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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스트리아 제2도시 그라츠를 가로지르는 무어강 위에 인공섬이 있다. 

2003년에 만든 인공섬은 동서로 분리된 도시의 양쪽을 이어주고 랜드마

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자연 속에 인공 건축물을 짓는 데 대한 부

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자연과 인공,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고 시

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라츠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경제

까지 살렸다. 이 건물은 한강 반포대교 옆에 둥둥 떠 있는 ‘그 건물’

의 모델이다. 두 인공섬의 운명은 현재 판이하게 갈려 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자연과 공존하려는 움직임은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제대로 현실화된 곳은 적다. 자연을 이해하지 않고 자연 속

으로 침투하거나 자연을 모방하려고만 하는 탓이다.

  좋은 그림이란 사물, 대상, 세계에 대한 작가의 깊이 있는 시선 아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깊이 있는 느낌과 감각, 심화된 세

계관이 어떻게 그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과 효과적으로 융화되면

서도 독립적으로 도드라질 줄도 아느냐 하는 점 또한 작가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조형적 힘과 그림에 대한 본원적이고 집요한 문제의식이 팽팽하

게 균형을 잡고 있느냐 하는 점은 단지 그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인생관, 삶의 자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작품에 대한 철학은 언제나 자연에 의한 상상이다. 단순한 상상

에서 얻어지는 사고보다는 푸르른 들판과 산야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자연은 항상 나와 교감의 상태에 있다. 우리가 매일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 풀, 꽃이라는 존재들은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채 

피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많은 의미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을 소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연의 공존을 위한 조화를 풀어서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이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 조화를 표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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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나의 작품에 대한 철학은 언제나 자연에 의한 상상이다. 단순한 상상

에서 얻어지는 영감보다는 푸르른 들판과 산야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자연은 항상 나와 교감의 상태에 있다. 자연이 나에게 보여 준 상상은 

뿌리, 잎, 나뭇가지, 나이테, 열매 그리고 꽃 등에 의해서 상생되어 조화

되고 다시 구성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와 교감되어 또 다른 자

연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보는 자연. 보고 싶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 존재에게 우리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다. 넓은 초

원을 보며 무성하게 피어있는 다양 각색의 꽃들을 보며 예쁘다고 끝없이 

감탄하곤 한다. 그러나 그 넓은 초원에, 자연에 자리 잡고 있는 나무, 

풀, 꽃들의 흐트러진 자유로움 속에서 공존을 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는 것을 생각하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작품을 통해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나무, 풀, 꽃들의 흐트러진 자유로

움 속에서 공존을 위한 조화를 통해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는 자연의 질

서를 동양화로 풀어내고자 한다.

  그 흐트러짐 속에 자연이 내어준 색감의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연에서의 식물은 각양각색 자기만의 색감, 형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각

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서를 가지고 있다. 둘의 공통점은 그

들의 관계를 말해준다. 둘은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사이다.

  자연의 조형성을 모방, 전환, 변형, 결합 등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재구성하여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상생과 치유로 풀어내고자 한다. 자연

이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 안정을 위하게 만들어주는 색감, 색채, 인간

을 위해 안식처가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을 느끼게 되며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친숙한 식물을 봤을 때 우

리에게 평온한 과거를 보여줄 때고 있다.

  우리가 매일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무, 풀, 꽃이라는 존재들

은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채 피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많은 

의미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소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

연의 공존을 위한 조화를 풀어서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이들이

다. 그리고 나는 그 조화를 표현하고자 한다.

  자연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듯이, 나 또한 모든 이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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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예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이 이 지구 위에 살아온 역사는 아주 길다. 그 긴 역사 중 상당 부

분에 해당하는 초기의 시기에 인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삶을 꾸려 왔

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에는 흥미롭게 늘 예술이 함께 있었다. 비록 그 예술이

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말이다.

  대체 예술이란 무엇이기에 인간의 삶과 이렇게 함께해 온 것일까. 이

러한 질문은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예술, 삶과 예술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삶과 예술의 불가분의 관계는 예술이 삶의 여

러 형태들 중 하나로서 삶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된다.1)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노는 

등의 모든 행동의 삶의 형태들이다. 그중에는 학문을 하거나, 돈을 벌거

나, 예술을 하는 행동도 속한다. 학문적 행위와 경제적 행위가 그렇듯이 

예술적 행위 역시 인간의 다양한 삶의 형태들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기

에 예술에 관한 모든 질문은 삶의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삶에 대

한 물음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답변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답변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왜 사

상가들 사이에서 인간의 삶에 관한 규정들이 서로 달랐을까.

2. 자연과 예술 그리고 본인의 작업

  

예술가에게 있어서 예술의 목적은 미의 창조이며 이를 생산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예술은 자연의 이상화이며, 예술가가 조형적 형식으로 실

현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의 표현이다. 끈임 없는 변화와 복잡하면서도 정

돈된 질서가 내재된 자연은 예술창조 활동에 무한한 소재를 제공하고, 

인간의 조형의지와 미의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표현되어 왔

1) 염재철, 대학 예술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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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고 그를 동경하고 또 그로부터 끈임

없이 감동을 받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여 왔다. 

현대는 모든 생활이 기계화, 기능화 되면서 예술이나 디자인의 영역에서

도 형태가 점차 획일화 되어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자연의 형상으로 돌

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본연의 자연에로의 복귀

인 것이다.2)

  자연에 대한 미의식은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쳐 한국적 미의식을 논의

하는 데 가장 빈번히 거론되어왔던 테마이다. 

  예술과 자연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예술은 근본적으로 자연

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거스르는 것인가. 예술은 자연을 보완

하고 완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수정하거나 뛰어넘는 것인가.3)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예술과 미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연과 예술의 관계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수많은 철학자와 시인의 예술담론에 주어진 원천적 주제이다. 따라서 

시대와 방법에 따라 여러 다른 관점과 견해가 대두되어 왔다. 자연은 모

든 예술에 공통된 소재와 주제를 제공한다. 특히 자연풍경은 시와 회화

의 기본대상이다. 이는 무엇보다 자연 시와 풍경화에서 드러난다. 

서양문학사에서 자연문학의 발원은 그리스와 로마에 유래하는 전원문학, 

목가시, 목동문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예술을 보면 자연과 풍경이 갖는 비중이 전통적으로 서양예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회화의 상징인 산수화와 문인화가 이를 대변한다. 

이 중심장으로서는 특히 시를 통한 회화의 매체화가 이루어진다. 자연풍

경은 이를 인용하는 문학텍스트에 의해 그 의미가 완전하게 밝혀진다.4)

이에 본인은 동양화채색 안료를 이용하여 따스한 색과 차가운 색을 여

러 번 쌓아올려 아래색이 위로 올라오는 중첩의 효과를 바탕으로 식물과 

자연의 오묘한 색감들을 동양채색화로 연구하였다.

  특별히 식물이 가지고 있는 사계절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소재에 수

십 번의 채색의 단계를 거쳤는데, 이는 시간과 계절 속에 변해가는 식물

들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양화 안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

성을 살려 수십 번 중첩 속에서도 색이 탁해지지 않고 맑게 올라오는 현

2) 강화영, 자연의 형상을 이용한 반복패턴 연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공예과 박사논문

3) 하선규, 예술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34집, 182p.

4) 고위공, 자연 삶 예술-Gothe의 자연시학,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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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 잎 한 잎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

십, 수백 가지 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Ⅲ. 결론

  본인의 작업에는 동양 전통회화의 채색화를 화두로 삼아 자연 속에서 

인생, 그림과 깨달음,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구분 없이 그 둘의 섞임과 

고급스러운 재음미로 변환한 우리 전통 채색화에 대한 해석과 자연의 운

행을 따르기 위한 운運의 추구, 그리고 동양화매체의 물성을 살려 새로

운 표현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자 하는 재미 같은 것들도 섞여 있다. 

  본인이 깨달은 동양 미술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연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전통적인 

채색화는 깨달음을 지향하고 삶의 깊이를 통찰해가는 예술이 된다. 

  전통회화의 미적 가치 중에서 특히 '깊이'는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동양화가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피적이고 장식적이며 

한결 같이 인테리어 적으로 변모한 상황에 대한 자조적 반성과 비판은 

그로 하여금 근원을 다시 사유케 하고 원전으로 돌아가 이를 제대로 공

부하도록 부추겼다. 나의 모든 작업은 바로 그 연장선에 닿아 있다.

  우리가 예술적 직관을 가지는 순간 자아는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이

다. 예술적 직관 안에는 숙고로서의 예술과 영감으로서의 시가 공존한

다. 따라서 직관 안에서 자아와 자연은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룬다.



- 5 -

도판목록

도판 1)  찬란한 여름/ The Glorious Summer  112cm x 145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2)  수국의 꿈/ Hydrangea’s Dream  116.8cm x 80.3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3)  아네모네의 노래/ Anemone’s Song  116.8cm x 91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4)  수국의 꿈 2/ Hydrangea’s Dream 2  100cm x 70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5)  봄 그리고 튤립/ Spring and Tulip  72cm x 100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6)  가을 그리고 엉겅퀴/ Autumn and Thistle  90.9cm x 72.7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7)  너에게 행운을/ Luck For You  72cm x 53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8)  가을 그리고 구절초/ Autumn and Gujeolcho  72cm x 53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9)  강아지풀/ Foxtail  72cm x 53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10)  봄의 향기, 히야신스/ The Scent of Spring, Hyacinth  45.5cm x 69.1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11)  봄의 향기, 수선화/ The Scent of Spring, Daffodil  45.5cm x 69.1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12)  겨울을 기다리는 억새풀/ Sawgrass Waiting For Winter  130.3cm x 162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13)  따스한 햇살 아래/ Under The Warm Sunshine  130.3cm x 162cm  장지에 

채색, 2018



- 6 -

도판 14)  청미래/ Cheongmirae  33cm x 33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15)  한적한 연못/ The Secluded Pond  130cm x 90cm  장지에 채색, 2018

도판 16)  흔적/ Trace  387.8cm x 130.3cm  장지에 채색, 2018



- 7 -

논문연구도판

도판 1)  찬란한 여름/ The Glorious Summer  112cm x 145cm  장지에 채색, 2018

      



- 8 -

     

도판 2)  수국의 꿈/ Hydrangea’s Dream  116.8cm x 80.3cm   장지에 채색,  2018

     



- 9 -

     

도판 3)  아네모네의 노래/ Anemone’s Song  116.8cm x 91cm  장지에 채색, 2018



- 10 -

도판 4)  수국의 꿈 2/ Hydrangea’s Dream 2  100cm x 70cm  장지에 채색, 2018



- 11 -

도판 5)  봄 그리고 튤립/ Spring and Tulip  72cm x 100cm  장지에 채색, 2018



- 12 -

도판 6)  가을 그리고 엉겅퀴/ Autumn and Thistle  90.9cm x 72.7cm  장지에 채색, 

2018



- 13 -

도판 7)  너에게 행운을/ Luck For You  72cm x 53cm  장지에 채색, 2018

  



- 14 -

도판 8)  가을 그리고 구절초/ Autumn and Gujeolcho  72cm x 53cm  장지에 채색, 

2018



- 15 -

도판 9)  강아지풀/ Foxtail  72cm x 53cm  장지에 채색, 2018



- 16 -

도판 10)  봄의 향기, 히야신스/ The Scent of Spring, Hyacinth  45.5cm x 69.1cm  

장지에 채색, 2018



- 17 -

도판 11)  봄의 향기, 수선화/ The Scent of Spring, Daffodil  45.5cm x 69.1cm  

장지에 채색, 2018



- 18 -

도판 12)  겨울을 기다리는 억새풀/ Sawgrass Waiting For Winter  130.3cm x 162cm  

장지에 채색, 2018



- 19 -

도판 13)  따스한 햇살 아래/ Under The Warm Sunshine  130.3cm x 162cm  장지에 

채색, 2018



- 20 -

도판 14)  청미래/ Cheongmirae  33cm x 33cm  장지에 채색, 2018



- 21 -

도판 15)  한적한 연못/ The Secluded Pond  130cm x 90cm  장지에 채색, 2018



- 22 -

도판 16)  흔적/ Trace  387.8cm x 130.3cm  장지에 채색, 2018



- 23 -

참고문헌

염재철, 대학 예술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03p. 2000

강화영, 자연의 형상을 이용한 반복패턴 연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공예

과 박사논문 2007

이주영,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시각기호와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미

학예술학연구 49집, 126p. 2016

하선규, 예술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34집, 

182p. 2011

고위공, 자연 삶 예술-Gothe의 자연시학,9p. 2006

Judith A. Rubin,「예술로서의 미술치료」김진숙 역, 학지사  2008

오순경, 「민화, 색을 품다」 ,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7

Alfreda Murck, 「중국의 시와 그림 그리고 정치-그 미묘한 예술」 우재호 

박세욱 역, 영남대학교출판부  2015

박완용, 「한국 채색화 기법」, 재원  2012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미디어 2011



- 24 -

Abtract 

Harmony for Coexistence

-based on my works-

There is an artificial island on the Mur River across the second 

city of Graz in Austria. Created in 2003, the artificial island 

connects both sides of the city which are divided to east and 

west, and acts as a landmark. There was a negative reaction to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in nature, but not only did 

the Graz city’s economy but also did the surrounding cities’ 

economy revived as a resting place for citizens in harmony with 

nature, artifici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This building is a 

model of ‘the building’ that is floating next to the Banpo 

Grand Bridge in the Hangang River. The fate of the two artificial 

islands is now completely different. 

  The movement to be inspired by nature or to coexist with 

nature appears in many fields, but there are only a few places 

that are fully actualized. It is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nature and just try to imitate it or infiltrate into it.

  I imagine that a good picture is made under the author’s 

deep vision of things, objects, and the world. Moreover,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author to know whether deep feelings, 

sensations and the world effectively integrate with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 and also know how to draw 

independently. Whether the fundamental and persistent problem 



- 25 -

of the painting’s balance is not just a matter of the painting, 

but also of one’s view of life and attitude.

  The philosophy of my work is always the imagination of 

nature. Nature, which I could feel directly in the green terrains 

and in the mountains rather than in thoughts that come from 

mere imagination, is always in the state of communication with 

me. The existence of trees, grass, and flowers that we often 

encounter in our everyday life is not something that is there for 

no meaning. They have many meanings and secrets, and when 

viewed from a materialistic perspective, they are very helpful 

when we talk about the harmony for the coexistence of nature. 

In addition, I want to express that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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