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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like other body arts, body painting illuminates the value of art using eco-friendly

formative activity and natural environment and highlights the need of eco-friendly activity.

However, although body painting has focused on forming right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there are few researches which are linked with nature a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e need to study body painting as nature art in

connection with natural environment and analyze body painting according to nature art

types. The study methods included both theoretical review and empirical review. The

theoretical review exam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nature art through previous

researches and literature and the empirical review looked into the types and works of

nature art and applied them to body painting work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

installation type was possible by arranging and attaching certain materials to the body.

Second, a physical type was possible by representing body itself as the part of nature.

Third, a symbolic type was possible by making body appearance as a some symbol based

on artist's idea. Fourth, a sound type was possible by stimulating auditory hallucination

using the nature of objects and sensing a sound. Fifth, an ecological type was possible by

conveying the message of living things in nature to the body. Sixth, an interior type was

possible by inducing indoor installation of works. Seventh, a poetic type was possible by

making one feel a poetic inspiration expressed in nature using the mystery of the sea and

a simple sequential pattern of floral leaves. Eighth, a drawing type was possible by adding

artist's intentional hand with a pictorical technique. Ninth, a indigenous type was possible

by reproducing South American indian's primitive style. The review of this study suggests

that body painting works have been expressed in experimental and temporary arrangement

like nature art in nature and can be applied according to nine types of natur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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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미술은 고대로부터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

며 시대와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적 조건에 의해, ,

다르게 변천하며 발전해 왔다 태초 이후 인류가 세.

계 도처의 자연 속에서 다양하게 행한 창조적 미술

행위를 포함하는 자연미술을 비롯하(S. Lee, 2000)

여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근간으로 예술활동의 모

티브를 찾았고 자연의 모든 생명은 창조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인체는 회화나 조각 등의 순수미술과.

건축 공예는 물론이고 바디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

적 영감과 표현의 대상으로서 예술의 발전과 함께

하였다.

바디아트는 인체를 일정한 조형물이나 회화로서

표현하여 감상하고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바디페인(M. Han, 2005).

팅의 경우는 인체를 미적 표현도구로 채색을 가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자연의 특정(Shin & Shin, 2011)

한 부분을 신체와 함께 조화시키면서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곤 한다 뿐 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계 속에서.

사물전개의 자연스러움을 보고 느끼며 닮아간다는

측면에서 자연을 닮은 예술활동 행위로써 스스로 자

연미술의 한 형식을 빌어 독창적인 예술로 승화시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자연미.

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예(Kim & Kang, 2003)

술작품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미적 판단을 하

도록 유도한다.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미적 추구와 끊임없는 본능

에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

고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또한 자(J. Lim, 2006).

연이라는 보편적 환경에 주목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

연과 마주하며 여타의 신체예술과는(Jeon, 2011),

다른 자연친화적인 조형활동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미술활동의 가치를 조명 함으로써 자(H. Han, 2012)

연친화적 활동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바디페인팅이 이와 같은 자연친화적 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노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였고,

사람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미술의 영역으로 연계,

하여 논문으로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자는 인체에 행하는 바디페인팅이 자연환경과 관련

하여 자연미술로써 연구될 필요성을 갖으며 바디페,

인팅을 자연미술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는데 본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

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로는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

해 자연미술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실증적 고,

찰로 자연미술의 유형과 작품을 살펴본 후 이를 바,

디페인팅 작품에 적용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미.

술의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가지 유형인 설9

치적 유형 신체적 유형 상징적 유형 음향적 유형, , , ,

생태적 유형 실내적 유형 시적유형 드로잉적 유, , ,

형 토착적 유형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때 가지 유, . 9

형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미술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적 발상을 위한 고찰이

었고(Do, 2005; H. Han, 2012; S. Han, 2009;

Jeong, 2014; Kang, 2012; H. Lee, 2003; Yi et

자연미술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 특성을al., 2010),

살펴본 연구로는 가 유일하였다 따라E. Lee(1993) .

서 본 연구에서는 가 제시한 가지 유E. Lee(1993) 9

형을 기초로 하여 적용시키고자 한다 연구범위로는.

년부터 년까지의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2000 2013

나타난 작품을 대상으로 자연미술의 유형별 사례로

제시하였고 바디페인팅 작품은 해외 사이트,

www.ilovebodyart.com, www.angelcakebodyart.com

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연구내용은.

자연미술에서 분류한 유형을 토대로 바디페인팅 작

품에 적용시켜 살펴보았다.

Key words 바디페인팅 인체 자연미술: body painting( ), human body( ), nature art( ), natural

자연환경 유형environment( ), 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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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II.

자연미술의 개념 및 특성1.

자연미술은 년 독일의 평론가 발터 아오에1971

가 매체의 자유 그 위상적 서문(Walter Aue) PCA( , )

의 프로그램 안내문에서 처음으로 자연미술“

이라는 말로 공식 표현하였으며(Naturkunst)" , 1982

년 하인쯔 틸 이 에(Heinz Thiel) Kunst Forum「 」

자연미술을 특집으로 기고하면서 사용‘Naturkunst- ’

되었다 그리고 년대 초 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1980

유럽지역에 소개되기 시작하며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E. Lee, 2011).

자연미술은 기존의 다른 미술처럼 한 단계 걸러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

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나 혹은 여과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술적

행위를 동원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 (D. Lim, 1991).

다고 자연미술이 야외 현장미술로만 인지되었던 것

은 아니고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세계에서 벗어,

나 그 자체를 존중하는 미술로 무엇을 만든다 그, ‘ ’, ‘

린다라기 보다는 발견하고 향유하는 오감을 통한 미’

적 체험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미술을 특별.

한 미술로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표현세계를 설명한

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연(Yi et al., 2010).

속에서 그 현장 상황에 내용적 재료적으로 의존하여

작가의 예술적 의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미술로 자,

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에 합류

하여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루어내는 미술이다 는 자연미술의 특. E. Lee(1993)

성을 자연과의 친화성 현장성 장소적 익명성 매체, , ,

의 자연성 탈도회성 소규모성 시간성 등으로 구분, , ,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의 친화성이란 인류 본래의 모태인,

대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표상이다.

둘째 현장성이란 자연미술 대부분이 순수자연을,

무대로 표현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

을 띤 현장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을 함께 갖

는다는 점이다.

셋째 장소적 익명성이란 자연미술 경향 중 특정,

대상에 매우 근접한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활동

의 경우 작품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탈도회성이다 자연미술에 있어서 탈 도회, .

성은 인위적 환경에 의한 온갖 결박을 푸는 하나의

열쇠로 폐쇄된 곳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몸짓이며,

갇힌 미학에서 새롭게 열리는 미학을 창출하기 위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매체의 자연성이다 자연미술은 작가의, .

사고 및 신념을 통해 자연소재를 왜곡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자연발색과 자연 자체의 형상을

유지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여섯째 소규모성이다 기존미술의 상업적 논리와, .

확연히 구별되는 점으로서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보

다 작업 중에서 얻어지는 정신적 가치를 내적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일곱째 시간성이다 자연미술에 있어서 시간성은, .

시간과 함께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연 질서에 내재된

미적요소의 작가의 표현방식을 유기적 관계로 결합

시킴으로써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자연미술의 유형 및 사례2.

는 자연미술의 유형을 기본구조의E. Lee(1993)

성격에 따라 설치적 유형 신체적 유형 상징적 유, ,

형 음향적 유형 생태적 유형 실내적 유형 자연의, , , ,

기본형으로서의 시적 유형 드로잉적 유형 토착적, ,

유형인 아홉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연미술에 있어서 설치적 유형은 자연의,

모든 상태를 작품의 내용으로 도입시킴으로써 매우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표현의 영역을 확장한다 즉. ,

기계나 도구 등 문명을 상징하는 인공적 태도의 개

입보다는 재료상의 이유에서나 사상적 배경을 통하

여 자연자체를 이야기하는 정신적 기초에서 출발하

여 확장한다.

은 긴 나무에 꽃혀진 삼만 개의 젓가락들Figure 1

을 소재로 하여금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원인인 환경문제와 인구문제를

확장시켜 이야기하고자 한다 는 골과 시멘. Figure 2

트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세포의 움직임을 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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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가가 체험하는 모든 자연과의 직접접촉으로 대.

공간과의 조화 및 자연회귀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둘째 자연미술의 신체적 유형의 특성은 공연성 보,

다는 현장성이 우선하며 자연과 동일시한 신체의,

상태 또는 신체자체가 자연의 한 부분적 요소로 작,

용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성립시키는 독특한 표현방

법을 보인다 즉 자연과 신체를 동일시하거나 신체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 인간의 생존과.

자연의 질서가 근원적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연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을 띤다.

은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되는 갖Figure 3

가지 형태의 별자리를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으로 표

현한 작품으로서 인간 심성에 내재된 우주적 신비감

을 육체적 언어를 통해 나타낸 예로 그의 역동적 행

위는 우주에 대한 꿈과 동경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는 신체를 주변 환경과 혼합하면서 작품의Figure 4

일부로서 인간의 신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에 몰.

입할수록 신체를 사용하면서 환경에 대한 제한 없는

탐구는 그 깊이를 더해가며 창작되어진다.

셋째 상징적 유형은 자연과의 교류에서 느끼는,

심미적 자연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을,

가리키는데 자연이 주는 요소를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작가의 발상에 준하여 그 대상이 어느 특정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연 현상의 미.

묘함과 극적인 상황을 통해 감지한 영감을 토대로 한

내적 심리 작용을 자연의 제 요소를 통하여 상징적으

로 형상화한다 는 유치환 생가에 있는 오래. Figure 5

된 나무문에서 발견한 얼굴의 형태를 작가의 발상으

로 하여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생명을 상징적으로 표

현한 작품이다 은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Figure 6

기원하면서 부처의 바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이상

을 불가의 가르침인 법륜 으로 상징화하였다‘ ( )’ .法輪

넷째 음향적 유형은 조형미술의 시각적 감성적, , ,

논리적 요소 외에 소리의 영역을 포용하는 유형으로

미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한 새로운 유형이다.

의 큰 타원형의 귀 작품은 위성 디스크Figure 7 " "

처럼 작동하는데 주변의 소리를 반사시켜서 중앙의,

구멍으로 집중하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모.

든 자연의 소리를 증폭하고 두 개의 조가비 사이에,

서있는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듣게 된다 그.

리고 뒤의 조가비로 인해 뒤쪽에서 오는 음파를 차

단하고 양쪽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이 작품이 천연 자연 소리. " - -

앰프 가 되는 것이다 은 두꺼운 철판을 잘" . Figure 8

라 인체의 모습을 새겼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

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종을 달

았다 이 종으로 하여금 가슴에 새겨지는 희망의 소.

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섯째 생태적 유형은 생생한 자연의 생명과 힘,

을 바탕으로 작가와 자연의 메시지를 표출한다.

는 자연요소의 다양함과 더불어 신선한 시Figure 9

지각을 넓히는 독특한 유형을 형성하는 등 자연속의

생명체를 통해 미술의 가치를 나타낸다 은. Figure 10

물에서 자라나 잎이 하나씩 번성하는 모습을 담아 인

간의 본성과 자연계의 순환의 일부로서 먹고 배설하

는 인간의 생리현상처럼 생태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실내적 유형은 현장에서 차용한 자연물과,

현장을 기록한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근간으, ,

로 작품을 재현하는 등 그 표현의 장소를 실내로 한

다 즉 지금까지 논급된 자연미술의 유형과는 달리. ,

그 표현의 장소를 실내로 하는 점이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의 증명을 위한 방법으로 그

들의 자연 현상에서의 작업을 실내로 들여오는 유형

과 자연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존립이 불가능한 상

황 즉 침식과 부식작용에 의한 소멸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의 제 현상에 의해 형성된 상황

을 고스란히 실내로 옮겨놓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은 강원도 올챙이를 적당히 자라기를 기Figure 11

다려 오선지가 그려진 수조에 넣었다 전시장으로.

옮겨진 수조 속에는 지난여름 자신들을 간질이던 올

챙이의 몸짓을 기억하는 수초들만 남았을 뿐 외형,

적으로는 오선지가 새겨진 수조 안에 올챙이를 초대

했지만 사실 미술가로서 행한 행위는 올챙이와 오선

지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인간의 예술 형식을 투영

해보고자 표현장소를 실내로 이동하였다. Figure 12

는 충청도의 핵심적인 지형적 특성 중 하나인 금강

을 표현한 거대한 설치작품이다 일상생활에서 물이.

갖는 중요성과 금강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문화적사

회경제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모색하면서 강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써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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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시적유형은 공간적으로 현장이 주는 제요,

소에 의한 정신의 어우러짐에 기조를 이루며 논리적

전개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이나 돌. ,

새의 알 작은 꽃잎 색다른 풀잎 구름 등은 그 주, , ,

변의 자연의 상황과 더불어 인간에게 풍부한 정서를

Figure 1. ‘30.000 Chop-stics’
Istvan Eross, Hungary, 2008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2. ‘The Path of Living Things’
Han Heeyoung, Korea, 2012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3. 'Constellation'
Jo Chungyeon, Korea, 1985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4. ‘Bridge'
Mahmoud Maktabi, Iran, 2012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5. ‘Life’
Han Heeyoung, Korea, 2012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6. 'A Big Wheel 'Ⅱ
Ri Eungwoo, Korea, 2008
- www.natureartbiennale.org

주는 것으로 작가는 이러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시적

영감을 느끼게 되며 작품화 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간명한 시적 표현 기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은 수조에 담긴 물의 양은 최초 설치 후Figure 13

기상조건햇빛 비 눈에 따라 변화된다 이 작품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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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있는 동안 잠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

을 이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영상에 다름 아닌

시적 유형을 보인다 는 물고기 형상이 수. Figure 14

조에 던져지는 순간 도시들과 멀어지는 긴 여행을

상상하게 되면서 국제경계선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고기와 같은 시적 경험을 하게 된다.

Figure 7. ‘Nature Sound Amplifier’ Annabella

Claudia Hofmann, Deutschland, 2011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8. ‘Sounds-From Nature’

Hur Kang, Korea, 2011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9. ‘A Fact for the Relationship’

Im Dongsik, Korea, 1983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0. ‘An Ochard’

Kerry Morrison, England, 2008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1. ‘KanTaTa/Spring Goes By’

Moon Soonwoo, Korea, 2010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2. 'Sustain'

Kyan Bishop, America, 2009

- www.natureartbiennale.org

여덟째 드로잉적 유형은 작가의 흔적이 그대로 드,

로잉으로 남는 경우이다 회화적 방법을 통한 약간의.

의도적 손길을 가함으로써 완결된 상태로 표출되거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작가의

작위나 흔적이 그대로 드로잉으로 남게 되는 경우이다.

의 드로잉은 식물의 자람을 따른다 시간Figure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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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이루어지는 그의 드로잉은 식물이 커감에 따

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형태를 종이 위에 옮기는 작업

으로 일기처럼 이어지며 때로 지인들의 메시지도 포

함된다 은 자연 속에 사람크기의 붉은 동. Figure 16

그라미 형태를 설치하여 붉은 원 안에서 서체와 같은

드로잉으로 추상적인 꽃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Figure 13. ‘Three Types of Water’

Yu Dongjo, Korea, 2004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4. 'Free Fish'

Ahmad Nadalian, Iran, 2012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5. ‘A Shadow Free the Dark’

Lee Jonghyeop, Korea, 2010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6. 'Circle'

Christian Rothmann, Germany, 2008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7. ‘A Farmer’
Jo Dongchan, Korea, 1998
- www.natureartbiennale.org

Figure 18. 'Flower for Nature'
Hormoz Island, Iran, 2011
- www.natureartbiennale.org

아홉째 토착적 유형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갖는,

생태적 환경과 관습 문화전통을 통해 토착성을 나,

타내는 자연미술의 한 형태이다.

은 나무와 삽을 이용하여 소가 쟁이를 이Figure 17

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한국의 전형적인 농사모습이

토착적 유형으로 재현되었다 은 팔찌를. Figu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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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아 이란의 문화전통을 나타내는 문양을 해변에 완

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심성을 통한 행위를 보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Ⅲ

자연미술의 아홉가지 유형을 바디페인팅에 적용시

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ure 19. ‘Oblique’
Numbers, USA, 2013

- www.angelcakebodyart.com

Figure 20. ‘Flaunt’
Spinks, UK, 2013

- www.angelcakebodyart.com

Figure 21. 'Arbor Tree'

Johannes Stoetter, 2013

- www.angelcakebodyart.com

Figure 22. 'Landscape Body Art'

Natalie Fletcher, USA, 2013

- www.ilovebodyart.com

Figure 23 'King'

Craig Tracy, USA, 2013

- www.ilovebodyart.com

Figure 24. 'The Mutant',

Miguel Angel, Colombia, 2014

- www.ilovebodyart.com

첫째 설치적 유형은 특정 재료를 신체에 부착함,

으로써 가능하였다 는 같이 원형의 오브. Figure 19

제를 인체에 나열시킴으로써 바다의 모래알을 나타

내었고 은 신체 중 팔과 손을 이용하여, Figure 20

공작의 얼굴을 표현 한 후 팔 주변에 공작 털을 나,

열함으로써 공작새를 완성하는 등 자연자체를 이야

기하는 정신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자연환경에서 발

췌된 오브제를 활용함으로써 설치적 유형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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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신체적 유형은 신체자체가 자연의 한 부분,

적 요소로 작용하게 하여 하나의 작품을 성립시킨

상태로 하여금 자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가

능하였다 과 는 나무 표면의 질. Figure 21 Figure 22

감을 신체에 색으로써 표현함에 따라 신체의 일부가

자연과 동일시한 상태가 되도록 유도되었으므로 신

체적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상징적 유형은 자연이 주는 요소를 직접 혹,

은 간접적으로 작가의 발상에 준하여 그 대상이 어

느 특정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과 는 신체근육의 흐름과 부위에Figure 23 Figure 24

따른 형태를 통해 동물의 어느 특정한 모습으로 감

지되도록 표현함에 따라 은 가슴부위가 사Figure 23

자의 눈 형태로 감지되고 는 신체의 갈비, Figure 24

뼈가 동물 발톱의 형상으로 감지되는 등 신체라고

하는 대상이 작가의 발상에 준하여 그 대상이 어느

특정한 상징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상징적 유형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음향적 유형은 오브제의 특성이 시각적 환,

청을 갖게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는 바디. Figure 25

페인팅을 완성한 후 환기통을 바디페인팅에서 나타

나는 실버컬러의 페인팅을 함으로써 조화를 나타내

고 있는데 이때 환기통의 특성상 공기층을 형성함,

으로써 빈 공간의 울림을 연상하게 하고, Figure 26

은 신체에 페인팅된 블랙컬러와 동일하게 총을 페인

팅함으로써 신체와 총이 하나의 작품으로 인지되도

록 할 뿐 아니라 총이라고 하는 오브제의 특성이 주

는 환청에 의해 소리를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음향적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생태적 유형은 자연속의 생명체를 통해,

미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능하다. Figure

과 의 작품은 신체의 조형성을 배경으27 Figure 28

로 메뚜기와 헤마의 생명과 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속의 생명체를 통해 신체로써 자연의 메시

지를 전하고 있으므로 생태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실내적 유형은 자연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을 실내로 옮겨놓음으로써 가

능하다 는 동일한 문양을 신체와 배경에. Figure 29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에 행해진,

문양이 배경에 연속되어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실내로의 작업을 유도하였고, Figure

은 야광물감을 사용하여 완성한 작품으로 블랙라30

이트에 의한 효과를 위해 자연광과 인공광 모두가

점멸되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내로의 작.

품설치가 유도된 것으로 실내적 유형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일곱째 시적유형은 자연 속에서 발현되는 시적,

영감을 느끼고 작품화 과정에서 비교적 간명한 시,

적 표현기법을 구사함으로써 가능하다 은. Figure 31

배경의 파도와 연계되는 파도를 신체에 그림으로써

바다속의 신비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어공주와 같,

은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는 비교적 간명. Figure 32

한 패턴의 꽃잎을 연속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꽃잎이

피어나고 있는 듯한 시각적 상상을 하게 유도함으로

써 인간에게 풍부한 정서는 물론 시적 영감을 느끼

게 한다 따라서 두 작품은 시적 유형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드로잉적 유형은 작가의 흔적이 그대로 드,

로잉으로 남겨짐으로써 가능하다 과. Figure 33

두 작품은 물감을 이용하여 의도적 손길Figure 34

을 가함으로써 회화적 방법을 통해 작가의 작위나

흔적이 그대로 드로잉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 드로잉

적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토착적 유형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갖는,

생태적 환경과 관습 문화전통을 나타냄으로써 가능,

하다 와 의 두 작품은 바디페인. Figure 35 Figure 36

팅 뿐 아니라 헤어와의 조화를 줌으로써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원시적 유형을 재현한 작품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Barng &

민족적 요소의 관습과 문화 전통적 개Kim, 2012)

념을 보임으로써 토착적 유형을 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바디페인팅에 대해 자연미술의.

유형별로 살펴 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과Table 1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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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ilver Robot’

Sarah Swingle, USA, 2014

- www.ilovebodyart.com

Figure 26. ‘presents’

Simon917ink, Hartford, 2014

- www.ilovebodyart.com

Figure 27. 'Grasshopper',

Gesine Marwedel, Germany, 2014

- www.ilovebodyart.com

Figure 28. 'SeaHorse'

Gesine Marwedel, Germany, 2014

- www.ilovebodyart.com

Figure 29. "Tiger Print", Leslie Wandell,

Canada, 2014

- www.ilovebodyart.com

Figure 30. ‘Supernova’ Me,

Philadelphia, 2013

- www.ilovebody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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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Great Wave off Kanagawa’ Danny

Setiawan, New York, 2014

- www.ilovebodyart.com

Figure 32. ‘Fine Art’

Trina Merry, San Francisco, 2012,

- www.ilovebodyart.com

Figure 33. Emanuela Peretto, Italy, 2013

- www.ilovebodyart.com

Figure 34. Emanuela Peretto, Italy, 2013

- www.ilovebodyart.com

Figure 35. 'Tribal Bodypainting'

Nathy Champeau, France, 2013

- www.angelcakebodyart.com

Figure 36. 'Tribal Bodypainting'

Nathy Champeau, France, 2013

- www.angelcakebody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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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ure Art by Type and Body Painting

Types Contents Classification Photographs

Installment type
An expressive area is extended

through a variety of materials.

Nature art

Body painting

Physical type

The body itself acts as a partial

element of nature by the body

identified with nature

Nature art

Body painting

Symbolic type

Elements given by nature appears

as a certain symbol directly or

indirectly based on artist's idea.

Nature art

Body painting

Sound type
A sound area is included other than

visual, sensitive, and logical elements.

Nature art

Body painting

Ecological type
The value of art is represented

through living things in nature.

Nature art

Body painting

Interior type

Situations impossible to exist

continuously in nature are moved to

the indoor.

Nature art

Body painting

Poetic type

Poetic inspiration expressed in

nature is felt and comparatively simple

poetic technique is used in the

process of making works.

Nature art

Body painting

Drawing type Artist's traces remain as a drawing.

Nature art

Body painting

Indigenous type

Indigenousness is represented

through ecological environment,

customs, and cultural tradition an

individual or a group has.

Nature art

Body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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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Ⅳ

바디페인팅은 시각적 표현이 가능한 재료를 이용

하여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연미술 또한 우리의 시각적인 것으로 영적인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이다 즉.

이와 같은 시각적 공통점을 빌어 바디페인팅과 자연

미술은 자주 자연과 연결된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는 이전 미술에 대

한 비판적 태도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미술의 역사,

적 맥락을 이해하는 작가들에게 가능한 일이지만,

바디페인팅은 자연미술과 함께 그 유형을 함께하며,

자연과 미술이 함께 숨 쉬는 가운데 그 의미를 발생

시키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바디페.

인팅은 자연미술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

존의 가능성을 미술적인 방법을 통해 제시한다는 점

에서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불어 자연미술의 유형에,

따라 작품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유형.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적 유형은 특정 재료를 신체에 나열하,

고 부착함으로써 가능하였고 둘째 신체적 유형은, ,

신체자체가 자연의 한 부분적 요소로 작용하게 함으

로써 하나의 작품을 성립시킨 상태로 하여금 자연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셋째, ,

상징적 유형은 신체가 작가의 발상에 준하여 어느

특정한 상징으로 등장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넷째. ,

음향적 유형은 환기통과 총의 특성이 환청을 자극시

켜 소리를 감지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고 다섯째 생, ,

태적 유형은 메뚜기나 헤마 등 자연속의 생명체를

통해 자연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여,

섯째 실내적 유형은 신체에 표현된 문양이 연속되,

기 위한 배경의 필요성과 블랙라이트에 의한 효과를

위해 자연조명과 인공조명 모두가 점멸되는 상태를

필요로 하여 실내로의 작품설치를 유도함으로써 가

능하였다 일곱째 시적유형은 바다 속의 신비함과. ,

간명한 패턴의 꽃잎을 연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

연 속에서 발현되는 시적 영감을 구사하는데 가능하

였으며 여덟째 드로잉적 유형은, , 작가의 의도적 손

길을 가함으로써 회화적 방법을 통해 작가의 작위나

흔적이 그대로 드로잉으로 남게 함으로써 가능하고,

아홉째 토착적 유형은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원시,

적 유형을 재현함으로써 관습과 문화전통을 나타내

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통해 바디페인팅 작품은

자연 안에 자연미술과 같이 실험적이고 일시적인 배

열로서 표현되어지며 자연미술의 아홉 가지 유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이 주변의 자연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바를 바디페인팅이라는 예술분야의 특성과 표

현방법에 따라 위상을 달리한다고 보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바디페인팅을 미술활동적 가치로 인식하고

자연미술적 개념으로 조명하였으며 이는 자연미술,

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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