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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과 목적1.1.1.1.1.1.1.1.

본 연구는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Harmenszoon

요하네스 베르메르 그리van Rijn), (Johannes Vermeer)

고 에드워드 호퍼 의 회화에 나타난 빛(Edward Hopper)

과 공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렘브란트 와 베르메르 는 세기(1606-1669) (1632-1675) 17

암스테르담 과 델프트 에 살았던 동시(Amsterdam) (Delft)

대인이고 호퍼 는 세기 미국 뉴욕에서 활동, (1882-1967) 20

한 화가이다 거의 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300

이 세 화가의 회화들을 비교하려는 이유는 빛과 공간이,

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매우 흥미롭고도 뚜렷한 유사

점과 차이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2008 ( )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G00022)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렘브란트 회화

에서는 어두운 암흑의 공간 속에서 주인공 인물의 부분

만이 빛을 받고 있고 베르메르 회화에서는 흐릿하고 뿌

연 빛의 매질 속에서 인물과 공간이 융화되어 있( )

다 반면 호퍼 회화에서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직사광선.

이 인물과 공간을 간섭하고 있다.

이러한 빛의 특성은 공간 속에 있는 인물 사물들 그, ,

리고 공간 그 자체에 다양한 성격과 관계를 표현하면서

그림 속의 감정적 정서를 만들고 있다 물론 이들 회화.

작품에서는 빛이 아닌 다른 요소들 즉 사물과 인물에,

의한 상징과 은유 등의 서사적 구술적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빛과 공간을 다루는 본.

논문의 주 관점을 벗어나 있음으로 논외로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 화가의 회화 속 빛 분

석을 통해 건축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빛과

공간의 특질을 공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 .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빛과 공간의 비교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빛과 공간의 비교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빛과 공간의 비교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타난 빛과 공간의 비교, ,, ,, ,, ,

분석에 관한 연구분석에 관한 연구분석에 관한 연구분석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ight and Space in the Paintings of Rembrandt, Vermeer and HopperA Comparative Study on Light and Space in the Paintings of Rembrandt, Vermeer and HopperA Comparative Study on Light and Space in the Paintings of Rembrandt, Vermeer and HopperA Comparative Study on Light and Space in the Paintings of Rembrandt, Vermeer and Hopper

AuthorAuthorAuthorAuthor 김종진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Kim, Jong-Jin /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light in the paintings of Rembrandt van Rijn, Johaness Vermeer and Edward Hopper are

very different. While Rembrandt and Vermeer lived in the 17th century, Hopper lived in the 20th century. Although

this time gap, comparative study on their light-space relationship is important because there are spatial similarities

as well as light differences. Most three painters' works depict interior spaces with one person inside. The interior

space is filled with different light and shadow. In the Rembrandt's paintings, only part of the figure is lit in the

ambiguous darkness. In the Vermeer's paintings, the soft indirect light is filled in the domestic space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figure and space is blurred. In the Hopper's paintings, the direct sunlight invades the

interior and the figure confronts with strong daylight. These light differences were caused by the artists' intention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situations. 4 case paintings of each artist were analyzed by phenomenological

aspects and computerized light brightness test. Scale models were built to re-construct the three different light

characteristics. The model experimentation will have potential to develop 2 dimensional art analysis into 3

dimensional space design by means of light.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to construct the three lights, the

experimentation shows they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applied to spatial design studies.

KeywordsKeywordsKeywordsKeywords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 빛 모형 실험, , , ,

Rembrandt, Vermeer, Hopper, Light, Model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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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과 방법연구의 대상과 방법연구의 대상과 방법연구의 대상과 방법1.2.1.2.1.2.1.2.

사례회화들은 대표작품들 중 빛과 공간의 특성이 장, 2

절의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작품들로 선정되었다 사례2 .

회화들은 표 과 같다 렘브란트의 경우에는 앞뒤의< 1> .

작품들이 년 정도의 시간차이를 가지고 다른 두 화가40

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완성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회화 속의 빛의 특성을 현상학적으로

관찰하는 질적 연구 와 빛의 양을(qualitative research)

정량적으로 추출 비교할 수 있는 양적 연구, (quantitative

를 병행하여 다음의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research) . 1)

질적 연구는 각 사례별로 공간의 모습 및 빛의 유입과‘ ’ ‘

효과 순으로 이루어진다 양적 연구에는 컴퓨터를 사’ . 2)

용한 빛의 밝기별 분포도 조사가 사용된다.1) 마지막3)

으로 진행된 분석을 바탕으로 차원 공간 모형을 만들, 3

어 세 화가의 빛 공간 특성을 실제로 구축해본다- .

세 화가 회화 속의 빛 사물 공간세 화가 회화 속의 빛 사물 공간세 화가 회화 속의 빛 사물 공간세 화가 회화 속의 빛 사물 공간2. , ,2. , ,2. , ,2. , ,

빛을 통한 사물과 공간의 인식빛을 통한 사물과 공간의 인식빛을 통한 사물과 공간의 인식빛을 통한 사물과 공간의 인식2.1.2.1.2.1.2.1.

어떤 빛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물 같은 공간도,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플라톤 의 동굴우화. (Plato) ‘

에서도 볼 수 있(The Allegory of the Cave, The State)’

1) 본 연구에 사용된 빛의 분포도 조사는 Photoshop Levels histogram

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는 어두운 계열 중간 계열 그리고. Levels , ,

밝은 계열 등 단계로 분포도를 나타낸다 표 를 보면 회3 . < 2, 3, 4>

화별 빛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각각 좌측 부분은 어두운 계열을, ,

중앙부분은 중간 밝기의 빛을 그리고 우측 부분은 밝은 빛의 분포,

를 보여준다 즉 하나의 작품에 빛의 밝음과 어둠이 어떻게 분포.

되어 있는지를 데이터화하는 도구이다.

듯이 빛은 철학사 예술사에서 인간의 세계상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해왔다.

피에르 폰 마이스 는 저서(Pierre von Meiss)

에서 빛과 그림자가 사물과Elements of Architecture

공간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헨리 무어.

의 한 조각에 서로 다른 빛을 투사하였을(Henri Moore)

때 물체가 빛과 결합되면서 입체감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또한 건축공간에서 발.< 1>

생될 수 있는 빛의 특성을 네 가지 유형2)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빛의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건

축공간의 표현 유형은 여러 이론가들과 건축가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된 바 있다.3)

그림 의 경우가 단일사물에 비추어진 빛의 성질이라< 1>

면 그림 에 나타난 막스 켈러 의 실험< 2> (Max Keller) 4)은

동일 공간에 어떠한 빛이 어떻게 투사되는가에 따라 공간

의 깊이감과 각 면들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 회화의 빛과 공간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 회화의 빛과 공간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 회화의 빛과 공간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 회화의 빛과 공간2.2. , ,2.2. , ,2.2. , ,2.2. , ,

앞의 절에서 고찰된 빛에 의한 사물과 공간의 다른 표

현과 관계특성은 서양회화역사에서 무수히 다양한 사례

들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렘브란트 베. ,

르메르 호퍼의 회화를 함께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배경을 가진다.

공간적 틀의 유사성 세 화가들은 각각 다양한 공A. :

간의 모습들을 일생에 걸쳐서 그렸지만 특히 실내공간에

있는 한 두 명의 주인공 들 을 많이 묘사하였다 또한 공( ) .

간의 모습은 거대한 기념비적인 공간이 아닌 아주 작은,

소규모의 일상적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세 화가의.

공간 특성들은 작은 입방체의 공간과 가운데 위치한 오

2) 네 가지 유형은 빛 공간 빛 오브제‘ - (Light-Space)’, ‘ - (The light-object)’,

빛 연속된 오브제 그리고 빛을 주는 표‘ - (Light-series of objects)’, ‘

면들 이다 이 유형들에서의 빛은 주로(Surfaces which give light)’ .

공간 속에 있는 빛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참고문헌. 9,

pp.121-125

3) 건축공간에서의 빛의 개념과 유형들은 다음의 선행연구 장 절에2 1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오승남 지각과 인지를 바탕으로 한 실. ,

내공간의 빛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년 월호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건축가 이론가에 따라 빛2006 12 , ,

자체의 개념을 설정하는데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

이가 추후 빛과 공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핵심적 역할을 가진다

는 점이다.

4) Keller, Max, Light Fantastic, Prestel, 2006, pp.4-5

그림< 1> Henry Moore, Piece-Interlocking, 1963-64

그림< 2> Max Keller, Light Experiment for W. A. Mozart's

Le nozze di Figaro Set Design

화가 년도 회화 제목

렘브란트

1627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

1627-28 성전에 아기 예수를 봉헌하다

1666-69 성전에서 아기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시므온

1669 자화상

베르메르

1662-64 창가에서 류트를 연주하는 여인

1662-65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

1664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

1669-71 레이스를 짜는 여인

호퍼

1952 아침의 태양

1953 소도시의 사무실

1957 서부의 모텔

1961 햇빛 속의 여성

표 사례회화 제목 및 연도 정리< 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권 호 통권 호18 6 77 _ 2009.1214141414

브제 인물 라는 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 .

측면 창을 통한 빛 유입의 유사성 세 화가들의 작B. :

품들은 상기와 같은 공간에 한쪽 측면 창 또는 문 에서( )

유입되는 빛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공간과 인물의 분위기

를 만들고 있다.

빛의 성질에 의한 공간표현 렘브란트 베르메르C. : , ,

호퍼는 와 같이 유사한 공간적 틀과 빛 유입을 가A, B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빛 공간의 표현을 가-

진다 바로 이 점은 본 연구가 추구하는 동일 차원 공. 3

간 모형에 세 화가의 빛을 투사하여 발생하는 사물과 공

간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실험으로 연결된다.

그림< 3 개의 패널로 구성된 창문이 있는 델프트 주거> 4 (Delft) ,

동일한 주거의 외부 좌 와 내부 우( ) ( )

이 화가들의 빛을 건축 공간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S. T. 라스무센

의(Steen Eiler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

제 장 건축에서의 일광에 보면 코펜하겐8 ‘ ’ (Copenhagen)

의 한 건축학교에서 네덜란드 분할 채광방식4 5)을 사용

한 실험이 소개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는 분할창의 아. 4

래쪽 나무덧문들을 닫고 위를 열었을 때 베르메르 회화

의 빛 특성이 반대로 했을 때 렘브란트 회화의 빛 특성,

이 나타났다고 한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에 나3. , ,3. , ,3. , ,3. , ,

타난 빛과 공간타난 빛과 공간타난 빛과 공간타난 빛과 공간

렘브란트 반 레인렘브란트 반 레인렘브란트 반 레인렘브란트 반 레인3.1.3.1.3.1.3.1.

사례회화 분석(1) 6)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R1. , The Apostle Paul in

년 오크 패널에 유화 슈Prison , 1627 , , 72.8 x 60.2cm,

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5) 분할 채광방식은 네덜란드 을 연구자가‘4 ’ ‘Four-Shutter System’

번역한 것이다 이 방식은 네덜란드의 흐린 날씨와 협소한 주거.

공간 내의 채광을 위해 개발된 독특한 창문구조로 하나의 창문이

개의 작은 유닛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아래의 두 유닛은 나무 덧4

문이 정면이나 배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창의 안쪽에는 커튼이.

나 발을 달아 빛의 유입을 더욱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Rasmussen, Steen Eiler, Experiencing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62, pp.198-200 & pp.205-206

6) 렘브란트 회화들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작품들은 한 두 명의

주인공만 가지는 작은 실내 공간 대상 작품들 중에서 창을 통해 빛

이 유입되는 상황을 보이는 회화들과 자화상과 같이 단일 어둠 속‘ ’

에서 인물만 집중해서 보여주는 회화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감옥으로 보이는 작은 방에 사

도 바울로가 책을 무릎에 펼쳐 놓

고 사색에 잠겨있다.7) 좌측에 창

이 있고 인물의 뒤 쪽으로 기둥과

벽이 보인다 기둥 우측으로는 깊.

이를 알 수 없는 암흑의 공간이 있

다 빛은 좌측 상단의 창에서 실내.

공간으로 유입된다 빛나는 벽체 중.

앙 부분은 그림자 윤곽을 가지는

인물의 얼굴을 강조한다 빛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암흑의 공간은 모호한 신비감을 만들

고 있다 이러한 명암대비방식은 키아로스쿠로. (chiaroscur

o)8) 표현에 의한 것이다.

성전에 아기 예수를 봉헌R2.

하다, The Presentation of Jesus

년경 패in the Temple , 1627-28 ,

널에 유화 함부르, 55.4 x 43.7cm,

크 쿤스트할레

원형의 기둥과 창의 모습이 그

림자로 표현되고 있다 기둥 우측.

의 공간은 위의 그림과 같이 암흑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큰 성전일.

수도 있으나 렘브란트는 회화를

작은 공간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빛은 좌측의 상단에서 우측의 실내 공간으로 부드럽게

유입되고 있다 아기예수가 집중해서 빛을 받고 있고 나.

머지 인물들은 부분적으로 빛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빛의 명암은 실.

제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9)

자화상R3. , Self-portrait ,

년 캔버스에 유화1669 , , 86 x

런던 내셔널 갤러리70.5cm,

구체적인 공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두운 배경만이

보인다 주인공은 상반신이 암흑.

7)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색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인

물의 실제적 묘사보다 감상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내면세계로 여행하

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미하엘 보케멜. (Michael Bockemuhl)

은 그림 속 인물에게서 읽어낸 내면적인 행위를 감상자 자신이 추체“

험 하는 것처럼 느낀다 라고 말한다 참고문헌( ) .” . 3, p.28.

8) 키아로스쿠로는 서양미술사에서 빛에 의한 부분적인 하이라이트와

그림자의 음영을 강하게 대비시키는 명암 처리법을 말한다 이탈.

리아어 밝다 와 어둡다 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chiaro) ‘ ’(oscuro)

방식은 렘브란트에 의해 즐겨 사용되었고 그가 공간과 사물을 바

라보는 근본적인 구조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9) 비논리적 묘사는 빛의 밝기이외에도 형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성전에 아기 예수를 봉헌하다 에서는 창살의 그림자들이 보이

는 반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로 에서는 창살이 그려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벽에 비친 빛에는 그림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

한 빛과 그림자에 의한 형태적 비논리성은 본 연구의 다른 사례화

가인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그림 성전에 아기< 5>

예수를 봉헌하다,

년경1627-1628

그림 감옥에 갇힌< 4>

사도 바울로 년, 1627

그림 자화상 년< 6>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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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사라지는 듯이 보인다 앞의 사례들은 공간의 모.

습이 부분적이나마 암시되고 있는 반면 자화상 에서

는 전혀 유추할 수 없다 빛은 인물의 얼굴에만 집중적.

으로 투사되고 있는데 어둠 속의 빛이라는 렘브란트만의

특유 수법이 절정에 도달해 있다 조명 방식은 당시의.

렘브란트 주택10) 상황을 보았을 때 자연광만으로는 불가

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에 고정되어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횃불 즉 인공조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

하지만 이러한 조명방식 역시 강한 명암대비를 설명하기

에는 부족하다.

성전에서 아기 그리스도R4.

를 안고 있는 시므온, Simeon

with the Christ Child in the

년경 캔버스Temple , 1666-1669 ,

에 유화 스톡홀름 국, 98 x 79cm,

립미술관

인물의 모습은 매우 흐릿하고

거친 터치로 그려져 있다 특히 뒤.

쪽에 있는 여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얼굴의 부분만 희미하게 빛

나고 있다 빛은 자연광이 유입된.

것이라기보다 화가 자신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속의 빛을 실제로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어두운 공간 속에서 단일 조명만으로 회화와 같은 다수

의 부분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렘브란트 회화에 나타난 빛의 특성(2)

렘브란트 회화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빛은 대체적으로

매우 어두운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아주 적은 자연광

이나 촛불 횃불 등의 인공조명을 사용하여 만들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회화들의 빛 밝기 분포도를 조사하면 표 와< 2>

같다 밝은 부분은 적은 강도로 미약하게 분포되어 있고.

좌측의 어두운 부분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렘브란트의 사례회화들은 전체적으로 어두

운 공간 속에서 부분적으로 밝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10) 암스테르담에 있는 렘브란트의 집 브레스트라(the Rembrandthuis,

트와 신트안토니스데이크 지역 의 층은 실내천정고가 미터였) 1 4.27

다 하얀 회벽과 네덜란드의 분할 창 그리고 내부의 커튼을 가진. 4 ,

그 공간은 렘브란트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빛의 밝기를 연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참고문헌. 10, pp.200-202

대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렘브란트의 키아로스쿠로 방식에 의해 표현

되었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밝게 빛나고 나머지 일.

체는 어두운 암흑의 공간 속에 묻어버림으로서 감상자로

하여금 신비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암흑 속에.

서의 부분적인 빛은 오브제 즉 주인공 또는 사물의 사실

적인 현재성 표현보다 초월적인 빛나는 무한함‘ 11)의 세

계 꿈과 상상’, ‘ ’12) 세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요하네스 베르메르요하네스 베르메르요하네스 베르메르3.2.3.2.3.2.3.2.

사례회화 분석(1)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V1. , Woman in Blue

년경 캔버스에 유화Reading a Letter , 1662-1665 , , 46.5

x 39 cm, The Rijksmuseum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벽에 지,

도가 걸려 있는 공간에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서서 편지13)를 읽고

있다 빛이 유입되는 창문의 정확.

한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좌측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의 빛은 부드러운 톤을

가지고 있다 배경이 되는 벽 전체.

가 은은히 빛을 발하고 있고 지도,

의 빛바랜 노란 색과 여인의 푸른 옷은 보색임에도 부드

러운 빛에 의해 비슷한 색감으로 혼합‘ ’14) 되어 있다.

창가에서 류트를 연주하는 여인V2. , Woman with

년경 캔버스에 유화a Lute , 1662-1664 , , 51.4 x 45.7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cm,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 과 비슷한 공간구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베르메르 대표 작품들은 유사한 공간.

모습을 가지는데 그의 델프트 주거 층에 위치했던 스튜2

11) 게오르그 짐멜 은 저서 근대와 현대 미켈란젤로 렘(Georg Simmel) : ,

브란트 로댕 에서 렘브란트의 이해방식과 전달방식은 무엇과도 비, “

길 수 없이 진동하고 희미하게 빛나는 무한함으로 귀결되며 또한 논, ,

리적 투명성을 띄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즉 렘브란트 회화에서 일.” .

어나는 감성적 정서 회화가 표현하는 주제 주인공의 한시성을 넘은, ,

또 다른 차원으로의 진동 운동을 이야기 한다 참고문헌, . 14, p.72

12) 외젠 프로망텡 은 년 옛 거장들 이라는(Eugène Fromentin) 1876

글에서 키아로스쿠로에 의한 렘브란트의 독창적인 사물과 세계의

표현방식을 이야기 한다 가장 암시적인 이 기법 은 내면 가장. “ ” “

깊은 곳에 자리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이 되고”

잘 포착되지 않는 사물에 매력을 부여하고 기묘함을 자극하며 지“ ,

적인 사유에 우아함을 더해준다 고 한다 또한 느낌과 감성 불확.” . “ ,

실한 것 규정하기 힘든 것 무한한 것 그리고 꿈과 이상을 함께하, , ,

는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참고문헌.” . 4, pp.148-149

13) 당시의 네덜란드 회화에서 여인이 읽고 있는 편지는 다양한 상징과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르 보르흐 가 그. (Gerrit ter Borch)

린 등에서도 유사한 상징체계를 볼 수 있다Woman reading a letter .

14) 베르메르의 빛과 색의 혼합적 효과는 다양한 학자들이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에서 아서 윌록. Johanees Vermeer (Arthur K. Wheelock

Jr.)은 옷과 의자들이 가지는 푸른색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혼합적 효과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림< 7 성전에서 아기>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시므온 년경, 1666-1669

그림 편지를 읽는< 8>

푸른 옷의 여인

R1 R2 R3 R4

표 렘브란트 사례 회화에 나타난 빛 밝기 분포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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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내부 모습이다.15) 책상 의,

자 지도 등 사물은 동일하고 주, ,

인공의 모습만이 다르다 앞의 사.

례에서는 전체적으로 벽이 밝게

빛나고 있는 반면 이 사례에서는

닫힌 창과 커튼의 일부가 보이고

긴 그림자를 만드는 특성을 가진

다 또한 그림 은 푸른색 옷. < 8>

이 노란색과 보색대비 효과를 가

지는 반면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부유하는 노란빛과 하

부의 흐릿한 그림자에 둘러싸여 몽롱한 느낌을 준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V3. , Woman with a Pearl

년 캔버스에 유화Necklace , 1664 , , 55 x 45 cm,

Staatliche Museen Preußischer Kulturbesitz

공간의 모습은 앞의 두 사례와

흡사하나 벽에 있던 중요한 요소인

지도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16)

지도가 없는 회벽은 전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표면이 된다 빛은 좌.

측의 창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림의 밝은 상부와 어두운 아래의

하부가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하부의 밝고 어두운 대비구성은 많은 베르메르

그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레이스를 짜는 여인V4. , The Lacemaker ,

년경 캔버스에 유화 루브르 박1669-1671 , , 24.5 x 21 cm,

물관

이 회화에서는 베르메르의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공간의 모습을 알

수 없다 빛이 오른 쪽에서 유입되.

는데 우측광은 베르메르의 그림에

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베르.

메르는 자연스러운 간접 자연광을

묘사했고 주인공과 사물들의 윤곽

은 그 빛 속에서 흐릿한 경계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흐릿한 윤곽은.

간접광 이외에도 카메라 옵스큐라 를 사(camera obscura)

용한 베르메르의 방식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17)

15) 헨크 잔커일 교수에 의한 베르메르 주거의 자(Henk J. Zantkuijl)

료들을 보면 베르메르의 스튜디오는 층에 위치하고 창이 북서향2

으로 나있다 델프트의 일반적으로 흐린 날씨와 북서향의 창을 감.

안하면 그의 회화에 나타나는 희미한 간접광의 배경을 알 수 있

다 베르메르 주거에 관한 것은 선행연구 참고문헌 의 장에 자. , 18 3

세히 언급되어 있다.

16) 투사에서 완성작 전의 그림들에는 지도가 있었음이 발견되었X-ray

다 그리고 캔버스역시 우측으로 인위적으로 스트레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thur Wheelock, Jan Vermeer, 1981, p.110

17) 월터 리드케 는(Walter Liedtke) Vermeer and the Delft School

베르메르 회화에 나타난 빛과 공간의 특성(2)

베르메르 회화에서의 빛은 렘브란트의 키아로스쿠로

방식과 같이 극단적으로 대조된 빛의 효과는 보이지 않

는다 그의 그림에서는 흐릿한 간접자연광이 있는 상부.

와 가구들에 의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하부가 안정적

으로 나누어진 구성을 보인다.

빛의 밝기 분포도를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

되는데 렘브란트의 경우 중간 계열과 밝은 계열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베르메르의 경우에는 비교적 중간

과 밝은 계열이 렘브란트보다 높고 특히 일부 작품에서

는 밝은 계열이 집중적으로 높아진다.

베르메르 회화에서의 빛은 공간 속으로 은은하게 퍼지

며 사물 공간과 하나로 융합되는 특성을 가진다 사물들, .

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은 창을 투과하여 들어오는 간

접광과 만나 또 다른 차원의 통일된 중성 톤의 색감을

만든다 이러한 베르메르의 빛과 공간은 후일 인상파의.

보는 사람의 지각에 따른 현상 표현에 많은 영향을 주‘ ’

었다.18)

에드워드 호퍼에드워드 호퍼에드워드 호퍼에드워드 호퍼3.3.3.3.3.3.3.3.

사례회화 분석(1)

아침의 태양 년 캔버스에H1. , Morning Sun , 1952 ,

유화 오하이오 콜럼버스 미술관, 71.4 x 101.9cm,

커다란 창이 있는 침실에

한 여인이 앉아 밖을 보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은 앞의 두 화가와 다르게

주변의 풍경을 통해 회화 속

공간의 위치와 상황을 암시

하는 특성을 가진다 제목에.

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의 빛은 아침의 태양이 침

에서 이 그림에 나타난 흐릿한 빛의 효과가 카메라 옵스큐라의 초

점조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베르메르가 카메.

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궁극

적으로 화가에 의한 회화적 표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

헌 8, pp.164-165

18) 노르베르트 슈나이더 는 저서(Norbert Schneider) Jan Vermeer

에서 뷔르거 토레의 베르메르 미학을 인용하고 있다 토레는 베르. “

메르의 빛은 결코 인공적이지 않고 정확하고 자연스럽다 베르, . ...

메르는 빛을 정확하게 재현함으로써 채색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는 인상파의 빛과 공간 표현에 준 영향을 볼.” .

때 근대적 베르메르를 발견한 것이라고 슈나이더는 말한다 참고문‘ ’ .

헌 13, p.87

그림 창가에서< 9>

류트를 연주하는 여인

그림 진주< 10>

목걸이를 한 여인

그림 레이스를< 11>

짜는 여인
그림 아침의 태양< 12>

V1 V2 V3 V4

표 베르메르 사례 회화에 나타난 빛 밝기 분포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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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빛은 내부의 공.

간에 침투하는 강한 자연광이다 창은 내부 공간에 빛과.

그림자의 형태를 만들고 주인공은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

출되어 있다.

소도시의 사무실H2. , Office in a Small City ,

년 캔버스에 유화 뉴욕 메트로폴리1953 , , 71.7 x 101.6cm,

탄미술관

특이한 형태의 건축공간

으로 업무공간의 코너 두

벽은 커다랗게 열려 있는데

창문의 흔적이 없다 창문이.

없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내

부와 외부가 직접적으로 대

면하고 있다 강한 태양빛이.

벽을 타고 들어와 책상과 인물에 비추고 있다 밝은 색.

의 빛은 건물의 외부에도 투사되고 있다 내외부의 빛은.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빛과 그림자의 뚜렷한 대조를 가

진다 주인공은 내부에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 외부에.

속해있는 듯하다.

서부의 모텔 년 캔버스H3. , Western Motel , 1957 ,

에 유화 예일대학교 미술관, 76.8 x 127.3cm,

앞의 사례들이 근대 도시

의 모습을 표현한 반면 이

작품은 미국 서부 전원의

풍경을 보인다 창밖의 자동.

차를 통해 고속도로 인근의

숙박시설 내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창문의 모습을 보면 소도시의 사무실 과 같.

이 개구부는 있되 창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즉 유.

리 창문 없이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숙박시설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 안팎의.

직사광선은 어두운 가구와 구릉지의 그림자들과 강한 형

태적 대조를 만들고 있다.

햇빛 속의 여성H4. , A Woman in the Sun , 1961

년 캔버스에 유화 뉴욕 휘트니 미술관, , 101.6 x 152.4cm,

침실로 보이는 공간에 나

체의 여성이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에서는.

중앙부에 창이 있고 그 너

머 언덕이 보인다.19) 바닥의

19) 호퍼의 회화에서 빛이 들어오는 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롤프.

귄터 레너 는 에서 창문(Rolf Gunter Renner) Edward Hopper “

너머로 보이는 자연 풍광이나 실내공간은 한결같이 소외되어 있

다 이 매개체들로 인해 회화와 이미지 내면의 심리적 이미지와. ... ,

회화로 표현되는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는 창을 통한 풍경이외에도 창을.

통해 유입되는 강한 외부의 빛이 내부공간을 간섭하는 것에서도

얻어진다 참고문헌. 11, p.59

빛 형태와 우측의 커튼을 볼 때 여성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다른 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의 빛.

역시 우측의 창문에서 유입되어 길게 늘어지고 있다 창.

문 빛 그림자도 형태적 모순을 가지는데 중간창틀의 그

림자가 있어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인 빛과 색.

감은 매우 건조해 보인다.

호퍼 회화에 나타난 빛 공간의 특성(2) -

호퍼 그림에서의 빛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연

스러운 빛처럼 보인다 그림자의 형태 창틀의 부재 등을, ,

보면 화가의 의도적인 생략과 조작들도 볼 수 있는데 이

는 렘브란트의 경우와 같이 명암대비의 측면에서는 극적

이지 않다 강한 직사광선의 내부 공간 침투와 빛과 그.

림자에 의한 기하학적 구성은 호퍼 회화의 주 특징이다.

빛의 밝기 분포 조사를 보면 앞의 두 화가들과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의 경우는 고르게 빛의 밝. V1, V2

기 강도를 가지고 오히려 우측 끝에서는 밝은 계열이 강

하게 치솟고 있다 와 의 경우는 중간과 어두운 계. V3 V4

열 가운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호퍼의 그림들.

이 대체적으로 많은 빛에 노출되고 밝은 계열이 부분적

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 화가의 빛에 의한 공간 재구축 및세 화가의 빛에 의한 공간 재구축 및세 화가의 빛에 의한 공간 재구축 및세 화가의 빛에 의한 공간 재구축 및4.4.4.4.

지각 특성 비교지각 특성 비교지각 특성 비교지각 특성 비교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빛 분포 비교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빛 분포 비교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빛 분포 비교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빛 분포 비교4.1. , ,4.1. , ,4.1. , ,4.1. , ,

표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 회화들의 빛 밝기< 5>

분포도를 화가별로 중첩하여 비교한 것이다.20) 렘브란트

의 경우에는 밝은 빛은 거의 없고 어두운 계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베르메르의 경우에는 중간과 밝은 계.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렘브란트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반면 호퍼의 경우에는 밝고.

어두운 계열 모두 고른 세기를 보여주고 특히 밝은 계열

이 부분적으로 매우 강하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진다.

20) 본 논문에 사용된 사례는 지면상의 이유로 화가별 작품 총 작4 , 12

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연구에 사용된 사례들은 장 절에서 언급. 2 2

된 세 가지의 공통특성을 가진 회화들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이미

분석된 회화들을 제외하고 선정된 것이다 본 논문을 위한 기초자.

료연구에서 사례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여러 그림들도 빛 밝기

테스트를 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표 와 같은 결과가 발Level < 5>

생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소도시의 사무실< 13>

그림 서부의 모텔< 14>

그림 햇빛 속의 여성< 15>

H1 H2 H3 H4

표 호퍼 사례 회화에 나타난 빛 밝기 분포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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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통한 재구축 및 공간 지각 특성모형을 통한 재구축 및 공간 지각 특성모형을 통한 재구축 및 공간 지각 특성모형을 통한 재구축 및 공간 지각 특성4.2.4.2.4.2.4.2.

그러면 세 화가의

서로 다른 빛의 특성

을 구체적인 모형으

로 재구축해 본다 이.

실험에 사용된 모형

은 가로 세로 높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

는 입방체로 원형구

가 공간의 가운데 떠

있게 고정되어 있다.

입방체 내부와 구는 회벽과 유사한 플라스터(plaster)로 마

감되었고 실험에 사용된 빛은 세 화가들이 사용하였던

빛의 방식과 공간적 환경을 최대한 적용하였다.21)

렘브란트(1)

대표적인 렘브란트 회화작품들에서의 빛은 창문을 닫

거나 아니면 밤에 자연광이 없는 상태에서 횃불이나 촛

불 등을 사용하여 얻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실험.

에서는 외부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사용

해 자화상 과 비슷한 우측상부에 투사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물에 부분적으로 투사된

집중조명은 빛을 받는 사물의

일부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부분

은 암흑의 공간 속으로 흡수되

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사물과.

공간의 형태는 명확하게 지각할

수 없고 사물이 공간 속에서 일

시적으로 떠오르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물의 현재적 일시성 배.

후에 초월적이거나 영속적인 부분이 존재함을 암시할 수

도 있다.

베르메르(2)

베르메르의 빛 특성은 모형 실험에서 재구축하기 매

우 힘들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르메르의 빛은 스.

21) 실험의 촬영은 렘브란트를 제외하고는 자연광아래에 유사한 빛 유

입방식을 만들고 이루어졌다 사용된 카메라와 렌즈는. Nikon D90

와 이다 노출과 스피Sigma 18-50mm F2.8 EX DC Macro HSM .

드는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졌다.

튜디오의 방향과 당시 델프트창문유리의 특성상 희미한

간접광이 들어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빛이 그의 작품.

들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빛의 실험에서 베르메르 그림

에 나타난 밝은 상부와 매우 어두운 하부의 대조22)는 상

부의 빛 밝기를 고려할 때 실제로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간접광이 가지는 흥미로

운 특성도 발견되었는데 빛을

받고 있는 사물의 우측상부는

뚜렷한 경계를 가지지만 반대편

좌측하부를 자세히 보면 사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공간과 융합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이러한 사물과 공간의20>

융합은 베르메르의 회화가 가지

는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부유하는 듯한 빛 속에서.

인물이 부드럽게 융화되고 있는 장면들은 시간이 정지된

현재의 순간성을 부각시킨다.

호퍼(3)

호퍼의 회화작품이 가지는 강렬한 직사광선은 앞의 두

사례와 다르게 일반적인 태양광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구

축되었다 호퍼 회화의 기하학적 모순 등은 본 연구의.

초점과 다르므로 빛의 성질과 표현만을 중심으로 실험은

진행되었다.

강한 직사 태양광은 모형실험

에서 가운데 떠 있는 사물의 형

태를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사물 자체의 형태.

가 뚜렷해짐은 베르메르의 사례

와 같이 공간과 융합되는 대신

사물과 공간의 존재성을 각각

부각시키는 것이 된다 호퍼의.

회화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적

소외 분리 등의 주제들과 빛의 성질이 적합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는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의 회화작품들이, ,

가지는 서로 다른 빛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모형실험

을 통해 재구축해보는 것을 주제로 한다 이러한 미술. -

건축 간의 학제간 연구가 가지는 목적(interdisciplinary)

과 의의는 차원 회화예술에서의 빛과 공간을 차원 공2 3

22) 베르메르 모형실험에서 좌측의 벽은 상하부를 정확하게 등분하여2

빛이 유입되는 상부는 당시의 유리와 비슷한 상태인 반투명의 아

크릴판을 사용했고 아래의 하부는 다른 벽과 동일한 플라스터 벽,

으로 제작되었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호퍼

표 사례 회화에 나타난 빛 밝기 분포도 비교< 5>

그림 렘브란트의< 17>

빛 공간 실험-

그림 베르메르의< 18>

빛 공간 실험-

그림 호퍼의 빛 공간< 19> -

실험

그림 모형실험 구성 다이어그램< 16>

카메라의 시점 빛의 유입 방향A: , B: ,

화가별 빛에 따른 측벽 개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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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분야인 건축 및 실내건축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계

적용 가능성에 있다.

회화라는 차원 예술을 차원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것2 3

은 독특한 프로세스를 가진다 회화예술에서는 담고자.

하는 감성 사상 철학 등을 순수한 차원적 회화 표현만, , 2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면 차원 공간은 빛 사물. 3 , ,

공간 환경 등이 통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회,

화적 표현을 실제 공간화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세 화

가의 빛 공간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세 화가의 고유한 빛 성질과 철학적 사고들이 차원 공3

간설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렘브란트 회화가 가지는 부분집중광은 렘브란트 조명‘

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상의 도(Rembrandt Lighting)’ . 45

정도 위에서 빛이 투사되는 이 방식은 강렬한 명암대비

를 만들 수 있다 대상 배후의 공간은 어둡게 처리하고.

대상 또는 대상의 일부분만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신비,

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조명방식이다 이 빛은 후일 건.

축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매체들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 .

잉그마르 베리만 감독 등이 존재의 신(Ingmar Bergman)

비와 내재적 힘을 부각시키는 공간들에서 사용되었다.

베르메르 회화가 가지는 간접 확산광은 근대의 부유하

는 공간에서 그 건축적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피에르.

샤로 의 유리 블럭으로 만들어진 주택(Pierre Chareau)

서재와 오토 바그너 의 비엔나 우체국 내(Otto Wagner)

부는 불투명재료에 의한 확산광으로 내부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을 채우는.

빛은 공간과 사물의 관계를 미묘하게 융합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호퍼의 강렬한 직사광선으로서의 빛은 코르부지에 건

축에서 유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빛 벽에 의한. “ ,

엄청난 양의 빛의 반사 를 말하는 그 빛은 건축이 가지”

는 형태와 매스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내부 공간에

서 은은하게 존재를 감싸는 빛 특성과는 다르다.23) 강렬

한 직사광에 의해 형태의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대조를

만드는 모습은 형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

23) 장성수장성주 역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

태림문화사, 1987, p.162

는 각각의 다른 면들이 분리되어 인식되기도 한다 즉.

호퍼의 회화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적인 분리와 소외의

정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적 빛의 사례들은 앞에서 분석된 세 화가

의 빛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빛의 성

질에 있어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차원 회화가 가지는 빛의 공간적 인식적 특성 분석은2 ,

건축 및 실내건축 설계에 적용될 수 있고 이 점이 본 연

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바탕.

으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빛 특성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공간설계와 지각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 실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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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 화가의 빛에 의한 사물과 공간의 경계<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