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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연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자아와 외부 세계에 대한 주관적 시각

을 표현해 온 연구자의 미술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석사학위 과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해 온 십여 년간의 작품에서 형성된 소재와 주제, 표현방식 사이의 연관 관계

를 고찰하고 변화의 흐름과 배경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 소재가 되는 자연은 자아의 투사와 세계에 대한 은유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시점에 따라서 단편적인 이미지로 포착된 

자연 풍경은 화면상에서 재조합되고 대위와 병렬, 연작 형식을 통해서 우의적인 주

제를 전달하게 된다.‘조합’은 관찰자의 시점과 동선을 통해서 의식의 흐름을 드

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회화 매체는 자연의 외적 세계와 그 내부의 생

성원리를 모방하는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림은 하

나의 틀(frame)로서 존재하며, 내부의 공간이 독자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는 닫힌 구

조를 지닌다. 캔버스와 안료로 이루어진 매체 자체의 물질적 속성과 그림틀 내부의 

가상적 구성이 공존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물성과 가

상성이‘조합’을 통해서 서로 어우러지는 효과이다. 여기서의 조합은 상이한 이미

지들 사이의 조화와 상충 작용이 반복적으로 변주되는‘대위’방식으로 확장된다. 

보는 행위란 이미 그 속에 추상화(抽象化)의 과정이 포함된 창조적인 활동이

며 그 과정에서 보는 주체에 의한 시각적 연상과 투사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소재

를 촬영한 사진을 화면으로 옮겨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감정과 정서가 생겨나고 투

영되게 마련이다.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진 매체의 지각 방식을 의도

적으로 차용하여 단편적, 분절적인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그 과정에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연구자의 내면세계가 투사될 수밖에 없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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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투영된 정서는 스스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외부 세계와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게 된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불일치는 곧 관계의 결여이자 

결핍의 상태이며, 그 결과로 상실감과 우울이 야기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아 결핍

과 불일치의 상황을 우의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우의(알레고리)에는 

표의와 표상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세 가지 개념으로 조합을 보고 있다. ‘물성과 가상성의 조합으로서 

그림’,‘표의와 표상의 조합으로서 이미지’,‘조형 형식으로서 조합’이다. 조형

으로서의 조합에서 연결을 통한 조합을‘병렬’로 보았으며 충돌을 통한 조합을

‘대위’라고 보았다. 우의적 이미지와 대위, 병렬 형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표현

하고자 하는 주제는 비애와 상실감, 그리고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조화에 대한 

지향성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공허함과 무상감,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한 축을 이루며, 내적인 갈등과 고통을 포장하고 외적으로 밝게 

보이려고 하는 모순된 태도가 다른 한 축을 이룬다.

연구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상충하는 요소들 간의 화해와 공존이다. 이러

한 미 개념은 동, 서양미술의 다양한 자연관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

인 동시에, 자연을 소재로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구축된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

의 소산이다.

시기별로 작품을 고찰할 때 자연의 대상물과 범주, 자연에 대한 관점과 태도

가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까지의 작

업에서는 인위성이나 꾸밈이 없이 일상에 존재하는 자연을 소재로 삼았던 반면에, 

2000년대 후반의 <한택소요>연작에서는 동양의 전통 산수화에서 표현된 사유의 

공간으로 자연 풍경을 나타내려 했다. 이 시기는 특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

하는 동양적 자연관에 심취했던 기간이다. <한택소요>의 자연 풍경은 개인이 사색

할 수 있는 장소이자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최근의 <사계> 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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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보다 추상화된 대상으로서 우주적 질서의 표상이자 인간 삶의 교훈이 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여기서의 풍경 이미지에 묘사된 계절의 순환은 인생의 순환

에 대한 은유이자 세계상이다. 

풍경은 인간에 의해서 재현된 자연이자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규정

하는 격자이기도 하다. 특히 연구자의 작품들에서 재조합된 풍경은 자연에 대한 연

구자의 인식 뿐 아니라 화면의 틀을 통해서 내면의 주관적 세계와 외부의 현실 세

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조합’은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움직이

는 유동적인 시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되었다. 콜라주 기법, 몽타주 기법과 

같은 이미지의 조합, 동양 산수화의 다시점 공간, 두루마리와 같은 횡적인 화면, 병

풍과 같은 입체적 구조물, 여러 개의 캔버스로 구성된 연작 등은 분절되거나 끊임

없이 이어지는 화면들 사이의 관계망을 통해서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

단들이다.

주요어: 자연이미지, 조합, 투사, 우의, 대위, 내면세계, 풍경 

학번: 2006-30317  고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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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과제       

본 연구는 자연적 소재를 조합하여 우의적 표현과 대위, 병렬의 조형

을 통해 풍경으로 표현해 온 연구자의 미술작품들에 대한 분석이다. 자연

을 자아의 투사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여 조합한 풍경은 연구

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전후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들을 중심으로 주제와 형식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성과 배경 요인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작업

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조합’의 개념 및 미학적, 심리학적 효과가 무

엇인지를 밝히고 연구자의 작품들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조

형적 특성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의적 주제 표현과 병

렬, 대위의 조형 표현 방식이 연구자의 작업 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의 의의

를 규명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먼저 Ⅱ장에서는 작업의 배경과 구체적 동기

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조합의 개념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작품의 주제와 조합 방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

이다. Ⅴ장은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는 자연 풍경의 상징적 의미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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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관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Ⅵ장은 작업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 형식에 대한 분석이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작업의 배경이 되는 시지각적, 심리적 배경을 밝히고 이와 관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이미지

를 선택하는 행위는 시각적 연상과 투사작용을 동반하는데, 1절에서 이러

한 활동을 게슈탈트 심리학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감정과 정서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작업에서 시기별로 나타난 자연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연구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 전통의 다양한 

자연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3절에서 작업의 구체적인 동기가 되는 시각적 

사고와 그 과정에 개입되는 개인적 정서와 감정의 투사 작용에 대해서 분

석하며 인간관을 밝힐 것이다. 

Ⅲ장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조합의 개념을 논하는 부분으로 1절에서

는 작업관과 관련하여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미학이론을 간략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물성과 가상성의 조합으로서 그림’과 관련

하여 배경 이론으로 영화의 틀(frame)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절에

서는‘표의와 표상의 조합으로서 이미지’에 대해 상징과 우의를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3절에서는‘조형으로서 조합’개념을 밝히고 

그 배경이론으로 몽타주 기법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 1절에서는 조합을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써 의식의 흐름

을 드러내는 유동적인 시선에 대해 살펴보겠다. 2절에서는 시선과 사진 매

체의 지각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구체적 경험

으로서 상실의 의미를 밝히고 자아와 외부세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우

울과 상실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탈 인격화와 우울을 표현

하는 우의적 표현을 알아보고 그 배경이론으로서 발터 벤야민(W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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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의 알레고리적 의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4절에서는 조형 

형식과 주제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우의적 표현과 대위, 병렬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비애와 과시의 모순된 태도, 외부세계에 대한 무상

과 애착의 양가적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겠다. 그리고 연구자가 추

구하는 미의 의의, 작업을 통한 지향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Ⅴ장에서는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적 시선에 대해 구체적 작업

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다른 작품과 비교 고찰하는 경우, 선정의 기준은 

직접적 영향관계이다. 조형 형식과 주제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 작업의 사

례연구를 통해 논하도록 하겠다. 

1절에서는 <한택소요>연작의 자연관과 지향하는 지점을 밝히고 작

품 제작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사계>연작의 자연관과 지향

하는 세계관을 밝히고자 한다. 3절에서는 <사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푸생의 <사계>에서 우의의 내용, 연작 의도, 그의 순환론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식틀로서 풍경의 의미를 고찰하며 푸생(Nicolas 

Poussin)과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의 순환

론을 비교할 것이다. 

Ⅵ장에서는 조합을 병렬과 대위의 표현 방식으로 나누고 개별 작품

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합의 배경과 개념을 

논의한 Ⅲ장에 이어 조합의 형식과 관련해 몽타주 기법 이론에 대해 세부

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절에서 병렬은 연결을 통한 어울림을 의도한다. 단일한 작품에서 

이미지 조합의 방식, 여러 작품을 연작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병렬과 몽타주 방식 사이의 관계를 실제 작품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겠다. 2절에서 대위는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들의 조합을 의미한

다. 연구자는 대위와 몽타주 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위의 형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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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별 작품들에서 대비와 통일의 지향, 평면적이면서 깊이 있는 공간

감의 추구, 반복과 변주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

해 보겠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자의 작업에서 자연이라는 소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7년 이후의 석사학위 과정부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 대

상으로 삼는 것은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의 박사과정 작업들이지

만, 1997년~2001년 대학원 석사과정 작품들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사례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1) 

주요 분석 사례가 되는 작품들은 박사과정 시기의 회화 연작작업인 

<한택소요>(2008-2010)와 <사계>(2011-2012), 그리고 <이동식정원>

(2008-2012)이다. 석사과정 시기의 작업은 재료와 기법으로 분류하여 

보면 <창>과 <병풍식물원>은 설치작업이며 판화작업은 1997년과 2007년 

작업이 유사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 대한 연구의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조합의 개념과 의미, 형식에 대한 문헌 연구이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시지각과 심리학 이론, 영화의 틀(frame)이론과 몽타주 기법 

이론, 미적 가상에 관한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대위법이론, 벤야민의 알레

고리적 의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연구자의 작업에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특히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의도는 연구자

1) 2001년도 이전의 초기 작품들에 대해서는 고자영, 『식물을 소재로 한 다층적 시각
    체험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학위논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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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의적 표현 방식과 화려하고 장식적인 아름다

움에 대한 추구 양상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아도르노의 미적 가상 

이론은 자연미를 예술의 원형으로 현대에 다시 제시한 이론으로서 주목하

게 되었다.  

둘째는 개별 사례분석이다. Ⅳ장에서는 작품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제와 조합방식 사이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주된 논의의 대상인 박사

과정시기 회화연작인 <한택소요>와 <사계>작업은 Ⅴ장에서 주로 다루어 

질 것이며 작업의 제작과정과 소재, 주제, 자연관과의 연관성을 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Ⅵ장은 형식 분석을 위한 장인데 개별 작품의 조합방식을 

더 세분화 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자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거나 

비교 사례가 되는 미술사적 예시들은 주제 및 형식 분석 과정에서 보조적

으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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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연과 결여(缺如)의 존재로서 자아   

  

연구자의 작업을 관통하는 중요 개념인 ‘조합’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배경과 직접적 동기,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는 시각적 사고로서의 보는 행위와 감

정, 정서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자연관의 변

화와 인간관을 밝히도록 하겠다.  

1.  시지각과 감정, 정서

연상과 투사는 시지각적 현상으로서 연구자의 작업에서 직접적인 동

기가 된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사고(思考)의 작용은 지

각(知覺) 이상의 정신 과정이 아니고 지각 그 자체가 핵심 요소임을 주장

했다. “인간이 보는 행위란 사물이 망막에 기계적으로 투사되는 것이 아

니라 이미 그 속에 추상화(抽象化)의 과정이 포함된 창조적인 행위이며 모

든 표현의 시작이 보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2)

아른하임에 의하면 시각 경험은 수동적 지각과 능동적 지각으로 나

눌 수 있다. 시선은 좁고 가장 분명한 시야의 한 부분에 집중하고 응시를 

통해 추상화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지각이 진정한 의미

의 ‘시지각’이다.3)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응시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본다는 행위 속에는 역동적인 힘, 즉 방향성을 가진 

긴장감이 있다. 그러므로 시선에 내재된 그 힘에 의하여 대상에 어떤‘성

2) 루돌프 아른하임,『시각적 사고』, 김정오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31.
3) Ibid,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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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4)

아른하임의 시지각 이론은 인간의 여러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최고 

우위의 감각으로 상정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

이지만, 시각만이 아닌 청각, 후각, 촉각, 운동감각 등 오감을 통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나’라

는 주체와 외부 세계는 본다는 행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시선의 주고받

음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각 경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세계가 지각 주체의 시선을 돌려줄 수 없는 한,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정서란 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2차적 결과물

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의 표현과 마음 상태와의 비교는 2차적 과정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는 그것이 슬픔에 찬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슬

프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버드나무 가지의 형, 방향, 부드러움이 수동적인 

매어 달림을 전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슷한 사람의 슬픔의 정신, 물

리적 양식과의 비교가 2차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5)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감정

(feeling)과 정서(emotion), 기분(mood), 정조(情操, sentiment)란 무엇

인지 더 세분화하여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감정’은 어떤 행

동을 할 경우에 일어나는 주관적 경험이며 쾌, 불쾌의 차원에서 미분화된 

흥분상태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정서’는 공포, 기쁨, 분노와 같이 

쾌, 불쾌의 감정이 보다 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인 자극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한 신체적인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며 비교적 강하게 단

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비교적 오래 지속되며 약하고 표현

4) 루돌프 아른하임,『예술심리학』, 김재은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80.
5) Ibid,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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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억제된 감정은 ‘기분’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정동(affect)’이라고도 불린다. 유머, 분함, 행복, 비애 등과 같이 가치 

의식이 가해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는‘정조’라고 하는데 이는 가치

감정이기 때문에 도덕적, 종교적, 예술적, 과학적 정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감정과 정서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

(Jerom Kagan)은 다음의 네 가지 현상 중에서 두 번째 현상을 감정

(feeling)으로, 세 번째 현상을 정서(emotion)로 구분했다. 그가 분류한 

네 가지 현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선택적 유발자극에 대한 뇌 활동 변화 ② 감각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탐지된 감정 변화 ③ 감정을 해석하고 

단어 표지를 붙이는 인지 과정  ④ 행동 반응의 준비나 표현.6) 

미학대계 간행회에서 펴낸 『미학의 문제와 방법-감정』(2007)에

서는 인간의 감정 작용에 대해서 정감주의, 정신분석학적 이론, 인지주의, 

그리고 지각이론의 4가지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7) 첫째, 정감이론의 관

점에서는 감정이란 신체의 느낌 또는 생리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다. 따

라서 신체의 생리적인 변화를 감정이 갖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보고 있

다. 둘째,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상담과 임상 실험을 

통한 사례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프로이트 자신은 감정 일반에 대한 기술

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정이란 그대로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사르트르의 언급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셋

째, 인지주의는 감정에 대해 다른 이론들과 달리 명제적 태도와 연결시킨

6) 제롬 케이건,『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9, p.49. 
7) 미학대계 간행회,『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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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전형적인 명제적 태도는 믿음이다. 즉, 인지주의는 감정을 믿음

을 포함해서 생각이나 관심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인지적 태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지각이론에서는 감정을 지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으로 본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명제들을 평

가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도를 달리하는 다층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태를 바

라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각이론가들은 감정이 내러티브한 구조를 갖

는다고 주장한다.8) 즉 감정은 신체적 감각과도 관련이 있으며 인간 행위

와 믿음, 도덕적 판단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구자가 주목하는 관

점은 바로 이러한 지각 이론적 주장이다. 연상과 투사 작용은 시지각적 현

상으로서 연구자의 작업에서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에는 도덕

적 판단, 믿음, 감정과 정서, 감각 뿐 아니라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

이 작용한다. 낯익은 이성과 명료한 의식 밑에 억압된 무의식이 있고 이 

억압된 무의식은 틈틈이 귀환한다. 

융(C.G. Jung)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자아의식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즉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거부된 성향이나 요구, 

기억, 경험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아에 포함되지 못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낳으며, 이것이 의식으로부터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그림자’라

고 하는 원형을 만들게 된다.9)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정인석은 다

음과 같이 그림자 개념을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그림자’는 인간이 의식

화하기 회피하는 인격의 부정적 측면, 숨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안에 있는 타인 등을 말한다.10)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내부에 이러한 

8) 미학대계 간행회, op.cit., p.337.
9) 정인석,『의식과 무의식의 대화-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서울: 대왕사, 2008,
     pp.150-151.

10) Ibid, 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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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끄러워서 숨긴다면 

둘로 분열되며 스스로를 억압하는 현상이 생긴다. 자신의 한 부분을 억압

하여 무의식으로 추방하여 보내고 자신이 그것을 숨긴 사실도 망각한다. 

그러나 약점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증상을 남기며 긴장감, 불안, 우울, 

신체증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스스로를 숨기고 억압하면 자신이 분열

되어 자존감은 낮아지고 과장된 모습의 자존감이 대신 하려고 한다. 성장

하면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속에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다. 



- 11 -

2.  자연관의 변화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자아가 지닌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이라는 소재가 지닌 의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식물을 소재로 

사용한 초기 작업들은 자아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점차 세계에 

대한 은유로서의 자연으로 소재가 옮겨 갔다. 자연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시대와 상황,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테면 인간을 자연

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인간을 자연과 완전히 대립되는 존재로 보는 견해

도 있을 수 있고, 동양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며 자연에 순응하려

는 태도를 가졌으며,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는 자연을 극복하거나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동양의 자연관은‘유기체적 자연관’이었으며 특히 

도가의 자연관은‘유무상생(有無相生)’이라 하여 대립되는 것들 사이의 

변화로 자연을 보았다. 서양에서는 근대 이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연을 해체하고 분해해서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자연’이라 번역되는 희랍어 퓌시스

(phўsis-1. 자연  2. 존재물)에 대해 여섯 가지로 정의했는데 크게 분류하

면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산된 외적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외적 

세계를 생산해 내는 내부적 힘 또는 원리이다.11)‘자연’의 개념은 서구 

11) Aristoteles,『Physica』,Translated by P. H. Wicksteed and F. M. Cornford, 

      The Loeb Classical Library editions of the Works of Aristotle (Vol.Ⅳ and Ⅴ),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3b 13-14.

    ‘퓌시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의 변화 내지 운동의 내적 

      원리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총체라는 것이다.

    ‘퓌시스’(physis)는‘자라다’,‘산출하다’,‘생겨나다’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동사

    ‘퓌오’(φύω)로부터 유래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자연학  제2권 제1장에서 

      퓌시스의 어원적 의미는‘발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게네시스’(genesis)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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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술의 모델이 되어왔다. 17, 18세기 

미학에서 자연은 대략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➀ 경험

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의 전체, ➁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한 변칙적

인 자연, ➂ 인위성이나 꾸밈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 ➃ 인간의 소

산이 아닌 초인적 세계의 의미, ➄ 세계의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의미, ➅ 
우주적 질서의 의미 ➆ 이상화된 의미.12) 

연구자의 작업에서 자연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자연에 

대한 일차적인 기억은 주말 일상 나들이로 계곡에 갔던 경험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경계선 없이 어우러지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연구자가 전형적인 

자연의 이미지로 영국식 풍경정원(landscape garden)을 떠올리곤 하는 

것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 연유한다. 정원 자체를 자연스러운 풍경

으로 꾸미고 정원과 주변 환경의 경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픽처레스

크(picturesque)조경은 서로 대립되는 영역으로 이해되던 예술과 자연을 

하나로 병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3)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식 풍경정원 

또한 인위적인 결과물로서, 예술과 문화 영역 내에서 자연을 모방한 것이

다. 

1997년~2001년의 작업들과, 2007년의 <공중정원>작업에서는 자연

과 정원을 대립적인 공간으로 파악했다. 전자가 인위성이나 꾸밈이 없이 

   하다고 했다. 

   퓌시스의 라틴어 번역인‘nasci’(생겨난 것)로부터 유래하는 영어의‘nature’나 독일어의

 ‘Natur’가 자연으로 번역된다.

   전재원,「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철학논총』75, 2014, p.243. 재인용

12) 한국미학예술학회,『예술과 자연』, 서울: 미술문화, 1997, pp.82-83.  
13)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 서울: 아카넷, 2003, pp.141-147.

      18세기 영국에서 형성된 픽처레스크(picturesque) 취미는 시각적인 즐거움의 추구와 자연  

    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정원, 회화, 건축, 여행, 시, 이론 등의 분야에서 대략 1730   

    년에서 1830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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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라면, 후자는 인위적인 장소이다. 이 때문에 자연을 

외부 세계에 대한 은유로, 정원을 작업을 통해 만들어 내는 가상의 세계로 

제시했다. 반면에 2008년~2009년의 <한택소요>연작에서는 자연을 동양 

전통의 산수화에서 나타났던 사유의 공간으로 보았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

존을 모색하는 자연관을 지향하고자 했다. 2011년~2012년의 <사계>연작

은 자연을 우주적 질서의 의미로 보고 그 질서를 인간 삶의 교훈으로 삼고

자 하였으며 순환론적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의 운행 폭은 넓고 

깊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무한한 

자연을 반영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

을 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 인위적 문화체계의 

제한성을 벗어날 수 없다. 

자연은 생산된 외적세계이며 동시에 외적 세계를 생산해 내는 내부

적 힘 또는 원리가 내재해 있는 존재이다. 인위성이 없이 존재하는 자연에 

비해 정원은 원초적인 자연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도시인들이 문화의 영역

에서 자연을 모방한 인위적인 특성을 지닌 장소라 할 수 있다. 자연의 무

한하게 지속되는 끊임없는 생성의지인 힘은 그 강도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술이란 이런 생성하고자 하는 자연의 원

리를 닮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자연을 세계에 대한 은유로, 식

물을 자아에 대한 은유로 보았으며 정원은 자연을 모방하여 만들어 진 가

상의 세계, 즉 예술을 은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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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의 투사   

〔그림1〕 <새-꽃>, 70x100cm, 석판화,  1999 

스스로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대상을 보며 무언가

를 연상하는 과정에 개입되곤 한다. 무언가에 시선이 멈추게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욕구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식물 이미지를 소재로 사용하게 된 이

유는 식물이 지닌 속성이 자아에 대한 은유로서 부합한다는 점이다. 식물

은 인간의 눈에 잘 감지되진 않지만 미세하게 끊임없이 활동을 하며 살아

가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존재이다.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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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나의 성향은 식물의 생명력과 닮았다. 나는 움직임이 없는 난초

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금방 날아오를 것 같은 새의 동적인 기운을 느끼게 

된다〔그림1〕. 그것은 시각적 연상과 투사의 작용에 기인한다.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선인장을 보며 머

리카락을 풀어헤친 여자를 연상하는 상황에서 대상에 스스로를 투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창조적 투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대상에 

투사된 모습을 내가 주체임을 알지 못하고 대상의 특질인양 그대로 믿어버

린다면 그것은 병적인 투사가 될 것이다.14) 특히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

게 투사하는 경우 타인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병적인 투사가 된다. 

연구자의 작품들에서 조합의 표현 방식을 통해 투사되는 개인적 감정과 관

점 중에는 그림자 투사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논의는 Ⅳ장 2절, 3

절, 4절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연구자는 자아를 결여(缺如)의 존재로 보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극복

하고 성장해 나가려는 존재로 상정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결여(缺如)

의 존재로 보고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

한 유교적 인간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의미하는 성장

이 지향하는 지점은 유위(有爲)가 아닌 무위(無爲)이다. 인간은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스스로 내면적 자발성을 발휘하고 차이를 인정하도록 성장해

야 한다. 노자는 이러한 성장을 무위(無爲)로 설명하였다. 무위(無爲)는 

유위(有爲)의 반대로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미 구조화되었거나 견고하게 

만들어진 기존의 틀이나 방식에 갇힌 상태가 아님을 뜻한다.15) 이것을 요

14) 고영복,『사회학 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p.401.  

15) 최진석,『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경기도 고양: 소나무, 2014,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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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단어로 대체한다면 창의적인 태도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한 사유로서의 작업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체득하며 그 과

정을 표현하고 기록하며 흔적을 남김으로써 결여된 자아에 대한 성찰과 보

완이 가능한 것이다. 

연구자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다양한 면들이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다른 한편 감정적이고 예술

을 즐기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놀고 꿈을 꾸는 존재이다. 이러한 다양한 

면들을 지닌 인간들이 만나서 형성되는 현대의 일상생활이란 불완전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불완전함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필요와 욕구의 

조건이기도 하다.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이타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

계가 필수적이 되는 것은 불완전함이 있을 때이다. 타자에 대한 관계의 필

요성을 느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미완성의 지표라 할 수 있

다.16)

타자에 대한 관계성의 또 다른 측면은 이상적인 자아상과 자아이상

과의 극복할 수 없는 간격과 괴리에 대한 고민을 야기한다. 자크 라캉

(Jacques Lacan)은‘이상적 자아’(ideal ego, 이상화된 자기 투영)와 

‘자아 이상’(ego ideal, 타자로부터 자신에게로의 이상의 투영)을 구분

하여 설명하였으며 자아는 이상적 자아의 상태에서 대타자의 시선에 종속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17)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대타자가 우리를 바라본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라캉에 따

르면 거울을 통한 자신의 형상 인식 경험은 아이가 상징적 질서 속으로, 

다시 말해 법, 금지, 적절한 행동의 규율, 그리고 언어와 같은 사회적 구조 

16) 신지은,「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한국사회학』44, 2010. 4, p.25.
17) 앨새서, 토마스·말테 하게너,『영화이론』, 윤종욱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12,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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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18) 라캉은 이러한 시기를 거울 단계라 명

명하였으며 우리는 현대적, 도시적 삶의 외면으로서 거울 단계를 재연출하

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반복한다. 반면에 자아이상은 우리가 닮고자 하고 

이상화하는 객체에 대한 관념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를 향한 

타자의 상상적 시선이 타자를 향한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강조하는)시선과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자아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 

사이를 오가며 그 간극을 느끼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가 명백해진다.

18) 자크 라캉,『욕망이론』,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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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합의 개념과 의미  

Ⅲ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다양한 미

학적 이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형 언어로서‘조합’개념의 이

론적 배경이 되는 영화의 프레임(frame) 이론과 몽타주 기법 이론에 대해

서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는 세 가지 개념으로 조합을 보고 있다. ‘물성과 가상성의 조

합으로서 그림’,‘표의와 표상의 조합으로서 이미지’,‘조형 형식으로서 

조합’이다. 조형으로서의 조합에서 연결을 통한 조합을‘병렬’로 보았으

며 충돌을 통한 조합을‘대위’라고 보았다. 이러한 조합의 형식에 대해서

는 Ⅵ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1.  물성과 가상성의 조합

     1) 가상과 실재 

가상과 실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근거는 연구자의 작업관을 밝히

는 것이 조합의 배경과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자

신의 작업을 자연을 모방하는 가상의 구축으로, 작품을 가상성과 물성의 

조합으로 생각해왔다.

먼저 자연과 예술에 관계에 대한 미학적 논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연과 예술의 관계에 있어서“예술(techne)은 자연을 모방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명제는 근대 미학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다.19) 이러한‘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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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상에 대한 논의를 요한다. 가상(假像, 영어 appearance, 라틴어 

illusio, 독어 Schein)은 맥락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서, 예술의 본질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무언

가가 우리의 감각능력에 호소하고 있는 한 그것은 가상의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상은‘존재’,‘현실’,‘실재’등 형이상학적 범주들과 연관된

다. 그에 따라 이 개념에는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수반된다. 부정

적 의미로는‘환영’, 사실이 아닌 것’,‘존재하지 않는 것’등을 가리킨

다. 반대로 가상이야말로 오히려 참된 존재의 세계와 적극적인 관계에 있

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존재의 가시화’,‘현현’,‘존재 자체의 드러

남’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술작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반드시 인간의 감각능력과 감성능력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 예술적 

가상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 평가는 플라톤의 존재론이며 이러한 평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곧바로 격상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 

속의 세계가 모방된 세계임을 인정하지만 감각계의 기계적인 모사가 아니

라, 사태의 본질을 담지하고 있는 전형을 드러내는 진지한 행위로 인정하

였다.20) 

연구자는 스스로의 작업을 자연을 모방하는 가상세계의 구축 과정으

로 인식해 왔다. 새로운 틀을 만들고 조합을 통해 화면에 생성하는 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세계이다. 미적 가상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실러(Friedrich von Schiller)이며 현대에 와서 자연미를 예술의 원형으로 

19) Aristoteles, op.cit., 제2권 제2장, 194a 21 참조

      여기에서의 예술은 techne로서 현대적 예술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의어는 아니다.      

   술(術)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간의 능력과 제작 지식을 가리키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 뿐 아니라 기예, 예술의 영역을 포함한다. 

      전재원,「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개념」,『철학논총』75, 2014, p.243. 재인용.
20) 미학대계 간행회, op.cit., pp.4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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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립하여 미적 가상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 이론가는 아도르노

(Theodor Adorno)이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연이란 근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21) 예술은 자신의 표현 충동에 의해서 미적 가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 자체가 비대상적인 심연의 깊이

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메시스(Mimesis)의 활동은 좌절할 수밖

에 없다. 

아도르노가 자연을 비대상적인 심연의 깊이를 가진 대상으로 상정하

는 것은 자기반성으로서 생겨난 결과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 내부의 자연(욕망과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결국 인간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 등을 겪으며 유럽 전체가 이성과 과학 중

심주의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도르노

의 자연관을 동양의‘유기체적 자연관’이나 ‘유무상생’과 같은 노자의 

자연관과 비교해서 보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자연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의 충동으로서‘미메시스’는 단순한 감각 차원의 활동으로 국

한되지 않으며 그것은 존재를 넘어선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는‘그 이상의 

것’혹은 초월성을 표현하려 한다. 하지만 아도르노 미학에서는 예술작품

을 만들기 이전에 이념이나 정신적 계기를 미리 상정하고 그것을 예술작품 

속에 구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신은 예술작품의 원인이 아니라 예

술작품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22) 

실재와 가상, 자연과 예술,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

도르노의 관점 중에서, 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정신이 차지하는 위치

21) 아도르노,『미학 강의Ⅰ』, 문병호 옮김, 서울: 세창출판사, 2014, p.46.
22) 박영욱,「미적가상과 놀이」,『시대와 철학』23권 4호, 2012,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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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할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연구자는 정

신성이 물질성과‘만나서’예술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일상적 사물과 예술품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 사물이나 예술작품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구성

이란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이다. 그런데 사물의 경우에는 구성 요

소가 맺는 관계가 단순한 사물이상의 것이 아니다.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러한 예술작품에서 구성 요소는 서로 연계를 이루지만 동시에 

단순한 연계로서 환원시킬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된다.23) 자기 자

신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초월적

인 것이며, 이는 정신이다. 그에게 예술작품이 사물과 달리 예술작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정신’이다.24) 즉 그는 구성의 요소, 요소들의 

관계를 정신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자는 아도르노

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예술작품이란 물성과 가상성

이‘조합’을 통해 어우러지는 것이며 곧 물질성과 정신성의 만남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그가 의미하는‘정신’이란 도구적 이성이 아니다. 그는 이

성이 효율적인 수단만을 문제 삼는 도구로 변질된 이유는 모든 이질적인 

것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동일성의 형식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과 비동일자로서의 자연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은 폐쇄적인 도구

적 이성의 동일성 원리를 통찰하고 부정하는 비판적 사유의 힘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23) 아도르노, op.cit., pp.318-320.
24) 박영욱, op.cit., p.114.
25) 류도향,「아도르노의 사물화 개념과 미학적 우리」,『철학논총』 51, 새한철학회, 2008,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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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합리화된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지침이 되어왔다. 자기 보존의 원리는 객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추상적 

집착에 지나지 않는 자아를 되풀이 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주체

로서 인간은 객체로서의 외부 세계를 얼마나 유연하고 풍성하게 경험하느

냐에 따라 자아 형성의 내면적 깊이를 갖는다.26)

외부 세계를 보는 과정에 개입되는 시각적 연상과 투사, 그리고 감정

과 정서는 이상에 대한 믿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 윤리적 판단, 가치

관 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실이 환영이나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느

껴진 것은 연구자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95

년 6월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나는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집에 온 직후 사고를 알게 되었다. 한 시간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머물렀

던 장소가  TV속 붕괴 현장의 잔해가 되었던 것이다. 그 사고는 사회적으

로 한국 사회가 이룩한 급속한 고도성장의 왜곡된 모습과 구조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리고 2년 뒤 1997년의 IMF사태와 맞물려 나

는 개인적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종교적인 삶의 무상함

이 아니라도 삶이 생각해 온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유교에서 인간의 본질로 규정한 인(仁)은 자라난 환경에 의해 은연

중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이었다. 아무리 선한 기준이라도 이는 확대되고 

높아져서 이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이상적 가치는 기대를 만들며, 

기대는 잘못된 믿음을 낳는다. 비판 없이 받아들인 믿음이 깨지면서 세계

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다.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던 가치와 믿음이 

혹시 허구가 아닐까? 사회의 구조에 의해 가치와 믿음이 주입된 것일 뿐이

고 믿어야 한다고 강요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의심과 불안감

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 구조에 대한 의심과 불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

26) 류도향, op.cit.,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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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급작한 단절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시선 자체를 바꾼 계기가 되었

다. 

〔그림2〕<창2>, 30x70cm, 와이드 칼라 인화, 할로겐 라이트, 합판, 벽지, 1999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환영이나 

신기루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처음 작업을 한 

것은 1999년의 <창>시리즈였다〔그림2〕. 세련되게 치장된 건물의 외관

은 일종의 환영으로서 그 벽 뒤에 감추어져 있을 먼지와 복잡하게 꼬인 전

기 배선들, 그리고 벌레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창> 작업은 사진 이미지를 

조합해서 그린 식물원 드로잉을 와이드 칼라로 인화하고 창틀과 조명을 제

작 설치한 것이다. 처음에는 강의실 공간의 귀퉁이에(1999년), 그 다음엔 

전시 공간(2004년, 갤러리 아트링크)에 가벽을 만들었다. 내가 오랫동안 

바라보고 믿고 있던 것들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무대장치와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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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그 벽의 가짜 창과 가짜 그림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플라톤

(Plato)의 동굴의 비유를 상기한다면, 이데아의 세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굴 속의 그림자인 허상만을 보고 있는 상태의 나를 드러내고자 했다.27)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일체의 가상이 가상임을 꿰뚫고 그 가

상이 행사하는 환영적 위력을 분쇄함으로써 엄폐되어 있던 진상(眞相)을 

간취할 수 있는 힘을 파상력이라 했다. 이 힘에 의한 각성은 꿈에서 깬다

는 것이며, 꿈의 상태가 무너지는 건물처럼 순간적으로 와해되는 것을 체

험하는 행위라고 했다.28) 

굳이 벤야민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허상 너머의 실재에 대한 각성은 

이후 작업에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사물의 허상에 현혹되어 실재하는 

것은 모른 채 그것의 그림자를 마치 실재 인양 여겨온 스스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으며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

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와 아이디어는 실상 전시(2004

년, 갤러리 아트링크) 후 가벽을 부수고 작업을 철수하는 과정을 찍은 비

디오 작업에 더욱 분명하게 가시화되었다. 벽을 부수면서 나오는 소음, 먼

지, 뒷면에 보이는 지저분한 광경들을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시 기간 중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는 현상의 이면이 아닌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마련이었다. 깔끔한 창문틀, 환한 조명, 화려하고 장식적

인 그림 등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이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내

가 실재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은 화려한 외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은 듯 했다. 작품에서는 환영이나 신기루와 같은 세

상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밝은 이미지, 창틀이나 인

27) 플라톤,『국가 Politeia Platonis Respublica』, 박종현 역주, 파주: 서광사, 2013, p.453. 
28) 노명우 외 지음,『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서울: 라움, 2010,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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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명, 광택 나는 사진 표면이 가지는 물질적인 속성에 밀려서 관심 밖으

로 사라진 듯 했다. 

이처럼 <창> 작업은 현상에 대한 의혹을 가진 상태의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며 실재는 현상과 다른 어떤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라고 믿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었다. 서양 철학의 근간(根幹)이 된 플라톤

의 핵심은 진리의 영역을 현실의 영역과 분리시킨 데 있다. 현상은 실재의 

그림자일 뿐이자 감각의 대상일 뿐이다. 모든 것은 본질이 존재한다는 본

질주의적 세계관은 서양철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실재, 보편, 개념은 현상, 개체, 사물에 대해 우위에 있게 된다. 

구체적인 감각의 대상은 사유가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 되는 것이며 이성으

로 파악한 사유의 세계에 비해 하위에 있게 된다. 플라톤의 존재론은 존재

의 본질이 유일 불변하며 현상적인 모든 존재들이 귀결하고 지향해야 하는 

목적의 의미가 된다. 

 이에 반하여 중국의 철학은 출발은 노자(B.C.570~B.C.479추정)와 

공자(B.C.551~B.C.479)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들 철학의 특징을 최진석은

‘현상성’이라는 사유방식의 개입이라고 해석했다.29)‘현상성’이란 모

든 진리의 근원은 구체적 현상 속에서 발굴된다는 뜻이다. 노자 철학의 현

상성에서 자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자는 직접적으로 자연의 존재 

형식을 자기 철학의 최고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관

찰 가능하고 개방되어 있고 그것은 경험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자연에 대

한 관찰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점차 연

구자의 작업에서 중요해져 왔다. 

29) 최진석, op.cit.,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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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window)과 틀(frame)

앞에서 연구자는 작업관과 관련된 가상과 실재의 논의를 통해‘물성

과 가상성의 조합으로서 그림’이라는 개념을 밝혔다. 이 절에서는 조합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며 배경 이론으로서 영화의 틀(frame) 이론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그림을 가상으로 보는 측면에서 1920년대 

초기 영화 이론에서 제시되었던‘창(window)과 틀(frame) 이론’을 참고

하고자 한다. 1920년대 영화이론가들은 가상으로서 영화를 창과 틀의 역

할을 하는 존재로 파악했다.30) 

창과 틀로서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관객은 무언가를 관찰하는 목적을 

가지고, 비육체적이며, 시각 중심적이다. 창과 틀의 차이점은 우리는 창을

‘통해서’보며 틀은 그‘자체로’관찰의 대상이 된다. 틀은 표면의 내용

과 그 구성적, 인공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이미지 자체의 틀은 

인공물로서의 배열 상태나 이미지의 지지대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고전 그림의 액자가 가지는 장식성, 과잉성, 과시성을 고려할 때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틀은 매체로서 자신의 물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며 그에 비해 

창은 투명성을 추구한다.31) 창과 틀의 차이는 세계를 발견하는지, 아니면 

창조하는 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3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까지 연구자의 그림은 주로 틀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매체의 물질성이 강조되며 구성적 성격과 인공성이 중시된

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논의한 <창>작업 역시 세계를 발견하는 의미

가 아니고 만들어 내는 의미가 강하다.

30) 앨새서, 토마스·말테 하게너, op.cit., pp.21-62. 
31) Ibid, pp.23-24.
32) Ibid,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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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틀로서 보는 대표적 이론가인 아른하임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능력, 일련의 개별적으로 인지하는 인상들을 부분의 

총합 이상인 전체로 종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어 내며 결론적으로 영화는 현실을 모사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와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33) 이러한 틀로서의 영화에 대

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의 그림이 지닌 특징을 추출해 보면 현실에 대한 모

방이 아닌 나만의 세계와 현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틀로서의 영화는 구성주의 영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성주의 

영화는 특히 영화적 인지의 변형과 조작에 초점을 맞추는데, 영화적 인지

는 몽타주, 프레임화 등을 통해서 스스로를 일상의 인지와 차별화한다. 하

지만 구성주의 영화와는 달리 연구자가 관객의 경험 세계를 구성하거나 특

정한 방향으로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약하다고 해야 할 것

이다. 이들 영화는 정교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예정된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화면 위에 존재하는 것은 프레임 

밖에 있는 것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긴장 관계도 형성하

면서 온 스크린 공간과 오프 스크린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역동성을 만들

어 낸다. 

닫힌 형식은 구심력을 가지고 내부를 지향하며 열린 형식은 원심력

을 가지고 외부를 지향한다. 창과 틀의 비유는 관객이 전체성과 유기성을 

작품 분석의 핵심에 놓고 작품 구조와 작품 자체를 파악한다고 상정한다. 

창을 열린 형식, 틀을 닫힌 형식이라는 보는데‘닫힌’이라는 용어는 영화 

33) 앨새서, 토마스·말테 하게너, op.cit., pp.28-29. 

      아른하임은 게슈탈트 이론의 용어로 말하자면 외부 감각 인지를 통해 내적 조직을 

      창조 하는 인간 능력이 영화의 부분적 환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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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묘사된 세계가 내부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것을 지칭한다.34) 틀

(frame) 이론에 비추어 보면 연구자가 화면 안에서 완결성을 추구하는 닫

힌 형태의 틀과 같은 그림을 추구하며 전체성과 유기성을 지향한다 할 수 

있다. 

34) 앨새서, 토마스·말테 하게너, op.cit.,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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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의와 표상의 조합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긴 하

지만 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의적인 이미지로 표현 한다. 우의적

인 이미지는 표의와 표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미묘하게 불일치하는 

상태이다. 연구자는 이미지를 기호(sign)의 한 종류로 상정하고 있으며 

‘표의와 표상의 조합으로서 이미지’를 조합의 한 개념으로 본다.

현대 기호학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전체 기호 관계를 위해 기호(sign)이라는 용어를 채

택했다. 기호란 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대신하고 지시하는 것’

으로 해석되는 의미 단위이며 단어나 소리, 이미지나 행동, 사물 등의 물

리적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퍼스의 정의이다.35) 기호를 표

의(기의)와 표상(기표)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정립되었다. 소쉬르는 표의(기의)와 표

상(기표)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의미화작용(signification)으로 지칭했다.36) 

수사법적인 표현 방식 중 원래‘우의(寓意, allegory)’의 사전적 의

미는‘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알레고리아

(allegoria)를 어원으로 하며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뜻을 나타내

는 것이다. 우의는 인물, 배경, 행위 등이 일차적 의미(표면적 의미)와 이

차적 의미(이면적 의미)를 모두 가지도록 고안된 것이다. 우의는 표의와 

표상이 관습적, 인위적, 자의적으로 조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의와 달

리 상징은 내용과 형식, 표의와 표상이 오차 없이‘완전한 합일’을 이룬 

35) 김기국,「이미지 텍스트의 읽기교육 방법론」,『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4, 

      p.7. 
36) Ibi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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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따라서 어긋나는 지점 없이 순간적으로 인식되는 명료한 것을 말한다. 

우의의 관습성과 자의성은 하나의 기호로서 기본적인 역할인 의미화작용

(signification)을 완수하는 데 장애를 일으킨다. 또 우의는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애매하며 여러 지시 대상을 가질 수 있기에 다의적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로 전락한다. 

의미화과정에서 우의는 표의와 표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극복하

기 위해서 마치 상형문자처럼 다른 기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한다.37) 그 예로써 이집트 상형문자인 꼬리 끝을 물

고 있는 날개가 달린 뱀은 시간의 우의적 표현이다. 순환 속에서 처음과 

끝을 연결시켜주고 영리함을 가르쳐 주며 또 사물들을 생겨나게 하고 거두

어 가는 시간의 모습을 원형의 뱀이라는 특수하고 확고한 상이 담고 있다. 

우의(알레고리)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심도 있게 고찰한 벤야민에 

따르면 우의의 역사적인 성격은 상징의 비역사적이고 신화적인 성격에 대

립된다. 그는‘알레고리론’을 통해, 상징이 초월적이고 비역사적인 현상

과 본질의 일치를 가정한다면, 알레고리는 역사적 현실과 초월적인 통합의 

미적이데올로기 사이의 균열을 직시한다고 고찰했다.38) 유용성과 정직성

을 바탕으로 하는 우의와 달리 상징은 이미지와 실체를 결합하여 어떤 초

월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암시한다. 반면에 우의는 인간의 인식과 실존의 

우연성 너머에 불변의 진리가 있는 듯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39) 일

반적으로 낭만주의 미학에서 상징은 감각적 대상과 형이상학적 대상의 일

치 상태를 의미한다. 감각적 현실과 형이상학적 본질 사이에서 어떠한 내

37) 발터 벤야민,『독일비애극의 원천』, 최성만·김유동 옮김, 파주: 한길사, 2009, p.253.
38) 정의진,「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역사 시학적 함의」,『비평문학』41, 한국비평문학회, 

      2011, pp.387-392.
39) 발터 벤야민, Op.cit., pp.3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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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이나 충돌도 없는 상태란 이상적 지향점일 수는 있으나, 동시에 그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성격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되고 희화화 될 수 있

는 것이기도 하다.40) 

연구자가 스스로의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조합의 한 개념으로 보는 

우의적 표현이란 표상과 표의의 미묘한 불일치가 내재하는 이미지 기호이

다. 이러한 이미지 기호는 사물과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결여된 우울한 자

의 시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대상을 우의적인 것으로 만드는 표현이

다. 그리하여 그 대상은 생명이 흘러 나가 버리고, 영원히 확보되어 잔류

하며, 작가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맡겨진 채 어떤 의미를 발산하는 일만 하

게 된다. 대상은 작가가 그것에 부여하는 것만 갖게 되며, 남는 것은 편집

과 연출상의 교정이 가능한 이미지이다.41)

연구자가 우의적 이미지의 편집과 연출, 조합을 통해 드러내고자 지

향하는 것은 벤야민의 용어를 빌리자면‘알레고리적 총체성’이다. 알레고

리적 총체성은 서로 떨어져서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전체로

서 작동하는 성좌처럼, 한 지점이 변화하면 작동체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하지만 모든 극점들이 하나의 종합적인 지점으로 환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총체성이다.42) 

40) 정의진, op.cit., p.394.
41) 발터 벤야민, op.cit., p.273.
42) 정의진, op.cit.,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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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형으로서의 조합 

연구자는 조형으로서 조합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하고자 구성주의 영화의 몽

타주(montage)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몽타주는 원래 포디즘(Fordism)

의 산업적 생산방식에 이용된 조립 라인 방식과 건설업의 부품 결합 원칙

에서 차용한 용어다.43) 하지만 몽타주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이미 완

성된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과 동일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

은 잘못된 가정이다. 러시아 구성주의 영화의 대표적 감독이자 이론가였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Sergei Einsenstein)은 숏(shot)을 일종의 세포로 

파악했다.44) 숏은 유기체에서처럼 그 자체로 완전한 부분이면서 전체에서

는 자신만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에이젠슈타인이 세포에 비유하며 강조한 숏들, 즉 몽타주 기법의 개

별 세포들이 지닌 완전성과 개별성은 연구자의 연작들에서 개별 작품과 전

체 구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사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각각의 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며 그 관계에 의

해서, 예를 들면 상충하는 듯 조화로운 관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의미가 생

성된다. 연구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결합하는 것은 구성주의 몽

타주 기법과 유사하지만 관객의 경험세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거나 이야기

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극적이진 않다. 

에이젠슈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상으로서 틀은 이미지와 묘사된 

대상의 경계로서, 이 둘의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만든다. 그는 전체에서 단

면을 선택하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카메라가 세계를 이용

43) 앨새서, 토마스·말테 하게너, op.cit., p.42.  
44)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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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틀을 사용하는 일본식 방식을 사용했다. 카메라의 렌즈가 포착해

야 하는 것은 세계의 복잡한 총체성이다. 총체성은 추출한 숏들을 충돌시

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는 일단 어떻게 숏을 설정할지 결정한 후, 개별 

단위 숏의 선택과 배열을 했다. 

연구자가 몽타주와 같은 조합의 조형 형식을 추구하는 궁극적 이유

는 부분과 전체, 특수성 대 보편성, 개인 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법 

너머에 존재하는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편과 조각들의 특수

성을 상위의 추상적인 보편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관계의 망을 구축하고 그

러한 관계망을 통하여 총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조형으로서 조합을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화로움과 연결을 추구하는 의도로 화면에서 이미지들을 

조합 시키고 더 나아가 연작을 통해 그림들을 조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

구자는‘병렬’을 통한 조합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충돌하고 대립되는 

것들을 어울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조합 형식이다. 이러한 조

합은 상이한 이미지들 사이의 조화와 상충 작용이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대위’방식으로 확장된다. 조합의 형식으로서 병렬, 대위는 형태적으로

는 둘 이상의 이미지가 나란히 놓이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

도로부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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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면세계의 표현

  

본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업에서 조합의 형식이 주제의 상징적 의미

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미술사적 맥락

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상에 대한 지각 행위 자체에는 관찰자의 감정과 정

서(지금부터는 Ⅱ장 1절에서 살펴본 감정(feeling), 정서(emotion), 기분

(mood), 정조(情操, sentiment)를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가 투

사되게 마련이다. 특히 눈으로 인지하는 과정 뿐 아니라, 대상을 촬영한 

사진을 화면으로 옮기며 조합하는 과정에서도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가 개

입하게 된다. 

단편화, 분절화 되는 시선의 첫 번째 원인은 내면의 감정과 정서로부

터 기인한다.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애도는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상

을 찾지만 우울은 자아를 비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 결핍의 상태를 야기한

다. 상실된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지는 탈 인

격화의 징후이다. 특히 우울한 자는 자신의 삶, 주변 환경,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낯설게 된다. 그에게는 사소한 사물도 수수께끼 같은 암호로 등장

하는데 그것은 사물과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다. 우의(알레고리)는 표의와 표상이 미묘하게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미

지의 상실, 혹은 탈 대상화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연구자가 작품을 통해서 상상하고 구성하는 이유는 대상의 실체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과 중첩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상실의 결과를 극복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연구

자가 조합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대상과 내면 의식의 일체화와 그 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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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틀(frame)을 짜고 상충하는 것들을 

조합하는 작업은 내부에 존재하는 나와 나의 그림자, 나와 타자, 세계 속

에서 충돌하는 가치와 태도들을 연결하고 화해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1. 의식의 흐름 

연구자가 ‘의식의 흐름’이라 지칭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외부 세계

에 대한 공 감각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아와 외부 세계의 친화관계

가 이루어짐을 전제한다. 그러한 경험과 친화 관계는 객체를 중심으로 하

는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외부 세계를 주체의 

산물로 환원시키려는 동일성 사유의 강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서의 미메

시스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경

험을 통해 응시와 교차, 외부 세계와 자아의 가역성을 이론이 아닌 신체를 

통한 감각과 반성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차적으로는 시지각적 경험과 

이에 따른 반성의 활동을 화면에 조형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자

신의 작업을 의식의 흐름이 드러나는 풍경이라 한다.

주체는 외부세계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적 인상을 종합하고, 점차 이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되는 내면세계에 종합과 통일을 부여하는 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자아를 구성한다.45) 따라서 자아는“자율적 독립체로 객관화된 

것으로써 의식 속에 투영된 객관세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46) 주

체는 외부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원천으로 외부세

45) 류도향, op.cit. p.119.
46) 아도르노, Th. W. · M. 호르크하이머,『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1, p.60.
      류도향, op.cit. p.1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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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주체는 객체와의 매개된 거리를 통해 끝없

이 자기를 부정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체성을 갖는다.  

주체는 외부세계를 자신의 의식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과는 다

른 무엇으로 인식하는 반성 작용을 통하여 객체와의 매개된 거리를 유지한

다. 이러한 매개가 끊어진 채 객체를 자기에게로 환원시킬 수 있는 동일성

의 산물로만 파악할 때 자아는 경직될 수밖에 없다. 주체가 자기 부정을 

통해 객체와 관계하지 않고 오히려 객체를 자기에게로 동일화시키고 포섭

시키려고 할 때 사물화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47) 아도르노에게 

부정적인 현상으로서 사물화는 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을 양적으로 환원시키

고 동일화시키는 것, 동일성의 이름으로 이질적인 것을 억압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는 동일성의 가상을 깨뜨리고 비동일자를 구원하기 위해 미메시스

적 계기에 주목했으며 그러한 계기를 통해 주체는 객체에 온전히 자기를 

내맡기며, 멈춰진 자기 부정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48) 아도르노

는 미메시스 개념을“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의 친화관계”로 규정했

다.49) 그는 주체가 미메시스를 통해 자기 자신을 타자화 시키면서도, 주체

를 전면적으로 해체시키거나 폐기하지 않고, 주체와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

로 객체에 동화된다고 주장했다.

아도르노의 객체 중심의 미메시스 개념은 연구자가‘지각의 총체적 

경험’이라 상정하고 지향해 온 지점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구자는 작업의 

47) 류도향, op.cit. pp.120-121.

      객체가 다양한 계기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역사적 맥락, 사회적 토대와의 매개를 통해 

      부단히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 객체를‘바로 그러하며 달리는 될 수 없음’

      으로 물신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48) 류도향, op.cit. pp.120-121.
49) 아도르노,『부정변증법』, 홍승용 옮김, 한길사, 2003, p.105.
     류도향, op.cit. p.1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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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을 자아와 외부세계간의 시선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것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인간의 시각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변해 가는데, 이것이 시선이다. 시선은 기묘한 역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동요시키고 확산하며 멈추지 않는다. 시선은 감각의 흐름이며, 냄

새와 소리를 쫓아 시공을 열어가는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이다. 시선의 

역동성에 대한 강조는 지각이 일어나는 우리의 신체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동적 작용을 통해 그 

대상을 하나의 의미로 파악하게 된다는 생각과 연결된다.50) 

우리는 체험된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한다. 이러한 사고를 이론적

으로 정립한 이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이다. 그는 인간의 감각이

란 주체로 향하는 면이 있고, 대상으로 향하는 면도 있으며, 신체를 통해 

상황의 공간성을 지닌 인간이 지각적 세계를 향해 자신을 투사시킨다고 고

찰했다. 연구자는 메를로-퐁티의 논의 중에서 특히 시선에 대한 이론에 

주목했다. 

세계와 주체는 같은 조직인‘살(flesh)’로 이루어져 있으며 살은 가

역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주체와 객체는 지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맞바

꾸어 진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51) 그는 이러한 지각의‘가역성’을‘교

차(chiasm)’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52) 어떤 사물을 만지고 있는 오른 손

을 왼 손이 만질 경우, 두 손의 감각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살의 두께

로 인해 거리를 갖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것에는 거리가 존재한

다.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과 하나 됨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

나 오른 손의 움직임과 동작을 왼손도 같이 느끼기에 개별적인 둘로 볼 수도 

50) 정소라,『M. 메를로-퐁티의 예술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26. 
51) 전영백,「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시각과 미술작품의 해석」, 『미술사학보』 25, 2005. 12, 
     p.278-280.
52) Ibid,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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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보는 주체와 보이는 것 사이에는 시선이 놓여 있으며 시선에 감싸진 

그 둘은 서로 합쳐 질 수 없다. 주체는 시선에 의해 사물에게 완전하게 다

가갈 수 없기에 대상을 투명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

선은 동시에 사물을 보이게 하는 힘이다. 본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을 완전

히 다른 것으로도, 동일하게도 만들지 않는 일종의 두께이다.53) 간격과 공

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54) 완전하고 총체적인 지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간극이 존재한다. 하지만 메를로-퐁티가 강조했듯이, 모두를 

포괄하는 지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지각의 전-조건

이다. 

시선, 체험된 신체, 살, 가역성, 교차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주체와 세

계 사이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서 인식된다. 메를로-퐁티가 

시각은 자신과 세계 사이에서 역전 가능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이것은 보는 이가 비가시계와 가시계의 중간에 존재하며, 체험된 신체

가 발휘하는 숙련된 경험의 총합으로서 가시계를 통해 비가시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보이는 구체적 사

물의 안감 또는 깊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짐과 봄의 가역성은 우리의 지각 이후에 반성적 차원이 존재함을 보

여준다.55) 메를로-퐁티는 지각으로 세계와 만나는 주체가 반성을 통해서는 

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 이중현상을 설명하면서 지각이 반성의 기

초가 됨을 주장했다. 그가 의미하는 반성이란 지각하는 주체가 지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각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3) 정소라, op.cit., p.55.
54) 정소라, op.cit., p.50.
55) 정소라, op.cit.,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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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1〕호크니, <크리스토와 돈의 방문>, 183x610cm ,산타모니카, 1984

연구자의 작업에서 ‘조합’은 관찰자의 시점과 동선을 통해서 의식

의 흐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관찰자는 의식의 흐름을 이

동하는 시점과 공감각적인 시선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과 작

업 방식은 동양 전통 산수화의 이동시점과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사진 콜라주 작업 등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크다. 후자의 작

업 방식은 <크리스토와 돈의 방문>〔참고그림1〕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된

다.

〔그림3〕 <식물원1>, 76x168cm,  종이에 아크릴, 파스텔, 색연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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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2〕 식물원4-1 의 사진 자료

〔그림4〕 <식물원4-1> 112x76cm, 아크릴, 파스텔, 색연필, 목탄 1996       

우리는 행동 속에서 지각한다. 그렇게 행동 속에서 지각된 세계는 사

진이나 원근법에 따른 그림처럼 일목요연하지 않고 초점이 여러 개 있어서 

부분들 사이의 아귀가 맞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의 지각이며, 그렇게 세계

를 표상하는 것이 체험된 원근법이다. 원근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두 눈과는 달리 시선을 정지시키고 응고시킴으로써 희미하고 공감각적인 

시선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 장의 사진을 조합해서 그린 <식물

원1>〔그림3〕은 이동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것을 의도했다.〔참고그림2〕

를 조합한 <식물원4-1>〔그림4〕은 조금씩 다른 시점을 한 화면에서 보

여주려 했다. <식물원1>과<식물원4-1>는 미묘하게 어긋나는 시점들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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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고자 의도 한 풍경이다.56)

〔참고그림3〕세잔, <프로방스의 암산>, 캔버스에 유화, 1886, 런던내셔널갤러리

서양회화에 있어서 다시점의 세계를 열어준 세잔(Paul Cezanne)은 

같은 대상, 같은 장소를 여러 시간대에 걸쳐 바라본다는 것이 미묘한 변화를 

56) 고자영, op.cit., pp.15-19.

      . . .식물원에서 접하게 되는 광경들, 어떤 대상을 보는 과정에 개입되는 과거에서 오는 

      기억들, 그 장소 특유의 소리와 냄새와 피부의 감각, 그 장소에서의 동선을 기억하는 운동   

   지각의 감각, 스스로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생각들, 그런 생각들의 충돌과 

      갈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감정들,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상응하는 어떤 대상을 탐색하고 관찰  

   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발견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다. 이런 체험들은 짧은 시간  

   이나 한 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여러 시간대에 걸쳐 형성되고 나의 내부에서 여러 층을 

      이루며 축적된다. . . 조형의 과정에서 자신의 체험을 의식 내부로부터 끌어내어 지각하며    

   이것을 나는 다층적 시각체험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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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감각적 경험임을 보여준다〔참고그림23〕.같은 산, 

같은 나무와 길, 같은 집이라도 매번 바라볼 때 마다 달라지는 것은 바로 

보는 사람의 감각이다. 감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에너지

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만약 감각을 최대한 화면에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감각이 발동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감각은 화면에 새로운 감각의 층으로 쌓이게 된다. 이렇게 대상에 집중되

어 쌓아 올려 진 감각이 그 끝 까지 도달하다 보면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

는 자신을, 즉 자신의 감각을 마주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대상에 대한 

집요한 재현의 끝까지 가서 마주치게 되는, 스스로의 감각이 구현된 것을 

보는 경험은 세잔의 평생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다. 세잔이 사용하는 다

시점의 공간은 미묘하게 보는 각도나 방향, 관심도와 집중력의 차이에 따

라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세잔의 미묘한 다시점은 주체와 세계가 지각 

속에서 만나는 경험을 화면에 구축해 내는 것을 부단히 지향한 결과이다. 

세잔의 실험이 다시점 공간의 세계를 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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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적 삶에서 의미의 상실, 관계에 대한 

충실함의 상실, 절대적인 미덕, 믿음의 상실,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는 이상

적 꿈의 상실 등을 경험하곤 한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상실에 대한 반응

이나 대책으로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에 전적으로 의존하

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다. 하지만 독립적인 자아로서 자유를 누리려면 대

가를 치러야만 한다. 현대인들은 주관성에 몰입함으로써 자칫 공허함 속으

로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다. 주관성에의 몰입과 공허는 지각의 주체와 대

상 사이에 관계 경험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즉 현대인들이 시선을 되

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을 어떤 현상에 부여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

다.57) 

벤야민은 실제 대상에서의 아우라 개념은‘그다지도 가까운 것일 수

도 있는 소원한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58) 그리고 예술 작

품의 아우라를‘이곳 그리고 지금, 작품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일회적 현

존’이라 했다.59) 아우라의 상실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자연스

러우며 직접적인 경험이 점차 줄어듦을 의미한다. 경험을 대체하는 체험으

로 가득 찬 일상이 되어간다. 그리고 체험을 보충해 주는 회상이 남는

다.60) 회상의 과정에는 주로 사진의 영향이 끼어들곤 한다. 카메라는 시선

을 되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찍는다. 

57) 발터 벤야민,『기계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차봉희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0, p.66. 
58) Ibid, p.53.

    ‘어느 여름날 오후의 정적 속에서 지평선 위에 펼쳐진 산줄기나, 그림자를 드리우는 나뭇가지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것은 곧 이 산의 그리고 이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 쉰다는 것’
59) Ibid, p.49. 
60) 노명우 외 지음, op.cit.,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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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선의 상실

먼저 사진 매체의 지각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사진 매체의 지각

은 빛을 기록하는 순간의 지각이며 시간이 축적된 그림과는 다르다. 20세

기 후반 ‛기계의 눈’인 사진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며 인간의 내

적 감각세계가 기계에 의해 변모되었다. 감각은 어느 사이엔가 일상을‘사

진적’으로 포착, 해석하기 시작한다. 연구자는 단편적, 분절적 사진매체의 

지각방식을 의도적으로 차용하여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자 하였

다. 사진적 지각은 모든 부분을 동일한 밀도로 등가치하게 보거나 부분에 

집중해서 근접하게 바짝 다가가 배경이 사라져 버리는 듯 보는 수도 있다.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사진의 시각과 회화적 전통의 선 원근법 사이

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바로 1981년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

린『사진 이전-회화와 사진의 발명 (1981)』전시이다. 이 전시회의 카탈

로그에서 피터 가라시(Peter Galassi)는 원근법이 초기에는 외부의 세계

를 총체적으로 표상(表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편적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61) 이것은 회화라는 양식을 작은 

우주로 간주하여 화면을 구성해 가는 방식으로부터 화면을 전체 세계에서 

일부분만을 잘라내어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상의 완전한 상징성이나 총체적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됐던 화면

은 점차 일정한 시간에 자의적인 시점에 따라 보여 지는 대로 묘사되기 시

작했다. 

61) Galassi, Peter,『Before photography: painting and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Boston: Distributed by New York Graphic       

   Society, 1981.

      이토우 도시하루,『사진과 회화』, 서울: 시각과 언어, 1994, p.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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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4〕프리드리히, 22x31cm, 캔버스에 유화, 카를스루에 국립미술관, 1824년경 

근세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의 그림〔참고그림4〕을 보면 전경의 나뭇가지가 화면의 가장자

리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가라시는 근세 화

가들이 이미‘사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외계(外界)

를 잘라내는 방법이나 시점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등의 사진적 재현과 표

현방식이 18세기의 특수한 회화(예를 들면 스케치나 드로잉)에 이미 나타

나고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그의 작품을 단편적으로 잘라버린 것 같은 화면, 중심이 없는 혼란스

러운 화면이라고 하면서, 평면적인 단편을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은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고 평했다.62) 

62) 이토우 도시하루,『사진과 회화』, 서울: 시각과 언어, 199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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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5〕마네(Edouard Manet),<폴리-베르제르의 술집>, 

96x130cm, 캔버스에 유화, 1881~2,  코롤드 미술관 소장 

가라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생겨난 시각구조의 변화, 

즉 해체와 재조직화의 양상을 살펴보며 마네(Edouard Manet)를 그 예로

서 들고 있다. 마네는 캔버스 위에 여러 소재를 짜 맞추어서 재구성 해 가

는 방법으로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참고그림5〕을 그렸다. 마네는 정

확한 원근법을 왜곡시키거나 사진을 바탕으로 일부분을 묘사하고 거울 속

과 현실을 교차시키는 등, 광학적인 원리에서 있을 수 없는 광경을 그렸

다. 이 그림의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몇 개의 이질적인 부분들이 교차하고 

있는 화면을 통일시키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네는 사진과 현실을 

섞어 버리고, 단편과 단편을 콜라주하여 일종의 조작이 가능한 시대를 열

었으며 현실을 소재로 화면 속에서 재구성해 나갔다. 그림의 왼쪽 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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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무용수의 다리가 잘려진 듯 그려져 있으며 오른쪽 거울에 비치는 모

델의 뒷모습과 함께 그려져 있는 남자는 현실의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지 알 수 없다. 마네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물화 된 대상들을 그림 

속으로 끌어 들여 구성하며 연결시키고 있다. 

‘사물화’라 지칭하는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사회

적 소외와 자기 상실의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 바깥의 객체가 자신

과 분리되어 있는 절대적 타자가 아니라, 자기 활동의 산출물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을 때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자본주의 체계는 인간들의 기능 

연관에 의해 산출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의식할 수도, 관여할 수

도 없는 절대적 타자로 현상한다. 이 체계 안에서 인간들은 외적으로 다른 

인간, 사회적 구조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객체로 인식하는 

자기 분열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소외된다.

사물화 이론은 주체성의 규정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먼저 루카치

(G. Luca ̀cs)의 관점으로 본 사물화는 자본주의의 상품구조에 의해 수동적 

방관자가 되어버린 주체의 무력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간이 주도하는 사

회와 역사가 어떠한 인간적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사물들의 세계로 나타

나는 것을 가리킨다.63) 하버마스(J.Harbermas)는 주체성을 의사소통합리

성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 참여적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으

로 보았다.64) 반면에 호네트(A. Honneth)는 상호 주관성의 토대를 합리

성이 아닌 인정에서 찾는다. 호네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작용과 합리적 

태도는 주체가 자신의 외부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서적, 감정적으로 마음 

쓰고 관계하는 인정의 태도에서 파생된 것이다.65) 그는 인간의 상호 관계

63) 류도향, op.cit., p.110. 

      이러한 관점은 사물화의 여러 이론 중에서 루카치(G. Lucàcs)의 관점이다.  
64) 류도향, op.cit., pp.110-111.
65) 호네트,『물화-인정 이론적 탐구』, 강병호 옮김, 나남출판, 200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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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질적으로 규정하던 이 근원적 태도가 점차 합리화되면서 사랑, 권리, 

연대성이라는 규범적 관계로 제도화 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규범이 탈 인

격화 되는 가운데 인정의 태도가 망각되는 현상을 사물화로 정의한다. 

이질적인 것, 낯선 것들을 자신의 세계로 환원할 수 있고, 환원하여

야 하며, 그렇게 환원된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일성의 근

대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 속에는 지배와 억압이라는 비

합리적 계기가 숨어 있다. 마네의 그림은 소외된 세계를 감각적인 지각장

치의 연속성 내부로 받아들였다. 약간의 부조화와 어색함을 가지며 조합된 

그림은 그의 시선을 통해 본 소외된 세계의 사물화 된 대상들은 화면에서 

조형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66) 그는 사물화 되고 소외된 세계의 낯섦에

서 위협적인 것, 압박하는 것, 화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상화시키거나 

거짓으로 조화롭게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 마네의 그림은 이질적인 것, 낯

선 것들을 동일화 시키지 않으면서 이미지 조합, 색의 대비, 터치, 구성 등

의 조형을 통해 현실의 단편들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류도향,「아도르노의 사물화 개념과 미학적 우리」,『철학논총』51, 새한철학회, 2008, 

      p.111. 재인용.  
66) 아도르노, op.cit.,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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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의 상실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으로서 상실의 의미는 자신이 애착을 가진 장

소와 자기 주변의 타인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 우울의 정서로부터 기인

한 외부 세계와의 단절과 시선의 상실, 탈 인격화와 자기 상실, 그로 인한 

자아와 외부세계의 부정적 의미의 사물화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애착을 가진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사회성의 가장 근원적 

토대가 되는데 이러한 토대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낌을 상실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자

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장소를 가상적으로 화면에서 만들어 내고

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상실 극복에 대한 의지의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가라시가 프리드리히와 마네의 작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사진적

인 시각’과‘현실의 재구성’은 연구자가 화면을 구성하는 조형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외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유하고 있는 듯 하는 

불안감을 떨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원해서 새로운 세

계를 구성해 보려 시도했던 첫 번째 사례가 <Welcome to 여미지1,2>연

작이다. 판화 작업을 꼴라주(collage)해서 병풍이라는 구조물로 만들어 설

치한 <Welcome to 여미지1,2>〔그림5〕〔그림6〕작업은 가상의 정원 이

미지이다.

연구자는 현실의 부분들을 조합하여 만든 작업이 전체적으로 어울리

는 조화로운 가상의 풍경이 되기를, 공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적인 장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사적인 자신만의 장소는 휴식과 안정을 위한 곳이

다. 식물원은 한적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장소라 여러 번 방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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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Welcome to 여미지 1>   50x210cm, 목판, 석판, 수성실크, 색연필

갤러리 아트링크 설치 장면1  2004 

        

〔그림6〕< Welcome to 여미지 2>   50x190cm, 목판, 석판, 

        칼라복사, 갤러리 아트링크 설치 장면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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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어디쯤 모퉁이를 돌면 어떤 풍경이 나타난다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나에게 친근한 장소가 되었다. 

연구자는 그 당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작스럽게 단절되고 

안정과 휴식을 위한 장소를 상실했다. 사진을 통해 현실의 부분을 채취하

는 것, 애착의 대상들을 수집하고 한 곳에 모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조합

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은 내부에서 상실했다고 느낀 것들을 되찾

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미지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이미 스스로의 

내면세계가 투사될 수밖에 없었다.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내면은 상실된 

대상과 자아를 동일시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중지했다. 그것은 탈 

인격화의 징후라 할 수 있다. 탈 인격화 상태의 주체는 사물과의 자연스럽

고 적절한 관계가 결여되며, 그것은 곧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 사이에 

관계의 결핍 상태이다. 외부세계를 보는 과정, 이미지의 포착과 조합의 과

정에서 연구자의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었으며 이렇게 투영된 우울의 정서

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외부 세계와 자아 사이의 시선의 단절과 불일

치를 드러내게 되었다. 화면위에 재조립된 풍경은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지

만 실은 불안정한 상태의 심리를 보여주는 조형적인 표현이 되었다, 즉 자

아와 외부 세계의 단절감으로 인한 폐쇄적 심리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

고 관객들은, 자아와 외부세계의 불일치 상태를, 작품에서 드러나는 분위

기로서 느끼게 되었다. 

2004년 전시를 통해서 연구자는 관객들이 가상의 정원이미지로서 

<Welcome to 여미지1,2>를 편안하게 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크릴의 번

쩍이는 표면 광택, 아크릴판을 고정시키는 금속 재질의 장식들이 주는 차

가운 느낌, 이음 부분인 경첩의 형태가 두드러져 보였다. 매체의 물질성이 

이미지의 가상성보다 더 강해 보였으며 그런 이유로 인해 그림을 보는 이

들은 편안한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병풍이라는 틀이 2차원 화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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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3차원 오브제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 구조는 틀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화면 내부에서 구성의 완결성과 통일성은 조형적으로 이루어졌

다. 하지만 이미지와 구성의 가상성이 매체의 물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

다. <Welcome to 여미지1,2>는 틀(frame)로서의 물질적 성격이 부각되

고 닫힌 구조를 가지며 구성적, 장식적, 인공적인 양상을 보이는 작업이 

되었다.  

  

〔그림7〕<2007 세오갤러리 전시장면>                           

애착의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근원이 된다는 

생각을 지닌 연구자는 2007년 두 번째 개인전 세오 갤러리 전시〔그림7〕

를 통해 전시장이라는 실제의 공간 자체를 가상의 정원으로 만들고자 시도했

다. 이러한 시도는 전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

은 가상의 장소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도로부터 비롯되었다. 식물의 이미지, 

정원의 한 부분 같은 그림은 각자 자신의 틀 안에서 구성의 완결성을 추구

하였으며 틀 밖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었다. 개개의 작품은 조합되어 

전체를 위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지향했으며 전시장은 정원과 같은 분위

기로 바뀌었다. 스스로 생성한 자연은 아니지만 자연의 생성 원리와 힘을 

닮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인공의 정원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헛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에게는 상실의 극복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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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그림6〕<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  Hanging Garden> 삽화

인간의 노력과 집념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지

녔다. <공중정원(Hanging Garden)>이라는 전시의 제목은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참고그림6〕에서 빌려왔다. 고대의 가장 유

명한 정원들은 바빌론의 정원이었다. 식물로 뒤덮인 계단식 옥상 정원인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 (Hanging Garden)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비실용적인 낙원정원의 시초가 되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

로 끌어 올려 계단식 정원에 물을 공급했다는 가설은 현재로서도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67) 

67)『세계의 정원』, 서울: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1997, p.13. 

      이 도판은 현대 삽화가의 상상력에 의한 이미지이다.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은 고대 로마의 플리니우스(Plinius)의 박물지에   

   언급되어 있다. 이 정원들은 울창한 산과 언덕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을 앓고 있던 페르시아

      출신 왕비를 위해 기원전 600년경 신新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꾸민 것이   

   라고 전한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에 불과하지만 높이는 105m로 현대건물의 3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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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2007 세오 갤러리 전시 장면 2>

인간은 계속 무엇인가를 원하고, 꿈과 목적의 대상을 얻고자 노력한

다. 인간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인간은 끝없이 어떤 

대상을 갈망하되 그 갈망이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불완전한 욕망의 존재

이다.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간극은 현대를 살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아의 불완전함을 상기시킨다. 욕망

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 그 대상을 가지게 되었

을 때는 정작 그 욕망은 충족되지 못한다. 허상일 뿐이며 무엇인가를 욕망

할 때 그것은 대체물일 뿐이다. 인간은 대상이 허상임을 알아차렸을 때 그

것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68)

   높이 정도였다 한다.  
68) 자크 라캉, op.cit.,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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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전시 기간 동안 갤러리에 임시로 가상의 장소를 만들었지

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역시 의도했다. 화면 안

에 생성된 정원도, 갤러리 안에 만들어진 정원도 결국 가상일뿐이다. 하지

만 작업은 스스로의 집중된 에너지로서 그 의미가 있다. 자신이 만들어 내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과정에서 집중에 의해 원하는 것을 실재

로서 생산해 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들뢰즈(Gilles Deleuse)는 결여로서의 욕망은 결국, 잃어버린 것의 

획득이라는 플라톤의 변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69) 자기에게 결여되어 

있는 이데아를 향한, 결여되어 있는 대상을 향한 욕망의 운동은 목적론을 

띠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결여로서의 욕망에 맞서‘생산으로서의 욕

망’을 내세운다. 욕망하는 바의 표상을 실재로서 생산하는 힘이 욕망인 

것이다.70) 

화면에의 집중과 욕망하는 표상을 실재로 생산하고자 하는 힘의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정원(Hanging Garden)>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방해받지 않고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즐거움의 원천임을 느꼈다.71) 나에게 작업의 의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가지고 실현시키되, 역량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는 것과 

그 과정에서의 집중과 즐거움에 있다. 

애착의 장소는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근원이긴 하

지만 현대에는 물리적 장소가 아닌 다른 여러 방식들로도 애착의 장소를 

형성할 수 있다. 일상을 통해 지혜와 대안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삶에서 

상실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69) 서동욱,『들뢰즈의 철학 사상과 그 원천』, 서울: 민음사, 2002, p.163.
70) Ibid, p.165.
71) 들뢰즈, 질·펠릭스 가타리,『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현대미학사, 1995,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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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과 우의(寓意) 

  1) 불안과 우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불안과 공포를 항상 표면적으로 드러나

지는 않지만, 인간 현존재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의 한 방식인 

‘처해있음’의 양태(樣態)들이라고 했다.72) 그는 불안과 공포는 언제든 

일깨워 질 수 있는 근본정서이며 그것은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

다. 근거 없는 두려움인 불안은 벗어나야할 정서이지만 진정한 근본정서로

서의 불안은 인간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는 어떤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존재를 걸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불안은 

세계 내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이며 근원적인 모순으로서 우리 

삶의 한부분이다.73) 

 <이동식정원59-토네이도>〔그림9〕는 미국 토네이도로 인해 집이 붕

괴된 신문 보도사진과 작업실 사진이 조합된 이미지이다. 당시 지하 작업실에

는 모자이크 타일이 붙은 오래된 욕조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와 신문기사〔참

고그림6〕에서 본 무너진 벽이 묘하게 오버랩 되어 보였다. 언제 어떤 재난

이 올지 알 수 없다는 상상이 엄습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 하는 불안에 기인하였다. 연구자는 가끔 자신과 세계의 근거가 없다

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의 

시선의 단절과 불일치를 뜻한다. 

72) 하이데거,『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서울: 까치, 2006, p.216. 
73) 김동훈,「키치개념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철학논총』65, 2011,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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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7〕토네이도    

〔그림9〕 <이동식정원59 토네이도> 60x60cm,   캔버스에 유화, 2011 

   

〔그림10〕 <액상화1>,   60x60cm, 캔버스에 유화, 2012 

〔그림11〕 <액상화2>,   60x60cm, 캔버스에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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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8〕 액상화 동영상 캡쳐 화면

그리고 <액상화1>〔그림10〕와 <액상화2>〔그림11〕는 2011년 일

본 쓰나미 이후 땅이 두부처럼 물렁해져서 집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액상화 현상을 보도한 동영상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연구자는 뉴스의 보

도영상〔참고그림8〕을 소재로 땅 부분을 두부나 또는 생크림 같은 재질

로 의도적 변형을 주어 그렸다. 이러한 재질감의 변형 의도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발밑이 갑자기 꺼져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기분을 경험하

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의 표현이다. 혹시 언제라도 쓰나미가 밀려와

서 삶의 터전을 휩쓸어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실제로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

역을 떠날 수 없어서 그러한 불안감을 안고도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기후나 기상재해 등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삶의 불안감을 우

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삶의 터전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것을 재해에 

빗대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흰색 물감에 미디움과 오일을 섞어서 

나이프로 떠서 바르듯이 한 작업의 결과 <액상화1>과 <액상화2>는 일주

일 정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끈적임이 심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안은 

근거 없는 불안이나 근본정서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해 질 수 있었다. 



- 59 -

이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질병이나 독특한 체질로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근

본정서로 보는 것이다. 우울의 모습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다. 

19세기 말, 근대라는 시기에 보들레르에게 나타난 우울은 그의 체질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근본정서이기도 했다. 즉 무엇이든 대량

생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소외를 겪는 주체로

서의 정서인 우울이었다. 우울은 19세기 예술 활동 전반에 근본적 정서로 

작동하였다.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드러나는 우울의 모습이 예술 활동과 밀접

한 관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기로서 연구자는 17세기에 주목하게 되었

다. 17세기는 16세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인해 세속적 금욕주의가 

일상의 삶에 스며든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인간이 직면하게 된 것은 삶의 

격정이 사멸되는 황량함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 자기 

몸으로부터도 소외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했다. 17세기 바로크 비애극의 작

가들은 자아감 상실의 증후로 슬픔에 빠진 상태로서 파악 된다.74) 자아감 

상실의 증후는 자아와 세계의 불일치로 인한 관계의 결여이자 결핍의 상태

이다. 그 결과로 상실감과 우울이 야기된다. 자아 결핍의 상태로 인한 외

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지는 탈 인격화의 징후이다. 우울한 자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낯설게 되며 외부세계와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프로이드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심화시키며 우울의 감정에 대

해 고찰했던 심리학자인 피에르 페디다(Pierre Fedida)는, 우울은 대상의 

상실에 따른 퇴행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실된 대상을 살아있게 만

74) 발터 벤야민,『독일비애극의 원천』, 최성만·김유동 옮김, 파주: 한길사, 2009, pp.207-211. 



- 60 -

드는 몽환적이고 환각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했다.75) 페디다는 우울자가 상

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직접적인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성찰했다. 결국 우울자는 진정으로 대상을 소유한 적이 없기에 

상실한 적도 없다. 페디다는 우울이 무언가의 상실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상실을 인식하고 문제시하는 능력이며 우울자의 진정한 소유의 대

상은 상실감이라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울의 감정은 상실을 인지하고 극복

하고자 하는 시도의 초석이 된다. 종교적, 정치적, 정신적 가치들이 소멸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이러한 우울의 전략을 구사한다. 현대 사회

의 표면에서 죽고 사라진 근원적 가치들은 우울의 전략 속에 살아남는다. 

총체성은 소멸했고 소멸한 총체성은 가능성의 범주로 살아남는다. 예술은 

죽었지만 죽은 예술은 이상으로 살아남는다.76) 

상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데 과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치중해온 필립 아리에스(Phillipe 

Aries)는 그의 저서인『죽음 앞의 인간』에서 우울을 세속화된 바니타스

(vanitas)로 보았다. 그는 중세의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로부터  

마카브르(macabre), 바니타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변화를 상세히 기

술하며 바니타스를 삶에 대한 애착과 무상함이라는 상반된 인식의 공존으

로 보았다.77) 이러한 삶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의 내면세계의 한 축으로서 

조합의 조형을 통해 드러나게 되며 그 논의를 4절에서 이어가기로 하겠다. 

58) 피에르 페디다,『L′Absense』, Paris: Gallimard, 1978, pp.65-66. 
      김홍중,『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 동네, 2009, p.236. 재인용. 
76) 김홍중,『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 동네, 2009, p.237. 
77) 필립 아리에스,『죽음 앞의 인간(L′homme  devant la mort)』, 고선일 옮김, 서울: 새물결,  

   1985, pp.212~260, pp.575~583. 

       바니타스는 이미 삶의 내면에 존재하는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은 삶과 양면을 이루는 것,   

    죽음은 삶에 내재한 필연성이다. 이것은 인간이 이제 삶 안에 이미 죽음이 내재한다는 감성  

    들과 직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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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의(寓意)적 표현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총체성은 철저하게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연구자는‘체험된 신체를 통한 총체적 지각경험’, 

아도르노의‘(객체 중심의) 미메시스’의 개념을 작업의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이상으로서‘총체적 지각’,‘미메시스’와 현실과의 사이에

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존재하며 연구자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 그러한 간극

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의적 이미지는 세계와 자아 사이의 관계가 결여

된 불일치 상황을 표현한다. 연구자는 이미지와 실체 간에 극복할 수 없는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느끼며 그것을 미학적으로 드러내는 조형적 표현 방

법으로서 우의적 표현을 사용했다. 

벤야민에 따르면 우울자의 세계는 의미의 근본 축이 훼손된 곳으로 

사물들은 그에게 체험될 때 파편화된 기호인 우의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했

다.78) 그는『독일비애극의 원천』을 통해 우울과 우의적 표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었다. 벤야민은 인물이 지닌 모순을 통해 한 

대상이 가진 여러 차원 -예를 들어, 미덕과 악덕 같은 서로 상이한 차원-

을 모두 지시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비애극의 작가들은 우울에 빠진 

인물을 우의적 표현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인 절대 권력을 지닌 폭군은 무

능하고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인간

으로 그려진다. 그는 자신이 몰락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몸이 살아 있는

데도 감각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우울에 빠진 이는 자신 주위에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이다.79) 

78) 발터 벤야민, op.cit., pp.249-255. 
79) 발터 벤야민, op.cit., p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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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그림9〕이구아나

〔그림12〕<사라지는3>,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1

화면상에서 여러 우의적 이미지들을 재구성, 재조합한 <사라지는3>

〔그림12〕은 자화상을 배경 공간 속으로 사라지듯이 그리고 멸종동식물 

리스트에서 이구아나〔참고그림9〕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선인장 이미지와 

함께 그렸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연상 작용을 통해 선택했다. 작

업의 시간적 순서는 수성 재료를 시간 차이를 두어서 여러 층으로 흘리고 

뿌려서 모래바닥 같은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선인장을 크게 그

린 후 이구아나는 크기를 줄여서 그렸다. 시간이 지난 나의 흑백사진을 흐

릿하게 그려서 조합했는데 기억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 역시도 언제 인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며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것을 잊

지 말 것을 다짐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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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사계5-겨울>,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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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직접적인 동기는 선인장이 바닥을 기어가는 듯 느낀 투사로

부터 시작되었다. 대상에 스스로를 투사하는 시각 작용이 작업의 동기로 

작동하지만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여 우의적 이미지가 되었다. 연구자는 이

러한 투사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으며 표현을 하지만 

잘 읽히지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닐 때가 있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Ⅱ장에서 알아보았던 그림자 투사와 관련된다. 무의식속의 ‘그림

자’가 대상에 투사되어 선택된 이미지는 작업의 완성 후에야 그림자 투사

임이 인지되곤 한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미지가 보는 이들에게 읽히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연구자는 새로운 표상과 표의의 조합을 통해 우의적 이미지를 만들고

자 시도해 보았다. 아이슬란드의 화산재가 대기를 덮어 항공 대란이 일어났

던 시기의 인터넷 보도 사진을 소재로 한 <사계5-겨울>〔그림13〕의 이미

지는 우의적 표현이 되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시대의 현재 상황을 모르

면 보는 이들에게 읽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20호 규모의 캔버스에 재해 

상황을 그리고 경고의 이미지로 보이고자 의도한 작업이지만, 만약 보는 

이들이 그 상황을 모른다면 그저 아름다운 이미지로만 보일 뿐이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아이슬란드>〔그림14〕는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와 함께 삶에 재해와도 같은 상

황이 언제라도 닥쳐 올 수 있음을 상기하고 경고하는 의미이다. 

우의적 이미지는 표의와 표상의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의미

전달의 어려움이 있다. 이미지의 자의적 성격은 시지각적 과정에 작용하는 

감정과 정서의 작용에 기인한다. 감정과 정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 이

미지를 화면에서 재구성하는 과정 등에 무의식적으로 개입하여 주체와 세

계 간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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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아이슬란드>, 60x60cm, 캔버스에 유화, 2012  

〔그림15〕<이동식정원76>,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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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적인 이미지로 읽히는 <이동식정원76>〔그림15〕는 서로 다른 

감각적 맥락에서 여섯 번의 푸른색 층이 중첩되어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처음 세 번째까지 층과 나중의 세 층 사이에 2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

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서 모호한 푸른 밤의 느낌을 어떤 사람은 을씨

년스러운 추운 겨울밤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

해지고 차분해 지는 밤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듯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우의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이의 시선

은 살아있는 현세적인 시간 속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물로서의 물질적

인 자연을 본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적인 것보다는 유물론자의 시

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자의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 우의는 의미의 순수

성과 통일성에 대해 저항하고 의미의 동요를 추구하며 상징적인 신비로운 

순간을 현실적인 지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는 

생기 없는, 영혼이 사라진 사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물을 죽이

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사물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음으로써 다시 구원해 

낸다.80) 물질이 그에 의해서 정신을 취하게 되며 죽은 사물은 어떤 의미

나 연관성을 새롭게 얻게 된다.

벤야민은 알레고리적 의도를 사물의 무상함에 대한 통찰과 그 사물

들을 영원 속으로 끌어들여 구제하려는 배려라고 보았다.81) 그는 역사적 

몰락에 대한 무상함과 인위적인 예술의욕이 서로 결합되는 현상이 17세기 

바로크와 19세기말 표현주의에서 유사하게 드러남을 고찰했다.82) 사물과 

현상에 내재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본질로 간주되던 궁극의 조화상태, 즉 

자연스러움의 이데올로기가 낭만주의적인 상징미학의 전통적 토대라면, 바

80) 최문규,『파편과 형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p.171.
81) 발터 벤야민, op.cit., p.335. 
82) 최문규, op.cit.,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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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적인 알레고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노출하는 

부자연스러움의 미학, 즉‘인위성’의 미학에 기초한다.83) 

우의적 표현의 한 예로써 17세기 네덜란드 꽃 정물화는 사실적인 묘

사와 이미지 조합을 통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공존하는데 이러한 자연스

러움과 인위성의 공존, 과도하게 화려한 장식성과 사실적이고 눈속임적인 

묘사의 결합이 특징적이다〔참고그림10〕. 이러한 불일치와 부조화는 완전

한 통일성을 지향하는 삶의 현실이 실은 무상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

에 없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을 보여준다. 결국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는 

사물의 무상함과 욕망의 헛됨을 예술을 통해 구제하려는 시도이다. 

〔참고그림10〕 얀 브뢰헬(Jan the Elder Brueghel), 토기 화병 속의 꽃다발 

 <Bouquet In A Clay Vase>, Oil on wood,  1599-1607,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Austria 

83) 정의진, op.cit.,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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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이동식정원 38>,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1

연구자는 <이동식정원38>〔그림16〕에서 다른 계절에 피는 꽃들을 

조합하여 모아 놓음으로써 화면 안에 시간이 혼재되기를 의도하였다. 이러

한 의도는 시간이 멈춘 듯 하는 영원함 속으로 무상한 사물들을 격상시키

기 바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우의는 파편성과 부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상징은 총체성 및 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던 벤야민은 18세기 이후 

미학에서 상징과 비교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우의를 예술적 표

현 방식의 차이로 본 것이 아니라 세계관, 역사관의 차이로 보았다. 총체

성을 위선적이고 가상적인 것으로 부정하는 우의는 파편적이고 무정형적인 

부분들의 결합으로 남으며 그것은 곧 현대의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했

다.84)  

84) 정의진, op.cit.,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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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애, 미, 화해 

상징과 우의를 세계관, 역사관의 차이로 본 벤야민의 해석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적 가상으로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도록 한다.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과 구조적 완결성을 지향하는 과정은 난제에 부딪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실의 부분들을 조합하고 구성을 통해 완

전히 새로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는 부조화의 현

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림17〕 <창1>, 60x40cm, 와이드 칼라 인화, 할로겐 라이트, 합판, 벽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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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서 가상은 파괴되지만 그 때조차도 예술작품은 여전히 가

상으로 남는다. 예술이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기에, 이미 그 형식만으로 

예술은 가상적 성격을 갖게 된다. 가상이 파괴되어 더 이상 외부의 현실을 

재현하지 않아도, 그것이 실용성을 가진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는 한, 작품

은 여전히 가상으로 남는다. 바라보는 이의 입장에서 예술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미적 가상이다. 

새로운 미적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비애는 상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가상의 세계는 현실의 단편적 이미지를 조합하여 만들어

지며 그러한 과정에는 연구자의 내면세계가 반영되고 표현된다. 내면의 세

계에는 두 축이 존재하며 그것은 양가적 감정과 모순된 태도로서 그림에서 

두 층을 형성하는 이유가 된다. 연구자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가상의 세계

는 상반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존하며 화해하는 곳이다. 그러한 가

상의 세계는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연구자가 추구하는 아름다

움은 상충하고 대립하는 것들이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다. 

앞의 Ⅲ장에서 다루었던 <창2>〔그림2,p.23〕<창1>〔그림17〕작업

의 의도는 사진을 보고 조합하여 그린 드로잉을 다시 사진으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만들되 완벽한 총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창>작업은 생기 있는 세계를 되살리려는, 세계의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겉

으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비애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되었

다.85)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듦으로써 상실을 극복한 듯 하는 기

분은 잠시 지속될 뿐이다. 슬픈 감정을 감추거나 부정하는 차원에서 외적

85) 프로이드, 『비애와 멜랑콜리』, 1977, p.163.

     비애의 경우 세계가 초라하고 공허하며, 우울의 경우 그 초라하고 공허한 것은 자아다. 

     비애는 궁극적으로 상실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대처행위를 한다.

     최문규, op.cit., p.18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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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게 보이려는 모순된 태도는 비애와 과시의 양면적 상태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양면적 태도는 <창>작업에 있어서 한 면이 겉으로 강하게 드러

났으며 다른 면은 바탕에 깔려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과시로서 물질의 

현혹성이 강조되었으며 비애로서 의심과 불안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구자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의 축은 내적인 갈등을 포장하고 외적

으로 밝게 보이려고 하는 모순된 태도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 축은 양

가감정이다. 연구자는 삶에 대한 애착과 무상의 양가감정의 상태를 표현하

는 방식으로서 대위의 조형을 시도해 왔다. 상반되는 감정을 드러내고자 

반대되는 조형을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모순된 양가감정은 작업에 있어서 두 개의 층을 

형성하게 하는 심리적 배경이다. 특히 자연을 모방하여 가상의 세계를 만

드는 작업은 자연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게 한다. 자연의 내적원리는 상충

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연의 

내적 원리를 예술의 원형이라 보았으며 미에 대한 관점 역시 자연관으로부

터 비롯되었다. 연구자가 추구하는 미란 결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질적인 것들 간의 해소될 수 없는 공존

과 화해가 예술의 이상인 자연과 닮은 아름다움이다. 특히 <사계>연작이 

지향하는 지점은 상충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

다. 연구자는 이러한 화해될 수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보

여주고자 대위법적 조형 형식을 시도하였다. 화려하면서 쓸쓸한, 무섭지만 

매혹적인, 소소한 것이 모여서 거대해진, 희망적이면서 불안한 이렇듯 모

순된 것들이 공존하는 풍경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것이 이상으로 추구한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 한 면이 조금 더 강조되듯이 보이는 것은 조화를 위

한 힘의 배분이라 할 수 있다. 동등한 힘으로 부딪치다 보면 어느 한 쪽도 

드러날 수가 없다. 실제의 작업에서는 한 쪽이 바탕이 되어 주고 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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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좀 더 드러나는 양상이 된다. 연결되는 다음 작업에서는 그 층위를 

뒤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한 작업에서 화려함, 물질성의 강조, 장식성 

등을 통해 애착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났다면 연결성을 가지는 다음 작업은 

무상함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따라온다. 이러한 그림들 간의 병렬을 통

한 연결과 의미 생성을 추구하는 것이 연작의 이유이다. 

그리고 한 대상에 대한 상반되는 느낌을 드러내고자 시도한 경우인 

<사계정원2-가을>〔그림18,p.73〕은 가을에 방문한 그림 속 장소의 모습

-잎들이 썩어가고 뭉그러지고, 경계가 없이 허물어져 가는 뒤섞인-과 그 

상태가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다. 색채에서 우울하면서 화려한 분위기를 느

끼도록 유도하고자 보색대비를 사용하고 면적과 채도를 조절했다. 

연구자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낀 미(美)가 어떤 범주에 속할 수 있

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연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는 자신의 작업

이 서양 미학의 미적 범주인 미와 숭고를 적용하여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미의식을 추구한다고 느꼈다. 미의 유형 분류기준은 사회 문화적 배

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미의 범주에는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됨

을 전제로 하여 연구자는 우리나라 문학에서 미의 범주를 간략하게 분류한 

예를 찾아보았다. 문학 평론가인 조동일은 예술가의 관점을 있어야 할 것

과 있는 것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융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네 가

지 미의식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이 네 가지 범주가 결합하여 공존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조동일의 견해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히 숭고미와 비장미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 부분이다. 그는 숭고미는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있

는 것을 융합하는 태도로, 비장미는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연구자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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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8〕<사계정원2-가을>,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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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것은 당위를 가리키는 말로 현상에서는 없는 것, 즉 현상의 반대

말이자 현실의 반대인 이상과도 통하다. 있는 것은 당위의 반대말인 현상을 가리

키는 말이면서 현실을 가리키기도 한다. ① 숭고미: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있

는 것을 융합하는 태도이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경지

를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 감동, 거룩함, 장엄함 등을 포괄하는 아름다움

이다. ② 우아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융합하는 태도이다. 작품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일 때 느껴지는 미의식이다. 작품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숭고미와는 다르다. 숭고미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애초에 분리 되었다가 나중에 융합되지만, 우아미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다. ③ 골계미: 있는 것을 긍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부

정하는 상반의 상황이다. 풍자나 해학의 수법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

을 그릴 때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이다. 대상의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를 근

거로 한 것이며 재미와 변덕스러움, 이상함과 기묘함 등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④ 비장미와 비애미: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상반의 상황

이다. 삶의 정한과 비극적 상황 인식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갈등과 좌절로 인한 슬

픔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비장미는 자연과 관련된 미의식이다. 자연의 무한함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유한함, 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미의식이다. 비애미는 현실의 조건들이 원인이 되는 것을 

지칭한다.86)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비장미를 느끼는 것은 경험으로서 일어나는 것

이며 그러한 경험을 화면에 옮기고 조형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형이 생겨나곤 한다. 그러한 변형의 과정은 재료의 사용이나 내면의 상

태 등 여러 요소들이 개입함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을 띠며 화면에 드러나

게 된다. 

86) 조동일,『한국 문학 이해의 길잡이』, 서울: 집문당, 1996,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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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사계정원3>,  100x100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5     

〔그림20〕 <사계정원4>,  100x100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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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정원3>〔그림19〕과 <사계정원4>〔그림20〕는 인공적인 느낌

의 정원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실제 자연과의 접점이 거의 없으며 도시에

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원초적인 자연을 체험할 만한 기회는 단기간

의 여행 정도이다. 여행을 통한 경험은 인위적인 자연인 정원의 이미지로 

구체화 되었다. 자연과 식물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은유이다. 그리고 정원

은 자연을 모방한 인위적 장소로서 즉 예술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다. 조

합과 편집에 의해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자의적이고 

우의적인 표현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우의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유와 

독자성, 무한성의 가상을 즐기는 것이다. 그것은 18세기 이후 발생한 근대

성의 핵심인 주관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상실의 극복에 대한 과시로

서 비애의 감정이 과장된 자존심을 동반하는 때가 있다. 그런 경우의 작업

은 인위성이 강조되며 장식적이고 화려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듯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는 현실과 어긋나거나 유리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으며 우의는 표상과 표의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되어 의미작용

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유로운 유희가 

의식적으로 필요 할 때가 있다. 유희의 자유로움은 그림자와 나의 화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나를 내가 표현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타인, 혹

은 새로운 이상에게 전이하기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연구자는 투사의 작용을 논하는 장에서 그림자가 무의식 속에 만들

어 놓은 거부된 가치들임을 밝혔다. 그림자는 비윤리적인 것, 수용하기 싫

거나 힘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경우라도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 속의 책임감은 의무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무의식의 그림자와 양면을 

이룬다. 가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작업은 그림자와 나의 화해, 타자

와 나의 화해, 상충되는 것들의 화해를 지향한다. 작업을 통한 화해는 항

상 불안정하고, 미완성 상태에 있는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으며 생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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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이다. 

연구자는 내면의 두 축이 있으며 그것이 양가감정과 함께 비애와 과

시의 모순된 태도임을 밝혔다. 대위는 이러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조합하는 조형 방식이며, 우의는 하나의 기호에 다수의 의미를 내포함으로

써 실재의 무의미 혹은 참된 의미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형

방식이다. 연구자는 우의와 대위를 통해 내면세계의 두 축을 표현하고 가

상의 세계를 만들며 마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

다.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다를 때 

현실의 자신과 마주보기를 꺼린다. 그러한 자신을 마주볼 수 있으려면 마

음의 문제를 객관화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

의 마음을 다스리며 긍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예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화해적이고 분열된 파편들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예술은 그것을 비

폭력적인 구성으로 다시 종합함으로써 현실을 화해 속에서 연결시켜야 한

다는 것이 연구자의 믿음이다. 

가상이란 예술작품의 존재로서의 허상이 아니라 일종의 선험적 전제

와도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작품이 모든 구성요소의 갈등을 제거하고 하

나의 통일체를 실현한다면, 이러한 미학적 화해는 허구인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도르노 미학에서 이러한 가상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미덕이자 존재이유이다.87)

87) 박영욱, op.cit.,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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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풍경을 보는 나의 주관적 시선

자연을 그리는 그림에 있어서 자연의 개념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

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박사 과정 시기인 2008년부터 2010년의 

<한택소요(逍遙)>(1-허브원1 2-남아프리카온실1 3-호주온실 4-수생식

물원1 5-수생식물원2 6-허브원2 7-사계정원1 8-사계정원2)연작에서 

자연은 동양적 사유의 공간이다. 우리나라와 동양에서 자연은 예부터 산수

(山水)라 하였으며 서양 풍경화(landscape)의 개념이 인간이 자연을 개척

한 결과인 풍경인 것과는 달리, 동양의 산수화는 산과 물의 세계와 인간 

합일과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2011년부터의 <사계>연작

에서 자연은 좀 더 추상화된 대상으로서 우주적 질서의 표상이며 인간 삶

의 교훈이 되는 지향점이다.  

1. 사색의 장소 

 

<한택소요>연작은 사색할 수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 관객들이 두루마리 형식의 동양 산수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8폭

의 캔버스로 이루어져 있다. 8폭의 캔버스는 각각 하나의 그림이기도 하지

만 서로 길로써 연결이 암시되어 있다. 그림 속의 길은 풍경속의 실제의 

길이기도 하며 시선을 유도하는 조형의 장치이기도 하며 외면의 내면의 풍

경을 연결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해 비롯되며, 그로부터 생겨나는 이미지와 감

정과 정서, 생각들이 내부에 생성된다. 이러한 내부에 축적된 여러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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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 조형적으로 조합,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풍경이 생성되며 

그것은 외면과 내면을 아우르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지각의 총체적 경험을 통한 의식의 흐름을 표

현하고자 하는 것을 지향한다. 소요(逍遙)하다는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 내

키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길을 그리는 것은 거닐면서 주체와 세계가 

하나가 되는 풍경을 그리고자 하는 의미이다. 연구자는 풍경의 사실적 재

현만이 목적이 아니라 대상과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작용이 의미망으

로서 새롭게 형성되는 의식 체험의 과정을 추구한다. 연구자는 내면으로 

보는 풍경을 그리고자 하였는데 하루 종일 다녀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때는 모든 세부와 공기의 느낌과 습도까지도 잘 

감지되는 날이 있다. 모든 날은 다 다른 날들이다. 그리고 싶은 대상을 발

견하고 그 대상을 조형으로 화면에 옮기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보고 느끼

고 인지하고 그리고 있는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되는 반성의 과정이다. 무언

가를 보고 있는 내가 그림을 그리되, 나는 그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보

게 된다. 

작업의 구체적 과정은 사진을 찍거나 사생을 한 후 묘사를 최대한 

대상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보편적인 회

화의 원칙에 따라 그리는 방식이다. 즉 이런 방식은 대관산수화를 그린 곽

희가 화론에서 언급한 작업의 태도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는 

곽희가 화론에서 주장한-대상을 성실하게 재현했다는 점에서만 사실적일

뿐 실상은 매우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게 된-지점과 유사

하다. 이러한 가상적 풍경은 부분적으로는 특정한 어떤 장소를 사생하거나 

사진을 보고 사실적으로 그린 부분들을 화면에 조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

다. 재구성과 재조합을 통해 가상의 풍경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이

는 대상의 실체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상실의 결



- 80 -

과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림21〕 <한택소요-남아프리카온실>,194x112cm,캔버스에 유화,아크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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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소요>연작은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지나친 애착을 버리고 싶은 

마음의 상태로서 시작하여, 스스로가 그 장소에서 소요(消遙)하고 경험한 

것들을 화면에 드러내고, 그러한 경험을 보는 이들과 편안하게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런 이유로 인공적인 재료는 최대한 배제하였다. 유성재료를 사

용한 이유는 표면 재질과 광택의 문제 때문이며 이미지들이 표면에서 살짝 

돌출하는 효과를 위해서이다.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무상함에 대한 의

식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화면에서 적절한 활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이어졌다. 

<한택소요>연작의 소재는 용인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이다. 자연을 보

고 느끼는 것은 거리, 위치뿐만이 아니라 계절,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달

라진다. 연구자는 한 장소를 여러 번 계절과 시간대를 달리하며 방문하고, 

사생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한 후 작업실에 돌아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장소의 지도를 그리듯 그림을 그려 나갔다. <한택소요2-남아프리카온실>

〔그림21〕은 각각의 개체들을 정원사가 조경수를 심듯이, 고지도에 위치

를 그려 넣듯이 기억을 통해 그려 넣었다. 각각의 그림들은 다양한 시점

(조감, 앙시, 평원..)으로 그려졌으며 한 그림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시점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한택소요3-호주온실>〔그림22〕의 바오밥 나

무는 올려다본 시점으로 그리고 고무나무를 위에서 내려다 본 시점으로 그

려서, 두 가지 시점이 한 화면에 공존한다〔참고그림11〕. 

연구자가 작업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의 풍경

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을 통해 공간의 층을 겹치고 다양한 시점을 

섞음으로써 시선을 드러내고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며 여러 시간대의 경험

이 축적된 것들로부터 정수(精粹)를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을‘체험된 신체를 통한 총체적 지각경험’에 대한 추구라 지칭할 수 있으

며 동양의 산수화가들부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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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11〕 <한택소요-호주식물원>의 바오밥 나무와 고무나무의 사진

〔그림22〕<한택소요-호주온실>,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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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산수화가들은 옥외에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다. 화가들은 산

수(山水)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소요(逍遙)하고 평정 속에서 재수집한 경

험들의 축적으로부터 정수(精粹)를 추출하여 나타내고자 했다. 물론 그들

은 평소에 소재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완성된 작품이 

스케치처럼 자유스럽고 자발적인 것을 추구했다. 산수화가들은 그림을 통

해 어떤 순간의 독특한 체험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각인된 순간의 경험

들을 축적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경험의 정수를 뽑아내고자 했다〔참고그림

12〕.

 

〔참고그림12〕 곽희 (郭熙), <조춘도 (早春圖)> 부분, 연기가 있는 종축(縱軸),

  수묵담채, 158.3cm,  1072년,  송 대북 국립 고궁박물원   

동양회화는 먼저 현실생활에 대한 관찰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곽희는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산은 봄, 여름에 보면 이렇고 가을, 겨울에 보

면 또 저렇다. 이것이 이른바 사계절의 경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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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렇고 밤에 보면 저렇고, 흐릴 때나 맑을 때는 또 다른 모양이다. 

이것이 이른바 아침, 저녁으로 자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산을 가까이서 보

면 이렇고, 몇 리 떨어져서 보면 저렇고, 몇 십리 떨어져서 보면 또 다르

다. 조금씩 멀어질수록 매번 달라지니, 이른바 산의 모습이 걸음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산의 정면은 이렇고 측면을 또 저렇고 뒷면은 또 다르

다 볼 때마다 다르니, 이것이 이른바 산의 모습을 면면히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양 산수화에서는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시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식이었다. 항주의 미술사학자인 왕백민(王伯敏, 1924~ )은

「동양화 구도론」의 부록에 칠관법(七觀法)을 소개하며 중국회화의 산점 

투시(散點 透視) 즉 이동시(移動視)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오대로 거슬

러 올라가는 삼원법의 종합적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

다:  

① 걸음걸음마다 보는 방법(보보간步步看) : 대상의 한 면이 아니라 모든 

면을 둘러보고 이를 자신의 의경 속에 담아두는 것, 동적인 관찰법, ② 여

러 면을 보는 방법(면면관面面觀), ③ 집중적으로 보는 방법(전일간專一

看) : 특정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④ 멀리 밀어서 보는 방법(추원

간推遠看) : 가깝고 큰 어떤 부분을 멀리 밀어서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 보

는 것.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보는 법, ⑤ 가까이 끌어당겨 보는 방법(입근

간泣近看) :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보는 법, ⑥ 시점을 옮겨서 보는 방법

(취이시取移視) : 하나의 고정된 시선에 의해서 생기는 소실점의 왜곡을 

피하는 방법, 소실점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인 경우, ⑦ 6원을 결합시

켜 보는 방법(합육원合六遠)이다.88)

88) 정병관 외 지음,『현대미술의 동향2』, 서울: 미진사, 1991, pp.324-325.

      여기에서 六遠 이라 함은 곽희가 제시한 고원(高遠), 심원(沈遠), 평원(平遠)의 삼원과



- 85 -

〔그림23〕 <한택소요-허브원1>,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8

      송(宋,906~960)의 한졸(韓拙 11세기말~12세기초)이 그의 『山水紙全集』에서 제시한 

      활원(活遠), 미원(迷遠), 유원(幽遠)의 삼원을 합한 것이다. 

      고자영, op.cit., p.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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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소요>연작은 화면에 오행(五行)의 조화로운 배치를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89) 연구자가 오행(五行)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림 속에 자연의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그리고자 하는 시도를 위해 동서

양의 자연철학을 살펴본 경험으로부터이다. <한택소요>연작 이전 작업들은 

자연물 중에서 특히 나무와 풀과 같은 식물들에 소재가 국한 되어 있었다. 

연구자가 자연을 작업의 소재로 삼는 구체적 동기는 식물 개체에 대한 자

아의 투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점차 전체적인 주변 환경과 자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의 한 요소로서 식물을 소재로 

하고 다른 요소들을 조화롭게 함께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물과 불, 흙과 공기를 세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로 

본 자연철학도 있으며, 동양에서는 예부터 오행 (木, 火, 土, 金, 水)을 자

연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요소라고 생각했다. 오행을 더 세부화하면 목

(木)은 큰 나무와 작은 식물로, 토(土)는 산과 논으로, 금(金)은 바위와 

보석으로, 수(水)는 바다와 시냇물로 나누며 화(火)는 태양과 촛불로 나눈

다. 사람은 각자 오행의 성격을 지니는데, 木의 오행인 나에게 활력을 주

는 것은 火의 오행이다. 판화 작업에서 길은 실제의 길보다 화면에서 도드

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화(火)의 기운을 조형적으로 어

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판화 작업에서 연구자는 

길을 통해 활기와 에너지, 화(火)를 드러내고자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색

상을 변화시키고 목판화로 찍어서 평면성을 강조하였다.90) 화(火)의 기운

89) 안종수,『동양의 자연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pp.54-58.

      오행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서경의 감서(甘誓)이다. 다음으로 나오는 곳은 서경의   

   홍범(洪笵)이다. 오행은 단순히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다섯 가지의 성질 혹은 작용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90) Abt, Theodor,『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이유경 옮김,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pp.98-99. 

      노랑의 빛을 발하는 힘과 빨강의 생명에너지와 따뜻함의 특성을 결합한 색을 주황으로

      설명했다. 주황의 두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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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너지이며,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허브원1>〔그

림23〕에서 인물이미지를 도입한 이유가 되었다. 풍경 개체들과 비슷한 색

감으로 그려진 인물은 풍경 속에서 눈길을 최소한으로 끌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인물이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들과 같이 조화롭게 보이도

록하기 위해서였다.  

연구자는 스스로를 끌어가는 감정이나 감각들로부터 시작해서 무엇

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알아가게 된다. 일단 그

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다.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자극을 받는다. 작업의 동기

이자 시작은 느낌이나 감각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며 공간을 계획하고 화면의 전체 구성 등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

다.

조화로움이라는 주제를 위해 화면을 구성할 때 주로 안정감이 들게 

하는 삼각형 구도를 사용했다. <한택소요-허브원2>〔그림24〕에서 황금 

비례 (1:1.618)상으로 가로 세로 화면을 분할하여 첫 번째 소재를 놓기에 

좋은 지점에 배치하고 조금 앞으로 배치하여 약간 잘려지도록 두 번째 소

재를 둠으로써 시선을 앞으로 유도했다. 그리고 멀어지는 길을 배치하여 

뒷부분으로 시선을 유도하며 깊이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여러 시간대의 빛이 사진으로 찍히는 과정에서 다르게 기

록되기 때문에 조합을 통한 그림에서 빛의 조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택소요-허브원2>〔그림24〕에서는 화의 기운을 빛으로 표현하

였다.

      격려하는 깨우치는, 즐거운, 중재하는/ 공격성 야기, 부조화의 산출, 사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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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한택소요-허브원2>,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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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화에서는 작품에서 명암을 삭제한다. 그 이유는 사물을 관찰

할 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시간대에 걸쳐 관찰하기 때문에 고정된 빛을 묘

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암을 배제하지만 화가들은 세밀한 관찰 과정을 

거쳐 대상의 생장 법칙과 조직 구조를 파악한다. 중국회화에서 빛 표현의 

예외적인 경우를 들면 소동파의 적벽부후편을 도해한 회권(繪卷)〔참고그

림13〕에서 일어나고 있다.91)

〔참고그림13〕 소동파, <月下詩友圖』회권>, 紙本, 수묵, 높이 29.5cm, 송, 뉴욕

연구자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지각의 경험과 미메시스적 계기와 연관

되는 개념으로서 동양의 산수화가들은 핍진성을 추구하였다. 

91) 마이클 설리반,『중국의 산수화』, 김기주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2, p.24.

      적벽부에서 시인은 만월이 그들 뒤의 땅 위에 그들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그와 친구들이 강둑 위에서 하룻밤을 견뎠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중국 화가들은 그가 그날 특정 지점, 특정 순간에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추는 데서, 

      그림의 상단우측구석으로부터 특정 광경을 보고 있다는 환상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접근을 하면 오히려 한계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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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화에서 핍진성(逼眞性)추구의 최고조는 송(宋)초의 범관(范

寬)의 <계산행려도 谿山行旅圖 >〔참고그림14〕에서 볼 수 있다.92) 그의 

목적은 우리가 관찰의 대상으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응

시함에 따라 우리 주위 세계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숲속의 바람소리, 폭포

가 쏟아지는 우레와 같은 소리, 자갈길 위를 걷고 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을 듣게 될 때까지 저 커다란 절벽 밑의 바위들에 서 있는 듯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참고그림14〕 범관 范寬, <계산행려도 谿山行旅圖>, 絹本, 수묵담채, 206.3cm,   

               송 대북 국립 고궁박물원 

92) J.캐힐,『중국회화사』, 조선미 옮김, 서울: 열화당, 2002,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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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보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는 주체와 보

이는 객체가 시선의 주고받음을 그 근본으로 한다. 하지만 현대의 일상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이며 무상한 것들로 넘쳐흐른다. 특히 사람의 감각은 세

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원자화되면 혼돈에 빠지게 되므로, 보는 법을 다

시 배워야 한다.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눈을 평온과 인내, 자기에게 다가 

오게 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으로 하여금 깊고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택소요>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무엇인가를 보는 과

정을 다시 배우려 했다.  

사색의 장소로서 <한택소요>작업은 소요(逍遙)하며 바라본 것을 그

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보여주며, 세계와 주체의 

공존을 지향한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 자연은 동양의 산수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외면에 대한 관찰과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임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각하는 주체와 지

각된 세계는 보는 행위를 통해 교차하게 된다. 지각에 의해 자아와 세계가 

서로 존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대상의 의미가 발생한다. 지각은 육화된 의

식으로서의 신체가 세계와의 공존 속에서 이루어 내는 능동적이고 생산적

인 행위이다.93) 결국 세계를 바라보고 그려내는 풍경을 통하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며 틀로서의 그림은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관문이 된

다.

93) 정소라, op.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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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생의 은유  

내면과 외면의 경계이자 관문인 그림은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

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문은 경계선을 통해 서로 분리되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두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삼는다. 연구자의 재조합된 풍경은 자

연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뿐 아니라 화면의 틀을 통해서 내면의 주관적 세

계와 외부의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실에서 자연의 운행방식은 친밀감과 거리가 멀다. 친하고 덜 친하

고의 구분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 자연의 도도한 흐름 앞에

선 어찌해볼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미약함만 깨닫게 된다. 이런 자연과 계

절의 변화가 남과 더불어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게 해주었으며 즉, 삶의 멘

토는 자연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은 현상과 실재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닌, 현상성-모든 진리의 근원은 구체적 현상 

속에서 발굴 된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노자는 자연의 관찰과 그 경험으로 세상을 유(有)와 무(無) 대립면

의 꼬임으로서 바라보았다. 노자는 도(道)가 실체나 본체가 아니라 세계의 

존재 형식이나 작동 원칙인 유무상생(有無相生)을 억지로 글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94) 이 세계는 대립면의 공존과 긴장이 내포되어 있으

며 가변적이고 혼잡한 현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모습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2011년 2월에 꿈속에서 보았던 풍경이 너무 선명해서 그 장면을 

구현하고자 이리저리 자료를 찾았다. 거대한 홍수의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 

가고 바다위에 그 잔해들이 떠 있는 것을 내려다보는 꿈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현실에서 그런 장면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94) 최진석,『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도: 소나무, 200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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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사계1-겨울>,  97x162cm, 캔버스에 유화,  2011  

〔그림26〕  <사계4-가을>,  97x162cm, 캔버스에 유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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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15〕 <신문 보도 사진  2011년 3월>

〔그림27〕  <사계2-봄>,  112x162cm, 캔버스에 유화,  2011  

컴퓨터의 동영상 화면을 통해 바라본 자연은 인간에게 무심하고 무자

비했다. 연구자는 꿈과 같은 무의식적인 이미지로부터 소재를 선택하기도 

하고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으로부터 소재를 끌어내기도 한다〔그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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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반면에 연구자는 소재를 미리 정하고 의도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상징, 은유, 우의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

계4-가을>〔그림26〕은 소재와 주제, 상징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

해 간 작업이다. <사계4-가을>〔그림26〕은 열매를 맺어 다소 무겁게 보이

는 꽃 사과나무의 가지가 늘어뜨려진 상태로 표현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자신

의 일에서 성과를 맺는다는 것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자연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은 세계와 나의 삶을 운행하는 이치를 가

르쳐 준다. 인간의 유한함은 특히 자연재해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곤 한

다. 이와 같은 개념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 <사계1-겨울>〔그림25〕이

다.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로 인해 태평양에 떠내려 온 집을 촬영한 신

문기사〔참고그림15〕를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 인간은 자연 재해 앞에서 

유한하고 덧없는 존재이다. 한순간에 들이닥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다. 색채의 변형과 붓 터치를 통해 물결을 사진 자료보다 강하게 변

형한 의도는 자연의 비정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화면의 외곽부분을 흐트러트린 것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진과 같은 

기록이 아니라 꿈을 통해 보았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

했기 때문이다. 시각이 아닌 촉각적인 물결의 느낌이 드러나기를 의도했

다. 신문의 보도사진〔참고그림15〕에서 대상을 내려다보는 시각인 부감법

은 존재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사진을 촬영한 시점은 공중에서 태평

양에 떠내려 온 일본식 목조 가옥을 내려다보며,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간 

과거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계1-겨울>〔그림25〕에서 바다에 표

류하는 일본식 가옥의 창에는 아직 하얀 천이 매달려 있다. 물결을 끊임없

이 헤쳐 나가지만 또 다시 파도가 다가오는 현재 진행 중인 절박함을 드러

내기 위해서 연구자는 물결을 더 손에 가까운 촉각적인 느낌으로 그려내고

자 했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다. 인간은 재난을 만나면 



- 96 -

끊임없이 헤치고 나가야만 하며, 언제 가라앉을지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급박함이 있다. 그것은 촉각을 자극하는 문제이지 관망하듯이 바라보는 시

각적 차원이 아니다. 연구자는 파도에 휩쓸려 간 바다 위의 집을 그리지만 

붓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리듬을 느끼며 그리고자 하였다. 실제 작업 과정

에서 터치의 문제는 호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호흡의 강약은 붓과 

손, 전신에 힘을 싣거나 빼는 것과, 붓 사용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하는 

것은 호흡의 완급 문제와, 그리고 터치의 안정감은 호흡이 규칙적인지 불

규칙적인지 등과 연관된다. 이 작업을 통해, 상황은 비록 어둡고 암울하지

만 보는 이들은 터치를 통해 희망적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유화

로 여러 번 겹쳐서 그림으로써 어둡고 깊은 바다의 느낌을 강조하였다. 

<사계1-겨울>은 시커먼 바다와 그 바다에 떠 있는 집을 통해서, 절망도 

희망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일상의 장면들을 소재로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 연작 형식으로 작업하기 시작하였다. <사계>연작은 푸생의 

<사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작업이며 인생의 시기적 특성과 계

절적인 연관성을 드러내고자 의도했다. 그러한 의도를 위해 겨울과 홍수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표현하게 되었다.  

 <사계2-봄>〔그림27〕은 사탕을 먹고 있는 아이와 앵무새의 울음

소리, 벚꽃향기, 식물들, 봄의 분위기를 색채의 변형과 이미지의 조합을 통

해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사계3-여름>〔그림28〕에서는 피는 시기가 

조금 다른 나팔꽃과 수국을 함께 그림으로써 다른 시간이 한 화면에 공존

하는 듯 표현하고자 했다.95) 나팔꽃은 아침에 피는 꽃이지만 저녁의 푸르

스름한 어스름의 시간대를 그리고자 했다. 어스름이 지는 시간대를 그린 

95) 피는 시기가 조금 다른 나팔꽃(7-8월)과 수국(6-7월)을 함께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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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사계3-여름>  162x97cm,  캔버스에 유화, 2011

      

〔그림29〕 <사계7-여름> 112x194cm,캔버스에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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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청년기와 같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색의 수국 이미지를 통해 꽃말인‘변덕’의 우의적 

표현을 시도했다. <사계7-여름>〔그림29〕도 역시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푸르스름한 짧은 초저녁의 시간대를 그려서 인간의 청년기를 비유하고자 했

다. 어스름이 지는 그 시간대의 풍경이 연구자에게 특별히 신비로워 보인 경

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인간의 청년기로 그리고자 하였지만 우의

적 표현으로 인해 보는 이들에게 잘 읽히지 않는다. 

<사계5-겨울>〔그림13,p.63〕은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있었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Eyjafjallajokull Volcano)의 폭발로 인한 재해를 

소재로 하였다. <사계5-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소재로 하였는데 

왜 겨울로 배치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자연은 무자비한 모습으로 

돌변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이 작품처럼 아름다운 구름 기둥 같은 사진

이미지로 느낄 뿐 그 현실적인 실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저의를 작

품에 담았다. 이 작업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행태와 인간과 자연

을 주종의 관계로 보는 세계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끊임없이 일으키

고 있으며 어떤 한계점을 넘어가면 무자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운

행 이치를 알기를 바라는 경고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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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순환론적 세계관  

‘사계’의 풍경을 그리는 서양의 전통은 ‘고전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가령,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고전주의 풍경화는 이

상화된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푸생 말년의 대표작으로 <사계>연작이 있

다. 푸생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사계를 그림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인간운명의,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본다. 고

전주의 화가 푸생은 기독교와 고전 신화의 주제를 혼합하여 조화로운 형식

으로 다루었다. 푸생은 사계와 자연의 순환을 표현하기 위해 구약성서의 

소재를 선택 하였으며 고전주의적 규범으로서 순환론적 세계관을 표현했

다.96) 

특히, <겨울-대홍수>〔참고그림16〕에서 작가는 종말 직전의 희망 

없는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 겨울 그림은 어두운 모노크롬 색조를 통해 암

울한 분위기를 보여 주며 침몰하는 배와 급류가 보인다. ‘겨울’은 하루 

중 마지막인 밤을 나타냄과 동시에 종말을 묘사한다. 대홍수는 인간의 종말

과 동시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기독교 구원의 역사를 의미한다. 왼쪽에 

뱀이 등장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뱀은 죽음의 상징뿐 아니라 재생과 순

환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는 기독교적이지만 구성과 정신은 그

리스적인 이 결합은 자연을 해석하는 하나의 예술방식을 드러내 준다. 푸

생은 사실적인 자연의 묘사를 넘어서서 자연의 섭리와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96) 네 가지 시간대        아침       낮             늦은 오후        해지기 직전 

      인생의 4단계        탄생       성장           성숙             종말

      인간의 4단계        청년       장년           성숙한 노년      죽음직전

              신화        태양신     풍작의 신       술의 신         지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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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16〕 <겨울-대홍수 Winter>, 118 x 160 cm, 

  Oil on canvas, Musee du Louvre, Paris, 1660-64 

   

         〔참고그림17〕<봄 Spring (Adam & Eve)>, 118 x 160 cm,

       Oil on canvas, Musee du Louvre, Paris, 16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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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그림18〕<여름 Summer (Ruth and Boaz)>, 118 x 160 cm , 

           Oil on canvas, Musee du Louvre, Paris, 1660-64 

    

〔참고그림19〕<가을 Autumn> , 118 x 160 cm,  

      Oil on canvas, Musee du Louvre, Paris, 16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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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없음에도 그림의 나무들엔 열매가 있다. 

겨울에 홍수가 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림에서도 눈 덮인 산야가 등장하

지 않으며 겨울에도 오른쪽 언덕 위 나무 옆으로 아직도 푸른 잎을 가진 

올리브 나무가 등장한다. 그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인류가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모든 상징들은 순환적 개념

과 결합하는데 특히 겨울에 등장한 뱀이 핵심적인 상징물이다. 뱀은 죽음, 

위협, 공포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며 마지막 겨울에 등장

한다. 이 작품은 순환적 개념을 통해 기독교와 이교도적인 세계관의 결합

을 의도하고 있다. 기독교적 종교관은 탄생에서 종말에 이르는 일직선적 

사관이며 이교도적인 그리스 신화의 사관은 순환적 개념이 강하다. 기독교

의 직선적 사관과 그리스 신화의 순환적 사관을 결합함으로써 당대의 고전

주의적 규범으로서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표현했다 할 수 있다.

  

〔그림30〕  <사계10-봄>  112x194cm,   캔버스에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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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사계>연작 중 <다시 봄>〔그림30〕은 순환론적인 세계관

을 보여주기를 의도하였으며 세계에 대한 상실했던 세계상을 되찾고자 하

는 시도이다. <사계>연작은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자연의 운행이치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공감되

기를 바라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세계상이란 세계관의 영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풍경이 마음의 풍경으

로서 세계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마음이란 한 시대의 도덕, 

윤리의 의미가 강하다.‘마음’은 언제나 나의 것만은 아니다. 나의 것으

로 여겨지는‘마음’은 이미 거기에 하나의 구조로서 가동되는 인식의 격

자, 시선의 방식, 그리고 그런 구조의 산물로 주어지는 수많은 영상들의 

함수라 할 수 있다.97) 윤리적, 도덕적 세계상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풍경

은 다른 인식 틀과는 구분되는 시각적이고 영상적인 질서를 구현한다. 바

로 이 때문에 다른 인식 틀인 세계관, 패러다임 혹은 이데올로기와 구별된

다.98)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연구자는 현실의 조각들을 수집하고 이미지를 

조합하여 가상의 풍경을 그려 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가상을 통

한 유토피아적인 소망 상을 그려 내려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모든 유토피

아의 헛된 약속이 깨지리라는 것을 알고 유토피아를 구체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유토피아를 예감한다.99) 아도르노는 유토피아

란 비현실적 장소가 아닌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주는 잣대이자 거울로서 

존재하는 공간이라 명명했다.100) 통일성과 조화로서의 미적가상은 현실에

서는 실현 불가능 한 것이지만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는 징표로서 기능한

97) 김홍중, op.cit., p.156.
98) 김홍중, op.cit., p.154.
99) 에른스트 블로흐,『희망의 원리』, 박설호 옮김, 서울: 열린 책들, 2004, p.102.
100) 아도르노, op.cit.,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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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작품에서 출현하는 정신은 ‘그 이상의 것’혹은‘초월적인 것’

으로서 비현실적인 통일성 내지 유토피아일 뿐이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공간이 겹침으로써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화된다. 이렇

게 합리성을 통한 고정된 규정들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예술은 그러한 규정

들이 운동을 하게 만든다. 예술은 절대적 규정들을 상대화함으로써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편, 영상적 차원의 세계상을 그리되, 끊임없이 소망 상을 그리는 

인류에게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기도 하다. 

1,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정복과 약탈, 살상의 소망을 기술의 발전이 실현

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는 벤야민의 비판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

재도 경제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그 소망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벤야민은 유토피아를 실현시키는 소망상이 아닌 

희망의 파상력을 논한다. 그는 삶의 불안을 부정하는 대신에 사유의 긍정

적 조건으로 활용하려 했다.101) 희망의 파상력은 모든 소망 상의 이데올

로기적 근거를 비판하며 벤야민은 이를 북극점에 비유한다. 자력의 힘에 

의해 북극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북극을 경험적으로 접수해야 하

는 정복지로 간주하는 대신에,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들을 

조직함으로써 위치를 식별하고 지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소실

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점의 소재가 파악되었을 때 그것을 향

한 항해는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무정부적‘탈중심화’와는 다

른 것이다. 102) 

101) 김홍중, op.cit., p.206
102) 수잔 벅 모스,『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옮김, 파주: 문학동네, 2004 
       김홍중, op.cit., p.206. 재인용. 



- 105 -

이렇듯 소실점으로서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조건이

자 이유이다. 연구자는 Ⅳ장 2절에서 밝혔듯이 상실의 경험으로 인해 가까

웠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자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겪었다. 동시대 사람들 간의 연결, 세대 간의 연결, 일상적 삶과 작업의 연

결 등이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은 세상에 대한 상과 세계관을 상실하는 것

과 연관된다. <사계>연작이 그리고자 한 세계상은 순환론적 세계이다. 자

연 내부의 생성원리인 힘은 반대의 것들이 서로를 향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생각은 동양의 자연관 뿐 아니라 푸생과 프리

드리히와 같은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나에게 세계상으로, 마음의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푸생의 순환론적 세계관과는 또 다른 순환론을 보여준 프리드리히는 

신의 계시가 구현된 자연이라는 범신론적 자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연을‘신의 계시가 구현된 곳’으로 보고 신의 언어로 쓰인 자연을 해석

하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을 예술가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참고그림20〕〔참고그림21〕은 프리드리히가 1820-21년에 하루

의 시간 순환을 그린 연작 작업이다. 이 연작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통

해 깨닫게 되는 자연의 원리, 신의 섭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외적 자연현

상은 유한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연의 본질은 무한하다는 것을 표현했

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북유럽의 정경처

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 현상 원리의 신비함이 숨어 있다. 

〔참고그림20〕〔참고그림21〕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19세기 낭만

주의 풍경화에서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낭만주

의는 산업화와 물질문명에 대해 불안한 인간 정신이 이성과 합리 대신 감

정과 비합리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연과 인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낭만주의 시대 자연관의 특징은 자연이 인간 정신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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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고 결합함으로써 내적인 감정의 투영체가 된다고 생각했다.

     〔참고그림20〕 프리드리히, <아침 Morning> 22x30.5cm, 1821년, 

      캔버스에 유화, 하노버, 니더작센 주립미술관

      

〔참고그림21〕프리드리히, <저녁 Evening>,  22.3x31cm,  1820/21 

        캔버스에 유화, 하노버, 니더작센 주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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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직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주체는 대상으로서의 자아

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체는 단지 주체로서만 혹은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이자 객체, 그 자신이 원인이자 결과이며, 생산자이자 생

산물이 된다. 그러한 주체의 체계 속에 자연이 포함됨으로써, 자연은 물질

적이고 감각적인 대상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과 동일성을 이룰 수 있는 유

기체이자 창조적 힘을 갖는 자연이 된다. 이러한 자연관은 낭만주의자들로 

하여금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 더 낮은 자아와 더 

고차원의 자아, 일상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통

합되는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프리드리히는 풍경이 자

연에 대한 현상적 재현이 아니라 내적인 주관성의 표현임을 주장했다.103)

프리드리히는 작업의 말기에 (1830~1835년) 투명한 종이에 그린 

투사화를 통해 시공간의 조합을 시도했다. 어두운 방에서 <산맥이 있는 강 

풍경>〔참고그림22〕〔참고그림23〕앞에 촛불이 놓이면 밝은 전면에 

‘아침’이 나타나고 감상자가 뒤로 돌아가면 신비로운 ‘저녁’이 나타난

다. 따라서 감상자는 ‘아침’이자 ‘저녁’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을 동시

에 바라보고 두 개이자 하나인 이중적인 풍경을 자신의 내면에서 완성하게 

된다. 하루의 다른 시간의 풍경을 그림 앞뒤 면으로 보여준 프리드리히의 

자연 개념은 연구자가 <사계>연작에서 추구한 자연관과 유사하다. 자연 내

부의 생성의지인 힘은 상반되고 대립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를 향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연구자는 프리드리히가 상반되는 것

이 변화를 통해 조화롭게 통합되는 상태에 있는 자연으로서 아침과 밤을 

그려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103) 이화진,「C.D.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 나타난 공간 구성 연구」,『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22, 2004.12,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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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그림22〕프리드리히, <산맥이 있는 강 풍경-아침>, 투명종이에 혼합매체,

                  76.8x127cm, 카셀국림미술관, 1830-1835년경 

    〔참고그림23〕 프리드리히, <산맥이 있는 강 풍경-저녁>, 투명종이에 혼합매체,  

                   76.8x127cm, 카셀국림미술관, 1830-1835년경  

그림이 자연의 현상적 재현이 아니라고 생각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프리드리히와 달리 푸생에게 회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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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4) 그의 작업 방식은 밀랍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작은 박스 안에 

놓은 후 빛을 연구하며 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그림의 인

물들은 정지한 듯 보이고 화면 공간은 연극 무대와 같다.105) 그의 그림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펼쳐서 보여준다. 그럼으

로써 푸생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요하게 그 장면을 명상하고 사색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다. 교훈적인 의도로 그려진 푸생의 작품은 피할 수 없

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명상하도록 관객을 이끌고자 했으며 직접적인 체험

이 아니라 사색과 반성을 의도했다. 그는 시각적인 놀라움이나 매혹을 추

구하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 일에 대한 감정적 동요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

니었다.

〔참고그림24〕 프리드리히, <바닷가의 수도사>, 110x171.5cm, 캔버스에 유화, 

베를린 국립미술관, 1808-1810  

104) 정연복,「17세기 프랑스 회화에서의 바로크와 고전주의」,『프랑스 문화예술연구』23, 

       2008.2, p.573. 
105) John A. Parks,『The Ideal Classicist: Nicolas Poussin and Nature』,

      www.myAmericanArtist.com , May 2008,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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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프리드리히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림 속으로 끌어들여 마치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참고그림24〕. 이러한 프리

드리히의 의도는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는 동 시대 화가들

의 전통적인 원근법이 45도의 시야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늘

을 자신의 그림에 넓은 시야의 풍경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지각의 방식과 관련 되어 있었다.106) 그의 풍경은 무한한 

자연을 어떻게 가시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다시 Ⅲ

장에서 논의한 창과 틀 이론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프리드리히의 방식은 가

상이되 창의 성격을 지니며 투명한 창을 통해 공간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

는 방식의 지각이다.

이에 반해서 푸생의 공간은 연극적인 무대와 같으며 조작과 편집, 구

성이 용이한 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사계>연작은 

조합과 편집을 통한 틀의 성격이 강한 가상이지만 단일시점의 사진을 보고 

그린 몇몇 작업들이 있다. 프리드리히의 작품이 19세기 낭만주의의 범신론

적 자연관을 보여주는 반면에 푸생의 자연은 이상화된 자연으로 그려졌으

며 고전주의적 자연관을 구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푸생의 <사계>에서 공간구성 방식과 우의의 사용, 세계관

과 자연관, 프리드리히의 공간지각방식과 자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으며 연구자의 <사계>연작도 살펴보았다. 여기서 언급한 그림들은 모

두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관은 곧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

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풍경이라는 용어의 함의를 확장시켜서 단

순히 재현된 풍경화가 아닌‘인식의 틀로서의 풍경’이라는 개념을 창출했

다.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각하고, 파악하고, 제시할 

106) 이화진, op.cit.,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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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이 두 속성의 자연을 언어로 옮기는 것에 대해 고진은‘인식 틀로서

의 풍경’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107)

마치 원근법을 통해 자연이 풍경화로 변모 하듯이, 고진에 의하면 소

설에서 3인칭 시점인‘그’의 창출은 거리의 창출이며 중립적 시각의 창

출이기도 하다. 나의 체험이 가상적인 그의 시선에 포착되어‘이었다’라

고 서술되는 허구적 구성 속에서 나의 마음이라는 형이상학적 공간이 보편

적 내면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108) 고진은 풍경의 탄생을 내면의 탄생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09) 내면이 내면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다. 여기서 내면이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상

념, 망상, 기억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객관적 관점에 의해서 

조직되는 공간이다. 연구자는 인식틀로서의 풍경을 통해 외면과 내면을 연

결시키는 관문을 발견하고 순환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세계상을 구현하게 

되었다.

107) 가라타니 고진,『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서울: 도서출판b, 2010, 

      pp.31-47.  일본의 비평가이자 사상가
108) Ibid, pp.51-78.

     근대 일본 리얼리즘 문학에서 소설의 화자가 자신이 묘사하는 공간을 하나의 풍경으로

     정립함으로써 서술의 대상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선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위 심리학적 내면이라 부를 수 있는 근대 문학 고유의 탐구 영역은 역설적으로 외부세계를  

     풍경으로 구성할 수 있는 원근법적 시선의 확립과 동시적으로 발견되었다.
109) Ibid, p.41.

     그는 주위의 외적인 것에 무관심한 내적 인간이 역설적이게도 풍경을 발견해 낸 것이라고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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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합의 형식 

      

Ⅵ장은 작업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 형식에 대한 분석이다. 두 부분으

로 나누어서 첫 부분은‘연결을 통한 조합-병렬’, 두 번째 부분은‘충돌

을 통한 조합-대위’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 개별 작품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는 장이다. 1절에서는, 몽타주이론을 통해 개별 작

업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병렬이 조형의 방식으로서 연결과 조화

로움을 추구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단일한 그림 안에서

의 이미지 조합을 먼저 서술한 후 연작의 이유와 의도, 주제와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대위는 충돌하는 것, 상충하는 것들을 

조합하여 조화와 어울림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위형식과 주제의 관계를 개

별 작품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앞의 Ⅲ장 3절 조형 형식으로서 조합 부분을 통해 몽타주방식에 대

한 개론을 알아보았으며 이어서 에이젠슈타인(Sergei Einsenstein)과 함

께 몽타주 기법을 이론화시키고자 한 푸도프킨(V. I. Pudovkin)의 몽타주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구자가 푸도프킨과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을 세분화해서 논하는 것은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에

서 몽타주 이론은 전개시킨 푸도프킨은 조화를 연결로 보았다. 그가 생각

했던 조화의 개념이 연구자가 병렬이라 보는 조합과 유사한 개념이다. 푸

도프킨의 몽타주이론을 주로 구성적 몽타주(constructive montage)라 한

다.110) 

110) 김용수,『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서울: 열화당, 1996, pp.59-83. 

      양 쇼트간의 동시진행을 표현하는 동시편집(simutaneity), 뒤 화면이 앞 화면의 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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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반적 의미와는 달리 에이젠슈타인은 조화를 충돌의 의미로 

보았다. 그가 생각한 몽타주에서의 조화는 상충되는 것들의 연결, 통합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연구자가 대위라 보는 조합 형식과 유사하

다. 

1. 연결을 통한 조합-병렬

    1) 이미지의 조합

연구자는 몽타주이론을 살펴보며 연상에 의한 사고의 비약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비약적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가 

스텐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한 장면이다. 유인원 원숭이가 공

중으로 던진 뼈다귀를 우주선으로 전환시킨 몽타주는 원시 시대에서 초 과

학의 시대로 전무후무한 비약을 시도 하였다. 물론 영화는 시간과 서술이 

주된 요소이지만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시각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회화와 

연관성이 강하다. 

앞에서 예로 든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장면은 견인몽타주

(montage attraction)의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으며 분리된 두 이미지를 

시각과 문맥상의 유사성으로 연결하는 편집 방식이며 연출자의 의도를 강

하게 표현한다. 투사와 연상의 작용에 의한 그림들 간의 조합은 견인몽타

주(montage attraction)와 유사한 원리로 볼 수 있다. 분리된 두 이미지

를 비유, 상징, 조형의 일치, 시선의 일치, 문맥상의 유사성으로 연결하는 

편집방법인 견인몽타주는 연상 작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상징으로 기능하는 상징편집(symbolic montage), 작품 전반을 통해 반복되는 주제를 

      뜻하는 반복편집(leit-motif)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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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 시지각 작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선에 작용하는 연상과 

투사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감정, 정서와의 연관성을 밝혔다. 연구자는 그 

논의와 연결하여 좀 더 자세하게 연상과 투사의 작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

루어지고 어떻게 작품으로 구체화 되는지를 서술 하고자 한다. 병렬을 통

한 이미지 조합은 연상, 투사 작용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지 

1997년 <새-꽃>〔그림1,p.14〕과 연결되는 2007년 <머리카락-나무>

〔그림31〕부터 알아보겠다. 

〔그림31〕<머리카락-나무>, 100x70cm, 석판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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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공중정원3>,  70x100cm,  석판화,  2007 

감각적으로 미묘하거나 미세한 자극이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그것으

로부터 작업이 시작되곤 한다. 연구자는 선인장 나무를 보며 바람에 흔들

리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연상하게 되어 <머리카락-나무>〔그림31〕를 석

판화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석판화의 해먹으로부터 생기는 고유한 

얼룩의 효과와 함께 종이에 찍은 이미지와 아세테이트 지에 찍은 이미지를 

겹쳐 놓아서 마치 흔들리는 듯 보인다. 투사와 연상의 첫 번째 연결 고리

는 이미지의 형태나 질감, 색감을 통한 시각적 연상 작용이다. 어떤 때는 

하나의 이미지 <머리카락-나무>〔그림31〕가 다른 이미지<공중정원3-바

위>〔그림32〕를 연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나무와 바위의 조합이 바람이라

는 매개를 통해서 연상되었다. 실제로 선인장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

았지만 대상에 나를 투사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뒤엉킨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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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 이미지로부터 해변의 바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모습이 연상되었고 두 작업은 실제 전시장에서 함께 전시되었

다〔그림33〕. 연구자는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으유적 이

미지로 표현하고 병렬시킴으로서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자 의도하였으며 

보는 이들이 두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보기를 기대하였다.

〔그림33〕 <2007년 세오 갤러리 전시 장면> 

<산세베리아1>〔그림34〕과 <산세베리아2>〔그림35〕는 식물의 무

늬를 보며 육식동물(호랑이)의 문양을 연상하게 된 것이 작업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화면의 크기는 실제 식물보다 확대 되었으며 무늬에서 느

껴지는 느낌이 강조되었다. 이 작업의 공간 층(layer)은 5개로 이루어져 

있다.111) 

111) 연구자의 작업 중에서 <산세베리아1>, <산세베리아2>, <헤이리 다리가 있는 정원>,

    <비밀정원>은 층(layer)을 지닌 공간을 적용시킨 작업이다. 입체파에 이은 미래파 화가들의 

    관심은 시간, 속도, 움직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속촬영사진과 영상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오버랩(overlap)은 시간을 보여주고자 공간을 중첩시킨 시도였다. 오버랩의 공간은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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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4〕<산세베리아1>, 115x155cm, 목판, 석판, 디지털프린트, 2007      

 

〔그림35〕<산세베리아2>, 115x155cm, 목판, 석판, 디지털프린트, 2007 

  오버래핑 기법이나 컴퓨터의 층, 레이어(layer)가 설정된 것 같은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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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래층은 목판화로 찍은 노랑색 바탕이며 중간에는 석판화로 

세부를 그려서 아세테이트지에 찍은 3개의 층이 있다. 가장 위의 층은 디

지털 프린트 이미지이다. 5개의 층을 가지게 된 <산세베리아1>과 <산세베

리아2>는 평면적이면서도 풍부한 톤을 지니게 되었다. 실제의 식물보다 큰 

화면과 강한 대비감을 주는 색채로의 변형, 층에 의한 깊이감이 생긴 두 

작품을 병렬적 구조로 전시해서 화면을 횡으로 확장시켰다. 결과적으로 보

는 이들에게 연못이나 물 속 같은 공간과 열대어의 문양을 연상하게 되었

다. 그러한 연상은 아크릴의 물성이 주는 느낌과 층을 가지는 화면의 공간

감, 횡적으로 병렬된 구조로부터 형성된 분위기에 기인한다. 

에이젠슈타인은 견인몽타주를 통해서는 관객이 주로 감성적인 체험

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 역시 감정과 감각의 표현을 관객

으로 하여금 잘 느낄 수 있도록 견인 몽타주와 유사하게 병렬 구조를 사용

했다. 이에 반해서 그는 지적몽타주(intellectual montage)를 통해서는 관

객이 이미지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한 생각을 따라가기를 요구했다.112)

러시아 구성주의 영화의 대표 작가이자 이론가였던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이론은 그 자신의 분류에 의하면 <낡은 것과 새로운 것>(1929)을 

바탕으로 상층몽타주(collision montage)를 박절몽타주, 리듬몽타주, 조성

몽타주, 배음몽타주로 나누고 지적몽타주를 따로 설명했다.113) 

그 중에서 지적몽타주(intellectual montage)의 예를 들자면 <전함 

포템킨>에서 대리석으로 된 세 개의 사자 상을 잠자는 사자→ 잠에서 일

어나는 사자→얼굴을 들고 포효하는 사자의 순서로 연속 편집하여 민중봉

기를 상징한 경우이다. 그는 영화의 목적을 예술적 도구를 이용하여 관객

의 경험 세계를 구성주의적으로 구성하는 데 두었다.

110) 앨세서, 토마스·말테 하게너, op.cit., p.48. 
113) 에이젠슈타인,『에이젠슈타인 이미지의 모험』, 전양준 편역, 서울: 열린 책들,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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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사라지는1>,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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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사라지는2>,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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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공간과 미시적 공간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사라지는1> 

〔그림36〕과 <사라지는2>〔그림37〕는 우주적인 공간과 아이스크림이 

녹아 가고 있는 바닥을 같은 크기의 캔버스에 그림으로써 거시적인 상태와 

미시적인 상태가 하나로 연결됨을 표현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사라지는>

작업을 통해서 관객들이 멸종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되기를 원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지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

도록 그린 이유는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보는 이들의 무관심

한 태도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병렬조

합은 그 의도가 지적몽타주의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참고그림25〕 칸딘스키

평면을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시켜서 중력이 사라진 듯 보이는 칸딘

스키(Wassily Kandinsky)〔참고그림25〕의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무중

력의 공간을 부유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무중력에서 부유하는 느낌을 

주는 공간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사라지는1>〔그림36〕작업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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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되었다. 거대 블랙홀의 사진 이미지를 자료로 참고하며 수성 물감으

로 뿌리고 흘려서 그렸다. 수성의 물감들이 시간의 차이를 두어 여러 층으

로 어우러진 상태를 보면서 그 얼룩들로부터 이미지를 연상 해 나가기 시

작했다. 화면의 얼룩으로부터 멸종위기에 있는 (해양)생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려나갔다. 언 듯 보면 이미지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공간 

속에 멸종 생물들의 윤곽선을 흐리게 그림으로써 마치 추상화처럼 보일 뿐 

구체적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려진 생

물들 모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현대인들은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포 하나에서도 우주적인 공

간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사라지는1>〔그림36〕의 작업을 통해 <사라지

는2>〔그림37〕의 공간을 연상하게 되었다. 거대 블랙홀 이미지를 그리며 

아이스크림이 흘러서 녹고 있는 테이블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연구자의 평

소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거시적 공간과 미시적 공간은 연

결되어 있으며 부분과 전체는 닮았다고 생각해 왔다. 부분과 전체를 해석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랙탈 구조는 해안선, 우리 몸속의 

기관지의 모습, 고사리, 은하구조 등을 통해 발견 되는 자연의 기본 속성 

중 하나이다. <사라지는1><사라지는2>작업은 이미지의 조합과 병렬구성을 

통해서 관객들의 경험세계를 구성하고, 미시적 공간과 거시적 공간의 연결

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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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작의 의도

<이동식정원>, <한택소요>, <사계>연작은 병렬구조를 주로 사용했

다. 연구자가 연작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조합된 그림을 다시 조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병렬은 비슷한 것을 나열하는 방법으로써 자칫 산

만하거나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나열처럼 보이는 구성 요소들에 통일성

을 부여하고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38〕 <2012 포스코 미술관 이동식정원 시리즈 설치장면1> 

병렬구성의 <이동식정원>〔그림38〕연작은 같은 크기(60x60cm)의 

정사각형 형태의 캔버스, 비슷한 재료 기법을 사용해서 반복을 강조하였

다. 반복은 동일한 것의 연속이며 같은 형태와 같은 크기로 틀을 만든 조

형요소와 관련된다. 하지만 그 이미지와 그림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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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런 변화를 병렬구조로 보여줌으로써 일상의 삶이 반복하는 듯 변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반복적인 병렬구조는 의미내용을 강조하

면서 동시에 전체를 유기적인 통합체로 통일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의 통일성은 완벽, 완전, 완성에 대한 추구와 단일성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일상은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으며 출

구도 없는 미로와 같은 공간을 지닌다. 그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

이 반복되곤 한다. 일상의 예측 불가함, 모호함, 애매함, 풍부함을 그 자체

로 유지하고 정렬하고 결합하고자 하는 통일성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반복과 병렬을 통해 일상을 의미 있게 하는 리듬감

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일상의 리듬에는 강약이 존재한다. 인간은 습관에 

의해 대상과 세계를 지각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항상 

새롭기만 하다면, 또는 항상 지겨울 정도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삶이 힘들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은 리듬을 중시한 리듬몽타주(rhythmic montage)의 방식과 유

사하다 해야 할 것이다. 리듬몽타주는 내용에 의해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

고 있는 두 숏을 연결함으로써 효과를 가진다.114) 숏의 내용과 숏 내부의 

움직임과 같은 보다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함 포템킨>의 

유명한 장면 오데사 계단 씬을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계단을 내려오는 

군대의 쇼트는 길이가 다른 숏들과 연결됨으로써 특정한 리듬을 만들어 낸

다. 리듬 전개를 통해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는 편집. 프레임 속의 리듬은 

내적 리듬을 규정하고 숏의 길이는 외적 리듬을 규정한다. 

114) 에이젠슈타인, op.cit., p.144.

        리듬몽타주는 박절몽타주(metric montage)의 발달된 형태이다. 

        박절몽타주는 숏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숏 자체의 길이를 중시하는 몽타주이다. 

        예를 들자면 <전함 포템킨>에서 병사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동일한 길이를 가진  

     숏들이 연결되면서 상황의 긴장감을 연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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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2012 포스코 미술관 전시 광경 1> 

〔그림40〕< 2012 포스코 미술관 전시 광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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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소요>연작은 동양화의 산수화 병풍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배열

을 위해 8폭의 그림이 하나의 병풍처럼 연결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 

직접적 이유는 관람객의 신체 크기 이상의 규모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

운 상태로, 보는 이들이 움직이면서 보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2011

년 갤러리 아트링크에서는 ᄆ자의 한옥으로 된 구조에 설치해서 관람객들

이 계속 움직이면서 보기를 의도했으며 2012년 포스코 미술관 전시장에서

는 이동식 가벽들을 설치하여 보는 이들이 작품들 사이로 이동하며 감상하

기를 원했다〔그림39〕〔그림40〕.

<한택소요>와 <사계>연작은 작품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각각 여덟 작품, 열 작품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연작이 하나의 작품이 되기를 의도하였다. 

<사계2-봄>〔그림27,p.94〕은 봄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주조색

의 선택과 색의 변주, 구성을 통한 시선의 순환, 수성재료와 유성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그림 안에서 농담의 강약 조절 그리고 소리를 시각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작업이다. 이러한 한 작품 안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

서를 담아내는 조합의 형식은 조성몽타주(tonal montag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에이젠슈타인은 조성몽타주를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서를 담아

내는 방법이라 했다. 조성 몽타주는 명암, 조형적 구성, 소리, 색조 등으로 

어떤 지배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하나의 그림 안에서 전체 분위기를 

위해 모든 조형 요소가 조절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 예로 <전함 포템킨>에

서 선상의 혁명이 병사의 죽음으로 일단락되고 안개 자욱한 시퀀스에서 흔

들리는 물결, 정착한 배, 살짝 내려앉는 갈매기 등을 배치시킴으로써 슬픔

이라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계2-봄>〔그림27,p.94〕과 연작의 마지막 작업인 <다시 

봄>〔그림30,p.102〕은 소재와 색감에서 통일감을 주고자 의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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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이의 연결 관계를 통해 연구자의 순환론적 세계관에 대해 드러내고

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자연스러운 시간 순으로 서술 하는 것에 중심을 

두며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 의미를 생성해 내는 관계몽타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현대의 몽타주 기법 중 하나인 서술몽타주는 숏과 씬 들을 대

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간 순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뜻하며 관계몽타주는 

둘이나 그 이상 숏이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 의미를 형성하는 서술몽타주

의 한 형태이다. 

연작을 하나의 작업으로 본다면 <한택소요>와 <사계>연작은 배음 

몽타주(over tonal montage)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세포에 비유할 수 

있는 숏의 요소들이 각자의 완결성을 추구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통

일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배음몽타주는 어떤 하나의 의미나 감정을 만들

어 내는 데에 다양한 요소들과 복합적인 배경이 개입되어 어우러지는 몽타

주이다. 에이젠슈타인은 배음몽타주가 의식적으로 분위기를 감지하는 조성

몽타주와 달리 생리적 반응까지 불러일으키는 총체적 경험이라 했다. 

동등한 개체가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총체성을 추구한 작업인 <Welcome to heyri>〔그림41〕는 <비밀정원>

〔그림42〕을 포함하여 여섯 작품을 병렬 형식으로 연결하여 파주의 헤이

리 커뮤니티 하우스의 극장 무대에 한 달 동안 설치된 작업으로 가로 13m 

정도의 대를 제작하고 그 위에 걸어 두는 방식으로 설치하였고 조명을 사용

하여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하였다. 병렬구성을 통한 전체 작업

은 가상의 정원을 만드는 것을 의도한 작업이었으며 그 중 <헤이리 다리가 

있는 정원>〔그림43〕과 <헤이리 나무가 있는 정원> 등은 실제의 장소를 방

문하고 스케치 한 후 제작하게 된 작업이다. 그리고 <비밀정원>〔그림42〕

은 상상 속 장소의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헤이리에서의 전시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가상의 이미지와 실제의 장소로부터 얻은 이미지가 혼재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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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실의 외부 세계와 연구자 내면의 세계를 연결

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41〕 <Welcome to heyri, 헤이리 페스티벌, 커뮤니티 하우스 설치장면, 2003>

 <비밀정원>〔그림42〕작업은 위에서 바라본 길과 연못의 이미지와 

함께 옆에서 바라본 시점이거나 또는 올려다본 시점인 다리, 바위와 식물

들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화면 속에 현실과 다른 장소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도한 가상의 정원 이미지이다. 실제의 정원을 이동하며 바라보면서 그린 

것은 아니며 내가 쉴 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자 자기반성을 위한 은신처와 

같은 장소를 만들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다. 병풍은 물리적 공간의 가리개

가 되어 일시적으로 시야를 가리고 공간을 장소화 해주는 차단벽이나 보호

막과 같은 것이다. 병풍은 화면이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잠시 나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물체로 기능하는 틀(frame)로서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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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비밀정원>, 120x285cm, 목판, 수성목판, 석판,  2000  

〔참고그림26〕하인에 의해 운반되는 반경(盤景), 산서성 서안 근교,

               의덕태자묘의 벽화부분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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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수화 그림은 소형 정원같이 자연계를 내포하고 있는 다소 신

비스러운 사물이었다. 육조시대 초 즉 4세기 초에는 중국에는 정원이 존재

하지 않았으나 점차 조원술(造園術)이 발달하게 되었다. A.D. 700년경의 

프레스코 그림들에서 보면 사대부들은 즐거운 정관의 대상으로서 반경(盤

景)(커다란 접시 속에 있는 경치;tray scenery)〔참고그림26〕을 갖고 있

었다. 동양의 정원은 자연 경관 자체를 정원으로 삼는 자연 순응적 조원방

식을 택하였다. 자연 속에 묻혀 있는 정자에 올라 주변의 풍광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산이나 바위 계곡은 정자 주인의 심정적 소유물이 되며 

자연은 정원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림43〕<헤이리 다리가 있는 정원>, 145x205, 목판, 수성목판, 석판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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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돌을 통한 조합-대위

            

Ⅳ장에서 연구자가 추구하는 미(美)란 상충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결

합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자연에 대한 구체적 관찰로부터 미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상반되고 충돌하는 것들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연구자가 대위의 조형 형식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위의 조형을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동기가 우울의 감정인 경우는 

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함께 존재한다. 애착과 무상, 화려

함과 쓸쓸함, 즐거움과 우울함, 표면의 세련됨과 내면의 뒤엉키고 지저분

함 등 대상에 대해 모순된 감정이나 인식, 감각 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러므로 대위는 모순된 감정과 인식,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미술에서의 대위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적절한 예를 찾

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음악과 문학에서의 대위법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게 

되었다. 대위법(counterpoint)은 음악의 용어로서‘두 개의 독립된 선율이 

서로 대비와 통일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기법’을 말한다. 대

위법이란 말은 점 대 점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음표 대 음표, 더 

나아가서는 독립된 선율선의 결합을 뜻하게 되었고, 이것이 영어의  

counterpoint 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115)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형태와 

115) 윤양식,『대위법-전통과 현대』, 세광출판사, 1987, p.9.   

      대위법(counterpoint)이란 말은‘점에 대한 점’즉, 음표에 대한 음표를 말한다. 2개 이상   

   의 독립된 선율을 동시에 조화롭게 결합하는 다성 음악인 대위법은, 성부와 성부 사이의 

      수평적 움직임으로 긴장과 이완을 유도하는 작곡기법이다. 긴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불안정한 울림상태를 만들어야하며, 이것은 곧바로 안정적인 울림 상태로 해결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 불협화적인 음정구조가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불협화가   

   협화 음정으로 해결될 때 비로소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들이 음악적 흥미와 아름다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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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지닌 두 개 이상의 선율을 조화롭게 결합하기 위한 음악기법을 의

미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어울림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되는 의미이며 요소들 간에 서로 대립하거

나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조화의 개념이 대립 또는 상충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모순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위법은 기존

의 조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상충성을 내재한 것으로서의 어울림이다.   

     대위법에는 화성법이라는 상관개념이 존재한다. S.Robers, J.Fischer 

는『대위법(A Handbook of Modal Counterpoint)』에서 화성법과 대위

법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며“화성에서는 한 선율이 우세하지만, 

대위법에서는 각 성부가 거의 동등하게 선율적 처리를 갖는다.”“화성에

서는 모든 성부가 한 개의 악상을 의미하도록 단합되어 있으나, 대위법에

서는 모든 성부가 개개의 악상을 의미한다.”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

다.116) 

S.Robers와 J.Fischer는 화성법에서는 선율 간에 우월의 개념이 존

재하지만 대위법에서는 선율간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언급함으로써 그 두 

기법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즉 대위법의 속성으로 언급된 선율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동등성이란 성부 하나하나가 선율 각각의 독립성 내지는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위법에서는 모든 성부가 개개의 악상

을 구현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된 새로운 악상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성 음악인 대위법은 각 성부의 선율진행이 독자성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처음의 주요선율을 일정한 간격차이로 다른 성부에서 차례대로 그대로 받아서 출현하는데,   

      이것이 대위법의 핵심중 하나인 모방 기법이다. 모방 기법은 대위법에 의한 작곡기법 가운데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한다. 
116) Robers, Stella ·Irwin Fischer,『A Handbook of Modal Counterpoint』, New York:

       THE FREE PRESS FP, 196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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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개별적인 속성을 띠고 상호 간의 융화를 이루는 이중적인 

양상을 내포한다 하겠다. 

독자적이면서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대위법의 두 성부를 양가감정인 애착과 무상에 각각 비유할 수 있

다. 그리고 모순되는 태도인 비애와 과시 역시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두 

부분이 작업에서 서로 간에 독자적이면서 동등하게 유지되며 결국은 조화

와 어울림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가 충돌하는 것들

의 결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두 개의 개별적인 숏

의 조합은 하나의 숏에 다른 숏을 보탠 단순한 합 이라기보다는 창조에 가

까운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한자의 원리와 상통하며 또 우의적 이미지와

도 연결된다. 한자에서 개를 의미하는 견(犬)과 입 구(口)를 결합해 짖을 

폐(吠)라는 의미가 된다. 또 우의적 이미지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그 힌

트를 발견한다. 뱀의 이미지와 날개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시간의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이미지 연상적 사고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도약해 나아간다. 

대위법은 음악 용어에서 비롯되었지만 문학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이

다.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에서도 “황홀한 차가운 심사”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바 있다. 문학에서 일컫는 대위법은 하나의 단어를 모순

된 두 형용사가̓ 형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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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비와 통일

  

연구자는 한 소재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나 느낌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의도하는 경우가 있다. 예쁘면서 징그러운 느낌을 가지는 이미

지, 화려하지만 쓸쓸한 느낌의 색채감, 일상이 나에게 소소하고 아기자기

한 것이면서 동시에 불안을 주는 것이기도 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이러한 표현에 어울리는 조형의 형식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되

는 두 상태의 공존은 연구자 내면의 한 양상인 양가감정과 연결되며 스스

로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양가감정을 드러내는 조형 형식으로 대위를 사

용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그림에서 사진이미지를 활용해 기억을 표현한 작업들 중에

서 <사계7-여름>〔그림29,p.97〕은 색채 변형을 통해 청년기에 대한 우

의적 표현을 의도했다. 환상적인 색채의 사용을 의도했으나 푸른색의 사용

이 단순화 된 것이 아쉬운 작업이며 더 다양하고 미묘한 색의 변주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이다. 연구자는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청년기

에 대한 상반된-화려하면서도 우울한-두 가지의 느낌을 그려내고자 의도

했다. 연구자가 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에 반해 피터 도이그(Peter Doig)

의 작업은 상당 부분 간접 경험으로 비롯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냅사진, 영화의 스틸 컷, 신문, 엽서, 

앨범표지등에서 발췌한 사진들을 견본으로 하여 결합, 조합하여 (그는 

bricolage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억 또는 감각들을 끄집어냈다〔참고

그림27〕. 주로 사진을 기초로 작업을 하며, 사진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리

기보다는 당시의 기억을 끌어내는 도구로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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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27〕 Peter Doig, <Gasthof Zur Muldentalsperre>, 196x296cm, 

oil on canvas, 2000-2

 

〔참고그림28〕Peter Doig,<Buffalo Station>,175x270cm, oil on canvas,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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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한택소요-수생식물원3>,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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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의해 현실의 장면을 색채 변형과 변주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수생식물원3>〔그림56〕은 연구자의 작업 중 특히 주관적인 내면의 정

서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작업이다.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저녁 어스

름 시간에 본 버드나무는 나의 정서적 상태를 투사한 대상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수생식물원3>은 이전까지의 작업들에 비해서 사진에 대한 의존

도가 줄어들었으며 정서와 감정표현을 위한 색채 변형과 더불어 물감의 물

질적 특성에 집중한 그림이다. 연구자는 버드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세

필로 그리되 푸른색의 미묘한 변화를 주며 작업해 나갔다. 그러한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주는 느낌과 내면의 정서가 일치되어, 매체의 물성

과 이미지의 가상성이 편안하게 만난 상태가 되었다. 

피터 도이그 그림은 표면에‘장막’이 덧입혀져 있다. 빛의 번짐, 무

수한 점들과 얼룩 등으로 이루어진 장막은 영상 매체 혹은 동화 속에서 꿈

과 내면세계를 보여주는데 흔히 사용되는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지닌 그의 작품은 풍경을 그리지만, 단순한 풍경화가 아닌 환상

적인 가상의 풍경을 보여준다. 기억은 현실에 기묘한 색을 덧입혀서 익숙

하고도 낯익은 풍경을 만든다〔참고그림28〕. 

익숙하면서도 낯익은 풍경을 그리게 되는 계기는 연구자가 일상적으

로 보던 풍경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인 순간의 경험으로부

터 기인한다. 경계가 흐트러져 없어지고 소멸되어 가는 자연의 상태가 아

름답다고 느낀 경험이 이전까지 작업의 강한 윤곽선을 풀어서 흐릿하게 그

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계정원2-가을>〔그림18,p.73〕는 전체

를 통합하는 조형 요소로서 윤곽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가을이라는 소멸

의 계절에 어울렸다. 반면에 <사계정원1>〔그림45〕은 부분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기를 의도하였지만 윤곽선을 강하게 남겨서 전체보다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 보인다. 생성의 계절인 봄에는 개체들 하나하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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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보이기를 바란 작업이다. 

〔그림45〕 <사계정원1-봄>,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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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평소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의 체계는 우리가 그 부분

들의 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이상’이자 ‘이하’라는 에드가 모랭

(Edgar Morin)의 ‘복잡성 패러다임’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조직된 전체는, 조직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특질들인 창발적 특징들

을 생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이 창발적 특징들은 

부분들의 잠재성이 표현되게끔 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연역할 수 없

고, 다만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할 뿐이다. 반면에 조직된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고유한 잠재성들에 가해지는 제약들로서 작용할 수 

있기에 그 부분들의 합‘이하’라고도 할 수 있다.117) 

연구자는 부분의 특수성을 유지시키며 전체적으로 어울리기를 의도

하며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 생성의 계절인 봄은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소멸의 계절인 가을은 전체에 좀 더 연구자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계정원1>〔그림45〕과 <사계정원2-가을>〔그림

18,p.73〕는 생성의 계절과 소멸의 계절을 대비적으로 표현하고자 윤곽선

과 공간감의 대비를 주었으며 화면의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여 통일감이 드

러나게 되었다. 

〔참고그림29〕는 색채의 변형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영화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환상과 현실이 겹쳐진 세계를 구현해

냈다. 그 속에는 카누, 이국적이면서도 모호한 인물이 있다. 그의 그림으로

부터 감지되는 공허감은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듯 하며 모호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인물의 표정을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신비함과 섬뜩한 

느낌을 동시에 갖도록 해준다. 그의 작업은 관람자로 하여금 화면의 깊은 

117) 김무경, 「복잡성 패러다임으로의 초대, 에드가 모랭, 복잡성 사고 입문」,

      『문화와 사회』14, 한국문화사회학회 2013,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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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에 숨겨져 있을 지도 모르는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는 장면들을 

찾도록 만들며 환상과 현실사이를 넘나든다. 이들은‘낯설음’을 통해 관

람객들을 환상으로 이끄는 표상이 된다. 

〔참고그림29〕 Peter Doig, <Canoe-Lake>, 200x300cm, oil on canvas,  1997-8, 

 

〔그림46〕 <이동식정원77>,  60x60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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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조형은 한 그림 안에서 색채의 대비감을 주지만 그와 함께 

면적, 채도의 대비를 조절하여 결국 통일감을 주는 것을 의도한다. 작업의 

과정에서 잠깐 대비감을 가지지만 곧바로 조화로움으로 긴장을 완화시키

다. <이동식정원77>〔그림46〕은 적색과 녹색의 보색 대비를 사용하고 채

도, 면적 조절과 색의 변주(적색은 붉은 보라, 마젠타, 핑크까지 변주시켰

으며 녹색은 에메랄드 그린, 터쿠아이즈 블루, 후커스 그린(hookers 

green), 셀루리안 블루까지)를 통해서 통일감을 주고자 하였다. 

보색의 대비는 한 화면에서 너무 동일한 면적을 쓰거나 힘이 대등하

게 부딪치게 되는 경우, 어느 쪽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충돌을 예상하

게 되는 경우 대비는 유지하지만 힘을 가지는 쪽과 받쳐주는 쪽이 있는 것

을 의도한다. 보색대비와 함께 색의 면적과 채도는 항상 고려하게 되는 조

형의 요소이다. 연구자는 보색대비를 사용하되 그 면적과 채도를 조절하여 

힘을 배분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 후에는 연속해서 색채에 있어서 힘을 

가지는 쪽과 받쳐주는 쪽을 뒤바꿈으로써 두 색의 힘을 동등하게 유지시키

고자 한다.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는 대비감 보다는 통일감이 더 드러난다

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그림들을〔그림46〕〔그림47〕〔그림48〕〔그림4

9〕통해 추구하는 것은 보색간의 대비감과 거리를 두며 긴장감을 계속 지

니는 것이다. 녹색과 적색의 대비는 여러 작업을 통해 계속 그 차이를 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대위법에서 각 선율이 자신의 특성을 독자

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연구자가 주로 사용하는 보색 대비는 일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관찰

에서 연유한다. 녹색과 핑크, 빨강과 청록, 보라와 연두 등 자연의 색채들

은 대비를 이루면서 서로 어울리는 경우에 시선을 끈다. 색의 대비감과 어

울림에 대한 관찰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식물들의 생명감과 존재감

에 대해 새롭게 깨우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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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이동식정원19>,  60x60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8 

〔그림48〕<이동식정원28>,  60x60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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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30〕  

〔그림49〕 <이동식정원22>,  60x60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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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거나 비온 뒤의 약한 태양광선 아래에서는 대상의 명암이 극명

하게 보이지 않아서 평면적으로 보이며 고유색이 강조되어 보인다. 그리고 

실내의 형광등 조명은 하나의 광원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오는 광원이기 

때문에 대상의 그림자나 어두운 톤의 방향이 여러 방향이다. 결국 대상이 

평면적으로 보이며 대체로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밝은 톤의 부분에

도 끼어들기 때문에 밝은 부분의 색상이 채도가 떨어진다. 잉크젯 프린터

를 통한 출력물을 보고 그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도가 낮아진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비온 후, 약한 태양광선 아래, 형광등에서의 사진 촬영과 관찰이 주

가 되다보니 고유색의 강조와 밝은 부분의 낮은 채도가 그림에서 자주 보

인다. 저채도의 색이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저채도의 

색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생명력이라는 주제와 연관 

된다. 연구자는 화사하거나 화려한 이미지의 식물보다, 먼지가 앉고 작고 

볼품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초라한 식물에서 강한 생명력을 감지하

곤 한다. 채도가 낮은 색들이 그림의 주요색으로 사용되는데 포인트가 되

는 어느 부분만은 채도를 높인다〔참고그림30〕.

대비되는 것, 상충하는 것들의 대위법적 어울림을 의도하여 현실의 

이미지 조각들을 조합한 작업은 <이동식정원55>〔그림51〕와 <이동식정

원58 사계-겨울>〔그림50〕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앞에서 밝혔

듯이 연구자가 추구하는 미란 결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오며 그러한 미에 대한 인식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질

적인 것의 공존과 화해가 예술의 이상인 자연과 닮은 아름다움이다. 이렇

듯 화해될 수 없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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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 이동식정원58 사계-겨울>, 60x60cm, 캔버스에 유화, 

〔그림51〕 <이동식정원55>,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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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이동식정원61>,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2 

〔그림53〕 <이동식정원66>,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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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겨울과 봄이 대비된다.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따뜻하고 향기 나

는 봄의 기운과 차가운 바닷물의 감촉이 감각적으로 대비를 이루기를 의도

하였다. <이동식정원55>〔그림51〕는 봄의 놀이동산에서 들리는 새의 울

음소리, 사탕의 맛을 음미하고 있는 아이의 표정, 꽃의 향기와 봄의 식물

들이 어우러진 기억 속의 봄의 공간을 그려내 보고자 하는 시도이며 시각

적 조형요소를 통한 미각, 후각, 청각 등 맛이나, 향기, 소리의 표현이다.

이 작업은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로 하는 색채의 구성을 의도하고 색

의 변주를 주었다. 녹색은 인공적인 민트 색, 자연의 녹색에 최대한 가깝

게 사용하는 sap green, 앵무새의 깃털은 에메랄드그린, 다육식물에서 볼 

수 있는 회색에 가까운 녹색까지, 붉은 색은 베이비 핑크에 가까우며 만졌

을 때 촉감이 매끄러우면서 도톰한 식물의 잎사귀를 주조 색으로 삼고 크

림슨 레이크까지 범위를 넓혔다. 공간은 이런 여러 가지 색들을 아크릴 물

감과 물을 사용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듯이 섞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였으

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수성의 재료가 색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완하고 생

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바인더(gloss bindex)를 혼합해서 사용했다. 그렇

다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겨울>〔그림50〕과 <봄>〔그림51〕의 대비가 <여름>〔그림52〕

과 <가을>〔그림53〕의 연작을 통해 시간 흐름과 순환 개념 안에서 어울

리기를 의도하였다. 충돌하고 대비되는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에 대한 

각성을 통해 화해하기를 바라는 의도의 표현이다. <봄>과 <가을>은 각각

의 그림들에서 붉은 색과 녹색의 보색대비를 사용하면서 두 그림 간에는 

색감이 조화롭게 통일감 있도록 조절하였으며 <가을>은 윤곽선은 흐릿하

게 하였다. <가을>은 물감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

고 자유스러운 느낌의 붓 터치를 사용했다〔그림53〕.118) 이것은 내부로 

118) 동양화에서는 붓을 쓰는 방법은 바위나 나무, 흙산, 풀 등과 같이 대상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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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힘과 에너지도 의미가 있지만 외부로 풀어지고 흐트러지며 어우러

지는 힘 역시 의미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이동식정원70>〔그림54〕은 일상에서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면

서 깨어난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새소리는 불안 속에서 잡고 싶은 희

망의 우의적인 표현이다. 일상은 소소하고 아기자기하며 즐거운 것이면서 

동시에 불안한 것이기도 한다. <액상화3>〔그림55〕는 작업실 바로 앞의 

30년 정도 된 오래된 집과 길을 그리면서 땅의 재질감을 다르게 변형시켜 

본 작업이다. 매일 걸어 다니는 길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평균

적 일상성에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불안한 시선은 평

균적 일상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진정한 근원적인 불안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삶에 대해 애착과 무상의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일반

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삶이 어떤 때는 가볍고 희망적일 수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진창에 발이 빠지는 기분처럼 불안하고 힘겹기만 하다. 새의 울

음소리를 들으며 깨어난 아침은 희망적인 기분을 주었는데 들뜨게 하거나 

뭔가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는 그 새를 본적도 없고 

그 소리만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소리를 어떻게 시각화 시킬 수 있을 것

인지 고민하다가 수성재료의 번지는 효과와 색채감으로 표현해 보고자 시

도했다. 완전히 노랗지는 않고 톤이 다운된 노랑을 사용한 수성물감의 얼

룩들은 울림과 여운이 있는 소리의 물질적 표현이다. 저채도의 오레온 노

랑을 선택한 이유는 밝고 울림이 있으며 들뜨지는 않는 그런 소리를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랑을 고채도로 쓰는 것은 너무 밝고 가벼운 기분으

로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여러 바탕색의 캔버스에 다양한 

농도의 색들을 흘리고 뿌리는 과정을 시도해 보며 마음에 드는 상태를 찾

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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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이동식정원70>,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2012 

〔그림55〕 <액상화3>,   60x60cm, 캔버스에 유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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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는 무슨 새일까 상상하다 팔색조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고 그

리게 되었다. 어떤 형태로 소리를 나타낼까 하는 시도가 <이동식정원70>

〔그림54〕으로 가시화 되었다. 

연구자가 청각, 미각, 후각적인 감각을 시각적인 조형 요소로 옮기고

자 하는 시도를 하는 이유는 작업의 동기가 이러한 자극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리를 그리고 싶다는 욕구는 무엇인가 색이나 형

태가 어렴풋하게 연상이 되는 상태로부터 시작한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물

질을 가지고 이리저리 끊임없이 시도해 봄으로써 눈앞에 어느 순간 우연히 

소리를 들었던 감각이 화면에 구현된다. 정신은 물질을 필요로 하며 물질

은 정신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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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의 다층적 공간119) 

〔참고그림31〕 클림트,  <Beech ForestⅠ>, 1902

119) 연구자는 공간, 시점, 화면의 구성, 빛, 윤곽선 등 조형요소들을 일반적 분류에 따라 또는 

       미술사를 배우며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작가 작품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수학에서 경우의 수처럼 조합해 보고자 시도 했다. 그 처음 시도는 공간의 분류

       였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공간에 존재하므로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화가들의 큰 관심사였으며 작업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조형의 요소이다. 

       연구자의 경우는 사물을 보는 방식에서부터 그 기준을 세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류된 공간  

    은 여섯 가지이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전체 작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선택한다. 

       첫 번째는 선 원근법적인 공간이며 두 번째는 선 원근법의 왜곡과 변형 공간이다. 그 예로는  

    키리코의 그림을 들 수 있다. 보는 과정에 감정이나 정서의 개입으로 인해 공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세 번째는 다시점의 조합 공간이며 네 번째는 

       층(layer)이 있는 공간이다. 다섯 번째는 우주와 같은 무중력의 공간이며 여섯 번째는 다층적  

    물질의 공간이라 지칭한 공간인데 평면적이면서 깊은 공간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다섯 번  

    째의 공간과 비슷하지만 물질적인 층이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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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8-가을>〔그림56〕은 평면적이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공간감

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그림은 앞에서 바라볼 때는 점, 선, 면, 

터치이고 점차 뒤로 물러나면서 볼수록 깊이 있는 공간으로 보인다. 구스

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Beech Forest1>〔참고그림31〕은 직접

적으로 물질의 다층적 공간에 대해 영향을 준 그림이다. 

〔그림56〕<사계8-가을>,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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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한택소요-수생식물원1>, 194x112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08



- 154 -

Ⅲ장 1절의 논의를 통해서 매체의 물질성과 구성과 이미지의 가상성

이 조화롭게 만난 조합을 연구자가 지향하는 상태로서 밝혔다. 깊이 있는 

원근법적 공간과 물질성이 강조된 평면 공간을 함께 사용해 보고자 한 시

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클림트의 풍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숲의 깊은 

공간감과 평면적인 물감의 색 점과 터치로 표현된 낙엽, 나무껍질이 조화

롭다. 그의 작품은 표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깊이를 함께 보여주는 예이

다.

평면적인 공간과 원근법적인 공간을 통합 시켜 보고자 한 시도인 

<한택소요-허브원1>〔그림23,p.85〕은 먼저 핑크색으로 화면을 평면적으

로 채색 했으며 반복되는 나무를 원근법에 의해서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작게 그렸다. 원경은 크기변화와 물감의 명도, 채도, 색상 대비에 의하여 

뒤로 가 보였다. 평면성은 유지하며 근경과 중경, 원경을 드러내려는 시도

의 일환으로 수성 재료와 유성재료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수성재료와 유성

재료를 혼용하는 것을 <한택소요-수생식물원1>〔그림57〕에서 다시 시도

해 보았다. 원경에서는 수성재료의 번지고 스며드는 성질을 최대한 활용하

였다. 근경으로 올수록 유성재료의 광택과 물감의 도드라지는 성격을 보여

주며 평면성과 공간적인 깊이를 통합시켜 보려 했다.

<사계8-가을>〔그림56,p152〕은 멀리 있는 대상들을 흐릿하게 공

기 속에 감싸여 있는 듯 그리고자 했으며 앞의 나무와 식물, 땅은 선명하

고 화면으로부터 돌출 되어 보이도록 했다. 이 작업은 원경에서부터 그려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수성재료의 옅은 농도로 색, 채도, 명도를 조절해 

대기원근법적인 효과를 냈다. 수성 재료의 번지고 섞이는 특성은 윤곽선을 

흐리게 하며 캔버스에 얇게 퍼지는 느낌이다. 중경 정도에서는 수성재료에 

바인더를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광택이 생기고 좀 더 선명하면서 도톰한 느

낌이 드러났다. 근경에서는 유성 재료를 사용하되 오일의 혼합 정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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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하였으며 가장 앞부분의 붉은 색 열매와 나뭇가지를 그릴 때에는 튜

브에서 캔버스에 바로 짜듯이 물감을 사용했다. 경계가 풀어지고 하나로 

되어가는 가을의 느낌이 사계 전체의 어울림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을의 낙엽이 뭉뚱그려진 바닥을 그릴 땐 뭉툭한 붓으로 찍듯이 그리는 

방식이 어울린다. 붉은 색 단풍나무가 타는 듯 붉은 점으로 보이도록 물감

을 붓으로 뿌린 경우도 있다.120) 이런 과정을 통해 화면에 드러나게 된 

것은 늦가을 비가 온 직후 사물이 물기를 만나 자신의 고유색을 드러낸 풍

경이다.

  〔그림58〕<사계8-가을>부분  

<한택소요-사계정원2>〔그림18,p.73〕에서는 깊이가 있는 공간과 

평면적 공간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주고자 물질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층을 주어서 시도해 본 것이다.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재료로써 물질은 항

120) 클림트의 터치는 점이나 선에 가깝다. 가까이에서 보면 무수하게 그어진 점이나 선이 화면을  

    덮고 있다. 폴록의 작품은 페인트를 뿌리는 과정에서 실처럼 나오는 끊어질 듯 하며 연결

       되는 선들이 율동감을 느끼게 하는 데 움직임이 경쾌한 경우는 그 선에서 느껴지는 호흡이  

    빠르고 경쾌하다. 로트렉의 작품에서는 빠르게 붓을 여러 방향으로 사용한 터치들이 겹쳐진  

    것이 보인다. 현대 작가들 중에서 브라이스 마든의 작품은 자신이 제작한 긴 도구를 사용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 도구를 통해 전달되는 선의 호흡은 부드러우며  

    여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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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있어왔으나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물질이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주제의 드러냄-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현대미술은 환영을 그려내고 삼차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해도 결

국 그림의 물질적 성질을 다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상기하게 될 수밖에 없

는 상태이다.

 

〔참고그림32〕 모네,  <수련>,  오랑주리 미술관  

집중의 힘과 감각의 극대화를 통해 물성과 정신성이 조화로움을 획

득한 상태인 모네(Claude Monet) 의 수련 연작〔참고그림32〕은 타원형

으로 된 긴 곡면의 벽이 있는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다. 보는 이들은 가운

데 부분의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기도 하고 또는 일어서서 가까이 가서 보

기도 한다. 관객이 서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가면 점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한 터치와 색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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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33〕 잭슨 폴록, <Lavender Mist no.1>, 221x299.7cm , 1950,

 Oil, enamel, aluminum on canvas, Washington,DC, National Gallery of Art  

이와 유사하게 폴록(Jackson Pollock)의 <연보랏빛 안개no.1>  

〔참고그림33〕라는 작품을 실제의 전시장에서 마주친다는 것은 도판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실제의 그림 앞에 서보면 짙은 안개가 

낀 공간에 있는 듯 기분이 들었다. 희뿌연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팔

을 뻗으면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평면과 미지의 깊은 공간이 공존

하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전시장에 있던 그의 모든 그림에서 그런 경험

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몇몇 그림에서만 작가의 기운이나 정신의 힘, 또

는 매력이라고 추측할만한 어떤 것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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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과 변주  

연구자는 반복과 변주를 자연의 순환 원리로 보고 이러한 원리를 작

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통해 얻는 교훈은 

나에게 삶을 운행하는 이치를 가르쳐 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는 

매번 반복되지만 항상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연구자는 <이동식정원>연작

에서 비슷한 소재, 화면의 크기와 비율을 반복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일상

이 조금씩 미묘한 변화 속에서 생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반복

되면서 미묘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주를 거듭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

는 것이 있다면 순간의 중요성이다. 일상이 반복된다고 하루를 의미 없이 

지낼 것인가? 덧없기 때문에 더욱 이 순간이 중요해 진다. 이 순간 현실의 

애착이나 꿈, 소망 등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림59〕 <2012 포스코 미술관 이동식정원 시리즈 설치장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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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그 자체가 어떤 작은 

차이에 의해서 실재로서 드러나는 특정한 순간의 포착이다. 그것은 아무것

도 아닌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매우 새로운 일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일상은 집요하게 지속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구체

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복합적이

고 중층적인 일상적 삶의 공간 속에서 작업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

들어 내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행위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연구자는 애착의 장소를 상실한 경험을 통해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서 부유하는 듯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

게 되었다. <이동식정원>〔그림59〕연작은 새로운 장소를 가꾸고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의도로 시도되었다. 

전통적인 시간관은 자연의 리듬을 표현하고 반복되는 시간을 가정했

지만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시간보다는 미래를 향

해 달려가는 직선적 시간이 지배적이 되었다. 근대의 시간은 질적인 개념

이 경직화되고 양적인 성격만이 강조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체는 필

연적으로 합리적 분해를 겪게 되었다. 인격은 스스로의 현존재에게 일어나

는 사건들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었으며 점차 총체적 인간에서 멀

어져 물화 되어 갔다. 근대의 직선적 시간관, 진보이데올로기로 볼 때는 

미래가 중시될 뿐 현재는 미래로 가는 과도기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단

계로 폄하된다. 미쉘 마페졸리(Michel Maffesoli)는 근대의 미래 중심적 

사고 때문에 현재가 가지는 강렬함이 상실되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가 가

지는 전복적인 힘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권력의 의도에 따라 현재의 가치가 

폄하되고 시간이 분절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121) 

121) 신지은, op.cit.,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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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페졸리는 이러한 근대적 시간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사회성이 현

재에‘뿌리내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재가 공간성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122) 사회성은 즉시성이라는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차원을 지닌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근접해 있는 것, 자연

환경이나 집 등이 영토화 된다고 논했는데 이러한 논의는 어딘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는 집을‘관계를 만드는 장소’란 

표현을 통해 공간을 매개로 엮어지는 인간의 삶에서 핵심은 곧‘관계’임

을 주장했다. 집의 의미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과 근본적인 이타성을 체

험하는 장소이며 어느 한 공간에 대한 애착, 장소감이 곧 인간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것이 사회성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123) 

감각과 경험으로 전유되는 사회적 공간에서 일상성을 구성하는 핵심

적인 요소는 삶의 리듬이다. 삶의 리듬은 <이동식정원>〔그림59〕연작에

서 변주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동식정원>〔그림59〕연작은 개별적인 

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복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와 작용을 통한 변주를 

보여준다. 

연구자는 마치 돌림노래처럼 시작 지점을 달리 해서 모방하는 선율

이 따라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동식정원>〔그림59〕연작에서 조형으로써 

시도했다. 전체작업을 전시장에 설치했을 때 비슷한 작업이 시간 차이를 

두고 나오는데 그것은 반복이지만 각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된다. 그리

고 같은 소재의 그림이라도 어떤 관계와 맥락 속에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띠게 된다. 멸종 동식물을 소재로 하여 바탕재료로 옻칠 한지를 사용

한 <이동식정원60>〔그림60〕은 소멸하는 대상에 대한 무상함과 애잔함

122) 신지은, op.cit., p.16. 
123) 신지은, op.cit.,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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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같은 소재로 작업한 <이동식정원

57>〔그림61〕은 생명력의 강조를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림60〕<이동식정원60>, 60x60cm, 옻칠 한지에 유화, 2011 

〔그림61〕<이동식정원57>, 60x60cm, 캔버스에 아크릴, 유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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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함은 옻칠 한지의 물질적인 특성과 멸종 동식물 이미지의 흐릿

한 윤곽선이 조형적인 조합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이동식정원57>〔그림

61〕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조형으로는 핑크 색와 녹색의 대비감을 통한 

활기라고 할 수 있다. 색채의 반복과 변주는 특히 연구자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보색의 대비와 한 색조 안에서의 변주는 그림마다 다양하

다. 변주는 자연 속의 개체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

해 중요해 진다.

〔그림62〕<사계6-봄>, 112x194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2012 

<사계>작업에서 대위법적 어울림이란 병치, 상호 작용, 융합이라 할 

수 있다. 봄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는 <사계2-봄>〔그림27,p.92〕은 삶에 

대한 애착의 감정,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작업

이며 대비적으로 <사계6-봄>〔그림62〕은 무상함과 소멸하는 대상에 대

한 애잔함을 보여주고자 한 작업이다. 연구자는 봄을 소재로 한 두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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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하며 그 사이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기를 의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작용이 <사계10-다시 봄>〔그림30,p.100〕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비약하고 융합되기를 바랐다. 연구자는‘순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애착과 

무상의 두 가지 상반된 의식과 감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바랐다. 이

러한 어울림은 대위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3의 의미로 비약함으로서 

융합된 의미로서의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의 풍부함과 애매함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틈새

에 있는 것, 경계지에 머무는 것, 즉 고정된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루어지

는 일상의 삶은 혼돈스럽고 불완전한 것으로만 존속하는 것일까? 일상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끝없이 변주하며 생성중이다. 일상생활은 근

본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일상의 조화와 균형, 일상의 매력은 바로 불완전성

에 기초한다. 그러한 연구자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이동식정원>〔그림

59〕연작에서 불안을 표현하는 작업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드러낸 작

업을 전시장에 뒤섞어서 배치하기도 했다. 조화는 차이를 지니고 있고 그 

차이들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추한 것 또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연구자는 조화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는 것들의 공존과 화해, 그리고 대

위법적인 어울림이라 본다.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유위가 아닌 무위(無爲)로의 성장을 추구한다. 

무위(無爲)로의 성장은 하나의 기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은 소박한 꿈의 충족이다.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면 희망이 될 수 있다. 연구자에게 희망은 자신

이 있는 이 세계를 보는 일, 언어로 할 수 없는 영상적인 세계상을 그려내

는 일, 이 세계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미약한 능력을 믿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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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작업을 대상으로 형식적, 내용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그것의 배경과 의미,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작업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봄, 시지

각적 연상과 투사, 감정과 정서의 작용, 자연관, 조합의 배경으로서 틀

(frame)이론과 몽타주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고 작업관을 밝혔다. 

연구자는 그림에서 구성적 가상성과 매체의 물질성이‘조합’을 통해 

만나고 어우러짐을 추구한다. 즉 연구자가 정의하는 조합의 미학적 개념은 

가상성과 물질성의‘조합’으로서의 그림이며, 표의와 표상의‘조합’으로

서의 이미지이다. 조합의 형식은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연결’을 통한 

조합과 ‘충돌’을 통한 조합이다. 이러한 조합의 개념아래에서 하위개념으

로 다시 병렬형식과 대위형식으로 나누었다.‘조합’은 시선의 유동성과 의

식의 흐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되었다. 자아의 투사와 세계에 대

한 은유로서 소재인 자연은 다양한 시점을 통해 포착된 단편적 이미지로, 

우의와 대위, 병렬, 연작의 형식을 통해 화면에서 재조합되었다. 연구자가 

이러한 ‘조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아와 외부세계의 불일치

로 인한 비애와 상실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조화와 연결에 대한 지향

성이다. 

‘우의’는 표의와 표상의 미묘한 불일치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간

극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기호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재구성과 조합의 과정에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들의 조화를 위한 

조형이 ‘대위’이다. 대위와 병렬, 우의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내면세

계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나의 축은 무상과 애착의 양가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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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또 하나의 축은 비애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순된 태도이

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형식을 통해, 외부세계를 당위로서의 이상과 현상

으로서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곳으로 보는, 연구자의 주관적 시선

이 표현된다. 

연구자가 ‘조합’의 형식을 사용하는 심리적 이유는 연결과 화해의 

추구이다. 모순되고 상충하는 것들을 조합하는 작업은 틀 안의 내면세계와 

틀 밖의 외부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작업이 지

향하는 지점은 상실의 극복이며 조합을 통한 연결이며 공존하기 어려운 것

들의 화해이다. 종적인 세대 간의 연결에 대한 표현이 순환론적 세계관이

라면 횡적인 연결에 대한 생각은 아직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

로의 입장과 관점이 상이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연결이 가능

할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문제이다.

연구자의 작업은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느낌과 감각, 사유의 

결과물이다. 시선을 돌려주지 않는 세계란 자아와 외부세계의 불일치이며 

결여의 상태이다.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

므로 연구자의 작업은 자아의 상실과 탈 인격화로 인해 보는 법을 잊은 채 

세계와의 일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 대중의 한사람으로서 

표현하는 세계상으로서의 표현이다. 상실에 대한 극복은 먼저 상실을 바라

보고 인지해야 한다. 인식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과 스스로의 윤

리적 의지로서 마음의 풍경을 그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욕구가 영원히 지속되어도 좋은지 매순간 스스

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순환

론적 세계관, 노자의 자연관, 알레고리적 의도는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며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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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그리고 벤야민이 논하는 불안을 사유의 도구로 삼는 희망의 파상

력은 오늘날 예술의 기능으로써 유효하며 가능한 지점이다. 

연구자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몽타주 기법과 조합 방식 사이의 유사

점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토대로 작품의 사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몽타주방식 중 대립하는 것들의 충돌을 추구하는 것은 조합으로서 대

위 형식과, 연결을 추구하는 방식은 조합으로서 병렬 형식과 유사함을 밝

혔으며 리듬몽타주, 조성몽타주, 배음몽타주, 관계몽타주, 견인몽타주의 방

식과 개별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년간 연구자가 사용해온 조형 방식들이 지닌 심

리학적, 미학적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고 그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한

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오랜 기간 동

안의 그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접해서 공부하며 스스로에 대해 

의문으로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 연구자는 조형의 방식 뿐 

아니라 ‘자연’, ‘풍경’ 이라는 소재에 익숙해져 스스로 변화하기 어려

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점차 작업의 처음 시작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개입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우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내면이다. 모호하고 

애매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것, 인정하기 싫은 것, 부족한 점들을 정리하고 

작업을 대하는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났다. 

연구자는 향후 작업과정에 있어서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며 그것은 넓은 시야와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부족하고 

결여된 사람으로서 다시 공부하고 연구와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넓혀 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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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uthor's art works, which combine 

images of nature to express subjective views of the self and 

exterior world.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subject matter, theme and methods of expression, 

which have formed over the past decade in making works from 

course of MFA until present, to understand trends and background 

elements of change, and to consequently build a foundation for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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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the main subject matter of the works, connotes dual 

meanings—projection of the self and metaphor of the world. The 

nature landscapes, captured as fragmentary images according to 

diverse viewpoints, communicate allegorical themes through 

re-combination, juxtaposition, counterpoint, and sequence form. 

The combination was attempted with the intention to reveal the 

flow of consciousness through the observer's point of view and 

path of movement. The painting medium can be called a virtual 

world that imitates the external world of nature and its internal 

generative principles. In this sense, a painting exists as a frame, 

and has a closed structure, in which the inner space pursues 

independent completion. Thus, material properties of the medium 

itself, consisting of canvas and pigment, and virtual composition 

within the picture frame coexist.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effects in which such materiality and virtuality mingle together 

through combination. Here the combination is expanded to a 

contrapuntal method, in which harmony and contradiction among 

different images are repeatedly presented in variations.  

The act of seeing is a creative activity that already includes 

a process of abstraction, in which visual association and projection 

by the viewer take place. Naturally, as the photographs of subject 

material are transferred to the picture-plane in new combinations, 

emotions and sentiments occur and are projected. Primarily, in the 

works discussed, the perceptive methods of the photographic 

medium are intentionally appropriated in order to capt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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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ed and divided images as they are. But in that process, 

the artist's inner world is inevitably and unconsciously projected 

onto the works. Such projected sentiment then reveals an 

unpredicted discord between the external world and the self. 

The discord between the subject seeing and the object seen,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is a state of absence or deficiency 

of relations, and consequently causes sense of loss and depression. 

In the works the artist intended to express such lack of self and 

situation of discord through allegorical images. This is because a 

subtle discord between meaning and symbol exist in allegories.   

The subjects to be expressed ultimately through the 

allegorical images and contrapuntal form are sorrow, sense of loss, 

and the directivity towards harmony that is positioned beyond. 

While ambivalent senses of emptiness, meaninglessness, and 

attachment to life form one axis, a contradictory attitude of 

wanting to wrap up inner conflict and pain, and to appear bright on 

the outside form another axis. 

The beauty pursued by the artist is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among the various conflicting elements. Such aesthetic 

concept is not only influenced by diverse views of nature in 

Eastern and Western art, but also a product built by personal 

experience and perception in the process of working with nature 

as subject matter. 

When examining the works according to period, changes in 

the objects and boundaries of nature, and in the perspectiv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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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towards nature can be detected. While works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used nature existing in everyday 

life without artificiality or decoration as subject matter, the 

Hantaeksoyo series of the late 2000s presented natural landscape 

as a space for contemplation, as in Eastern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During this period the artist was particularly absorbed in 

Eastern views of nature, which sought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natural landscape of Hantaeksoyo is a 

place for personal contemplation and a gateway connecting the 

inside with the outside. In the recent Four Seasons work, nature 

has become a more abstract object—it is a symbol of cosmic order 

and an ultimate intention point that serves as a moral for human 

life. The circulation of seasons depicted in the landscape images 

here is a metaphor of the circulation of life and a world image.  

A landscape is nature represented by humans, and also a grid 

that defines the perspective through which humans view nature. In 

particular, the re-combined landscapes in the author's work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expressions of not only the artist's 

perception of nature, but a will to connect the inner subjective 

world and the outer world of reality through the frame of the 

picture-plane. Combination was used with the intent to emphasize 

the fluid gaze, endlessly moving upon the object. Juxtaposition of 

images, such as collage technique and montage technique, 

multi-perspective space of Eastern landscape painting, scroll-like 

horizontal picture-planes, three-dimensional structures rese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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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screens, and series consisting of multiple canvases were 

some of the means used to express the flow of consciousness, 

through a relational network among picture-planes, divided into 

many pieces or connected without end. 

Key words: natural image, combination, projection,  

allegory, counterpoint,  inner world,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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