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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추억의 이미지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본인은 평소 추억이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며, 삶의 원동력과 마음의 안식처

가 되어준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힘든 현 사회적 

상황과 마주하면서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추억이 잊히지 않고 영원하길 바라는 

생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본인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추억, 그 외에도 잊히지 않길 바라는 

것과 영원히 간직하고픈 것을 스팽글, 스노 글로브, 구슬 등의 재료와 아이의 눈동

자, 시계와 같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

인 스팽글과 스노 글로브 이미지가 작품의 주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본인과 비슷한 주제와 소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다

른 작가의 작품과 본인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관을 정교하고 탄탄하게 재설립하여 앞으로의 

작품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핵심어: 추억, 보존, 존재감, 스팽글, 스노글로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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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업 동기

2020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삶의 질’(How’s Life? 

2020)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이번에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에 머물렀다.1) 이렇듯 현재 우리는 바이러스 및 각종 자연재해 그 밖의 여러 가

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힘든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추억은 희망과 행복을 주며 삶의 

원동력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추억은 소중하다. 그래서 

본인은 이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추억을 보존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자 하였다. 

본인은 추억을 흐르는 시간 중 의미 있는 특정 시간을 잡아 담아 놓는 것이라 보

았고, 추억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시간을 잡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추억이 잊힌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꿈과 추억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노 글로브에 추억과 

꿈을 담아내는 형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작품의 주된 재료인 스팽글의 반

짝임과 화려한 외형적 요소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음으로써 꿈과 추

억, 그리고 존재감이 잊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 홍대선 “데이터로 살펴본 삶의 만족도...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한겨레, 2020.06.01, 

http://m.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7324.html, (접속일: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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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품 표현 방법

1. 스팽글의 사용

  

스팽글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를 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얇고 작은 조각으로 웨딩드

레스나 무대의상,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그 종류에는 

원형, 마름모형, 꽃 모양, 나뭇잎 모양, 조개 모양 등이 있다.2) 또한 스팽글은 다

각도로 반짝이는 시각적 착시효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화려함을 극대화하는 소재이

다. 지나친 반짝거림과 얇은 플라스틱 조각인 재료의 특성상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색채와 광택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지니고 있어, 독특한 표면 질감과 입체감의 표현으로 흥미로운 시각

적 효과를 준다는 장점 또 한 가지고 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스팽글은 본래 의상 또는 액세서리 등 패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브제이지만, 현재는 여러 영역에 확장되어 사용되는 추세다. 그중 본인

을 포함 스팽글을 예술영역에 가져와 활용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 

스팽글을 예술영역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작가 노상균은 평면과 입체 형상에 스

팽글을 덧씌워 작업한다. 노상균의 초기작에서 보이는 물고기의 형상은 어린 시절

의 기억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를 서술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도판 1> 참고). 

이러한 물고기 형상은 물고기의 비늘같이 반짝이는 속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스팽글이란 오브제를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특성, 즉 비늘의 반짝임, 중첩되어 겹쳐진 패턴, 빛과 시선에 따라 변화

하는 색을 나타내는 극도로 절제된 화면으로 전개되어. 결국, 평면의 사각 틀에는 

물고기 표피의 한 부분을 확장한 규칙적인 패턴만이 남게 되었다.3) 그래서 현재 

노상균은 주로 연속적으로 배치된 스팽글이 만들어내는 원운동의 확산을 통하여 운

율 감이나 리듬감 등 시각적 환영을 볼 수 있는 작품과 기존의 다양한 레디메이드

(ready-made) 입체 형상의 표면에 스팽글을 촘촘하게 덮어 본래의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재질을 가리고 허구적 환상에서 오는 환영 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

는 작업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4)

스팽글을 작품의 주된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생각하였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동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인 인어공주를 

의미하는 오브제로 작품에 스팽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의 초기 작품에서 

스팽글은 인어공주의 꼬리 비늘과 흡사하여 인어공주를 의미하는 데 쓰였지만(<도판  

2> 참고), 작업의 후반부로 가면서 추억이나 영원히 간직하고픈 모든 것을 스팽글의 

반짝이는 화려함으로 돋보이게 하여 잊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의미로도 사용하였

2) 패션 큰사전 편찬 위원회, 『패션 큰사전』, 교문사, 1999. p361.

3) 이추영, 「노상균의 세계: 소우주와 우주」, 오늘의 작가전 카탈로그, 국립현대미술관, 2000,

p1-3.

4) 김미숙 「스팽글을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4, p1-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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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노상균, 송사리와 조각배, 캔버스위에 

왁스미디엄, 쇠 아크릴판 폴리 우레탄, 나무 

조각배, 210x165cm, 1991

<도판 2> 신하은,소라인어, mixed media on 

panel, 27x27cm, 2015

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존재감을 잃고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존재인데, 이와 상반되

는 존재감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서로 계속 상충하여서 현재는 인어공주의 의미는 

배제하고, 스팽글의 반짝임과 화려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영원히 

간직하고픈 것을 잊히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스팽글을 예술영역에 가져와 활용하고 있는 본인과 노상균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부분은 서로의 초기 작품 속 표현하고자 하였던 대상을 스팽글을 사용하

여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과 스팽글을 도입한 이후에 스팽글의 본질적인 특

성, 즉 비늘의 반짝임, 중첩되어 겹쳐진 패턴에 주로 초점을 맞춰 작품에 이용하여 

작업한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차별적인 부분은 노상균은 초기 작품에서 표현하

고자 하는 대상(물고기)의 의미를 여전히 포함하여 스팽글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인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어공주)의 의미를 배제하고 스팽글의 본질적인 특성

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노상균은 대상의 이미지(물고기)를 배제하고 

스팽글을 사용하는 반면 본인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나타

내는 동시에 스팽글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팽글의 키치적인 면을 이용할 

때도 노상균과 본인의 차별성이 보이는데, 노상균은 스팽글의 키치적인 요소 중 다

소 불편한 비판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면, 본인은 키치의 장점인 친숙함이라는 긍

정적 요소를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편안함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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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영화 ‘시민케인’(Citizen Kane)의 첫 장면에서 등장한 

스노글로브

2. 스노 글로브(Snow globe) 이미지 활용

스노 글로브(Snow globe)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노우볼(Snowball)의 일반화

된 명칭이다. 스노 글로브는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초기

의 스노 글로브는 지역 장인들에 의해 소량 판매되었던 지역 마을의 기념품이었다. 

그 뒤 1889년에 스노 글로브 안에 에펠탑과 같은 국제적인 관광명소 모형을 넣은 

관광 상품이 개발되었고, 1940년대 스노 글로브는 각종 광고와 영화에 소품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특히 1941년 영화 ‘시민 케인’(Citizen Kane)의 오프닝 장면에서 

등장한 스노 글로브는 영화의 성공과 함께 큰 화제가 되었고(<도판 3> 참고), 영화 

속 유년기를 그리워하는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영화에 등장해, 스노 

글로브는 할리우드의 인기 상품이 된다. 그 후 스노 글로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매력의 장난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

다.5)

본인이 작품에서 스노 글로브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서술한 스노 

글로브의 역사와 유래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스노 글로브는 추억을 환기하게 하는 

매체이며, 동시에 작품의 주된 오브제인 스팽글의 장식적인 이미지와 서로 잘 어울

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추억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릇, 상

자, 물병 기타) 소재 중 스노 글로브가 제일 적합한 소재라 판단하였고, 본인의 작

품에 스노 글로브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5) 손원경 “스노 글로브”, 장난감대백과, 2012.10.12.,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

d=3575276&cid=59070&categoryId=59070, (2020,10,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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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신하은, I시리즈(1~5), 27x27cm, mixed media, 2020 

3. 동화적 요소의 배경과 어린아이 이미지 활용

유년기는 주체에게 생의 첫 경험들로 축적된 체험적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

년기에 우리는 많은 양의 꿈과 추억을 생성하고 얻게 된다. 또한 유년기에 주체가 

체험한 경험은 지각이면서 동시에 기억이 되어, 성장하는 동안 보이지 않되 현존하

고 있다가, 불현듯 떠오르며 현재화된다. 즉, 현재의 주체에게 유년기의 경험이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년기의 회상은 단지 지나간 날에 대한 향수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마주할 미래에 대한 윤곽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년기 역시 과거의 지나간 시간이 아닌, 현 존재와 함께 지속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생에 있어서 유년기는 중요하다.6)

본인은 이렇듯 생에 중요한 유년기를 중심에 두고, 작품의 배경을 어릴 적 우리가 

읽고 보았던 동화책의 등장인물 또는 소품을 넣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외 성인

이 되어 가지게 된 추억 그리고 그 속의 등장하는 인물 또한 다 큰 어른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재표현하여 등장시킴으로 작품을 보고 유년기 때의 

추억과 감정을 상기 시켜 힘들고 지치는 현재 혹은 앞으로 꿈꾸는 미래에 힘과 희

망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I 시리즈는 앞서 서술한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제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

품이라 할 수 있다(<도판 4> 참고). 작품의 제목인 I는 1.아이(Child), 2. I(나), 3. 

Eye(눈) 언어유희로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가 바로 본인이며 작품을 

바라볼 때 제일 시선이 집중되는 작품 속의 눈을 통해 본인과 관객을 연결하게 해 

눈에 비치는 관객 또한 작품 속 아이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6) 임홍남,김은주 「성인이 기억하는 ‘유년기 가장 즐겁게 논 경험’ 탐색: 유아기관 재원 경험이 있는 성

인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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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지속, oil on canvas, 24x33cm, 1931

4. 시계의 의미 및 이미지 활용

시계와 시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 속 시계는 시간을 

상징하는 매체로 흔히 쓰며,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의 꿈이나 꿈같은 분위기를 상

징하는 멈춰 버린 시계를 통해 정지된 시간을 묘사하곤 하였다.7)

초현실주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인 '기억 속의 지속'에서 등장하는 시

계들은 녹아내리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도판 5> 참고). 이러한 달리의 녹아내린 시

계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은 사람들에게 초현실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

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달리는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렸을까? 

달리는 무의식을 다뤘던 프로이트와 로트레아몽 책을 통해 무의식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 꿈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무의미하고 모호한 형상들에 집중하였다. 이 

때문에 달리 작품 속의 이미지들도 복합적이고 무의미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불변

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간의 개념도 무의식 속에서 쉽게 변하는 형태로 만들었다.8)  

7)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테마 현대미술 노트』, 두성북스, 2011, p170-178.

8) 널 위한 문화 예술, “달리는 왜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렸을까?”, 네이버포스트, 2020.04.2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036624&memberNo=42349422&vType=VERT

ICAL, (2020,10,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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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신하은, 시간의 바깥, 116.8x91.0cm, Mixed media, 2020

본인의 작품에서도 시계가 많이 등장하는데, 작품 속 시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시

계마다 시곗바늘이 모두 빠져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도판 6> 참고). 본인은 추억,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 또는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도록 시간이 

흐르지 못하게 시곗바늘을 모두 제거한 형태로 시계를 그렸다. 이것은 앞서 스노 

글로브에 추억을 담아 추억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추억의 보존하는 또 다른 형식으

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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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작품 계획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관을 정교하고 탄탄하게 재정립하여 앞으로의 

작품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생각과 그 생각을 담은 작품에 대하여 관객이 더욱 공

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인은 작품에서 추억을 이미지화하여 화면 속에 구성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이는 이야깃거리가 많아 너무 설명적이고, 이로 인하여 제삼자인 

관객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았을 때 관객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앗아가 작품의 흥미

도를 떨어트린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추억의 주된 상징적인 이미

지 몇 가지를 강조하고 부수적인 것들은 화면에서 배제하여 작품 속 이야기 이미지

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고자 한다. 

또한 평면이라는 제한된 표현 공간을 넘어 조형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구상

을 하고 있으며, 작품 I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와 스노 글로브의 

이미지를 사용한 작품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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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images of memories through various materials

- Focused on my art works-

Shin, Haeun

Major: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e author believes that memories offer hope and happiness and is the 

driving force of one’s life and a sanctuary. The belief has strengthened in 

the event of the pandemic and natural disasters, hoping the memory lasts 

forever.

The author expresses memories and cherishable moments through subject 

matters such as eyes of a child and a watch utiliz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spangle, snow globe, and bead.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matters 

and materials such as spangles and snow globe, focusing on the author’s 

work, the research subject. Then,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works of 

different artists utilized similar subject matters and materials with the 

author’s work.

Furthermore, the author aims to thoroughly redevelop her philosophy towards 

work and establish her work plan throughout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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