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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업은 동양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대중매체와의 융합을 통한 공감각적인 해석이다.

작업에서 동양화의 시서화의 개념은 동서고금의 인문학적 요소와 융합하여 다양하게 해석된다.

[별빛밤]은 동양적인 현대미술을 추구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공통분모를 지닌 작가 이응노와 홍지윤의 융합이다.

또 여기에 고전의 한국정서를 현대화한 황병기와 전통의 한국에너지를 음악에 담는 김덕수의 융합이다.

이렇게 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감각적인 작품 [별빛밤]은

황병기의 [춘설]과 김덕수의 사물놀이 [호남우도 풍물가락]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이응노의 생애를 담은 작품들을 홍지윤의 활기찬 그림들이 장식하며 어울려 즐겁게 논다.

작품은 황병기의 춘설의 소제목들을 모티브로 하여 미술관 내부,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미술관의 내부는 신비로운밤, 흥겨운순간의 두 장으로, 외부는 조용한아침, 격정적으로,

평화롭게, 익살스럽게, 신명나게의 다섯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응노 생애와 작품의 결정판인 [군상]의 퍼레이드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에는

에너지 넘치는 김덕수 사물놀이의 [호남우도 풍물가락]이 울려 퍼진다.

아울러 각 장의 시작은 프랑스어 제목 글씨를 동양화 모필로 적어 전체 작품의 특성을 드러내고,

시서화를 확장하며 고향을 그리워한 미술가 이응노의 삶과 삶의 터전이던 프랑스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작품
[별빛밤]
에 대하
여

홍지윤, 별빛밤, 2020, 

비디오, 17’37”

Hong Jiyoon, Stars 
Lights and Nights, 
2020, video,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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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Out

Music 

Title

Title Narrative Duratio

n

Concept Sequence

Main Theme Mood

Image

In- 1. 황기 - 밤의 소리

1. 신비롭게

별

étoile

星

신비로운 밤 Une nuit mystérieuse

1. 별사진

별 하나씩 깜빡 빤짝인다. 

-37’’부터 수묵점으로 하나씩 변환

-수묵점에서 개별군상 하나씩으로 변환

2. 점과 개별군상에

- 1’44”부터 개별꽃 하나씩 빠르게

추가, 일러스트 별들 하나씩 추가

- 순서대로 혼합

3. 2’44” 부터 빨리빨리 깜빡깜빡 어울려 놀다

-한개체씩 순서대로 사라지고

-시작의 별 밤하늘사진 으로 마무리

03’40”

1. 별사진-점-개별군상

2. 개별꽃-일러스트별-혼합

3. 혼합-개체별 사라짐-별사진

-시작은 별사진, 수묵점, 개별 군상으로

추가로 개별 수묵꽃, 일러스트별 추가

개별적으로 개체 혼합

-순서대로 깜빡이며 놀다가

추가 순서의 역순으로 한 개체씩 사라진 후

마무리는 시작의 별사진으로. 

- 전체영상을 소개하듯

- 전체요소요약 – 정지 그러나 변화패턴

In- 2. 황병기 - 밤의 소

리

2. 흥겹게

흥겨운 순간 C'est un moment excitant

1. 이응노대나무(원본대체)-수묵점 물방울처럼 하나 하나

가 대나무에서 낙하-새들 선회-대숲등장-수묵꽃들(원본

대체)-대숲사진= 시놉내부영상

2. 흑백대숲사진- 홍지윤대나무 등장-수묵점-꽃춤의 수묵

꽃 한송이로 변환

-한송이가 점점 무리지어-여러 모양구름처럼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큰 덩어리 꽃구름으로 뭉게 뭉

게 흥겹게 음악에 맞춰 떠다니는 구름

-전체적으로 해체

-해체된 수묵꽃들-비누방울 놀이처럼 바람에 날리듯 흩

어진다. 

02’06” =시놉내부영상

1. 대-점-새-대숲-수묵꽃-대숲사진

2. 대숲-점-꽃한송이-꽃구름-꽃춤 바람에

-회화적 흐름, 한폭의 수묵화

-바람에 날리는 수묵꽃 으로 마무리

05’46”

https://dict.naver.com/frkodict/french/#/entry/frko/f5ea57d2e4d249dab315a3e9b946c565


In / 

Out

Music Title Narrative Durati

on

Concept Sequence

Main Theme Mood

Image

Out-

1.

황병기 -

춘설

1. 조용한

아침

조용한 아침의 초상화

Portrait d'un matin calme

1. 점하나-하나씩 증가-사계 점

-단순한 표현의 사계

=자화상 하나- 하나씩 증가-웅크린 사람꿈틀꿈틀-주변에 땡땡이

점 눈 =단순한 표현의 이응노 일생

-자화상의 문구 – 작품하단에 글씨 [가장춥고 괴롭든날] 줌인

2. 봄풀연두사진→여름바다강사진-펜 드로잉

3. 가을단풍은행잎사진→겨울사진-컬러 문자추상

4. 컬러 이응노 자화상

5. 색동으로 마무리

01’08” 1. 점으로,  자화상으로

- 사계흐름

- 전체화면에 자화상의 문구 쓰기

2. 3. 사진으로 사계

- 펜화-문자추상

4. 컬러 이응노 자화상

5. 색동으로연결

-느린 음악, 빠른 화면전환

-꽃들의 집 꼴라쥬 애니메이션효과

Out-

2.

황병기 -

밤의 소리

3. 격정적

으로

빛

Lumière

光

격정적인 불꽃 Flamme passionnée

1. 각종화려색동들 좌우우좌로 건반네온켜지듯-속도빠르게비트

2. 화려색동꽃 색동새들등장

3. 꽃폭발-패턴의 요소 개체들 따로따로 흩어졌다가 꽃다발로 모

였다가를 반복 - 중간 하이라이트

- 꽃과 새들 애니메이션 파티클 : 꽃피고지고새날개짓

4. 패턴레이어들 겹침축소확대 반복-검은바탕 패턴으로종결

02’14”

홍지

윤색

동꽃

Show

Time

1.  대칭색동반복패턴

2. 꽃과 새 패턴 애니매이션 파티클

3. 절정:개체해체뭉침 반복+파티클

4. 레이어 패턴 애니메이션

-화려한꽃꽃꽃 꽃다발

꽃들 파티클 <상하좌우>절정

Out-

3.

황병기 -

춘설

2. 평화롭

게

평화로운 나날들 Des jours paisibles

하늘사진배경 바탕- 색동꽃 한송이씩 피어나고

-64글자 한자씩 짝지어 등장

-시작의 큰글자들 전체화면되면서 작은글자로 점점채움

2. -20”색동꽃 한송이와 문자 한개씩-대칭짝-함께춤

-꽃들이 문자주변장식(=꽃장식 무빙 문자도). 

3. -01’00”크기변환-단순패턴화-패던 전체화면

-광화문 눈결정패턴처럼: 꽃다발글자들 바퀴처럼자체360도회전

02’41” 1. 꽃패턴64문자

2. 64문자+색동꽃=무빙문자도

3. 문자, 꽃 패턴화,  자체 회전

4. 꽃다발들 작아진 후 색동점변환

-전반부 전체화면바탕-파란하늘사진!

-전체 무빙 꽃장식 문자도 화면위에

-꽃피고 새들 날고

-후반부 사방 <색동띠> 강조

https://dict.naver.com/frkodict/french/#/entry/frko/87a275ee0ce447b99ed307f87e36e81f


In / Out Music Title Narrative Duratio

n

Concept Sequence

Main Theme Mood

Image

Out-4. 황병기 -

춘설

4. 익살스

럽게

즐거운 사람들 Des gens joyeux.

1-3. 색동점들 등장

-색동점 하나하나-개별군상하나하나

-개별색동군상-개별색동꽃

4. 무대에 한팀씩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했던 개체들이 짝지어서

등장-음악에 맞춰서 반복-점점 많아지면서 패턴화

01’24” 1. 색동점들 등장

2. 색동점하나-수묵원본개별군상-

개별색동군상-색동

3. 색동점하나 -수묵원본개별가족

-개별색동가족-색동

4. 모두 함께(1,2) 모여 색동 군상-

색동점, 중앙꽃다발과 함께 가족

도완성

색동점,가족,강아지, 닭으로 구성

된 패턴화

Out-5. 황병기 -

춘설

5. 신명나

게

생명

vie 

壽

신나는 인생 Une vie excitante. La vie Joyeuse. 

=외부 시놉영상 동일

1. 꽃다발과 꽃들 등장

2. 꽃들+색동띠 모여 큰 꽃다발 폭발로- 절정

3. ‘ 壽＇쓰기 후 커지면서 줌인으로 화면 채운다

4. 체조녀 등장 마무리

01’53”

=시놉외부

‘壽’자 쓰기

중앙내부에 군상 원본 교체

Out-6. 김덕수 사

물놀이 결

정판 CD1

호남우도

풍물가락

사람들, 여러분 Les gens. Tout le monde. 

안녕. Au revoir

0. 목소리부분 암전 1. 왼쪽부터 한명씩증가 한줄군상완성

2. 한줄군상-Z군상-용춤군상-전체회면 군상

3. 군상 전체화면으로 패턴화-꽃패턴 변환-꽃패턴변주

4. 개별군상 하나하나가 이응노의 사인들로 변환

5. 전체화면 가득 군상-연도사인-이응노얼굴

6. 이응노+홍지윤 사인 7. 밤

03’11” 1. 원본다양한군상

2-3. 군상작품 패턴화

4. 이응노사인들

5. 점많이 –밤하늘

그래픽 군상

11’51”



1. 수묵 글씨의 작품 제목과 시어

2. 대나무숲-댓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구르며 튄다. – 수묵의 점

3. 수묵의 점이 수묵의 꽃이 된다.

4. 단순한 표현의 사계 – 날리는 꽃, 빛나는 태양, 푸른 물결, 화려한 단풍, 내리는 눈과 눈의 결정

5. 이응노의 시대별 작품 전개 - 봄: 대나무 그림 → 여름: 반추상 →가을: 문자추상 → 겨울: 군상 - 2와 3이 섞인다.

6. 화려한 색동 - 화려한 색동 꽃 : 중간 하이라이트

7. 추상작품 ‘壽’ 로 변환 후 커지면서 화면을 채운다.

8. 수묵의 꽃 – 수묵의 점 – 점이 모여 획 – 획으로 글자 ’壽‘를 쓴다.

9. 글씨가 써질때마다 글자의 획 위에 작품 ‘군상’의 사람들과 작은 글자 ‘壽＇가 나타난다.

10. 군상의 사람들과 작은 글자 ‘수＇가 모두 사람들로 변해 화면을 덮는다.

11. 화면 가득 이응노의 사인으로 오버랩

12. 사람들이 하나하나 색동으로, 색동꽃으로 변한다.

13. 꽃들이 모여 크고 화려한 꽃다발이 된다. : 하이라이트

14. 화려한 꽃다발이 크게 폭발하여 수묵의 꽃으로 변한다.

15. 수묵의 꽃들이 수묵의 점들로 변하여 이응노 미술관의 MI가 된다.

16. 홍지윤의 사인 , 낙관



Project 
Concept

이응노의 삶은 전통을 현재화 한 노정이다.  전통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한다.

그의 작업은 전통수묵화와 대나무 그림에서 동양 정신의 무한 변주 콜라주, 독보적인 문자 추상과 ‘군상’시리즈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이상, 동서고금의 미술 형식을 가로질러 경지를 너머 자유 ’평화’에 이르렀고 현재에서 진행중이다.

작품 ‘별,빛,밤’은 동양화를 전공한 현대 미술가 홍지윤의 작가 이응노를 위한 꽃의 오마쥬, 경의이다. 

별처럼 아름다운 수 많은 노력과 고뇌로 다져진 열정 위에 빛으로 피어난 그의 작품에 대한 박수와 경의, 그리고 밤같은 위안이다.

아울러 이를 모두 감싸 안는 가장 화려한 미술적 구현으로써 미디어의 ＇빛＇이다. 

작품은 이러한 의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가 이응노가 평생을 지켜온 전통동양화와 서예의 필묵과 서화일체의 화풍 위에

작가 홍지윤이 구현하는 21세기의 수묵과 오방색을 재해석한 디지털 컬러가 결합되어 화려하게 극대화된다. 

홍지윤의 작업은 아시아의 전통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양면을 융합하고 동서고금을 통해 경계를 확장하며 현재화 한다. 

작품 작품 ‘별, 빛, 밤’은 이런 맥락으로 이응노의 생명과 해방과 자유의 ‘수’와 ‘군중＇은 미술관의 안과 밖,

양쪽 공간이 인생의 양면을 포괄하듯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의미를 더한다.  

작품 ‘별,빛,밤’은 전통이면서 현재이고 동양화이면서 현대미술이며 축제 현장의 흥을 돋우는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미디어이다.



1. 이응노 작품의 전개는 굴곡진 인생과 맞닿은 ‘사계’와 같다.  

이응노의 작품의 전개와 ‘사계’ 를 병치한다.

봄: 대나무 그림 → 여름: 반추상 →가을: 문자추상 → 겨울: 군상

2. 이응노 미술관은 문자추상 작품 ‘壽’를 모티브로 건축했다. 

작품 ‘수’의 의미와 수묵의 ‘점＇의 의미를 병치한다. 

‘수’는 목숨, 생명이다.  ‘점’은 필선,획의 기반으로 목숨, 생명이다. 

‘수’는 시작과 끝이다. ‘점’으로 시작과 끝을 구성한다.    

3. 이응노의 ‘군상＇은 이응노 작품의 총망라이다. 

점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그린 ‘군상＇자체로

작품 ‘별,빛,밤’을 구성한다.

4. 1,2,3의 순으로 작품 ‘별, 빛, 밤＇의 내용이 전개된다. 

내용

5. 이응노의 생명과 해방과 자유의 ‘數‘ 과 ‘군중＇의 수많은 ‘점‘이 모여

‘색동꽃’으로 피어난다. 

: 색동꽃은 작가 이응노의 열정과 영광, 고뇌와 노력에 대한 헌화이다. 

홍지윤의 작업에서 색동의 ‘색동꽃’과 ‘색동새’는

상대적이고 양면적 성격의 여러 요소들이 융합된 공감각의 아이콘이다. 

오방색으로 이루어진 색동은 사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 겹을 품는다. 

꽃과 새는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의 존재이지만 한마디로 규명되지 않는다.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여러 겹의 꽃잎이 모여 한송이 꽃이 되고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여러 겹의 깃털이 모여 한마리 새가 된다.  

작품은 융합된 요소의 사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 겹에 주목하며 시각화 된다. 

그리고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작업의 요소들이 모여 둥근 꽃처럼 서로를 품는다. 

꽃은 새가 되어 화려한 날갯짓으로 세상을 날아오르며 노래하고 또다시 꽃이 되고 새가 된다.  



1. 水墨

홍지윤의 시, 수묵 글씨, 수묵몰골水墨沒骨그림

+ 이응노의 수묵 ‘군상’

홍지윤의 수묵은 시와 글씨로 이루어진다. 

또한 화려한 컬러는 동양화의 특유의 관조와 정중동을 넘는 환희와 인생의 기쁨, 청춘, 열정이다. 

모필로 쓴 글씨와 먹의 농담만으로 윤곽선 없이 한번에 그리는 몰골법 그림은

지필묵과 시서화 그리고 모필의 필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서정성과 독특한 에너지를 분출하며

고전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이며 활기찬 미감을 구현한다. 

이응노의 「군상」은 전통 동양화의 기운생동과 필획의 조형성과 현대적인 회화세계를 개척한 결과

로 평생 추구한 작품 형식의 총 망라이자 완결이다. 특히 1980년대 군상시리즈는 한국 현대사의

시대정신과 민족의식을 구현한 평화의 메세지이다. 

_ 작품 ‘별,빛,밤’에서 ‘군상’의 점과 같고 별과 같고 꽃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동양화의 전통적인 필획과 서정적 미감의 형식이 되어 화면을 조율, 상충하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형식

2. 色

형광빛의 오방색 : 미디어의 색, 빛

‘현재의 달은 미디어이다.’

작품에는 동서와 고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한다. 

해상도를 극대화 한 형광컬러는 전통 오방색의 변용으로

미디어가 발산하는 '빛'의 색이다. 

홍지윤의 ‘빛’에 대한 사유는

고유의 시어인 ‘눈빛, 별빛, 달빛 All my everything’ 에 있다. 

눈빛은 직관의, 별빛은 교감의, 달빛은 영감의 은유이다. 

예전에는 달빛에서 영감을 얻었고 현재는 미디어로부터 이다. 

작가 홍지윤에게 미디어는 현재의 달이다.  

작품 '별,빛,밤’은

미디어이자 한폭의 동양화이며, 한편의 ‘시’이다.  

고유의 ‘수묵’과 ‘색＇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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