다는 묘함을 획득하기 위

45) 천촨시, 『중국산수화사1』, 김병식 역, (심포니, 2014),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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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와 문학에 매진하고 그와 연결시켜 회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임태

승의 『동양미학개념사전』에서는 묘함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미(美)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내재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기

에 묘(妙)는 미보다 더 높은 경지의 미학범주라 할 수 있다. 묘는 노자(老

子), 역전(易傳), 장자(莊子) 등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쓰이다

가, 한 대(漢代)에 이르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심미평가의 항목으로 쓰이

면서 미학범주가 되었다. 묘는 ‘유한한 물상을 초월하는 것(妙在象外)’이자

‘언어로 파악할 수 없는 것(妙不可言)’다. 묘는 보기 좋고 화려하며 기이하

다는 등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으며, 도(道) 무(無)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

되는 것이다.46)

이와 같은 정취의 유형은 의경을 통해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다. 일찍이 동양의 예술에서는 의경이라는 체험적 경지의 상태를

두고 이것이 예술작품에서 드러나는지 아니한지를 기준 삼아 품평할 정

도로 이를 중요시했다. 의경은 특히 중국의 전통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심미적 이상이다. 푸전위안은 “의경은 특정한 예술 형상과 그것

에 드러난 예술적 정취와 예술적 분위기 그리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풍

부한 예술적 연상과 환상적인 형상의 총화”47)라고 남겼다.

인물화와 채색을 뒤로하고 수묵산수가 주목받기 시작한 당대부터 그림

안에 시적인 정취가 묻어나오는 그림을 으뜸으로 여겼다. 당대(唐代) 왕

유(王維, 699?-759?)로 시작해 북송대(北宋) 곽희(郭熙, 1023-1085)와 소

식으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회화와 시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으며 회

화 속 시적인 정취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혜린의 논

문에 의하면 “북송대 문인들은 화가에 대해 일단 문인으로서의 인격적인

특징을 확인하고 화면에서 사대부 문화의 구성요소, 즉 학식과 시적 소

재와 정취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48)고 하여

46) 임태승, 『동양미학개념사전』, (비투, 2020), 200.
47) 푸전위안, 앞 책, 101.
48) 정혜린, 「북송대 문인화-사대부 문화의 시각화-소식(蘇軾)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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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 문인화가들이 시적 정취를 얼마만큼 우위에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심미적 감흥은 앞서 설명한 의경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예술에

있어 최고의 경지로 손꼽히는 의경과 같은 시적 정취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한 예시로 북송대 곽희에 대한 소식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

식은 1084년 52세 때 당시 궁중에서 그림과 이론에 있어 최고라 불리는

곽희의 그림을 보고 아래와 같은 제화시를 남겼다.

낙조가 외기러기 아련하고,

시내마다 비바람이 다름을 멀리서 알겠네.

이 사이에 시구가 있되 아는 이 없으니,

시인 맹호연에게 보낼거나.

나뭇잎 떨어지자 시인은 이미 가을을 원망하더니,

시심을 자아내는 평원 못 견디겠네.

만 골짜기 다투어 흐른 곳을 보려 하나니,

훗날 결국 고개지에게 부탁하여야 하리.49)

시가 설명하는 이 그림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그림을 이해하기

는 쉽지 않다.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는 산수화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

을 정리하여 후대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두드러지는

것은 산수화 구도와 시점을 아우르는 삼원법(三遠法)이다. 위 시에 나오

는 ‘시심을 자아내는 평원 못 견디겠네’라는 부분으로 보아 평원 구도로

그려진 그림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식은 그러한 평원 속에 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에 대한 극찬이 아닐 수

없다. 원(遠)에 대하여 엽랑은 이렇게 말한다.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1(2018): 259
49) 郭熙『秋山平遠』二首, 目盡孤鴻落照邊, 遙知風雨不同川. 此間有句無人見，送與襄陽
孟浩然. 木落騷人已怨秋，不堪平遠發詩愁. 要看萬壑爭流處, 他日終煩顧虎頭. 양회석,
「중국 시와 회화의 융합」, 『한국중국어문학회』, 45(200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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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산수화가는 고원, 심원, 평원과 같은 ‘원(遠)’ 그리기를 좋아

했다. 중국 산수화가는 무엇 때문에 ‘원’을 그리려 했을까? 산수는 본래

형체가 있는 것인데 ‘원’은 산수의 유한한 형체를 돌파해서 사람의 시선이

먼 곳으로 뻗어가도록 하고 유한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며 ‘상외지상(象外之象)’, ‘경외지경(景外之景)’으로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중국 고대 시인도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 굴원(屈原), 완적(阮籍), 이백(李白)

등은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본 시를 썼다. 무엇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려 했을까? 그 이유도 유한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감으로써 인생감과 역사감을 자아내기 위해

서였다.50)

나의 작업을 바라볼 때 직관적으로 읽히는 것은 두 가지다. 그려진 대

상과 남겨진 여백이다. 눈앞에 펼쳐진 듯 나무 실루엣이 명징하게 보이

는가 하면 동시에 순백의 여백이 눈을 지배한다. 엽랑이 얘기한 원에 관

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점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바라봄으로

써 유한한 시공간에서 무한한 시공간으로 시선을 옮겨간다. 나의 그림에

서 나무 실루엣은 손에 닿을 듯 유한한 대상이 되고, 그 주변을 꽉 채우

고 있는 여백은 무한의 지경에 이른다. 마침내 무한의 시공간으로 나아

감으로써 시적 정취를 획득한다.

문인화가들에 의하면 산수화의 예술성은 회화적 테크닉 보다는 화면

안에 시적 경지를 보장하는데 달려있다고 한다. 이 말은 소식이 당대 왕

유의 그림을 보고 내세운 시중유화(詩中有畵), 화중유시(畵中有詩)중에

후자인 화중유시에 해당되는 말이다. 정혜린에 의하면 “그들(문인)은 문

인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보면서 사대부 문화의 역량을 시각적으로 확인

하고 시의 영역에서 체험한 경험을 회화의 영역으로 전환해 경험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즐거움을 위한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넓혀갔다.”51) 라고

50) 엽랑, 앞 논문, 220-221.
51) 정혜린, 앞 논문, 260.



- 37 -

한다. 문인들에게 회화는 시적 정취를 담보한 고상한 예술 심미 활동이

었다. 명말청초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은 소식이 정립한 이론을 토대

로 문인화의 개념을 성립하였다. 이것은 중국 예술의 주류를 이루게 되

었고, 이것의 핵심은 화폭 안에 화의(畫意) 또는 시정(詩情), 즉 시적인

정취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문인화의 시초이자 중심인물인 왕유와 소식에 의해 전해지

는 시중유화, 화중유시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간략한 배경설명이 되

도록 문인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시적

정취에 대한 고전적 배경을 이해하는 글이 될 것이다.

(2)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畵中有詩)

시중유화, 화중유시는 북송대 소식이 시와 회화의 관계를 정립한 내용

이다. 이 내용은 나의 연구 주제인 사색적 공간을 동양화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나는 동양의 전통회화재료를 기반으로

회화를 제작한다. 재료가 전통적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일정 부분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동양의 회화는 더욱 그

러하다. 신분과 사상, 그림의 격조, 재료, 서(書)와 화(畵)의 관계는 사슬

처럼 모두 엮여있다. 심지어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신분이나 지역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흐름을 따를 때 재료로써 비단과 먹,

아교를 사용하고 표현기법 및 형식에서는 여백과 필(筆)을 구사하는 나

의 작업은 동양미학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며 정서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

나의 작업에는 시취(詩趣)가 그윽하다. 자연스럽게 본 연구에서는 왕유

의 시를 보고 소식이 기록한 시중유화, 화중유시의 전통개념을 눈여겨보

게 된다. 중국회화사에 있어 시와 그림의 관계를 언급할 때 시인이자 화

가인 왕유의 산수시(山水詩), 산수화(山水畵)는 그 논점의 시작을 알린

다. 시화(詩畫)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명말청초 동기창에 의해

정립된 문인화(文人畵)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

서는 문인화와 시․시정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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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인화의 시초로 설정된 왕유의 예술 사상을 조명함으로 시 그리고

시적 정취와 회화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밝힌다.

문인화의 형성과 특징

동기창은 『화안』에서 문인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남

겼다.

문인의 그림은 왕유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로 동원, 거연, 이성, 범관이

적자(嫡子)가 되고, 이공린, 왕선, 미불 및 미우인은 모두 동원, 거연으로

부터 배웠다. 곧바로 원의 사대가인 황공망, 왕몽, 예찬, 오진에 이르기까

지가 모두 정통이고, 우리 왕조의 문징명과 심주는 또 멀리서 의발을 접

했다. 마원, 하규 및 이당, 유송년과 같은 사람은 이사훈의 화파이니, 우리

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52)

당대(唐代) 이전에도 문인화의 면모를 갖춘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기창

은 그의 글에서 명백하게 왕유를 문인화의 시초로 삼고 있음을 뚜렷이

밝힌다. 왕유를 이어 동원(董源, 934-962), 거연(巨然, 960-?)을 비롯해

원말 4대가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주장한 남북종론(南北宗論)

의 남종화가들과 화가 구성이 유사하다. 남종화와 문인화는 엄연히 말하

면 의미상 다른 점이 있지만 합쳐서 흔히 ‘남종문인화’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문인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동기창은 문인화가가

갖춰야 할 기준으로, 우선 신분에 있어 문인 사대부와 같은 비직업화가

들을 선호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동기창 자신이 문인이었으며, 그리기에

있어 형상에 매여 기교만 부리는 것을 지양했고, 여가를 즐기며 회화와

문학, 시 등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삶 자체를 향유 할 것을 추구했

기 때문이다. 특히 시․서․화 삼절(三絶)의 경지를 추구했으며 이것을

52) 董其昌『畵眼』, 文人之 畵, 自王右丞始, 其後董源巨然李成范寬爲嫡者, 李龍眠王晉卿
米南宮及虎兒, 皆從董巨得來, 直至元四大家, 黃子久王叔明倪元鎭吳仲圭, 皆其正득傳,
吾朝文沈, 則又遠接衣鉢, 若馬夏及李唐劉松年, 又是大李將軍之派, 非吾曹當學也. 동기
창, 『화안』, 변영섭 외 역, (시공사, 200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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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격조 높은 수준으로 간주했다. 삼절을 두루 섭렵함에 있어 문인

사대부가 아닌 직업화가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사

대부 출신의 문인 화가들의 계보가 형성된 것이다.

문인이 추구하는 시서화 삼절은 내가 작가로서 독서를 즐기고 연구하

여 논문을 남기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오직 조형적 탐구에

만 몰두한다면 문인화가들이 겸비한 학식과 시적 태도를 얻지 못할 것이

다. 나는 이러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내 작품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연구를 펼친다. 나에게 이 과정은 평소 두루뭉술하게 내 머릿속을 부유

하던 생각들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넘긴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

고 분류하는 기회이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 왕유가 문인화의 창시자로 꼽히는 이유를 살펴

보겠다. 최병식은 그의 저서 『수묵의 사상과 역사』에서 왕유의 문인화

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이유에 대해 “그가 당대에 이백(李白, 701-76

2)․두보(杜甫, 712-770)․맹호연(孟浩然, 689-740)과 함께 ‘성당사걸(盛

唐四傑)’이라 칭할 만큼 대시인이자 화가이며, … 노년에는 망천(輞川)에

들어가 필묵청수(筆墨淸秀)한 수묵을 구사하였으며, 청신한 시의 세계와

수묵화에서의 시정성 등 여러 조건들이 그를 문인화의 창시자로 내세우

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53) 라고 말하고 있으며 동기창

은 “왕유의 산수는 신품에 들어간다. 옛날 사람이 평하기를 “(그의) 구름

낀 산봉우리와 바위의 모습은 그윽이 자연에서 나왔으며, 필의는 자유분

방하여 자연의 조화에 일치하니, 당대에 최고다”54)고 했다. 왕유는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식 높은 시인이었으며 이러한 학

문을 바탕으로 시정성과 의경이 담긴 산수화를 선보였다. 정리하자면 왕

유가 추구한 예술세계는 시정을 담보로 하며 의경이 풍부했으며 심상 표

현에 충실한 격조 높은 세계인 것이다.

이상으로 문인화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시와 회화의 관계

53) 최병식, 『수묵의 사상과 역사』, (동문선, 2008), 264.
54) 동기창, 앞 책, 147.



- 40 -

를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동기창에 의해 정리된 문인화 계보는 당대

왕유로 시작해 북송대 소식으로 이어지며 그 중심을 잡아 나간다. 왕유

와 소식은 회화를 시로 바라보고 시를 회화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로 인해 문인화는 자연스럽게 시적인 정취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는 사색을 통해 시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내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된

다.

시중유화, 화중유시

왕유가 산수시와 산수화에 능해 회자되었으나 시와 회화에 대해 최초

로 언급한 사람은 북송대 화원화가였던 곽희(郭熙, 1023-1085이)다. 그는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시는 형태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태 있는 시

이다”55)라고 했다. 이후 소식은 왕유의 시를 감상하고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말하여 곽희의 주장보다 진일보 하여 시와

회화의 동질성을 강조했다. 비록 왕유 자신은 시와 회화의 직접적인 관

계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창작물을 남겼지만, 후대 사람들은 왕유의

회화성 짙은 시를 읽고 시적 정취가 풍부한 정경을 떠올렸다. 그의 산수

시 몇 편을 살펴보겠다.

물 다하는 곳에 이르러

앉아서 구름 피어오르는 모습 보네.56)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비치고

맑은 샘물 돌 위를 흐른다.57)

지는 꽃 적적한데 산새가 울고

버드나무 푸른데 나그네 물 건너네.58)

55) 하영준, 「‘詩’와 ‘畵의’ 결합방식 연구-소식의 ‘詩畵本一律’論을 중심으로-」, 『한국
사상문화학회』, 68(2013), 244 재인용.

56) 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역, (돌베개, 2010), 236.
57) 明月松間照，清泉石上流. 갈로, 앞 책,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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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 모두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시의 회화적 구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추억을 끄집어낸다. 어디선가 마

주했을 법한 풍경, 달밤에 산책하며 보았던 소나무 사이 밝은 보름달, 한

가한 내천에 푸르른 버드나무가 바람결에 휘휘 춤추고 있을 것만 같은,

이렇게 시를 감상하는 독자의 잃어버렸던 감각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예술로서의 삶』의 저자 재커리 심슨(Zachary Simpson, 1979-현재)은

“시는 느껴지고, 보여지거나 음미되는 것을 과잉 규정하는 방식을 배제

한 채, 개념이나 산문보다 더 큰 심연의 영역과 감각을 창조한다.”59)라고

하였다. 왕유의 시는 의경을 내포하여 풍요롭고 담담하며 맑고 품위가

있다. 이런 특징은 왕유 자신이 시초가 된 문인화의 정서와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소식은 ‘마힐(摩詰)의 시를 음미하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관조하면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익히 동양회화사에

널리 알려진 이론인 ‘시중유화, 화중유시’는 이렇게 탄생하였고 이후 중

국미술사와 그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에서는 비평의 기준이 되어왔다.

흥미로운 점은 소식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그림을 가리켜 ‘내가지은 시

는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하다’라고 자화자찬하였다. 이토록 시와 회화를

겸비하는 것에 몰두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에 시

속의 회화, 회화 속의 시에 대해 주장하고 기록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람의 정서나 감흥 등을 표현함에 있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방대하

게 긴 문장으로 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승전결을 철저히 지켜 기록한

다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표현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글은 역사 또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거나, 학문에 필요한 이론을 정리할 때 적합하다. 즉

흥적이고 순간 발화해 버릴 사람의 감정 등은 논리로 설명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때 생략과 함축 그리고 비움의 형식이 허용되는 ‘시’라면,

58) 落花寂寂啼山鸟,杨柳青青渡水人. 갈로, 앞 책, 236.
59)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 외1 역, (갈무리, 201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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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각을 간결하고 운치 있게 표현해낼 수 있다. 또한 비언어성인

회화를 마주할 때 인간의 뇌는 순간적으로 인식하고 즉흥적으로 받아들

여 이미지가 주는 첫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감정의 덩어리 자체로 인식하게 된다. 시와 회화는 이런

점에서 매우 유사하며 상호 보완의 관계로 발전된 것이다.

‘시중유화’는 서정(敍情)을 본질로 하는 시 속에 회화적 도구를 활용하

여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를 통해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간략하고 비논리적인 언어세계를 이미지형식을 이용해 가시화시키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된 시 언어를 어떻게 형상화 시

킬지가 화가들에게 있어 큰 숙제가 된다. 동양의 예술에서는 의경의 형

식으로 그 숙제에 답을 찾는다. 시의 내용으로 상상력을 고취 시키고 미

적 가치를 부여해 시에 담긴 풍부한 예술세계를 회화장르로 재탄생 시키

는 것이다.

한편, 회화 속에서 시구를 읊조리는 것은 형상에 기대어 언어를 떠올

리는 것이다. 직관적인 성격이 강한 회화 이미지로부터 시구를 얻는 과

정에는 새로운 지각능력이 동원된다. 이런 변칙적인 과정을 거쳐 예술가

는 잠재되어 있던 감각들을 깨워 환기시킨다. 그림 속에서 시적 요소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풍부한 시적 감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화

중유시’는 형상의 묘사를 본질로 하는 그림 속에 시적 정취를 나타냄으

로써 마음의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소식이 제시한 ‘시중유화,

화중유시’는 제화시의 개념을 뛰어넘어 시는 그림을 품고 그림은 시를

품어 안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남송시대 오용한(吳龍翰, 1233-1293)은

“그려내기 어려운 정경을 그려낼 때에는 시로써 보완하며, 읊조리기 어

려운 시를 읊을 때는 그림으로써 보완한다.”60)라 얘기하며 시와 회화의

융합을 넘어서 서로간의 존재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소식은 ‘시중유화, 화중유시’와 함께 ‘시화본일률(詩畫本一律)’이라는 관

60) 畵難畵之景, 以詩湊成 ; 吟難吟之詩, 以畵補足. 김연주, 「‘詩中有畫, 畵中有詩’-시와
회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미학예술학회』14(2001): 3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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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고 교묘하며,

깨끗하고 새로울 것(天工, 淸新)을 언급했다. “형사를 가지고 그림을 논

하다면 견해가 어린아이와 같고, 시를 지을 때 바로 이 시라고 우긴다면

진정코 시인다운 시인이 아니라네. 시와 그림은 본디 하나의 법칙에서

나온 것으로 천공과 청신해야 하네.”61) 이 문장에서는 사실적으로 그리

기보다 그림 속에 뜻을 담고 있어야 함을 말하며, ‘천공과 청신’의 미학

적 개념을 시와 회화가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연주는

“‘천공’은 자연천성으로 거짓이 없고 천진하며 자연스러운 오묘함을 갖추

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청신’은 작품의 격조가 맑고 상쾌하며 세속적이

거나 상투적이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다.”62)라고 정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식을 중심으로 ‘시와 회화가 하나임’이 여러

이론을 토대로 주장되고 밝혀졌다. 이어서 소식 이후 시와 회화를 동일

시 여기는 주장들을 몇 가지 더 짚어보겠다.

시가 마음의 소리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림은 마음을 그려내는 것

이니 이 두 가지는 한 몸이다. 산천초목의 빼어난 모습을 받아들여서 시

속에 묘사한 것이 어찌 그림이 아니겠는가? 산천초목의 빼어난 모습을

보고 회화의 서술을 펼쳐내는 것이니 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시에

능한 사람은 반드시 그림을 잘 그렸고, 그림에 능한 사람은 대부분 시를

알았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방법이 두 갈래가 아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63)

시 속의 그림의 이미지는 시인의 서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61) 蘇軾『蘇東坡』全集. 論畵以形似, 見與兒童隣, 賦詩必此時, 定非知詩人 ,詩書本一律,
天工與淸新.김연주, 앞 논문, 321 재인용.

62) 김연주, 앞 논문, 322.
63) 『無聲詩意序』, 盖詩得心聲, 畵者心畵, 二者同本也, 納山川草木之秀描寫于有聲者, 非
畵乎? 覽山川草木之秀敍述于無聲者, 非詩乎? 故能詩者必畵, 而能畵者多知詩. 由其道無
二致也. 김연주, 앞 논문, 3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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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이미지는 이리저리 계획한 이후에 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 속의 시적 정취는 그림 속의 의경이 그림 속에 배어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적 분위기는 맹목적으로 모방한 이후 그림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인식하여 서로 느끼게 되면 그것은 마치 거

울에 형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니 처음부터 어찌 마음을

둘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시화의 본바탕을 기만하던가 틀을 벗어남

을 면치 못하고 있다.64)

두 편의 글에는 하나같이 시와 회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관계 맺어 표

현하고 있다. 실과 바늘처럼 시와 회화는 분리될 수 없고 하나에 능하면

다른 하나마저도 당연히 높은 경지일 것으로 예상했고, 만약 둘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는 받지 못했다. 두 번째 시의

‘그림 속의 시적 정취는 그림 속의 의경이 그림 속에 배어날 때 생겨나

는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그림-의경-시적 정취‘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

조해 그 시대에 요구됐던 품격 있는 화풍을 잘 설명하고 있다.

송대 소식의 시중유화, 화중유시를 토대로 문인화 대열에 속하기 위해

서는 여백과 간결하고 담한 수묵을 능숙하게 다뤄야 했고 그림 속에 시

적 정취의 회화적 구현이 요구되었다. 이후로 화가들은 화원화가의 기술

이나 기교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시인으로서 문인으로서의

학식과 소양을 갖추고 고상한 미적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원대(元代)와

청대(淸代)에 이르러 화면상에서 형상이 그려지는 비중이 적어지고 여백

과 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결한 형상과 시의 절묘한 조합이 형성된

다. 이것은 당말, 송대부터 이어져 온 시와 회화의 동질 관계를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간 결과다.

시중유화, 화중유시는 중국 문인화를 대표하는 형식이다. 비록 동기창

의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지만, 그가 정리한 남종화, 문인의 계

64) 詩中畵, 性情中來者也, 則畵不詩可張李而后作詩. 畵中詩, 乃境趣時生者也, 則詩不是便
生吞生而后成畵. 眞識相觸. 如鏡寫影, 初何容心 ; 今人不免唐突詩矣. 김연주, 앞 논문,
3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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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서화 삼절을 바탕으로 중국 회화사에서 꽃을 피웠다. 이 중심에

있는 개념이 시중유화, 화중유시이며 이는 내가 추구하는 회화 속 시적

정취와 닮은 지점이 상당하다. 김용선은 “시나 그림은 모두 인간의 인식

작용이 사물에 감동하여 일어나는 흥취의 표현인데, 시는 그것을 언어로

그리는 것이고 그림은 그것을 붓으로 그리는 것이다.”65), “시인이나 화가

의 상상과 미적 체험으로서의 그 정서는 서로 통하는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66)라며 시와 회화의 동질성에 대해 언급했다. 훌륭한 그림

은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다. 좋은 시는 읽혀지는 것

너머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이들 모두 사유와 사색의 시간을 보장하는

예술이다.

산책을 통해 마주하는 풍경은 다양하다. 다채로운 풍경 중에 나의 정

신을 사로잡는 풍경은 아주 간결하고 절제된 명징한 풍경이다. 역광에

의해 형성되는 장면은 나무 실루엣과 빛이 가득한 하늘로 분리된다. 이

러한 정교한 실루엣과 여백의 관계 속에서 시적 정취가 진하게 묻어난

다. 시적 정취는 중국 전통회화양식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식의

시중유화, 화중유시는 그 중심에 있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 소식의 이

론을 연구함으로 미술사적 의의를 얻고 내 작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으로 사색적 공간에 담긴 시적 정취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2. 사색적 공간 표현의 예술적 구현

평소 나에게 영향을 미친 예술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나타나

는 사색적 공간 표현의 구현을 탐구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작품들은 내

가 정의내리는 사색적 공간 표현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절제와 고요

함, 적막함과 고독감은 인생감이라는 큰 범주 아래 있다. 이와 같은 정서

65) 김용선, 「화중유시(畵中有詩) 시중유화(詩中有畫)를 통한 시정(詩情)표현 연구-동양
회화를 중심으로-」,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7(2014): 51.

66) 김용선, 앞 논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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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며있는 작품들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작품세계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예시로 들은 각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차분하며 적막감이 감도는 사색적 분위기이다. 사색적 분위기를 구현한

예시 작품들의 표현 방식은 다양하다. 중국 전통회화와 미국 극사실화

그리고 조형 의식과는 거리가 먼 가곡 형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

양한 형식을 예시로 들은 이유는 내가 말 하고자 하는 사색적 공간의 뉘

앙스를 뚜렷하게 밝히고자 함에 있다.

1) 절제된 산수 : 예찬<용슬재도(容膝齋圖)>

첫 순서로 살펴볼 작품은 절제된 산수를 표현한 예찬(倪瓚,

1301-1374)의 <용슬재도(容膝齋圖)>이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정신적,

예술적 세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품으로 먼저 소개하겠다. 원

대 회화사상의 기반에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연 속에 은거하여 여생을 보낸 사람들의 인생감이 묻어난다. 황공망

(黃公望, 1269-1354), 왕몽(王蒙, 약1308-1385), 오진(吳鎭,1280-1354)과

함께 원말 4대가에 속하는 예찬의 산수는 유난히 절제된 형식과 미감을

가졌으며 담담하고 소슬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예찬의 작품을 나의

회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형적 특징보다는 그림 속에 담긴 사상적 배

경과 살아온 배경에서 묻어나는 절제된 산수와 소슬한 분위기와 연관되

는 점이 더 많다. 2절에서 언급한 대로 절제된 감정과 예술 형식을 추구

하는 나에게는 예찬의 심미적 태도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찬의 이

러한 절제된 태도의 배경에는 고상한 미를 추구하기 위함이라기보단 정

갈한 자신의 기질과 삶에서 겪은 고난의 흔적이다.

예찬은 중국 원말 명초 시대의 산수화가이자 시인이다. 그는 명문집안

에서 자라면서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 몽골의 조

정에 출사하기를 거부하며 벼슬길을 마다하고 평생을 은일(隱逸)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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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처럼 살아가다 생을 마감했다. 이민족의 조정 출사를 거절하고 은

일을 택한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고고하고 청렴한지 예상해 볼

만 하다. 그런 그의 작업에서는 나라를 잃고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

실감과 쓸쓸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무치는 상실감은 은유적이고 절

제된 표현 방식으로 승화된다.

원(元)대는 비록 그 통치 시기가 짧았지만, 산수화 장르에서 독보적인

형식이 창조되어 중국의 회화사에 있어 관록 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

중 예찬이 속한 원 말 4대가는 원대 산수화의 방점을 찍은 인물들이다.

『동양미의 탐구』저자인 허영환은 “원 말 4대가라는 말은 명 말의 화가

겸 화론가였던 동기창이 그의 책 『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널리 애용되었다.”67)라고 얘기한다. 원대는 중국의

역사상 화가와 시인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시대였다. 예찬 또한 양유정

(楊維楨), 장우(張羽), 고계(高啓), 우집(虞集) 등의 시인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예술의 흥을 돋우곤 했다. 그런 예찬 자신도 시인이자 화가였다. 이

런 문화적 배경 덕에 예찬의 그림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색적 정취가 묻어

나온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의 예술세계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찬의 나그네적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지배 아래 착취당하

며 살던 시대, 나라에서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거둬들

였다. 이 과정에서 예찬은 잦은 세금납세 독촉과 여러 수모를 견디지 못

하고 관아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기 일쑤였다. 자존심 강하고 고상함을

목숨처럼 여긴 예찬은 이때부터 방랑자의 삶의 길로 접어든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 유랑 생활 속에서 오는 공허함과 서글픔은 그가 남긴 시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특히 그의 나이 58세 되던 해에 부인 장씨(蔣氏)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 비통해하던 심경을 시로 남겼다.

67) 허영환, 『동양미의 탐구』, (학고재, 199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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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 환영은 참인가 거짓인가?

어렴풋한 머릿결과 운무 같은 옷이여.

소나무 사이의 한 조각 가을 달빛.

밤이 깊어 돌아가는 학만이 있구나.

매화를 밝힌 달은 맑고 환한 넋이고

강가 대나무에 부는 가을 바람은 눈물자국을 흩어버리고

하늘가 난새는 그림자만 보이니

그녀가 황천에 있다는 걸 잔인하게 가르쳐주는구나.

「제적조장군유상(題寂照蔣君遺像)」68)

예찬의 오랜 나그네 생활은 그를 점점 더 힘들고 암울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치에도 강한 끌림이 있으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속세를 초탈하

여 한평생을 은일생활로써 살아가기를 희망했고 자신과의 싸움을 해가며

실천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마음은 시와 그림으로 계속 표현

되었고, 중국 산수화사에 족적을 남길만한 역작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나

라를 잃고 고향을 떠난 자의 상실감과 향수는 예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정갈하고 고아 담박한 분위기의 사색적 공간 표현으로 나타났다. 사색적

표현이 짙은 시와 회화가 같은 선상의 감정과 표현이 되었던 예찬의 예

술세계를 보고 같은 시대 문인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시의 법도도 이미 변하여 청신(淸新)함을 숭상하고 있고 고아함을 궁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찬의 시는 교묘함을 추구하지 않고

사물의 이치와 충담(沖淡) 소산(蕭散) 함에서 우러나왔다.69)

예찬의 시와 그림은 스스로 일가를 이룬 것으로, 소쇄(瀟灑)하고 영탈

(穎脫)하기가 마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듯했다.70)

68) 倪瓚, 『題寂照蔣君遺像』幻影夢境是耶非, 縹渺風鬟雲霧衣. 一片松間秋月色, 夜深惟有
鶴來歸. 梅花夜月耿冰魂, 江竹秋風洒淚痕. 天外飛惟見影, 忍敎埋玉在荒村. 천촨시, 『중
국산수화사2』, 김병식 역, (심포니, 2014), 411.

69) 周南老, 『元處士雲林先生墓志銘』, 詩法旣變, 而以淸新尙. 莫克究古雅. 處士之詩, 不
求工, 而自理致沖淡肅散. 천촨시, 앞 책,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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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찬의 그림에서 감도는 독특한 분위기를 요

약 설명해주는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충담(沖

淡), 소산(蕭散), 소쇄(瀟灑), 영탈(穎脫). 첫째, 충담은 평화롭고 담담한

풍격이고, 둘째, 소산은 쓸쓸하고 담담하면서 한가로운 정취를 뜻하며 셋

째, 소쇄는 그림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탈은 속세의 구속을 초월하여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나라 잃은 슬픔에 평생을 고향을 떠나 방랑하고 가족을 잃어가며

살아온 사람의 그림이 어째서 이토록 맑고 깨끗하며 담하고 소산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항상 가다듬고,

삶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예찬의 정신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예

찬은 정신수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절제된 산수를 후대에

남겼다. 그의 그림을 보면 크게 초기와 중,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

인 소재나 분위기, 구도는 태호 주변의 실경을 그린 것으로 비슷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대중들이 흔히 아는 예찬 풍의 격조 높은 ‘일필초초’(逸

筆草草, 한두 번의 붓질로 대략 그림)의 그림들이 많이 나타난다.

<용슬재도>는 현존하는 그의 작품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미학자 이성희는 그림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한다.

오랜 방랑이 그를 늙고 지치게 만들었을 때,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

풍경을 그렸다. 몇 획 마른 선만이 아슬아슬하게 유(有)와 무(無) 사이를

흐르고 있을 뿐 화제(畵題)도 없는 풍경이었다. 뒷날 지인이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글을 한 편 써넣어 달라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풍경은 비로소 '용슬재도'가 되었다. 그 다른 사람은 고향 무석의

용슬재 주인이었던 것이다. 예찬은 그림의 글에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용슬재에 올라 이 그림을 다시 볼 수 있기 바란다고 써놓고 있다.71)

70) 張端, 『雲林倪先生墓表』, 所作詩畵, 自成一家, 瀟灑潁脫, 若非出於人爲者. 천촨시,
앞 책, 414.

71) “용슬재도”, 국제신문, 검색일 2021. 04. 23.
http://www.kookje.co.kr/new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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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의 후기 작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일하양안(一河兩

岸) 구도로 그려졌는데, 일하양안 구도란 중앙에 한줄기 강물이 가로로

흐르고, 강물을 중심으로 아래에 근경을 배치하고 위쪽의 대안에 원경을

배치하는 구도이다.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단 근경에서 시작해서 중

간에 강물을 대신하는 여백이 넓게 있고, 상단에 배치된 원경으로 마감

된다. 하단에는 언덕과 바위들 위에 겨울나무 다섯 그루가 서 있다. 나무

는 대부분 앙상한 상태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마른 이파리들이 듬성듬성

매달려있다. 나무 뒤로는 정자 하나가 있다.

유한이는 박사논문에서 “마르고 깔깔한 붓으로 느슨하게 그어진 필선

들과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 텅 빈 풍경은 담담함의 최고의 경지이자 고

요한 우주로 통하는 적막의 풍경을 보여준다. … 예찬의 적막한 풍경 속

에서 정자는 번잡한 세상을 벗어나 무한으로 나아가는 초월의 공간이 된

다.”72)고 예찬의 그림을 묘사했다. 정자를 넘어가면 모래톱이 중간 중간

자리하며 근경과 원경 사이 여백을 적절히 채워주고 있다. 상단으로 시

선을 옮겨보면 완만하고 부드러운 산세가 높고 낮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위로는 다시 하늘 공간을 상징하는 여백이 펼쳐진다. 이같은 예찬만의

구도적 특징은 독특한 기법과 어우러져 앞서 살펴본 대로 평화롭고 담담

한 풍격과 동시에 쓸쓸하고 담담하면서 한가로운 정취를 담아낸다.

예찬의 산수화 기법은 동원, 거연의 그림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전통

에 기반을 두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감정을 담아내 예찬만의 유일무이한

그림이 탄생했다. 예찬은 유독 측필을 사용해 칼칼하고 간결하면서 절제

된 필을 운용하여 산수를 표현했다. 먹의 운용 또한 필을 다루듯 하였는

데, 먹색은 매우 담하게 그렸다. 먹의 농담표현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자칫하면 심심하거나 평범해 보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탁월한 여

백 운용과 맑은 기운의 운용은 예찬의 독창성을 형성하여 그 만의 의경

미를 창출해냈다. <용슬재도>를 보고 있으면 간략한 필치이며, 그림의

72) 유한이, 「건축그림을 통한 허(虛)의 공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학
과 박사논문, 2020),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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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치가 지극히 정갈하고 담박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처량하고 쓸쓸한 사

색적 정취를 풍긴다. 이는 송대 회화의 드라마틱성이나 강렬한 이미지는

부재하지만, 곁에 두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감성적

측면에 대한 정취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매우 적합해 보인다.

그의 회화사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 남긴 발문(跋文)을 살펴보

겠다.

제가 지난번 「진자경섬원도(陳子經剡源圖)」를 그려달라는 명을 받았

으나 감히 명을 받잡지 못하고 오직 삼갈 뿐입니다. 성 안에 있으니 마음

이 혼란하여 대체로 맑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에 오늘 성 밖의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나갔다가 비로소 섬원(剡源)의 사적(事迹)을 읽을 수 있었습

니다. 경물을 그리는 데 자세하게 그 오묘한 정취를 다 그릴 수 있는 것

은 대개 제가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아무렇게나 그려 그

외형적인 형색(形色)만 남긴다면 또한 그림을 그리려 한 뜻이 아닐 것입

니다. 저의 이른바 그림이라는 것은 일필(逸筆)로 대략 그려서 형사(形似)

를 구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즐기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즈음 잠시

성안의 읍내를 돌아다녔더니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려주기를 바라고, 또한 곧바로 얻으려고 천하게 욕하고 화내

면서 꾸짖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어찌 중이 수

염을 기른다고 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제가 스스로 취한 것이겠지

요.73)

예찬은 이 발문(跋文)을 통해 자신의 회화사상을 밝혔는데 그림 그리

는 것에 대해 외형적 형색이나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일필을 거쳐 마음

73) 倪瓚『答張藻仲書』, 瓚比承命俾畫陳子桱剡源圖, 敢不承命惟謹, 自在城中, 汨汨略無少
淸思. 今日出城外閑靜處, 始得讀剡源事迹. 圖寫景物, 曲折能盡狀其妙趣, 蓋我則不能之.
若草草點染, 遺其黃牝牡之形色, 則又非所以爲圖之意. 僕之所謂畵者, 不過筆草草, 下求
形似, 聊以自娛耳. 近迂遊偶來城邑, 索畵者必欲依彼所指授, 又欲應時而得, 鄙辱怒傌, 無
所不有. 寃矣乎! 詎可責寺人以髥也! 是亦僕自有以取之耶. 천촨시, 앞 책,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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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 예찬,

<용슬재도>, 원, 지본수묵,

74×35cm,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작품도판2]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140x76cm

속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그 자체를 즐거운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림을 한가로이 읊조리듯 그린다’는 것은 그림 그리는 일을 시 짓는 과

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찬이 시를 지을 때는 어디에 뜻

을 두었을까? 천촨시(陳傳石, 1950-현재)의 글에 따르면 예찬은 “진(晉)

나라 도연명(陶淵明, 365?-427)을 ‘시로써 서정의 바름을 얻은 자’로 여

기고 있다. 도연명의 시는 전원의 정취와 은일생활을 묘사한 유형으로,

풍격이 평담하고 자연스럽다.”74)고 남겼다. 여기서도 예찬의 예술적 풍조

74) 천촨시, 앞 책,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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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심미적 작용에 합당한 예술미, 사의적이고 의경

미 넘치는 그런 특징을 한결같이 추구한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

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며 겪은 심리적 갈등과 고뇌, 해가 거듭될수록 예

찬의 고독과 향수는 점점 더해지고, 이런 예찬의 심리 상황은 그의 고유

한 특징이 담긴 그림과 시를 통해 절제된 산수로 표출된다. 산수 안에서

그의 본래 성격처럼 시도 심적 서글픔과 외로운 마음이 절제된 적막함으

로 묻어나온다.

예찬은 평생을 조정에서 벗어나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는 동안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정신적 자유를

갈망해 왔고 이러한 그의 세계는 고고한 성품을 바탕으로 인생감이 깊이

나타나는 절제된 산수로 귀결된다.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찬의 그림과 나의 그림의 조형적 형

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삶에 대한 태도와 예술을 인식하는 차이가 조

형 의식에서 나타난다. 큰 범주에서 보자면 사색적이며 시적인 분위기는

유사해 보인다. 예찬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면 초탈과 초월적 경지가 느

껴진다. 반면 나는 초탈, 초월의 자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초탈이나

초월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경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철학자나 종교인,

수양을 통해 어느 경지에 도달한 달인들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나에게 그림은 이보다 더 삶과 세계에 실질적이고 밀접하게 다가온다.

나의 삶의 세계 속 절제는 체념적 태도와는 다르다.

[참고도판3]은 예찬 그림에서 절제되어 적막하고 소슬한 분위기를 은

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빈 정자의 모습이다. 인적 하나 찾아볼 수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도판4]는 나의 그림 <빛으로부터-나무형상>에

등장하는 까치집이다. 예찬 그림에 등장하는 빈 정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비어있음이 확실한 정자의 모습과 다르게 나의 그림에

등장하는 까치집은 비어있는지 까치가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답을

말하자면 새끼 새와 어미 새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 그림의 장면은 서

울대학교 캠퍼스의 어느 한 장면인데, 내가 이 장면을 촬영할 당시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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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 예찬, <용슬재도>, 부분

 
[참고도판4] <빛으로부터-나무형상>,

부분, 2015

도 어미 까치가 먹이를 물어다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

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다.

[작품도판2]를 보면 앙상한 겨울나무가 화면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다.

반면 상록수인 잣나무는 이파리 가득 네그루가 우뚝 서서 겨울나무와 대

조를 이루며 절제된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파리가 거의 다 떨

어져 나간 나무들만 그려져 있는 <용슬재도>와는 정취적으로 차이가 분

명히 나타난다. 예찬은 삶 자체도 절제된 삶을 살았으며 그림에서는 형

식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그 영향이 드러난다. 예찬은 특히 먹을 사용함에

있어도 매우 절제된 먹 사용을 하였는데, 그 결과 예찬 특유의 칼칼하고

담백한 화면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의 그림에서는 진한 농묵 보다는 담

한 먹의 톤으로 그림이 그려졌고, 많이 그리거나 채우기보다 최소한의

준법으로 설명되어 진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절제와는 다소 결이 다

르다. 나의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은 한톤으로 느껴지는 매우 짙은

먹빛으로 흰 비단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진한 먹을 쓰지만 톤의

변화 없이 단색으로 읽히고, 동시에 세부 형태적 묘사는 먹빛 실루엣

안에 감춰진다. 이런 특징은 화려한 묘사나 현란한 색채를 구사한 그림

과도 많이 다른 동시에 예찬의 그림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차별화된 점

이다. 화면상에 나타나는 구도를 살펴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예찬의

그림 [참고도판2]는 근경 중경 원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공간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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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 산수화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시대나 화가에 따라 근경과 원경

을 구성하는 표현이 약간씩 달랐을 뿐 앞뒤를 구분하고, 가깝고 먼 것을

화면 안에서 구현하는 것은 과거에 행해지던 전형이다. 나의 그림에서는

공간감에 대한 압축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대 회화의 평면성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공간 연출을 의도적으로 납작하게 만듦으로써 동시대 회화 언

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대상의 농담표현 및 공간의 안개처리를 생략하는

것은 일종의 표현 절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절제는 곧 나의 내

면으로부터 나타나며 본 논문의 주제인 사색적 공간을 구현하는 첫 번째

장치다.

나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 절제라는 것은

단지 욕구를 참고 버티는 식의 고된 삶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나 언행을 절제하지 못하고 평생 끌려 다니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는 고된 삶일 것이다. 나 역시 나의 삶을 모든 방면에 있

어 완벽히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반성하며 알게 되는

사실이다. 절제라는 태도는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지혜롭게 이끈다. 건

강한 삶을 위해 식습관의 절제가 필요하고, 건강한 정신을 위해 보고 듣

는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하는 삶은 곧 지혜로운 삶과 이어진다. 절

제는 곧 나를 지키는 삶이다. 패거리 짓기에 혈안 된 요즘 시대에 절제

라는 키워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여간 쉽지 않다. 나는 이런 시대에

앞서 언급한 몽테뉴의 정신인 “나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남아있기, 비

인간성의 시대에 인간적인 사람 되기, 미친 듯이 패거리 짓는 한가운데

서 자유롭게 남아있기”75)를 ‘절제’를 통해 실천해 나가려 한다. 삶이 곧

예술인 이 시대에 회화를 통해 나는 절제된 삶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나의 작품은 삶의 습관대로 절제된 표현기법과 재료기법으로 나타난

다. 절제라는 키워드는 같지만, 예찬이 살아온 시대와 배경,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는 결이 다르다. 동시대 문화를 접하

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시대에 걸맞은 회화 언어가 필요하며 그 언어로

75) 슈테판 츠바이크, 앞 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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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풍경을 표현한다. 나의 절제된 풍경은 사색적 공간에서 보다 더

깊은 사유와 고뇌를 통해 정제되어 나타난다.

2) 고요한 공간 : 마원<산경춘행도(山徑春行圖)>

마원(馬遠, 약1140-1125)의 조형 형식은 내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 형

식과 매우 닮은 점이 많다. 화면의 형식을 봤을 때 근경의 나무 풍경을

주로 취하고, 여백의 공간을 크게 획득한다는 점에서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보는 예술, 즉 보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회화에서 시

각적 닮음은 결국 분위기의 닮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원의 그

림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공간은 사색적 공간과 연결되고 내가 화면에서

추구하는 조형의식과도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마원의 그림 <산경춘행

도(山徑春行圖)>를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

남송원체화풍의 대가로 알려진 마원의 작품 <산경춘행도>를 예시로

사색적 공간 표현을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마원의 그림은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에 여백의 비중이 넓어 시적인 정취가 풍부하다고 널리 알려

져 있다. 그 중 <산경춘행도>는 시정이 풍부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치우

친 나무와 여백, 사람과 새, 깊이 물러나 보이는 산등성은 이 작품을 ‘고

요한 공간’으로 해석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작품 분석에 앞서 시대

적 배경을 간략히 짚어보겠다.

남송은 중국 대륙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쪽에 위치해 있고, 통

치기간은 1127년에서 1279년까지이다. “송의 황실이 항주(杭州)로 옮겨간

후 경제문화의 중심 역시 강남으로 이동했다. 남쪽 지방의 지리적 환경

은 화가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였다.”76) 남송 이전 북송

(960-1112)대 산수화는 중국의 회화 역사상 가장 크고 뚜렷한 특징을 지

닌 수묵산수시대 라고 불린다. 당말의 이성(李成, 919-967)[참고도판5]에

76) 왕야오팅, 『중국회화 산책』, 오영삼 역 (도서출판 아름나무, 200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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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송 곽희에 이르는 산수의 특징은 크기에서부터 압도할만하다. 큰

화면의 상단 일부만 남기고 중, 하단을 가득 메우는 형식의 전경(全景)

구도이며 산세가 험준하고 복잡한 거비파적 산수라 불리었다. 동기창은

이성의 그림에 대해 “이성의 산수는 가파른 봉우리가 솟아올라 울창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높은 나무는 돌다리에 기대어 아래에서 저절로

그늘을 이루어서, 확 트이고 고요하며 우아하다”77)고 했다. 반면 [참고도

판 6]에서 보듯이 남송의 산수 특징은 앞서 나타난 특징과 대비되었는

데, 크기도 작아지고 여백 활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일명 ‘일각특사

(一角特寫)’구도라 불리었는데 이 특징은 그림의 아래 부분 한쪽 구석에

바위와 나무 등 경물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여

백을 충분히 남김으로 화면에 비대칭 구도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구도

[참고도판5] (좌) 이성, <청만소사도>, 당말, 견본수묵, 111.8x55.9cm,

넬슨액킨스미술관 소장

[참고도판6] (우) 마원, <누각산수도>, 남송, 지본수묵, 77.1x126.4cm,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77) 동기창, 앞 책,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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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런 여백의 활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의 여지를 남겼으며

이는 시적 정취의 회화적 구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장치가 되었다.

한편 이같은 남송산수화의 화풍은 이당(李唐, 약1066-1150)계열에서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이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회화사 안에서 선

대의 화풍을 빌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통은 여러 화풍이 전

해져 내려오며 뒤섞여 그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경지의 그림이 나오기

마련인데 남송시대의 경우 오로지 이당의 그림만을 계승해온 것이다. 이

당만의 화풍을 배우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

해야만 한다.

천촨시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회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현실적으로 가장 뚜렷한 이유를 꼽자면 북송이 멸망할 당시 금인(金人)

들은 북송의 궁정 화가들과 남겨진 그림들을 모두 약탈해갔고 고종은 이

미 모든 걸 버리고 피신했던 터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금이 화가들

과 포로들을 이송할 때 이당을 비롯해 탈주를 시도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1146년경 송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된 후 고종은 가장 먼저 화원

부터 재정비 했지만 남송 조정에는 남은 옛 그림이 하나도 없었다. 화원

화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배울 때 선대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하는 것

으로 시작하는데 남겨진 그림이 없던 상황에서 북송대의 맥을 이어 살아

남은 화가 이당, 전부터 고종과 친분이 있던 이당은 자연스럽게 남송 화

원 화가들의 표본이 된 것이다.78) 북송대는 이성의 그림을 표본 삼았고,

남송대는 이당의 그림을 본받았으며 후기에는 이당을 추종한 마원과 하

규의 그림이 남송화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이당은 북송대 전경구도의

산수와 세밀하고 정밀한 대청록산수가 위주였던 흐름에서 일각구도의 형

식 그리고 강경하고 간결한 분위기의 산수를 창안했고 이당을 스승으로

삼은 마원과 하규는 이당의 흐름을 좆아 회화사 대대로 마하파(馬夏派)

라 불리는 남송 화풍을 만들었다.

마원은 회화 명문가 출신이다. 마원과 그의 조상들은 화조, 인물, 산수

78) 천촨시, 『중국산수화사2』, 김병식 역, (심포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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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7] 마원, <산경춘행도>, 남송, 견본수묵담채,

27.4 x 43.1 cm, 대만고궁박물원 소장

觸袖野花多自舞 소매에 닿은 들꽃이 많아 저절로 춤추는데

避人幽鳥不成啼 사람을 피하는 그윽한 새는 울지를 않네.

를 막론하고 모두 잘 그렸지만 마원은 특히 산수에 능했다. 마원의 산수

에는 특유의 시적 정취가 묻어나온다. 이것은 곧 사색적 공간과 이어진

다. 그의 대표작인 <산경춘행도> [참고도판7]를 보면 대표적인 화풍이

잘 드러난다. 이 그림은 일각구도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화면은 여백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살려 남송 화풍의 전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간결하면

서도 여백으로 인한 사색의 공간이 형성된다.

화면에는 선비가 등장하고 그 뒤에 동자는 가야금을 들고 선비의 사색

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심히 뒤따르고 있다. 선비의 주변에는 봄을 알리

는 야생화가 피어올라 만개를 앞두고 있다. 화면의 왼편 아래에는 굵은

버드나무가 화면 밖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다. 이런 구도는 여백과 동시에

화면 밖으로 잘려나간 나무를 상상하여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울어진 나무 기둥에서 화면 반대편으로 곧게 가지가 뻗어

나간다. 겨울 내내 잠자던 이파리가 아직 움트지 못한 채 버드나무 가지

는 빈 화면 가운데를 향하여 한가로이 바람 타고 나부낀다. 버드나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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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있고 그 새의 시선을 따라가면 좀 전에 날

아올랐을 새 한 마리가 여백의 공간을 향해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고 있

다. 나무 뒤로는 은은하게 산들이 중첩된 모습을 안개 낀 분위기로 자연

스럽게 처리함으로써 깊은 공간감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된

선비의 시선 또한 날아가는 새를 향해 있는데 여기서 관객은 선비의 마

음을 읽을 수 있는 동시에 선비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의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선비는 저 자리에서 동자가 들고 오는 가야금을 타며 시

한 수를 읊으며 정취에 흠뻑 빠져들지 않을까 싶다.

이 그림에서 시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주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상당한 여백의 공간에 슬며시 가로지르는 듯한 유려한 버드나무 가

지들과 새 두 마리가 비어보일 수 있는 공간을 사유의 여백으로 재탄생

시킴으로써 선비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시적 정취, 즉 고요

한 공간을 형성하며 시정이 풍부한 의경미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이 그림은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또는 감정에 따라 한가로운 봄의 경치 또는 쓸쓸하고 공허한 상태, 인생

의 수고와 슬픔을 떠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감정이 읽히는 이유가

바로 동양화에서 중시하는 의경, 인생감을 담아내는 것이고 이를 회화

속의 ‘사색적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마원의 <산경춘행도>에 나타나는 조형미는 간결함과 동시에 강건하

다. 그러나 이 그림이 고요한 정취를 풍기는 이유는 대상 간의 팽팽한

긴장감, 배치의 절묘함과 여백의 역할이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

문이다. 글의 서두에서 밝힌바 이러한 화면상의 조화는 나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식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마원의 그림에서는 고요

한 공간을 연출할 만한 단서가 곳곳에 은유적으로 등장한다. 한 쌍의 새

는 아주 훌륭한 연출이다. 선비의 위치에서 새의 방향으로 시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텅 빈 공간에 봄 버들가지가 스쳐 지나가며 이 그림을 바

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잔잔해지고 고요한 공간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친절하게 설명적인 형식은 고전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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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8] <산경춘행도> 부분 [참고도판9] <Wind> 부분, 2020

다. 나는 이와 유사한 분위기를 구사하면서 한 층 더 절제된 화면을 다

룬다. 지극히 단순하게 생략되고 함축되어 나무 실루엣과 여백뿐이다. 아

스라한 안개도 없고, 새 한 마리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동시대적인 세련된 회화를 구현하게 되고, 보다 사색적이고 시적이

며 바라보는 관객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게 된다. 이것은 마침내 최

소한의 단서만을 제시하여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 떠나게 하는 정신적 사

유 활동과 연결된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마침내 자연의 형상을 딴 정교한 먹 선과 흰 여백

만이 남게 된다. 대상이 도심 속 자연인지 우거진 숲속의 자연인지는 중

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이 중요하다. 나는 마침내

절제된 표현으로 완결된 정제된 화면에서 고요함을 찾는다. 고요함은 사

색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며 환경이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환경에서는

편안하면서도 극도의 긴장감이 수반된다. 눈을 감고 고요함을 느낄 때

몸의 감각은 다 열려 공중에 가볍게 뜬 느낌으로 나를 감싸고 돈다. 작

은 발자국 소리나 기침 소리만 들려도 순식간에 공중의 감각들은 깨질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 존재한다. 나는 사색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이

고요함을 그림에 비춰보려 한다. 마원이 구사한 구도법과 간결한 표현기

법은 나의 그림과 매우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나는 마원의 시적 표현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제된 표현으로 덜어내고 비워 더욱 고요한 공간

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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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막한 풍경 : 앤드류 와이어스<크리스티나의 세계>

동료 작가로부터 앤드류 와이어스(Andrew Wyeth, 1917-2009)의 그림을

소개받은 이후로 그는 시대와 국적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가다. 탄탄한 소묘력을 바탕으로 사실적이면서도 은유

적이고, 대체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그림이 주를 이룬다. 『501 위대

한 화가』를 편찬한 스티븐 파딩은 와이어스에 대해 “그는 강렬하고 사무

치는 듯한 감정이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79)라고 말한다. 아울러

박동국의 논문에서는 “와이어스작품의 전반에 깔려있는 상징적인 주제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 본성의 탐구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

즉 삶과 죽음, 고독, 상실, 슬픔 등이 그의 상징적인 주제였던 것이다.”80)라

며 그의 작품세계를 이야기 한다. 나의 논문의 주제와 직결되는 와이어스

의 세계는 국적과 회화재료기법을 초월하는 초일류적인 인생감을 아우르

는 정신적 사유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와이어스의 작품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그의 대표작 <크리스티나의 세계Christina’s World>를 중심으로

와이어스 특유의 적막한 풍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앤드류 와이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로서, 1917년 미국 펜

실베이니아 주 채드 포드에서 다섯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막내로 태어

난 와이어스는 체질적으로 몸이 약했으며 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성

격적으로도 예민하고 감수성이 남달랐던 와이어스의 옆에는 그의 삶 전체

에 영향을 준 아버지가 있었다.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 중이던 아버지는 유

별난 와이어스와 늘 함께하며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와이어스가 유년

시절에 그림을 처음 배우게 된 것도 아버지로부터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와이어스의 예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와이어스의 그림에 나타나는 소재는 한결같다. 미국의 전형적인 전원 마

79) 스티븐 파딩, 『501 위대한 화가』, 박미훈 역, (마로니에북스, 2003), 443.
80) 박동국,「미국의 Realism화가 Andrew Wyeth의 작품세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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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풍경과 그것을 이루는 자연, 사람, 물건, 동물, 건물 등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와이어스는 평생 고향을 떠나 창작을 한 일이 없다. 그는 주로 그의

고향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체즈 포드(Chadds Ford)에 있는 쿠르너

(Kuerner) 농장과 메인(Maine)주의 쿠싱(Cushing)에 있는 올슨(Olson)농장

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을 앞

세워 강렬한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예술을 주도하던 당

시 와이어스에게는 다른 거창한 형식이나 대상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평

생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주제로 예술과 합치시켜 자전적 이야기

를 풀어냈다. 김윤경의 박사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미국의 전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앤드류 와이어스의 사실주의는 일상의 사소하지만 마음

을 사로잡는 세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한다. 앤드류 와이어스의 소재

의 현실감은 그것의 진짜 느낌, 그것과 그 주위 모든 것, 심지어 그 대상이

존재한 순간의 대기까지도 추구한다.”81)라고 그의 세계를 묘사한다. 이어

서 박동국은 “그의 주요 배경과 소재에서의 상징성은 어두운 방, 천장, 밀

폐된 다락방, 지하실, 청동단추, 쇠물통 등에서 보여지며 인간의 비유적인

모습이나 자신의 불안, 고독, 긴장, 슬픔 등을 언덕, 갈고리, 쇠사슬, 옷, 시

멘트벽, 총, 통나무, 작은 배 등을 통해 표현하고 그 속에서 주요주제로 나

타나는 죽음과 고독 그리고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82)고 한층 더 깊이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와이어스의 작품을 묘사하는 소

재로써 언덕, 밀폐된 다락방, 낡은 물통과 같은 일상 소재에 한정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런 소재들은 그의 심연에 있는 어둡고 진지한 정신세계를 끌

어내 예술로 승화시켜줄 예술과 삶 그 자체였다.

한편, 와이어스는 북동부 전원 마을에 칩거해 그림을 그렸음에도 동시대

회화사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며 갤러리를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MoMA)

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1937년 와이어스는 뉴욕의 멕베드 갤러리(Macbeth

Gallery)에서 수채화 그림으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했고, 이 전시는 관객

81) 김윤경, 「현대 회화에서 성찰의 과정과 실존에 관한 연구: S. Kierkegaard의 철학적
인간학과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논문, 2019), 80.

82) 박동국, 앞 논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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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0] 앤드류 와이어스, <Winter>, 보드에 템페라, 1946,

79.7x121.9cm, 노스캐롤라이나미술관 소장 

들과 미술 관계자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얻으며 젊은 시절에 뉴욕 화단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와이어스에게 큰 충격의 사건이 찾아왔다.

1945년, 와이어스의 나이 28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와이어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아버지에 사망 소식은

그의 예술세계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큰 상실감으로 다

가왔고 우울감과 무력감은 깊어져 갔다. 삶과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사색

이 시작됐고 황량함, 고독감, 적막한 분위기의 회화가 주를 이루게 된다.

아버지의 사망 후 1년 뒤에 그는 첫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1946년 추운

겨울, <Winter> [참고도판10]라는 제목의 작품은 와이어스의 적막한 풍경

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눈이 채 녹지 않은 황량한 겨울 언덕, 이곳 쿠르너

언덕에서는 1년 전 아버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이다. 이 언덕을

한 소년이 다급하게 뛰고 있다. 소년의 주변은 온통 추위에 얼어붙은 적막

한 들판과 찬 공기 뿐 이다. <Winter>는 와이어스의 어둡고 상실감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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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1] 앤드류 와이어스, <크리스티나의 세계>, 1948, 페널에 템

페라, 81.9x121.3cm, 뉴욕현대미술관 소장  

그림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이후 1948년에는 MoMA가 소장하고

있는 그의 대표작 <크리스티나의 세계> [참고도판11]를 제작한다. “<크리

스티나의 세계>는 작가의 이웃 중 몸이 불편한 안나 크리스티나 올슨

(Anna Christina Olson)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올슨을 주인공으로 삼은

네 점의 회화 가운데 하나다.”83) 이 그림에 등장하는 배경은 와이어스가

자주 가던 올슨 농장이다. 그는 농장에 있는 집의 2층을 작업실로 활용했

으며 거기서 보이는 풍경을 소재로 많은 작업을 남겼다. “올슨가의 마지막

후손인 크리스티나는 소아마비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몸

이 불편한 그녀는 수년 동안 집안에서 활동하게 되고 따라서 집안과 밖의

사소한 소도구들은 우울한 이미지의 흔적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40-68년

크리스티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고독과 우울함은 와이어스 작품

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84) 와이어스는 이 그림을 제작할 때의 상황을

83) 뉴욕현대미술관, 『모마 하이라이트, 뉴욕현대미술관 컬렉션 350』, 권영진 외 2 역,
(알에이치코리아, 201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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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템페라가 생긴 때에 나는 올슨 집 위층에 있었고, 크리스티나가 들판

을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길로 내려가 그 집을 연필로 소묘했지만

들판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당신이 알다시피 나의 기억은 사물 자체보다

사실주의에 치중했다. 나는 끝날 때까지 크리스티나에게 향하지 않았다. 나

는 몇 달 동안 갈색 들판에서 작업했고, 빛바랜 대합조가비 같은 그녀의 분

홍드레스를 줄곧 생각했다. 드디어 나는 용기를 내어 ‘당신이 밖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도 좋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의 불구의 팔과 손을 그렸으나,

결국 그녀가 포오즈 취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 나의 처 벹시 에게 그녀의

포오즈를 대신 취하게 했다.85)

이 그림은 적막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운데 온통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를 말하고 있다. 황량한 들판은 어디인지, 하늘을 보아 금방이라도 비가 내

릴 것 같은 상황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이는 가늠이 안가는 여성이

들판 한가운데 비스듬히 앉아있다. 몸 전체가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뒷모

습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시선이 바라보는 저 집은 그녀의 집인지 아

니면 동경의 대상인지 아무런 단서가 없다. 이 모든 상황은 와이어스 특유

의 섬세하고 세밀한 기법으로 그려졌다.

이 그림은 초현실적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쩐지 현실

을 초월한 적막한 풍경처럼 보인다. 와이어스는 심성이 고운 올슨이 현실

세계에서는 비록 소아마비로 인해 걷지 못하지만 그림에서나마 현실을 뛰

어넘는 상황을 연출하려 했으며 현실을 넘어선 그의 상상의 결과는 사실

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운 여름 가운데 들

판의 풀은 무성하고 불규칙하게 엉켜있다. 추상적인 스트로크로 들판을 메

우고 있고 그 색채는 우중충하며 흐린 날씨와 인물의 심정을 대변한다. 반

84) 박동국, 앞 논문, 48.
85) Wanda M. Corn, The art of Andrew Wyeth, (New York Graphic Society, Boston,
196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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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들 한가운데 놓여있는 올슨의 분홍색 원피스는 여성의 연약함을 나타

내며 섬세한 묘사로 그려져 있다. 이 대립적 관계는 관객의 감정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한발 물러나 적막한 풍경을 바라보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앤드류 와이어스의 삶의 배경과 <크리스티나의 세계>

를 통해 그가 평생에 걸쳐 같은 장소를 반복해 그리는 행위에 대한 결과

를 만나보았다.

그는 농장의 고독하고 조용한 배경을 통해 인물과 자연과의 거리를 확장

하기도 하고, 시점, 주요 윤곽, 순수한 재질감, 정제하여 얻어낸 구성을 감각

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작품을 표현했다. 사실주의와 추상주의 사이의 모순이

라 일컫는 이러한 표현은, 그의 관심이 사진과 같은 사실적 재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이 지니는 심원의 표현이라는 역점을 둔다.86)

와이어스는 자신의 그림이 사실성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부정

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상과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가? 양극을 조화시킨다면 매우 강해지겠죠.

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능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양자 사이의 균

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가능하다면 죽기 전에 나의 자유분방함과 사실에 대

한 흥분을 조화시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다.87)

그는 그 대상에 대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내적 특징을 심층

적으로 파고드는 것에 주력했다. 그 요소의 출발은 개인적 서사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는 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대입시킴으로써 보편적인 가

치를 느끼게 한다.88)

와이어스의 작품 형식은 다양하며 매우 많은 그림을 그렸다. 본 논문에서

86) 김윤경, 앞 논문, 87-88.
87) Thomas Hoving, Two Worlds of Andrew Wyeth, (Houghton Mifflin, 1978), 22.
88) 김윤경, 앞 논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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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다룬 <Winter>와 <크리스티나의 세계>는 와이어스의 사실성을

극대화해 초현실적인 느낌을 추구했다면, 반면에 매우 거칠고 호방한 붓질

에 의해서 거의 추상화로 읽히는 작품도 많다. 이렇듯 와이어스에게 ‘추상’

과 ‘사실’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오직 작품에 담긴 삶과 죽음의

문제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몰두했다.

앤드류 와이어스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식주에 깊이 관여된

모든 대상과 환경 그리고 대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의 부재는 그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한 결정적 계

기가 된다. <크리스티나의 세계>에는 사무치는 고독감과 상실감 그리고

황량함이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끈다. 이는 와이어스 특유의 적막한 풍경

을 구현하는 장치다.

와이어스의 작품세계와 나의 세계를 비교해 보면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많으나 작품의 형식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사색적 공간과

어울리는 적막한 분위기를 화면에 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삶과 죽음, 인생

을 아우르는 아우라가 존재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재료와 기법, 소재 모

두 다른 방식을 구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재료이다. 흔히 말하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와이어스는 수채

화를 베이스로 템페라 기법을 주로 사용했다. 유화나 아크릴에 비해 더 순

수한 재료로 볼 수 있으며 유화나 아크릴이 주로 널리 쓰인 환경에서 수

채화와 템페라를 고집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나의 그림 재료는 동양의

전통 재료인 비단과 아교, 먹이다. 채색 없이 오로지 먹으로 그리다 보니

채색으로 이뤄진 와이어스의 세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와이어스가 채

색을 다루기는 하지만 적막함이 감도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한

톤 내려앉은 색감을 구사한다. 나는 이마저도 생략하고 먹빛의 검정 톤으

로 대상 전체를 구현한다. 와이어스의 그림보다 한층 더 절제되고 정제된

풍경이다.

와이어스는 그리기 면에서도 매우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모든 사물을 표

현한다. 와이어스에게는 등장하는 대상 하나하나가 그의 그림 분위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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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비어있는 물통, 인물의 낡은

신발, 표정, 빈 공간, 그림자 등 수많은 것들이 그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도판12]에 등장하는 나뭇가지, 마른 이파리, 아직 다 녹지 않은 눈, 마

른 풀, 마지막으로 흐린 하늘까지 와이어스는 충실하게 그려냈다. 앙상한

가지와 만지기만 하면 바스락 부서질 것 같은 이파리, 추위를 상징하는 남

[작품도판3]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73x120cm 

[참고도판12] 앤드류 와이어스, <Long Limb>,

1998, 보드에 템페라, 121.9x18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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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눈은 와이어스 작품 특유의 적막함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대조적

으로 [작품도판3]은 와이어스 그림에 비해 매우 간결함 속 적막감이 흐른

다. 흑과 백의 대비, 넓은 여백, 정교한 실루엣의 함축은 많은 것을 설명하

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열어둔다. 이파리들은 떨어지는 마른 잎인

지, 피어나는 새싹인지 알 수 없다. 작은 능선으로 보아 먼 산으로 추측될

뿐, 공간감은 생략되어있다. 압축된 풍경인 동시에 정제된 풍경이다. 나의

그림은 이런 특징을 통해 사색의 공간에 머무는 효과를 이룬다.

와이어스는 자신이 평생 살아가던 환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삶이 투영된

그림을 그렸다. 그의 내면은 차분하고 적적했다. 그림이란 결국 나를 비추

는 거울이 아닌가 싶다. 시종일관 적막함이 흐르는 그림 속 분위기는 와이

어스 삶을 대변한다. 나 또한 나의 그림을 구성하는 소재나 재료기법을 통

해 나의 사색적 삶을 내비치고자 한다.

4) 고독한 방랑자 : 프란츠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앞서 소개한 앤드류 와이어스의 작품세계가 회화방면에서 나에게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 소개할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음악 세계는 고전음악의 방면에서 나의 예술을

이루는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가곡에 담긴 배

경과 분위기 묘사에 집중한다. 가곡의 특징은 마치 회화적 기법을 사용

한 듯 곡에 의한 장면 연출 능력이 탁월하다. 기존의 반주는 성악을 뒷

받침하는 역할이 전부였다면, 독일 가곡에서는 전주, 간주, 후주에서 나

타나는 피아노 선율이 곡을 해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반주 자체

로도 음악적 성취를 이룬다. 피아노 선율과 성악가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드는 음악적 분위기와 내가 논하는 ‘사색적 공간’의 회화적 감흥과 연

결해 서술할 것이며 음악적 형식이나 이론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슈베르트는 여러 형식의 음악을 모두 다루었는데, 특히 그가 작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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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곡 〈겨울나그네(Winterrise)〉는 내가 창작을 할 때나 사색을 할

때 항상 듣는 노래다. 이 가곡은 절망과 상처를 입은 고독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자칫 사랑에 실패한 남성의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예술로 승화시킨 놀라운 작품이다.

영국 출생의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age, 1964-현재)는 대학

에서 역사와 철학을 전공한 인문학자로, 다소 늦은 나이에 가곡 가수로

데뷔하여 현존하는 최고의 독일 가곡 해석자다. 그의 저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속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다. “〈겨울나그네〉는 인류의 공

통된 경험을 이루는 위대한 예술 작품임에 틀림없다. 셰익스피어와 단테

의 시, 고흐와 피카소의 회화, 브론테 자매와 프루스트의 소설에 비견될

만하다.”89) 이처럼 슈베르트의 가곡은 인류를 아우르는 공통된 인생감을

담고 있으며 그것의 무게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종일관 묵직한 분위기

의 곡들이 흘러나온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 불릴 만큼 그의 짧은 생애 동안 600여곡의

가곡을 남겼다. 수많은 곡 중에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와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는 〈겨울나그

네〉와 더불어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으로 꼽힌다. 〈겨울나그네〉는 슈

베르트가 삶을 마감하기 1년 전인 1827년에 완성된 연가곡이다. 이 곡은

슈베르트와 동시대를 살아간 시인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90)의 24편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사랑의 시련으로 깊은 절

망에 빠진 한 청년의 고독한 방랑을 묘사하고 있다. 정주은은 〈겨울나

그네〉속 고독한 방랑자와 슈베르트의 비극적인 삶을 연결 지어 말한다.

89) 이안 보스트리지,『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장호연 역, (바다출판사, 2016), 11.
90)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 뮐러(Johann Ludwig Wilhelm Müller)는
1794년 10월 7일 독일 중동부 지역의 데사우(Dessau)에서 태어나서 1827년 9월 30일
같은 도시에서 사망했다. 구두공(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12년 베를린 대
학에 등록하여 고전문헌학을 전공하였는데, 그곳에서 독일의 역사와 언어를 심도 있
게 학습하고 동시에 현대 독일어 분야 역시 공부하였다.
김지연,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의 반주부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박
사논문,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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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속에 그려진 나그네의 모습은, 젊은 날 슈베르트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고독에 시달렸고, 결혼도 하

지 않은 채 서른한 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한때 사랑했던

테레즈라는 여인이 있었지만, 가난한 음악가와의 결혼을 반대한 그녀의

부모 때문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인지, 슈베르트의 연가곡은

사랑의 기쁨보다는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담은 노래가 지배적인데요, …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역시 아가씨에게 배신당한 물방앗간 청년

의 슬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91)

〈겨울나그네〉는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에 비해 훨씬 적막하

고 고독함을 그린다. 이 연가곡에 등장하는 배경이나 소재는 눈 내리는

한겨울 쓸쓸한 벌판, 매서운 바람, 얼어붙은 시냇물, 앙상한 겨울나무, 개

짖는 소리, 까마귀, 꿈 등이 있다. 나열된 내용의 분위기만 봐도 이미 이

가곡이 지니는 아우라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겨울나그네〉

는 특히 더 음악의 회화적 이미지를 구현해낸다. 원 시의 작가 뮐러는

처음에 12편의 시를 발표하고, 이후 10편에 이어 2편을 더 추가하여 24

편의 시집을 최종 완성했다. 슈베르트의 손에 들어온 이후 판타지적인

효과가 더욱 커졌다. 슈베르트는 뮐러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한 시에 곡

을 붙인 후 곡의 순서를 달리했다. 곡의 멜로디는 피아노 선율에 따라

비슷한 큰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드라마를 연출해 냈다. 그러면서 스토

리 전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자욱한 안개 속을 방황하듯 모호하고

몽롱해졌으며 주인공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도달하도록 연출했다. 정

이은은 원작인 뮐러의 시에 나타나는 추상성에 대해 말했다. “뮐러의 시

는 그가 왜 마을을 떠나는지, 그와 사랑했던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

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때문에 〈겨울나그네〉는 마치 이야기의 한가운

데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92) 원작의 추상성에 슈베르트의

91) 정주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새가정』, (2009.2):
70.

92) 정이은, 「방랑자의 내적 시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와 주제 재현」, 『음악
논단』, 44(2020.10): 175.



- 73 -

회화성 짙은 작곡이 더해

지면서 이 연가곡은 사무

치는 그리움과 손에 닿지

않는 꿈속을 헤매는 고독

한 방랑자의 발걸음을 따

라 걷게 한다.

사건의 전달을 담당하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분

위기를 잡힐 듯 잡히지 않

는 비구상적 분위기로 끌

고 가는 곡의 흐름은 나의

작업과정과 맞닿는 지점이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겨울나무는 분명한 형

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먹빛 안에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순백의 여백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밀고 당기고 조였다

폈다 하며 대상간의 거리를 형성하고, 텅 빈 공간은 관객에게 사색의 시

간을 허락한다. 두 작품에서 공통되게 흐르는 분위기는 일종의 인생감이

다.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외로움의 심연을 경험한 청년의 영혼은 추운

겨울 들판을 한없이 서성이며 방황한다. 이 고독한 나그네는 인류 전체

가 공감할 만한 주제인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치

않은 이 주제 속에는 기쁨과 환희, 슬픔과 절망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

겨진 듯한 고독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공존한다. 나의 작품 <하얀 풍경>

은 앙상한 가지 끝의 첨예한 형상과 물러나 있는 낮은 언덕, 화면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백의 관계를 통해 고독감이 흐르는 ‘사색적 공간’

을 구현하고 있다.

〈겨울나그네〉의 열두 번쨰 곡 <고독(Einsamkeit)>은 뮐러가 처음

이 시를 발표했던 12편의 마지막 시에 해당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겨울나그네〉의 분위기가 가장 잘 스며든 내용의 노래다. 먼

저 이 곡의 가사를 보겠다.

[참고도판13] 《2021화랑미술제》 전시전경,

<하얀 풍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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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사의 1연에서는 자신이 처한 절망을 구름과 바람에 대입하며 은

유적으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는 나그네의 무거운 발걸음에서

그의 어두운 태도가 전해진다. 줄곧 고독한 상황이 대립을 통해 나타난

다. 마지막 3연에서는 자신의 신세와는 너무 다른 밝고 고요한 세상을

한탄하듯 탄성을 지른다. 1연의 ‘어두운 구름’과 ‘선명한 하늘’의 대립, 2

연의 ‘무거운 발걸음’과 ‘밝고 즐거운 인생’의 대립, 3연에서는 ‘자신의 비

참함’과 ‘밝고 고요한 하늘’의 대립은 그의 고독하고 적막한 심리를 극적

으로 묘사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 이안 보스트리지는 “폭풍이 몰아쳤

을 때도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다고 그가 노래할 때, 피아노가 오케스트

라처럼 장대하게 연주하는 트레몰로94) 효과가 그의 고독을 증폭 시킨다

93) 번역 : 이안 보스트리지, 앞 책, 257.
94) 음이나 화음을 빨리 규칙적으로 떨리는 듯이 되풀이하는 주법

제12번, <고독(Einsamkeit)>

Wie eine trübe Wolke

Durch heit're Lüfte geht,

Wenn in der Tanne Wipfel

Ein mattes Lüftchen weht:

So zieh ich meine Straße

Dahin mit trägem Fuß,

Durch helles, frohes Leben,

Einsam und ohne Gruß.

Ach, daß die Luft so ruhig!

Ach, daß die Welt so licht!

Als noch die Stürme tobten,

War ich so elend nicht.

어두운 구름이

선명한 하늘을 가로지르고

전나무의 높은 가지 위로

희미한 바람이 불어오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의 길을 가네.

밝고 즐거운 인생을 지나

홀로 반겨주는 이 없이.

오, 하늘이 이토록 고요하다니!

오, 세상이 이토록 밝다니!

폭풍이 몰아쳤을 때도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는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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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4]<빛으로부터-나무형상1811>, 2018,

비단에 수묵, 105x61cm

.”95)고 말한다. 피아노 선율은 도입부부터 주인공의 무거운 발걸음을 연

상시키며 시작된다. 이안 보스트리지가 언급한 대로 이 곡은 3절에서 자

아의 고립을 아주 극적으로 몰아친다. 모든 연출은 슈베르트의 고독한

심연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슈베르트는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 “누구도 다

른 사람의 슬픔을 느낄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스쳐

95) 이안 보스트리지, 앞 책,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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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갈 뿐이다. 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얼마나 비참한가!”96) 20대의 젊

은 나이에 이 사실을 깨달은 슈베르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

기 전까지 인간이 처한 불완전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의

기저에는 이런 인생감이 깔려있었고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에 완성한

〈겨울나그네〉에서는 그러한 응축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음악은 청각적 호소로 인간의 감정을 흔들고, 회화는 시각적으로 호소

한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피아노 선율과 성악가의 목소리가 합

해져 호소력 짙은 고독감을 만든다. 사색적이며 사유적인 지점이다. 나는

그리기를 통해 이같은 지점에 도달하고자 한다. 사색의 감정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절제, 고요, 적막 그리고 고독함은 내가 사색을 통해 느끼는

주된 감정들이다. 그중 고독감은 주로 겨울 길을 산책할 때 빈번하게 마

주하게 된다. 봄에는 새 생명인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 싹들이 푸르러

진다. 녹음이 짙은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이파리들은 하나, 둘 옷을 갈

아입고 겨울을 준비한다. 마침내 겨울이 되면 이파리를 모두 잃은 나무

들이 추위 속에서 벌거벗고 서 있다. 이 장면은 소설이나 음악, 영화 등

에서 인간의 고독이나 슬픈 감정을 빗대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겨울이라는 계절은 차갑고 외로운 계절을 대표한다.

[작품도판4]를 보면 한가운데 가느다란 겨울나무가 쓸쓸하게 하늘을 향

해 서 있다. 주변에는 소나무와 다른 앙상한 가지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

고 있다. 이 풍경은 추운 겨울 작업실 뒤편에서 만난 장면으로 사람의

손이 많이 닿지 않는 야산이다. 이 그림이 유독 소산하고 고독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가운데 서 있는 앙상한 나무는 7-8월 한여름에도 저 모습

그대로 서있었다. 다시 말해서 생을 다한 죽은 나무이다. 죽은 나무는 생

명이 가득한 숲 사이에서 우뚝 서 있다. 몇 해가 지나고 그 장소를 찾아

보니 나무는 벼락을 맞았는지 쓰러져 없어지고 말았다. 인적이 드문 야

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서 있다 꺾인 저 나무는 이제 내 그림을 통해 기

억된다. 그림은 음악과 다르게 사실(fact) 형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

96) 슈베르트의 일기, 1824. 3. 27 (이안 보스트리지, 앞 책, 2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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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있다. <겨울나그네>

는 소설이다. 있을법한 허

구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덧입혀 사람들에게 드라마

를 소개한다. 하지만 [작품

도판4]를 비롯한 나의 그

림 전부는 사실 풍경을 대

상으로 기록하여 회화예술

로 발전시킨다. 자연의 있

는 그대로를 전제로 작업

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음악은 찰나의 예술이고

회화는 긴 호흡의 예술이

다. 예술가의 측면에서 보나 관객으로 보나 그렇다. 음악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레코딩이 발달하여 반복 재생이 가능해졌지만, 실황공연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연주장에 앉은 청중은 연주자와 함

께 긴장하고 풀어지며 음악을 만들어 간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짜릿한

감동이기에 응축된 감동으로 밀려온다. 이와 다르게 내가 다루는 회화는

긴 호흡의 예술이다. 음악가는 무대 위에서 단 한 번의 연주기회로 자신

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에 회하는 전시를 위해 수차례 반복된 그리기를

통해 수작을 만들어 낸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들은 마침내 전시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에 따라 길게는 몇 시간, 몇 날을

반복해 보면서 그림에 담긴 작가의 생각을 읽고 유추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을 빗대어 예술을 해석하고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지점들이 있지만, 회화와 음악은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함께 간다. 시

에서 출발해 음악으로 완성된 <겨울나그네>를 들으며 나는 스산한 겨울

풍경을 떠올린다. [참고도판14]는 바리톤 에그몬트(Max van Egmond,

[참고도판14] 에그몬트(Max van Egmond,

1936-현재)의 <겨울나그네> 앨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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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현재)의 <겨울나그네> 앨범 표지 이미지다. 이 그림은 독일 낭만

주의 화가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까마귀 떼가 있는 나무>의 부분 이미지다. 이처럼 많은 가수가 <겨울

나그네> 앨범 표지 이미지로 겨울 풍경의 사진이나 명화를 많이 넣는

이유가 바로 음악과 이미지의 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추운 겨울 고독한 방랑자가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는다. 나는 이토록

한 작품 안에 인생을 담아낸 예술을 찾아볼 수 없다. 시와 음악의 합작

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겨울나그네〉는 한 청년의 사랑과 이

별이라는 상투적인 주제로 인류 보편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 작품은

사랑과 절망, 환희와 죽음의 운명을 정제된 음악적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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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제된 풍경을 활용한 사색적 공간 표현

이번 장에서는 내 그림의 형식에 해당하는 정제된 풍경에 대해 알아본

다. 정제된 풍경은 사색적 공간을 구현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회화

의 평면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시킨 이 형식은 회화가 갖는 순기능을 실

천하고 보편성을 넘어 나만의 조형 형식이 가미되어 새로운 평면의 장을

연다. 정제된 풍경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공

간의 정제된 풍경이며 다른 하나는 색․형상의 정제된 풍경이다. 두 가

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면 비로소 하나의 정제된 풍경이 되고 이를 통

해 사색적 공간이 완성된다.

내가 명명하는 정제된 풍경은 빛에 의한 시도이다. 빛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해도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 반드시 희미한 빛이라

도 존재해야만 대상을 읽을 수 있다. 내 작업은 빛의 존재가 가장 뚜렷

한 역광에 의한 형식과 어둠을 밝히는 달빛에 의한 형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형식에 의해 제작된 나의 작품들은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

된다. 작품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작가로서 작

품 전체를 한눈에 보고 되짚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시를

통한 작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제된 풍경을 활용한 사색적 공간의

의의를 고찰하겠다.

1. 정제된 풍경의 의미

1절에서는 정제된 풍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정제된 풍경의 기반

에는 회화의 평면성이 전제된다. 회화의 평면성은 회화사 안에서 보편적

으로 다뤄지는 용어이다. 나는 이것을 압축된 공간이라고 재해석하여 서

술한다. 압축된 공간이라 함은 부피가 줄어 납작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평면적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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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풍경의 의미를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1) 압축된 공간의 평면

성, 2) 시·공간의 정제, 3) 색·형상의 정제로 구분지어 논한다. 시·공간의

정제와 색·형상의 정제는 내 그림의 완결인 정제된 풍경을 이루는 요소

이다. 두 요소가 합해졌을 때 평면성을 획득하고 마침내 정제된 풍경을

구현하게 된다.

1) 압축된 공간의 평면성

압축된 공간

나의 작품에서는 사색적 공간 표현이 주된 심상표현이며, 그 표현을

위한 장치로서 정제된 풍경을 그린다. 압축된 공간은 정제된 풍경을 뒷

받침하는 핵심 형식이다. 절제라는 나의 기질은 정제된 풍경을 통해 잘

나타난다. 이번 단락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압축된 공간은 절제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표현된 결과이다. 절제의 태도가 압축된

공간을 만들고 압축된 공간이 정제된 풍경을 완성 시킨다. 끝으로 정제

된 풍경은 사색적 공간 표현을 가능케 한다. 이로써 정제된 풍경의 의미

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축된 공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압축된 공간은 화면 위에 그려진 모든 형상의 역할이 동등한 상태로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평면의 장을 의미한다. 평면의 장이라고 하는 것

은 서양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시기 이후 대상의 재현을 넘어 화면의 평면

성이 강조된 회화 장르를 뜻한다. 압축된 공간은 시․공간의 정제된 풍

경을 설명하는 ‘생략’과 색․형상의 정제된 풍경을 실현시키는 ‘함축’이

결합 된 최종 결과물이다.

압축의 사전적 의미는 “눌러서 오그라뜨림. 즉 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그 용적을 축소시킴”97)의 뜻이 있고 다른 사전에서는 “물체에 압력을 가

하여 그 부피를 줄임. 또는 줄이는 일(compression), 일정한 범위를 줄이

97) 이희승, 앞 사전,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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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좁힘(constriction), 문장 등의 내용을 줄여 짧게 만듦. 요약하여 줄

임(condensation)”98)라고 정의 내린다. 설치나 조각이라면 모를까 회화

장르에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압축된 공간은 함축, 생략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먼저 함축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깊이 간

직하여 드러나지 아니함. 마음 속 깊이 품고서 쌓아둠”99) 또는 “말이나

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 풍부함. 의미가 심장함(implication), 깊이 간

직하여 드러나지 아니함. 마음속 깊이 쌓아 둠(keeping deeply)”100)고 한

다. 생략은 “간단하게 덜어서 줄임, 뺌”101)고 정의되어 있으며 다른 사전

에서는 “글이나 말 또는 일정한 절차를 짤막하게 줄임”102)라고 되어 있

다.

각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내가 압축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

유는 평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압축의 사전 정의 중 ‘축소시킴’, ‘부피

를 줄임’, ‘좁힘’ 등이 적절한 설명이 된다. 3차원의 공간을 2차원 평면으

로 가져오면서 의도된 납작한 공간을 만든다. 이때 손에 닿지 않는 무한

의 공간은 축소되고, 그 부피를 완전히 덜어내어 압축된 상태로 평면 화

면 안에 가둔다. 이 과정에서 함축과 생략은 요소가 된다. 풍부한 색감을

자랑하는 하늘의 색을 생략하여 여백으로 대신하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

는 나무 형상은 먹빛의 정교한 실루엣으로 함축된다. 함축의 핵심 의미

로는 ‘드러나지 아니함’이다. 진한 먹빛 실루엣 안에 자연의 소리가 들어

와 숨어있는 것이다.

나는 회화의 평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평면 회화

의 특징에 바탕을 두고 한 단계 진일보시켜 압축된 공간의 ‘정제된 풍경’

을 제작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압축된 공간은 ‘화면 위에 그려진 모든

형상들의 역할이 동등한 상태’로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평면의 장을 뜻

98) 국어국문학회, 앞 사전, 1662.
99) 이희승, 앞 사전, 3138.
100) 국어국문학회, 앞 사전, 2710.
101) 이희승, 앞 사전, 1545.
102) 국어국문학회, 앞 사전,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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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 1870-943)는 “회화란 전장(戰場)의

말, 나부, 아니면 어떤 일화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그려진 어떤 배열로

뒤덮인 평면임을 명심하라”103)고 그가 속해있던 나비파(Nabis)에 얘기했

다. 나는 형식적으로 회화의 평면성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했다. 농묵의 일정한 짙은

톤과 흰 여백의 대비는 ‘평면성’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으며 뚜

렷한 이미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현재의 정제된 풍경 시리즈가 있기 전 2011-2012년에 작업했던 그림

[작품도판5-7]에서는 평면회화의 과도기적 성격을 볼 수 있다. 그때는

평면 회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었으나 무의식중에 입력된 경험에 의

해 행해진 것으로 기억된다. 2012년도에 제작한 <묵경-창공만상>을 보면

현재의 그림들과 결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형식 및 소재가 등장한

다. 그것은 자연 이미지와 실루엣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대상이라고는 산

과 하늘뿐이다. 그림 하단 아주 낮게 깔린 산 능선은 널찍한 평붓을 이용

해 짙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었다. 산 능선은 엄격히 말해 바라보는 나로 하

여금 상당히 원경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은 농묵으

로 처리했으며 이것은 시각적으로 전혀 어색함이 없다. 과거의 색채 원

근법에 의한다면 이정도 거리의 원경은 명도를 낮추고 형상은 흐릿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먼 거리의 산 능선은 색채 원근법을 완

전히 무시한 채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 현상은 뒤로하고 보는 사람의

위치로 시점을 한정 지어 생각하면 산은 한눈에 측정 불가한 거리에 위

치해 있지만 그 산은 그 위치에 존재해 있다. 그 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깝고 먼 것은 비논리적인 얘기가 된다. 이차원 위에서는 모리스 드니

가 언급한 대로 ‘배열로 뒤덮인 평면’이 가장 호소력 짙은 발언이 된다.

즉 원근법을 철저하게 구현하여 복잡하게 그려진 도상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 겹의 레이어가 겹쳐져 평평한 화면 위에 차곡차곡 쌓여

완성된 평면 회화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환영에 불과

103)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열화당, 2003), 26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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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 <묵경-창공만상>, 2012, 광목에 수묵, 95x255cm

[작품도판6] <묵경-창공만상>, 2012, 광목에 수묵, 120x330cm

[작품도판7] <묵경-창공만상>, 2012, 광목에 수묵, 120x3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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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삼차원의 공간이 이차원의 평면으로 옮겨질 때 창작자의 손에 의

해 멀리 있는 산은 짙고 명료하게 그려짐으로써 공간감은 완전히 생략되

고 납작하게 압축된다.

회화적 납작함을 나는 ‘압축된 공간’이라 부른다. [작품도판5-7]의 <묵

경-창공만상> 그림에서 이미 압축된 공간의 단서가 보이지만 그 당시

그림을 보고는 압축된 공간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려진 산 능선을 제외

하면 대부분이 하늘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나는 거리감, 깊이감이 느껴

지도록 공간감을 살리는 표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구름의 형상들을 통

해 아련하게 원근감이 느껴지게 붓을 운용한 흔적을 볼 수 있고, 화면

상단은 짙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밝아지게 표현했다. 내려갈수록 밝아진

다는 것은 결국 공간의 깊이를 설명한 것이고, 눈에서 가까운 하늘로부

터 산 쪽으로 다가갈수록 깊어짐을 친절하게 말하려는 작가적 의도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그림에 등장하는 공간은 완전히 납작하게 표현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며 압축된 공간의 전 단계로 봐야 마땅하다.

<묵경-창공만상>시리즈 이후 2015년부터 작업하게 된 정제된 풍경

시리즈에서는 재료와 형식의 측면에서 모두 변화를 가져왔다. 재료적인

측면은 Ⅳ. 조형적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넓은 시야로 바라

봤던 세계는 구체적 특징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바라

보게 되었고, 구름형상과 빛이 존재했던 하늘 공간은 텅 빈 여백의 공간

으로 해석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던 산의 능선은 나무를 가까이에서 바라

보는 시점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여백처리 되면서 더 이상

공간에 대한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화면이 되었다. 하얀 여백은 그려

진 대상 뒤로 틈 없이 바짝 붙어있는 인위적 장치인지 아니면 손에 닿지

않는 무한한 공간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다. 그려진 형상 또한 원근

에 따라 약간의 크기 차이만 있을 뿐 색채 원근법 원리나 안개 낀 듯한

공간표현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근경의 나

무나 원경의 나무나 경중을 두지 않고 모두 화면 속에 동등하게 읽히는

대상으로 나타났다. 동등한 대상으로 읽힌다는 말은 원경이나 근경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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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인 생략과 묘사를 통해 그려졌음을 말한다.

거리 측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삼차원의 공간은 이차원의 평면 안에서 짙

은 농묵의 나무 실루엣과 흰 하늘 공간의 여백으로만 남게 되고 이것은

이내 공간감과 깊이감을 예측할 수 없는 납작한 회화, 즉 부피가 생략된

압축된 공간으로 그려진다.

비단 위에는 오로지 나무 실루엣과 비단 올이 그대로 보이는 흰 여백

뿐이다. 여백은 동양의 예술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언어이다. 이

것은 주로 동양의 시, 음악, 문학 그리고 미술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예술 표현 장치이다. 하나하나 채움으로써 완결시키는 형식과

다르게 비움으로써 끝을 알리는 고차원의 형식이다. 서양에서는 최근까

지도 화면을 비운 상태로는 완성이라 부르지 못했다. 흰색의 대상이 있

다면 흰색 물감으로 캔버스 위에 사람의 손길이 지나가야 마침내 완성이

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근래에 와서 미니멀리즘이나 엑션페인팅 등의 아

방가르드한 현대미술에서나 간신히 여백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백은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서양의 현대미술에서 수준 높은

영역의 예술적 표현으로 다뤄지며 평면 회화를 이루는 하나의 핵심 형식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찍이 동양에서 여백은 여운,

정취를 나타내는 회화 형식으로 대상을 성실히 그리는 것 이상으로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다. 화선지나 비단은 여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재료다.

인공적인 재료가 아닌 자연으로부터 얻은 이 재료의 표면은 굳이 채워

넣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바탕지

위에 대상의 일부를 그리고 많은 부분을 여백으로 처리하는 형식을 인물

화, 화조화, 산수화를 막론하고 다뤄왔다. 이런 고전의 형식인 여백은 내

그림에서 압축된 공간을 구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그

림에서 동양의 고전적 형식을 차용하면서 현대적인 회화 언어로 해석하

기 위해 여백과 대비되는 짙고 정교한 실루엣을 등장시킴으로써 현대회

화의 특징인 평면성을 획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회화의 평면성은 모네(Oscar-Claude M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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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1926)를 시작으로 세잔(Paul Cezanne, 1839-1906)과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를 거쳐 현대에 폴록과 베이컨과 같은 화가들에 의

해 이어져오며 발전했다.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가 주

장한 형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평면성, 오로지

시각 작용에 의해 직관되는 평면 회화는 얼마 가지 않아 그 한계에 직면

했다. 오히려 회화의 자유로운 표현들은 억압받고 비우고 비워 빈 캔버

스의 상태로 다다르는 사태에 이르러 회화의 고유한 영역을 잃어가는 듯

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이와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회화의 고유한 생명을 이어나갔다.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의 그림을 예시로 들어, 시각을 압도하

는 형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방식에 따라 평면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명명한 정제된 풍경은 바로 들뢰즈의 의견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실루엣과 여백의 대비로 인해 납작하게 붙어있는

평면성을 구사하며 자칫하면 비어 보일 수 있는 여백에 자연의 순수 조

형미를 엿볼 수 있는 나무의 실루엣을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그리기’라

는 회화의 원초적 행위를 잃지 않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정제된 풍경을 이루는 여백과 실루엣의 공통분모는 생략과 함축이다.

하늘의 오색찬란한 색은 하얀 비단의 여백으로 생략되었고, 나무의 구조

와 색은 먹으로 표현된 실루엣 안에 감춰져 함축되어 표현되었다. 나의

회화에서 생략과 함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마음속에 일렁이

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때로는 고독

을 떠올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회상하기도 한다. 압축된 공간은 간결한

화면 형식으로 정제된 풍경을 구현하고 정제된 풍경을 통해 사유적이며

사색적인 회화의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회화의 평면성

정제된 풍경은 압축된 공간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조형의식이자 내 작

품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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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 공간이란 화면 위에 그려진 모든 형상의 역할이 동등한 상태로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평면의 장을 의미한다. ‘평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시기 이후 대상의 재현을 넘어 화면의 평

면성이 강조된 회화 장르의 순기능을 뜻한다. 압축된 공간의 의미를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면 회화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 한계점에 대

해 이해가 필요하다.

전은선의 논문을 참조하면 그린버그는 20세기 이후 회화의 순기능을

인지하고 현대미술 속에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쓴 미국의 평론가

다. 그는 ‘평면성’을 회화의 매체 고유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필두로 회화

의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주장을 펼쳤다. 그린버그가 살던 시대의

회화는 이미 다수의 아방가르드한 예술 장르에 의해 압도되어 그 고유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린버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회화 그 자체의

이차원성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회화의 가치를 담보하고, 회화의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서의 역할을 구축해 나갔다.104)

동양의 산수화 양식과 서양의 풍경화 양식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꼽

자면 원근법을 얘기할 수 있다. 특히 르네상스 시기 서양화가들은 삼차

원의 실재하는 공간을 이차원의 평면 화면 위에 재현하기 위해 과학적,

수학적 기술들을 총동원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의거

해 거의 카메라 수준의 원근법을 구현해냈고 눈에서 가까운 것은 크게,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원근법을 법칙으로 삼았다. 수학과 과학, 의학을 넘

나들며 예술의 영역에서 가장 큰 자취를 남긴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원

근을 표현하는데 있어 크기에 차이를 두는 법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색채

원근법을 구현해냈다. 선 원근법만으로는 광활한 자연의 웅장함이나 깊

이감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자연 풍경을 통해 다 빈치가

연구한 결과 가까운 대상의 색채와 명도 채도에 비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색채와 명도, 채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 현상을 표현

104) 전은선, 「현대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확장적 탐구」,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논
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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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색채 원근법인데, 색채 원근법은 색채의 강약이나 명암의 톤의

변화를 통해 원근과 깊이를 표현한 것이다. 거리에 따라 대기의 상태, 즉

빛의 영향으로 인해 안개 낀 듯 점차 흐려지고 푸른색이 감도는 색채를

사용했으며 윤곽은 모호하게 흐려졌다. 다 빈치의 이런 시도는 이차원의

화면에 삼차원의 공간감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다. 그의 작

품 <모나리자>를 살펴보면 전면에 배치된 인물과 뒤로 물러난 풍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까이 위치한 인물은 명암 표현이 뚜렷하고 피부

색감이 빛을 받은 듯 상당히 밝고 맑은 느낌이다. 반면 뒤로 빠져나간

풍경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어렴풋한 자연의 이미지임을 암시하는 정도

로 그려져 있다. 바위나, 나무, 길 등 사용된 물감의 종류도 제한적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대로 형상 또한 모호하게 흐릿하다. 이로써 근경의

인물과 원경의 풍경 간의 거리감을 확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이차원의 평

면에 삼차원의 공간을 최대한 근접하게 재현해 내었다.

이처럼 선 원근법 및 색채 원근법은 재현이 큰 화두였던 르네상스시기

에 삼차원의 공간을 이차원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형식이

었다. 이는 회화의 깊이와 거리감을 해결하는 문제였으며 이후 사실주의

화가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한편,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자연의 기운과 생동함을 어떻게 화면에 담

아낼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화두였다. 수묵산수가 가장 성장했던 북송

시대 산수를 보면 거대 자연을 담아내기 위해 거비파적 산수가 그려졌으

며 화면 안의 그림을 보면 선 원근법에 의존하지 않고 색채 원근법과 유

사한 기법이 존재한다. 즉, 산의 깊고 웅장한 기운을 담기 위해서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려 내기보단 산과 산 사이, 산 중턱에 대상들을 생략하고

그윽하게 표현하여 안개 낀 듯한 느낌을 주어 웅장한 산세를 표현하였

다. 아울러 멀리 있는 대상은 담묵을 활용해 가까이 있는 대상에 비해

흐릿하게 그려 생략함으로써 거리감을 표현해냈다.

북송시대 산수화가 곽희의 <조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경에

있는 바위 덩어리와 소나무를 비롯한 산세는 실제 하는 것 이상으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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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고 명료하게 그려져 있다. 틈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며 산 중턱

에 위치한 절까지 상당히 세밀하

게 표현되었다. 근경인 화면의 아

래에서 중경인 화면 중간으로 시

선을 옮겨보면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림이 끊어져 보인다. 이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은 안개 낀

듯한 기법으로, 산 중턱의 허리를

생략하여 산세의 웅장함을 강조하

는 장치가 된다. 저 멀리 원경으

로는 대상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듯 담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양의 산수화에 나타나는 원근

법은 서양의 것과 다르다. 동양에

서는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과

삼원법 같은 법으로 대상을 입체

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바라보는 대자연의 깊이와 공

간감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치열한 연구가 눈에 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800년대 후반까지는 평평한 화면 안에 삼차원의

공간을 담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이어져 왔다. 원근법은 삼차원의 실물

을 더 사실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환영의 도구였다. 재현을

목표로 달려오던 서양미술사에서는 1864년 사진술의 발달과 함께 화가들

은 삼차원 공간의 재현에 관한 회의가 쏟아져 나오며 점차 회화적 순수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그린버그가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며 순기능을

재창한 것도 이 시기, 즉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1832-1883)로부

터 그 시작점이 되었다.

마네는 파리의 브르조아 가문 출신으로 아카데믹한 그림 공부를 했고

[참고도판15] 곽희, <조춘도>, 북송,

견본수묵, 158.1x108.3cm, 대만고궁박물

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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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그와 정 반대 지점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다. 마네는 자신

의 강한 개성에 몰두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아카데믹한 그림과 다른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고 좋지 않은 평을 쏟아

냈다. 그가 추구하는 회화는 매체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평면 회화의 특징을 솔직하게 제시함으로써 회

화 그 자체를 선보이려 했다. 마네는 대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을 어

떻게 똑같이 그릴까에 대한 고민은 미비했으며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사

물을 보고 인지했는지에 몰두했다.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예술 창작자

의 내면을 중시하고 표현하는 것이 마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며 그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미술 비평 30선』에서는 “그린버그는 마네의 그림들을 일컬어

회화가 그려지는 표면을 솔직하게 제시한 최초의 모더니스트 회화”105)라

얘기한다. 강경숙의 연구에 의하면 르네상스 이후 근대 회화에서는 어떻

게 평면적인 캔버스 화면을 강조할 것인가를 두고 화가들은 고뇌하였다.

르네상스를 거쳐 발전해온 원근법은 마네를 기점으로 점점 쇠퇴하기 시

작했다. 원근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의 시선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강

제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제시하게 된다. 마네를 비롯해 르네상스 이

후 세대에서는 이것이 완벽한 허구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

다.106)

영국의 예술 비평가 하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1968)는 원근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15세기에 개진되었던 원근법 이론

도 하나의 과학적 관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것은 단지 공간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가치를

지는 것은 아니다.”107) 또한 프랑스 현상학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

105) 중앙일보사, 『현대미술 비평 30선』, (중앙M&B, 1987), 67.
106) 강경숙, 「현대회화의 평면성 추구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
문, 2003)

107) Herbert Read, The Art of Sculpture, New York(Bollingen Series XXXV:3) and
London, 195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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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원근법에 대하여 “너비로부터

추종한 깊이는 결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다. 다시 말하자면 풍경의 경우 짧게는 1m, 길게는 수십km에 다다르는

깊이 적 공간거리는 화가의 경험에 의한 단순 직감으로 인해 원근법을

적용해 그리는 것인데 실제 그 거리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모

습으로는 알 수 없으며, 측면에서 봐야 그 거리를 유사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의 거리를 측면에서 측정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며 결국 원근법은 큰 오류가 있음을 얘기한다. 메를로 퐁티

는 이러한 관점에서 “회화의 역사란 우리의 실제적 경험을 결여한 인공

적 원근법을 열광적으로 추종한 역사”108)라고 비판한다.

이로써 원근법이 삼차원 공간을 이차원 공간에 담아낸다는 것을 전면

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는 원근법을 비판하는 동시에 회화

의 기능을 철학에 가장 근접한 영역으로 설명한다. 홍옥진에 의하면 메

를로 퐁티가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은 “화가는 어떠한 판단 없이 모든 사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09)고 말한다. 무엇보다 회화는 문

학이나 철학과 달리 텍스트로 형성된 예술영역이 아니며 시각적 전달 그

자체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보다 원초적이며 표현

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영역에 가

장 근접한 것이며 철저하게 주관에 의해 설명된다. 원근법을 비판한 메

를로 퐁티의 주장은 순수 회화 자체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이다. 텍스트

나 기능으로의 회화, 설명으로 호소하는 회화가 아닌 평면성을 극대화

시킨 이미지 자체로 존재하는 직관적 회화와 이어진다. 예를 들어 음악

은 아무리 표현적 형식이 복잡할지언정 귀를 통해 소리를 듣고 직관적으

로 반응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화 또한 어떤 단서에 의한 설명적 이해

가 아닌 오로지 회화의 표현 방식에 의해 시각적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으

로 반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평면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108) 홍옥진, 「메를로 퐁티의 존재론적 회화론」,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논문, 2018),
184-185.

109) 홍옥진, 앞 논문,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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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선에 의하면 그린버그는 회화의 매체적 본성으로 평평한 표면과

지지체의 닫힌 형태 혹은 틀의 존재, 물감의 속성 등을 예로 든다. 그러

나 지지체의 닫힌 형태 혹은 틀은 연극의 무대 위와 유사하고, 물감은

다른 시각적 형식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오직 평평한 표면만이

순수하게 회화의 순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차원적 평면성 하나만

이 다른 어떤 예술과도 공유하지 않는 유일한 매체적 조건으로서 회화에

서 독특하고 배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110) 김진엽에 의하면

“그린버그는 예술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외부의 규제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는 트로츠키(Leon Trotsky, 1879-1940)의 주장을 받아들였

다.”111)고 한다. 예술 장르를 감지하는 데 있어 시각적 선택 이외의 것은

모두 배제하고 정신적 자유와 순수하게 보는 것에 의존하는 회화와 그런

의미의 평면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긍정의 면과 함께 한

계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의 이론에 의거하면 재현의 기능은 이제 완

전히 상실한 상태로 평면 회화를 오로지 직관적 감각으로만 다루며 점점

추상과 아방가르드한 영역으로 좁혀져 갔다. 재현적 이미지 또는 구체적

형상은 언제나 순수 평면 회화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세계로부터

그 답을 찾고 의미를 도출시킨다고 본 것이다.

이미지의 해체에서 더 나아가 비어있는 화면을 평면의 아이콘으로 인

식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베

이컨의 회화에서 화면에 뚜렷한 이미지가 있다는 점에서 앞뒤 관계가 확

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이미지가 배경을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경과 후경의 구분을 넘어서는 평평함을 드러낸다고 언급

했다. 들뢰즈의 관점에서 베이컨의 회화는 형상을 보존하면서도 위계가

110) 전은선, 앞 논문.
111) 김진엽, 「새로운 라오콘 속으로 –그린버그의 미술비평에 대하여」, 『美學』,
26(199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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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7]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부분

[참고도판16] <고요한 풍경> 부분,

2020

나뉘지 않는 이차원의 평평한 화면을 보여준다. 결국, 그린버그가 주장한

추상적이며 아방가르드한 경계에서 벗어나 회화 평면의 표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주장인 것112)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회화가 지니고 있는 독자적

인 평면성이라는 장치를 살리는 동시에 평면 회화 속 표현의 자유를 극

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어서 내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면성에 대해 재료의 특성

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정제된 풍경은 공간의 압축에서 나타나는

평면성을 전제로 한다. 나의 그림에서 평면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료의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표현 형식이다. 이 중

재료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내가 작업에 사용하는 재

료는 오래된 전통 동양화 재료이다. 이 중에서도 평면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화선지(비단)와 먹이다. 이 재료들로 평면 회화를 구현할 수 있

는 이유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양의

재료 특징을 동양의 것과 비교하며 먹과 화선지(비단)의 특수성을 강조

하겠다.

112) 전은선, 앞 논문.



- 94 -

서양의 회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감’이라는 물질 자체를 회화 안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다시 말해서 물감의 질감, 두께, 붓질의 흔적 등이 회

화의 내용적인 측면과 별개로 표현 형식으로 고려된다. 유화나 아크릴화

는 캔버스 위에 발린 물감 자체로 두께나 질감, 밀도가 색채와 더해져

시각적 효과를 이끌어 낸다[참고도판17]. 나의 그림에 쓰이는 먹이라는

재료의 특성은 그을음과 아교가 합해져 만들어진다. 먹은 벼루위에 물과

섞여 곱게 갈아서 사용한다. 화선지나 비단은 작업 후 안료와 바탕지 안

정을 위해 배접을 한다. 이때 그려진 먹선 안에 작은 알갱이라도 남아있

으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벼루에서 먹을 갈 때 신중하게 갈

아줘야 한다. 먹이라는 것은 아크릴이나 유화같이 두께감이나 질감, 물질

감을 표현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비단이나 화선지 위에 그어진 먹 선을

보면 조금의 두께감도 찾을 수 없다. 먹 선은 바탕지와 하나가 되어 유

려하게 지나간다. 비단 표면에 납작하게 그어진 이미지는 압축된 공간을

형상화하고 정교한 실루엣으로 표현된 나무 형상은 여백과 대비되어 정

제된 풍경을 만든다.

나는 들뢰즈가 주장한 회화의 평면성에 공감하며 압축된 풍경을 제작

한다. 평면적 특징을 지닌 동양의 전통 재료를 활용하여 형상이 존재함

과 동시에 납작한 화면을 구사하여 회화의 평면성을 구현한다. 이는 내

고유의 정제된 풍경으로 재탄생 하며 회화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

는 계기가 된다.

2) 시·공간의 정제

나의 작업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정제된 풍경은 여백에 의해 구현된

다. 이번 단락에서는 여백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공간의 정제된 풍경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장 1절 3항에 언급한 시적 정취는 이번에 논

할 여백과 맞닿는 지점이 많다. 시는 기본적으로 생략과 함축에 의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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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장르로써 문학이나 철학과 다르게 은유적이고 운치 있는 형식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형식은 시적 정취라는 특수한 분위기를

구사하게 되며 이것은 생략과 함축에 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시공

간의 정제는 생략과 함축 중에서 생략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의 그림에서

생략은 여백으로 실천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생략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에서 일부를 줄

이거나 뺌’이라고 한다. 내 그림에서 여백은 명백한 하늘 공간이다. 하늘

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구름의 형태나 크기, 대기질의 상

태와 빛의 영향에 따라 하늘의 상태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 표현의

다양성이 풍부한 이 대상을 생략의 사전적 의미대로 ‘뺌’으로써 여백이라

는 동양의 회화적 툴을 끌어오게 된다. 여백처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은

깊이와 때를 헤아릴 수 없이 해석되며 열린 공간은 간결한 표현을 통해

정제된 풍경으로 이어지며 이 풍경 안에서 사색적이며 사유적인 정취를

취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여백과 시공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여백의 전통적인 개념을 선 연구하고 그 뒤를 이어 나의 그

림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백의 기능과 의미를 정제된 풍경에 의거하여 서

술하겠다.

여백 – 시․공간의 정제

손민달은 여백에 관하여 “대상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지 않음으

로써 얻게 되는 고도의 예술적 전략을 여백이라 한다.”113)라고 얘기한다.

여백은 유한한 대상을 이용하여 무한한 시공의 경지를 표현하는 장치다.

여백을 통해 유한으로 무한을 명시하는 것은 순간으로 영원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동양회화의 주요 특징이다. 조민환의 저서 『중국출학과 예

술정신』을 참고하여 보면 동양의 회화에서는 서양화에서 화면 전체를

다 칠하는 식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채움은 곧 비움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노장 철학의 예술론에 기반한다. 내부는 텅 비어 있지만 만물을 생

113) 손민달, 「여백의 시학을 위하여」, 『한민족어문학회』48(200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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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원기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같이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지배적

인 허, 무에 바탕을 둔 생명감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식

의 근원에는 서양인과 다르게 동양인의 공간인식 의도 즉 실이 그대로

허일 수 있고, 허가 다시 실일 수 있는 유기적 태도에서 시간을 내포한

공간에 대한 체험적인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114)고 말한다.

동아시아 삼국의 옛 그림을 보면 주제가 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배경

을 생략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송시대 마하파의 그림이나

남종문인화의 그림들을 보면 그려진 대상보다 남겨진 여백의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군자는 여백의 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간결한 필 몇 개로 그림이 완결된다. 사군자의 배경을 성

실히 채워낸다면 지금의 사군자로서의 명성은 이어 내려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군자는 대상을 제외하고 비우고 생략

함으로써 절개와 지조가 내면 깊숙이에서 발현되어 나온다. 이처럼 여백

은 동양의 예술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과 문화적 삶

자체를 대변하기도 한다.

여백은 그림을 그리고 남는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 붓에 의해 그려지

는 대상 혹은 세계는 붓이 닿지 않는 공간을 철저히 배려하여 고심 끝에

그려짐으로 공백의 공간은 짙은 먹색과 함께 때로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

지하고 때로는 화면의 경중을 나눠 가짐으로써 높은 격조의 그림으로 향

한다. 공간 배치와 여백에 관해 동양예술에서는 포치(布置)와 포백(布白)

이라 한다. 포치는 화면 위에 획에 의한 형체를 베푼다는 의미로 경영위

치에 해당하며, 포백은 화면 위에 백(白), 즉 공간을 베푼다는 의미이다.

포백은 서예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써 글자 간의 공백을 운용하는 것

을 얘기하며 큰 범주에서 여백관 관계가 있다. 글자를 써보면 필획의 관

계가 매우 예민하고 다루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 글자 안에서 획 간

의 간격이 넓으면 글자는 긴장감 없이 퍼져 보이게 되어 어그러지고, 간

격이 너무 좁으면 글쓴이의 마음까지 비좁아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114)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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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품격이 떨어지고 만다. 이처럼 포치에 의한 포백은 좀처럼 쉬운

단계의 예술 표현이 아니며 오랜 시간의 수련과 경험에 의해 비로소 체

득되어 발현되는 고도의 경지이다.

여백은 동양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으뜸이 되는 형식이며 나아가

동양인의 삶과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배경이 된다. 동양인으로서 삶

을 살아온 나에게 여백의 구현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일지 모

른다. 지금부터는 내 작업 세계에서 여백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나의 그림에서 여백은 형식상의 기능과 내용상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형식은 곧 시공간의 정제된 풍경으로 구현되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정

제된 풍경에 의한 시적 정취 발현을 의미한다. 시인 조지훈(1920-1968)

은 그의 책 「조지훈 전집2」에서 시와 생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

했다.

시 표현의 제1원리는 ‘생략’이다. 예술 일반의 공통한 본질은 혼돈의 질

서화이거니와 혼돈의 질서화에는 먼저 생략이 바탕이 된다. 시 형식이 다

른 문학과 구별되는 특질을 나는 복잡한 사상의 단순화라고 말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표현은 서술하고 증명하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짧고 함

축성 있는 생명 그대로의 최초적 발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115)

조지훈이 얘기하는 생략은 내가 서술하는 여백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여백-생략·함축-시적 정취 이렇게 3박자가 한 덩어리

로 고차원의 예술 경지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생략은 시공간

의 정제된 풍경을 표현하고 있으며, 함축은 색과 형상의 정제된 풍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적인 나무 실루엣은 흰 비단 위에 그려짐으로써 여백을 형성한다.

짙은 먹의 형상은 여백과 함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이차원의 평면

115) 조지훈, 『조지훈 전집 2』, (나남출판사, 199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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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위에 부피를 감춘 채로 납작하게 붙어있다. 실재하는 하늘 풍경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하늘은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데 빛의 변화

에는 시간이 작용하여 하루의 하늘 풍경을 다채롭게 만들어 준다. 인상

파 화가들은 이런 빛을 포착하기 위해 야외로 나가 빛에 의해 빠른 속도

로 변하는 풍경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시간대별로 기록하듯 그림

으로 남겼다. 그들은 자연 빛의 아우라를 손에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

으며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빛깔을 재현하기 위해 캔버스 위에 물감으

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끌어냈다. 사실상 이들은 보이는 풍경의

색을 그렸다고 하기 보단 느껴지는 인상을 물감을 활용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늘의 빛은 시간이라는 지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것은 아름

다운 풍경을 매혹적으로 제시한다. 하늘 풍경은 시간성을 내포하는 동시

에 공간에 대한 정보를 대량 포함하고 있다. 색채원근법은 이러한 풍경

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서 측량하기 어려운 넓은 하늘 공간 안에 떠다니

는 공기 속의 물질들로 인해 우리의 시야는 원근의 대상을 구분하여 보

게 된다. 색채의 명료함이나 형태의 명료함 그리고 명암의 명료함의 구

분이 흐려지고 이런 현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를 가늠하게 해준다.

특히 하늘 풍경을 프레이밍 하는 순간 빛에 의해 모서리는 어두워지고

빛이 가르치는 방향은 밝고 뿌옇게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며 이는 공간의

깊이감을 암시하게 된다. 이처럼 대상의 배경이 되는 하늘 풍경은 시공

간을 아우르는 정보력을 함의하고 있기에 풍경을 그리는 작가들에게는

훌륭한 소재로 인식된다.

이때 현대 회화의 키워드 중 하나인 ‘낯설게 다가가기’와 ‘평면성을 확

보하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큰 화두가 되었으며 전통 재료를

다루는 나의 작업이 현대적 회화 언어로 읽히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됨

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회화 언어를 구사하는 동시에 동양의

전통회화기법을 구사하는 것으로써 의미 있는 행위였다. 사실적인 나무

실루엣의 배경이 되는 넓은 면적의 하늘 풍경은 시공간을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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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여백으로써 자리 잡았다. 여백의 형식적 측

면은 이처럼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역할을 생략하고 시간과 공간의

깊이감을 좀처럼 예상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여백은 짙게 그늘진 나무

실루엣과 바짝 붙어 압축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시공간의 정제된 풍경을 구현해낸 여백

은 내용상으로는 관객과의 소통 역할로 의미를 지닌다. 관객은 어떤 그

림을 마주하던지 그 그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하기를 원한다. 이때

여백은 창작자인 나의 의도와 별개로 관객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

하여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부여한다. 여백은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대상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며 보는 사람에게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는 시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생략기법이 이끌어 내는 초월적인 경지라

할 수 있다. 이 생략된 공간표현은 관객의 능동적 참여로 인해 나와 관

객의 소통을 이끌어 내며 시적 감수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 김기주의 논문에 의하면 “마이클 설리반(Michael Sullivan,

1945-현재)은 중국의 화가들이 화면 속에 남겨놓은 넓은 공백은 보는 사

람으로 하여금 ‘상상 속에서 그 여백을 완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116)고 하며 여백과 사유, 사색의 관계를 밀접하게 말했다. 앞서 시

인 조지훈의 글에서 “시 표현의 제1원리는 생략이다 … 시의 표현은 서

술하고 증명하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짧고 함축성 있는 생명 그대로의 최

초적 발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117)라고 하였는데 나의 그림에서 여

백은 곧 시의 역할로 생략의 형식을 갖추고 친절하게 설명되는 그림과

다르게 관객이 자발적으로 다가와 생략된 여백 안에서 저마다의 답을 찾

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화면에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여운이 감도는 듯

한 공백의 부분”118), 즉 내가 여백이라 부르는 시공간의 생략은 시적 정

116)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찰Ⅰ」,『예술논총』, 6(2004): 160.
117) 조지훈, 앞 책, 105.
118) 김기주, 앞 논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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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느껴지는 정제된 풍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사유성을 획득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사색적 공간에 머물도록 한다.

3) 색·형상의 정제

시·공간의 정제에 이어 색·형상의 정제는 내 그림의 형식적 측면인 정

제된 풍경을 완결시키는 결과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간직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함축은 색과 형상의 정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생략과 다르게, 한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음을 뜻하는 함축

은 존재하는 색을 감추고 짙은 수묵의 정취로 표현하는 것과 맥락을 같

이하며, 복잡한 나무의 구조를 정교한 실루엣 안에 숨긴 채 뚜렷하게 존

재하는 나무 또한 함축적인 표현의 연장선이다. 함축은 생략과 함께 시

적인 정서를 고양시키는 기능을 하며 내 그림에서 사색적 공간의 정취가

풍겨 나올 수 있는 장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수

묵과 실루엣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묵은 내 그림의 주된 재료로써

색의 정제를 뜻하며, 실루엣은 형상의 정제를 얘기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수묵–색의 정제

이 단락에서는 수묵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회화에서 다뤄지는 일반

론적인 색과 무채색의 관계를 통해 색이 갖는 한계와 함축성에 대해 논

하고 색의 함축에 대해 수묵과 연관 지어 서술한다. 색의 함축은 곧 정

제된 표현으로 귀결된다. 동서를 막론하고 색과 형상은 회화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동양의 회화와 서양의 회화에서 다루는 표현 방식

은 크게 다르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색채학적 분석을 통해 광원에 의한

색채학에 기반을 두고 회화가 발전해 왔다. 반면 동양에서는 빛의 영향

을 적게 받았으며, 색채학적으로는 비색채적이라고 여겨지는 흑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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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등 무채색의 단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왔다.

먹색의 농담 변화는 동양회화의 특징으로 용묵(用墨)혹은 운묵(運墨)

을 통해 이루어지며 먹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회화 품평의 기준이기

도 했다. 왕야오팅의 글에 따르면 “먹은 그을음과 아교의 반죽에 의해

굳혀져 만들어진 단단한 것이며, 그 종류로는 송연묵(松煙墨, 소나무 그

을음으로 만든 먹), 유연묵(油煙墨, 기름을 태워 만든 먹), 칠연묵(漆煙墨,

칠을 태워 만드 먹) 등이 대표적이다. 먹은 모든 안료 중에 가장 변질되

거나 퇴색되지 않는 재료로써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역대의 회화작품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119) 고 말한다. 서양의 명화 중에 물감이 박락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동양의 것도 물감이 박락되는 경우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로 그은 선이나 먹의 흔적들은 화선지 깊이 스며

들어 변질되거나 박락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먹은 서양의 검정 물감

과는 비교 대상의 범주를 넘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자적이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안료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 수묵은 동양예술의 한 축이 아닐 수 없

다. 『수묵의 사상과 역사』저자 최병식은 수묵화에 대해 “수많은 색채

를 색채가 아닌 먹과 바탕의 여백이라는 극히 단조로운 현상만으로 무한

한 상징은 물론, 사유적인 현상과 아우라를 동반하면서 사의적이고, 관념

적 회화의 경지를 구사하고 있다”120)고 언급한다. 중국에서 수묵은 주요

문인들에 의해 중국의 회화사에서 이어져 왔으며 동시대에도 먹이 차지

하는 동양성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순수한 수묵화가 출현한 시기는 만당 시기이다. 이후 수묵과

수묵채색은 산수화의 근간이 되었는데 왕유에서 시작해 동기창에 이르기

까지 수묵은 항상 채색보다 고상한 위치에서 대우받으며 중국 회화사 안

에서 자리매김 해왔다. 장언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19) 왕야오팅, 『중국회화 산책』, 오영삼 역, (도서출판 아름나무, 2007), 69.
120) 최병식, 앞 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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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기가 퍼짐으로써 만상이 펼쳐진다. 현묘한 변화는 말없이 이루

어지고 신공만이 운용된다. 초목은 꽃을 피우면서도 단록의 채색은 필요

로 하지 않는다. 구름 · 눈 · 태풍은 분을 칠하지 않아도 희며, 산은 청색

을 더하지 않고도 푸르다. 봉황은 오색을 더하지 않고도 찬란하다. 이렇게

묵만으로도 오색이 찬란하다. 이렇게 묵만으로도 오색이 갖추어지는 것을

득의라 한다. 마음이 오색에 얽매이게 되면 물상은 어그러지고 만다.121)

완성된 산수화에는 오색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오색을 만들어 낸 색

은 오히려 현(玄)이다. 이 현은 바로 오색을 만들어 낸 모색(母色)이다.

수묵의 색은 꾸미지 않아도 현화(玄化)의 모색에 가깝다. 묵의 운용만으

로도 오색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묵색만 운용하여도 세계에 포함된 오색

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 세계 속의 오색은 현으로써 귀결됨을 말

한다. 서복관은 “수묵이 가장 현에 가까운 소박한 색이며, 모든 색을 초

월한 색의 모(母)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수묵의 출현은 예술가의

자연의 본질에 대한 추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122)고 수묵에 대해 말

한다.

수묵은 오색을 갖출 수 있으므로 묵채(墨彩)라 불리는데 나는 이러한

묵의 다양한 운용을 과감히 버리고 짙은 농묵으로 함축시켜 그림에 사용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먹의 참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는 먹색의

다양한 표현과 기법으로 그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나는 한 단계 진

일보하여 고전적으로 답습되어 오던 방식과 다르게 동시대적 회화 언어

구현을 위해 다른 시도를 한다. 전례와 같이 다양한 먹의 단계를 구사하

지 않고 역광에 의해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은 나무의 실루엣처럼 한 톤

의 먹색으로 화면의 소재를 차분하게 그려낸다. 수묵의 변화를 주지 않

음은 물론이고 색은 일체 사용됨이 없다. 찬란한 자연의 색은 모두 검고

짙은 먹빛 안에 함축되어 정제된 색을 획득한다. 현상학적으로 역광의

검은 실루엣을 그리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형상과 색채에 대한 나의 주

121)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권덕주 역, (동문선, 1990), 289.
122) 서복관, 앞 책,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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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생각이 짙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형태와 색채는 미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이때 대상

의 형태는 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객관성을 많이 확보

한 상태의 것인 반면 색채는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인식되는 정도가

매우 다르고, 보는 사람의 주관이 뚜렷하게 개입되어 객관적으로 색을

인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 내린다. 물론 짙은 색인 검정색도 미묘한 차

이가 있으므로 특정한 검정색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상징적인 측

면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시각체계에

는 색채를 인식하는 범주에 큰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색을

부정하며 짙은 먹색으로 정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소책자에 나온 다음 문장은 우리의 시각을 분명하

게 분석해 주고 있다.

형태는 절대적이다 … 반면에, 색깔은 완전히 상대적이다. 작품을 제작

하는 동안, 모든 색깔은 다른 곳에 무엇을 첨가함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따뜻한 색깔이었던 것은 다른 장소에 더 뜨거운 색깔을

칠하게 되면 차가운 색깔로 변해버리고, … 모든 붓질은 그때그때의 효과

를 감안해서 가해지면 안 되고, 미래에 나타날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즉

그 후에도 가해질 그 모든 붓질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후에 가해야 하는

것이다.123)

세계는 온갖 색으로 현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은 색을 가지고 있고 그 색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한다. 색의 범람으

로 얻어지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다. 보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기도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주변 상황에 의해 지각되는 색은 절대적일 수 없

는 것이다. 철저히 주관에 의해 읽히고 기억되며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

면 한 사람의 기억 속에는 대상의 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 오히려 특

123)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 책,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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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 대부분의 사람

들이 나뭇잎은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다. 시간

에 따라 빛을 반사하는 나뭇잎의 색은 실로 다양하고 찬란하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저 초록색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색에 대한

이런 오류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나의 작품에서 주관성

이 뚜렷한 색은 한 톤의 짙은 농묵으로 함축되어 대상의 실루엣으로 표

현되고 이것을 일컬어 색의 정제된 표현이라 부른다. 고유한 색이 존재

할까? 이런 질문은 미니멀한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는 이분법적 색상 활

용으로 이어져 정제된 색으로의 흑과 여백으로의 백의 강한 대비를 이룬

다.

색의 정제된 표현은 앞서 살펴본 여백을 활용한 시공간의 정제된 표현

과 함께 생략 · 함축 기법의 연장선으로 사색적 공간의 운치를 형성하는

장치가 된다. 오색 빛깔 색을 총동원해 공간감과 깊이감을 살리는 대신

농묵을 선택하여 부피는 줄고 원근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생략된다. 이

것은 여백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정제된 색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감춘다. 이것은 여백과 같이 관객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

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림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불러낸

다. 나의 그림은 형상이 뚜렷하고 사실적인 형식으로써 자칫 균형을 잃

으면 설명적인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런 예민한 경계에서 색의 정제된

표현은 회화적 단조로움의 위기에서 벗어나 시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사

색의 시간을 가능하게 열어준다.

정제된 색 표현은 수묵의 세계를 만들고 평면 위에 그려지는 짙은 톤

의 수묵은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교한 실루엣 세계를 구현해낸다.

여백과 수묵은 정제된 풍경을 완성해 나간다. 결국 이 둘이 결합하여 관

객에게 정신적 해방감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일상에서 미처 발견

치 못한 인생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부여한다. 나는 흑백의 간

결하고 절제된 단조로움 안에서 사색적 공간을 떠올리고 마침내 사색적

공간에서 시적이며 사유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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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형상의 정제

평론가 이건수는 내 그림에 대해 “본질을 비추는 농묵의 실루엣”124)이

라는 평을 남겼다. 나는 짙은 먹으로 정교한 실루엣을 남긴다. 실루엣은

많은 정보를 정제시켜 간결한 형태로 귀결된다. 간결하고 정교한 실루엣

은 자연이라는 본질을 고요히 바라보게 한다.

“실루엣(Silhouette)은 불어식 표기로써 18세기에 절약을 강조했던 프

랑스 재무장관 에티엔 드 실루엣(Étienne de Silhouette, 1709-1767)의

영향으로 인물의 윤곽 내부를 검게 칠한 초상화가 등장하였고 이를 '실

루엣'이라 불렀다.”125) 이후 실루엣은 많은 분야에서 다뤄지며 하나의 표

현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실루엣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함축됨으로써

숨겨진 대상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며 이것은 형상의 부피와 세

부표현을 압축시키고 납작한 화면을 구현한다. “연극이나 패션쇼 등의

무대에서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자 할 때 종종 실루엣을 활용하여 다

양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루엣이 갖는 특징적인

효과를 활용해 관객에게 뚜렷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다뤄진

다.

미술 분야에서도 실루엣 표현은 단순하고 명료한 조형적 특성과 상징

성으로 인해 빈번히 사용되어왔다.”126) 전통적으로 동서양의 회화 표현

양식에 있어 음양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빛과 그림자로

대상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세계를 인식하여 회화로 구현해내는

서양과 달리 동양의 관점에서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회화의 주

된 목적으로 삼아 빛과 그림자 탐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선(筆)으로

써 획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본질을 명료하게 인식한다고 여겨왔

다. 여기서 언급되는 동양의 선적인 요소들은 비록 서양의 언어로 풀이

되었지만, 실루엣과 연결 지어 설명되어 진다. 서양에서는 특정 유파에서

124) 이건수, 《미루展》, 동덕아트갤러리·공아트스페이스, (동덕아트갤러리, 2018), 5.
125) “실루엣”, 두산 백과, 검색일 2021.05.0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126) 유지현, 「실루엣에 의한 내면의식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석사논문,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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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8] 모네, <인상, 해돋이>, 1874, 캔버스에 유

채, 63x48cm, 마르모탕미술관 소장

두드러지게 실루엣적인 형식이 그려지거나, 풍경의 일부분에서 실루엣의

특징이 나타난다. 실루엣 표현의 효과는 공간감이나 깊이감을 축소시키

고 직관적으로 평면 회화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한다.

과거 인상주의 화가를 대표하는 모네의 <인상, 해돋이> [참고도판18]그

림을 보겠다. 이 그림은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모네의 고

향 르아브르 항구의 풍경이다. 화면을 살펴보면 중간의 역광으로 처리된

작은 배가 떠 있고, 그 뒤로는 뿌연 안개 속에서 붉게 물든 해가 떠오르

며 오렌지 빛을 물 위에 반사시키고 있다. 원경에 있는 항구 모습의 형

체나 색채는 희미하고 흐리게 처리되었다. 원경의 풍경 역시 희미하지만

실루엣으로 표현되면서 화면의 깊이가 거의 사라져 평면으로 읽힌다. 진

중권은 이 그림에서 실루엣 표현은 원근법을 억제하고 깊이를 약화시켜

삼차원의 공간감을 포기함으로써 이차원 평면의 느낌을 확대시켜 준다고

말한다.127) 선과 여백에 의해 구현되는 동양회화와 달리 서양회화에서는

회화적인 붓 터치에 의해 면으로 모든 세계가 처리된다. <인상, 해돋이>

127) 진중권, 『서양미술사 인상주의편』, (휴머니스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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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실루엣 처리로 인해 평면성은 획득하였으나 캔버스 위 특유의 붓

터치와 색감으로 꽉 채운 화면은 정제된 풍경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있

다.

반면 동양에서는 간결한 선과 그로 인해 남겨진 여백으로 대상을 인식

하고 그렇게 그어진 선과 여백에 의해 회화가 완결되었다. 중앙대 김백

균 교수는「동양회화에 있어서 선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양회화가 ‘선의 예술’이라는 명제는 일차적으로 ‘선(筆)’이 회화의 주

된 표현양식임을 뜻한다. 동양회화에서 선은 표현형식에 있어서 대상의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이다. … 회화의 창작은 크게 두 가지 커다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상의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표현에 관한 것이다. …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세계에 대한 직관적 표

현의 방법으로써 선은 동양회화의 중요한 전통을 이루고 있다.128)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로부터 동양의 화가들은 선으로써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치려 했으며 선으로 회화적 이상세계를 화면에 구현하고자 노

력했다. 즉 그들은 회화 인식 기저에 선으로써 삶을 기록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명나라 말기에 이탈리아 예수교

선교사로 중국에 왔던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는 “중국 그

림은 양(陽)만을 그릴뿐, 음(陰)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서양회화

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동양의 그림을 이해했지만, 애초부터 동양에서는

빛에 의한 표현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 다만 선을 이용해 대상이 지닌

형상의 구조를 그릴 뿐이다. 대상이 지닌 형상의 구조는 윤곽선에 의해

드러나므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윤곽선, 즉 실루엣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백균은 선에 대해 “동양의 회화는 대상의 윤곽선을 긋는 것

으로 시작해 윤곽선을 긋는 것으로 회화의 맺음을 짓는다.”129)고 정의 내

128) 김백균, 「동양화에 있어서 선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현대미술학회』,
7(2003),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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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9] 민영익, 〈묵란도〉, 조선, 지본수묵, 73x13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린다. 이 윤곽선 다시 말해 실루엣적인 표현은 특히 사군자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김은집은 “사군자는 언젠가 달밤 창호지에 비치는 대나

무, 매화나무 그림자를 보던 선비가 그 그림자를 먹으로 베껴 그리면서

탄생했다는 설이 있다.”130)고 주장했다. 달빛에 의해 창호지 위에 형성된

대나무 그림자는 그야말로 형상이 압축된 실루엣 그 자체이다. 명징하게

떨어지는 대나무 실루엣은 화선지 위에 농묵을 사용한 간결한 선에 의

해 허구성 짙은 사실적인 대나무 형상을 획득하게 된다. 몇 번의 획에

의해 그려진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백으로 남아 상상의 여지를 제공

한다. 대나무의 세부적인 형상과 실제 색을 모두 구현해서 재현하듯 그

려진 그림에 비해 사군자 형식의 대나무 그림에서는 보다 더 사색적이며

시적인 분위기가 풍긴다. 그런 연유로 문인들은 사군자와 함께 시를 향

유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군자를 현대회화 언어로 재해석한다면 대

129) 김백균, 「선적(線的) 사유」, 『현대미술학회』, 13(2009), 191.
130) 오대(五代)때 이씨부인(李氏夫人)이 창에 비친 달밤의 대나무 그림자를 먹으로 그렸
는데 다음날 보니 생동감 있고 품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씨부인을 묵죽화의 태두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은집,『수묵화의 이론과 실기』, 예림, 199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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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배경의 관계로 보나 함축된 형상과 색으로 보나 납작한 평면회화,

즉 압축된 공간의 정제된 풍경으로 읽혀질 여지가 충분하다.

나의 그림에서 표현된 실루엣은 면으로 존재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선

으로써 존재하며 전통 동양회화의 필획을 다루듯 운용되었다. 사군자만

이 아니라 수지법에서는 선을 활용하여 나무를 표현하는 방식이 자세히

나온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수지법과 사

군자 등의 선을 이용한 나의 그림에서는 선=실루엣이 성립되어 전통에

기반을 두고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루엣은 복잡한 나무의

구조, 앞뒤, 공간감, 깊이 등을 모두 짙은 그림자 안에 함축시키게 된다.

설명되어 질 만한 많은 요소가 단숨에 함축되어 고요한 침묵을 형성한

다. 이렇게 형성된 나무 이미지는 형상의 압축을 통해 여백과 함께 완전

한 평면 회화로 거듭나고 이것은 정제된 풍경으로 완결된다.

백(白)에 대하여 동양의 여백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한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흰색은 가능성에 차 있는 침묵’이라

하였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여백이라는 예술적 장치의 의미를 높이 평가

하여 여백의 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 서양화가인 칸딘스키는 이러

한 흰 화면의 부분을 일컬어 ‘가능성에 차 있는 침묵’이라 언급했다. 나

의 그림에서 여백은 그 어떤 그림에서 보다 눈에 띄게 드러난다. 여백이

란 것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음으로써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띈다

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바로 짙은 나무 실루엣이다. 대상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의 그림

에서는 시각적 분산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화면상에 설명되는 내용은

많아지고 관람객은 그 화면 안에 성실히 설명된 내용 안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나의 그림에서는 나무 형상이 모두 한 톤의 짙고

정교한 실루엣으로 처리됨에 따라 화면상에 읽히는 것은 흰 여백과 검은

나무 형상뿐이다. 따라서 여백은 실루엣을 강조하고 실루엣은 다시 여백

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해져오는 풍경화나 산수화를 생각하면 나무 또는 풍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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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은 대체적으로 화면의 저 끝 가장자리나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다.

화면의 하단이나 중앙에는 그림의 주제가 되는 수목과 인물, 건물 등이

화려하고 다채롭게 그려져 있다. 그 너머로 멀어지는 풍경을 표현할 때

대상을 생략 및 함축하여 실루엣으로 적당하게 표현하여 관객의 시각을

최대한 사로잡지 않도록 표현되어 있다. 나는 화면에서 철저하게 소외받

는 형식으로 취급되던 원경의 실루엣을 화면 전면으로 끌어당겨 부각시

키고 확장하여 그것을 독립된 세계로 재탄생 시킨다. 멀어진 대상에 대

한 동등한 표현으로써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흑백의 강한 대비가 주를 이루는 작품과 관객 사이에는 편안한 긴장감

이 감돈다. 생략과 함축으로 이뤄진 정제된 풍경 이미지는 관객에게 먼

저 다가가기보단 관객이 이미지를 향해 다가오게 만든다. 멀리서 보면

희고 검은 여백과 실루엣으로 보이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교한 실루엣

안에 감춰진 선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곧이어 여백과 실루엣으로부

터 얻게 되는 시각적 공허함으로 인해 관람자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

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고독감과 쓸쓸함,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동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멜랑콜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은 사색적 공간에서 발현된다

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의 정취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백에 의

한 시공간의 정제된 표현, 수묵에 의한 색의 정제 그리고 실루엣에 의한

형상의 정제된 표현을 통한 것이다. 정제된 풍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색

적 공간은 특정한 분위기의 감정을 발생시킨다.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사색적 공간 표현의 유형에서는 역광에 의한 정제된 풍경과 달빛에 의한

정제된 풍경에서 창작자인 내가 느끼는 숭고, 경외, 향수, 고독의 감정들

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111 -

2. 정제된 풍경의 유형

정제된 풍경은 ‘빛’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번 절에서는 빛과 정제된 풍

경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나의 작업에서 사색적 공간이 어떻게 구현되

는지 고찰해보겠다. 나의 그림은 흑백의 조화인데 역설적이게도 빛의 작

용에 의한 것이다. 작업과정에서 어떻게 연출하느냐의 문제로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나는 빛을 하얀 여백으로 상정한다. 다시 말해 순

백의 여백은 빛으로 가득 찬 하늘 공간이다. 한편 어스름한 풍경은 달빛

에 의한 분위기를 정제된 풍경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정제된 풍경을

역광․달빛 두 유형으로 나눠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심리 표현을 글로

정리한다. 이로써 사색적 공간에 의미가 담긴 작품의 유형 분석이 이뤄

지고, 이어서 전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변화되어온 과정을 논하겠다. 결과

적으로 정제된 풍경을 통한 사색적 공간 표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짚어

보게 된다.

1) 역광에 의한 정제된 풍경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빛이란 생명을 드러

내는 것 중의 하나이다. 낮에 활동하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모든 활동을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빛은 시간과 계

절이란 한 토막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해준다. 빛은

모든 감각들 가운데서 가장 눈부신 경험이다.”131)라고 빛에 대해 설명한

다. 내 작업의 주제는 역광, 큰 범주에서 보면 빛이라는 요소를 통해 시

작된 연구다. 역광에 의해 나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실루

엣은 생략과 함축을 통해 정제된 풍경으로 나타난다.

나는 역광의 풍경으로부터 경외심을 포함한 잔잔한 숭고함을 느끼곤

131) 루돌프 아른하임, 『美術과 視知覺』,김춘일 역, (미진사, 199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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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정제된 풍경을 통한 사색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감정 표현이

다. 이 단락에서는 빛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빛에 의한 숭고함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현상들을 살핀 후

나의 작업을 예시로 구체적인 역광에 의한 정제된 풍경과 사색적 공간

표현에 대해 서술하겠다.

르네 위그는 “빛은 어두움이 있어야 존재한다. 빛과 어두움은 상대방

이 소멸해야 나타나고, 백과 흑, 생과 사, 낮과 밤이라는 본능적인 상징

체계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선과 악을 상징하기도 한다.”132)라며 빛에 대해 언급한다. 일찍이 예술에

서 빛은 단순히 밝고 어두움의 역할을 뛰어넘어 회화, 조각, 사진, 건축

등 조형예술 장르에서 주요한 작품 소재이자 최대의 연구 대상이었다.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는 그의 저서 『예술과 환영』에서

“가시세계의 여러 가지 양상 가운데서 화가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빛의

양상이다.”133)라고 얘기하였듯이 특히 서양의 회화에서는 시대마다 빛의

역할이 각기 다르게 발전해 왔다. 한영숙의 박사논문에 의하면 신 중심

의 시대였던 중세시대에 빛은 종교적 의미로써 신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

회화에 있어 빛과 그림자를 사용해 사물의 입체감을 사실적으로 표현

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빛은 회화적인

색채 연구에 집중되기 보다는 현상을 재현해 내는데 주로 연구되었다.

이후 바로크 시대에는 빛 표현의 형태가 완성형으로 다가갔다. 카라바죠

(Caravaggio, 1565-1609)와 렘브란트라(Rembrandt, 1606-1669)는 ‘빛의

화가’라 불리울 만큼 빛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

는 화가들이며 빛을 연출하여 극적인 화면의 효과를 주는 등 빛을 효과

적으로 다루었다.134) 이 후 과학의 발달과 카메라 발명으로 근현대 미술

132) 르네 위그, 『예술과 영혼』, 김화영 역, (열화당, 1994), 114.
133)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 책, 59.
134) 한영숙, 「빛을 담은 그릇」,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박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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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빛은 단순히 재현의 도구가 아닌 매체 자체에 대한 다양한 실

험과 결과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에서는 빛에 의한 회

화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나의 작업에 대한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역광은 빛 현상의 한 종류로써 극적이고 상징적

인 상황을 연출함으로 회화, 사진, 영상 등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역광을 마주했을 때 사람이 받는 감정적 동요는 ‘아름다움’

보다는 ‘숭고함’과 ‘경외심’을 비롯한 다소 무게감이 느껴지면서도 사색감

이 짙은 영역이다. 경외심을 수반하는 숭고함은 아름다움에 비해 훨씬

더 매혹적인 마음의 현상이며 이 감정의 영역은 인생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존적이며 때로는 종교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경험상 장엄한 자연 현

상을 마주했을 때 감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압도당하는 공

포심을 느끼곤 한다. 아기자기한 풍경이나 절경, 아름다운 들판에서 느껴

지는 감정과 다르게 해질녘 또는 동틀 때 강렬히 마주하는 역광의 순간

에는 말로 마땅히 형용할 수 없는 숭고적 경외심이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른다. 숭고함은 역광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내게 다가온 최상의 고상

한 경험이다. 그 순간의 인상을 회화로 재현함으로써 그림을 통해 숭고

와 경외심을 포함한 유사한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숭고에 대하여 처음 언급된 자료는 룽기누스(Cassius Longinos,

217-273)가 저술한 논문 『숭고에 관하여(on the Sublime)』이다. 그의

저술에 따르면 “숭고의 어원은 격정적으로 솟아오르는 영혼의 고양을 지

칭하는데 쓰던 그리스어 Hypsos”135)이다. 룽기누스의 이론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를 거쳐 숭고미학의 한 획을 그은 임마

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숭고함

의 감정은 때로는 어떤 전율이나 우울함을,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고

요한 경탄을,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숭고한 평원 너머로 펼쳐진 미

135) 이초린, 「추상 회화에 나타난 숭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논문,
2020, 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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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까지도 수반한다.”136) 최욱미의 박사논문에서 예술의 숭고적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이 숭고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예술작품이 숭

고한 내용을 소재로 삼아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근원적인 자연이나

혹은 절대자의 초월성을 다루거나, 또는 예술작품 자체가 숭고를 이야기

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숭고한 것, 숭고한 주제 혹은 숭고의 경험을 다루

는 것이고, 후자는 작품 자체가 숭고의 경험을 야기하는 대상이다.137)

전자와 후자의 경향을 작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숭고한 내용, 대

상을 회화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화가 윌리엄 터너(J. M William Turner,

1775-1851)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이며, 후자에 속하는 작품 자체를 숭고한 대상으로 만들어 내

는 작가로는 바넷 뉴만(Barnett Newman, 1905-1970)과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1903-1970)를 예로 들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화가 터너와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낭만주의 특유

의 분위기를 담아내 숭고함과 웅장함, 경외심을 표현한 화가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반면 미국 출신의 뉴만과 로스코는 철저히 의도적

으로 화면에서 형상을 지우고 오로지 분위기와 느낌만을 의지해 회화 자

체가 고독감과 쓸쓸함, 숭고함을 넘어서는 비극적 감정 체험을 줄 수 있

도록 제작하였다. 터너는 자연광의 영향이 물감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온

듯한 특유의 색채를 구사하여 평온하면서도 차분한 풍경을 그리는 동시

에 자연의 거칠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 인간의 내면을

압도하기도 한다.

1812년에 제작된 윌리엄 터너의<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하니발과 그

136) 임마누엘 칸트,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이재준 역, (책세상,
2005), 16.

137) 최욱미, 「리오타르의 숭고 미학과 뉴만 회화」, (중앙대학교 철학과 박사논문,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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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0] (좌) 윌리엄 터너,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하니발과 그 군단>,

1812, 캔버스에 유채, 146x237.5cm, 테이트갤러리 소장

[참고도판21] (우)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 까마귀 떼가 있는 나무>, 1822,

캔버스에 유채, 73x59cm, 르브르박물관 소장

군단>에서 나타나는 화면 구성과 내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멎

게 하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역광에 의한 화면 전체는 스산하고 음울

하다. 눈보라치는 알프스 산맥에서 군단들은 하염없이 작은 존재로 느껴

지고 보는 사람마저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도록 한다. 거대한 폭풍과 대

조되게 인간은 매우 작게 그려지며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표

현되었다. 역광에 의해 더욱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이 그림은 숭고한 자

연 현상을 소재로 그림으로써 숭고를 담아냈다. 또 다른 낭만주의 화가,

독일의 프리드리히는 터너에 비해 작품 전반에 걸쳐 숭고미와 멜랑콜리

함이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정신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섬세하게 풀어나

가는 프리드리히의 그림에는 특히 역광에 의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연출

되며 대체로 어두운 색감의 계열로 그려진다.

프리드리히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13세 때 눈앞에서 동생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목격한다. 이러한 프리드리히의 삶의 비극적 경험

은 그림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그림에서는 숭고함과 동시에

엄숙하고 우수하며 종교적인 정신성마저 느껴진다. 1822년에 제작된 그

의 작품<까마귀 떼가 있는 나무>는 역광에 의해 나무와 까마귀 떼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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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엣의 느낌으로 화면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참나무

와 까마귀 떼는 보는 것만으로도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구불구불

비틀어진 참나무 주변을 맴돌거나 가지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는 죽음과

암흑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객의 시선에는 그런 어두움만 존재하

지 않는다. 실루엣의 뒤 배경으로 붉은 태양 빛이 실루엣 사이로 흘러나

온다. 삶과 죽음이 대비돼 보이는 연출은 우울하거나 스산하기만 할 수

있는 상태를 숭고한 경지로 끌어올린다. 이렇듯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숭

고함과 멜랑콜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의 전형이

라 할 수 있다.

나의 작업 정제된 풍경에서 역광에 의한 숭고를 실천하는 방식은 터너

와 프리드리히와 같이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숭고한 주제 혹은

대상으로부터 숭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회화로 표현함으로써 숭고

미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편 작업을 풀어가는 방식이 나와는 상이하지만

숭고적 개념을 회화로 풀어낸 대표적 작가 뉴만과 로스코는 누구보다 철

저하게 형상을 통한 재현의 법을 벗어나고자 했다. 자신들의 회화에서

형태를 유추할 어떤 단서도 허용하지 않으며 철저히 추상으로써 미적 환

원을 고려했다. 그들은 오로지 색채나 색면, 구성이나 배치 등의 문제만

생각했으며 뉴만은 대상을 재현하려는 순간 진정한 숭고의 감정을 잃는

다고 판단했다. 뉴만은 숭고에 대해 “절대자와의 관계를 표출하기 위한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138)이라고 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오로지 숭고함

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끌고 나갔다. 로스코는 “나는 재현에 관심이

없다. 비극, 황홀경, 운명같이 근본적 인간 감정의 표현에만 관심이 있

다”139)라고 자신의 회화를 대하는 태도를 밝혔다. 이렇듯 로스코는 화면

의 크기와 색채, 관람자의 공간 등을 고려하여 그들이 작품 속에 완전히

138) Newman, “The Sublime is Now”, in: Barnett Newman-Selected Writings and
Interviews, edited by john P.O’Neil, Text Notes and Commentary by Mollie
McNickle, Introduction by Richard Shif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171.

139) Teshuva, J. Baal, Mark Rothko, Taschen, New York, 20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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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2] 뉴만, <Eve>, 1950,

캔버스에 유채, 75x53cm,

테이트갤러리 소장

[참고도판23] 로스코, <무제>,

1954, 캔버스에 유채, 206x188cm

몰입하기를 바랐으며 그를 통해 경외감, 도취, 숭고함을 극대화하려 했

다. 이처럼 뉴만과 로스코는 빛에 의한 자연 현상으로 숭고함을 표현하

지 않았지만, 그들 자신의 작품 자체가 숭고한 대상이 되길 바라며 인간

본연의 감정에 내재 되어있는 극한의 감정을 숭고한 감정으로 끌어내고

자 했다.

최욱미는 자신의 박사논문에서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는 숭고를 표현해야하는 예술이 떠맡아야 할 과제는 아리스토

텔레스가 말한 ‘고양(elevation)’이 아니라 ‘긴장강화(intensification)’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예술은 감정 이입을 통해 감상자에게 카타르시

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 상태를 줌으로써 숭고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40)라고 하였다.

한편 숭고는 아주 거대하거나 장엄한 것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오

140) 최욱미, 앞 논문,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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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매우 단순하고 간결할 것 극도의 작음 또한 마찬가지로 숭고의 감

정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고요속의 침묵은 번

잡하고 화려함보다 고차원적인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 낸다. 침묵은 요란

한 것과 달리 많은 것을 담아낸다. 여백과 유사한 기능으로써 침묵의 시

간은 내면의 깊은 성찰을 가능케 하고 내면으로부터 어떠한 감정을 만들

어내 사유하게 한다. 이렇게 고요한 사유의 과정 안에는 숭고함이 잔잔

하게 깔려있고 형언할 수 없는 인생감을 맛보게 한다. 나의 작업에서 침

묵은 곧 여백이며, 긴장감은 여백과 대상 즉 선으로 만들어진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해가 저물어가며 뿜어내는 빛은 보다 강렬하여 온 세계를 두루 밝힌

다.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은 하얀 비단의 여백으로 해석되고 그것

으로 인해 형성되는 짙은 나뭇가지 실루엣은 농묵의 정제된 선에 의해

표현된다. 이런 여백과 정교한 실루엣은 화려하지 않지만 생명의 근원인

자연 깊숙한 데서 꿈틀대는 현란한 것들을 모두 품되 요란하거나 소란스

럽지 않고 절제된 표현으로써 단순하고 간결한 침묵의 숭고함을 정제하

여 담고 있다. 이순영은 나의 전시를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해질녘 역광으로 들어오는 나무의 실루엣이 작가에게 감동으로 전해졌

다고 한다. 해가 중천일 때 만물은 가시적인 모든 색깔로 무장하고 표면

의 색으로 상대에게 최대한 어필하고자 한다. 하지만 작가는 그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무장된 속내를 읽으려 했고 색이 아닌 근원적 생명력에 집

중한다. 가시적 현란함에 감춰진 본성의 자연 그 기저의 정수를 표현하고

자 함이다. 어둠으로 가려지기 직전 색이 빠지고 뼈대를 가름하는 실루엣

에서 추출하는 근원적 생명의 경외감이 고요한 화면 위에 고스란히 담겼

다. 고요히 바라보면 빠져들어 그 어느 곳 흐르는 강물을 경계로 서있는

언덕 위 마른 나뭇잎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볍게 손 털고 일어설 수

없는 적막한 풍경 안에는 자연에 대한 심연의 무거운 신뢰가 녹여져 있으

며 반복된 나뭇가지의 형상은 작가의 내면에 잠겨있는 털어내지 못한 수

많은 이야기들의 라벨처럼 보인다. 선택된 색과 선으로 최대한 절제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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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표현했지만 단지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 어쨌든 작품

앞에 서면 가볍게 지나치지 못하고 나무와 공간과 그 사이를 휘돌고 있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141)

생략과 함축의 정제된 풍경은 침묵의 공간을 만들고 자연의 정수를 담

아낸다. 적막감마저 흐르는 화면의 기운은 전통 동양회화의 미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양의 숭고함의 표현은 동양의 의경

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의경을 담는 것에 있어 절제되고 담박한

표현 형식은 필수적이며 의경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시와 그림을

동일한 경지, 미감으로 인식해온 동양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생략과 함

축, 간결함과 고요한 분위기로 회화의 수준을 품평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그림에서 시적 정취가 흘러 나도록 했으며 특히 문

인화 계보를 잇는 왕유-소식-예찬의 그림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숭고함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정취는 사색적 공간에서 진하게

묻어나오며 내 그림을 아우르는 분위기 이자 전통회화를 기반으로 한 현

대적 변용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역광의 순간에는 모든 세계가 주변

을 정리하고 차분해지는 듯한 분위기를 뽐낸다. 빛으로 가득한 하늘과

대비되어 나무 실루엣은 극명하게 보여진다. 어느 때 보다 뚜렷하고 군

더더기 없는 순간이다. 참과 거짓, 삶과 죽음, 흑과 백에 중간이 없는 것

처럼 중간색은 생략되고 빛과 그림자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이다. 이

렇게 극단적인 현상을 마주할 때 나는 본능적으로 경외심을 느끼게 되며

숭고함이 내면에서 잔잔히 끌어 오른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나,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람이나 각

자 자신이 떠안는 고민과 문제의 비중은 비슷하기 마련이다. 형언할 수

없는 자연 현상 앞에서 인간은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생각을 잠

시나마 정리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사색을 하게 된다. 마치 세상의 이치

를 다 아는 것 마냥 거만한 인간 존재는 자연 극단의 단순하고 명료한

141) 이순영, <부유하는 기억들>,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neleaf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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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6>, 2018,

비단에 수묵, 180x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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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앞에서 짧게나마 겸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빛은 숭

고함, 경외심 때로는 적막감이나 허무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단순히 낮과 밤을 구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무

언가를 뚜렷이 암시하고 있다.

역광이 강하게 드리울 때 버드나무 한그루를 마주했다. 2018년 신한갤

러리 개인전을 앞두고 제작한 [작품도판8]은 활달한 필획이 돋보이는 작

품이다. 적당한 바람이 불며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들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한들한들 춤을 춘다. 이파리마저 얇고 길어 불어오는 바

람 따라 파르르 소리 내며 흔들린다. 길고 탄력 있게 늘어지는 버드나무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필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선이며 조형 요소이다. 나는 버드나무를 그리고 또 그리는데, 가지의 구

성이나 선의 요소들이 언제나 새롭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답

기만 해서 그린다면 한계가 금방 찾아온다. 내가 지금도 버드나무를 그

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역광에 의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버드나

무의 탄력 있고 길게 늘어진 가지들의 특성을 통해 바람, 공간, 분위기,

즉 사색적 공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아래로,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가지와 이파리 무리들은 그날의 분위기를 은

근히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흰 여백은 그날의 공기, 시간, 날씨를 모

두 생략되어 보여지는데 이로써 공간의 깊이, 거리감마저 납작하게 보여

진다. 부피가 줄어든 검은 실루엣과 여백은 정제된 풍경을 형성하고 특

유의 인생감을 불러내는 시적 정취가 읽혀진다.

[작품도판9]는 2019년 제작한 대형 작업인 <Pine Grove>이다. 겨울이

절정에 다다르던 1월 중 강릉에 위치한 허균 허난설헌 기념공원 내 소나

무 정원 풍경을 그린 것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유난히 역광의

이미지가 명료하다. 냉한 공기 질은 맑고 해는 짧아서 해질녘의 순간이

찰나이며 동시에 더 명징하게 보인다. 하늘은 유독 순백의 색을 보일 때

가 많고 나무들은 순백의 하늘을 배경 삼아 더욱 짙은 자태를 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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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9] <Pine Grove>, 2019, 비단에 수묵, 180x345cm

허난설헌 기념공원의 정원에는 강원도에 걸맞게 웅장하고 섬세한 솔숲이

좁은 산책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이 그림은 180×115cm(120호) 크기

화판 3개를 이어 그린 것으로써 내 작업 중 가장 큰 화면의 그림이다.

역광의 순간 마주한 솔숲의 웅장하면서도 뾰족한 솔잎들이 뭉쳐 형성하

고 있는 섬세한 조형성을 담아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큰 화면을 선택했

다. 나무 한 그루를 독립적으로 그리는 형식과 다르게 이 경우는 풍경의

구조를 담고 있으며 나무들의 앞뒤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풍경이다. 굵은

기둥부터 화면 하단으로 사라져 가는 것들까지 넓은 면적을 한 화면에

담았다. 중요한 것은 줄곧 말해오는 정제된 풍경의 형식으로 인해 크기

로 구별되는 원근을 빼면 화면의 깊이나 공간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

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나무를 그릴 때 보다 압축된 공간의 화면을

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지와 솔잎이 형성하는 조형성을 비

집고 사이사이 나타나는 작은 여백들은 치밀하게 그려진 것으로부터 시

각적 해방을 해줌으로써 그리기에 머물러 버릴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해

준다. 크고 작은 솔잎과 소나무 기둥이 있듯이 여백도 크고 작은 것이

존재한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의 빼곡한 그림들과 대비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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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여백이 대응함으로써 화면 안에서 운동력을 만들어 낸다. 화면 안에

서의 운동력은 회화작업을 하는 작가가 놓쳐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

다. 운동력만 잘 만들어 낸다면 회화가 갖는 가치를 50%이상 실현했다

고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실루엣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넓고 좁은 여백

들의 관계는 화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관객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전

하고 있다.

이 그림의 경우 호흡이 긴 획의 요소가 많은 버드나무나 겨울 가지에

서 전해지는 실루엣과 다른 분위기다. 실제로 역광을 받은 소나무는 무

성한 솔잎이 크고 작은 면처럼 보이게 된다. 통상적으로 소나무를 그리

면 뭉쳐진 부분은 면으로 처리하고 그 가장자리만 솔잎으로 그려 넣는

식을 취한다. 그러나 나는 실재하는 소나무가 그러하듯 역광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솔잎 뭉치들을 한 잎 한 잎 그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실제 솔잎이 뭉쳐서 형성한 면적처럼 말이다.

역광에 의해 그늘진 나무는 검은 실루엣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수한 이파리와 잔가지가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이

있다. 그늘이 걷히면 나무 본연의 모습이 보이듯이142)

생략과 함축이 없다면 지루한 표현 형식이 되기 쉬운 과정이다. 치밀

하고 노동집약적인 것과 완전히 비움으로써 형성되는 여백의 공존으로

인해 특유의 사색적 공간 표현이 발현되는 것이다. 소나무가 갖는 남성

적이고 강인한 이미지와 여백이 주는 비움의 미학이 만들어 내는 사색적

공간이 갖는 의미는 다중적이며 복잡다단한 우리 삶에 큰 위로로 다가온

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2018년에 제작한 작품으로써 역광을 받고

서 있는 나무의 굵은 기둥과 모세혈관처럼 분포하고 있는 잔가지를 그린

그림이다. [작품도판10]의 구도는 매우 과감하게 짜여있다. 굵은 나무 기

142) 김종규, <작가노트>,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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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0]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6>, 2018, 비단에 수묵, 80x169cm 

둥은 Y자 모양으로 화면의 우측에 강렬하게 수직 상승 하고 있고 그 주

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잔가지들은 좌측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굵은 나

무 기둥은 역광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나는 겨울나무를 더 많이 관찰

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겨울나무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하늘을 향해 고개

를 들고 겨울 볕을 온몸으로 받아드린다. 생장 과정에서 빛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는 계절이다. 약 4개월간 이파리가 없는 채로 서 있는 나무는

다음해 봄날 새싹을 틔우기 위해 빛을 골고루 흡수하여 다음 계절을 준

비하고 서 있다. 앙상한 겨울나무는 회화나 문학 그리고 시를 비롯한 예

술세계에 계절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단골 소

재이다. 그만큼 이것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인데 겨울나무는

직접적인 계절을 설명하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젊은 날 뼈아픈 시련을 겪은 어느 청년의 마음을 대

신해주는가 하면 백발이 다된 노인이 세상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쓸쓸하

고 회고적인 감정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겨울나무는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차디

찬 겨울날 생명의 근원인 빛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는 겨울나무를 눈밭

에 서서 바라보면 때로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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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숭고함, 존경심에 이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한다. 풀이나 벌래, 꽃등 생태계의 생명들이

모두 쉬는 겨울 계절, 나무는 묵묵히 처음 있던 그 자리를 지켜 서 있으

며 자연을 대표하는 생명의 상징이 된다.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겨울 가지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순수 조형미는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장 큰 요소이다. 이파리로 무성

한 나무 형상과 다르게 겨울나무의 첨예한 가지들은 역광에 의해 더욱

또렷하고 생생하게 보인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직선, 곡선 등의 것과

는 비교가 불가하다. 가지의 조형성은 동양의 모필로 표현하기 가장 좋

은 수단이자 수련의 대상이 된다. 직선 같아 보여도 철사와 같은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잔가지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얇게 그리면 힘없는 실

처럼 보일 수 있다. 나뭇가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힘 있으면서도 유

연한 붓질이 필요하다. 나뭇가지는 복잡하기 그지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나무마다의 생장 규칙이 있어 마디마디 생김새와 가지 뻗어가

고 분할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반복해 말하지만 ‘자세히’ 자연을

관찰하고 바라본다면 자연 속 규칙들을 발견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런 자연의 규칙은 돌연변이거나 사람에 의해 의도적인 변화를 가

하지 않는 이상 예외 없이 사계절 반복되며 흘러간다. 자동차나 비행기

도 만든 사람의 설계에 따라 정확히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처럼 이런

자연 현상도 저절로 되었기보다는 조물주의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창조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발걸음을 멈추고 겨울나무를 한없이 바

라보고 기록한다. 특히 역광을 받은 나뭇가지들은 더욱 힘차고 에너지

넘쳐 보인다. 가시적으로 생명이 활기를 띠는 봄, 여름과 다르게 조용히

침묵하며 생명을 싹틔울 준비를 하는 겨울의 풍경에 역광이 더해지면 이

것은 내게 숭고함 그 자체로 다가온다.

지금까지 역광에 의한 정제된 풍경으로 숭고함이라는 특정한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사색적 공간 표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나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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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에 대표성을 띄는 위 세 개의 작품만으로 예

를 들어 서술하였다. 빛은 인물, 풍경을 가리지 않고 미술사 안에서 핵심

이 되는 요소로써, 그 빛을 중심으로 서양의 미술사가 발전해 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낭만주의 시대 미술은 빛에 의한 숭고함을 탐구

하였는데 2021년을 살고 있는 내게도 여전히 탐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 또한 빛에 의해 형성되는 풍경을 제작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숭고한 미감을 만끽하며 작품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 풍경은 내 작업

의 핵심인 정제된 풍경으로 재탄생 했다.

2) 달빛에 의한 정제된 풍경

달빛에 의한 표현 방식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사색적 공간에서는 특유

의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담아내며, 고독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용

을 한다. 동양의 관점에서 달빛은 선비의 맑은 정신을 대변하며 문인화

특히 사군자와 산수화에 주로 등장했다. 이에 선행연구로써 동서양의 앞

선 작가들의 달을 소재로 제작한 작품과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과 그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어서 나의 작업

을 소개하는 순서로 글을 정리하겠다. 선행연구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동

양의 고전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서양의 미술사에서는 주로 빛의 표현을 과학적이며 광학적으로 접근하

였으며 대상을 재현하는 수단으로써 오랜 기간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동양의 고전을 보면 빛에 의한 영향이 특별히 눈에 드러나지 않으

며 빛을 소홀히 한 영역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의 문화

와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또한 동양사상

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태도이다. 동양의 전통회화 속에서 빛은 시

적이고 은유적이며 섬세하게 나타난다. 빛은 대상에 직접적으로 비추기

보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그림 속에 녹아들어 있다. 특히 동양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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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달빛에 의한 상징성은 미학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으며 문인

들의 삶과 정신을 대변하는 기능을 해왔다.

조선의 문인화는 중국의 계보를 이어 많은 영향을 받아 발전하며 독자

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 조선 미의식의 특징은 문인화에도 영향을 미쳤

는데 그것을 살펴보자면 해학적이며 미완결의 완결을 추구하였고 대상의

형상을 재현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그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은근하고 은유적인 멋을 지향하여 사색적 분위기를 담고자 했

다. 문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고상한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했으며 그저

그 삶을 맑고 담하게 표현해냈다. 이것은 기교와 가시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직업 화가들과 비교되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달

빛은 문인들의 회화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사군자, 그중에서

도 매화 영역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고전문학

에서도 달빛을 인용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 송나라의 대표적

시인이자 화가인 소식은 적벽부에서 달빛 아래 노니는 모습을 매우 아름

답게 서술하고 있다. 박덕규에 의하면 “이 시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적벽

대전이 있었던 곳에서의 달 밤 속 정취를 아름답게 노래한 것으로, 이후

여러 문학과 그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적벽부의 내용에는 달빛의

아름다움과 변하되 변하지 않는 가치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구체적으

로 언급되어 있다.”143)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술년 가을 칠월 기망에 소자가 객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 아래에서

노닐다. … 조금 있으니 달이 동산 위에 떠올라 두우(남두성과 견우성)사

이를 배회한다. 흰 이슬은 강을 가로지르고 물빛은 하늘에 접해 있었다.

… 소자가 말하길 “객은 저 물과 달을 아는가?” 강물은 가기를 이처럼 하

나 일찍이 다하지 않으며, 달은 찼다 기울었다 하기를 저처럼 하나 끝내

사라져 없어지거나 커지지 않는다. 그 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처지도 일

찍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물건과

143) 박덕규, 『중국 역사 이야기』, (일송북, 200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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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이 모두 무궁무진한 것이지 또 어찌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

가!144)

이러한 달빛의 표현은 중국의 전통 화론에도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써 곽희가 지은 임천고치(林泉高致)의 산수훈(山水訓)에서도 달빛

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145)

대나무 그리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대나무 한 가지를 가져다가 달밤에

하얀 벽에 그 그림자를 비추어 보면 대나무의 참다운 형태가 나타날 것이

다.146)

곽희는 중국의 미술사에서 수묵산수의 한 전형을 일궈낸 인물로서 그

가 말하길 달빛에 의한 대나무 그림자는 실재하는 대나무를 보는 것보

다 참다운 형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은은한

달그림자에 의한 대나무 형상은 군더더기 없이 수묵 빛깔의 사군자처럼

대나무의 조형적 특징만을 얻는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달빛에

의한 예술적 탐닉이 비유적이며 시적으로 탐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동양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달, 달빛 이

미지를 예로 살피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조선시대 달을 소재로 한 그림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어몽룡(魚夢龍,

1566-1617)의 <월매도(月梅圖)> [참고도판24]를 보겠다. 어몽룡은 조선

중기 문인사대부 출신으로 매화 그림을 즐겨 그린 자다. 이 그림은

119.2×53cm로 세로로 긴 형식의 비단 그림이다. 중국과 조선에서 보편적

으로 많이 그려지던 매화의 구도와는 상이한 형태로 긴 화면의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 매화 가지가 힘차게 솟구쳐 뻗어있다. 나무 기둥은 화면 아

144) 이주원 외 2명, 「조선시대 문인화에 표현된 월색(月色)의 상징적 의미 연구」,『조
형교육』, (42)2012, 150 재인용.

145) 곽희, 『임천고치』, 허영환 역, (열화당, 1989), 28.
146) 學畫竹者, 取一枝竹, 因月夜照其影於素壁之上, 則竹之眞形出矣. 장언원, 『중국화론
선집』, 김기주 역, (미술문화, 2002), 13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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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생략되어있고 위로 솟은 가지

주변으로 곧은 가지가 듬성듬성 있

고 그 주변으로 매화꽃과 봉오리가

달려 있다. 치솟은 가지를 따라 시

선을 이동하다 보면 가지 끄트머리

에 둥근 달이 걸린다. 모서리 하나

없이 둥근 형태의 달과 직선의 가

지는 화면 내에서 긴장감을 조성하

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달을 자세

히 보면 뭔가를 가미해 그렸다기

보다는 여백의 일부로 남겨진 것을

알 수 있다. 매화를 제외하고는 모

두 여백의 연장선상에서 화면 속

조형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예리하

게 뻗은 가지 끝과 둥근 달 그리고

여백의 분위기는 문인화의 기본 태

도가 그렇듯 시정을 가득 품은 사

색적 공간에서 은근한 멋을 뽐내고

있다. 달빛은 강렬하진 않지만 은은

하게 대상을 감싸 안듯이 골고루

비추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어

몽룡의 <매화도>는 당시 이정(李

霆)의 묵죽, 황집중(黃執中)의 포도

와 더불어 삼절이라 일컬어졌다. 아

쉽게도 그의 그림이 많이 남지 않아 뚜렷한 조형적 특징을 알 수 없지

만, <매화도>는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듯 중국과는 차별화된 조선 중기

의 월매화를 탄생시켰다.

[참고도판24] 어몽룡, <월매도>,

조선중기, 견본수묵, 119.2x5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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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5] 심사정, <매월만정>, 18세기,

지본수묵, 27.5x47.1cm, 간송미술관 소장

[참고도판26] 어몽룡,

<월매>, 17세기, 지본수묵,

44.4x28.3cm, 서울대학교박

물관 소장

현재(玄齋)심사정(沈師正, 1707-1769)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가로서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의 그림의 제목

인 <매월만정((梅月滿庭)>의 뜻을 풀이하면 ‘매화와 달이 뜰에 가득하

다’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달밤에 뜰에 핀 매화꽃과 나무가 어

우러져 한 폭의 그림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 묵매 그림은 진지하거나 강

인한 기세로 그려지지 않았으며 오래된 매화가 뒤틀리며 힘겹게 공중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다. 달빛 아래 안개가 자욱하듯 수묵의 담담

한 기운이 여백을 채우고 있다. 달 주변은 선염법으로 부드럽게 처리하

고 있는데 어쩐지 스산한 느낌이 감돌기도 한다. 이것은 달빛이 품고 있

는 복합적인 언어로서 밤에 달빛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무심히 스며드

는 향수와 고독, 멜랑콜리함을 담고 있다. 어몽룡이 그린 또 다른 월매도

이다. 이 그림은 앞에 소개한 비단에 그린 월매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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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지부터 비단이 아닌 종이이고, 구도와 필법 모두 이전 것과 차이가

있다. 화면의 상단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친 위치에 둥근 달이

큼지막하고 또렷하게 위치해 있다. 매화나무는 마치 달을 감싸고 돌 듯

큰 원을 그리며 구불구불 화면을 돌고 있다. 필치는 역시 곧고 힘차다.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달 주변을 뿌리기 기법으로 처리하여 마치 달무리

가 강하게 드리운 느낌으로 표현했다.

어몽룡은 매화와 달의 관계를 많이 표현했는데 이 소개한 두 그림은

같은 사람의 다른 형식의 그림으로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양화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백은 다른 장치를 가하지 않고도 달 하나를

띄움으로써 그림의 시간대를 밝은 낮에서 저녁 밤하늘로 옮긴다. 어두운

화면으로 연출하지 않음에도 달이라는 상징적 기능은 보는 사람으로 하

여금 그림을 밤으로 인식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달과

동양의 사유적 작용은 이렇듯 그림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나아가 풍경화

에서도 달이 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선시대 그림은 조선을 통틀어 우리 미술에서 가

장 큰 족적을 남긴 단원의 그림이다.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는 풍속화로 잘 알려졌지만 이건 미술사의 단편적인 부분이며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과의 차별된 단원만의

그림을 창조했다. 지금 살펴볼 소림명월도(疏林明月圖)는 성긴 나뭇가지

사이의 밝은 달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림이다. 화면에 담긴 풍경을 보면 가

을로 추정할 수 있다. 둥근 보름달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음력 9월이 아닐

까 싶다. 봄, 가을은 유독 사람의 마음에서 설레고 감성적인 부분이 도드

라지는 시기이다. 이런 심정을 품고 화가 김홍도는 이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가을 야산, 시냇물이 흐르고 성근 나무 사이로 보름

달이 떠오른다. 잎은 모두 떨어졌고 나무는 제 몸을 다 드러냈다. 가을

야산의 저물어가는 밤은 고요하고 호젓하기만 하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함으로 가득하다. 단원은 빼어난 절경도 아닌 별

것 없는 대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먹을 운용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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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7] 김홍도, <소림명월도>, 18세기, 지본담채,

26.7x31.6cm, 리움미술관 소장

는 농담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달빛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듯 담담하게 그

려냈다. 간략히 살펴본바 그의 그림에서는 잔잔한 쓸쓸함과 고독감이 울

려 나는 듯하다. 만약 이 그림에서 화면의 가운데 위치한 둥근 달을 삭

제한다면 어떨까. 지극히 평범한 가을 나뭇가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 그

림은 보름달을 염두 하고 그려진 그림으로써 담담하고 평범한 소재는 달

이 채워주는 분위기를 예상하며 그려낸 것이다. 보통의 문인들은 사군자

에 기대어 달 소재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화원화가였던 김홍도는 그 특

유의 재치로 평범한 풍경 속의 가을 야산과 달을 대비시켜 풍경을 그려

냈다. 풍경과 달의 조합을 대표하는 조선 후기 그림이자 우리나라 전통

회화를 대표하는 그림 형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동양의 전통회화에서는 서양에서 인식하는 빛과 다른 개념으로

빛을 인식하고 화면에 도입시켰다. 특히 달빛은 동양의 사상, 삶 전반을

담아내며 화면상에서 여백과 함께 녹아들어 있다. 이주원의 논문에서는

전통회화에 나타나는 달빛의 영향에 대해 사실적이고 순간적이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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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현으로의 빛을 사용한 것이 아닌, 보다 사상적이며 문학적이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다뤄졌으며, 상징적으로 조선 회화 속에 재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화가들에게 달빛은 모든 대상을

고르게 빛으로 감싸주는 상징적 표현이며 자연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

는 동양사상과 문학, 미학 등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달빛에 대한 시적,

회화적 표현은 오랜 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관찰과 감성적인 접근으로 형

성되어진 수준 높은 성과147)라 하였다.

지금까지 전통 동양회화 속에서 인식 되어지는 달빛에 관해 작품을 기

반으로 살펴보았다. 달 또는 달빛은 서양의 예술에서도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창작자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안겨주며 고독한 방랑자를 그리는 멜

랑콜리한 감정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다뤄져왔다. 인간은 지나치

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것 앞에서 극도의 황홀감을 만끽하는데 이것은

이내 우울함이라는 정서로 변하기도 한다. 이들 감정의 차이는 한 끝 차

이로 사람의 감정을 저울질한다.

멜랑콜리의 어원을 살펴보면(melancholy: 라틴어로 atra bilis)는 ‘검은

담즙’을 의미하는데, 그리스어의 멜란(melan:검은)과 콜레(chole:담즙)의 합

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드뷔시, 베토벤 슈베르트 등 저명한 천재 작곡가들

은 달빛을 소재로 한 따스하면서도 무겁고 어두운 톤의 가볍지 않은 곡을

작곡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달빛을 표현하는 피아니스트들은 사색적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건반을 터치할 때마다 숨을 고르며 연주를 하고 청중들은 숨죽여 귀 기울

임으로써 건반 한음 한음을 따라 서정적인 달빛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참고도판28]과같이 서양의 낭만주의 회화에서는 달빛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고독한 사람들의 뒷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얼굴 표정을 숨긴

채 익명성을 지닌 사람들로 관람자 모두와 하나가 된다. 달빛 아래 쓸쓸

히 서 있는 뒷모습의 사람 이미지는 고독감을 더 증가시켜 멜랑콜리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마스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

147) 이주원 외 2명, 앞 논문, 159-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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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8]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달을 보는 두 남자>, 1819, 캔버스에 유채,

44x34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1433-1499)를 필두로 유럽의 많은 철학자나 작가들이 멜랑콜리가 인간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보다 많은 영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감수성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한다.”148) 멜랑콜리 기질을 가진 인

간의 타고난 고독 속에는 감상적인 감정이 잠재되어 있어 천재적인 예술

가들에게서는 필연 이 성질을 발견하게 된다. 멜랑콜리에 대한 연구를

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철학과 정치, 시, 또는 예술 방면의 비범한 사람들은 왜 모두 우울자

들이었을까?’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모색했다. … 이 물음에

는 기정사실처럼 두 가지가 전제로 깔려있다. 하나는 탁월한 인물들이 우

울자들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멜랑콜리 기질이라는 것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다. … 즉, 위대한 예술가는 멜랑콜리 기질을 가지고 있고, 위

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멜랑콜리 기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149)

148) 김익진,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에 멜랑콜리의 수용과 인식」, 『한국프랑스어문교
육학회』, 31(2009),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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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느 방면에 특출한 역대 예술가들의 삶은 비록 우울감과 처절

한 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예술 창작과 탐구를 한 결과

인간의 영원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르짖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

결과로 낳은 예술품들은 전 세계인들의 문화적 향유와 정신적 해방을 인

도하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 성실한 현실주의자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과

제인 것이다.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멜랑콜리한 기질이 아니면 이 위

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멜랑콜리한 감성을 지닌 예술가들은 “고독한

묵상을 통해 자연의 영혼을 통찰하려 했으며, 자연을 통해 인간의 유한

성을 깨닫고 자연을 관조하면서 죽음을 명상하며 삶을 성찰하는 멜랑콜

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50)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멜랑콜리함이 천재성을

지닌 예술가에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보편적인 사람

들에게서도 각자가 느끼는 정도의 우울감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은 사

람이 태어난 이상 영원과 자유를 동경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한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우울감, 절망감이 어떤 형태로든 내면 깊숙이 내재하

고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와 물

음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

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느끼는 절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절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것은 인간이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따위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인

간의 우월을 나타낸다. 그것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직립(直

立)과 앙양(昂揚)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가장 깊은 내면에 동요, 알력,

분열, 불안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불안, 미지에

149) 정광채, 「멜랑콜리와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박사논문, 2012), 19 재인용.

150) 박소영, 「독일낭만주의 회화에 나타난 멜랑콜리」,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 석사논
문, 201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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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안, 그것을 알려하는 것조차도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것에 대

한 불안, 생존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을 가지지 않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151)

‘가장 깊은 내면에 동요, 알력, 분열, 불안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

은 한 사람도 없다’는 대목에서 나열되는 인간 내면의 감정들은 모두 멜

랑콜리와 연관되는 감정이다. 키르케고르의 글에 의하면 창작을 하는 천

재들을 비롯해 한번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언제든지

우울감이 터져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 계층에 속해있건 간

에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들, 즉 자유와 행

복을 추구하고 영원성을 갈망하는 것,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무

기력함에 빠져드는 정신적 우울감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임과 동시에 살아

생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런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부나 명예, 성적 쾌감 따위의 외부적 요인은 본질적인 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

는 몽상가 몽테뉴(Montaigne, 1533-1592)의 세계를 다룬 『위로하는 정

신』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다.

어떻게 나의 본래의 영혼과 오직 내게만 속한 물질인 내 몸, 내 건강,

내 신경, 내 생각, 내 느낌을 지킬 수 있을까? 몽테뉴는 자신의 삶과 힘과

노력과 기술과 지혜를 몽땅 동원해서 이 질문에 열중했다. … ‘자신을 지

킨다는 가장 높은 기술’에 말이다. … 자신의 가장 내밀한 자아, 자신의

‘본질’을 혼탁하고 독성이 짙은 시대의 거품에 뒤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그보다 더 정직하고 격렬하게 싸운 사람은 세상에 드물

다.152)

151) 키르케고르, 앞 책, 66-67.
152) 슈테판 츠바이크, 앞 책,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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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1] <어스름>, 2019, 비단에 수묵, 44x115cm 

나의 작품에서 멜랑콜리는 사색적 공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색적 공

간에서 발견되는 멜랑콜리함의 특징은 관객으로 하여금 하염없이 생각하

게 만든다는 점이다. 멜랑콜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불

러내기 보다는 자리에 머물러 한참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심사숙고한 감

정의 형태이다. 심사숙고하는 것은 마주한 대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며 내면으로의 침잠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

을 알아가는 과정이 수반된다. 여기에는 깊은 명상과 고독이 수반된다.

주로 해가 지기 전, 역광에 의한 이미지를 많이 그려왔지만, 2018년부

터 달빛에 의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 실기실에서 작업하

면서 주로 학교에 머물렀고, 관악산 중턱의 학교 캠퍼스에서는 언제나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교내에서 마주하는

풍경들을 많이 그리곤 했는데, 밤이면 길을 따라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

등 등불 외에는 밤을 밝히는 인공 빛이 적었다. 밤길을 밝혀주는 달빛은

내 발걸음을 붙잡았고 달빛에 의해 보이는 나무 풍경들은 낮에 보던 것

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다가왔다. 특히 달빛을 받아 보이는 늘어진 버

드나무는 유독 내 마음을 울렸고 나는 버드나무가 있는 달빛 풍경을 연

달아 그렸다. 햇빛이 차지하던 공간을 달빛이 대체했을 때 감도는 분위

기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거리는 버드나무와 대비되어 감정적 동

요를 고양시킨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야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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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듯 머리와

가슴을 울리는 것을 인지한다. 어딘가 사무쳐 있던 과거의 기억,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내면 깊숙이 밀려

오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달빛 아래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고 큰

숨 한번 내뱉고 이내 자리를 털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한참을 바라보아야 대상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온

다. 대상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낮에 대상을 인식하는 시간보다

몇 배 더 걸린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 보거나, 만져보아야 인식되어지

는 경우도 있다. 대상을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속에는 고요한 사색

의 시간이 주어진다. 나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정리하

거나 더 깊이 파고드는 순간이기도 하다. 내가 달빛 풍경을 그리는 방식

과 보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나는 본래 존재하는 나무 이미지가 ‘어두움’에 의해 가려질 뿐 다시 해

가 뜨면 밝히 보여지듯 작업한다. 비단 위에 역광의 이미지를 그리듯 버

들가지 획, 이파리 획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 넣는다. 마치 이대로 마

감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그린 후 며칠간 건조시키고 그 위에 평 붓을 이

용해 담묵에서 농도를 점점 진하게 올리며 비단 위에 달빛을 드리운다.

명징하게 그려진 나무 형상은 수묵에 의해 점차 가리워지며 부분적으로

는 형상이 감춰진다. 감춰진 어둠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래의 형상

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치 실재가 그러듯 말이다.

[작품도판12]는 낮에 보이는 버드나무 형상 이미지다. 앞서 말한 것처

럼 어두운 먹이 야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위를 덮어 어둡게 만들 계

획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형상을 다 그린다. 완성된 그림은 확실한 먹의

건조를 위해 얼마간 건조를 시킨 후에 그림 위에 먹으로 야경을 표현한

다. [작품도판13]은 이렇게 완성된 결과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

을 때 훤한 달빛에 의한 풍경은 보일 듯 말 듯 하며 서서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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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2](좌) <짙은밤>, 2016, 비단에 수묵, 140x76cm

[작품도판13](우) <짙은밤>, 2019, 비단에 수묵, 140x76cm

[참고도판 29] <짙은밤>, 부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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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멀리서 본 관객은 어

두운 화면 안에 대상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지만 이내 그림

앞에 다가서면 화면 가까이 얼

굴을 대고 붓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 시선을 이동시킨다. 마침내

달빛 아래 서 있는 버드나무를

발견하고 좀 전과는 다른 태도

로 그림을 바라보게 된다. 고개

를 살짝 기웃한 채 한참을 바라

보는 관객은 달빛 아래서 내가

경험했던 멜랑콜리한 감정과 교

감하게 되며 심사숙고하게 그림

을 응시한다. 그림 앞에서 머무

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가볍지

않은 감정적 일렁임이 이후에

찾아올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여기서 ‘가볍지 않은

감정적 일렁임’이라 함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를 진지

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

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가치 있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작품도판14]는 굵은 가지가

화면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향

하고 그 둥치에서 새로운 가지

[작품도판14] <겨울 밤A>, 2020, 비단에

수묵, 95x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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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5] <겨울 밤B>, 2020, 비단에 수묵, 55x75.5cm 

들이 뻗어 나와 화면 아래의 여백을 가로지르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밤의 버드나무 일부의 풍경이다. 이파리는 거의 다 떨어지고

몇 잎 남지 않아 쓸쓸하고 아련한 추운 밤 분위기가 더욱 고조 되는 듯

하다. 어둠에 사무쳐 있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버들가지를 표현한 필획은

생동감 넘친다. 굵은 가지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그어진 잔가지들은 화면

하단의 여백과 대비되어 화면의 균형을 이룬다. 여전히 압축된 이미지로

일관되는 와중에 달빛이 만들어 내는 은은한 어둠은 붓 자국의 흔적이

남는 표현으로 채워지며 회화적 묘미를 더하고 있다.

[작품도판15]는 연한 잔가지들로 구성된 작은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넓은 공간이 여백으로 남아있고 몇 가닥의 가지

끝이 여백에 걸치며 화면배치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은 배가 된다. 물가를

연상케 하는 이 그림은 넓은 여백과 선적인 요소로 읽혀지는 버들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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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달빛에 의한 밤 풍경이 더해져 차분하면서도 상념에 젖어들게 한

다.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버들가지와 이미 자라나 힘없이 툭 떨어

지는 가지가 공존한다. 버드나무는 가지의 길이가 길어져 그 무게를 견

디지 못하고 아래를 향해 떨어지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새로 자라나는 가

지는 수평 방향으로 계속 뻗어 나가고 있다. 이제 갓 태어나 망아지처럼

뛰노는 어린아이 같은 새 가지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노신

사와 같은 오래된 가지가 한 화면에서 공존하며 인생에 대한 물음을 던

지는 듯하다. 야경에 의해 발산되는 멜랑콜리한 분위기의 사색적 공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방랑자가 된 나그네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일

렁인다.

이상으로 정제된 풍경을 활용한 사색적 공간 표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통회화 속 달빛의 의미는 맑은 정신과 문인의 삶

을 대변하며 은유적이고 상징성이 강한 것에 반해 나의 그림에서 달빛에

의한 정제된 풍경은 고독과 향수를 수반한 멜랑콜리한 정신의 시적 정취

로 나타난다. 역광에 의한 정제된 풍경에서는 숭고함이라는 감정으로 함

축 되어 표현된다.

이것으로써 내가 예술을 통해 세계를 보는 방식이 어떠한지 구체적으

로 고찰해보았다. 숭고함과 우울함은 양극의 대비되는 현상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이 둘의 상태는 표현되는 방식의 차이일 뿐 같은 맥락을 얘기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둘의 지향점은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는 과

정이다. 역광이주는 드라마틱한 자연 현상과 달빛이 만드는 적막한 풍경

을 정제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작업을 통해 실존적 삶에 대한 물음

을 던져보고 깊이 묵상하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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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제된 사색적 공간 표현의 변화 과정

전시는 작가의 작업 발표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

인 자리가 된다. 나는 전시를 통해 작업실에서 고립되어 작업한 그림들을 관

객과 소통할 기회를 갖는다. 전시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경험하게 되며 이

를 바탕으로 나의 회화 세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다.

나의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작업주제로 진행된 개인전은 총 3회에 걸쳐

발표됐다. 내가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들의 변화 과정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작가의 성격이 반영된 작품의 결과물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 나의 경우, 쉽게 변화를 가져가고 시도하

는 사람에 비해 작은 변화에도 깊은 고민과 탐구, 시간이 필요하다. 겉보

기엔 별일 없이 잔잔한 일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고민이 계

속된다. 즉흥적이기보다는 심사숙고한 편이다. 작품의 잔잔한 변화 과정

은 나의 세계를 둘러싼 사색의 시간을 거쳐 정제된 풍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유사하다. 소란스러운 상황을 멀리하고 사색을 통해 내면

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는 즉흥적이기 보단 진지하고 심사숙고한 태

도다. 천천히 느리게 발걸음을 움직이며 자연의 소리를 음미하고 느끼는

과정은 나의 작품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전시를 중심으로 작품세계

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내면의 탐구의 결과를 발견하고 인지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개인전은 2017년도 갤러리 라이프에서 진행된 《빛으로부터-나

무형상》 전시였다. 이어서 두 번째 전시는 2018년도 광화문 신한갤러리에서

열린 《사색의 시간》 전시이다. 마지막으로 한해 건너 2020년에는 갤러리

밈에서 《光/影-Light/Shadow》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개인전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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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현 연구 주제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해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이후 빛에 의한 나무 실루엣을

소재로 삼은 작품제작이 계속 이어져 왔다. 2017년도 여름, 지금의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첫 전시를 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나는 역광에 의한 강한 인상을 받고 그 때의 뚜렷한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여러 시도를 거듭했다. 처음에는 켄트지 위에 연필

이나 볼펜으로 실루엣이 돋보이도록 진하게 면을 채워 그려 넣고 배경은

은은하게 소묘하듯 톤 변화를 주었다. 그 결과 이미지는 진하게 표현되

었으나 화면 너머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텁텁하고 생명성이 결여된 듯했

다. 이것은 내가 의도한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었다. 역광의 순간

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인상은 차갑지만 맑은 공기 속에 나무의 형상이

뚜렷하고 생명력 넘치게 뻗어 올라가는 이미지였다. 켄트지 위에 건식재

료는 위 표현을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여기서 성과가 없

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할지도 모르는 역광의 자연물 이미지로써 충분히

흥미로운 화면 구성과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얻었던 기회였

다. 이후 얇은 순지에 포수를 하고 진한 먹을 이용해 실루엣을 그려나갔

다. 확실히 켄트지에 연필로 그렸을 때에 비하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이었다. 그러나 순지 특유의 회화적인 맛

은 나의 의도를 미세하게 방해하였고 번짐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 원하

는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했다.

여러 종류의 종이를 시도하던 중 그 시기에 나는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소속되어 있던 미술품보존연구센터에서 연습생으로 참여한 바 있다. 센

터에서는 조선시대 초상화를 임모하고 연구하던 차에 비단을 주로 사용

했고 나 또한 비단에 대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다. 이때 비단에

대한 특징과 실질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터득하게 되었고 나의 본



- 145 -

작업에 적용하였을

때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내려져 그 즉

시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 비단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

로 작업을 이끌어 나

가게 되었다. 결과적

으로 갤러리 라이프

에서 가졌던 첫 번째

개인전에는 과도기적

인 성격의 종이 작업

과, 지금도 이어서

다루는 비단작업이

동시에 전시되며 나

의 작업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

었다.

나는 이 시기에 전통재료기법을 통해 현대적 미감을 찾기 위해 고민했

다. 흔히 먹을 다뤄 산수나 풍경을 그릴 때면 당연히 그래왔듯이 먹의

농담표현을 이용해 원근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자욱한 안개표현을 한다

거나 습윤한 수묵의 정취를 표현 해왔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면 붉은

색 인주로 서명을 알리는 낙관을 신중히 그림 한 구석에 찍음으로써 그

림의 최종 완결을 알린다.

나는 이런 형식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그렇지만 앞서 말

했듯이 우수한 전통의 미감을 이어 가고 싶은 마음에 동시대적 감각에

[참고도판30] 갤러리라이프 전시전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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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표현 방식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역광에 의한 나무 실루엣 풍경

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전통재료기법으로 세련되게 표현할 길이

떠올랐다. 여러 시도 끝에 찾은 표현 방식은 전통 필법에 바탕을 두고

마치 사진과 같은 디테일한 표현과 앞뒤 농담의 구분 없이 같은 톤의 짙

은 농묵을 활용하여 현대 회화의 두드러진 특징인 평면성을 획득하는 것

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도는 내게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먹을 활용하여 농담표현을 생략하고 농묵만 고집하는 것은 전통의 시

선에서 보면 이례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해 연

구에 매진했다. 이로써 현재 논문의 주제가 되어 작업하고 있는 ‘정제된

풍경’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제된 풍경’과 ‘사색적 공

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작업에 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개인전에 남겼던 작가 노트를 보면 현 연구 주제의 뿌리를 발견 할

수 있다.

역광으로 인한 나무의 이미지는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 아름다운 색을

찬란히 뽐내는 상태와는 사뭇 다르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마주하는 이

현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차분하거나 공허함을 느끼게 한다.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겨울나무의 모습은 쓸쓸함과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느

끼게 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 순간은 하루해가 서산을 넘어

모습을 감추기 직전의 매우 짧은 순간이다. 그 순간을 가감 없이 정직하

게 그려냄으로써 농묵과 흰 여백의 강렬한 대비로 그려진 나무 본연의 모

습을 통해 관객에게 시각적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153)

작가 노트에서 언급되는 주요 단어를 꼽아 보자면 ‘역광, 차분 · 공허

· 향수, 정직하게 그리기, 시각적 감동’ 등이 된다. 역광은 처음부터 지금

까지 내 작업의 주제로써 정제된 풍경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다. 아직 회화 형식으로 이차원 평면 회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작업에

153) 김종규, 2017년 개인전 <작가노트>, 201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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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회화적 탐구가 부족한 상

태였다. 그려진 이미지로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농담 표현 없이 부피를

납작하게 표현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연구로 체득된 회화적 인식이 현저

히 낮았던 탓에 깊이 있는 탐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동시대 회화 작가들의 작품 분석 및 연구를 거듭해 정제된 풍경

이라는 형식을 가져오게 된다. 차분 · 공허 · 향수 등의 단어 표현은 감

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작업의 초기부터 줄곧 숭고, 경외, 고독 등의 범

위에 속하는 인간 본연의 멜랑콜리한 감정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감

정들이 시간이 흘러 사색적 공간으로 발전되어 지금의 연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기와 시각적 감동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에서 ‘그리기’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보편적이면서 뚜렷하지는 않

은 상태의 감정 표현을 목적으로 한 채 그리기 자체에 몰두하여 붓을 다

루는 기술적인 연습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작업하던 시기로 볼 수 있

다. 이는 초기 단계로써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어 작업의 질을 높여 주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전시 제목이 되었던 《빛으로부터-나무형상》은 여백과 실루엣을 설

명하는 핵심 내용이다. 나는 지금도 화면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백을

‘빛’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은 동양에서 해석하는 여백의 의미와는 약

간 다른 해석인데, 내가 여백의 부분을 비워두는 것은 손을 들어 붓질을

하지 않을 뿐 그 자체로 빛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실루엣, 즉

명징한 나무 형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후면에서 강하게 비취는 빛이 반

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형상은 빛으로부터 내 시각에 포

착되는 것이다.

나는 작업 주제의 근본적인 내용을 전시 제목으로 내세워 첫 번째 전

시를 가졌다. 이때의 화면 구성을 분석해보면 나무를 풍경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한 것을 볼 수 있다. [작품도판16]

을 보면 화면 정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마치 정물 배치를 한 듯 인위

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성의 어느 농장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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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6]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비단에 수묵, 91x160cm 

무는 V자 모양으로 화면의 중앙 하단에서 양쪽 상단을 향해 주 가지가

힘차게 뻗어 나간다. 이 그림은 겨울나무를 그린 것으로 이파리를 다 떨

어뜨리고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의 형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앙상하지

만 앙상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내가 겨울나무에 특히 애정을 쏟는 이유

가 여기 있다. 추운 겨울, 눈꽃을 피운 채 한겨울을 지내는 나무는 한 치

에 오차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을 싹 틔운다.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여백과 나무 형상은 칼로 자르듯 뚜렷하고 군더더기 없다. 화면 전체에

서 나무의 크기를 어떻게 배치할지, 가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그어

나갈지에 따라 여백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것 못지않게 남

겨진 부분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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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7]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6, 비단에 수묵, 76x152cm  

[작품도판17]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

등하교 길에 자주 지나치던 대상이다. 이 역시 구도로 보나 기법적인 것

으로 보나 앞서 설명한 그림과 유사하다. 가로로 긴 비율의 화면 중앙에

굵은 나무 기둥이 우뚝 솟아오르고 화면 양쪽으로 가지들이 뻗어 나간

다. 풍경이라고 읽히기에는 화면에 등장하는 대상이 독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주변의 상황을 암시하는 단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으로 가

득 찬 여백과 뚜렷한 나무 형상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이 시기에 작업할 때는 빛을 등지고 서 있는 나무들이 그렇듯 상당히

진한 톤의 먹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먹을 갈아 만들었고, 일정한 톤

으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여분의 비단에 그 날 그 날 먹의 농도를 체

크해 가며 작업했다. 회화적인 맛은 최대한 억제하고 세련되고 날 선 이

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했다. 뒤에 다뤄지겠지만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회화적 특징들이 드러나 보이도록 작업에 임했다. 다시 소나무 그림으로

돌아가자면, 나무 기둥부터 겹쳐진 이파리들까지 모두 아주 진한 농도의

일정한 농묵으로 그려졌다. 소나무 이파리는 마치 실제로 있듯이 안 보

이는 곳까지 솔잎 하나하나 그어 만들었다. 수지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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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시기에 나는 세계를 풍경으로 인식하기 전

단계로, 나무라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무 한 그루

에서도 다양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기에 충분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한 나무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여러 작품으로 구성한 경

우도 있다.

동양의 회화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도

판18]은 새로 화면에 버드나무가 길게 축 늘어진 모양이다. 동양에서 다

루는 붓은 서양의 것과 다른데, 가장 큰 차이가 붓의 길이다. 글씨 쓰는

도구와 그림 그리는 도구가 하나였던 동양에서는 선(筆)으로 모든 대상

을 형상화 했으며 붓은 선을 긋고 변화시키는데 적합하도록 길고 부드럽

게 제작되었다. 버드나무는 긴 모필로 그려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흥미로운 자연물 중 하나이다. 나에게 버드나무의 이파리와 늘어진 가지

는 두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안겨주었다. 하나는 선으로 대상을 꿰뚫어

핵심이 되는 형상을 구현하는 재미였고 두 번째는 그 선들로 인해 생겨

나는 여백과의 관계이다. 이 두 가지 특징만으로도 버드나무를 그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나의 작품에서 버드나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

[작품도판18]은 화면 상단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그려져 있고, 그 사이

를 지나 이파리를 떨군 버들가지가 툭 하고 화면 하단으로 가로질러 떨

어진다. 떨어지는 버들가지의 종점에 따라 하단의 빈 화면은 비어보일

수도 있고, 긴장감을 잃지 않은 여백이 될 수 있다. 버드나무의 이런 특

징은 선과 여백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사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버들가지도 획이지만, 버들잎 또한 획의

연장선이다. 획으로써 작품이 완성되고 빈 여백은 획과의 관계에서 정제

된 세계를 형성한다.

《빛으로부터-나무형상》을 주제로 치른 첫 번째 개인전에서는 본 논

문 주제의 시발점이 되는 여러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형상은 뚜렷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역광으로 인한 나무의 모습은 함축과 생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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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려졌다. 과거에 재

현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에 비해 평면성을 획득하

고 대상을 납작하게 그림으

로써 현대적 미감을 얻었다.

그러나 정제된 풍경이라는

주제의식을 뚜렷이 갖지 못

한 채 오로지 직관에 의해

이런 그림을 제작했던 것이

다. 그 과정 속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 수차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회

화는 손의 영역이다. 이론적

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머리

로 구상을 다 하더라도 그것

이 화면 위에 이미지로 구현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

다. 지속적인 실험을 하던 와

중에 역광의 이미지로부터

막연히 차분 · 공허 · 향수

등의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려 시도했으

며 이는 지금의 사색적 공간

표현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

적해 볼 수 있다.

세 번의 전시 중에 첫 번째 전시에서 이미지적인 완결성은 이미 일정

수준 완결되었다. 다시 말해 실험을 통해 얻은 것과 훈련에 의한 손 기

술은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게 없다. 앞으로 변화 발전되어 갈 부

[작품도판18]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7,

비단에 수묵, 152x7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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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더욱 예민하고 섬세한 화면 구성, 구도 등에 의해 사색적 공간 즉,

분위기를 형성해 가야 할 숙제가 있고, 이러한 실기를 뒷받침해 줄 내용

의 성숙함이 필요했다. 작가인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2) 사색의 시간

2017년 첫 개인전을 마친 후 휴식기 없이 바로 다음 전시 준비에 들어

갔다. 첫 전시를 치른 갤러리는 비교적 작은 평수의 공간이었기에 내가

원하는 형식의 전시를 다 연출하지 못했다. 여백이 많은 그림과 어울리

게 전시 공간도 여유 있게 그림 배치를 하는 것이 내 그림과 어울릴 것

으로 생각되었고, 관객들도 그런 공간 속에서 사색하며 마음에 여유를

갖고 그림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018년 전시

는 광화문 신한갤러리에서 열렸다. 신한갤러리는 전부터 젊은 작가를 지

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1년에 5명의 신진작가를 선발하여 각

각 작가에게 넉넉히 한 달의 전시 기간을 주었으며 전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한갤러리 Young Artist Festa에 선정된 것은

나에게 큰 응원이 되었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데 큰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

신한갤러리 공간은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다양한 그림 배치를 시도해

볼만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전시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준비했

으며 보다 더 숙련된 기술과 세련된 필획을 다루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갤러리 라이프에서 치렀던 전시와 차별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째로 화면의 크기를 대폭 늘려 제작했다. 120호 크기의 그림만 제작해왔

는데 이번에는 120호 화판 두 개를 가로로 이어 파노라마 형식의 크고

긴 화면을 연출하여 큰 그림의 공간 장악능력을 선보였다. 회화, 특히 풍

경을 다루는 회화에서는 스케일이 주는 위력은 상상 이상이다. 기본적으

로 실제 대상(자연)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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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1] 안젤름 키퍼 전시전경 

[참고도판32] 데이비드 호크니 작업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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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9]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7>, 2018, 비단에 수묵, 117x357cm 

[참고도판33]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7> 부분, 2018

의 웅장함과 기본적인 크기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그림을 대한다. 이런

이유로 대작의 풍경화가 눈 앞에 펼쳐진다면 그것을 마주했을 때 관객은

그 웅장함으로 인해 화면 안으로 몰입된다.

그림의 풍경을 다루는 작가들은 대형 캔버스 작업을 많이 한다. 독일

의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1945-현재)와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는

갤러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많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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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이런 작가들의 경우

작품의 구성과 함께 크기에서

이미 주목 받고 관객은 큰 그

림의 에너지에 압도당한다.

[작품도판19]는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옆에 우뚝 서있는 큰

버드나무의 중간을 과감히 포

착하여 그린 것으로 화면 중앙

에 굵은 나무 기둥이 꿈틀대며

용솟음치듯 아래서 위를 향해

치켜 올라가고 그 주변으로 화

면을 가득 매운 잔가지들이 폭

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를 향해

뻗어 내려간다. 이러한 대비는

시각적 운동력을 증가시키며

회화의 특징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된다. 한편 심장에서

혈관, 모세혈관으로 뻗어가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을 연상시키

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화면이 커지면서 사용하는 붓의 크기도 커

지고 자연스럽게 붓질도 과감해졌다. 큰 화면을 가로지르는 버들가지를

생동감 있게 긋기 위해 온 몸을 춤추듯 크게 움직였고 선을 긋는 속도감

도 배가되어 흰 바탕을 가득 메우고 있는 나뭇가지들은 힘차고 웅장하게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큰 화면 앞에 섰을 때 관객은 큰 자연을 마주했

을 때와 같은 경외심이나 숭고함을 더 쉽게 느낀다. 이런 크기의 장치는

여백과 실루엣의 관계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사색적 공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적인 흥취를 고양시키며 더 많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기

회를 준다. 이 그림의 경우 내가 생각하는 대형 작품에는 못 미치지만

비단 그림을 그리며 처음으로 시도한 대형 그림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미

[참고도판34]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11>

신한갤러리 전시전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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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다. 이후 세 번째 전시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크기를 더 키워

보았다. 이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보겠다.

화면 크기의 변화에 이어 전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내가 다

루고 있는 비단은 자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온습도에 상당히

예민하며 숨을 쉬듯 수축과 이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심하다. 이토

록 예민한 성질 때문에 비단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배접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비단은 배접 전 후가 상당히 다르다. 반투명한 성질의 비단 그림은

배접 전보다 후에 상당히 명료해지고 뚜렷해지는 반면, [참고도판34]와

같이 배접 전에는 몽롱하면서도 안개가 자욱한 분위기가 감도는 느낌이

있다. 나는 항상 작업을 마치고 배접하기 전 상태를 보며 그 상태의 분

위기를 살려보고자 했다. 아주 뚜렷하고 쨍한 느낌과 상반되지만, 그것만

의 느낌이 나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 배접을 안 하

는 경우 그림이 손상되기 쉽고 심하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기에 이전까지는 시도하지 못했다. 여러 고민 끝에 비교적 온습도에

덜 예민한 작은 크기의 그림을 배접하지 않은 채로 전시해보기로 정했

다. 배접을 하지 않은 덕에 관객들은 비단의 성질을 더 확실히 체감했고,

몽롱하고 사색적인 분위기에 많은 호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시 후 판매

또는 보관 시에 내구성이 약해 손상이 우려되어 결국 배접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아쉬움이 남지만, 관객들이 나의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나는 지금까지 줄곧 대상에 집중해 나무의 실루엣만 그려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전의 작업 형식에서는 그동안 여백으로 비우던 하늘 공간

에 붓의 흔적을 남겨 회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나의 작업에 회화적 표현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붓질의 흔적이라거나 레이어를 형성해서 회화적 효

과를 높이고자 했다. 본래의 의도에 걸맞게 역광의 이미지로 전달되는

명징하고 맑고 쾌적한 분위기의 작업에서 어느 순간 변화의 필요성을 느

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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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0]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1>, 2018, 비단에 수묵, 59x80cm

[작품도판20]은 신한갤러리 전시를 준비하며 맨 처음에 작업했던 것인

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첫 작품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고, 이것은

이후 전시에서 선보이게 될 작품 경향의 예고편이 되었다. 실제로 2020

년 전시에서는 하얀 여백 대신 배경에 회화적 표현이 들어간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평소 하듯 실루엣의 나무 풍경들을 모두 그린 후 마지

막에 달밤의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정 가운데 보름달이 떠있고 주변으로

어스름한 밤이 찾아왔다. 실루엣 그림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배경을 표현

할 때 붓 자국 없이 바림효과를 잘 내어 깔끔하게 배경처리를 할 수 있

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배경의 역할로 회화성을 담고자 했기에 의도적

으로 붓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작업했다. 결과적으로 관객들은 나의 이러

한 시도를 보고 긍정적인 평을 보였다. 분명 붓을 사용해 그렸음에도 불

구하고 사진이나 판화로 읽히는 안타까움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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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현 방식의 문이 열리는 한편, 많은 회화적 숙제를 안게 되었다.

배경이 들어감으로써 흰 여백과 대비되는 실루엣 이미지와 달리 달밤에

보이는 풍경에서 느껴지는 멜랑콜리함과 향수, 고독감이 배가 되었고 다

른 양상의 시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첫 전시에서 다뤄졌던 대상 배치 방식의 변화이

다. 전에는 주로 화면 중앙에 하나의 나무 실루엣이 우뚝 서 있는 형식

이 많았던 반면 이번에는 풍경에 가까운 화면 구성이 늘어났다. 실제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주로 나무 한 그

루의 형상과 거기서 느껴지는 명료함에 눈길이 많이 갔다면 이후에는 그

런 나무들이 군을 이뤄 원경의 풍경으로 내게 다가왔다. 하나의 대상이

중심에 서 있고 나머지 여백이 대비되는 화면에서의 강렬함과 뚜렷함은

감소했지만 풍경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

게 되었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

한편 풍경의 이미지에서는 단일의 나무에서 없었던 원근이 생겨났다.

이 점은 나의 그림에서 압축된 공간이라는 평면성 언급이 나오게 된 가

장 큰 이유가 된다. 사실 하나의 대상이 서 있을 때는 공간에 대한 개념

이 적었고 그 ‘대상’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간과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농담의 차이

나 안개의 표현으로 공간감과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근에 의해 실재하는 공간의 깊이감을 납작하게 부피

를 줄여 압축된 공간으로 읽히도록 초점을 맞췄다. 형태의 크기에 따른

원근만 존재할 뿐, 대상의 묘사 정도라거나 명료함의 차이 또는 농담의

흔적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회화 형식이 단지 회화적 표현으로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실재하는 역광의 현상을 직시해보면 시각에

포착되는 적당한 거리 안에 존재하는 원근의 나무 실루엣에는 거리감을

인식할 수 있는 색감의 차이라거나 다른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

지 눈앞의 대상과 먼 대상의 크기 차이만 남는다. 당시 작가노트를 보면

확실히 압축된 공간을 의식한 풍경에 대한 언급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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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풍경을 통해 사유의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삶의 곁에서 발견한 소박한 자연에서 휴식을 구한다. … 하루가

다 되고 이 작은 숲의 찬란한 색들이 석양으로 인해 탈색될 때, 이것은

내게 또 다른 인상으로 다가온다. 부피가 빠진 만큼이나 더욱 분명해지는

나무의 실루엣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명징해지고, 그것은 이내 내면의

숲으로 다시 자라난다. 선으로 남겨진 세계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담백한

음향을 담아내기 위해서 나는 나무들을 그림으로 옮겨간다. 나무의 형상

들은 여전히 남겨졌으나 압축된 이 자연을 고요히 바라본다. … 세밀한

형상이 담긴 무색의 풍경은 현실에서 한발 물러서고, 사유의 여백을 만든

다. 사실적인 그림이면서 동시에 사유의 차원에 접근하기 위해, 나는 진한

농묵으로 무수한 획을 긋는다. 나무의 실루엣과 여러 겹으로 겹쳐진 이파

리와 세밀한 가지들을 따라서 수많은 필획들이 존재를 쫓아 지나가고, 결

국 세밀함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정제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나무의

형상은 실제 대상을 보는 것을 초월하여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지

만, 나무의 구조, 색감이나 원근감은 모두 사라지고 진한 먹빛 안에 감추

어져 있다. … 실루엣만 이 남겨진 세계, 평면적이고 압축된 이 세계는 우

리의 바쁜 마음이 쉬다 갈 사색의 숲으로 다시 자라난다. 154)

《사색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신한갤러리 전시에서 풍경 형

식의 작품으로 제작된 작품을 보겠다. [작품도판21]은 여름 끝자락, 비온

직후 숲속을 산책하며 포착한 장면이다. 이 전의 작품들에 비해 여백이

줄고 그려진 대상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크기가 다른 몇 그루의 나무 기둥이다. 나무들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하

게 되었고 보는 사람 또한 이 숲속 이미지 안에서 시각적 혼돈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화면에서 보이는 나무 기둥의 굵기는 다양하다. 여기

서 흥미로운 점이 발생한다. 그림을 보면 볼수록 시각적 오류가 발생한

다. 원근이 느껴지다가도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나무기둥이 멀어

154) 김종규, 2018년 개인전 <작가노트>, 2018.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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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1]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2>, 2018, 비단에 수묵, 61x105cm 

서 작은 건지, 가까운데 작은 기둥이라 작아 보이는 건지, 무성한 이파리

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의 여지가 가능해지면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원근

은 완전히 뒤섞여 함축되고 결국 정제된 풍경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분

적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여백은 다른 관점으로 그림을 볼 수 있게 한

다. 무수히 많이 찍힌 이파리들은 파르르 떨리는 듯하고 그 안에서 조용

히 부는 바람과 무더운 공기를 상상하게 된다. 만약 이 그림이 한 톤의

먹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소란스러운 숲이 되었을 것이다. 갖추

고 있는 형상에서 느껴지는 현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먹색의 그림자 안

에서 한발 물러나고 이는 사색적 분위기를 완성시키게 된다. 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슬프기도 했다가 쓸쓸하기도 했다가 마음이 편안해지

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적 동요

와 비슷한 현상이다. 생략과 함축으로 완성된 시는 언제나 열려있고 모

호하다. 나의 작품에서 시적 정취가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그림이 이파리 가득한 여름 풍경이었다면, [작품도판22]는 이파리

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한겨울 풍경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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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2]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3>, 2018, 비단에 수묵, 61x105cm 

작업 주제는 겨울나무에서 비롯되었다. 여름에는 나뭇가지가 이파리 안

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다. 낙엽이 되어 다 떨어지고 난 겨울나무의 모

습은 마치 모세혈관과도 같고 자연에서 발견하는 순수한 미적 조형성을

품고 있다. 이같은 가지는 나무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끝없이 변

주가 가능한 소재이다. 언뜻 보기엔 규칙 없이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

지만 모든 나뭇가지는 저마다의 생장 규칙이 있기에 구조파악이 되고 나

면 복잡한 나무라도 다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 그림의 상단에는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나뭇가지들의 형상이

마치 부채꼴처럼 펼쳐져 있다. 화면의 방향에서는 아래에 위치한 원경의

나무들은 실제로는 비슷한 선상에서 뒤로 물러난 대상들이다. 이 역시

대상들의 크기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공간감 표현은 생략되었다. 마치 위

아래에서 서로 치고 올라오는 듯한 착시도 생기는데 위아래 나무들 사이

에 형성되는 여백은 그것들을 중재하듯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가지

들 사이를 비집고 형성된 여백은 치밀한 그림과 대조되어 가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이 그림을 엄격하게 분석, 분해해보면 화면 위에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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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5] 신한갤러리 전시전경, 2018

수많은 선과 여백만이 존재한다. 선과 여백만으로 충분히 화면을 압도할

수 있으며 생략과 함축 기법으로 사색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겨울 쓸쓸하면서도 고독한 노신사의 마음이 이러한지 간접 경

험을 하는 듯하다. 여백과 선은 납작하게 붙어있고 원경의 나무들 또한

같은 성질의 선으로 겨울 풍경을 이루고 있다.

이전의 전시로부터 한 단계씩 변화하고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면밀

히 살펴보았다. 마치 정물을 그리듯 하나의 나무를 화면에 배치하던 습

관에서 벗어나 풍경을 이루는 정제된 화면을 다루게 되었고, 화면의 크

기를 늘려 실루엣과 여백의 대비가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또한 배

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시를 진행해보면서 비단 자체 날것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몽롱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다. 마지막으로 회화적인

흔적들을 적극적으로 남김으로써 회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본 논문의 제목인 정제된 풍경과 사색적

공간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 해 걸러 후년(2020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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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진 전시에서는 이번 전시(2018년)에서 시도된 것들이 모두 조금씩 발

전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통 재료인 먹과 비단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

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특히 나의 경우 농담표현 없이 농묵으로 정교한

실루엣을 그리기 때문에 더욱 변화의 폭이 좁다. 그림의 성격이 정교하

고 섬세하다 보니 작품 변화 과정 또한 매우 느리다. 나는 전시활동을

통해 성장해 나가며 전시된 그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할 때 비로소

세밀한 변화 과정을 인지하게 된다.

3) 光/影-Light/Shadow

신한갤러리 전시 이후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시를 잠시 중단하고

창작 작업에 매진했다. 창작자로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전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연구 성과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그 이

상으로 중요하다. 신한 전시 이후 1년간 작업에 더 깊이 몰두했으며 동

시에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해 정제된 풍경과 사색적 공간 주제에 맞는 참

고 도서를 다방면으로 읽어나갔다. 동양화에 필요한 참고 도서라고 해서

동양미술에 관한 것만 읽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서양미학에 관한

배경 지식과 서양철학, 인문학, 일반 철학 등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논문

작성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던 중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마카조아 기

업에서 주관하는 <2019마카조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공모>에 당선되

어 2020년 갤러리밈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게 됐다.

<마카조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지역, 동해를

주제로 전시를 구성해야 했으며 반드시 강원도에 답사하여 지역의 특성

과 분위기를 익히고 스케치 및 자료조사 후 답사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나는 2020년 새해 1월 28일-30일에 걸쳐 2박 3일간 강원도 동해시

를 중심으로 두타산과 촛대바위, 해안선 일대를 답사하여 현장 스케치

및 자료조사를 했다. 이 전까지는 주로 나의 일상 범위 내에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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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내 작품의 주제가 되어왔다. 소소하고 평범한 도심 내 나무 풍경들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놓치고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유심히

되돌아보는 행위에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굳이 절경을 찾아다닌 다거나 유

명한 소나무 숲을 찾아가서 몇 날 며칠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

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동해 답사를 통해 다른 면을 느끼고 얻

게 되었다. 물론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는 변함없지만,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몸소 실

천한 계기가 되었다. 동해시의 명소인 두타산 풍경은 연신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카메라 셔터를 수차례 누르게 했다. 산 중턱에서 만나는 절

경들은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적 감동을 주었다.

고독함과 숭고함, 경외심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며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

를 느끼고 경험했다. 뭐라 단정 짓지 않고 모호한 문장으로 예술의 한 장

르를 담당하고 있는 시에서 느껴지는 정취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던 순

[참고도판36] 동해시 답사에서 촬영한 풍경 사진자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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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3] <두타산>, 2020, 비단에 수묵, 115x178cm 

간이다. 두타산뿐 아니라 촛대바위[참고도판36](우) 해안가 풍경에서는

깎아질 듯한 절벽 위에서 휘몰아치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인생에 대한 깊

은 고뇌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록 이번 전시에서 바다 풍경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꼭 작업하고픈 풍경들을 많이 담아왔다. 동해

시 답사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았다. 흐린 날씨에 다행히 비는 내리

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최적의 겨울 풍경이었다. 흐린 날씨의 하늘

은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나무들은 습기를 잔뜩 머금고 전체적으로 짙어

보이는 상황이 된다. 흐린 중에 흘러오는 빛은 구름에 가리어 절제된 빛

을 내뿜는다. 이것은 마치 역광의 이미지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더

욱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무 실루엣을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

시킨다.

2박 3일간의 스케치 답사는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던 시기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빛과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풍경 이미

지로부터 느낄 수 있는 거대한 감동과 여운을 다시금 되뇌게 하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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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일대 답사를 통해 얻어진

인상적인 풍경으로 기획하여

치러진 전시 주제 및 제목은

《光/影-Light/Shadow》였다.

절경을 답사하고 생각되는 지

점이 많았던 만큼 전시 제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상

황을 설명하거나 꾸미는 식의

제목 후보들이 많았던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해진 제목은 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내 작업을 존재케 하

는 두 단어로 압축시켰다. 빛과

그림자, 이 두 단어는 여백과

실루엣, 비단과 먹, 공간과 대

상 등으로 재해석 될 수 있기

에 내 작업의 시작이자 끝을 가르치는 요소이며 심플하면서 명료하게 전

시 제목으로 내세웠다.

이번 전시에서는 [참고도판37]과같이 작게 사진 영상들을 상영시켰다.

이것은 동해시 일대를 촬영한 장면으로 그중에는 작품으로 재해석된 것

도 있으나 대부분이 사진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진에서 풍

겨 나오는 내 작업의 분위기는 전시와 어울려 보였고 그것들을 모아 보

여주는 것 또한 내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관

객들은 사진을 통해 작가의 시선을 읽을 수 있었고 실제 작품 전의 1차

적 자료를 봄으로써 제작 과정을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갤러리밈은 인사동에 위치한 전시장으로써 건물 전체를 갤러리로 운영

하고 있다. 총 3개의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고, 공예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3개 중에서 나는 복층으로 된 전시 공간에서 전

[참고도판37] 영상작업 전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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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하게 됐다. 화이트

큐브 형식이 아닌 이곳은

노출 콩크리트로 마감이

되어있어 색다른 시도가

되었다. 아래층 전시장에

는 120호 화판 세 개를

이은 대형 작품 [참고도

판39] 하나와, 100호 크

기의 작품, 그리고 50호

미만의 작품 두 배치했

고, 위층에는 120호 크기

한 점과 50호 미만 세

점, 그리고 아트프린트

세 점을 나란히 걸었다.

공간이 컸기 때문에 비교

적 여유 있게 그림 배치

를 할 수 있었다. 신한갤

러리에서 선보였던 회화

적 표현기법이 나타나는

작업들이 많이 등장했고,

비단의 특징을 살린 배채기법으로 제작된 작업도 여러 점 전시되었다.

여러 시도와 변화가 있는바 연구 주제인 정제된 풍경을 통한 사색적 공

간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았다.

정사각형 프레임에 그려진 [작품도판24]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물을 배경으로 제작된 그림이다. 먼저 유려한 버들가지가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사각형 프레임의 왼편에는 버들가지들이 비교적 빼곡

하게 자리하고 있고 화면의 오른편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듯 과감

하게 버들가지 하나가 구불거리며 내려와 있다. 이 그림은 버들가지를

[참고도판38] <Pine Grove> 작업과정

[참고도판39] <Pine Grove> 전시전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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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4] <물결>, 2019, 비단에 수묵, 115x115cm 

먼저 다 그리고 배경처리를 뒤에 했다. 사실상 가지를 그리는데 대부분

의 시간과 집중력이 요구되었고, 후에 배경을 처리할 때는 빠른 속도로

즉흥적으로 그렸으며 어느 정도의 컨트롤 내에서 우연의 효과를 기대했

다. 즉 배경은 ‘그린’ 것이 아니라 회화성이 짙게 묻어나오도록 ‘표현’ 한

것이다. 그런데 작품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목은 <물결>이다. 나

는 작품을 완성시킨 후 결과물을 보며 제목을 정하는데, 이 그림의 경우

화면상에서 배경처리 된 물결 모양의 이미지가 내 시선을 더 사로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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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들인 것으로 치자면 버들가지인데, 효과와 에너지는 회화적 기법으

로 표현된 배경 부분인 것이다. 배경의 물결무늬처럼 보이는 흔적들은

비단의 특성상 물을 먹었을 때 자글자글하게 울면서 홈이 생기는데, 그

상태로 건조되며 부분적으로 먹이 고여 마르면서 진하고 연한 흔적이 남

은 것을 살린 것이다. 이 그림은 회화적 표현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

의 발걸음을 사로잡았고 대부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잠시

나마 그리움에 사무치거나 고독감에 빠져들어 상념에 잠기는 경우가 많

았다. 작가인 나로서는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런 형식

의 작업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서는 원하는 감정

을 불러낸 듯하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달빛에 의한 정제된 풍

경도 전시되었다. 이런 형식의 그림들은 대부분 어둡거나 멜랑콜리한 분

위기의 기분을 자아냈는데 이것은 사색의 정취의 분위기가 확장된 것으

로써 역광에 의해서만 표현되어지던 것에서 한층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음으로 배채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들이 여러 점 전시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가 작업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가능

케 하는 기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있을 작업에서는 배채 기법

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Ⅳ. 조형적 특징에서 배채 기법

에 대해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짚어보고 이 기법을 다루게

된 연원에 대해 서술하겠다.

배채 기법이란 조선시대 초상화에 주로 사용된 기법으로 반투명한 비

단의 재료적 특징을 이용해 앞뒷면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뒷면에서

채색의 80%를 그리고 앞면에서 20%를 그려 완결하는 기법이다. 나는

작업에 이러한 전통 배채법을 약간 다르게 적용시켜 나만의 배채법을 형

성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뒤에서 100%를 그리고 앞면에서는 손대지

않고 그림을 완결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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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0] <두타산> 부분, 2020 [참고도판41] <고향길> 부분, 2020

이것은 정제된 풍경을 지속하면서 압축된 공간을 만드는 효과를 자아

냈다. 앞면에서 농담의 차이를 주지 않고, 앞면에서 다뤄진 같은 농묵으

로 뒷면에서 그린 뒤 앞면에서 보면 비단의 레이어로 인해 한발 물러선

느낌의 풍경이 형성된다. 이로써 작품에 레이어가 형성되고, 압축된 공간

의 개념은 유지되며 원근의 표현이 가능케 된 것이다. 비단 작업을 한

이래로 줄곧 배접하기 전에 그림의 뒷면에서 그림을 확인하곤 했다. 그

림의 뒷면에서 보면 앞면의 붓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아 완전히 평평한

인쇄의 형태로 보인다. 또한 불투명한 비단의 재질로 인해 담묵으로 그

린 원경의 느낌과 다르게 레이어로 형성되는 원경의 느낌이 실제 대기

질로 인해 공기원근법이 형성된 상태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

을 살리고 싶었지만 지금까지는 앞면에서 온전히 완결하는데 집중하여

배채법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과감하게 배채법을 시도하여 작품 제작에 나섰고 전시에 선보일 수 있었

다. 몽롱한 레이어가 한층 더해졌고 이 전의 작품들과 분위기가 비슷한

듯 많이 달라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배채법을 활용한 작업들을 구상하게

되었고 앞으로 동양의 전통 기법에 바탕을 둔 흥미로운 작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도부터 시작된 지금의 형식으로 2017년 첫 개인전을 치르고 이

어서 다음해 전시를 가졌다. 한해 전시를 쉬면서 이론적 연구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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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업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20년에는 무르익은 작품들을 가

지고 세 번째 전시를 선보였다. 이러한 시간을 거쳐 이제 작업 전반적으

로 ‘정제된 풍경’을 통한 ‘사색적 공간 표현’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차원

의 평면성을 보장하고 여백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납작한 풍경을 그림으

로써 시공간의 정제된 풍경이 표현된다. 그리고 나무의 거칠고 까슬까슬

한 표면과 복잡한 구조는 실루엣 안에 모두 숨어들어 심플하면서도 사실

적으로 묘사된다. 사실적이고 치밀한 묘사를 일정한 농담의 수묵으로 그

림으로 오색찬란한 자연의 색감은 하나의 검은 숲으로 함축되어 압축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빛과 그림자, 여백과 실루엣의 대비는 보는 사람에게 상념에 젖어 들

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사색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바쁜 일상 속

에서 내면 저 바닥 깊숙이 가라앉은 어둡고 비밀스런 감정들이 여백과

먹의 작용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들은 사색적 공간 안에서 시적인 정취로 발현된다. 관객 중 한

사람이 전시를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감상평을 남겼는데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하며 이 단락을 마무리 짓겠다.

가까이 갈수록 필선의 유연함과 먹의 정갈함 그리고 오랜 숙련 뒤에 만

났을 익숙한 붓 터치가 기울였을 수고로움의 역사로 읽힌다. 소나무 기둥

이나 줄기를 단순한 면으로 처리하지 않고 켜켜이 종이를 붙이듯 먹으로

획을 쌓았다. 마른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

어 어지럽지 않고 단순미마저 느껴진다. 뻗쳐 나가는 줄기의 가는 선들은

동양화의 난을 치듯 자유롭고 활기차며 정돈되어 보였다. 여백의 미가 돋

보이는 작품은 먹빛의 세밀한 선 사이로 충분히 화면을 조였다 풀어주어

작가의 조형적 감각을 들여다보게 한다. 작가는 농묵과 흰 여백만으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고 빛으로 발화된 수많은 색을 먹으로

단순화하고 균형 잡힌 형상으로 정돈해 함축적인 시공간을 펼치고 있

다.155)

155) 이순영, <부유하는 기억들>,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neleaf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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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2] 갤러리밈 전시전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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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형적 특징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 글로써 예술세계를 표현한다. 회화에서는 그림

으로 세계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회화적 언어, 즉 조형적 특징이다. 나는

조형적 특징을 표현기법과 재료기법으로 구분한다. 작가의 예술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작가가 남긴 글이나 평론가의 글에 의해 이

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작가가 표현한 화면 그 자체를 들여다보

고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기법 및 재료기법에 집중하여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나의 작품세계를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입체적으로 알아가

고자 한다. 조형적 특징은 크게 1. 표현기법, 2. 재료기법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로 순서로 ‘사실적 실루엣 그리기’에서는 내가 대상을 관찰을 통

해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을 카메라 및 드로잉을 통해 기록하는 법에 대

해 서술한다. 이어서 산수자연을 그리는 데 있어 으뜸이 되는 ‘수지법’에

대해 살펴본다. 수지법은 산세를 표현하는 준법과 같은 맥락으로 나무

그리는 법을 말한다. 수지법은 내 그림에 있어 표현기법의 핵심이다. 다

음으로 재료기법에 해당하는 ‘농묵의 활용’에 대해 짚어본다. 이 단락에

서는 수묵의 큰 범주 내에 있는 농묵에 대해 알아본다. 농묵은 내 그림

을 표현하는 재료기법으로 정제된 풍경, 사색적 공간을 구현하는 주된

요인이다. 수묵을 다루면서 농담의 변화를 생략하는 것은 다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해 면밀하게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비단의 활용’에

서는 비단의 일반적 특징과 배채법에 대해 얘기한다. 비단은 한지와 다

르게 앞면과 뒷면 모두 표현이 가능한 전통 재료로써 나의 작품에서 어

떻게 활용되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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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기법

조형적 특징은 표현기법과 재료기법으로 구분된다. 내 작품의 표현형

식을 설명하는 이 단락은 ‘사실적 실루엣 그리기’와 ‘수지법’으로 구성된

다. 내 그림에 등장하는 정교한 실루엣은 나무 형상으로 묘사된다. 자세

한 관찰과 기록은 수지법에 의해 화면상에 정교한 실루엣으로 형성되며

이는 정제된 풍경을 실천하는 회화적 수단이다.

1) 사실적 실루엣

이번 절에서는 ‘사실적 그리기’를 통해 나의 창작 태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곽희의 아들 곽사는 아버지 곽희가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 대

해 이렇게 얘기했다.

이미 그것에 보탰으면서도 또 그것을 윤색하셨다. 한번 하셔도 좋은데,

또 그것을 다시 하시고, 다시 하셔서 되었는데도 또 다시 하셨다. 매번 한

점의 그림을 그리실 때마다 반드시 시작과 끝을 중복하심이 마치 엄중하

게 적을 경계하듯 하신 다음에야 그림 그리기를 마치셨으니, 이것을 어찌

감히 이른바 방만한 마음으로 소홀히 그리신 것이라고 하겠는가!156)

곽희는 그림 그리는 일을 단지 흥에 취해 하는 행위로 대하지 않았다.

수양하는 자세로 자신이 바라본 산수를 신중히 옮겨냈다. 화가는 자신의

망막에 비친 세계를 화면 위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재탄생 시킨

다. 세잔은 본 바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는 일을 평생에 걸쳐 필사적으로

156) 郭思, 『林泉髙致集』, 已營之, 又撤之, 已增之, 又潤之, 一之可矣, 又再之, 再之可矣,
又復之. 每一圖必重複終始, 如戒嚴敵, 然後竟, 此豈非所謂不敢以慢心忽之乎! 所謂天下
之事, 不論大小, 例須如此, 而後有成. 先子向思每丁寜委曲, 論及於此, 豈敎思終身奉之,
以爲進修之道也耶! 장언원, 『중국화론선집』, 김기주 역, (미술문화, 2002), 135-137.
원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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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옮겨 그린다는 행위는 미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단계처럼 쉬워 보이는데 나를 비롯해 많은 화가들은 왜 이것에 대해 이

처럼 고민할까? 보고 그리는 것은 쉬운 단계의 그리기가 아니었나? 하

지만 지각된 세계를 화가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여 옮겨 그리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감각이 필요하다.

첫째는 세계를 포착하는 감각이다. 둘째는 포착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지에 대한 감각이다. 곰브리치는 “드 필르(de Piles)에 의하면 이러한 양

식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화가가 숭고함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능이

없다면, 그는 자칫하면 유치한 화풍으로 떨어져 버릴 위험이 없지 않다

.”157)고 서술했다. 이처럼 화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화폭에 표현한다는

것은 숭고하고 고상한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다. 나는 나무를 통해 자연

의 순수 조형미를 포착하고 그것을 사실적 실루엣으로 표현한다. 이 절

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관찰 방법, 관찰된 자연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나아가 내 본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1) 관찰

나는 석사논문에서 “사람들은 행복과 재미를 멀리서 찾고자 한다. 가

까이 있는 나무 한 그루 자세히 관찰해보지 않은 채 말이다.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거나 관찰하여 그 모습을 파악해내는 행위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고유 행위이다.”158)라는 글을

남겼다. ‘관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메를로 퐁티는 세잔을 ‘보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사유하는 화가’라고

부른다. 존재하는 세계는 보지 않고는 사유할 수 없다. 관찰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 관찰하

는 행위는 예술가에게 예술 행위의 결과를 얻기 위해 시작하는 첫 번째

157)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 책, 351.
158) 김종규, 「수묵을 통한 사실적 나무형상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석사논
문, 201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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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좋은 소리(음악)

를 많이 들어야 하고 이미지를 다루는 화가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는 질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이 있다. 좋은 그림을 보기 전에 좋은 산수 자연을 많이 보고 자세히 관

찰해야 한다. 특히 동양회화에서는 붓을 들기 전에 먼저 자연으로부터

법을 배우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구하여 마음에 자연의 법이 선 후 산수

를 그리도록 가르쳤다. 곽희에 대해 박현숙은 “곽희에게 그림은 산수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자연의 생동하는 기운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159)고 말 했다. ‘자연의 생동하는 기운을 드러낸다는 것’

은 단지 산수를 따라 그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수양의 정신을 통해 자연

의 이치를 담아내는 것을 말한다. 곽희의 작품 <조춘도>에 대해서 제임

스 케힐은 “자연에서 불변성의 긍정이라기보다는 유동하는 세계에 대한

격동적 비전”160)이라고 평한 바 있다.

한편 나에게 자연을 관찰하는 행위는 인격 수양의 측면보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에 가깝다. 자연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바라보

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상을 도구 삼아

각자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란 여간해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나에게 나무를 자세

히 관찰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지닌 본연의 조형미를 이해하기 위함이

다. 이것은 나아가 내 안에 체득된 습관으로 발생하는 무의식적 자연물

표현을 지양하기 위함이며, 이는 나무 고유의 본 모습을 헤치지 않기 위

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것은 잘 촬영된 사진을 그림 아래 대고 정교하

게 따라 그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드 필르는 사람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9) 박현숙,「곽희의 임천고치에 나타난 신유학 예술관」, 『한국동양예술학회』
31(2016): 164.

160) 제임스 캐힐, 『중국회화사』, 조선미 역, (열화당, 200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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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적 양식은 전원의 재현으로서, 인간에 의해 경작되지 않고 자연의

변화에 그대로 내맡긴 것이다. 그 안에서는 장식도 없고 인위성도 없으므

로, 무리하게 인공을 가하기보다 그 자체로 둘 때 더 우아한 자연을 볼

수 있다.161)

‘인공을 가하기보다 그 자체로 둘 때 더 우아한 자연을 볼 수 있다’라

는 문장은 내 생각을 대변해주는 내용이다. 나는 관찰을 통해 나무 본연

의 모습을 사실적 실루엣으로 그려내는데 온 힘을 다한다. 작가로서 그

림을 그리는데 회화적 장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덜어내어 대상에 집중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순수 조형미는 이미 그 자체

로 우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한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겨울나무를 가장 즐겨 그린다. 즐겨 그린다는 것

은 가장 많이 보고 많이 관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겨울이 주는 특유의

맑고 쾌청한 날씨는 내 시선을 나뭇가지 끝으로 끌고 올라간다. 찬 공기

속에 맑은 겨울 하늘을 배경 삼아 이파리를 다 떨궈낸 나뭇가지들의 뒤

엉켜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우며 힘찬 생명력을 과시한다. 나는 하

나의 나무 풍경을 한참 바라보고 관찰한다. 하나의 대상을 차분히 앉아

지긋이 관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소소한 재미를 발견하게 된다. 바

람결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가지들, 건조하게 마른 가지들 끼리 부딪히는

소리, 위태로워 보이지만 여유롭게 앉아 할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새, 가

지 끝에서 떨어져 파르르 돌며 떨어지는 잎사귀 등, 일상에서 놓치고 있

던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동시에 잔잔한 감동이 마음을 파고든다.

나에게 이때의 감동은 예술가가 소위 말하는 ‘영감’의 원천이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영감이다. 하나의 풍경을 이리저

리 옮겨 다니며 관찰하면 여러 풍경을 본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보

는 각도마다 위치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도판43]

을 보면 각도에 따라 가지들의 조밀함이 달라지고 걸음마다 여백과 형상

161)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 책,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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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3] 같은 풍경, 다른 각도, 2019

들의 관계가 다채롭게 변한다. 좋은 풍경을 발견하고 이를 관찰하는 즐

거움은 하루해가 질 때까지 계속된다. 동기창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긴 바 있다.

화가는 옛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일단 가장 좋은 것이다. 이

것을 뛰어넘어 마땅히 자연을 배워야 한다. 매일 아침에 구름의 기운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그림 속에 있는 산과 꼭 닮았다. 산 속을 걸어갈 때,

기묘한 나무를 보면 반드시 사방에서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 나무는 왼쪽



- 179 -

에서 볼 때 그릴만 하지 못해도 오른쪽에서 보면 그릴만 한 것이 있다.

앞과 뒤도 마찬가지다. 보는 눈이 성숙되면 저절로 정신을 전하게 된다.

162)

내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발걸음을 머물게 한 풍경에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장치를 가미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최선을 다해 본연의 형

태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단지 즉흥적인 흥에 취해 그리거나 내

자신에 취해 나를 과시하는 행위가 아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순

수 조형미가 지켜지고 보이기 바라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작업에 임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욕심껏 꾸미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온전한 것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

다. 컨스터블 또한 나와 유사한 자연으로의 접근방법을 탐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의 편지에 적힌 글이다.

지난 이 년 동안 나는 줄곧 그림만 쫓아다니며 남의 손을 거친 진실을

찾아 헤맸다. … 나는 버골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나를 이끄는 풍

경에 몰두하여, 순수하며 자연 그대로인 재현화법을 익힐 작정이다. … 자

연적인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 … 오늘날 최대의 악습은 진실을 넘어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 즉 ‘화려한 치장’이다.163)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을 그린다고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본

것’이 아니라 보고 ‘느낀 것’을 그린 것이다. 보고 느낀 것을 가장 잘 표

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찰된 것’을 그린다. 모든 화가가 인식한 대상

을 옮겨 그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나의

그림 특성상 관찰은 그리는 것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카메

라로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실재 나무의 구조를 파악

162) 董其昌 『畵眼』, 畵家以古人爲師, 已是上乘, 進此, 當以天地爲師. 每每朝看雲氣變幻,
絶近畵中山, 山行詩, 見寄樹, 須四面取之, 樹有左看不入畵, 而右看入畵者, 前後亦爾. 동
기창, 앞 책, 103-104.

163)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 책,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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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거나, 각 나무의 특징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복잡한 구조의 나뭇

가지를 그려낼 수 없다. 사진과 별도로 사생을 통해 관찰하기도 한다. 사

생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한번 손으로 그려

기억된 것은 본 그림으로 옮겨 그릴 때 큰 도움이 된다. 결국 관찰은 사

실적 그리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사실적 그리기는 있는 그대로의 나

무 형상을 기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2) 기록

사실적 그리기를 위해 자세히 관찰하는 과정에 뒤따르는 것이 철저한

기록이다. 화가에게 기록의 수단은 다양하다. 과거의 화가들은 단순히 대

상만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상과 머물러 있던 장소의 날씨와 습

도, 분위기, 바람의 정도와 기온까지도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기억해뒀다

가 작업실로 돌아와 재빠르게 옮겨 그리곤 했다. 비록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물이지만 예술 창작물로써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였다. 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생은 인간의 기억으로 다 담지 못하는 한계를 도와

주는 1차적인 예술이다. 사생 자체가 원본보다 생동감 있고 진정성이 느

껴짐에 따라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과거의 화가들의

아이디어 스케치나 사생 기록물들은 화가의 습성을 담고 있어 화가의 예

술세계를 넓은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존 버거(John Peter Berger, 1926-2017)는 그의 저서 『풍경들』에서

“예술가에게 드로잉은 발견이다.”164)라는 말을 했다. 나에게 있어 사생은

관찰과 사진 기록에서 놓치는 생동한 현장감을 담는 수단이 된다. 사생

은 정교한 사실적 그리기 전 단계로 나무의 이치를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빠른 속도로 대상을 분석하고 옮

겨내는 훈련이 되며 이는 본 작업에서 고스란히 신속하고 간결한 붓질로

164) 존 버거, 『풍경들』, 신해경 역, (열화당, 20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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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4] 사생 장면과 결과물, 2019

이어진다. 사생과 같은 경험이 부족할수록 비단 위 붓질은 머뭇거리게

되고 가지를 구성하는 획은 생동감을 잃게 된다. 사실적인 그림이면서

동시에 생생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생은 반드시 내게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한편, 사진의 발달로 인해 화가의 기록과 그림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초반에 화가들은 사진으로 인해 사실적인 그림들에 큰 회의감

을 느끼고 이차원 평면에 형상을 알아보기 힘든 추상과 기하학적인 이미

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추상미술은 사람들

로 하여금 차츰 조형 의식에 대한 갈증을 불러냈다. 이후 서서히 사진의

활용은 현대 미술의 언어로서 하나의 장치적 수단이 되어 회화 영역에서

도 적극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서양의 화가들로 독일의 게르하르트 리히

터(Gerhard Richter, 1932-현재)와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를 들 수 있

다. 두 사람은 작업의 재료로써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동시대 화가

로서 대상을 기록하고 대상을 표현하는데 사진의 활용을 전략적으로 드

러내며 작업한다. 동시대 미술에서 사진의 활용은 더 이상 숨기거나 기

피 대상이 아니며 어떻게 이용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예술가의 감각적 선

택으로 활용된다.

내게 사진은 대상의 관찰과 동시에 본 작업의 결과물을 예상케 하는

작업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적 그리기는 내 작업의 조형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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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사진으로써의 기록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그림에서 인공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인

데, 이는 사진에서조차 건물이나 인공물을 배제한 구도를 포착하는 것에

서 출발한다.

사람의 시야는 사각 프레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이

화면에 어떻게 배치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서 있는 자리에서 눈동

자만 살짝 움직여도 바라보는 대상의 형태는 달라진다.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화면은 전체로 보이는 넓은 풍경과 다르게 선택된 풍경이 된다.

자세한 관찰에 이은 카메라에 포착된 풍경은 단순하게 찍힌 사진 자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택된 풍경은 촬영되는 순간 나의 감각에 따

라 프레임이 형성된다. 의도적으로 사진으로부터 많은 조작을 가하지 않

기 때문에 장면을 포착하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여백과 대상의 관계가

설정된다. 내가 사진을 그림으로 옮길 때 조작 하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를 더하고 변형하기보단 파란 하늘과 구름을 여백으로 생략하는 정도이

다. 한 그루의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완전히 다른

장면을 연출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상을 기록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

[참고도판45] 사진 자료를 보는 리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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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6] (좌)나무 전체 이미지, (우)내가 선택한 프레임, 2020

택지는 무수하게 많아진다. 여기서 다른 작가의 시선과 다른 나만의 고

유한 시선이 카메라를 통해 형성된다.

사진을 그림에 활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소 산책길에서

만나는 좋은 풍경을 카메라의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수시로 촬영하여

보관해둔다. 무수히 많이 촬영된 사진 중에 선별하여 하나의 폴더 안에

담아둔다. 그 폴더 안에는 과거의 사진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고 많은 자료가 엄선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래전에 촬영해둔 자료

중에서 무심코 지나가던 것들도 어느 순간 최종 선택되어 그려지곤 한

다. 이렇게 최종 선택되는 장면들은 마침내 비단 위에 사실적 그리기를

통해 완성된다.

나는 기록의 수단이자 1차적 작업물인 사진을 활용해 가감 없이 그리

기는 하지만 포토리얼리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는 덧칠하거나 묘사

하는 형식의 그리기를 구사하지 않는다. 서예나 사군자를 기반으로 필을

다루는 훈련을 지속하며 그것을 기본 삼아 ‘그어’나간다. 호흡에 따라 모

필을 눌렀다 뗐다 하며 나뭇가지의 굴곡과 마디를 표현한다. 이 과정에

서 재료적 특성상 비단 위 한 자리에 붓을 오래 대고 있을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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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7] 참고 이미지가 부착된 작업실 풍경, 2019 

럴 경우 번지거나 가지의 모양이 뭉개지고 만다. 사생과 관찰을 통해 습

득한 나무의 구조를 사진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그어나간다. 최

종적으로는 사진을 배제하고 오직 화면 안에 존재하는 풍경이 자연스럽

게 보이도록 유도한다. 사진의 화각이 만드는 부자연스러운 구조를 자연

스럽게 풀기 위한 방식이다. 전시를 통해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림

의 바탕이 된 사진 자료를 함께 보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림 자체의 조

형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감상하게 된다. 내가 사진을 활용해 그림을 그

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진을 활용한 그림이 원본 사진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만 사진을 활용한 결과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사진보다 더 사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에서 놓치는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또는 사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아내는 등 이런 지점이 반드시 회화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랬을 때 비로소 회화가 사진에 종속되지 않고 작가적 입장에서 사진을

자유롭게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나의 회화적 표현

기법이 밑그림을 따라 묘사하듯 채워나가는 형식을 넘어서 일 획의 집합

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나의 그림을 사실적이면서도 사색적인 차원

으로 발전시킨다. 덧칠하지 않고 일 획으로 그어나간 무수한 획은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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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의 조형미를 형상화하고 동시에 사유적 공간인 여백을 형성함으

로써 사색적 공간의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나에게 사실적인 조형의식은 나의 세계를 표현하는 주된 형식이자 내

용이다. 진실된 세계를 얻기 위해 자연의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받고 사

생을 거쳐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들은 회화적

탐구를 거쳐 나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수많은 형태의 예

술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작가의 시점

으로 기록된 사진의 적극적인 활용은 더 이상 순수 회화를 배반하는 일

이 아니다. 이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보다 완결성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

한 수단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수지법(樹枝法)

나무 그리는 법은 작가마다 수없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나의 작

품의 경우 수지법을 빼고는 설명될 수 없는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산수화는 나무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달라

지고 그에 따라 작가의 특성이 크게 드러날 정도로 나무 표현은 동양 산

수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동양의 산수화에서 보이는 나무 표

현은 중국의 오래된 전통에 의해 유형화된 범위 안에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수화에는 자연을 그리는 법이 존재한다. 단지 보이는 그대로를 작가

마다 그려내기 보다는 준법이나 수지법에 의거하여 표현한 것이다. 비

온 산의 모습은 어떤 준법으로 그리고, 바위의 거친 표현을 위해서는 정

해진 준법을 따라 행한다. 마찬가지로 나무의 표현에 있어서도 소나무

그리는 법이나, 버드나무 그리는 법이 있다. 특히 개자원화전(芥子園畵

傳)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 그리는 법이 잘 정리되어 있다. 옛

부터 정리되어온 수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로 그 수준은 뛰어나다.

실재하는 나무의 형태와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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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쉽지 않기에 취사선택이 필요한데 개자원화전에 연구된 결과물들은

각종 나무의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매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나

무란 것이 본래 한번 보면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자란 것 같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탐구해보면 나무마다 가지의 방향과 이파리의 방향, 마디의

위치가 정해진 법칙에 의해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른 나무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무성한 숲 가운데 간혹 섞여

나올 때 예스럽고 뛰어난 맛이 드러난다. 나무를 그릴 때는 회나무, 측백

나무, 버드나무, 참죽나무, 홰나무 등이라도 빽빽하고 울창하게 그려야 한

다. 나무 꼭대기와 사방이 울쑥불쑥 튀어나와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들어

가고, 하나가 살찌면 하나가 수척한 그 곳에 묘처가 있다. 옛사람이 먹으

로 윤곽을 그리고 그 윤곽에 따라 점을 연이어 찍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

다.165)

나무를 그리는 요체는 오로지 굽어진 곳을 많게 함에 달려 있다. 가지

하나, 마디 하나라도 곧바르게만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향하고

뒤로 향한 것,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한 것 등은 모두 굽어진 가운데에서

얻어진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여러 화가(의 그림)에는 곧은 줄기가 없

다는 것인가?”라고 말한다. (이에 대답하자면) “나무가 곧다 하더라도 가

지가 돋아나고 마디가 생겨나는 곳은 반드시 모두 곧은 것만은 아니다

.”166)

나는 평소 나뭇가지에서 발견되는 순수 조형미에 끌리어 나무들을 많

이 관찰하고 기록하곤 한다. 일상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재빠르게 기

록하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만 한 것이 없다. 나는 출퇴근길, 산책 또는

165) 董其昌 『畵眼』, 枯樹最不可少, 時於茂林中間出, 乃見蒼秀, 樹雖檜柏楊柳椿槐, 要得
鬱鬱森森, 其妙處在手頭與四面參差, 一出一入一肥一瘦處, 古人以墨畵圈, 圈而點綴, 正
爲此也. 동기창, 앞 책, 101.

166) 董其昌 『畵眼』, 畵樹之竅, 只在多曲. 雖一枝一節, 無有可直者. 其向背俯仰全於曲中
取之. 或曰, 然則諸家不有直幹乎. 曰, 樹雖直, 而生枝發節處, 必不都直也. 동기창, 앞
책,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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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을 하다가 나의 시선을 끄는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기록해두기 때문

에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핸드폰이 최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나는 이파리가 무성한 여름나무 보다는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차디찬

겨울 공기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겨울나무의 조

형미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대기 질이 깨끗하고 맑은 날의 하늘을 배경

삼아 역광에 의해 나뭇가지 실루엣이 명징하게 드러나는 상황 앞에서 줄

곧 감탄하곤 했다. 그러던 중 눈앞에 펼쳐지는 명징한 나뭇가지의 형상

이 마치 사군자나 수지법에 의해 화선지 위에 농묵으로 그려진 표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즉시 먹으로 한지 위에 그려보았다. 처음에는 사군자

나 서예를 쓰듯 얇은 화선지에 시도해 보았고 그 다음엔 순지에 해 보았

다. 동양화를 접한 후 산수나 풍경을 그릴 때 익히 해왔던 것처럼 동양

의 명작이나 개자원화전에 나오는 방식의 나무 그리는 법을 따라 그렸

다. 사실적이기 보다는 필획과 수지법에 준하는 표현 방식으로 한 것이

다. 그러나 내게 인상 깊게 다가온 실재 풍경은 수지법의 그것으로는 표

현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 옛 법에 그치기보다는 그것을 기본

삼아 나의 표현 방식을 찾아 나만의 수지법을 구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석도는 아래와 같이 말 한 바 있다.

내가 나 됨은 스스로 내가 존재함에 있다. 고인의 수염과 눈썹이 내 얼

굴에 생겨 날 수 없고, 고인의 폐부가 나의 뱃속에 들어 올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나의 폐부를 드러내고 나의 수염과 눈썹을 들어내 보여야만, 비록

어떤 때에 다른 작가와 그림이 똑같게 되더라도 그 작가가 나에게 온 것

이지, 내가 일부러 그 작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167)

나는 이후 보다 명징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바탕지에

167) 石濤, 『苦瓜和尙畵語錄』, 我之爲我, 自有我在. 古之鬚眉, 不能生在我之面目, 古之肺
腑, 不能安入我之腹腸, 我自發我之肺腑, 揚我之鬚眉. 縱有時觸著某家, 是某家就我也, 非
我故爲某家也.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제1편 범론3권』, 김대원 역, (소명출판,
20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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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던 중 비단에 농묵으로 그리게 되었다. 준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

에 입각하여 그려나갔다. 필을 다루는 방식은 사군자나 서예의 용필에

가깝게 하여 동양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다. 하지만 나무의 형태를 옮기는 데는 최대한 생략 없이

자연에 담긴 조형적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했다. 비단 표면 위에서 그

어진 정교한 필획은 이내 나만의 수지법으로 재탄생 하게 되었다. 이어

지는 항에서는 나의 작품을 바탕으로 1) 소나무, 2) 버드나무, 3) 그 외

수종 순서로 수지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나무

옛 부터 소나무는 동양산

수화의 중심으로 많은 화가

들에 의해 그려져 왔다. 개

자원화전을 비롯해 형호의

필법기, 곽희의 임천고치 등

에서는 소나무 그리는 법,

소나무를 대하는 태도에 관

해 많은 논의가 되었다. 형

호의 필법기에는 아래와 같

은 내용이 소개된다.

기세가 높고도 험상스러운가 하면 절조를 굽힌 듯 공손하게도 보이도

다. 잎새는 푸른 일산(日傘)을 펼친 듯한 모습이고 가지는 붉은 용이 서

리어 있는 듯한 모습이도다. … 어떠한 천품을 타고 나왔는지 기세는 구

름에 걸린 봉우리에 가깝고 그 치솟은 줄기를 우러러보면 가로 뻗거나 서

있는 가지들이 층층이 겹쳤도다. … 기이한 가지들은 거꾸로 걸쳐 있으면

서 배회하듯 변화무궁하도다. … 시가(詩歌)나 부문학(賦文學)에서 고귀하

게 다루었음은 군자의 풍도를 지니고 있음이로다. 맑은 바람 끊임없이 불

어올 때 그윽한 음향이 창공에 사무치도다.168)

[참고도판48] 주덕윤, <송계방정도>, 원,

지본수묵, 31.5x52.6cm, 상해박물관 소장



- 189 -

[참고도판49] 『개자원화전』의 소나무

소나무는 『개자원화전』에 나오는 기본기에 충실한 형식으로부터, 간

소한 필에 의한 소나무, 정교하고 사실적인 소나무 등 다양하게 표현된

다. [참고도판48]은 중국 원대 화가인 주덕윤(朱德潤, 1294-1365)의 것으

로 종이 위에 자유로우면서도 정교한 필치를 구사하고 있다. 화면 중앙

에 정교하고도 날카로운 필획으로 그려진 소나무가 보이고 그 뒤로 강물

위 배 한 척이 떠 있는 모습이다. 원경에 펼쳐지는 산 능선은 자연스럽

고 해학적인 획으로 오르락내리락 그려졌다. 주덕윤이 그린 소나무는 실

재하는 소나무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표현되었다. 노송(老松)으로 보

이는 소나무의 가지는 많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강한 생

명력을 자랑하듯 농묵의 진한 먹으로 힘차게 그려져 있다. 소나무의 골

격을 잡아주는 이 가지들 주변으로 듬성듬성 솔잎이 날카롭게 자리를 메

우고 있다. 노송 옆에는 이제 막 자라나며 습윤한 이파리가 가득한 어린

나무가 보여 노송과 대비되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뿌리를 드러내고 절

벽에서 자라난 이 소나무는 주변의 여백과 잔잔한 풍경의 빈자리를 감당

이라도 하듯 굳건해 보인다. 한편, 조맹부 <쌍송평원도> [참고도판50]에

168) 荊浩, 『筆法記』, 勢高而險, 屈節以恭. 葉張翠蓋, 枝盤赤龍. … 如何得生, 勢近雲峯,
仰其濯幹, 偃擧干重. … 奇枝倒挂, 排徊變通. … 以貴詩賦, 君子之風. 風淸匪歇, 幽音凝
空. 장언원, 앞 책,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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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50] 조맹부, <쌍송평원도> 부분

서는 주덕윤과 마찬가지로 수묵 소나무로 표현되었다. 주변의 앙상한 나

무들로 보아 겨울 풍경의 소나무 두 그루이다. 오른쪽 것은 곧게 하늘을

향해 자라났고, 왼쪽의 것은 왼쪽으로 굽이쳐 올라가다가 이내 오른쪽으

로 살짝 휘어져 역동적인 모습이다. 굵은 소나무 기둥은 소나무의 거친

표면이 느껴지도록 갈필로 그렸다. 잔가지는 모두 생략되었고 아래로 축

처진 가지 주변에 성글게 솔잎이 피어있다. 이 소나무들 또한 한 자리에

서 오랜 시간 모진 풍파를 맞고 살아온 노송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먹

을 아껴 그린 흔적이 보이며 이것은 마치 예찬의 그림 풍과도 비슷해 보

인다.

앞선 그림들과는 상이한 표현 형식의 소나무 그림이 있다. 대진(戴

進.1388-1462)은 마원과 하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명나라 화가로서 인물,

산수, 화조 등 모든 방면으로 뛰어났지만 특히 산수에 능했다. 대진의 그

림은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면을 모두 겸비했으며 수묵에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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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을 더함으로 가볍거나 누추

해 보이지 않은 수준 높은 수묵

채색 산수화를 많이 남겼다. 그

중에 살펴볼 [참고도판51]에 등장

하는 소나무는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와 특징을 담고 있으면서 동

시에 회화적인 멋을 고스란히 표

현한 뛰어난 작품이다. 실재 소나

무를 많이 관찰한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얼마나 사실성을 담고 있

는지 단박에 알 것이다. 굵은 소

나무 기둥으로 시작해 주 가지와

잔가지가 뻗어가는 모습이 매우

생동감 넘치며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선 맛에 의해 표현되었다. 이파리는 마치 가지에 붙어있는 것

마냥 섬세하고 어그러지지 않았다. 자세히 보면 잔가지와 솔잎의 사용된

선이 다르다. 잔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얇고 가늘게 긋는다면 솔잎과 구

분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진의 그림에서 잔가지는 얇지만 힘 있고

굳세다. 거기에 딸려 붙어있는 솔잎은 얇고 삐죽하며 탄력 있는 선으로

구사되었다. 담하게 채색된 잎은 푸른 소나무의 향기를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림은 회화성이 매우 짙은 소나무 그림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김홍도의 그림이다. [참고도판52, 53] 두 그림 모

두 소나무가 주제가 되는 그림으로 하나는 소나무의 중간을 과감하게 포

착하여 조촐한 폭포를 배경으로 그려진 파격적인 구도의 소나무 그림이

고, 또 하나는 크고 높은 소나무 아래 인물이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이 담

긴 그림이다. 이 두 그림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모두 풍속화에 능한 김홍

도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 해학적이면서도 풍자적인 그림에 능했던

[참고도판51] 대진, <빙현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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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52] 김홍도, <절학송폭도>

조선후기, 지본수묵, 41.7x48cm, 간송

미술관 소장

[참고도판53] 김홍도,

<선인송하취생>,

조선후기,

지본수묵,109x5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김홍도는 역시나 소나무도 매우 유머러스하고 낙서하듯 붓놀림을 놀렸

다. 거칠고 두꺼운 소나무 껍질의 표현은 마치 스프링 노트가 그려 진

것처럼 표현했고 나무 기둥의 윤곽선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다 없었다

하며 몰골과 구륵법을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해학적임에도 불구하고 보

는 누구나가 다 소나무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김홍도의 회화적 표현 능

력이자 회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놀이의 역할이다. 어쩌면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소나무보다 고차원의 회화적 기술일지도 모른다.

무성한 솔잎을 표현함으로써 소나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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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김홍도의 그림에

서는 굉장히 무심하게 표

현되어 있다. 유머러스함

가운데 대상의 핵심을 정

확히 파악하고 남다른 생

각과 시각으로 대상을 표

현하는 김홍도만의 회화적

감성이라 할 수 있다.

나무를 주제로 다루는

나의 그림에서 소나무는

내 그림의 1/3을 차지할

만큼 많이 그리게 된 수종

이다. 옛 화가들은 소나무

를 그림에 있어서 장수를

기원하거나 군자의 도덕적

상징성을 내포하기도 하였

으나 내가 소나무를 그리는 이유에 있어서 의미적인 부분은 사실상 생략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소나무를 그리는 이유는 다른 나무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함

으로써 그것이 공간(여백)과 어우러져 뽐내는 분위기에 초점을 둔 것이

다.

본래 내가 지금의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고 시작된 것인데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니 소나무의 숫자가 자연스럽

게 늘어났다. 다른 활엽수에 비해 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침엽수의

특성상 획을 긋는 행위로써 소나무를 많이 그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소

나무의 구조와 조형미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나무를 그릴 때 기

본적으로 솔잎을 하나하나 다 그어낸다는 태도로 임한다. 역광에 의해

그늘진 나무 실루엣 안에는 그늘이 걷히면 고스란히 있는 이파리들이 있

[참고도판55] <Pine Grove> 부분, 2020

[참고도판54] 일반적인 소나무 표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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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듯 나는 뭉쳐있는 솔잎들을 면이나 발임 처리하지 않고 [참고도

판55]와 같이 일일이 획을 그어 마치 수많은 솔잎이 모여 있듯이 재현한

다. 그 결과 일반적인 소나무 [참고도판54] 그림 형식에서 탈피해 나만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그림의 솔잎은 사

실적이라기 보단 방식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려져 있다. 몇 가지 방식의 패턴으로 그려내는 이 방식 또한 세밀한 관

찰과 실험 및 연습을 통해 발견된 회화적 형식임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소나무 표현 방식은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형식화된 조

형 언어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필을 구사함에 있어서는 전통방식을 따르되, 표현함에 있어

서는 사실적 이미지를 고집하고 있다. 솔잎 표현을 위해 비단 위에 겹겹

이 쌓인 획들은 배접을 통해 하나하나 그 존재가 살아난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마른 것을 확인하며 긋기 때문에 획들은 뭉쳐지지 않고 각

각 존재하게 되며 그것들은 배접을 거쳐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솔잎 뭉

치를 일일이 그어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작은 비백들은 자연스

러움을 증가시킨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넓은 면적의 검은 면으로 보

이겠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획을 발견하게 된다.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5> [작품도판25]는 서울대학교미술관 주변에

자리하는 소나무 풍경이다. 굵은 나무 기둥을 자세히 보면 측필로 거친

느낌을 살려 표면 질감을 나타냈다. 나머지 가지들은 일 획에 의해 그려

졌으며 솔잎은 사실성을 살려 무수히 반복되는 긋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

었다. 잔가지와 솔잎을 이루는 획의 차별화는 그림의 완성도와 질을 좌

우지 한다. 무심하게 보거나 그리면 발견하지 못할 만한 예민한 부분이

다. 잘 다듬어진 이 소나무는 한여름 솔잎이 무성한 가운데 그려졌기 때

문에 솔잎 안에 잔가지들이 많이 감춰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빛으로부터-나무형상I> [작품도판26]은 경기도 안성에 어느 야

산 중턱에서 만난 소나무를 그린 것이다. 도시에서 잘 가다듬어진 소나

무와는 결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굽이쳐 올라가는 나무 기둥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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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5]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05>, 2018, 비단에 수묵, 80x169cm  

[작품도판26] <빛으로부터-나무형상I>, 2015, 비단

에 수묵, 77x117cm 
[참고도판56] <빛으로부터

-나무형상I> 부분 

개 치듯 아래를 향해 뻗은 가지들과 다듬어지지 않은 수많은 잔가지들은

야생의 날 것 그대로 멋을 담고 있다. 주변을 가득 메운 잔가지들은 시

각적 풍성함과 소나무 특유의 가지 모양의 멋스러움을 강조한다. 비바람

에 꺾이고 부러진 흔적과 난지 오래된 가지부터 이제 막 새로 자라나는

가지까지 다채롭다. 무성한 이파리 사이를 무질서하게 가로지르는 힘 있

는 가지들은 인간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증거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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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7] <빛으로부터-나무형상s>, 2017, 비단에 수묵,

105x6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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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들이다. 간략한 에피소드를 더하자면, 6개월 후에 다시 찾아간 이 자

리에서 소나무의 주가지 부분이 벼락인지 태풍인지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완전히 부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곤 그림으로 남겨진 소나무를

보며 그리운 마음을 잠시 가졌었다.

<빛으로부터-나무형상S> [작품도판27]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마주

한 장면이다. 이 그림에서는 필획이 두드러지는 수지법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야생에서 마주한 소나무답게 잔가지가 무성하게 뻗어있다. 화면 상

단에는 무성한 듯 성긴 듯 보이는 솔잎과 가지가 엉켜있고 상단 왼편에

서부터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굵은 획이 힘 있게 치고 나오며 화면을 가

른다. 가지의 방향은 여백으로 남겨진 화면의 아래로 치고 나온다. 전통

적인 획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나무 가지의 재현을 동시에 이루고 있

다. 붓 길이가 긴 동양의 붓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여 표현한 부분이

다. 마디가 짧고 굴곡진 형태의 소나무 가지를 그릴 때에는 그에 맞는 호

흡을 함께 하며 그어 나간다. 마치 사격수가 방아쇠를 당길 때와 같은 순

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테크닉이 수반된다.

소나무는 예부터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대상이다. 동시대를 살아

가는 사진작가 및 화가들도 소나무를 대상으로 많은 예술 활동을 펼친다.

그만큼 소나무는 사람들 눈에 친숙하면서도 낯선 존재이다. 특히 우리나

라 우리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이 보여 질릴 법도 하지만 날씨에 따라 기

분에 따라 매번 달리 보이는 것이 소나무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소나

무 한그루만 자세히 보고 관찰해보면 수많은 표현 거리를 찾게 된다. 나

는 이런 특징을 지닌 소나무를 짙은 농묵의 정교한 실루엣으로 함축시켜

표현한다. 이때 회화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은 곧 사람들의 이미지 기

억하기 능력이 발휘되며 내 그림에 함축된 소나무 실루엣에서 나무의 구

조, 표피, 색깔 등을 모두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절하게 설명된

그림이 아니더라도 회화로 인정받고 소통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수지법을 기반으로 시작된 나의 소나무 그리기는 전통 재료의 새로

운 해석을 거처 나만의 독창적인 소나무 표현기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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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드나무

소나무와 더불어 버드나무는 풍경화 또는 산수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종이다. 내 작품에도 소나무 못지않게 많이 등장한 버드나무는 필의

장점을 살려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다. 버드나무는 예부터 강물

과 함께 풍경을 이루는 장면이 많이 그려졌다. 물가에서 바람에 흔들리

는 버드나무 풍경은 한가로움과 여유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버드나무의

이파리는 길게 늘어진 가지 못지않게 긴 획의 수지법이 요구된다.

송나라 사람은 늘어진 버들을 많이 그렸고, 또 잎을 점으로 처리한 버

들도 있다. 버들은 그리기 어렵지 않지만, 가지 끝을 나누어서 기세를 얻

어야만 한다. 버들을 점으로 그리는 오묘함은 나무 끝이 둥글게 펼쳐지는

곳에 달려 있다. 다만 녹색 물감으로 (살짝) 물들게 한다. 또 쏠리고 흩어

지게 그려서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그 가지 끝이 절

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워야 한다.169)

무관의 <류계조정도> [참고도판57]은 앞서 언급한 형식의 전형이다.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물이 흐르고 작은 배에서 여유로이 낚시를 즐기

는 인물이 등장한다. 여름을 알리는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가 물가에 우

두커니 서 있다. 수직으로 곧게 떨어지는 버들가지를 보니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로 보인다. 마원, 하규의 수지법과 매우 유사한 이 그림

의 버드나무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필치를 구사하고 있다. 필을 다룸

에 있어 기교를 최대한 절제한 흔적이 엿보인다. 버들잎을 일일이 그려

넣는 수고로움을 피하고 가지 주변에 약간의 푸른색으로 선염하는 정도

로 이파리를 대신했다. 버드나무가 주를 이룬 이 그림의 구도는 남송시

대의 전형적인 화면 구도이다. 특히 마원이 즐겨 그리던 구도이며 표현

기법 또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원경의 대상과 멀어져가는 작은

169) 董其昌 『畵眼』, 宋人多寫垂柳, 又有點葉柳, 柳不難畵, 只要分枝頭得耳. 點柳之妙,
在樹頭圓鋪處, 只而錄汁漬出, 又要森蕭, 有迎風搖颺之思, 其枝頭半明半暗. 동기창, 앞
책,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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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57] 무관, <류계조정도>,

남송, 견본수묵

산 능선, 그리고 물가 풍경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조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물가 위로 향하는 버드나무 풍경은 이상적이며 번잡한

내면을 잠재우는 심미적 안정을 준다.

다음으로 <풍우귀목도> [참고도판58]을 그린 남송대 화가 이적(李迪)

은 이당의 그림을 배워 화풍이 그와 유사하다. 화조, 대나무, 바위를 잘

그려 명성이 알려졌던 이적의 그림은 무관의 버드나무 수지법과는 상당

히 대조를 이룬다. 큼지막한 두 그루의 버드나무 아래 두 마리의 소 무

등을 타고 노는 동자들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비교적 사실적이고 정교한

분위기이다. 여름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 표현은 섬세하고 사실적이며 회

화적 완결성마저 갖추고 있다. 나무의 가지와 이파리 뭉치의 방향을 보

고 추측할 수 있듯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풍경이다. 버들가지를 자

세히 보면 한 획으로 그은 선이 아니다. 동양화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

지법으로, 이 정도의 굵기의 가지라면 보통은 한 획으로 긋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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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윤곽선도 보이고 덧칠한 흔

적도 보인다. 그로 인해 재현

적인 느낌은 획득하였으나 생

동감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무성한 이파리가 굵은

가지들을 모두 가리고 있고 이

파리 뭉치 사이로 잔가지들이

중간 중간 보이며 나무의 전체

틀을 만들고 있다. 얇고 긴 버

들잎은 일일이 붓질이 가해졌

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온전한 버들잎

을 그리는 대신 터치로 느껴질

만큼 빠른 속도의 붓질로 마치

긴 털들이 모여 있는 듯한 모

양새를 연출했다. 이파리 뭉치

의 끝에 와서는 버들잎의 형상

이 보이도록 정리하여 전체적

인 모습에 이어 세부적인 부분

을 적절히 표현했다. 화면 가장

자리에 보이는 굵은 버드나무

기둥은 적묵법으로 오래된 나

무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었다.

옹이를 그려 넣고 그 주변으로

나무의 껍질이 보이도록 농담

차이를 주어 자세히 묘사했다.

전체적으로 버들잎 주변에 채

색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풍성

[참고도판59] 모익, <유연도>, 송, 견본수묵 

[참고도판58] 이적, <풍우귀목도>, 남송,

견본수묵, 120.7x102.8cm,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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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우거져 보이도록 그렸다.

[참고도판59] 모익의 <유연도>는 앞선 그림에서 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물가 풍경이다. 하늘과 물가의 경계조차 생략된 그림에서 강풍

에 의해 물결이 치고 버드나무는 가지가 꺾일 정도로 휘어져 나부낀다.

제비가 날아드는 것으로 보아, 봄의 계절로 예상된다. 이파리가 아직 무

성하지 않은 채 강한 바람을 이겨내고 있다. 이 그림의 버드나무 수지법

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숙련된 감각의 붓질에 의해 버드나무의 조형적인

멋스러움을 단박에 표현함과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어색하거나 일그러짐

없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마치 사군자의 매화 가지를 치듯 비백과 번

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나무 기둥을 형성하고 뻗어가는 가지는 일필로

속도감 있게 쳐 올라갔다. 그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자면 마치 검객이 간

결하고 빠른 검술을 하듯 붓을 운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가지와 이파리의

교차는 무수한 작은 여백을 형성하고 이제 막 이파리가 나듯 점을 이용

해 생명력을 불러일으켰다. 본래 수지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인데 이 그림의 경우 수지법에서 강

조하는 것을 완벽하게 소화한 결과라 하겠다. 먹의 농담 변화를 보면 굵

은 나무 기둥으로부터 위를 향해 그려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붓 끝의

진한 먹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윗부분의 흩날리는 가지와

이파리는 담한 먹빛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필묵법에 상당히 능하여 운필

의 속도와 강약조절이 완벽히 통제되는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참고도판57-59]에 등장한 버드나무의 표현들은 [참고도

판60]『개자원화전』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나 또한 사실적 버드나무

를 그리기 전에 『개자원화전』을 베끼며 수지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내가 버드나무를 그리는 데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긴 호흡과 생명

력이다. 긴 획에 의해 표현되는 만큼 긴 호흡과 팔의 움직임은 가지의

생동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마디 표현 없이

그냥 부드럽고 가늘게만 그어 내린다면 실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가는 실

의 느낌이 들것이고, 너무 굴곡지거나 마디가 굵어지면 버들가지의 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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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60] 『개자원화전』의 버드나무

함을 잃고 말 것이다.

[작품도판28, 29]는 눈앞에 쏟아져 내리는 버들가지를 그린 장면이다.

두 그림 모두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은 왼쪽으로 실려 있다. 버드나무를

그림에 있어 화면의 상하 전체를 아우르는 획을 구사했다. 긴 호흡의 획

을 긋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선은 붓의 물과 먹의 양 조절이 잘

되어야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그리기도 전에 붓 뭉치에서 물이 흘러

화면을 망치게 되고, 물이 너무 적으면 긴 획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중

간부터 갈필이 나와서 끝맺음을 할 수 없다. 이는 바탕지와 획을 긋는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붓이 너무 오래 머무르면 번지거나 퍼지고, 너

무 빠르게 지나가면 갈필이 된다. 호흡을 고르고 중봉으로 시작해 내려

긋는다. 수많은 가지들이 얽히고설켜 화면을 가득 메운다. 자칫 서두르다

보면 전에 그은 선이 마르지 않은 채 번지거나 닦여 나갈 수 있으므로

시간차를 두고 차분히 그어나가야 한다.

옛 그림에서 등장하는 버드나무와 가장 다른 지점은 구도이다. 과거

대부분의 버드나무 그림은 나무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고 풍경의 일부 또

는 주제로 그린 반면 나는 버드나무의 전체 모습은 단 한 번도 취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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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8] <흐르는 선 A>, 2019, 비단에 수묵, 116x180cm 

[작품도판29] <흐르는 선 B>, 2019, 비단에 수묵, 각 80x169cm 

이 없으며 가지의 자태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화면에도 과감하게 버드

나무의 극히 일부를 끌어오거나 지금처럼 수직으로 떨어지는 장면만을

포착해 그렸다. 이는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버드나무를 그리는 이유에 있

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지의 특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에 집중하

고, 버들잎이 하늘거림에 따라 여백과의 관계 형성에서 오는 사색적인

분위기를 담아내고자 했기에 버드나무의 전체 이미지는 나에게 중요한

대목이 아닌 것이 다. 이어서 보게 될 그림에서는 더욱 과감한 구도를



- 204 -

[작품도판30] <고요한 풍경>, 2020, 비단에 수묵, 61x61cm

취한다. <고요한 풍경> [작품도판30]에서는 소나무 이파리를 일일이 겹

쳐 그리듯, 비단의 뒷면 왼쪽으로 치우친 곳에 버드나무 이파리를 한 잎

한 잎 정성껏 그린 후 앞면에서 과감하게 획, 즉 버들가지의 극히 일부

를 확대해서 유려한 필로 담백하게 그어 마무리했다. 같은 버드나무지만

원근의 차이를 강하게 줌으로서 버드나무 요소의 여러 부분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 근경의 버들가지에는 마디 표현과 태점이 어우러져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이 그림의 경우 농담 차이를 주지 않고 일정한 톤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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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31]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6, 비단에 수묵, 29x37cm 

[작품도판32] <Wind>, 2020, 비단에 수묵, 61x10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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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실루엣 이미지와 약간 차이가 느껴진다. 이것은 배채 기법을 활용

한 것으로써 앞뒷면을 활용해 물리적 원근을 형성한 것이다. 비록 원근

이 느껴지지만, 앞뒤에서 그려진 먹의 농도는 같은 농도이며 이것은 정

제된 풍경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방향이다. 다음 두 그림 [작품도판31,

32]는 비슷한 구도인데 하나는 한여름 버들잎이 무성한 시기의 그림이

고, 다른 하나는 가을 끝자락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잎이 거의 다 떨

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드러난 때이다. 두 그림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가 사선으로 흔들리고 있다. [작품도판31]의

계절은 녹음이 가장 짙은 8월, 무더위가 기승하는 시기이다. 그 시기의

버들잎은 가장 무성하고 이파리 하나하나가 길게 늘어지고 질긴 상태이

다. 버들잎을 그리는 법에 있어서 너무 작은 세필 붓은 어울리지 않는다.

약간의 두께와 길이가 있는 붓을 선택해야만 가늘지만 몸통이 두껍고 길

쭉한 버들잎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붓끝을 비단에 지그시 누르듯 시작해

서 중간에는 붓 등으로 부드럽게 그어주면서 마지막에는 붓을 살짝 들며

이파리의 끝자락을 그려주며 마무리하게 된다. 바람에 휘날리는 이파리

들은 서로 엉켜 곧게만 뻗어 있지 않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

고 잘려나가기도 한다. 이런 여러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잘

되어야 하고, 관찰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숙련된 붓의 운용이 필요하다.

[작품도판32]는 바스락 소리가 날 것만 같은 마른 이파리들이 아직 가

지 끝에 붙어있다. 무성한 여름 이파리처럼 부드럽고 길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이파리는 짧고 메마르게 표현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단점을 찍듯 선을 그어주고, 중간중간 태점을 이용해 말라비틀어진 이파

리들을 표현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겨울이라 할지라도 버들가지들은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며 생동감 있게 탄력 있는 선을 구사했다. 잎은

말라 떨어지고 새잎이 자라날지라도 이 모든 삶과 죽음의 현상은 저 가

지 위에서 생겨나기에 겨울일지라도 생명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버드나무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이다. 그

렇기 때문에 개자원화전에서는 소나무와 함께 따로 특별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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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 송대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그려졌는데, 나 또한 당시의 그림들

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버드나무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동기창이 말

하듯이 옛 그림도 좋지만, 실제 자연으로부터 그 법을 배워 얻어 나만의

수지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무엇이든지 자세히 관찰하면 그 법은

터득되기 마련이고 수많은 붓질 끝에 버드나무 그리는 법을 얻게 될 것

이다.

(3) 그 외 수종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수종의 나무가 존재한다. 나

에게 나무는 시선이 머무는 대상이자 조형적 탐구를 가능케 하는 대상이

다. 감각적인 색채로 풍경을 바라보는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1937-현재)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나무를 그리는 이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

나무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명력의 가장 큰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도 두 그루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지요. 우리

모두는 내면이 조금씩 다르고 외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름보다는 겨울

에 그 점을 더 잘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나무를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닙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당

한 때에 그곳에 있지 않으면 나무의 형태와 부피를 간파해내기 어렵습니

다. 정오에는 불가능합니다.170)

여름, 이파리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겨울

에는 드러난다. 나무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가지는 이파리라는 부피를

걷어 낸 채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때야말로 나무 본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내가 유독 겨울나무에 눈길을 빼

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나무의 구조와 조형미를 모두 획득

170) 마틴 게이퍼드, 『다시, 그림이다』, 주은정 역, (디자인 하우스, 20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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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61] 『개자원화전』의 여러 수종의 나무

할 수 있는 겨울나무는 붓 털이 긴 동양의 모필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

한 대상이다. 길고 유연한 붓은 화가의 호흡에 따라 붓을 눌렀다 뗐다

하며 가지의 꺾임, 뻗음, 마디 등을 한 붓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나를 비롯한 옛 그림에서도 겨울나무는 자주 등장한다. 물론 무

성한 이파리를 찍듯이 표현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앞글에서도 그랬듯이

동양의 전통회화 중 나무 표현에 대표 격을 몇 개 소개하고 뒤이어 내

그림을 살펴보겠다.

수지법을 논함에 있어 이성과 곽희는 중국 회화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

한 인물들이다. 동기창은 화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른나무에 있어서는 곧 이성의 그림이었고, 이는 천고에 바뀌지 않았

다. 비록 그것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 근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예찬의

그림도 곽희와 이성의 그림을 배워 나왔는데, 다만 부드러움과 심오함을

조금 더했을 따름이다.171)

171) 董其昌, 『畵旨』, 枯樹則李成, 此千古不易, 雖復變之, 不離本源. 倪雲林亦出自郭熙李
成, 稍加柔雋耳. 천촨시, 앞 책, 440.



- 209 -

[참고도판62] 이성,

<독비과석도>, 당말,

견본수묵, 126.3x104.9cm,

오사카시립미술관 소장

[참고도판63] 곽희, <과석평원도>, 북송,

견본수묵, 120.8x166.7cm, 프라이미술관 소장

이성과 곽희는 수묵 산수화를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일명

이곽파라 불리는 이들의 산수에는 수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전반

에 걸쳐 치밀하면서도 맑은 기운의 수묵 산수를 구사한다. 이곽파 화풍

은 특히 스산하고 고요하면서도 장엄하고 청량하며 붓 끝의 기교가 절정

에 다다른다. 붓의 기교는 수지법에 의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그 밖에

산을 표현한 준법이나 정교한 건축물의 등장에서도 나타난다. 이성은 곽

희보다 앞선 시대의 화가로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곽파라 불

릴만큼 곽희는 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 둘의 수지법에 나타나는

해조묘(蟹爪描)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공통된 나무 표현 방식이다.

해조묘란 겨울나무 앙상한 나뭇가지를 게 발톱처럼 보이도록 날카롭게

그려진 수지법을 말한다. 이성과 곽희의 수지법에 특히 단골로 등장하는

이 법은 붓끝의 치밀함과 날카로움, 기운참이 동반되어 산수화 전체에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성 <독비과석도>와 곽희의 <과석평원도> 그림을 살펴보며 더 자세

히 짚어보겠다. 동일하게 두 그림에는 거대한 산수자연이 등장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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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원구도의 평탄한 언덕 정도의 풍경이며 그림을 구성하는 주 소재는

나무이다. 먼저 <독비과석도> [참고도판62]를 살펴보면 나무와 비석 그

리고 인물이 등장한다.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화면 전체에 걸쳐 그

려진 교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성의 수지법은 가지 끝이 날카롭고

매섭다. 이는 구부러진 게의 발톱을 형상화한 것으로써 해조묘에 해당한

다. 옹이와 잔가지들이 많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년수가 오래된 것들로

보인다. 나무의 윤곽선은 있으나 눈에 거슬리지 않고 윤곽선 안을 채운

붓 터치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대체로 뿌리에서 시작하는 나무 기

둥은 중먹 정도의 진하기이며 가지 끝으로 올라갈수록 일필의 농묵이 눈

에 강하게 들어온다. 진한 먹빛에 날카롭고 앙상한 가지는 강건한 필치

로 보이는 동시에 스산하고 적막한 느낌마저 동반한다. 미불(米芾,

1051-1107)은 이성의 그림에 대해 “이성이 그린 수목의 마디와 구멍 난

곳은 먹으로 윤곽선을 긋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언

급하며 그의 그림을 높이 세웠다.

이상의 내용은 곽희의 그림에서도 상당 부분 적용되는바 이성의 수지

법에서 진일보하여 단정해지고 세련되진 면을 볼 수 있다. <과석평원

도> [작품도판63]도 마찬가지로 수목이 화면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바위

와 모래톱, 물가가 등장하고 저 멀리 안개를 넘어 산의 실루엣이 어렴풋

이 보인다. 이성의 그림과 달리 곽희의 그림에 등장하는 수목의 종류와

수지법은 해조묘 외에도 다양하다. 이 그림은 곽희의 대표작 <조춘도>

가 그려진 시기에 비해 곽희 말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상당히 정제된 수

지법 표현이 눈에 띈다. 천촨시는 <과석평원도>에 대해 “나뭇잎이 대부

분 떨어져 있어 소슬한 가을의 기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잎이 달린 나무

는 묵점을 밀집시켜 묘사했고, 잡목의 잎은 尣자 점을 가하거나 또는 둥

근 윤곽선을 긋고 홍자색을 바림했다. 구불구불한 나뭇가지에 자란 게

발톱 모양의 잔가지가 특히 두드러지며, 아래로 길게 늘어진 등나무 줄

기의 필선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전체적인 정취가 청윤172) 하고 수아173)

172) 청윤(淸潤)은 맑고 윤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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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풍성하고 원대하다.174)”고 평을 남겼다.

중간에 우뚝 선 나무에서 해조묘를 기반으로 표현한 수지법이 나타난

다. 이성의 것을 날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곽희의 그림에 등장하는 해조

묘는 다듬어지고 정갈해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먹의 농담운용은 일정

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과장된 표현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춘도>에서 보이는 수지법의 습관이 수목표현 중간중간 나타

난다. 수목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춘도>에 비해 다양한 수종이 등

장하고 그 표현이 맑고 담한 가운데 상당히 섬세한 필치를 구사한다. 겹

[참고도판64] 마원, <매석계부도>, 남송,

지본수묵담채, 26.7×28.6cm, 북경고궁박

물원 소장

[참고도판65] 마원, <설탄쌍로도>,

남송, 지본수묵담채, 59x37.6cm, 대

만고궁박물관 소장

173) 수아(秀雅)는 빼어나고 고아한 것이다.
174) 천촨시, 앞 책, 377.



- 212 -

쳐져있는 나무들은 한 치도 어그러짐 없이 생략과 함축 기법으로 자연스

럽게 동화되어 있다.

이성과 곽희 이후 남송에 접어들어 마원의 수지법은 완전히 다른 양

상으로 표현되며 산수화의 한 축을 이룬다. 마원의 <매석계부도> [작품

도판64], <설탄쌍로도> [작품도판65]는 마원과 하규로 불리는 마하파에

서 주로 다뤄지는 구도법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절벽에서 나무가 위태롭

게 뻗어 나오는 일각구도 형식이다. 두 그림 모두 마원의 전형적인 대

표작품이다. 바위에 나타나는 준법이나 구도에 대해서는 이상 생략하기

로 하고 수지법에 관하여만 다루기로 한다. 마원의 수지법을 보면 마치

역광에 의한 실루엣 처리로 느껴질 정도로 농담의 변화를 찾기 힘들며

일정한 농묵의 형식으로 단순 명쾌하게 나타난다. 필선의 변화 또한 적

으며 상당히 간결하고 견고하다. 마원의 수지법에서는 곡선이 잘 등장

하지 않으며, 즉 구불거리는 표현이 거의 없다. 주로 직선적인 표현과

격하게 꺾이는 형식으로 대부분 표현된다. 이것은 이곽파 화풍에서 다

뤄지던 과한 나뭇가지 표현과 대조되어 심플하면서도 담백하게 다가온

다. 또한 마원의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특한 점은 나무를 배

치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나무의 전체를 그리거나 풍경의 일부에 속하게

하기 보단, 과감하게 나무의 중간 부분을 포착하거나 확대하여 그림으

로써 화면 전체에서 나무가 군집을 이루기보다는 단일한 대상이 되어

독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지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

점이며 작품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 거듭난다.

이 전의 산수화에서 거비파적 산수나 넓은 평원 속에 여러 요소 중

일부 위치한 수목과 다르게 화면 전면에 배치되어 화면을 이끌어가는 핵

심 역할로써 존재하는 마원의 수목표현은 나의 그림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사한 구도이다. 이상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내 그림의 소나무, 버드

나무를 제외한 다른 수종을 예로 들어 고찰해 보겠다.

목련과에 속하는 튤립나무는 꽃이 튤립 모양과 닮아 튤립나무라 하며

백합나무라고도 불린다. [작품도판33, 34]는 초겨울 이파리들이 낙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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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33] <Tulip Tree>, 2020,
비단에 수묵, 70x70cm 

[작품도판34] <Tulip Tree>, 2020,

비단에 수묵, 70x70cm 

남은 것들은 말라붙어 쪼그라든 상태로 떨어질 날을 기다리는 시기의 장

면이다. 나뭇가지의 굵기 변화가 심하지 않아 과장된 획을 긋지 않으면

서 마디와 가지의 꺾임의 정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이 그림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가지 형태는 아래로 처지다가 가지 끝에 와서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가며 각진 곡선을 그리는 형식이다. 튤립나무의 가지는

비교적 단순하고 잔가지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우 많지

않은 잔가지를 그릴 때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지를 먼저 다 그린 후

이파리를 찍는다. 그려진 가지 끝에 매달려있듯이 찍어주기도 하고 중간

중간 즉흥적으로 손의 움직임을 따라 자연스럽게 찍어주면서 활기를 북

돋아 주기도 한다. 온전한 튤립나무의 이파리는 성인 남자 손바닥 크기

보다도 약간 더 큰 정도이며 따라서 말라서 쪼그라든 이파리라 해도 작

지 않다. 그런 이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긋는 선 붓보다

는 넓은 면적의 평붓 옆면을 활용해 지그시 눌러주듯 점을 찍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지를 그릴 때도 묘사하는 형식보다는 선을 긋는 행

위, 그음으로써 생겨나는 나뭇가지 표현에 집중하듯 이파리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파리의 모양을 재현하기 위해 형태를 그리고 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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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35] <하얀풍경>, 2020, 비단에 수묵, 53x80cm 

채운다거나 모양을 따라 찍기보다는 그 형태를 벗어나 큰 점에 가까운

획을 긋듯이 속도감 있게 찍어준다. 이것은 회화가 지닌 상징성을 기반

으로 명확한 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로부터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보는 사람의 인식 속에 있는

튤립나무 이파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읽지 않고 나뭇가

지의 특징과 제목 등으로부터 이해된 튤립나무를 인식하고 ‘그렇다’라고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파리를 찍을 때는 나뭇가지에 의해 밀집된 구

성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균형

과 조화가 맞을 수 있도록 화면 전체를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림을 인식하는 특성은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우리 집 아이가 보는 그림책에 나오는 이미지는 절대 사실적이지 않다.

케릭터화 되어있거나 많은 사실들이 생략되고 특징만 나타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이는 틀렸다고 인식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태양’,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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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36] <늦여름>, 2020, 비단에 수묵, 60x104cm

‘나무’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머릿속 계산이나 형태 파악, 참과 거짓

을 구분하는 행위는 없다. 오로지 직관에 의해 이미지를 사실로 받아들

인다. 이게 이미지가 갖는 특징이자 본질이다.

<하얀 풍경> [작품도판35] 그림의 경우는 오로지 앙상한 나뭇가지로

이파리는 모두 떨어지고 난 뒤의 풍경이다. 앞서 언급한 튤립나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나무의 경우는 가지 끝이 더욱 뾰족하고 예리하

다. 필의 운용에 있어서 더욱 날 선 획을 구사해야 하며 더욱이 그러한

것이 이 그림의 경우 작은 크기의 그림으로써 작게 들어가는 나무의 앙

상한 가지를 그리기 위해서는 붓 끝을 보다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작은 화면에서의 붓 운용은 큰 화면에 비해 더 감각적인 요소가 필요하

다. 큰 화면에서는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제약이 없다. 화면이 작아지면

물리적으로 무수한 잔가지들을 다 그려 넣을 수 없다. 이때는 작가의 취

사선택이 필요하다. 사실성을 잃지 않으면서 생략하며 표현해야 한다. 이

런 경우 대상 관찰을 더 많이 하고 눈에 익혀야 한다. 그래야만 생략도

가능하다. 넓은 면적의 여백은 앙상한 가지로 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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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36]은 미완결의 완

결로 완성된, 내 작업에서 보기

드문 여름 풍경이다. 오른편에

서 있는 죽은 나무를 제외하고

는 무더운 여름이 느껴질 정도

로 짙은 이파리들로 가득하다.

미루나무 무리를 그린 이 그림

은 필획의 맛보다는 이파리를

찍어 넣은 점들이 뭉쳐져서 화

면의 조화를 만들어낸다. 이파

리 중간 중간 보이는 나뭇가지

형상은 잎들이 따로 떨어져 나

부끼지 않도록 견고히 나무 전

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 이

그림의 경우 미루나무의 이파

리부터 가지까지 모두 한 종류

의 붓으로 그려졌다. 그 결과

잎과 가지가 한 덩어리로 결집

되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파리 뭉치를 그려나가며 가

지로 중간에 이어주고 또다시

이파리를 찍어 나가는 것이다.

뭉친 이파리 영역을 표현할 때

한 잎씩 점을 찍으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비백은 화면 전체

에 나타나는 여백과 어우러진

다. 면적인 요소의 단순한 형식

으로 존재하는 실루엣과 다르[참고도판66] <늦여름> 부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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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섬세한 표현의 응집에 의한 결과로서 단순한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결

과에 이른다. 앙상한 가지가 전하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 사뭇 다른

느낌의 여름 풍경에서는 덩어리감에서 오는 풍요로움과 묵직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수지법에 대해 서술해 보았

다. <개자원화전>에서는 옛 화가들의 그림을 토대로 분류 및 분석을 해

두었고 동양산수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화전을 토대로 수지법을 터득했

다. 나 또한 대학 학부 시절 화전을 기본 삼아 많은 수지법 연습을 해왔

다. 몇 번의 붓질로 나무의 구조와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

찰과 그 관찰한 것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손 끝 감각이 필요하다. 고전을

토대로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림의 주요 소재가 나무인 만큼 수지법은 내게 시작이자 마침표

를 찍는 결과이다. 나무의 특징에 따라 붓의 운용을 달리하고 표현함에

있어 어그러지거나 억지스러움을 피해야 하며 자연이 그러하듯 그림에서

도 자연스러운 수지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2. 재료기법

Ⅳ. 조형적 특징의 두 번째 주제인 재료기법은 실질적으로 나의 그림

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재료기법이자 특징이다. 나의 그림을 구성하는 재

료적 특성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동양의 전통 재료’라 할 수 있다. 동

시대 회화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조차 서양회화가 더 친숙하

고 접근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의 예

술세계 기저에는 전통 재료를 고수하고 발전시켜 대중과 소통하고 알린

다는 사명감이 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동시대에 살아

남기 어렵다. 나는 이 우수한 전통 재료의 특징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거리감 없이 다가갈 것인지 고민하며 작업한다. 이번 단락에서는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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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해 고찰한다. 먹의 운용과 비단의 특징을 서술함으로써 전통재료

기법이 내 작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한눈에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농묵의 활용

‘농묵의 활용’에서 묵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내가 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작품 안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작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수묵화는 농담(濃淡)

표현에 의해 작가의 성격이나 태도, 예술적 감흥과 작품의 흥취가 드러

난다. 담한 먹빛을 얼마나 맑게 쓰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지 되는 경

우가 많고 농담을 잘 이용할 때 표현의 범위도 늘어난다. 그러나 나의 그

[참고도판67] 예찬, <유간한송도>, 14세기,

종이에 수묵, 59.7x50.4cm, 북경고궁박물원

소장

[참고도판68] 강희안, <고사관수

도>, 15세기, 종이에 수묵,

23.5x15.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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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69] <빛으로부터-나무형상> 부분, 2015

림에서는 오로지 짙은 먹색과 여백만 눈에 띈다. 담한 먹으로 그려진 대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농묵의 활용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

힘으로써 전통적으로 표현되던 농담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조송식에 의하면 수묵이 자리 잡던 당나라 시대에 “용묵 즉 먹의 사용

은 이전의 채색화와 비교할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법이어

서 중국화론에서 처음에는 그 평가가 보류되었거나 부정적이었다.”175) 고

한다. 그러나 당대 문인을 기준으로 수묵의 활용이 빠르게 전파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묵의 입지는 중국 미술사와 동아시아에 걸쳐 급부상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수묵의 경지는 옅고 담한 맛을 잘 다뤄야 높은 평을

얻었고 예찬을 비롯해 많은 문인화가들은 농묵의 비중보다는 담묵의 비

중을 많이 두고 산수화를 제작하였다. [참고도판67]을 보면 예찬의 그림

답게 산수 전체가 큰 농담의 변화 없이 담담하게 그려졌다. 담묵은 먹의

맑은 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이런 정취는 시적이면서도 고아 담박한

문인적 취향이었다. 중국 회화사 안에서 그나마 절파화풍의 화가들

175) 조송식, 「중국화론의 전개에서 용묵(用墨)의 가치의 발견과 수용」, 『미학』,
30(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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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묵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

았다. [참고도판68]는 중국 절파

화풍에 많은 영향을 받은 조선

시대 강희안의 작품이다. 이 작

품은 예찬의 그림과 비교하였

을 때 쉽게 먹의 농담 차이를

알 수 있다. 화면의 많은 부분

에서 농묵이 사용되었으며 필

치도 강건하고 굳세다. 그러나

[참고도판69]에 나타나는 나의

그림과 비교하였을 때는 농담

의 변화가 많이 보인다.

동기창은 당나라 왕유를 시

작으로 수묵을 다루는 문인 화

가들의 계보를 재정립함으로써

남종화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수묵의 깊이와 사상을 확립시켰다. 이처럼

장구한 역사를 갖은 수묵화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서양화의 유입으로 어

느 순간 더 이상의 발전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수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서울대와 홍대를 중심으로 수

묵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애석하게도 미술 시장 안에서 수묵의 자리

는 점점 좁아지는 실정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나는 수묵을 다루는

동시대 미술인으로써 수묵의 특징과 재료적 특장점을 부각시켜 동시대

회화 장르가 담고 있는 조형의식과 형식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림을 만

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재료를 다루면서도 동

시대 감각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 나

는 과감히 담묵을 생략하고 진한 농묵만을 다루기로 결정하게 됐다. 명

징한 실루엣 표현과 세련된 먹의 활용을 위해 비단 위에 흰 여백과 경쾌

하게 대비되는 농묵으로 나무 실루엣을 그려나갔다.

[참고도판70] 벼루에 먹을 갈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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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해가 짧은 겨울

날, 저물기 시작하는

해를 등지고 서 있는

나무는 그 고유의 색

이 석양으로 인해 탈

색되고, 짙고 명료한

실루엣만이 남는다. 명

징한 검은 실루엣은

부피가 빠져 원근 할

것 없이 납작한 실루

엣 풍경이 된다. 자칫

단순한 결과로 남을 수도 있는 이 현상은 짙은 농묵과 흰 비단 여백의

대비로 인해 생성되는 사색적 공간인 정제된 풍경으로 재탄생 된다.

중간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풍경을 구현하기 위해 나

는 장시간 먹을 고르게 갈아 아주 진하게 사용한다. 이토록 진한 먹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 먹을 가는데 할애해야 한다. 먹을 갈

때는 입자가 고르게 갈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자가

남거나 눈에 안 보일만 한 알갱이가 있으면 마무리단계인 배접에서 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한다. 먹을 가는 시간은 보통 40

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작업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작업의

계획을 세우거나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듯 태도를 취한다.

백색 공포증과 같이 순백의 비단 앞에 붓을 들고 서면 긴장과 흥분의

상태가 지속된다. 평소와 다른 호흡과 맥박으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작업을 준비하며 먹을 가는 긴 시간은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준비된 농묵을 활용하여 먹 선을 그을 때 붓 안에 물의 양이 너무 적으

면 진한 먹의 아교성분으로 인해 선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고, 반면에 붓

에 물이 너무 많으면 비단에 대기도 전에 먹물을 흘리고 만다. 사실상

붓이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는 오랜 숙련에 의한 손끝 감각으로 다

[작품도판37] <빛으로부터-나무형상>, 2015, 종이

에 수묵, 38.3x58



- 222 -

룰 수 있게 된다. 짙은 그림자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짙은 농묵

은 배접 이후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겹겹이 쌓인 솔잎은 입체감이 들

정도로 농묵의 흔적은 그어지는 선에 따라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는다.

옆에서 보면 비단에 부딪히는 빛의 반사에 의해 진한 먹 선의 자국은 한

땀 한 땀 분리되어 보일 정도이다. 비단 위에 농묵을 활용하는 만큼 수

정하거나 덧칠은 불가능하다. 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 작업을

할 때 일종의 작업에 관한 생각을 비우고 정지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한

다. 붓을 들기 직전까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지만 붓을 들어 긋

는 순간부터는 머릿속 잡념을 비우고 온 감각을 집중해 짙은 실루엣의

나무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농묵으로 그려진 칼로 쪼개듯 예리하

고 날카로운 나무 형상은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다가오는 겨울나무의

생명력 넘치는 가지들의 향연을 구현한 결과이다.

농묵만을 고집하며 작업하다 보니 일반적인 수묵화와 다른 지점을 찾

게 된다. 근경이 있으면 원경이 있고, 주산이 있으면 객산이 있고, 근경

과 주산은 진하고 원경과 객산은 흐릿한 것, 이것이 전형적인 산수의 형

식중 하나이다. 원경과 근경 사이는 안개 낀 듯 습윤하고 담한 먹을 활

용해 표현한다. 나는 앞서 얘기한 수묵산수의 특징을 일절 수용하지 않

고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낯설게 다가간다. 아울러 하늘의 붉은 노을

이 푸른 하늘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황홀한 색감마저 완전히 생략하여 실

루엣을 강조하는 효과와 동시에 여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판화처럼

읽히기도 하는 나의 작업은 동양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

가며 동양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 무모할 정

도로 단색의 짙은 먹만 사용하여 그림으로써 전통 재료를 고수하는 한

편,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화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농묵의 연출 속에는 내가 예술을 대하는 데 있어 중요히 여기

는 절제의 표현 형식이 담겨있다. 색 표현은 감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미술언어 중 하나다. 그러나 나는 작가인 나의 특정한 감정들을

친절히 설명해주는 표현 방식 대신에 농묵의 짙은 실루엣으로 함축시켜



- 223 -

얘기한다. 나의 그림이 시적이며 사색적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

이다. 나의 작가노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내가 일정한 먹의 농도를 고집하는 것은 음악가가 감정을 절제하고 표

현하는 것과 닮았다. 슬픔을 슬프게, 기쁨을 기쁘게 표현하여 관객에게 감

정을 느끼도록 호소하는 1차원적 표현을 절제하고 사유와 사색의 여유를

제시하여 관객의 입장에서 더 많은걸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176)

이 짧은 글 속에는 농묵에 대한 작가적 태도가 요약되어 있다. 농묵으

로 정제된 색채에 흰 여백이 더해지며 관객으로 하여금 사색적 공간에

머물게 하며 정교한 실루엣을 통해 자연의 미를 탐구하고 여백으로부터

쉼을 구하도록 한다. 농묵의 활용은 나의 그림을 미니멀한 분위기로 이

끈다. 나는 화려함과 정 반대 지점에서 회화적 완결을 추구한다. 나에게

‘회화적 완결’이라 함은 공예적인 성격이 포함된다. 목공예도 직접 접하

면서 나의 재능과 흥미가 공예적인 완결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으

며,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단지 우연의 결과가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공예적 성격은 회화에서 정교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고 날카롭

고 예리하게 떨어지는 검은 실루엣은 미니멀함을 담은 정제된 풍경으로

나타났다. 동시대 회화에서 미니멀함은 단연 최고의 미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회화뿐 아니라 디자인, 인테리어 할 것 없이 미니멀 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니멀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뭘까? 테크놀

로지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해져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최첨단에 의해 삶이 지배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과 결핍으로 인

해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빠른 속도의 발전과 변화, 범람하는 정

176) 김종규, <작가노트>,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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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끝없이 밀려오는 경쟁 구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빠르게 치솟

는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휴식이 필요하다.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 휴식은 분리되기도 하

고 합쳐지기도 한다. 산책이나 운동 등은 육체적인 활동 및 이완으로 인

해 정신적인 휴식까지 함께 취하게 된다. 음악 감상이나 독서, 미술 감상

은 정신적 휴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미술에 있어 미니멀한 형

식의 회화 예술은 분주한 현시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휴식을 제공한다. 소란스럽고 요란하지 않은, 즉 사색적이며 명상적인 공

간을 구현하는 것이다. 농묵에 의한 정교한 실루엣 활용은 미니멀한 화

면을 구현시키며 정제된 풍경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

앞으로도 전통 재료에 기반을 두고 먹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농묵의 활용은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동양

산수화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형식으로 그 효과가 뚜렷하다. 농묵을

비롯한 수묵 그림은 다른 재료에 비해 재료의 특성상 첫인상부터 사색적

이고 사유적인 지점을 지니고 있다. 김기주는 자신의 논문에서 “글은 많

은 문제를 일으킴에 반해 그림은 특히, 수묵 그림은 모든 정치적인 문제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177)고 하며 수묵의 특징을 요약하

고 있다. 농담의 부재와 먹을 활용한 정교한 실루엣 표현은 내 작업의

고유한 영역이며 나의 생각과 예술을 대하는 자세가 담겨진 재료기법 형

식이다.

177) 김기주, 「소식의 숭고관과 북송 말 회화의 급변」, 『추계정기학술대회 』, 19(20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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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단의 활용

비단의 활용에서는 비단 활용의 미술사적 의미와 일반적 특징을 서술

하고, 종이(화선지)와 가장 구분되는 배채법에 대해 논한다. 배채법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비단이 갖는 독특한 기법이다. 비단의 반투명한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써 과거에는 주로 진한 채색이 이루어질 때 배채법이 활용

되었다. 그러나 나는 수묵 풍경을 다루면서 배채법을 시도하고 있다. 앞

서 살펴본 농묵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통적 재료의 특징을 동시대

작가로서 내 작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찰해본다.

(1) 바탕체

회화는 기본적으로 평면 위에 존재한다. 평면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

탕체인데 캔버스에서부터 종이, 화선지, 비단 등 다양한 종류의 바탕체가

있다. 바탕체에 따라 재료도 달라지고, 재료의 성질, 표현 기법도 달라짐

으로 바탕체 선택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오랜 시간 동양

화를 전공한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바탕체는 화선지 종류, 순지나 장지가

있다. 학부시절부터 다양한 종이를 사용해 봤지만 비단은 유독 접할 기

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원에 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며 바탕

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비단이

다. 동양회화사에서, 특히 중국 고대의 산수화는 대부분 비단 위에 매우

정교하고 맑게 그려졌다. 비단은 무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양회화

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료이자 바탕체이다.

중국산수화사의 저자 천촨시(陳傳席)는 그의 책 서문에 회화(繪畫)와

비단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동서양의 회화가 시각효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은 재료의 차이이다. … 회화의 ‘회(繪)’는 영문의 ‘draw’ 또는 ‘paint’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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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71] 비단의 반투명한 성질을 보여주는 이미지.

<빛으로부터-나무형상1811> 작업과정.

은 뜻이며, ‘화(畵)’는 영문의 ‘painting’과 같은 뜻인데, ‘繪’자가 ‘糸’변인

이유는 그림이 비단 상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 이러한 재료적인 특성은

중국화의 특색 형성에 요인이 되었다.178)

동양에서 비단은 종이가 발달하고 보급화 되기 전까지 그림의 바탕이

되는 주재료였다. 수묵산수가 꽃을 피운 북송시대 거비파적 산수 대부

분이 비단에 그려졌고, 서예, 사군자, 화조를 막론하고 비단은 화가들에

게 사랑받는 바탕 재료였다. 비교적 다루기 쉽고 값이 저렴한 종이가 보

급되면서 비단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근현대에 와서는 비단에 그림을 그

리는 화가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통화를 공부하거나 복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남아버린 비단은 동시대 회화에서 오히려 특수한

178) 천촨시, 앞 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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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72] <고요한 풍경> 배채 부분, 2020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의 가치가 그렇듯, 긴 세

월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나는

비단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반투명한 특성을 살려 맑고 명

징한 이미지를 만든다.

비단의 가치는 표면이 만들어 내는 고상함과 함께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보하고 있다. 재료를 통해 역사성과 지역성을 획득하는 것은 내 작품

세계의 폭을 넓혀주는 일이고 관객으로 하여금 작가를 이해하는데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관객은 비단이라는 생소한 재료를 통해 무구한 동양

회화의 역사를 간접 경험하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 전시를 통해

내가 느낀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단은 그림의 내용이나 기법

이상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동양화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 당

연히 화선지나 한지 종류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비단 위에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다. 그 관심은 단

지 흥미와 궁금증을 넘어서 동양화의 일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아가

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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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73] 비단 참고 이미지 

나의 작업에서 그리기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백이다. 순백의 비

단 여백은 그려진 나무 실루엣을 더 명징하게 보이도록 돕는다. 여기서

는 여백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백은 단순히 남겨진

흰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없이 비단 표면 그 자체가 드러나며 마감과 직결된다.

비단의 표면은 잘 만들어진 명품과 같이 완결성이 돋보인다. 내 작업

에서는 오직 먹으로 간결하게 나무 실루엣을 그리는 것 외에는 다른 재

료나 표현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겨진 비단 표면이 더욱 가시화

되고 주체적인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비단 존재 자체가 큰 역할을 하

는 만큼 비단을 틀에 고정하는 첫 단계부터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

이 된다. 비단은 십자 모양의 올이 존재하는데 처음에 비단을 고정할 때

그 올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리는 작업을 마친 후 배

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올이 틀어져 있으면 배접 과정에서 그림의 형태

자체가 일그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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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을 틀에 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틀 위에 적정 크기의 비단을 재단하여 올려놓는다.

둘째, 비단의 올이 틀어지거나 비스듬하지 않게 맞춘다.

셋째, 틀 가장자리에 풀을 펴 바른다. 이때 풀의 양의 너무 적으면 비단

이 잘 고정되지 않으며, 양이 너무 많으면 화면 안쪽까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발라주어야 한다.

넷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절히 당겨가며 고정시킨다.

다섯째, 최종적으로는 비단이 울지 않게 팽팽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비단이 울거나 올이 바르지 않으면 이후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이 다해야 한다.

[참고도판74] 비단을 틀에 고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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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을 잘 고정한 후

에는 비단 표면 위에 안

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아교포수를 한다. 이때

포수의 농도에 따라 안

료 정착에 영향을 미치

는데 나의 경우 여러 시

행착오를 거쳐 물과 아

교 비율을 3%로 맞춰

진행하고 있다. 아교포

수를 할 때는 적당한 실

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온이 너무 낮을 경우 포수를 진

행하는 동안 비단 표면 위에서 아교가 고르게 마르기도 전에 두껍게 굳

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붓이 지나가고 겹치는 부

분마다 고르게 도포되지 않고 격차가 생겨 붓질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는

다. 아울러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 비단의 이완이 심하게 되어 팽

팽했던 면이 미세하게 출렁일 정도로 늘어질 수 있다. 팽팽하지 않은 상

태로 포수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용액이 고이는 현상이 생기고 이

는 결국 표면의 불균형을 야기 시킨다. 이런 이유로 비단은 온습도를 적

절히 유지하며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여백의 면적이 넓은 내 작업의

경우 배접을 하여 표구 마감을 하고나면 작은 이물질들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잘 띈다. 그래서 나는 아교포수를 하는 동안 비단 표면 위에 앉

은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 이물질들을 핀셋으로 일일이 제거해가며 진행

한다. 아울러 포수하는 과정에서 기름이나, 풀이 비단 표면에 묻으면 포

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붓이 지나가도 고르게 표현되지 않음

으로 표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것

이 비단 작업의 특징이기도 하다. 요즘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참고도판75] 아교포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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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도 작업 할 수 있는 재료나 기술이 다양하다. 이런 이유에서 동시

대 작가들이 비단을 잘 다루지 않는지도 모른다. 효율성을 따지면 예술

만큼이나 뒤처지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동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예술 형태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은 생필품과는 다른 의미와 가

치를 지닌다. 나에게 이런 번거로운 본 작업 준비과정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 과정은 본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비단과 교감하는 시간이

자 내 그림에 정성을 쏟는 과정이다. 무구한 역사와 교감하는 시간이기

도 한 준비과정은 나 스스로 나의 작품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위 과정들을 모두 잘 수행했을 때 비로소 본 그림을 시작할 수

있다.

(2) 배채법

비단은 여러 종류의 한지와 차이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비단은 앞면

과 뒷면을 모두 활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배채법

이라 하는데, 배채법은 채색화에서 주로 활용되어왔다. 조선시대 초상화

를 보면 뒷면에서 채색의 80%이상을 진행하고 앞면에서 20%정도만 그

려서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단은 한지처럼 안료가 섬유 안으로

스며들어 안착하는 형태와 다르게 아교포수 된 표면 위에 얹어지게 된

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에만 채색 할 경우 발색에 한계가 있고 물감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박락에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비단의 뒷

면을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수묵화의 경우 배채의

활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보면 배채법의 활용은 채색을

보다 더 안전하고 발색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필휘지의 수묵

이나 발묵이 많은 수묵에서는 그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정두희

의 박사논문에서 전통 초상화에 나타나는 배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채는 전통 초상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법으로, 배채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예술성, 보존성, 경제성, 효율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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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배면에 칠한 안료가 앞으로 비치는 효과 때문에 전면에서 적은

양의 안료로 채색하여도 맑고 깊은 색감과 높은 완성도를 낸다. 특히 얼

굴에서 느껴지는 투명한 색감은 배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전면의 얇은 안료층은 처음 그은 선을 끝까지 유

지할 수 있어, 선묘 중심의 표현에 매우 적합한 제작기법이다. 배면에 칠

해진 안료는 배접에 의해 박락이 방지되고 보호되므로 높은 보존성을 가

질 수 있다. 전면의 채색층도 얇기 때문에 안료 박락의 위험도 또한 낮아

진다. 배채는 전채에 비해 적은 수의 색면으로 간단히 나누어져 있는데,

전면보다 적은 수의 안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료들을 사용했

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179)

[참고도판76] <태조어진 모사도> 배채 효과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유산 보존연구 - <태

조 어진>

179) 정두희, 「조선 후기 어진의 제작기법 연구-의궤 및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미술학과 박사논문, 201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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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희의 글을 통해 전통 초상화에 나타나는 배채의 뚜렷한 효과를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묵화에서는 배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초반에는 배채법을 적용시킬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2015 - 2018년

에 제작된 나의 작품에서는 배채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2018년 까지는

[작품도판38]에서처럼 오로지 비단의 앞면에서만 농묵으로 그려 완성시

킨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2019년 작업부터는 일종의 담한 먹으로 보여

지는 대상이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4년간 다루지 않은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내 그림에는

농담에 차이를 두는 그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단의 반투명한

특징을 활용한 배채법을 시도한 것이다. 비단을 애초에 화판에 고정하지

않고 가운데가 뚫려있는 사각 쟁틀에 팽팽하게 고정한다. 그래서 비단의

앞뒷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뒷면에서도 앞면과 같은 농도의 먹

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비단의 반투명한 특성으로 인해 뒷면의 그려진

[작품도판38] <빛으로부터-나무형상G>, 2015, 비단에 수묵, 68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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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앞면의 것과 다르게 한발 물러나 담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배채법을 활용하려면 뒷면에 칠을 하고 앞면에서 덧칠하여

완성시키지만 내 경우는 달랐다. 나는 뒷면에서 대상을 그린 뒤 그대로

배접하여 완성 시켰다. 뒷면의 이미지를 앞면에서 다시 손대지 않고 끝

내는 것이다. 수묵의 특징을 꼽자면 은근한 담묵이 으뜸인데 불구하고

나는 그림에서 철저하게 담묵을 배제시켜 왔다. 그로 인해 수백 년간 돼

오던 동양의 산수화풍과 다르게 세련되고 신선한 먹의 활용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판화나 흑백 인쇄로 읽히기도 했는데, 2019년에 와서는 왜

갑자기 담한 먹빛(배채법)을 연출하게 된 것일까? 정제된 풍경은 고집하

면서 대상의 레이어를 구현하고자 했고, 비단을 이중 삼중으로 대는 식

의 행위는 지양하던 참에 배채법을 활용해 보았다. 통상적으로 다뤄지듯

앞면에서 그려진 담한 먹과 다르게 배채법으로 드러나는 담한 느낌은 고

루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동시에 원근이 분명해지면서 화

면의 운동력이 생겨났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즐거움을 더할

수 있었다. 실제로 원경의 대상은 거리가 멀 뿐, 눈앞에 있는 대상과 마

찬가지로 실존하는 것이다. 비록 거리감으로 인해 공기원근법이 적용되

어 흐릿하게 보일 뿐이다. 반투명한 비단의 특징을 살린 배채법은 공기

원근법을 실재하는 자연처럼 실현시켜 준다. 즉 앞면이나 뒷면이나 같은

농도의 먹으로 그렸지만 비단의 반투명한 물성으로 인해 뒷면의 대상이

일정 거리 이상 물러나 보이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더군다나 뒷면의 그

림은 앞면에서 봤을 때 붓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아 한층 더 거리감을

조장한다.

뒷면을 활용하는 덕에 비단의 존재도 극명해졌다. 동양화에 대한 인식

이 적은 사람에게는 내 그림의 바탕제가 비단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백이 많은 그림이 배접을 거치면서 배접지로 인해 종이

마감 형태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뒷면에 대상이 그려짐으로

인해 비단의 올이 은은하게 보임에 따라 바탕제의 종류를 적극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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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며 비단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었다. 실제로 2019년 갤러리밈

에서 가졌던 개인전에서 배채법이 적용된 그림이 세 점 전시되었고 3주

간 진행된 전시 동안 관객들은 배채법에 대해 흥미로운 관심을 많이 보

였다. 아울러 관객에게 비단이라는 소재를 쉽고 간명하게 소개하고 설명

할 수 있었다. 재료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내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만 나의 그림에 대한

이해만 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어오는 효과를 본다. 마지막으로 배채법의 작업 과정을 사진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견틀에 고정된 비단의 뒷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채라 한다.

2. 앞면에서 그려진 나뭇가지를 피해

뒷면에서 그림을 그린다.

3. 비단의 앞면에서 바라본 그림.

(부분)

4. 비단의 뒷면에서 바라본 그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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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77] 이미지로 보는 배채 작업과정

5. 비단의 앞면에서 바라본 그림.

(전체, 과정)

6. 비단의 뒷면에서 바라본 그림.

(전체, 과정)

7. 배채법을 활용한 그림의 완성. <두타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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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2015년–2020년에 걸쳐 제작된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

되었다.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 전체의 결론을 제시한

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후속연구, 앞으로의 연구방

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나의 그림을 구성하는 조형언어는 크게 여백과

실루엣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이에 관한 문제 인식으로 시작하여 전통

회화 재료를 다루며 동시대의 회화로서의 가치를 자문하고, 그림 안에

담긴 나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탐구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색적 공간은 나의 작업을 한 마디로 규정짓는 압축된 의미다. 나에

게 사색은 시적 분위기와 직결되며 사색적 공간은 시적 정취를 담보한

다. 나의 일상에서 수시로 이뤄졌던 산책과 사유, 명상은 사색적 공간을

이루는 주된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내게 사색은 내면의 생각을 끄집어

내고 삶에 대한 실존적 철학적 자문을 이어가게 하는 기반이다. 사색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감정은 황홀감과 동시에 깊은 우수에 찬 고뇌를 이끌

어 냈다. 사색을 통한 미감은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는 최고의 미감임을

밝혔으며 이는 동양의 의경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사색을 통한 감정들은 절제와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회화로 귀결되었

다. 절제는 ‘감정의 절제’와 ‘표현의 절제’이다. 여기서는 자연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으려 하는 나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여백과 정교한 실루엣으

로 구성된 절제된 그림은 정제된 풍경을 만들고 사색적 공간에 도달하였

다. 사색적 공간에 담기 시적 정취를 논함으로 내 그림에 풍기는 시적인

분위기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림과 시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양의 먼 과거인 소식의 시중유화, 화중유시에 대해 문인화의 특

징을 중심으로 탐구했다. 이로써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학적이며 미

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사색적 공간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사색적 공간의 예술적 구현의 이해를 좁히기 위해 다른 예술가들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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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중심으로 내가 의미하는 사색적 공간 표현을 분석하고 나의 작품의

차별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예찬<용슬재도>는 절제된 산수의 인상이 강

하다. 예찬의 사상적 배경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절제된 습관은

산수화에서도 고스란히 비춰지며 나의 태도와 직결된다. 그러나 절제를

표현하는 조형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농묵에 의한 정교한 실루엣을 다루

는 나와 담하고 칼칼한 맛을 이루는 예찬의 그림에서 상이함을 밝혔다.

고요한 공간을 연출한 마원<산경춘행도>는 예찬과 다르게 그림의 조형

성에서 유사한 점에 초점을 두었다. 근경의 자연물과 넓은 여백 공간에

서 다가오는 시적 분위기는 나의 그림과 유사하다. 단, 내 그림에서는 마

원의 그림보다 더 많은 것이 생략되고 함축되어 표현됨을 확인하였다.

앤드류 와이어스<크리스티나의 세계>는 관객으로 하여금 적막감을 감출

수 없는 풍경이다. 재료나 형식면에서는 나와 매우 다르지만, 와이어스

예술세계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나의 사색적 공간

에서 비춰지는 것과 결을 같이 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란츠 슈

베르트<겨울 나그네>는 음악이라는 다른 형식을 가져온 것인데, 이 연

가곡의 가사가 ‘시’라는 것과 곡 전체를 지배하는 고독한 방랑자의 심리

가 내가 줄곧 말하는 사색적 공간의 분위기와 매우 밀접하다는 결론에

의해 연구하게 되었다. 이것으로써 사색적 공간의 의미와 예술적 구현을

살펴보았다.

정제된 풍경은 사색적 공간 표현을 실현시키는 작품 형식에 해당한다.

정제된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와 유형, 변화 과정을 서술하였다.

정제된 풍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 압축된 공간 즉,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미술사적 이론을 토대로 흐름을 짚어보았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시대

이후로 점차 원근법이 쇠퇴하고 회화 고유의 성질인 평면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린버그와 질 들뢰즈, 메를로 퐁티의 견해를 들어 회화의 평

면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 작업의 평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면성

은 압축된 공간이며 이것이 만들어 낸 풍경은 정제된 풍경이 된다. 나의

정제된 풍경은 시·공간의 정제와 색·형상의 정제로 구분되며 시·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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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에 의해, 색·형상은 각각 수묵과 실루엣에 의해 정제된 풍경을 구성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정제된 풍경은 ‘빛’에 의한 결과물이다. 빛과 정제된 풍경의 관계를 살

피고 정제된 풍경을 역광과 달빛에 의한 두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역광은 내 작업을 존재케 하는 핵심이다. 역광에 의한 내면의 일렁임을

경외와 숭고라는 주제로 설명했다. 회화에서 숭고함을 표현함에 있어 유

럽의 낭만주의 화가 터너와 프리드리히처럼 숭고한 장면을 포착하여 회

화로 전환하는 경우와 미국 추상주의 화가 뉴먼과 로스코처럼 표현기법

에 의해 회화 자체를 숭고하게 만드는 경우로 구분 지어 분석했다. 나의

회화는 전자에 속하는 터너와 프리드리히와 유사한 방법으로 숭고함을

표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광에 의한 명징한 풍경은 여백과 실루엣

에 의해 구현되고 이렇게 단순하고 고요한 풍경을 통해 잔잔하고 깊숙이

밀려오는 숭고함을 발견하였다.

달빛에 의한 풍경은 고독하고 멜랑콜리하다. 동양의 전통회화에 달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분석하고 서양에서 달빛에 의해 멜랑콜리한 분위기

를 조성하는 예시를 알아보았다. 멜랑콜리함은 자유를 상실한 인류에 주

어진 기본적인 감정임을 밝혔다. 나는 이 감정을 대하여 잃어버린 자유

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나의 작품 중에 역광과 달빛 유형의

대표작을 예로 들어 분석적으로 논했다.

이어서 정제된 풍경을 활용한 사색적 공간 표현의 변화 과정을 3회에

걸쳐 발표한 개인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내게 전시는 현재를 진단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비단에 농묵을 활용하기

전에 켄트지에 연필, 순지에 농묵을 활용했던 과거를 돌아보았고 형식면

에서 변화된 과정을 짚어보았다. 나의 작업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변

화의 폭이 크지 않아 한눈에 띄지 않는 만큼 시기별 작품의 면밀한 분석

은 내 작품의 변화 과정을 뚜렷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 작업의 조형적 특징을 표현기법과 재료기법으로 구분

지어 서술했다. 표현기법은 사실적 실루엣과 수지법으로 구성되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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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법은 농묵의 활용과 비단의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관찰과 기록은 사실적 실루엣을 구현함에 있어 선행되는 행위이다. 나

는 자연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영감을 얻고 기록함으로써 영감을 표현

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나무로부터 자연의 순수조형미를 획득한다.

그럼으로 수지법은 내 작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화

가들에게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나 소나무와 버드나무는 시선을 사

로잡는 주요 나무 소재였다. 이들을 각각 전통회화와 나의 그림을 나열

하여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 외 수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구에

임했다.

농묵의 활용은 내 작업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재료기법 이다.

과거 농담변화로 그려진 수묵화와 비교대조 하여 나의 농묵 그림이 갖는

특징을 서술했다. 진한 먹빛은 여백을 더 희게 강조했고 그로 인해 명징

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사실적이면서도 미니멀한 지점을 발견했다. 농묵

과 대비되는 여백은 비단 표면 자체다. 비단의 활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단의 특징과 작업과정에 대한 참고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동

시대 회화를 구사하는 나로서 비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역사성과 지역성

을 동시에 얻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

을 미치며 먹의 활용과 함께 퇴보되지 않도록 동시대 회화 양식의 조형

적 탐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제된 풍경을 통한 사색적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회화에 대한 확신과 숙제를

동시에 구하게 되었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나의

작업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나의 학문적 깊이가 부족하여 더 많은 자료

를 참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업

세계, 나아가 예술세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내면에 잠식하고 있던 생각

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작품과 연결 지어 나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논

한 것에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앞으로 내가 풀어야 할 숙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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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전통 재료기법을 구사함에 있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두 번째는 정교한 나무 실루엣이라는 뚜렷한 형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제다. 나의

작업을 이루는 표현기법은 재료 못지않게 지극히 전통에 기반을 둔다.

나는 사군자를 형성하는 필(筆) 보다 더 정교한 필을 구사한다. 정교함을

구하는 대신 변화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기대

하는 것은 내 작업의 대상이 자연이라는 점이다. 본체인 자연이 그렇듯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보고 관찰했을 때 얻어지는 사색적이며 시적인 감

흥에 초점을 두고 작업에 매진한다면 숙제의 해답이 보일 것으로 사료된

다. 전 세계가 통제된 팬데믹 상황에서 본 연구에 매진한 것은 내 작업

세계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비록 잠시 작품제작은 더

디지만 앞으로 해나갈 것에 대한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음에 매우 긍정적

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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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ontemplative Space through a

Refined Landscape
- Focusing on author’s own work -

KIM, JONGKYU

Major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thesis that was developed based on a

theoretical background, focusing on my work produced between 2015

and 2020. My work embodies a contemplative space through refined

landscapes.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he result of studying my

thoughts on 'refined landscape' and 'contemplative space' by adding

personal experience, art history, and aesthetic theories.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It is rare for an artist to establish his or her world based on

theory. Originally, classical oriental painters were more than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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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ers. Not only did they paint, they presented a vast aesthetic

theory 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art history. In that sense, the

results of in-depth analysis of my work from this study will be a

lifelong nourishment for me in my painting and creative activities. It

is not enough to follow the depths of classical painters,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became the basis for building my world of

work. In the contemplative space that guarantees a poetic mood, a

kind of deep sense of life is imbued. In this age where the busy flow

of life hinders reflection, a space to contemplate one's inner self is

indispensable for everyone. I hope that the space of contemplation

will be realized through my refined landscape, and through this it will

be a time of deep reflection and self-reflection.

Chapter I presented the background, purpose, content, method,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Chapter II, the meaning of contemplative space was examined

and artistic implementation was analyzed according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pace of contemplation, I expressed

my thoughts on ‘contemplation’ by describing the space of

contemplation that I experience through walking. Next, in Expression

of Contemplation, I discussed my art expression method through

contemplation. In artistic expression, rational thinking and mode of

expression through moderation were mentioned. Then, in speaking of

the poetic mood contained in contemplation, an oriental classic was

cited. Based on the City oil paintings (詩中有畫) and the painting

Middle Oil poems (畵中有詩), I analyzed the poetic mood contained in

my work, the contemplative space. In the artistic implementation

section, Ye Chan and Ma Won, Andrew Wyeth, and composer

Schubert were explained as examples. Broadly speaking,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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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into painting and music (gagok) and analyzed in detail how

my contemplative space is realized in organization, content, and form.

Chapter Ⅲ summarizes the expression of contemplative space using

the refined landscape as the subject chapter of this study. First, the

meaning of the refined landscape was described based on the

'flatness of painting'. The term mainly dealt with here is

'compressed space', a term that refers to the flatness of my work.

Then, the components of the refined landscap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refining time and space and color and shape. This

focused the discussion on blank space, ink and silhouette as key

elements that enable a refined landscape. Next, I analyzed the type of

light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my work. The type of light soon

becomes the type in a refined landscape. First, the refined landscape

by backlight was discussed, and then the refined landscape by

moonlight was discussed. The scenery by backlight had me immersed

into the sublime, and the scenery by the moonlight made me fall into

a melancholic feeling. After examining the art history and

philosophical contents of these two large emotions, I analyzed my

work. Next, I describ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xpression of

refined contemplative space, focusing on my exhibition. By discussing

the series of changes through the exhibition, it captures subtle

changes in the world of art. The three exhibition titles are: 1) From

Light-Tree Shape, 2) Time of Contemplation, and 3) Light/影

-Light/Shadow.

In Chapter IV,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y work are divided

into 1. Expression technique and 2. Material technique. The

expression technique was composed of 1) realistic silhouette and 2)

resin technique, while the material technique consisted of 1)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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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ink and 2) use of silk. The realistic silhouette was a process

that became the cornerstone of my work, and I mentioned observation

and documentation. The resin method was summarized in my

paintings using traditional paintings and 『Gaewon Hwajeon』 for

pines, willows, and other tree species as examples. In the application

of non-muk, the reason for insisting on non-dark ink and that

non-milk ink was excluded as an example of the work, and the use

of silk was analyzed by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of shading.

In Chapter Ⅴ, I finally arrange the previous contents and through

this process, I was able to obtain confidence in my painting and

personal work at the same time. Using this as a foundation, it

became a process of contemplating how to build a painting as a

contemporary artist and how to obtain art historical and aesthetic

values.

I experience contemplation through walking, and based on that

experience, I create works with a restrained attitude. The sound of

the noisy landscape is restrained, leaving only a quiet contemplative

space. Through a walk in a contemplative space, I taste the

experience of discovering and recovering my self. It has great

meaning and value for me to analyze this series of work processes

based on practice and theory through this study. This research

served as an opportunity to take a step forward in my entire world

of work.

Key words: refined landscape, contemplative space, poetic mood,

self, blank space, silhouette,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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