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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빌딩들이 지어지고 늘어가지만 그 속에서 생
활하는 개개인의 생활공간은 한정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개인의 생활공간 안에
는 개인의 감정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 내면의 감정과 삶을 표현한 조형적 방법
론에 대한 연구이다.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 및 감정을 주제로 표현하였고, 재료의 중
첩과 반복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일상적인 감정의 표현은 박스지 위에 
빌딩 안 공간의 드로잉을 겹겹이 쌓아 부조적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현대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소재인 ‘빌딩’ 안에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감정이 담
겨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미술사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여 현대 미술에서의 일상적 표
현을 분석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
을 분석하고자 한다.

  감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방법적 측면으로 첫째, 레이어의 중첩을 통해 시간을 
가시화하고, 둘째, 일상 사물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고, 
셋째,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주관적인 내적 드로잉을 초현실적 공간에 배치함으
로써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하는데 주목하여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개인의 감정을 기록하듯 드로잉한 형상을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
해 봄으로써 삶의 주관성과 일상성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표현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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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 목적

  본인은 드로잉을 통해 현실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현대사회를 시각화하여 표
현하고자 한다. 일상생활 공간이나 거주지 등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시화하여 소통이 
단절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감정을 끄집어내며 주관적인 감정을 통하여 형상
화하고 시각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빌딩들이 늘어가
지만 개인의 생활공간은 한정되고, 주체적이기보다는 수용적이고, 공존하고 있지만 단
절된 삶 속에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개인의 생활공간에는 개인의 감정들이 담겨 있
다고 생각한다.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빌딩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억이 담긴 새로운 의미를 담은 공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처럼 공존하면서도 단절되
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본인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감정의 
단면을 형상화한 이미지 표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II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미술사에 관련된 미술문헌조사와 현대미술사의 일상적 
삶을 표현한 작품을 참고작으로 제시하여 분석하고 일상적인 삶의 내면에 대한 감정
의 중첩과 재구성된 본인작품을 분석 서술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작업의 표현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드로잉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 일상적인 감정을 표출한 이미지를 
간판의 이미지나 빌딩 안에 드로잉으로 형상화하는 것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표현재료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의 재료로는 일상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박스지를 사용하여 종이를 배접하고 아크
릴 물감으로 드로잉하고 드로잉한 레이어를 활용하여 형태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였고, 
중첩을 통해 시간을 가시화시켰다. 본인의 경험을 통한 일상과 비일상의 엮임,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뒤얽혀버린 시공간의 중첩을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소통의 가능성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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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현대 미술에서의 일상적 삶의 표현

  예술은 삶 전체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표현된 아름다움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미의식이라고 한다.1)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주관적인 시각으로 개인의 삶과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1950
년대 영국의 팝아트에서 일상적인 삶이 주제가 된 이후로 미술사에 있어서 일상에 대
한 주관적인 관점과 삶의 표현은 미술사에 있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브제를 이용한 콤바인 회화를 만들어 팝아트의 개념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Robert Rauschenberg (도판1)는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일상적인 생활과 혼합시키고 예술을 생활과 혼합시킨다는 점에서 팝아트에서
는 대부분 자신과 주변의 일상적 사물이나 이미지들을 예술의 주제로 삼았고 팝아트
의 대표적 작가인 Andy Warhol (도판2)은 그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인 소재의 이미지들을 예술의 주제로 삼았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대중들에게 친국하
게 다가갈 수 있었다. 
  6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은 생활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상적인 소재가 예술로 시각화 
되어 표현되고 있다. 작가와 사회적인 시각, 환경, 관람객들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서 의미나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일상성은 미술에 있어서 현대미술의  중심부에 있
다.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간판의 이미지들을 보면 광고, 일상, 소비사회의 모습을 모
방하고 나타내고 있다.<작품14>

2. 중첩된 일상과 재구성 

  본인의 드로잉에서 두드러지는 표현방식은 반복과 중첩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과 이미지들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원래의 사물의 의미가 중
첩 되기도 한다. 경험을 통한 감정과 대상은 한가지로 정의 내릴 수 없으며 이런 다
중적인 감정들을 형상화한 이미지들을 반복시키면서 시간을 가시화하고 과거와 현재
의 시공간을 중첩하여 또 다른 공간에 배치하게 된다. 

1) <한국미의 조명>, 조요한, 1999, 열화당, 101p  
2) <현대미술의 역사>, H.H에너슨, 1991, 이영철(역), 인터내셔널 아트,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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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판1) 

  

 
  Robert Rauschenberg, Monogram, 1955-59, Combined Painting, 183x488x122cm

(참고도판2)

 

          
           Andy Warhol, Marilyn Monroe, 1962, Silk screen, 145x205cm 



- 4 -

Ⅲ. 표현의 방법 

1. 드로잉을 통한, 인간 내면의 감정 표현

  본인의 작품을 보면, 사물이나 단순화된 이미지들이 빌딩의 간판에 드로잉으로 나
타난다.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관람객들은 그 작품 자체로만 감상하기는 어렵다. 기
억과 경험이 작품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드가(Edgar Degars)는 드로잉은 대상을 그
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3) 기존의 무엇에 대한 재현이 
아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주체적, 자율적 시선에 힘이 생기는 것이다.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는 ‘인간은 무엇을 보든 또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 자신의 의
식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파악한다고 했다.4)

  예를 들어 본인의 작품에서의 이미지 중 하수도는 물이 흐르는 파이프일 수도 있고 
빌딩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흐름의 역할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수도를 생각하면 더러
운 이미지가 연상 될 수도 있지만 하수도 파이프가 고장 나서 건물전체가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면 서로가 단절되어 있지만, 공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빌딩이라는 소재는 현대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고 개개인의 감정이 담겨있는 
생활공간에서 우리는 하루 하루 생활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주변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표출된다. 본인은 사소한 내면의 감정들
을 토대로 이미지들을 형상화하고 순간의 감정들을 기록한다.

2. 중첩된 조형성으로 나타낸 시간의 흐름

  본인은 드로잉을 통해 사회 속의 개인의 삶과 내면적 관점에 따른 현대사회를 시각
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의 공간이나 거주지 등 공존하고 있지만 단절된 일
상적인 삶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형상화하여 빌딩이라는 
소재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일상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재료인 박스지와 종이 위에 드로잉하고, 개개
인의 일상적 삶 속 안에서 반복되며 지속되는 시간을 여러 겹의 레이어를 통해 형상
화하였다. 드로잉들을 중첩시키는 작업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일상적인 삶 또한 
정해진 시간 안에 흘러가게 되어있다. 시간의 흐름은 의식되기도 하지만 인식되지 않
고 흘러 갈 때도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중첩된 레이어들을 초현실적인 배경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3) <드가>, 앙리 루아레드,1998, 김경숙(역), 시공사
4) <다시 그림이다>, 마틴 게이퍼드, 2012, 주은정(역), 디자인 하우스,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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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을 시공간이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 새롭게 구성하고 재구성한 반복되는 공간
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드로잉 속의 분할된 직선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공존하지만 크기나 배치에 변화를 줌
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반복 속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표현방법을 통하여 보이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 속의 감정들을 반복적
인 시간의 틀 속에서 단순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Ⅴ.결론·

  본 논문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바라보는 연구자의 내면의 감정, 삶의 표현방법
에 대한 연구이다.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 및 감정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사물이나 
이미지들을 탐구하고 형상화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소재인 ‘빌딩’을 소재로 재료의 중첩과 
반복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하고 본인의 감정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사물에 투영하여 형상화하여 빌딩 안 드로잉의 작업으로 시각화 된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소재로는 흔히 볼 수 있고 가변성 있는 종이를 박스지에 붙여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표현하였고 현대 사회 속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빌딩의 직선적인 요소
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본 작품 연구 논문을 통해 드로잉을 통한 일상적 삶의 표현이 예술의 표현주제로서
의 열린 가능성과 형상화된 이미지들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에 재구성한 표현으로서의 
조형적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인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발판으로 재료와, 기법, 작품의 
마감 등 다양한 조형적인 시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 발전하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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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Record of Daily life through superposition of Drawing>

-Based on my Art works-

 KIM AH REUM

  The structures that dominate the skyline have come to dominate our 
lives, as well. Members of modern societies increasingly dwell within the 
confines of uniform, compartmentalized buildings of which sterility is the 
dominant feature. It is within these limits that we carry out our modern 
private lives, severed from boisterous street life that characterized older 
societies, and I believe it is the interior of these externally nondescript 
spaces through which we express ourselves and which symbolize our 
passions and sorrows.

This paper is a study of a mixed media piece as conceived by myself, and 
an analysis of how this composition mirrors my sentiments and the 
trajectory of my life.  The overlapping and superimposition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work both express my personal experience and visualize the 
passage of time. 

In the work studied for this research, drawings of building interiors layered 
upon a workaday cardboard canvas bespeak of everyday feelings, and are 
arranged in a relief pattern, much as our rich personal spaces disrupt the 
uniform dullness of the buildings in which we reside. I analyzed th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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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ork in question asking how it may reflect my belief that personal 
spaces in buildings can represent modern society, and also investigated 
relevant scholarly literature for pertinent analyses of bot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expressions of daily life. Using my own work as a model, I 
also analyzed comparable works’ form and content.  

The images both contained in and conjured by my work embody human 
emotions in three ways. First, overlapping layers and materials envisage the 
flow of time, a concept central to the experience of daily life. Second, 
portrayals of everyday objects and the prosaic minutiae of the day-to-day 
symbolize the intimacy and familiarity with have with certain forms, and 
the roles they play in our lives. And finally, subjective internal drawings, 
conceived based on a single personal emotion, are placed in surrealistic 
spaces, further drawing attention to the passage of time.

This paper is a study asking how personal emotions recorded on simple 
drawings and placed in a medium can reflect the subjectivity and basic 
humanity of daily life, and a formal consideration of the work as a piece of 
mix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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