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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재일교포 2세인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 작품을 응용한 예
술 의상 디자인 연구로 그가 수집한 수많은 컬렉션 중 가장 많은 작품을 기
증 받은 광주시립미술관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두었으며,하정웅박
사의 메세나 정신과 컬렉션 작품에 담긴 이념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
여 다양한 형태 및 의미로 재해석하였다.이는 본 연구의 예술 의상 디자인
에 접목시켜 새로운 개념의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하정웅 박사의 내면세계,36년간의 일제강점,8․15해방에 이은 6․25

전쟁과 민족분단,그리고 반세기의 남북냉전 등 20세기 민족사 속에 가로놓
여 투영된 재일교포로서의 삶을 비롯하여,민족과 역사,삶과 미술 등을 민족
사적 입장에서 포용하여 만든 그의 컬렉션 작품을 예술 의상으로 담기 위한
연구 방법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는 하정웅 박사의 재일 교포로서의 일생을 통한 인간적 이해를 돕

고,다음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그의 컬렉션 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정리함으로써,컬렉션에 담긴 내면철학을 연구하여 디자인에 형상화
하였다.
또한 하정웅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컬렉션에 담긴 메세나 정신과 그

실천으로써 미술을 통한 민족사의 접근과 민족사를 온전하게 복원하고 보존코
자 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그의 내면세계에 담긴 철학에 대해
연구하여 본 논문의 예술 의상 제작에 대한 디자인 조형성을 제시 한다.

하정웅 박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그 컬렉션 작품 속 특징들에 따라
연구하여 내면세계를 분류하고,그 예술적 특성을 의상과 접목시켜 예술 의
상 수 벌을 디자인하며,이 중의 세 벌만 실제로 제작을 한다.
본 연구의 예술 의상 디자인에는 각각의 제작 기법이 들어가는데 이는 '패

치워크(patchwork)','아플리케(applicare),''매듭'이다.
이 세 가지 기법들은 하나의 재료로만은 완성이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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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재료로 어우러져야만 구성되는 기법으로써 이는 공동체적 의식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이는 컬렉션에 담긴 내면세계의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 하고
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이를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 발상과 의상의 장식효과를
높여 예술과 의상 디자인의 접목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의 실용화 및 의상의 예술화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복식 분야에서 주체적인 디자인 개발의 한 요소로서 나타낼 수 있는
소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발상전환의 계기와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는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의상을 조형예술에 접목 시킴으로

써 보다 독창적인 삶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며 대중의
감성을 직시하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보다 차별화된 표현 개발과 신선
한 디자인 발상으로 참신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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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예술의 흐름 속에서 예술은 단지 보는 예술로써 뿐만 아니라 삶의 예
술로써,인간의 삶과 정신에 새로움과 함께 참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개성

을 찾고 싶어 하는 인간적 욕구의 하나의 방법으로 의상을 조형 예술에 접목
시킴으로써 보다 독창적인 삶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유명한 명화를 프린팅 하고 접목시켜 의상

및 패션 소품들의 디자인을 제시하여 왔으며,이는 대중의 감성을 직시하고
시선을 집중 시키게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들은 좀 더 차
별화된 표현 개발과 신선한 디자인 발상을 요구하였고 즉,독창적인 아이디
어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됨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명화나 유명한 조형 작품을 프린팅 기법으로
만 표현되는 예술 의상이 아니라,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다양한 세계
관이 담긴 예술 세계와 의상을 접목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일교포 2세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정신과 그의 컬
렉션에 대해 연구하고,그 컬렉션에 담긴 내면세계 특성에 맞추어 작품을 분
류하며,그에 따른 대표적인 작품들을 모티브로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기법으
로 표현한 예술 의상 디자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변화와 신선한 디자인 발상의 기대에 따라 그에 필요한 모티

브의 선택과 아이디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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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적 및 연구 의의

최근에는 현대 미술과 의상 디자인의 접목으로 예술 작품이 프린트된 의상
과 액세서리를 선보이거나 패션 멀티숍을 현대 미술적으로 표현해 내는 경향
이 두드러지는 현황이다.이에 대중들은 의상의 예술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으며,이에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과 세계관이 표출되어 담긴 작품이 중시
되어 의상과의 접목이 확대되고,예술 의상의 개념 또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대 되어 가는 예술 의상의 독창적인 디자인 제시
를 위해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정신과 그가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컬렉션
작품들에 담긴 그의 내면세계에 대해 연구하고,이를 바탕으로 재일교포로서
의 삶을 비롯,민족과 역사,종교와 미술 등의 입장에서 작품들을 분류하여
이를 예술 의상에 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정신과 함께 컬렉션의 이념과 조형적

특성을 다양한 형태 및 의미를 가진 예술 의상과의 접목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며,그럼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독창적인 디자인 발상 과정과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예술 의상 제작에는 '패치워크'와,'아플리케','매듭'등의 제작기법을 이
용한다.이는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정신과 그가 기증한 광주시립미술관 컬
렉션 작품들에 담긴 내면세계의 특성을 모티브로 하는 예술 의상의 디테일로
써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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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방법

첫째,하정웅 박사에 관한 인터뷰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한다.
본 장에서는 하정웅 박사와의 인터뷰 및 문헌고찰을 통해 그의 메세나 정신

에 대해 알아본다.이를 통하여 그의 인간적 이해를 돕고자 재일교포로서의
삶과 그가 걸어왔던 인생에 대해 알아보며,민족사를 온전하게 복원하여 보존
코자 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이라는 그의 메세나 정신에 담긴 철학과 수많은
컬렉션을 통한 메세나 활동의 실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하정웅 박사의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에 대해 알아 본다.
하정웅 박사가 기증한 컬렉션 중 규모가 가장 큰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 작

품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며,컬레션에 담긴 내면세계의 특성에 따
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이는 강인한 생명력과 변함없는 진실을 담은 자연에
관련된 작품,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종교적 세계관이 담겨 예
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써 분류된 특성에 따라 대표되는 여
섯 작가에 대해 연구하고,그들의 대표작품들에 대해 연구한다.이를 바탕으로
예술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로 쓰일 세 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총 여섯 벌의 의
상을 디자인 한다.

셋째,예술 의상 작품을 제작 한다.
위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 속 내면세계 특징들의 분

석을 바탕으로 디자인 한 여섯 벌의 예술 의상 중에 세 벌의 의상은 직접 제
작한다.각 예술 의상 작품은 컬렉션에 담긴 내면세계의 특성에 따라 그 대
표적인 작가들인 전화황,이우환,곽인식의 작품들 중 『백제 관음』,『점으
로부터』,『작품81H』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 하고 제작한다.의상 제작 기
법으로는 장식적인 효과와 모티브에 담긴 특성을 잘 표현하고자 '패치워크'
와,'아플리케','매듭'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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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정정정웅웅웅 박박박사사사와와와 그그그의의의 컬컬컬렉렉렉션션션 작작작품품품세세세계계계

1.하정웅 박사의 일생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에 오사카(大阪)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장남으로 출생한 재일교포 2세인 그는 학창시절을 혹독한 가난 속에 아키타
(秋田)에서 보내고,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에 진출하여 작은 규모의 전기회사
디자인실에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미술학교에 다녔던 화가 지망생 이였다.
한때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좌절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북송선을 기웃거리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자
대리점을 경영하여 자수성가한 인물로써 현재는 도쿄 근교 가와구치시에 사
는 부동산 임대업 회사 대표,아키타 타자와코의 선라이즈 호텔 등 몇 개 회
사의 이사,재일 한국인문화예술협회 회장,미술품 컬렉터이자 맹인복지사업
가,조선대학교 명예박사,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까지 그를 대표하는 다양
한 직함들을 가지고 있다.

하정웅 박사는 오사카에서 해방을 맞아 1946년 재일교포 1세들의 열정으로
세워진 조선 초급학교에 1기생으로 입학하여 2학년 여름까지 교육을 받았지
만 민족 교육투쟁으로 붉어진 시기적인 어려움을 겪었다.일가는 일본 생활
을 청산하고 해방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실패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키타현의 오보나이 소학교에 진학하면

서도 장남으로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으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집안 형편상
갈 수 없던 수학여행을 대신하여 그 해 우에노의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일본
최초의 '빈센트 반 고흐(VincentvanGogh)',그가 처음으로 사랑한 예술가
였던 그의 특별전을 보기 위해 우에노행 야간열차에 혼자 오를 만큼 그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그 시절 그에게 '빈센트 반 고흐(VincentvanGogh)'의 작품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격려하는 듯 보였고 그를 계기로 더욱 예술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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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들게 되었다.또한 하정웅 박사가 그렸던 작품이 그 당시의 현에서
실시 되었던 실기대회에 입상하는 등 미술에 대한 재능 또한 남달랐다.

그러나 당시 소학교의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그의 부모님들은 집안의 장남
인 하정웅 박사에게 공부를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보였고,따라서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과 붓들을 전부 강물에 집어 던지며 반대하는 부모님을
위해 저항 없이 그림을 향한 열정을 단념하게 되었다.

19세의 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쿄의 배선기구 회
사에 취직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디자인학교를 다니며 주경야독을 하였
다.
당시 한 달 월급의 반인 3천 엔을 학비로 내는 그는 극심했던 생활고에 식

비마저 아낀 탓에 영양실조와 실명이 되기에 이르렀고,그로 인한 요양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며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는 등 인생 최고의 좌절을
맛보는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59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되지 않아 북한의 재일교포 귀국운동이 활발해
지던 시기 북한행 귀송선을 타고 귀국을 결심하게 된 그는 가와구치 조총련
지부를 찾게 되고,그곳에서 동포의 동철상 협동조합,상공회,금융기관의 설
립 등으로 재일 동포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조선인 철강 상업 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소련·중국·북한 등지에서 선

철을 구입해 가와구치에 있는 주물조합에 파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의 경제구도 및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조총련 지부에서 활동하는 24세의 나이의 청년 하정웅은 결혼과 함께 전기
가게를 열게 되었다.
1963년에 때마침 열렸던 도쿄 올림픽 개최로 인해 흑백 텔레비전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시청을 하고자 컬러 텔레비전으로의 교체로의 수요가 급증
하며 당시 조총련 지부에서 맺은 동포들의 인연을 중심으로 사업에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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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게 되었고,이는 대성공을 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하정웅 박사는 미술품 컬렉션에 열중하게 된다.그

는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화가로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줄곧 그림을 그려
왔었다.

앙데팡당전에도 출품하는 등 아마추어 화가 이상으로 그림에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했던 그의 집 현관 입구에는 ‘하공방(河工房)’이라는 작은 문패가
걸려 있다.
‘하정웅 아틀리에’란 뜻으로 화가의 꿈이 좌절된 자신에 대한 위안이자,컬

렉션도 곧 예술이라는 굳건한 의지의 표지이다 1).

하정웅 박사에게 컬렉션은 자신이 작가는 아니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그의
작품이라 할 것이고,현재로서는 미완성이라 할 수 있으나 영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로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그의 예술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 김복기,"기도의 미술",미술사랑,2001,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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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세나 정신

메세나는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Flaccus)등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로마제국의 정
치가 마에케나스(GaiusCliniusMaecenas)에서 유래했다.역사상으로는 미켈
란젤로,레오나르도 다빈치,보티첼리 등 르네상스의 대예술가를 지원한 피렌
체의 메디치가2)가 메세나 활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7년.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쓴 이후,
1980년 프랑스는 문호지원을 위한 기업의 전국 조직인 어드미첼(ADMICAL
상고업 메세나 추진협의회)가 발족되면서 현대 사회의 메세나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프랑스를 통해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 협의회를 설립하면서 메세
나는 기업인들의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
다.
아직도 정확한 용어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후원,지원,스폰

서 쉽 등 기업 입장에서 한정적이거나 일방적인 의미가 아니라 메세나 활동
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과 예술계와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의미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3).
따라서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

서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
동을 포괄하는 뜻으로서 기업 측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
를 실천하는 것 외에,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어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메디치가는 4명의 교황을 배출한 대가문으로 13세기 말부터 동방무역과 금융업으로 번성하였으

며, 문예를 보호, 단순히 자선이나 과시욕 때문이 아니 학예와 건축 등의 예술에 대한 순순한 열

정으로 후원하여 르네상스 문화를 최고조에 이르게 한 이탈리아의 대 명가.

   www.naver.com 백과사전

3) [피아노 음악],'메세나운동,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명문사,1996.6,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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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에 메세나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만,명칭은 국가마다 다
르다.
1997년부터는 국제 기업예술지원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BusinessArtsAssociation)가 조직되어 같은 해 창립 총회를 연 이후 해마
다 개최하는데,이 회의에서는 주로 각국의 메세나 현황을 토의하고 정보를
상호 교환 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에서는 1994년,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
변을 넓히고,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영
리 사단법인인 한국 기업 메세나 협의회가 발족하였다.
한국 메세나 협의회는 기업과 문화 예술계와의 협력 알선과 기업의 문화예

술 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포,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조사 및 연
구,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활동에 대한 시상,문화예술 지원활동에 관한 국제
교류사업 등 메세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사업 및 문화예술계 지원
요청 전파,회원사의 메세나 활동 현황 조사와 정보수집 및 확산,조사 연구
사업,후원 및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4)
서양음악,연극,뮤지컬,국악,무용,미술/전시,영상/미디어,인프라,전통/

민속,문학,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
는 미술/전시분야로,이는 지역 사회공헌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사회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현황(2005~2007)5)

4) 김성수,『메세나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전북지방을 중심으로』,전주대학교 국제경영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26-27.

5) 한국메세나협의회,"2007년도 연차보고서",한국메세나협의회,2007, p.51.

분분분야야야
지지지원원원금금금액액액

전전전년년년대대대비비비
222000000555 222000000666 222000000777

서양음악 30,163 29,172 22,512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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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의회의 현재 회원은 134개 기업이며,창립 이후 1기업 1문화
운동,문화예술 운동 체험 모임,학술세미나 개최,국제회의 참가,메세나 대
상 시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한국메세나협의회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문화예술 지원의 상위

그룹으로는 현대중공업,삼성테스코 홈플러스,SK텔레콤,한화그룹,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있다<표 2>.그러나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한
국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금은 연간 1100억원 규모 정도에 지나지 않아 메세
나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극 5,011 5,644 1,671 ▼70.4
뮤지컬 - - 3,962 -
국악 2,386 1,595 1,872 ▲17.4
무용 4,875 2,182 1,568 ▼28.1

미술/전시 80,269 61,503 11,594 ▼81.1
영상/미디어 3,730 4,104 4,731 ▲15.3
인프라 36,863 45,316 76,609 ▲69.1
전통/민속 2,974 3,7828 2,980 ▼20.1
문학 3,116 4,444 9,491 ▲113.6

문화예술
교육 5,943 11,633 19,735 ▲69.7

기 타 4,730 14,697 30,905 ▲110.3
총 계 180,060 184,018 187,630 ▲1.96
지원건수 2,816 3,182 2,40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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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7년도 문화예술 지원 상위 20대기업6)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과 작품의 기증은 일종의 메세나(mecenat)활동의 실
6) 한국메세나협의회,"전게서",p.39.

순순순위위위 222000000666년년년 222000000777년년년
1 현대중공업(회) 현대중공업(회)
2 삼성테스코(new) 삼성테스코 홈플러스(회)
3 현대자동차 그룹(new) SK텔레콤(회)
4 SK텔레콤(회) 한화그룹(회)
5 포스코(회) 포스코(회)
6 현대백화점(회) 현대/기아차 그룹
7 한국전력공사(회) KT(회)
8 한화그룹(회) KT&G(회)
9 길의료원 삼성전자(회)
10 KT(회) 삼성화재해상보험(회)
11 삼성화재(회) 하나은행(회)
12 삼성전자(회) 현대백화점(회)
13 신한은행(회) 교보생명(회)
14 KT&G(회) ING생명(회)
15 교보생명보험(회) 신한은행(회)
16 ING생명(회) 하나금융지주(new)
17 하나은행(회) 부산은행
18 아모레퍼시픽 KTF(회)(new)
19 부산은행(new) 동원F&B(new)
20 CJ(회) 한국전력공사(회)

※ 문화재단 제외

※ (회) :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원사/(new) : 문화예술지원 상위 20대 신규 진입

   /이외 : 비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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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 통하고 있다.그는 이 메세나 정신을 ‘공을 위해 사를 버리는 윤리의식’
이라고 늘 주장하며,조건(대가)없는 문화 지원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 아름다운 삶의 원천이며,그것이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태도와
정신이라고 보고 있다.
메세나의 본질에 대해 그는 “나 같은 일개 시민도 메세나 정신으로 사회와

역사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기증 컬렉션이 나의 소박한,그러나 소중한 메시
지를 조국에 전하고,그래서 메세나의 불길을 당기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도 좋을 겁니다.”라 하였고,개인보다
사회에서의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며 “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나고 자라 개벽이 되어 베풀었다.”라 말했다.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활동은 1982년에 방문했던 광주에서 맹인 안마사 황
영웅 씨의 치료를 받는 것을 계기로 하여 시각 장애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알
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광주 맹인복지회관을 설립하게 함
으로써 오늘날 광주에서 ‘맹인의 아버지’로 까지 불리우게 되었다<표 3>...
그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타자와코 도서관에 3천여 권의 책을 기증,그의
모교인 오보나이 소학교와 중학교 교정에는 츠쿠바 대학에서 유학한 조각가
박병희(한남대 교수)의 작품〈빛이 모인 상〉,〈동경(憧憬)의 상〉을 세우고
한국에도 수많은 컬렉션들 작품들을 기증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광주시립미술
관에 4차에 걸쳐 3,632점,조선대학교 미술관에 7차에 걸쳐 400점,영암 망향
미술관에 1,474점,부산시립미술관에 181점,전북도립미술관에 222점,대전시
립미술관에 208점 및 최근에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일본 첫 방문 당시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때의 활동 사진 등으로 구성된 대부분 미공개 유물
680여점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기증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역사를 공유하고 연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대한민국 곳곳에 여러 차례를 통하여 6천 8백
여 점의 컬렉션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후배들의 건강한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되고 예술의 삶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교육 자료로 쓰여 지도록 하고 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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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사단법인광주광역시시각장애자연합회에 대한 하정웅박사 메세나 활동․
연혁 (1982~2008)

날날날 짜짜짜 내내내 용용용
1982년 5월 황영웅씨로부터 회관 및 협회 창립지원 요청
1982년 7월 모금 활동 발기인으로 수락함

1983년 7월19일
제1차 모금활동에서 800만원 모금
(맹인 200만원,광주시민 300만원,도청 100만원,
시청 100만원,하정웅 100만원)
맹인복지전남지회관 개관․동광주 청년회의소와 자매결연 중개함

1983년 10월30일 제2차 1기 모금활동에서 11,510,457원 모금

1985년 11월14일 제2차 2시 모금활동에서 16,509,000원 모금
(미술작품자선회전 판매대금)

1986년 3월31일 제2차 3기 모금활동에서 26,740,000원 모금
1986년 4월26일 제2차 4기 모금활동에서 15,000,000원 모금(복지자선회 모금)
1986년 10월11일 타이프라이터 5대(김용건씨 기증)
1986년 11월15일 신회관추진건립위원회결성 하정웅 위원장 추대
1987년 7월31일 제2차 5기 하정웅기부금 35,270,543원

1987년 8월10일
광주시에 토지 기부
(제2차 1시~5기 모금액 105,300,000,원으로 구입)
(광주시 서구 사동 23-3동소 19-4 492,6㎡ 구입등기)

1988년 4월13일 회관기공식
1988년 11월15일 회관기공식

1989년 4월13일 점자 제판기 1대․점자 인쇄기 1대․점자기 20대 기증
(3,450,000엔 +운반비 부담)

1989년 4월22일 회관 준공식(광주시 50,000,000,전라남도 50,000,000지원)

2008년 3월24일
하정웅기부금 26,000,000원
(광주시 남구 사동 27-1동소 19-4토지 66.2㎡구입대금
중도금 지불)

2008년 12월30일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기공식
(2009년 6월20일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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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하정웅 박사의 컬렉션 작품 기증(1993～2009.2)

기기기증증증처처처 기기기증증증연연연도도도 작작작품품품수수수

광주시립미술관

1993 212
1993 471
2003 1,182
2008 1,767

조선대학교 미술관

2003 1
2007 93
2007 13
2007 72
2008 100
2008 11
2008 110

영암 망향미술관 2008 1,474

부산시립미술관 2008 100
2009 81

전북도립미술관 2008 122
2009 100

주일한국대사관 2008 680
대전시립미술관 2009 208

합 계 6,797



- 23 -

2)컬렉션에 담긴 내면세계

(1)컬렉션의 특징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은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서로 유기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컬렉션에 존재하는

전체 틀을 형성하게 된다.

첫째는 컬렉터 자신의 성장 배경이었던 타자와코의 아키타,또 하나 제2의
고향이자 부모님의 고향 월출산의 영암,그리고 일본의 별장 기요사토(淸里)
의 수려한 자연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자연은 그 자체가 만물의 존재나 생성의 근원적 원인이 밖에 있어서 그것

을 주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자체가 스스로의 근거와 원인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위를 가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이다 7).
그는 가까이의 모든 산·나무·잡초·꽃 등의 강인한 생명력,그 변함없는 진

실에 특히 애착을 가지고,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면서 자연의 순수에 기대
어 풍경 그림을 많이 남기고 있다.

둘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 작품 중의 1930년대 미국 사회주의 리얼리즘8)의 기

수였던 벤 샨(BenShahn)9)의 작품을 보면,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눈을 돌려
학대받는 사람들,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풍
자적인 필치로 그려냈다.이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갈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인간의 내면 풍경을 형상화하고 대변함으로써 현실에의 따

7) 박태철,『회화작품에 나타난 자연성에 관한 연구(본인작품을 중심으로)』,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p.3.

8)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34년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예창작의 기본적인 이념 및 불법

으로 현실을 혁명의 발전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사와 함께 묘사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와 리어

리즘의 결합. www.naver.com, 사전

9)경제공황 속에서의 도시 빈민과 민중의 억눌린 삶을 그리는 제정 러시아 태생의 미국화가

(1898~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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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 애정과 권력에의 저항 정신에 공감한 것이다.
또한 그의 컬렉션 부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일교포의 작품들은 일

본화단내 재일교포들의 차별을 닮은 인간의 삶을 담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재일교포 '전화황'작가는 행동미술수상에도 행동미술회원이 되지

못하였고,심사위원에서도 제외되어 왔다.따라서 하정웅 박사는 3.1운동이나
식민지 시대의 동포들,재일교포들의 처참한 생활을 고스란히 담은,기록의
차원을 넘어 예술로까지 승화해낸 그들의 작품을 컬렉션에 담게 된다.

셋째는 그에게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하정웅 박사가 기증한 컬렉션 작품에는 예술적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카

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시학(詩學)』제 6장의 비극의 정
의 가운데에 나오는 용어로 ‘정화’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는데,이는 비극
이 그리는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의해서 관중의 마음에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이 유발되어 인간적 정념이 정신적 승화작용이 되는 것으로 영혼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그의 컬렉션의 작품들에는 작가들
의 고통과 연민의 비극이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
자로 하여금 청정화 효과를 갖게 하는 특징이 있다.

(2)컬렉션의 마음자세

하정웅 박사가 기증한 컬렉션 작품들에서 그의 내면성을 찾을 수 있다.
‘기도의 미술’이라는 컬렉션에 담긴 마음자세는 동양적 혹은 종교적 세계관이
감도는 작품들을 통해 보여 지며,미니멀리즘의 추상 회화도 여기에 포함된
다.
고향에 대한 운명적인 그리움,자신을 낳아준 조국에 대해 문화와 미술로

의 보답이 내면에 담긴 컬렉션인 것이다.
1980년 5월 민중항쟁이라는 민초들의 가열 찬 민주화 투쟁이 분연했던 ‘피

의 땅’광주,군화에 무참하게 짓밟힌 사람들의 절규,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육친을 잃은 고통으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곳으로써 광주라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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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하정웅 컬렉션과 성격이 딱 떨어지는 도시였으
며,그 컬렉션 최대의 특징인 위령·기도·진혼의 방향을 잡게 하였다.
아픔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자유의 도시로써 광주시립미술관은 그의 컬렉션

이 가장 많이 기증된 곳으로 이는 ‘기도의 미술’인 자신의 뿌리와 내면성을
담고 있다10).

“미술작품에는 작가의 삶,인간의 삶,역사가 진솔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믿
습니다.그래서인지 내 자신의 인생 역정처럼 재일 한국인의 삶이 녹아 있는
교포 화가들의 작품에 애정이 갑니다.그러니까 컬렉션은 곧 내 인생의 표상
인 셈이지요.거기엔 눈물이 있고,절규가 있고,그러면서도 아련히 떠오르는
희망이 있습니다.작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재화적 가치보다는 컬렉션의 내용·
메시지에 눈을 돌려주었으면 해요.순수한 예술적 정열을 가진 다음 세대에
게 나의 소박한,그러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그런 교감을 이루
어 내는 일이 컬렉터의 행복이자 컬렉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위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정웅의 컬렉션에는 기도와 희망을 담은

철학이 깃들어 있다.
그런 자신의 컬렉션 작품을 기증 하기란 쉽지 않은 일로써 국내에서도 금

호그룹의 금호 미술관,극동그룹의 소전미술관,대우개발의 선재미술관,대림
산업의 대림미술관,대유증권의 영은미술관,동아일보사의 일민미술관,용양
화학의 송암미술관, 삼성그룹의 호암미술관과 삼성미술관 리움,쌍용그룹의
성곡미술관,SK그룹의 아트센터 나비,포스코의 포스코미술관,한원의 한원미
술관과 같이 기업의 재단이 컬렉션을 확보하여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지만
<표 5>,하정웅 박사의 컬렉션은 그 경우와는 다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실질적/마케팅 홍보 효과를 위한 사회적 마케팅 수단

으로서 컬렉션에 메세나 활동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기도와 희망의 메시지를
철학으로써 컬렉션의 내면세계에 담은 것이다.

10) 김복기,"상계서",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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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립된 국내미술관 운영현황11)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메
디치가라는 명가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는 단순히 자선이나 과시욕 때문에
예술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몽된 선각자들 이였던 까닭이다.
서유럽에 존재했던 예술과 학원의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과 같이 그는 재

일교포의 미술품을 세상에 들어내 현대 미술사에 재조명될 수 있게 하는 기
회로써 그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재일교포의 미술품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능이 국가가 전담 할 수

없기에 불이익을 당했던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살렸으
며,그로 인해 그간 묻혀있던 재일교포들의 작품들에 기도와 희망의 메시지
를 철학으로써 컬렉션의 내면세계에 담고자 하였다.

11) 권이선,『기업메세나 활동으로서의 미술관 후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4,p.70.

기기기업업업명명명 미미미술술술관관관명명명 재재재단단단명명명
금호그룹 금호미술관 금호문화재단
극동그룹 소전미술관 소전재단
대우개발 선재미술관 대우재단
대림산업 대림미술관 대림문화재단
대유증권 영은미술관 대유문화재단
동아일보사 일민미술관 일민문화재단
동양화학 송암미술관 송암미술재단
삼성그룹 호암미술관,삼성미술관 리움 삼성문화재단
쌍용그룹 성곡미술관 성곡미술문화재단
SK그룹 아트센터 나비(구 워커힐 미술관)
포스코 포스코미술관
한원 한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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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 컬렉션 작품

본 논문에서는 하정웅 박사의 수많은 기증 작품 중의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앤디 워홀(Andrew Warhola),파블로 피카소(PabloRuizPicasso),
곽인식,문승근,전화황,최승희,홍성담,박불똥,곽덕준,강봉규 등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그가 명예관장으로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작
품<표 6>’을 중심으로 그 내면세계를 분류하여 컬렉션의 대표적인 작가를 연
구한 것으로 작가 자신의 내면세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 작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 번

째로는 그의 성장 배경이고 제2의 고향인 일본 아키타와 한국의 영암과 같이
그 곳의 수려한 자연과 관련된,자연의 순수를 담은 그림들을 들 수 있으며,
그를 대표하는 작가들로는 돌,나무,물 등 자연적 물질들에서 영감을 받고
자연의 순수를 표현하는 이우환과 곽인식을 들 수 있다.두 번째로는 재일교
포으로서 갖고 있는 차별,인간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가 깃든 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사회적 리얼리스트로써 사회적 갈등을 담은
벤 샨과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넌센스와 유머로 풀어가는 곽덕준,재일작가
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를 작품 활동으로 나타냈던 손아유를 들 수 있
다.마지막으로는 작품에 깃든 고통과 연민 등의 비극을 통해 청정화 효과를
가짐으로써 영혼의 순수성을 찾게 하는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
림으로 고통과 해탈을 불상을 통해 이를 느끼게 하는 전화황을 대표작가로
들 수 있다.이 특징들은 ‘기도의 미술’이라는 컬렉션의 내면성을 바탕으로 두
고 있다.

자연과 관련된,자연의 순수를 담은 내면세계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우환
과 곽인식을 들 수 있다.
이우환(1936～ )은 만물의 존재나 생성의 근원에 인위를 가하지 않고,자연

의 순수를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로<그림1～8>1936년 유교적 가풍의 집안에
서 태어나 유년기에 당대 문인에게서 시,서,화를 배우며 자라 1956년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을 중퇴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61년 일본대학 철학과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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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했다.
하이데거(MartinHeidegger)의 근본 존재론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하여 서

구의 인간중심적 주관성의 해체를 명제로 삼았던 교토학파(京都學派)의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우환은 이를 작품창작의 개념에 도입하여 ‘제시’가 ‘창
조’보다 진리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한다.
1967～1991년에 한국·일본·유럽 등지에서 수십 차례의 개인전과 국제전에

참가했으며,1968년 미술출판사 주최 평론 모집에서 『사물에서 존재』가 당
선되면서 미술 평론작업도 병행했다.그리고 1973～1990년에 다마미술대학[多
摩美術大學]교수로 있었다.

그의 작품제작과 이론 활동은 197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형성된 모노파
(派)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모노파의 성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그의 미술론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대상화하는 표상작용의 비판에서 시작하

는데 그에게 예술작품은 '만든다'라는 창조적인 개념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만남'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지각시켜주는 구조로
그의 예술세계는 서구의 미니멀 또는 개념미술과는 달리 동양정신을 구현하
고 있다.

이우환은 모노하에 대해 “하나의 공통 이념을 갖는 단일 그룹으로서 불리
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며,따라서 모노파와 이우환의 사상과 작품을 동일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 한다12).
그에게 있어 훌륭한 창조란,자연이라는 타자와의 만남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제시하는 것이다.즉,작가가 자연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신체가 주
체가 되어 예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의식이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인간과
세계와의 만남을 차단하는 것이다13).

12) 이우환은 모노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모노파는 운동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지 현상이었다.”라고 언급한다.

   김용익,문범“이우환과의 대담”』,[공간] 9월호,1990,p.88.

13) 강민정,『이우환에 있어서 신체의 해석 :'만남'과 '관계항'의 개념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2007,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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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파 시기의 작품 『관계항 關係項』 연작은 이질적인 사물들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결합하는 것으로 사물의 물질적 특성이나 존재감을 강조한다.
이외에 『점에서』·『선에서』 등의 평면작업과,돌과 철판을 결합한 입체

작업은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주요저서로
〈만남을 구하여 出會ムお求めて〉(1971)·〈이우환 전판화(全版畵)1970~198
6〉(1986)가 있고,화집으로 〈이우환〉(1986)·〈시간의 진동 時の震え〉
(1988)등이 있다.

곽인식(1919～1988)은<그림9～16> 1919년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상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하여 1937년 부친의 권유로 동경 와세다 대학의 사학부
로 진학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하지만 곽인식은 부친의 뜻과
는 달리 1939년에 일본의 미술학교(무사시노 미술대학)에 입학한다.일본 미
술학교는 1935년에 내분으로 인해 다마제국미술학교(현재 다마미술대학과 분
리되었다.)에서 곽인식은 1941년에 일본미술학교 본교 연구과정을 졸업하게
된다14).
1937년에 일본의 「독립 미술 협회전」에 입선한 기록들을 보면 그가 매우

일찍부터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독립 미술 협회전」는 주로 야수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이 대거 입선하는
데 곽인식의 초기 작품들에서도 야수주의적 색채와 세잔느적 구조가 느껴진
다.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에 있던 대부분의 우리나라 화가들이 귀국
하지만 그는 1988년 타계할 때까지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앵포르멜15)미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캔버스를 찢거나 유리조각

등을 캔버스에 붙이는 등 루치오 폰타나(LucioFontana,1899~1968)16)를 연상

14) 곽인식론 : 한일 현대미술교류사의 초석을 위한 연구(2004)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태희 교수

는 1937년 곽인식의 일본교육에서 1941년 졸업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는 보다 정확한 확인과 

수정이 필요한 시안들이라고 주장.

15) 프랑스의 비평가 미셀 타피에 의해 대두된 용어로 비정형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 서정적 추

상의 경향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일어난 이 추상화의 경향은 정형화되고 엄격한 

입체파나 기하학적 추상과는 대조적으로 주관적이며 격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www.nate.com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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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여러 작업에 관심을 갖는다.
곽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한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붓과 먹을 이용한 글

쓰기를 배우고 이는 그의 수묵화와 돌 작품의 영향을 미쳐 무수한 점들을 찍
어내는 반복 작업을 통한 곽인식의 채묵화에서는 평온함이 느끼게 한다.
1970년대에 했던 돌이나 점토 등을 마루 바닥에 놓거나 가공되지 않은 나

무둥지를 세워 놓거나 하는 작업을 보면 그가 '모노하'17)로서 활약하지는 않
았지만 '모노하'계열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모노하'미술가들은 돌,나무,물 등 자연적 물질들을 공간에 배열하여 하

나의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것이 공간과 시각에서 어떤 관계로 조재 또는 노
출되느냐를 중요시 하였다.
정작 곽인식이 일본 화단의 주목을 끈 것은 197년대 중반으로 '와시'라는

화지 위에 실험 먹과 채색의 회화작업이었다.18)

재일교포로서의 차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작
가로는 벤 샨과 곽덕준,손아유를 들 수 있다.
벤 샨(BenShahn,1898～1969)은<그림17～24>은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

던 인접국인 리투아니아 코브노(Kovno)에서 유태인 출신의 양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1906년 가족을 따라 미국에 이주하여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
정착하였으며,가난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을 체험하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5세가 되던 1913년에는 맨하탄의 비크맨(Beekman)가에 있는 헤센베르크의

서간화점에 도제로 들어가 낮에 일하고,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며 그림을 그
렸고 1916년에 아트 스튜던트 리그를 거쳐 1919년에 뉴욕대학 입학하였다.
이후 뉴욕시립대학 및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미술수업을 하고 1930년

16) 아르헨티나 출생의 조각가로 밀라노에서 '공간파'를 성하여 공간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공간을 

가로질러 빛나는 형태'를 새로운 미학의 형성이라 하여  운동,색태,시간 그리고 공간, 즉 네온의 

빛, 텔레비전 ,건축 등에서 볼 수 있는 4차원저 존재르 현대의 예술개념이라 주장. 캔버스에 날

카로운 칼자국을 넣은 커팅작품에 의해 회화와 조각의 극한으로서의 공간개념의 창조를 보인 

작가. www.naver.com 백과사전

17)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일본에서 일어난 미술현상으로 산업용 자재라든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통해 사물들의 재구

성과 그것들의 존재방식을 명료히 하고자 한 움직임을 말한다. www.naver.com 백과사전

18) 김영나,"20세기의 한국미술",예경,p.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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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석판 인쇄공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레터링과 포스터의 정밀한 제작기법
을 익혔다19).
대표적인 사회적 리얼리스트인 벤 샨은 가난한 서민의 생활 속에서 의미심

장하고 드라마틱한 순간들은 포착했다.

사회적 리얼리즘은 1920～1930년까지의 미국 및 유럽에서 성행한 좌익성향
의 정치예술을 의미한 것으로,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야기된 경제적
대혼란 및 사회적 불안의 해결책으로 파시즘,사회주의 등이 등장하여 그 세
력을 확보하던 시기였다.따라서 시대적 영향으로 미술계에서도 자연히 정치
적 성향의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으며,이 경향의 특징은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유럽 및 미국에서 태동한 여러 전위예술 중,특히 추상미술에 반발하여
구상성을 지향하였다20).

사회적 리얼리즘 미술은 이민자나 외국인 출신 미술가들에 의해 주도된 움
직임으로 사회주의에 경도된 정치 급진파들의 미술로써,그 미술가들은 미술
을 하나의 무기로 간주하는데,이들에게 미술은 무지한 대중에게 사회적 변
혁과 공산주의 혁명을 교육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따라서 도시의 낙후한 생활환경이나 도시 사회의 문제점들은 사회적 리얼

리즘 화가들이 즐겨 다룬 소재였다.

벤 샨은 20세기 초 미국사회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요구에 뒤따른 소
산의 사회적 리얼리스트로서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의 인물이나 사건,
정치적인 상황을 독특한 표현기법으로 열렬히 표현하였다.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과 노동자 박해에 대한 항의에 찬 연작의 제작은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부 작가나 시민들에게서 주체의식을 동반한 미국주의
(Americanism)적 정신을 불어 넣어주는 활력소 역할을 담당하였다.
단지 사회고발이나 비판의식이라기보다는 미구의 시대적 특성으로 말미암

19) 이혜연,『사회적 리얼리즘 관점에서 벤샨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p.17.

20)"현대미술사전",미진사,1999.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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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곳곳에 사재해 있던 사회적 갈등 등을 자신의 독자적 작품주제의 한 영역
으로 선택한 것이다222111)))...

곽덕준(1937～ )은<그림25～32> 일본 쿄토 출생의 재일교포 2세로서 1955
년 쿄토 시립 미술 공예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어떤 단체에
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여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던
예술인이다.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넌센스와 유머로 풀어내는 그의 독특한 예술세계는
현재 일본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그는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적 한계에 머무르는 대신,모호함
과 우울,그리고 블랙 유머가 뒤섞인 개념적인 작업으로 문화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양국에서 이방인의 위치를 취하고 있다.
마티에르와 선이 강조된 1960년대 회화에서 이미 삶의 본질을 유머로써 꿰

뚫으려는 듯 원시적이고 만화적인 형상을 도입했던 곽덕준은 개념미술22)의
세례를 받은 1970년대 이후 작업에서도 줄곧 사회 비판적인 태도와 방관자적
인 태도를 교모하게 조합하여 현대 지식인들의 삶의 단편을 표출해 왔다.
그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반복』시리즈가 있으며,그 선 구성을

인정받아 1970년대라는 시대가 갖는 성격을 반영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이후에는 『기록』시리즈에 들어가면서 자기와 사회의 관계를 날카

롭게 응시한 회화,혹은 사진,그리고 유머러스한 시정에 넘치며,색감 풍부
한 회화를 다이나믹하게 연결 짖는 선예 적인 회화를 발표 한다23).

21) 이혜연,『상계서』,p.35.

22) 사진 또는 도표로 나타내는 문서 등을 수단으로 종래의 예술에 대한 관념을 외면하고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아이디어나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반(反)미술적 제작태도. 이와 같은 현

상은 동유럽권을 포함해서 북미·남미·오스트레일리아 및 일본에까지 확산되며 그 맥락은 예술

의 ‘최소한’을 강조하는 미니멀 아트의 논리적 귀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오다다이즘이나 

플럭스(flux) 파문을 일으켰던 1960년을 전후하여 여러 기존형식을 파괴하는 일련의 운동과 함

께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www.encyber.com 백과사전

23) 광주시립미술관,"재일의 꽃"도록,광주시립미술관, 2008,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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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개념의 무의미함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회화,사진,판화,설치,
비디오,퍼포먼스 등 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하였고,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2000년 광주비엔날레 참여 그리고 지난 2003년 한국국립현대미술
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될 만큼 그 성과를 인정받는 작가이다.
그는 줄자,계량기,신문,잡지 등 일상생활에서 진리의 상징으로 역지는

것들의 예상치 못한 조작 즉,모호함과 우울 그리고 블랙유머가 뒤섞인 개념
적인 작업을 통해 ‘존재의 근원’에 대해 팀구 하고,‘절대적 가치나 사회적 통
념’에 대란 문제제기를 통해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세상과 인식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손아유(1949～2002)는<그림33～39> 1949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한 재
일교포 2세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유
망한 작가였으나 2002년 대장암의 발병으로 52세 나이로 작고하였다.
1966년 타카야마 노보루24)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하 동물원'의 제작을

도우면서 표편 활동을 시작한다.그 후 '모노파'의 작가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그는 평면,인스톨레이션,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창작
활동을 한 작가로 1968년 다마미술대학에 입학하나 퇴학을 하여 자신의 표
현양식을 자유롭게 모색하여 새로운 '회화 표현'을 시작한다.

그의 작품의 테마는 신체(body),물질(matter),우주(cosmos)로서 자신의
신체적 반복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선과 색 그리고 공간을 통하여 사물의 근
본 존재양식을 보여주고,그것들의 위치와 간격의 탐구를 통해 존재의 의미
혹은 존재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손아유의 독자적인 정신이 '신체성','물질성'이라는 것은,'회화에 신체성

을 갖게 한다.'25)라는 자신이 세운 명제에 의해 회화평면 위에 잘 표현 되어
있다.자신이 창작활동을 통해 재일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 그리고
나아갈 바를 찾아갔듯이 선과 색과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우주의 열린 공간

24) 1944년생, 모노파의 작가, 제일한국인 2세

25) 광주시립미술관,"상계서",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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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각각의 존재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며 나아가 스
스로를 변화시키고,지속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향해 상승해 나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작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동양적 혹은 종교적 세계관
을 가진 대표적인 작가로써,전화황(1909～1996)은<그림40～47> 1909년 평안
남도 안주에서 태어나고 본명은 '전봉제'로 숭인학교 재학 시절 때부터 회화
에 두각을 보였다.
1931년 제10회 조선예술전람회에 수채화 『풍경』을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잡지 <동광>에 시를 발표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동요와 동시를 발표하
기도 하였다.26)

그는 불상의 화가이자 일본의 화단에서는 널리 알려진 원로화가의 한 사람
으로써 작품세계가 1960년대부터 사회적인 주제에서 종교적 주제로 옮겨가게
된다.백제관음을 비롯하여 불상이 그의 예술사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며
종교적 정신성이 구현된 『불상』시리즈를 발표하여 작가의 예술세계를 인정
받았다.
『마륵보살』,『백제관음』,『아수라상』과 같은 작품으로 그는 인간의 번

뇌를 표현하고자 하는 구도와 신앙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화황은 고통과 고뇌로부터의 해탈은 부처에 구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현상과 사실을 견디기보다,깊은 정신성의 높은 대상과 자기를 조용
히 대립시킴으로서 예술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27).
"그의 예술은 근대 한국과 일본의 비참한 역사적 관계를 일등원의 정신 수

업으로 돌파하고,고대 한국과 일본의 높은 문화적 접점에 선 백제관음 등을
매개로 하여 민족,시대,사상의 모든 모순을 돌파한 예술과 종교저의 교차점
이다.단적으로 말하며 '기원 어린 예술'의 세계에 들어섰다고 말해도 좋다"
라고 기와키타 노리이키는 평가했다.

27) 광주시립미술관,"상계서",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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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 쿄토에 자력으로 전화황 미술관을
건립하고 1991년에는 시가현 오츠에 전화황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1996년
아사히 통신사에서 '세계수작미술전집'을 발간하게 되면서 행동미술협회에서
는 무카이 준키치와 전화황이 수록 작가로 뽑혔다.대표작으로는 『유아의
매장』,『피난민』,『아리랑 고개』,『재회』 등이 있다.

<표 6>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박사 컬렉션리스트(2007년도 기준)
순순순번번번 작작작가가가명명명 작작작품품품수수수 순순순번번번 작작작가가가명명명 작작작품품품수수수
1 강경자 2 96 안영나 4
2 강봉규 74 97 안자이 시게오 1
3 강애란 3 98 안정민 3
4 강연균 20 99 알랭 봉네프와 2
5 강운 2 100 앤디워홀 1
6 강종열 1 101 야마가다 히로 1
7 경동룡 1 102 야수다 다카아기 1
8 고마이 테츄로 1 103 야수오 구니요시 1
9 고영훈 2 104 야코 아감 5
10 곽계정 4 105 에지디오 코스탄티니 1
11 곽남신 1 106 오구치 마수이치 1
12 곽덕준 53 107 오기수 타가노리 1
13 곽맹호 5 108 오세영 6
14 곽인식 373 109 오승우 1
15 곽훈 1 110 오승윤 17
16 구마가야 고로 1 111 오옥진 6
17 국중효 2 112 오이량 44
18 권 준 4 113 오일 2
19 기요츄가 노리고 3 114 오치균 3
20 기하라 야수유기 6 115 우제길 5
21 김구림 13 116 유강열 5
22 김기창 1 117 유연복 1
23 김등미 2 118 유영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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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석출 34 119 윤명로 1
25 김선동 2 120 윤형근 1
26 김선회 7 121 이강하 1
27 김애자 2 122 이광택 2
28 김영숙 2 123 李光澤 4
29 김용식 1 124 이국자 2
30 김욱규 1 125 이국자 23
31 김재배 2 126 이대원 1
32 김종일 2 127 이두식 2
33 김주영 2 128 이문형 1
34 김진석 2 129 이상국 5
35 김진열 3 130 이상호 1
36 김창덕 1 131 이석주 1
37 김창열 8 132 이성자 2
38 김창희 1 133 이세득 2
39 김행신 1 134 이실구 1
40 김호식 1 135 이영복 2
41 김희규 2 136 이용자 3
42 나카기와 이사쿠 17 137 이용훈 1
43 나카노 시로 2 138 이우환 17
44 나카무라 코헤 1 139 이인현 1
45 남 관 1 140 이철주 1
46 노다 노리오 4 141 이타미준 1
47 노상균 2 142 이태길 2
48 니 히로하루 외 2명 57 143 이필언 1
49 니이주마 미노루 1 144 이항성 9
50 다나카 야수시 1 145 이호철 2
51 달리 1 146 임영재 1
52 도미야마 다에코 46 147 장태식 1
53 드랭 1 148 전정호 8
54 로랑생 1 149 전화황 120
55 루오 1 150 전후연 3
56 마리 로랑생 1 151 정문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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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마에지마 히데기 1 152 정상화 2
58 마츠다 레이코 2 153 정선휘 1
59 매느 빌레 1 154 정영렬 2
60 무어 1 155 제스퍼 존슨 1
61 문승근 112 156 조규일 2
62 문신 1 157 조명식 1
63 미로 2 158 조성애 2
64 민경갑 1 159 조양규 3
65 박경애 1 160 진창현 4
66 박고석 3 161 짐 다인 1
67 박노련 1 162 채준 2
68 박병희 4 163 체스터네트 헤르마인 1
69 박불똥 59 164 최광자 12
70 박서보 11 165 최명영 2
71 박성환 1 166 최승희 사진 155
72 박영근 2 167 최쌍중 1
73 박일남 1 168 최영림 1
74 박창돈 1 169 최영훈 1
75 박희련 8 170 최종섭 1
76 백남준 1 171 카노 미추오 1
77 벤샨 50 172 카토 아끼오 2
78 변종하 4 173 쿠사마 야요이 3
79 복기형 1 174 파스타나 3
80 부르스 스틸멘 2 175 폴 포우시노 2
81 뷔페 1 176 프랭크 스텔라 1
82 사와다 세이코 1 177 피카소 1
83 사이토 쥬이치 2 178 하마구지 요조 1
84 사토구리지 1 179 하종현 2
85 사토루 다카다 1 180 허황 3
86 샤갈 1 181 홍성담 166
87 서정희 1 182 홍승혜 6
88 석영기 4 183 황영성 2
89 세키네 노부오 4 184 황용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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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손아유 2 185 황유엽 1
91 송대섭 1 186 황주리 1
92 송영옥 48 187 후구이 신세이 1
93 송현숙 3 188 후꾸자와 이지로 2
94 신석호 1 189 후지타 쿠구하루 1
95 아르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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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점으로부터.1975.이우환28) <그림 2>점으로부터No202.1974.이우환

<그림 3>점으로부터.1982.이우환 <그림 4>동풍-9.1984.이우환

28) <그림1>~<그림4>: 하정웅컬렉션 도록 2003.광주시립미술관.2003.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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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림 5>~<그림8>: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그림 5>출항지 D.1991.이우환29) <그림 6>from wind.1984.이우환

<그림 7>from wind.1984.이우환 <그림 8>Relaturm image.1984.이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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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 9>~<그림12>: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그림 9>작품86-A.1986.곽인식30) <그림10>무제.1950.곽인식

<그림11>무제.1950.곽인식 <그림12>작품81H.1981.곽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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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13>~<그림16>: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그림13>work.1981.곽인식31) <그림14>work86-1.1986.곽인식

<그림15>work86-6.1986.곽인식 <그림16>work 82A.1982.곽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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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일하는 여자의 절규.1968.벤 샨32) <그림18>노동자에게 예방 접종하는 의사. 벤 샨

<그림19>히틀러의 습작. 벤 샨 <그림20>알제리아인에 대한 기억.1959.벤 샨

32)  <그림17>~<그림20>: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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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림21>~<그림24>: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그림21>신조.1966.벤 샨33) <그림22>당신의 눈으로 기회를 잡지마라. 벤 샨

<그림23>실내.1924. 벤 샨 <그림24>지복.1955.벤 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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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레이건 곽-1.1981.곽덕준34) <그림26>클린턴 곽-1.1993.곽덕준

<그림27>무의미9382.1993.곽덕준 <그림28>무의미9381.1993.곽덕준

34) <그림25>~<그림28>: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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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림29>~<그림32>: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그림29>반복812.1981.곽덕준35)
<그림30>포드 곽-1.1974.곽덕준

<그림31>포드 곽-2.1974.곽덕준 <그림32>포드 곽-3.1974.곽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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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림33>~<그림36>:『재일의 꽃』,광주시립미술관,2008,pp.125~129

<그림33>기억의 흔적.1984.손아유36) <그림34>공간의 간격.1993.손아유

<그림35>공간의 간격.1995.손아유 <그림36>공간의 간격.1996.손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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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림37>~<그림39>:『재일의 꽃』,광주시립미술관,2008.,pp.122~124.

<그림37>드러나는 것,잠기는 것

oc76-08.1976~78.손아유37)

<그림38>드러나는 것,잠기는 것

oc76.1976.손아유

<그림39>형태의 소거 또는 흰색의 간격

 d82-07.1982.손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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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두 개의 태양.1968.전화황38)
<그림41>백제관음.1964.전화황

<그림42> 미륵보살.1976.전화황 <그림43>변신.1978.전화황

38)  <그림40>~<그림43>: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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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림44>~<그림47>: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그림44>구저석불.1970.전화황39) <그림45>아마타.1970.전화황

<그림46> 아수라.1971. 전화황 <그림47>통도사.1979.전화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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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컬렉션 컬렉션 컬렉션 컬렉션 작품을 작품을 작품을 작품을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패션디자인패션디자인패션디자인패션디자인

본 단락에서는 하정웅 박사의 내면성에 담긴 철학에 따라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그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예술 의상 작품제작에 쓰이
는 제작 기법 및 그 해설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에는 회화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의상디자인을 한 사례가 늘어가고 있
다.‘루이비통’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다카시 무라카미’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모노그램 멀티컬러,모노그램 체리 컬렉션 제작하였고,‘프라다’는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진’과의 일러스트레이션이 프린트 된 의상과 백,슈즈
디자인을 하였다.'유니클로'도 역시 낙서예술가로 유명한 '키스 헤링'과 ‘장
미셀 바스키아’의 작품을 응용한 티셔츠를 대거 내놓았으며,한국에서는 ‘쌈
지’가 ‘앤디워홀재단’과 손잡고 앤디워홀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회화 작품을 응용하여 의상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는 사례

도 늘었다.그 예로는 정보아(모리스 루이스의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
구:페이팅 염색 기법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2008),김정
란(구스타프 클림트 회화를 응용한 크로세 의상 디자인,이화여자대학교디자
인대학원,2007),김효선(장 미셀 바스키아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니들 펀치 자수기법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2007),왕신정(혜
원 신윤복의 풍속화응 응용한 현대 배자 디자인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
인대학원,2007),박소연(파울 클레의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니들 펀
치자수 기법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2005),정우진(잭슨
폴록의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2004),
장진영(고호 회화를 응용한 니트 웨어 디자인:컴퓨터 횡편 니트 기법을 중심
으로,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2002),이지(빈센트 반 고호의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자수 기법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원,2001),김태영(KeithHaring의 Graffiti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퀼
팅 기법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2001),최은희(이우환의
평면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1996)<표 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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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논문을 들 수 있다.

이는 예술작품과 패션디자인의 접목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한 작가의 회화를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연구에서와 같이 하정웅 박사의 컬렉션 중의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내면세계를 분류하고,그의 특성에 따른 회화
작품을 선별하여 그를 모티브로 한 예술 의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7>회화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사례

논논논문문문명명명 저저저자자자명명명 대대대학학학명명명 학학학위위위년년년도도도

모리스 루이스의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페이팅 염색 기법을
중심으로

정보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8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를
응용한 크로세 의상 디자인 김정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장 미셀 바스키아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니들펀치 자수기법을
중심으로

김효선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응
응용한 현대 배자 디자인

연구
왕신정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파울 클레의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니들

펀치자수 기법을 중심으로
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5

잭슨 폴록의 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정우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4

고호 회화를 응용한 니트
웨어 디자인:컴퓨터 횡편 장진영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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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기법을 중심으로

빈센트 반 고호의 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자수 기법을 중심으로
이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1

KeithHaring의
Graffiti회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퀼팅
기법을 중심으로

김태영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1

이우환의 평면작품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최은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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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품 설명
 

본 연구에서는 하정웅 박사의 일생을 통한 메세나 정신과 그가 기증한 광
주시립미술관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그에 담긴 내면철학의 특성에 관해
연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컬렉션 작품의 내면세계에 담긴 특성들을 새롭게 응용하여
현대 패션에 걸 맞는 독장적인 예술 의상 여섯 벌의 작품을 디자인하고,그
중의 세벌의 작품만을 실제 제작하였다.
이는 내면적 예술세계의 배경과 특징을 모티브로 재구성하여 의상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써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과 전개를 시도하고자 했다.

첫 번째 작품의 모티브는 이우환의 작품 『점으로부터 <그림 1>』이다.
이우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를 중퇴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61년 니혼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다.그는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모노파'의 이론과 실천
을 주도하였으며,현재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작가로 평가받는다.
'존재'와 '관계'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 그의 작품세계는 1970년대의 엄격

한 정신성을 드러내는 『점으로부터』,『선으로부터』시리즈에서 1980년대
의 동적이고 해체적인 분방함을 드러내는 『동풍』시리즈를 거쳐 1990년대
이후 『조응』시리즈를 통해 절제된 공간성으로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의 예술적 개입으로 만들어낸 그린 것 같지 않은 그의 그림은 보이

는 것 너머의 끝없는 사유의 세계로 관객을 이끈다.

두 번째 작품의 모티브는 곽인식의 작품 『작품 81H<그림12>』이다.
작가 곽인식은 경북 출생으로 도쿄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그는 모노

파의 선구자로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일본과 한국 현대미
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에는 주로 유리나 금속판에 가하는 작가의 행위를 통해 사물과 사

물,사물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탐구하였다.1960년대 말 이후 종이로 소재를



- 55 -

옮겨 다양한 형태의 드로잉과 판화를 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이 위의 무수한 원형의 점을 중첩시키는 형

태의 채묵화 작업으로 도가적 예술세계를 창조해 낸다.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찍어낸 투명한 색 점들이 마치 빛과 같은 효과를 주어 영롱한 빛의 울림을
느끼게 한다.

세 번째 작품의 모티브는 전화황의 작품 『백제관음 <그림41>』이다.
전화황은 하정웅 컬렉션의 원점이자 그 컬렉션의 성격과 방향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가이다.그는 1909년 평안남도 태생으로 일등원에 심취,도일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서 행동미술전,경도미술전에서 수상하며 재
일교포인 작가로는 드물게 일본과 한국화단에서 상당히 인정받은 작가이다.
작품의 경향은 해방이후 조국분단의 암울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조국의

역사와 사회적 주제로 그렸고,1960년대 이후에는 종교적 정신성을 구현한
『불상』시리즈의 척박한 땅에서 생명력을 분출하는 야생의 꽃을 주로 그렸
다.전화황은 '불상의 화가'로 불려지고,그의 예술은 '기도의 예술'이라 칭해
지는데,이는 『불상』을 통해 인간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속적 인간사
의 애환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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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작 기법의 설명

본 연구의 예술 의상 작품에서는 한일 미술 문화 교류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정신과 함께 그가 기증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컬렉
션 작품들 중 본래의 태자리를 떠나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영향을 받은
민족의식 및 인간의 삶인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과 다
양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패치워크(Patchwork)'기법,'아플리케(Applicare)'
기법,'매듭'기법을 통하여 작품제작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패치워크

패치워크(Patchwork)는 직물 역사와 함께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다,즉
'깁는 행위(partching)'에서 시작된 패치워크는 인류가 직물을 사용하여 의류
를 만들기 시작 했을 때부터 뚫어지거나 헤어진 의류를 수선하기 위하여 헝
겊 조각을 붙이는 행위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패치워크라는 용어는 '피싱(piecing)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즉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천 조각들을 연결함으로써 큰 직물을 만드는 것이다40).
즉 패치워크란 본래 가장자리를 이은 천 조각들의 '모자이크(Mosaic)'라

정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패치워크 기법이 사용된 곳은 매우 다양하지만 서양과 달

리 그 활동 범위가 작고 시대적 분석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치워크의 대표적인 예는 '색동'이며 그 기원은 고대

로부터 의복에 장시용으로 둘렀으며 '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이란 저고리와 주루마기의 깃과 도련,그리고 소매 끝에 두른 색동41)을

말하며 연 또는 순 이라고도 한다.

40) Mc Call,"Mc Calls big book of Quilts and Treasure",Cjiton book, Pennsyivania,1984,p.25

41) 유희향,"한국복식사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출판부,1975,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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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보 또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패치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천이 귀했던 만큼 옷을 만들다 남은 헝겊 중 작은 것은 잣 섶을

장식하는데 이용했고,그보다 조금 큰 것은 모아 두었다가 보를 만들었는데
그 헝겊을 일일이 쌈솔로 이어서 만들었다 42).
조각보는 남은 헝겊의 모양에 따라 사각형,삼각형,사다리꼴 등으로 재단

하여 헝겊을 최대한도로 이용했으며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적당한 형태의
헝겊을 이어 붙여 반드시 사각형이 되도록 하였다.
옷 전체나 칼라,커프스의 테두리에 개성 있는 효과를 연출하며 이를 위해

서 손이나 기계를 사용하여 꿰매게 된다.디자인에서 패치워크를 씀으로써
얻어지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효과는 기법의 효과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예를 들어 패딩을 각각 패치워크로 하거나 코럴과 팽이스티치,헤링
본,깃털스티치 같은 자수 스티치를 패치워크와 함께 합하여 쓸 수도 있다43).
또한 패치워크의 기법은 조형적인 조명 갓<그림48> 등 다양한 공예 제품

<그림49～51>의 제작기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예술 의상 작품에는 하정웅 박사의 컬레션에 담긴

내면세계를 담고자 한 장,한 장 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원단이 되는 공동
체 의식을 표현하고자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2.)아플리케

아플리케(Apploque)는 불어에서 온 말로 '~위에 붙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applicare'가 그 어원이다.바닥 천 위에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 작은 천을 자
수 스티치를 이용해 덧붙여 모양을 구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천 붙이기 자수
-포치자수'라고도 한다.
아플리케는 디자인에 따라 모양이나 색상이 다른 헝겊을 오려서 바닥 천

위에 덧대기 때문에 장식적인 효과가 크다.일반적으로 레정 웨어나 비치 웨
어,아동복 등에는 단순하고 대담한 스타일이 자주 사용되고 속옷 등에는 섬

42) 정수영,『패치워크 구성 방법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혼합기법에 의한 질감표현을 중심으

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석사학위 논문,1999,p.19.

43) 패트릭 존 아일랜드,"패션디테일",예경,1987,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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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스타일이 어울린다44).
현존하는 아플리케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대 이집트 사란들의 머리 장식

품이었던 앤크민(Ankmin)산 가죽조각으로서 그 시대는 B.C3C에서 7C로 추
정되며,초승달 모양의 패드가 머리에 부착되도록 기하학적인 모양을 실로
꿰어놓은 형태이다45).
아플리케의 종류는 소재에 쓰이나 자수 기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원하는

패턴을 오려서 바닥 천에 붙이는 기본적인 아플리케 외에도 이와는 반대로
색상이나 다른 여러 겹의 천을 겹친 후 패턴대로 잘라내 아래 색상의 천이
드러나는 방식의 비버스 아플리케(reverseapplique)나 비치는 얇은 천을 덧
대어 색감을 은은하게 표현하는 쉐도우 아플리케(shadow applicare)등도 있
다46).

특히 아플리케의 모티브 안에 솜을 넣어 볼록하게 하거나 모티브 자체에
와이어를 넣으면 입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47).또한 바닥 천에 붙일 때
모티브 전체를 바닥 천에 붙이지 않고 일부분만 붙여 움직임의 여지를 주면
표면에 시선을 모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장식이 들어가는 부분에 겉감 패브릭 재질을 고려하고,전체적인 의상의

균형과 비율,컬러를 맞춰서 디자인 하여야 만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다양한 직물의 텍스처와 기타 재료,자수기법 등을 활용하여 아

플리케를 예술적인 경지로 표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그림52～53>.아
플리케는 사용하는 직물의 패턴이나 텍스처를 활용하면 다양한 회화적 표현
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파일 직물로 직물의 털을 표현하거나 꽃으로 정원을,
체크문양으로 벽돌을 표현하는 등 모든 패턴이 있는 직물은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48).

44) 패트릭 존 아일랜드,"전계서",p.24.

45) 이정희,"니들아트",경춘사,1990,p.209.

46) 김지영,『표면장식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봉제기법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2003,p.62

47)Dorothea Hall,"The Quilting, Patchwork & Applique Project Book",1986,p,90.

48) Dorothea,"전계서",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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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듭

매듭의 어원은 노49),실,끈 같은 것으로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이 한
점에서 교차하면서 이루는 한 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50)'매다'라는 말은 '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엇걸고 잡아당겨 마디를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 22호로도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통매듭은 '노,실,끈 따
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또는 명주실을 꼬고 합사하여 각색으로 여색
해 끈목을 친 후,그 두 가닥 끈목을 늘여 뜨려가며 각종 모양을 맺는 것이
다51).

매듭은 장식적인 여밈 장치로써 이는 두께와 짜임에 따라 변화를 다양하게
구성한다.맺고,여고,짜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관습적으로 쓰여 진 기술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매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기잡이 그물
이나 사냥용 채집용구 등의 생활용구 존재를 볼 때 매듭은 자연 발생적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52).

서양에서의 매듭도 있다.이것은 미국 해병들이 밧줄을 묶는 것에서 시작
하여 잠수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끈 엮기를 다양하게 하다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매듭과 서양매듭은 평면조직이나 우리의 전통매듭은 입체 조직

이면서 일직선상으로 연속구성이 된다.또한 서양매듭은 여러 개의 잘린 끈
으로 서로 엮어서 만들며,우리의 매듭이 비단실로 만든 끈목을 끄는 데 비
해서 서양 매듭은 무명실로 한다53).

49) 실․삼․종이 따위로 가늘게 비비거나 꼰 줄.

    www.naver.com, 용어사전

50) 신기철,신용철,"새우리말 큰사전",삼성이데아,1989,p.679.

51) "보정 고어사전",일호각,p.208.

52) 임상임,안명숙,"전통매듭",교문사,2003,p.10.

53) 임상임,안명숙,"전계서",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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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매듭은 꽤자띠-도포끈<그림55>이나 브로치<그림56>등의 의상의 장식
적인 의미의 여밈 장치로 주로 쓰이고 매듭의 종류는 잠자리 매듭,날개매듭,
꼰디기매듭,파리 매듭,안경 매듭,동심결 매듭,매미 매듭,가재눈 매듭,계
눈 매듭,세벌 감개 매듭,네벌 감개 매듭,다섯벌 감개 매듭,국화 매듭,병아
리 매듭,십일고 매듭 등 그 꼬임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그
림57～58>.
이와 같이 '매듭'이라는 기법은 하정웅의 컬렉션에 담긴 내면세계에서 얽

히고 설킨 재일교포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자 표현기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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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한 작품-154) <그림49>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한 작품-255)

<그림50>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한 작품-3 <그림51>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한 작품-4

54) <그림48>:서민아,『전통을 응용한 조형표현의 연구:조각보의 구성양식을 중심으로』,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p.37.

55) <그림49>~<그림51>:"Contemporary Quilts from Traditional Design",p.20,p.48,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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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그림52>, <그림53>:왕경애,『퀼트행위에 내재된 여성심리연구:반복,증식,순환구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pp.173-174.

57) <그림54>: 패트릭 존 아일랜드,"상계서",p,22.

<그림52>아플리케 기법을 응용한 작품-156) <그림53>아플리케 기법을 응용한 작품-2

<그림54>아플리케 기법을 응용한 작품-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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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그림55>, <그림56>:동림매듭박물관  www.shimyoungmi.com

59) <그림57>, <그림58>:김희진,"한국전통매듭:균형과 질서의 미학",2004,국립중앙박물관,p.18.

 

<그림55> 쾌자띠-도포끈58) <그림56> 나비끈목술 브로치

<그림57> 한국전통매듭 9종59) <그림58> 한국전통매듭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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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제작 계획표

 <표 8> 예술의상 디자인을 위한 작품제작 계획표

구성 예술의상 작품 모티브 소재/색상 제작기법 제작의도

작품1

원피스

점으로부터/이우환

노방, 마

화이트, 블루

셔링,

패치워크

공 동 체 의 식 

표현을 위해 

패치워크 기

법을 사용
작품2

작품3

원피스

작품81H/곽인식

폴리에스테르, 

실크

아이보리

아플리케,

디지털 

프린트

공 동 체 의 식 

표현을 위해 

아플리케 기

법을 사용
작품4

작품5

원피스

백제관음/전화황

실켓면, 

폴리에스테르

다크레드, 

다크그레이

주름

드레이핑,

매듭

얽히고 설킨 

인간의 애환

을 표현하기 

위해 매듭기

법사용작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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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작 및 해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개인주의와 개성적 표현이라는 이념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이로 인해 창의적인 패션을 선호하는 트랜드를 반영하고자 많은 디
자이너들이 순수예술의 그 활용으로 의상을 디자인하여 최상급 수준을 강조
하거나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무한한 자유를 느끼고자 한다.
따라서 회화 작품을 응용한 예술 의상 디자인으로 예술가의 입장에서 우리

개개인 모두가 이 예술적인 표현을 위한 많은 실험정신에 의한 재료를 개발
하게 함으로써 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정웅 박사의 일생을 통한 메세나 정신과 함께 그가 기증
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컬렉션 작품을 통해 보여 지는 장식적이며,상징적인
내면세계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총 여섯 벌의 예술 의상을 디자인
하였고,그 중 세벌의 디자인을 실제 제작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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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1111〕〕〕〕

구  성 :  바지 원피스

소  재 :  노방, 실크 등

색  상 :  화이트, 블루

기  법 :  패치워크

해  설 :  [작품 1]은 의상의 구성이 바지원피스로써 이는 이우환의『점으로

부터 <그림 1>』를 의상제작의 모티브로 하였다.

          상의부분은 블루계열 색상의 노방을 패치워크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도록 한복 소재로 쓰이는 노방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의상제작의 모티브가 된 『점으로부터』작품에

서와 같이 점점 옅어지는 점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상의 그라

데이션을 주어 상의에서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그 색의 변화를 주

어 디자인 하였다.

          바지의 경우 한복의 바지와 같은 실루엣를 띄나 의상의 실용성을 

살리기 위해 폭이 넓은 주머니를 제작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마치 

치마와 같은 풍성함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의상에 사용된 색상인 화이트와 블루는 가장 자연과 닮은 색상이

며, 제작기법에 사용한 패치워크 기법은 조각천 한 장, 한 장이 모

여 한 원단으로 제작되는 과정으로써 인간의 삶의 애환을 담고, 

공동체적인 삶의 의식을 담고자 한 것이다. 이는 하정웅 박사 컬

렉션의 내면세계의 철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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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 [작품 1]의 도식화



- 68 -

〔〔〔〔작품 작품 작품 작품 2222〕〕〕〕

구  성 :  원피스

소  재 :  노방, 실크

색  상 :  화이트, 블루

기  법 :  패치워크, 셔링

해  설 :  [작품 2]는 이우환의『점으로부터 <그림 1>』를 모티브로 디자인

한 작품으로 의상의 전체적인 색상은 화이트로 ‘순백의 미’를 나타

내고자 하였다. 가슴부분에는 넉넉한 셔링을 주고 허리는 피트 되

게 연출하였고, 치마 역시 풍성한 벌룬 실루엣을 주어 여성스러움 

곡선미를 강조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의상의 상단 부분 중 왼쪽 가슴에서부터 겹겹이 주름이 지어 늘어

뜨려지는 장식부분은 모티브로 쓰인『점에서부터』의 작품에서와 

같이 블루에서 화이트 색상으로 점점 옅어지도록 한 단, 한 단을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의 변화를 주어 연출하였다.

          단순히 한 색상의 원단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겹겹이 드리워지는 부

분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연출하여 이우환의 ‘모노파’ 이

미지에 맞게 디자인 하였다. 

          또한 원단의 낱장으로 표현이 아닌 여러 장이 하나의 원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들의 공동체적인 삶

의 의식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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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0> [작품 2]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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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작품 2]의 전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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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작품 2]의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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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3333〕〕〕〕

구  성 :  판쵸, 스커트

소  재 :  실크, 모직

색  상 :  화이트, 아이보리

해  설 :  [작품 3]은 곽인식의 『작품 81H <그림12>』를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다. 

          의상은 판쵸와 벌룬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의인 판쵸는 미

니사이즈로 화이트 컬러의 모직으로 디자인하였고, 벌룬 스커트는 

실크소재로써 볼륨감은 주기위해 안에는 패치 스커트를 덧대어 풍

성하고 자연스러운 셔링이 잡히도록 연출 하였다.

          스커트에 쓰인 원단에는 전체적으로 텍스타일이 넣어졌는데, 이는 

곽인식 작품인 『작품 81H <그림12>』를 드럼스캔 받아 원단인 

폴리에스테르에 디지털 프린팅 하여 사용되었다. 스커트의 하단 부

분에는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프린팅 된 채묵화 텍스타

일의 특징인 붓터치 감을 그 위로 덧대어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플리케 기법은 하나의 원단에서의 분리되어 표현되는 것이 아니

고 다른 재료들의 결합으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기법으로 이 작

품에서와 같이 붓터치 감과 입체감의 표현을 위해 같은 패턴 그대

로를 그 위에 공굴리기 하여 연출하였다. 이는 하정웅 박사 컬렉

션 중 재일교포의 작품들에 담긴 애환처럼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

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림63> [작품 3]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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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4444〕〕〕〕

구  성 :  원피스

소  재 :  폴리에스테르, 실크

색  상 :  화이트

기  법 :  디지털 프린팅, 셔링, 아플리케

해  설 :  [작품 4]는 곽인식의 『작품 81H <그림12>』을 모티브로 디자인 

한 작품으로 평면적인 패턴이 강조되어 있는 예술 의상 작품이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대칭으로 왼쪽 암홀 부분에서 원피스 밑단 

까지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라인이 떨어진다.

          작품의 하단 부분 역시 비대칭으로 절개가 부분적으로 나뉘며 이

것은 커다랗게 작품을 3등분으로 나뉘게 한다.

          분할된 부분 중 하단의 두 분할에는 곽인식 『작품 81H』을 드럼

스캔하여 디지털 프린팅 한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매칭 하여 디

자인 하였다.

          디지털 프린팅 되어 진 부분의 하단에 부분적으로 아플리케의 기

법이 들어가며, 이는 프린팅의 채묵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붓터

치 중 바이올렛 색상과 화이트 색상의 일부를 크기에 맞추어 덧대

어 공굴리기로 아플리케 하였다. 이 기법은 하나의 원단에서의 표

현이 아니라 다른 재료와 덧대거나 기워서 완성작이 되어가는 것

으로 하정웅 박사 컬렉션에서 갖는 인간사의 애환을 보듬는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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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작품 4]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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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작품 4의] 전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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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작품 4]의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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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5555〕〕〕〕

구  성 :  원피스

소  재 :  실켓면, 노방

색  상 :  다크레드, 다크그레이

기  법 :  매듭

해  설 :  [작품 5]는 모티브가 된 전화황의 『백제관음 <그림41>』에서 보

듯 종교적 예술적 카타르시스가  베어나오도록 디자인하였다.

          상의는 다크레드 계열의 색상의 실켓 면으로 제작하여 다트 없이 

몸에 피트되게 연출하였으며, 이에 반해 스커트는 노방의 소재를 

쓰고 허리는 피트되나 밑단으로 갈수록 겹겹의 풍성한 실루엣의치

마를 연출함으로써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였다. 

          치마의 허리부분은 끈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이는 기능적인 면보다

는 심미적인 부분으로 점점 아래로 늘어지게 연출하여 불상의 이

미지인 자비와 여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 끈의 매듭으로 

하정웅 박사 컬렉션의 내면세계에 나타나듯 기도의 미술과 인간사

의 얽히고 설킨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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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작품 5]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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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작품 작품 작품 6666〕〕〕〕

구  성 :  원피스

소  재 :  실켓면, 폴리에스테르

색  상 :  다크레드, 다크그레이 

기  법 :  매듭

해  설 :  [작품 6]은 전화황의 『백제관음 <그림41>』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예술 의상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승려복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왼쪽 어깨에서 비대칭하게 오른쪽 허리까지 드리워지는 다크레드 

색상의 실켓면 원단의 드레이핑은 풍성하되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연출하여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였다.

          다크 그레이의 원피스의 경우 허리는 피트되고 몸의 곡선을 강조

하듯이 연출하여 예술 의상으로써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오른쪽 소매와 어깨는 삭제하여 왼쪽 어깨와 소매만으로 비대칭적

인 재미를 주었고 왼쪽 어깨에 끈으로 장식을 주었는데 이 끈의 

매듭은 하정웅 박사 컬렉션의 내면세계에서의 삶과 기도의 미술로

써 얽힘과 설키는 인간들의 애환에 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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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작품 6]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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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작품 6]의 전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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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0> [작품 6]의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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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예술 의상 디자인과 회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지
속되어 왔으며,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된 아이디어
개발이 의상 디자인으로 접목․ 제시 되어 오고 있다.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로써 활용되는 회화 작품들의 이미지는,보다 창의적

인 디자인 개발과 미적 가치에 반영되어 예술과 디자인의 공존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으며 교류하고 있다.
예술 의상은 한정된 디자인에 국한된 전통적 의상개념을 초월하여 작가의

주관적 예술성의 표출이 중시되는 확대된 의상개념이라는 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즉,오늘날 예술 의상 디자인이 ‘형태 있는 캔버스(ShapedCanvas)',
'부드러운 조각(SoftSculpture)'등으로 일컬어지고 있고,이는 예술 의상을
조각,회화,섬유,의상 등 여러분야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장으로서 인체를
위한 예술,인체를 위한 의상 즉,인체의 이미지를 살린 조형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근대사의 격동 속에서 형성된 재일교포 작가들의 작품
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기증하였고,또한 현재에도 계속 기증을 실천하고
있는 ‘메세나 운동’의 선구자,하정웅 박사가 기증한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컬렉션 세계와 작품에 대해 연구하였다.하정웅의 컬렉
션에 담긴 내면세계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강인한 생명력과 변함없는
진실을 담은 자연과 관련된 작품,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종
교적 세계관이 담겨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 그것이다.이
를 바탕으로 하여 이우환의『점으로부터』,곽인식의『작품81H』,전화황의
『백제관음』을 세 가지로 분류된 내면세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정하여
본 논문의 예술 의상 디자인 모티브로 접목시켰다.

작품 제작에는 하정웅 박사 컬렉션의 내면세계에 담긴 특징을 표현하고자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다.이는 조각조각의 천을 낱장이 아닌 하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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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 주는 ‘패치워크’기법 및 ‘아플리케’기법과 인간의 얽히고 설킨
삶의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매듭’기법을 사용하였다.이 기
법들은 억압된 현실과 좌절,갈등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
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자 표현기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하정웅 박사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시각 장애자 연합회'에 대한 다
양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오늘날 '맹인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으며,대한민
국 곳곳에 여러 차례를 통하여 6천 8백여 점의 컬렉션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후배들의 건강한 정서 교육과 예술의 삶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공을 위하여 사를 버리는 윤리의식'이라는 그의 메세나 활동에 담긴

내면세계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태도와 아름다운 삶의 원천이라
는 그의 정신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의 컬렉션에 담겨 있었다.

둘째,하정웅 박사의 광주시립미술관 컬렉션에 담긴 내면세계는 자연에 관
한 이야기,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종교적 세계관이 담긴 예술적 카타르시
스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그 내용은 서
로 유기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컬렉션에 존재하는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분류되는 세 가지의 내면세계를 가진 대표적인 여섯명의 작가인 이
우환,곽인식,벤 샨,곽덕준,손아유,전화황에 대하여 연구하고,이들 중 세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여섯 벌의 의상을 디자인하고 그 중의 세 벌을
실제 제작하였다.이는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예술 작품과 의상 디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시켜 아이디어 개발 하는 것과 같이 예술 의상 디자인
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적합 하였다.

셋째,의상 제작에 있어 디테일 표현은 ‘패치워크’기법,‘아플리케’기법,‘매
듭’기법이 사용되었다.이러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풍성한 재질감을 표현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섬세한 장식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본 논문에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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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의상 제작 첫 번째 작품은 이우환의 『점으로부터』를 모티브로 하여 인
위를 가하지 않은 자연의 순수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 블루색상에서 순백
의 ‘미’인 화이트 색상까지의 그라데이션을 ‘패치워크’기법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다.두 번째 작품은 곽인식의『작품81H』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의상
제작 원단에 전체적으로 모티브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 하고,채묵화인 작품
의 특성과 다양한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를 겹겹이 터치 되어진 색채의 붓터
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 내고자 ‘아플리케’기법을 사용하여 부분적인 붓
터치를 형상화시켜 제작하였다.마지막 작품은 전화황의 『백제관음』을 모
티브로 하여 예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불교의 이미지와 인간사의 얽
히고 설킨 실타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매듭’기법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
다.
사용 되어진 모든 기법은 하나의 재료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장의 조각천,여러 개의 끈 등이 한데 어우러져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는 민족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담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
에 잘 부합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하정웅 박사의 메세나 정신과 함께 그가 기증한 컬렉
션 작품들에 담긴 이념과 조형적 특성을 다양한 형태 및 의미를 가진 예술
의상으로써 재해석을 하였고,이는 세계적인 명화나 유명한 조형 작품을 단
순한 프링팅 기법을 통해서만 의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무한한 확장 가능
성과 다양한 세계관을 담아 예술 의상으로 제작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메세나 정신과 같은 세계관을 내포하여 예술 작품에
담긴 의식과 의상 디자인과의 접목과 같이 다변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독특
하고 개성 있는 의상 디자인 창조의 모티브로 사용되면서도,다양한 시각에
서의 아이디어 개발을 담은 좋은 사례들이 연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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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Lee,Su-lim
Advisor:Prof.Shon,Young-Mi

FashionDesignGraduateSchoolofDesign,ChosunUniversty

ThisstudyexaminesdesignofartisticcostumeforwhichworksofHa,
Jung-Woong Collection were applied,focusing on works collected in
GwangjuCityArtMuseum whichhasagreatnumberofdonatedworks
ofart.Itre-interpretstheprocesstomakemodernartisticcostumewith
various meanings and styles based on the Mecenatand ideology of
collection.And itis to presentthe process ofdesigning unique and
creativeartisticcostume.
Forthepurpose,thisstudyistodevelophow todesignartisticcostume

basedon worksofthecollectioninwhichDr.Ha,Jung-Woong'sinternal
world,Japaneseimperialism for36yearsfollowing ourliberation from
Japaneseimperialism,theKoreanWar,nationaldivision,Dr.Ha'slifeand
artasaKoreanresidentinJapan,andnationalhistoryarerepresented.
Thisstudyanalysesfeaturesoftheworksinhiscollectiontodevelopa

theoreticalground forthestudy and configureshisinternalphilosophy
representedinhiscollectionfordesign,focusingonhisworkscollectedin
GwangjuCityArtMuseum,whichencouragesustounderstandhim inan
aspectofhumanitybasedonbibliographicalspeculation.
AndthisstudyidentifiestheMescenatinhiscollection,andhislifeand

philosophyinhisinternalworldthroughaninterview withDr.Hawho
thinksrestoring andpreserving nationalhistory throughartashislife
dutytopresentdesignartforartisticcostume.
Through atheoreticalspeculation ofDr.Ha,thisstudy classifies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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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worldalongwiththefeaturesofhisworks,basedonwhichwe
makeonlythreeofthesixartisticdressesdesigned.
Techniques making artistic costume in the study are 'knotting',
'patchwork'and'applique'.Weusethesethreetechniquesfordesignof
artisticdresstopresentapossibility todevelop and representfashion
designandcreateuniquebeautywithaninfinitepossibilityofgraftingart
oncostumedesign.
Througheachtechniquethatiscommonlyused,theinternalworldofDr.
Ha is represented.A thing in common ofthese three techniques is
'communitylife'forwhichonedetailiscompletedwhenafew motifsare
gatheredratherthanonemotif.
Thisstudyisexpectedtoleadtochangeinconceptsbasedonwhichwe
can understand thattouseavariety ofmaking techniquescan make
practicaluseofartandcostumepossibleandrepresentKoreanimagesas
a elementofsubjective design,and to open a possibility ofinfinite
cre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being uniformed,costume design

basedonarthelpsustodevelopuniquestylesandunderstandpopular
emotionbasedonmutualagreement,andleadsustodifferentiatedand
uniquerepresentationofdesignthatcanattractothers'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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