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 어둠 그리고 나무 

 

근본 

집을 짓는 한 목수의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모든 사람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

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이야기 속의 목수는 바닥부터 집을 그립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

의 그림이었고 그러기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진실한 목수만의 근본을 보여줍니다. 저 또한 오랫

동안 건축을 공부하고 일해 왔지만, 건축물을 그릴 때 한 번도 바닥과 기초로부터 제 그림들을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붕부터 그림을 그려왔었습니다. 어쩌면 이제껏 한 번도 근본을 

바탕으로 일을 해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제 작업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

엇일지 찾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게 가장 큰 질문이었던 빛과 어둠이 제 작업의 근본으로 확

신이 들 때 저는 제 목소리로서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빛과 어둠 

저는 (생명이 없는) 사물의 아름다움은 형태에 의존한다고 믿습니다. 형태는 눈에 보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은 반드시 빛과 연동합니다. 암흑 속에서는 어떤 형태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만 빛만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형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에서

의 형태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을겁니다. 저는 빛과 암흑, 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형태

의 존재성을 더 나아가 그 형태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근본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살아 숨 쉬는 자연에서 빛과 암흑은 시간이라는 통로로 연결됩니다. 낮은 밤으로 바뀌고 어둠은 

빛으로 부활합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해주는 통로도 웜홀이라는 시간의 통로입니다. 빛과 

어둠의 변화는 가장 분명한 시간의 증거이며 시간은 빛과 어둠을 통해 살아있음을 표현합니다. 

빛과 어둠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궁극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이유는 빛과 어

둠의 변화를 통해 시간이라는 생명력을 형태에 분명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칭 

인간의 정면 얼굴은 완벽히 빛과 어둠에 반응합니다. 대칭으로 이루어진 눈, 귀, 입, 눈썹 그리고 

해부학적 머리 골격은 중심에서 입체적으로 우뚝 솟은 코에 의해서 빛과 어둠으로 완벽히 분할되

어 집니다. 대칭이 가지는 의미는 빛과 어둠에서 너무나 극명합니다. 이등분, 그러기에 서로 간 

분명하게 비교되는 이 차이는 형태를 결정하는 윤곽을 넘어 빛과 어둠의 긴장감을 통한 아름다움



을 제공합니다. 얼굴의 정면과 달리 측면은 강한 대칭성도 그리고 중심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측면의 얼굴은 빛과 어둠의 작용보다는 전체적인 얼굴이 가지는 윤곽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로만 

읽힙니다. 

 

시간적 대칭 

빛과 어둠의 대조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면 얼굴처럼 이등분의 완벽한 대칭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칭은 정지된 빛과 어둠의 대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뿐 시

간에 따라 생동감 있게 변화되어지는 빛과 어둠의 긴장감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간 만든 빛과 어둠의 오브제는 빛과 어둠의 이 변화되는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 적으

로 상, 중, 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간의 시작점인 ‘하’ 부분은 빛 혹은 어둠에만 

대응하는 평면적 대칭성을 ‘중’ 부부분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극대화하는 완벽한 입체적 대칭

을, 그리고 시간의 끄트머리인 ‘상’ 부분에서는 다시금 빛과 어둠의 오브제가 빛 혹은 어둠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대칭성을 무너뜨려 오브제 전체에 빛과 어둠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도록 합니다. 

빛과 어둠의 오브제가 가지는 이러한 시간적 대칭성은 형태적으로는 오브제가 완전한 대칭인 모

습처럼 보이도록 도와주고 빛과 어둠에 반응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오브제에 빛과 어둠을 긴장감 

있게 뒤섞이게 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리웁니다. 

   

공간적 대칭 

시곗바늘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듯 빛과 어둠의 오브제는 시간의 축으로부터 때때로 정지하고 

때때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서로 내접하는 수많은 정사각형의 이어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렇게 만들어진 오브제의 윤곽선들은 정면 후면 측면에서는 오브제가 단순한 수직적인 형태를 보

이도록 형상화하지만 다른 각도 에서는 전혀 다른 볼륨적인 형태를 형상화합니다. 

특히 이 볼륨감은 45도 각도에서 최고로 극대화되어 윤곽선들을 통한 공간적 대칭성을 오브제에 

표현합니다. 입체적인 공간적 대칭성은 시간의 축을 따라 수직적으로 표현되는 빛과 어둠의 아슬

아슬한 긴장감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오브제를 어떤 각도에서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투영 

빛과 어둠의 순환적 긴장감은 시간의 흐름 즉 생명감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감을 표현하기 

위해 시 공간적 대칭의 형태로 만들어진 오브제는 태양이 동에서 떠올라 서에서 지듯 빛의 움직

임에 의해서 빛과 어둠을 오브제에 반복적으로 투영 시킵니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던 부분이 빛

의 움직임으로 인해 짙은 어둠으로 바뀌고 어둠이 짙던 부분이 이내 밝고 따뜻하게 다시금 빛납

니다.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다시 빛이 되는 순환은 평범한 개인의 삶을 투영합니다.  



나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은 자연의 나무와 무척 닮았습니다. 나무는 

빛과 어둠으로 살아 숨쉬는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오브제들은 개별의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의 오브제들이 서로 의

지하고 맞물려 완전한 나무 형태로 뭉쳐지면 개별의 빛과 어둠이 우리의 빛과 어둠으로 승화되어

져 빛과 어둠으로 살아 숨쉬는 나무가 됩니다. 

 

생명 (빛과 어둠)의 나무 

인생은 밝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만으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의 무거움을 느끼고 어둠이 있기에 빛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무에 드리운 빛과 어둠도 바뀌어집니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던 부분이 

어둠으로 덮여지고 칠흑같이 어둡던 공간이 서서히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구성된 생명 (빛과 어둠)의 나무는 사랑, 즐거움, 기쁨 행복과 같은 밝음과 슬픔, 분노, 

절망 고통과 같은 어둠을 동시에 지닌 우리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작가로서 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고마운 사람들이 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서 여행을 지금까지 무사히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도움처럼 제작품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따뜻하

게 해주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현재 따뜻하게 빛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그 따뜻함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왜

냐면 곧 어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어둠으로 깜깜하다면 저는 당신이 

그 어둠을 꿋꿋이 이겨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 뒤에는 반드시 밝고 따뜻한 빛이 오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