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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거리를 걷고 뛰고 누비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그들

이 바라보는 곳,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본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친숙한 건물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고 사람들의 다

양한 눈높이에 맞는 작업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그 가게 또는 건물들이 사라지더라도 보는 이들의 

기억 속에 마치 그곳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추억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거리를 둘러보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사라져가는 것들도 있다. 본

인은 자신이 자주 갔던 거리에 도착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들

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

  하지만 그곳이 사라져 있거나,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은 요즘 흔한 일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곳을 추억하고 기

록하고 싶다.

  그곳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림 속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사라진 거리와 풍경 사이에서 그것을 기록하며 그 거리와 상점이 가졌

던 의미들을 되새기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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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 개발로 점차 사라지는 골목길은 낡은 시집과 같다. 고단함이라는 이름의 

‘삶’과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노스탤지어

(nostalgia)의 공간이다.1)

  거리 안에는 건물들과 가로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에는 시간이

라는 개념이 있다. 1990년대의 거리와 2000년대 거리, 2010년대 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시간의 흐름의 따라 모습은 변한다. 공간이라는 3차원적인 개념의 틀은 항

상 존재하지만, 그곳의 풍경을 바뀌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가 싶다. 본인은 매일

매일 그 공간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간은 변화한다. 또 새로 생겨난다. 

매일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오늘. 우리는 과연 이렇게 새롭게 생겨

나고 바뀌어 지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 방향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공간 

속에 거리라는 소재를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것 안에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아날로

그의 감성을 자극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소는 추억을 소환한다. 추억의 장소에 가면 평소에 생각나지 않았던 그때 당시

의 상황과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마련이다. 사라진 거리, 사라진 상점 사이로 우리

의 추억과 기억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두렵다. 

  본인은 자신의 눈과 대중의 눈이 바라보는 각각의 거리와 풍경, 사라진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1) 이상훈, 황지욱 (2013). 도시재생의 정책 배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토계획, 48(6), 38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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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라진 거리와 풍경, 그리고 거리의 의미

  본인은 자신의 작품에 다소 사람들에게 일상적일 수 있는 거리를 통해 그 속에 

특별함을 부여하고자 한다. 거리 안에는 각자 사람들만의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있

다. 본인은 이런 거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한 추억과 그리움

을 떠오르게 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본인은 거리라는 소재를 먹의 번짐과 종이에 

스며드는 농도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현장감 있는 표현을 하고자 한다.

  본인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주 다니는 친숙한 거리와 건물들의 작업을 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으로 인해 그 가게 또는 

건물들이 사라지더라도 보는 이들의 기억 속에 마치 그곳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추억의 아날로그를 떠오르게 만들고자 한다.

 거리를 둘러보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사라져 가는 것들도 있다. 본

인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들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 하지만 그곳이 

사라져있거나,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생겨

나는 것은 요즘 흔한 일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곳을 추억하고 자신만의 기법으로 그곳을 기록하려고 한다. 그

곳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 속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한다. 

  거리 속에 추억과 아날로그라는 감성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 날 수 있도록 의

도하였다. 

2. 추억과 그리움

  우리가 추억에서 위안을 얻는 이유는 우리의 뇌기능, 즉 무의식의 저장소와 감정

의 상관관계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우리의 의식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혁명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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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대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

한 모든 것들이 전의식과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 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논리적

이고 합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의 대뇌피질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므로 조

금이라도 익숙해진 것은 바로 뇌의 깊숙한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다.

  또한 무의식을 저장하는 장소로 알려진 뇌의 부위가 감정에 작용하는 부위와 연

관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무의식에 깊게 저장된 기억일수록 감정과 더 

깊이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잖은가, 우리의 기억은 늘 감정과 같이 따라 나온

다. 슬프면 과거에 슬펐던 기억이, 행복하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

난다. 그렇게 ‘방울방울 솟아난’ 추억 속에서 우리는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위안을 얻는다.

  우리는 힘들면 가족을 찾고 부모를 찾고 추억을 찾는다. 현실의 고통이 없던 어

린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심리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다.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그 새로움이 없어진다. 모든 

것에 편견과 선입견이 쌓여가는 까닭이다. 그러다 보니 더욱 더 가슴 설레게 하던 

옛 시절의 기억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찾아낸 기억에 행복함, 그리움, 꿈, 희망 등 현재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입힌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추억

은 우리의 기억에 이야기를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작품 의도 및 분석

<도판 1>, <도판 8>, <도판 9> 본인은 건물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아

교2)포수를 할 때,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포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호분

을 채색하여 거칠면서 얼룩져 보이는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 패턴 위에 다시 수묵 

건물의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오래된 목재 건물의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자 했다. 

2) 아교: 갖풀. 짐승의 가죽, 뼈, 창자 힘줄 등을 고아 만든 황갈색 액체를 말린 단단한 반투명 물체, 

물에 끓여 접착체로 사용한다. 아교 물에 가루로 된 안료나 백반 가루와 섞어 채색하거나 종이나 

비단의 표면처리에 사용한다. 원래 중국 산동성山東省 아현阿縣에서 생산되어 아교라 한다., 이성

미, 김정희, 한국 회화사 용어집, 다할미디어,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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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도판 7>, <도판 11> 본인은 이 작품들을 통해 자주 다니는 친숙한 거리와 건물들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리고 작품으로 인해 그 가게 또는 건물들이 사라지

더라도 보는 이들의 기억 속에 마치 그곳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추억의 아날로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인은 이 작업에서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대흔점3)이라는 기법을 사용 나뭇잎과 식물을 표현하

였다. 

또한 이 작업에는 요철법도 사용되었다. 요철법은 그림속의 형태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 먹

이나 채색을 써서 명암의 단계를 번지듯 점진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4)

그리고 건물들의 표현은 튼튼하면서 풍부한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필법筆法5)과 묵법墨法6)을 알

맞게 응용하여 넣어 주였다. 

필법과 묵법의 단계적인 처리는 음률마저 느끼게 하여 준다.7)

3) 대흔점: 타원형처럼 생긴 비교적 큰 점으로, 붓을 옆으로 뉘어서 혼란하게 찍는다. 무성한 여름 나

뭇잎을 나타 낼 때 주로 사용되며 산의 묘사에도 가끔 쓰인다. 이성미, 김정희, 한국 회화사 용어

집, 다할미디어, P.87

4) 이성미, 김정희, 한국 회화사 용어집, P.248

5) 필법筆法: 선을 그리는 방법.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할미디어,P236

6) 묵법墨法: 농담, 건습 등의 방법으로 면을 처리하는 방법.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P236

7)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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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분채와 먹을 사용해서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본인만의 추억과 향수를 동양화 전통기법을 통하여 분채와 먹을 이용해 한 겹 한 

겹 쌓여가면서 겹쳐지는 효과 즉 중첩의 느낌으로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한 면의 

색감도 수십 번의 붓질을 이용해서 추억을 되살려 본인만의 건물과 거리를 표현하

고자 하였다.

  사람들에게는 옛 거리가 추억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닌 마냥 낡아빠진 

거리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곳이 추억과 감성이 묻어 있고 

각자만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본인은 그 사라져가는 기억 속의 거리와 가게들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거리를 회상하며 그 거리에서 옛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만 이미 사라져 버

린 거리 속에 건물들은 나를 또 다른 낯선 도시 속으로 인도한다. 본인은 거리의 

타임캡슐을 타고 그곳을 모든 이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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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ime Capsule on the Street

-based on my works-

Many people who are walking and running down the streets could be seen. Where 

are their gaze faced, where are they looking and where are they headed?

I wanted to make familiar buildings that people often visit as matters of work and 

show them the various levels that fit.

Therefore, even if the store of buildings disappear through the work of art, I 

want to make it a living memory of the place inside the memories of the viewers.

There are new things that come up when you look around the streets, while there 

are things that are disappearing. When I arrive at the street that I often go to, I 

tend to find my favorite stores first without a second thought. 

However, what I found was that the store had already disappeared or turned into 

another store. It is common these days to disappear and to have something new. 

Nevertheless, I want to remember and recall the places. 

I want to show that it’s not gone but is still remembered in the my paintings. We 

will record it between the disappeared streets and the landscape, ruminate the 

meanings of the streets and stores, and express our longings and memorie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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