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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급변하는 회화의 환경(다양한 매체의 증폭, 회화의 위기) 속에 개인으

로서 화가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현하고 지속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이 연구는 ‘인온(絪縕: 『주역』, 「계사전하」)’개념을 회화

의 분석(이해) 도구로 개발해, 그것으로 몸을 표현한 나의 세 가지 연

작(2001~’13)에 드러나는 예술적 특징을 밝힐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회화의 미래에 대한 정당한 가능성과 희망을 오래도록 유지되

어 온 극동의 예술적 지침을 통해 확인 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시기 다른 때에 제작된 나의 연작들 중 어느 작품이든 상

반된 요소들이 얽힌 채 뭔가 곧 사건이 벌어질 조짐이 일고 인체와 

성징이 드러나는 것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요소는 장재(張載)가 우주

의 지극한 본체인 태허(太虛)를 설명하면서 그 속에 뒤엉킨 기운의 양

태를 ‘인온(絪縕)’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개념과 맞닿아 있다. �주역�

의 「계사」를 비롯한 여러 문명권의 창조 신화에서 인온은 창조의 여

건을 설정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이 때 인온은 주로 혼돈을 지시

한다.

『중국어큰사전(漢典)』에서 인온은 고사를 빌어 세 가지 뜻으로 표

기된다. 그것들을 종합하면 “음양의 두 기운이 결합해서 모든 현상을 

기묘하게 조화하는 기운이 모인 상태” 정도의 뜻이 된다. 세종 조에 

신숙주(申叔舟)는 『동국정운』의 서문에 다 인온의 개념을 통해 음이 

이치에 맞게 생겨난다고 표현하면서 정운의 편찬 이후의 달라질 큰 

변화를 기대했다. 그런가 하면 고종실록 고종에게 신하들이 황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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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간청하면서 인온의 개념을 들어 때가 마련되었음 표현하고 이후 

제국의 앞날을 기대했다. 이처럼 인온은 변혁, 새 시대를 기다리는 중

요한 여건으로 사용되었다. 인온은 다가올 큰 사건을 기대하고 기다

리는 의미를 띤다.

장재와 왕부지(王夫之)와 같은 유학자들은 인온을 우주본체인 태허

의 상태, 즉 태화(太和)로 또는 도(道)로 봤다. 움직임의 시작을 낳는

다고 했다. 한편 태허는 무형, 무감으로서 생성하고 변화하는 총체이

자 기의 본체라고 했다. 태허는 기(氣)를 지녔고 만물이 거기서 생겨

나고 거기로 돌아간다고 한다. 기는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작용으로

서 태허 속에 미분화된 채 차 있다고 한다. 태허처럼 『성경』의 「창세

기」에서 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이미지에 맞추어 닮게 하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

에서 인간의 창의가 창조 주체에게서 부여된 것으로 비친다. 창의력

은 신을 닮은 모습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로 해석된다. 이는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의 본체에서 그것들이 창조되는 곳으로 

연역하는 노력을 통해 창의력이 창조에 비롯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본성을 찾는 길이다. 따라서 창의는 창조에서 비롯된 인간의 권리

이자 능력으로 비친다.

석도(石濤)는 그의 『화어록(畵語錄)』에서 본격적으로 ‘인온’을 미술

의 문제로 부각했다. 석도는 붓과 먹이 인온하고 있고 여기에 숙련된 

화가의 ‘일획(一畫)’이 개벽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장재에 의

해 마련된 ‘천도설(天道設)’의 이론을 회화의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동시성과 같은 특질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도의 인온 개념을 곽

희의 <조춘도>에 적용하면 결의에 찬 용필의 신속함이 일획에 도달했

고,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의 삼원(三遠)을 모두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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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창조자의 시점을 획득했고 풍경을 구성하는 대상을 유기적인 

몸과 같이 구성한 점에서 인온의 창의적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한편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석도의 인온 개념에 적용했을 때 타

인의 혼미한 꿈을 동기로 하는 점, 비일상적 구성 등이 일상에 머물

지 않고 순리에 마음을 열어 재료의 질서와 함께 호흡하는 점에서 상

상력을 구현한 사례로 비친다. 왕좌 뒤편에 설치되었던 <일월오봉병>

이 왕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 상반된 천체(해와 달)을 나란히 동시에 

표현한 점에서 석도가 「인온장」과 「요법장」에서 강조한 상반된 요소

에 대한 공평한 인지를 주문한 것을 구현한 점에서 동시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리말해 일물양체(一物兩體)를 기가 발현되는 

모델로 제시한 장재의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

인온의 몸은 태허의 부절과 기의 복사물로 이해된다. 즉 사람의 몸

은 우주본체의 반영한 것으로서 인온하는 몸이다. 정신과 몸의 이원

론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정신이 퍼져 이들 양자 간에 

서로 작용하고 우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온의 몸은 해석된다. 허준

의 『동의보감』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신형장부도>는 그 원리를 반영

한다. 서양의 해부도가 죽은 시신의 내부를 묘사하는 것에 반해 <신

형장부도>는 눈을 뜨고 살아 숨 쉬는 사람을 모델로 그려졌다.

1970년대 중반 전후 미국미술이 비인간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

진 것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고 일정한 형식으로 정의하지 못 할 

정도로 다양한 시도가 봇물처럼 일어났다. 그 중 몸에 대한 새로운 

경향의 회화들이 두드러졌다. 르네상스의 고전적이고 기하학적인 아

름다움을 거부하거나 입체파의 전통을 따르는 분석적이고 해체된 신

체의 추구가 포기된 채 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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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표현된 몸은 서구전통의 이원론(몸/정신)에서 벗어나 개인과 전

체 혹은 남과 여 간의 자연스런 혼합을 보여줌으로써 인온의 몸을 구

현한다. 이를 통해 경화된 모더니즘 전통에 저항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화를 통해 복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는 '몸(Body)'을 주제로 삼아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표현한 이른

바 인체풍경(bodyscape)을 탐구해 왔다. 인체 드로잉, 사물 등으로부

터 모아진 다양한 ‘몸’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여섯째 날’, ‘인체풍경’, 

‘Body and Talk’와 최근 진행 중인 ‘Duality’ 연작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으로 대별되는 인간의 몸은 나의 그림에서 재

현적 혹은 비유적,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남성’과 ‘여성’은 

이원성(Duality)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띤다. Sexuality와 Gender로서

의 남녀의 개념일 뿐 아니라, 정신과 물질,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음

과 양 등 대립 항을 이루어 인식되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더불어 

내포한다. 남성과 여성은 이원론(Dualism)의 양극을 대변하며 나는 

남녀의 이원적 상호관계에 집중한다.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하지만 필

연적으로 갈망하고 갈등하며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의 관계와 작용을 회화의 상징적 언어(중의적 수사법)로 표현하고자 

한다. 한편 ‘Body and Talk 연작’에 등장하는 지퍼, 고리 등 개폐(開

閉)의 기능을 하는 사물들은 남녀관계의 이원성과 결속을 의미한다. 

남녀란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뫼비우스 띠’와 같다. 본성적으로 

다른 가운데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운명

이다. 그들은 사랑과 미움, 욕망과 좌절, 신뢰와 배반을 생산한다. 실

상 인간의 역사와 희로애락의 중심에 ‘에로스’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페티시즘(fetishism)적 요소를 인간의 창의적인 시지각적 반응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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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어떤 사물을 보고 연상하는 형태 심리적 반

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몸(body)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만들어내는 

실루엣과 표정은 어떤 시각적 대상보다 인간의 상상력과 본능을 자극

하여 생(生)의 긴장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논의와 그 이미지의 상징적 표현에 대한 재해석과 비평

적 탐구는 시대와 호흡하는 시각적 형식과 서사적 내용의 창의적 결

합방식으로써 인체 표현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다. 진행형인 나의 철학적 사유와 고민을 언어체계와 달리 비 확정적

이며 보다 다층적인 해석과 서사의 부여가 가능한 회화의 창의적 표

현을 지속하기를 소망한다.

주요어 : 인온(絪縕), 몸, 창의력, 상상력, 동시성, 일물양체(一物兩體)

학  번 : 2004-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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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개인으로서 미술가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하는 부담과 그것

을 수행할 상상력의 개발에 항상 관계 해온 것으로 미술의 역사는 기

록한다.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은 미술가의 특권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통의 수묵화를 훈련 받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세대

로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상상력의 개발이란 나에게 지속되어온 과제

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훈련 받은 1990년대와 이후 나의 작품을 발표하

기 시작한 2000년대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 까지 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작해왔다. 더욱이 최근 가벼워지고 원본과 복사간의 별 차

이가 없는 이미지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맞았다.1) 곧 회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과 그 위기감마저 증폭한다.2)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이 

연구를 통해 회화의 정당한 가능성과 희망을 나의 제작과 오래 도록 

유지되어온 극동의 예술적 지침을 통해 확인 하려한다.

이 연구는 2001년에서 최근 2013년에 걸쳐 제작된 나의 세 가지 

연작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 버전들의 회화적 특징을 밝힐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기간은 새천년의 희망과 기대로 다소 들뜬 문화적 

환경과 IT의 급속한 보급으로 스마트 폰을 가진 누구나 이미지를 쉽

1) Margaret Bruns, Die Weisheit des Auges; 『눈의 지혜』, 조이한, 김정

근 번역, 영림카디널, 2009. pp.14-15.

2) Donald Kuspit, 『The End of 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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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산하는 시대적 배경을 포괄한다. 이 속에서 나는 인간의 기대와 

그 표현으로 드러나는 문명의 진화에 관심을 갖고 오늘날 진솔한 인

간의 모습을 화면에 표현하는 시도를 했다. 인간의 본질적 모습을 벗

은 것에서 찾고 그것으로 제작을 출발시켰다.

이 출발은 벗은 모습으로 ‘몸’ 그 자체의 적나라한 고백의 방식을 

회화에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남과 여라는 성별과 성징(性徵)에 

관한 연작으로 발전해갔다. 문명이 욕망을 표출하는 거대한 응집체라

는 것을 인식하고 물질문명의 상징인 물건과 성징을 띤 인체의 결합

을 통해 회화가 이원적(二元的) 결합으로 활력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

했다. 형상과 배경, 인물과 사물, 남과 여처럼 서로 대응하고 충돌하

는 특성들의 공존이 이끄는 활기가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

에 나오는 ‘인온(絪縕)’의 원리와 맞닿아 있음을 찾았다.3)

인온은 “상반된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켜 혼돈하며 곧 만물을 탄

생시키려는 상태”를 말한다. 만물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혼돈에서 창

의력의 조건을, 그리고 상반된 기운이 한데 엉킨 것에서 상상력의 활

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만물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

는 기(氣)의 원리로서 인온은 회화 창작의 중요한 암시가 될 뿐만 아

니라 그 해석과 비평에도 충분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몇몇 시기에 걸쳐 제작된 내 회화의 다양한 변화들을 한꺼번에 조

명하고 그 일관된 특징을 밝히기 위해 인온이 지닌 혼돈의 특성과 탄

생을 기다리는 동적 상태를 활용한다. 북송대의 장재(張載)나 명말청

초의 왕부지(王夫之)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총체인 

3) 『周易』, 「繫辭傳下」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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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太和)’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 ‘인온(絪縕)’을 도입했고 청대(淸

代)의 석도(石濤)는 화가의 ‘일획(一畫)’이 ‘인온의 혼돈’에서 ‘개벽’을 

이끄는 것으로 봤다.4) 이는 곧 화가가 화면에서 자발적 질서를 이끌

어 가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인온은 창조의 원리에 해당하는 용어이지만 개인이 수양을 통해 

도에 이르는 방식이 그 창조를 흠모하고 추구하는 노력을 통해 창안

(創案)과 창의력(創意力)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삶을 개

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예술가의 상상력과도 맞

닿아 있다. 따라서 인온은 회화 제작의 원리로서 그리고 회화를 해석

하는 도구로 적합하다.

인온은 또한 몸에 대한 이해를 명쾌하게 하고 몸의 생명력과 유기

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밝히는 수단이 된다. 인온은 곧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상태(常態)이고 끊임없이 기운이 순환하는 양태(樣態)를 보

여주기 때문이다. 아동의 몸은 성인으로서 뚜렷한 성징을 갖출 준비

를 하는 인온의 몸으로 볼 수 있고 청년의 몸은 곧 분만과 생산을 준

비하는 인온의 몸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죽음을 앞 둔 병약한 노인

의 몸마저 삶을 문턱을 넘어 영안의 세계로 나아갈 인온의 몸으로 해

석된다.

석도가 인온을 필(筆)과 묵(墨)이 얽혀 개벽의 일획(一畵)에 의해 

이 양자가 질서 잡아 가는 것을 회화의 도(道)로 피력했다. 이로써 만

물의 근원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인온이 '일획', '필묵'과 함

께 본격적으로 미술에 관계하게 되었다. 인온이 품은 창작의 원리와 

상상력의 근원이 석도가 반응한 문인화(文人畵)에만 머문다면 그 가능

성을 좁혀버리고 말 것이다. 석도를 포함한 그 이전의 인온 논의를 

4) 김용옥, 『石濤畵論: 스타오 그림 이야기』, 통나무,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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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고 미술의 여러 사건에 맞추어 종합하는 한편 그것을 문인화의 

영향에서 벗어난 미국, 유럽이나 최근 다원주의 미술에까지 적용해 

그 유용성을 점검할 것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혼돈에서 창조를 이끌어 내는 인온의 원리는 ｢성경｣을 비롯한 여

러 문명권의 주요 신화와 공통되고 대한제국의 설립 시기까지 조선에

서 사용된 개념이다. 이 연구는 인온을 미술의 창작 원리로 그리고 

해석의 주요 개념으로 나의 연작에 뿐만 아니라 몸을 주제로 한 최근

의 다원주의 미술에도 적용해서 그것의 해석적 활용을 논증한다. 그

렇게 함으로써 동양 전통의 개념이 회화의 종말을 염려하는 미래에도 

여전히 존속할 것을 주장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수행한다.

첫째, 만물이 탄생하는 우주적 근원으로 인식해온 '태허(太虛)'의 

역동적 상태인 '인온'의 기원과 그 의미에서 암시되는 창조의 조건과 

그 특성을 『주역』의 「계사」에 나온 원문을 장재와 왕부지를 잇는 계

보의 전통에서 고찰하고 인온의 역동적 원리를 파악한다. 그와 함께 

미술에서 본격적으로 인온을 도입한 석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미술의 

현실에서 효력이 있는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유럽의 전 현대(前 現

代)에 활동한  거장의 작품에 적용하고 현대미술에까지 확대 적용할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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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온의 개념을 몸에 대한 이해로 활용하고 그 고찰을 통해 

마련된 '준비하는 몸', '새로워지는 몸', '혼돈의 몸'의 개념을 고대 미

술에 나타나는 도상으로부터 1970년대 다원주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술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온의 개념을 다

루고 상징하는 몸의 이미지에 적용하고 그 효용을 가늠해서 일정한 

원칙의 성립 가능성을 점검한다.

셋째, 몸과 성징을 주제로 제작된 나의 일련의 연작에 이들 고찰에

서 마련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변화를 보

이는 연작들에 면면히 유지되는 일관성을 창의력의 측면, 상상력의 

측면, 그리고 역동적 동시성의 측면에서 다룬다.

이 연구는 크게 인온이 회화의 해석에 주요 기준이 됨을 소개하고 동

시에 그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 세 

시기에 걸친 내 회화 연작의 전개를 인온의 개념을 기준으로 적용하

고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그 연작들의 주요 특징을 밝히고 회화의 

가능성을 피력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I 장은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작품의 분석을 위한 철학적, 역사

적, 예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활용된 인온의 개념을 『주역』을 

비롯한 장재, 왕부지의 저작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혼돈으로서 인온이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물이 창조되는 원리와 작용을 기(氣)의 분

화형식과 그 작동원리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상력과 영감이 

발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설명한다. 여기

에 장재의 기 철학이 제공하는 역동성의 개념인 '일물양체(一物兩體)'

를 다룬다.

II 장은 앞에서 마련한 기준을 석도의 회화 이론에 적용하고 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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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화 분석의 도구로 활용될 모델을 마련한다. 미술가의 창작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창의력, 상상력을 중심으로 인온을 본격적으로 

회화이론에 적용한 실례들을 살핀다. 그 과정에 추출되는 중요 개념

을 중심으로 거장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의 모델을 점검한다.

그와 함께 나의 회화에서 주요하게 드러나는 '몸'과 '성징'의 해석

을 위한 기준과 주안점들을 인온의 측면, 역사적 사례 그리고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성징을 통해 고찰한다. III 장은 세 시기에 

걸친 나의 연작들을 소개하고 그 변화의 특징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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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Karma>, 2012, 한지에 

먹, 채색, 100×80cm 

[작품1] <여섯째 날 I>, 2001, 한지에 

먹, 호분, 56×48cm 

Ⅱ. 인온(絪縕)의 의미와 작용

   1. 인온개념의 도입

한 미술가의 이력에서 양식상의 큰 변화는 이례적이다. 개인으로서 

미술가가 자신의 동질성으로 간주되어 온 하나의 양식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2001년에 제작된 나의 첫 연

작(Nude Series, 2001~2003)을 구성하는 첫 버전(version) 중 하나

인 <여섯째 날 I(The 6th Day I)>(2001)[작품1]과 2012년에 제작된 

<카르마(Karma)>(2012)[작품2]는 차마 동일인의 제작물이라고 하기에

는 그 외관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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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 간의 제작 기간이 거의 10년간의 터울이 있다 할지라도 

한 화가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할 특정의 일관성이나 맥락을 찾기 쉽

지 않다. 대개 미술가가 자신의 동질성을 버리고 새로운 형식으로 자

신의 미술을 비약해 갈 때 그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우려의 말을 듣

게 되고 홀로 고립된 시기를 거쳐야 한다”5)고 하였다. 이를 윌리엄 

루빈(William Rubin)은 “더 멀리 뛰기 위해 개구리가 웅크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6)

<여섯째 날 I>은 새천년의 희망찬 활기가 곳곳에 피어오르던 2000

년대 초의 열기 속에서 그려진 반면, <Karma>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

바일 폰으로 통화하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IT의 대중적 보급이 거의 

완수된 2010년대 초에 제작되었다.7) 그런가 하면 <여섯째 날 I>은 

1990년대 10년 간 한국 문화 전반에 확산된 다원주의, 포스트모던과 

같은 개발시대 이후의 첨예한 실험이 다투어 벌어진 시기의 말미에 

해당되고 <Karma>는 그 새천년의 열기가 성숙하거나 대중에게 익숙

해져 결국 식어 갈 즈음에 해당된다.

이들 각각의 작품은 내가 제작의 훈련을 마치고 미술 현장에 본격

5) 양식의 주요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든 미술가는…자신의 성공과 타협하거

나 절충해야만 할 시기를 맞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시기 동안 미술가

는 동료를 잃어버리는 것과 후배들에게 감화주기를 멈추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자신이 침체되고 후퇴하여 심리적 우울증을 겪게 되어 혼란스런 

지경이 됨을 발견한다. 

   Philip Leider, "Stella Since 1970", Art in America, vol. 66, no.2, 

(March-April, 1978), p.126. 

6) Frank Stella, interview in "Leap Frog", Art Press, no.188, 

(fevriér,94), pp. E3-E5. 

7) <여섯째 날 I>은 내가 본격적으로 나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기에 해당한

다. 이 작품은 나의 첫 개인전에 걸렸고 그와 함께 발간된 도록에 실렸

다. �CHUN SOO KYUNG�(개인전 도록), 미술시대, 인사아트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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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때와 나의 예술적 아이디어가 무르익어 

가는 한 시기를 대표한다. 나의 출발이 전통적 수묵을 바탕으로 인체

를 탐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나의 성숙기는 채색을 바탕으로 상

징과 개념을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 수묵과 채색이라는 재료형식의 

차이와 인체라는 구체물과 기호화된 대상의 차이가 비약으로 비치기

에 충분할 법하다.

2001년의 <여섯째 날 I>은 자유롭고 활달한 필치의 수묵으로 그려

졌다. 그래서 얼굴이 생략되고 사지의 해부학적 기능이 불분명하게 

표현된 화면 곳곳에 자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들로 넘쳐난다. 종이와 

먹의 물리적 속성이 강조되고 제작자의 손짓이 고스란히 기록된다. 

반면에 재현된 대상의 기능이 선명하게 묘사된 2012년의 <Karma>는 

정교한 그래픽의 채색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형태가 엄정한 대칭구

조의 형태를 강조한다. 얼룩이나 붓 자국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허용

되지 않은 채 철저하게 통제 되었다.

그래서 <여섯째 날 I>의 화면은 율동적 운동감이 두드러지고 강·

중·약의 극적 흐름을 제공한다. 그 흐름은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거나 

그 곳에서 분출해 뿜어져 나는 기운을 갖게 한다. 그런가 하면 <카르

마>는 화면 중앙을 당당히 차지하는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고 대칭적

이다. 이는 더 이상 연상이나 상상력을 허용하지 않고 제시하는 것만 

곧이곧대로 보게 하는 기세다.

그러한 양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작품은 그 실험의 본

질과 구조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바로 나의 회

화적 동질성이다. 2001년의 <여섯째 날 I>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

록된 '인간의 창조'를 동기로 제작된 반면 2012년의 <카르마>는 성징

(性徵)에 관심을 갖고 대조적인 양성(兩性), 이원적 속성이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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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추구했다. 이 두 동기는 얼핏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인간에 관

한 점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탐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서로 다른 

시기, 다른 동기에서 제작된 이들 작품은 몇몇 구조적 공통점을 분명

히 갖는다. 

첫째, 상반된 대립적 속성이 한 화면에서 얽혀 있다. 이들은 때때

로 충돌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한다. 다만 혼합하지 않는다. 

<Karma>에서 빨간 지퍼와 파란 지퍼가 대조되고 열린 것과 닫힌 것

이 공존한다.

둘째, 이러한 충돌은 곧 별다른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을 유

발한다. <여섯째 날 I>에서 이 조짐은 발아, 발생, 탄생을 암시하고 

반면 <Karma>에서는 풀려야 하거나 묶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

다. 셋째, 인간과 성별에 대한 나의 조형적 반응이라는 것에서 공통점

을 갖는다. 인간과 성(性)에 대한 관심은 나의 유년기에서부터 촉발된 

자의식의 한 방법이었다. 또한 이 관심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인

식론과도 밀접하다.

양식상의 차이와 다양한 변화로 전개된 십 수 년간의 창작을 관류

하는 나의 회화적 일관성은 크게 상반된 요소의 얽힘, 이들이 만들어

내는 어떠한 조짐, 그리고 남녀의 성징(性徵)으로 요약된다. 이 전개

는 크게 세 개의 연작으로 담아졌고 그 각각의 연작은 이들 세 가지

를 회화의 체계에서 실험한 결과들이다. 내가 나의 시대에 반응하고 

내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회화를 통해서였다. 그 일련의 시도는 새로

운 것을 향한 창의력과 세상을 가져와 가공하고 나의 반응을 실은 상

상력의 문제에 한꺼번에 관계한다.

나는 이들 형식상의 공통된 요약 세 가지를 포괄하고 나의 회화적 

실험들을 설명하기 위해 북송의 유학자 장재(張載, 1020~1077)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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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정몽(正蒙)』의 「태화(太和)」편 중 그 여섯째 문단을 주목한다. 

기(氣)는 태허(太虛)에 가득 차서 오르고 내리며 날아들고 흩

날려 머물러 쉼이 없다. 이런 것을 『주역(周易)』은 뒤엉킨 왕

성한 기운(絪縕)이라 하고 『장자(莊子)』는 생물이 서로 숨 쉬

는 것 같은 아지랑이라 한다. 이것이 허(虛)와 실(實), 움직임

과 고요함의 기틀이며 음(陰)이 되었다 양(陽)이 되고……8)

   이 글에서 혼돈의 기운과 상반된 것들이 뒤엉킨 역동적 양상이 무

엇인가를 낳는다는 암시가 읽힌다. 더욱이 이 혼돈의 기운은 곧 큰 

변화가 촉발할 것을 준비하는 듯하다. '기틀'이라는 표현에서 벌어질 

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글의 핵심어인 '뒤엉킨 기운', 

즉 '인온(絪縕)'을 통해 이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내 연작의 일관된 

특성을 밝히고 회화가 미래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시각 매체로 당당히 

영향을 끼칠 것을 주장하려 한다.

'인온'은 그 암시에서 보듯이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원리와 그것이 

구현되는 과정을 추적하기에 좋은 도구를 제공할 것 같다. 인온의 창

조 원리는 회화 제작의 창의력과 맞닿아 있고 그 구현의 절차는 예술

적 상상력의 전개와 맞닿은 것 같다. '인온'은 이 연구에서 동시적이

고 통시적인 준거가 된다.

8) 氣坱然太虛 升陸飛場, 未嘗止息 易所謂絪縕, 莊生所謂生物以息相吹, 野

馬者與, 此虛實動靜之機, 陰陽剛柔之始

張載, 『正蒙』, 「太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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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원: 혼돈과 충돌

'인온(絪縕)'은 『주역(周易)』 「계사전하(繫辭傳下)」에 만물(萬物)의 생

성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켜 만물이 숙성되

어 생겨나고 남자의 정과 여자의 정이 합하여 만물이 화하여 

생겨난다.9)

인온은 『주역』 「계사전」에서 보다시피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원문에서 '정이 합해' 있는 상태인 

‘구정(構精)’에 대구(對句)를 이룬다. 원문에 따르면 만물은 '인온'과 '

구정'에서 태어난다. 즉 모든 사물은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킨 것에서 

그리고 정이 합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10) 이들의 양태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또 남녀의 변별이 불가능한 혼돈이다.

   더욱이 인온(絪縕)을 글자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 '실타래가 막 

엉킨 것'으로 읽힌다.11) 따라서 인온은 어떠한 의지도 가해지지 않은 

9) 『周易』, 「繫辭傳下」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10) 신원봉은 인온을 ‘기운이 교감하고 쌓인’ 것으로 그리고 구정을 양성이 

‘교합’하는 것으로 번역한다. 이기동은 인온을 ‘기운’이 ‘뭉치는 것’으로 

그리고 구정을 ‘정기를 합치는 것’으로 본다. 그런가 하면 김용옥은 인온

을 ‘한데 뒤엉키는’ 것으로 그리고 구정을 ‘한 몸으로 붙어 정을 주고받

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원봉, 『인문으로 읽는 주역』, 부키, 2009, p.965.

   이기동,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7, p.562.

   김용옥, 『스타오화론: 스타오 그림 이야기, 도올이 백남준을 만난 이야

기』, 통나무, 1992, p.93.

11) 김용옥, 앞의 책,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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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상태 혹은 획기적인 사건을 곧 촉발할 기운들이 뒤엉켜 팽창

하는 상태로 파악된다. 그 속에 확정되지 않은(이름 붙여지지 않은) 

상반된 두 성격이 부딪혀 충돌하며 과잉되는 상태다.

   이러한 인온의 모습 즉, 무위의 혼돈 혹은 기운의 뒤얽힘은 주요 

문명권의 천지창조 신화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에서 

태초에 카오스(Chaos)만 있었다고 한다.12) 카오스는 그저 빈 것이 아

니라 '만물의 원천이 되는 모든 물질의 원형과 에너지로 꽉 찬 채 서

로 분리되지 않고 뒤죽박죽 섞인 곤죽과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13) 여

기에서 밤과 어둠이 탄생하고 밤과 어둠이 합쳐져 창공과 낮이 태어

났다고 한다. 이것이 모든 천체와 이 세상의 출발이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카오스는 그것이 품은 혼란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점에서 인온으로 볼만 하다.

   수메르 신화 중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쉬」 서사시도 천지창조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누마 엘리쉬」의 첫째 점토판의 첫 문장은 

이렇게 기록 한다.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신들의 아버지 압수(Apsu: 지하수)와

신들 모두를 낳을 모체(母體)인 티야마트(Tiãmat: 바다)는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갈대집이 엮어지지 않았고 늪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았기에

12) 유재원, 『유재원의 그리스 신화: 올림포스 신들』, 북촌, 2015,          

  pp.16-17.

13)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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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14)

하늘이나 땅에 아직 아무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아무 것도 보여

지 지 않은 혼돈 속에서 단지 남신과 여신이 신들을 낳기 위해 자신

들을 이루는 지하수와 바닷물을 뒤섞고 있는 것으로 바빌로니아의 창

조 신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혼돈은 인온으로 그리고 남신의 물과 여

신의 물이 혼합되는 것은 구정으로 읽혀진다. 바빌론의 창조 신화에

서도 인온이 천지 창조의 중요한 여건으로 묘사되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성경』의 「창세기」에 만물은 신의 말에 의해 창조되는 것으

로 묘사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온

의 상태에 신의 말이 개입함으로써 빛과 어두움이 나뉘고 물과 뭍이 

구별된다.15) 혼돈은 중국의 창조 신화에서도 만물을 창출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약 2천 년 전에 기록된 『회남자(淮南子)』 「21편」에 ‘하늘과 

땅이 형성되기 전에 우주는 온통 허황되고 아득하여 걷잡을 수 없는 

무형의 상태’였다고 쓴다.16)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역』의 「계사전」에 등장하는 인온의 개념은 

주요 문명권의 창조 신화와 『성경』의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혼돈이 설정된 점에서 일치한다. 이들 신화는 그 혼돈의 과잉으

로 곧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조짐을 예고하는 것에서도 일치된다. 더

욱이 이 혼돈은 단순히 공허하지 않고 기운의 세력들이 요동치며 뒤

엉킨 것으로 묘사된다. 『주역』의 「계사전」과 수메르의 신화 「에누마 

14) 조철수, 『수메르 신화』,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3, pp.153-154.

15) 『성경』, 「창세기」 1: 1-10.

16) 류명걸, 『세계의 창조신화 비교 연구: 단군신화와 세계의 창조신화』, 전

남대학교출판부, 2009,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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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쉬」는 그 세력의 성격을 ‘하늘과 땅’, ‘남과 여’ 그리고 ‘남신과 

여신’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인온은 천지 창조의 조건으로 상

반된 기운이 뒤엉켜 혼돈하는 그리고 과잉되고 팽창하는 모습을 표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의미: 기다림

현대 「중국어큰사전(漢典)」에서 ‘인온’은 세 개의 뜻으로 수록된다.17)

   첫째, 유효표(劉孝標)의 『廣絶文論』에 “인온이 서로 감응하니 안개

가 끊임없이 피어올라 구름이 가득 찬다”18) 라는 문장을 토대로 인온

을 ‘하늘과 땅 사이의 원기(元氣)’로 표기한다. 둘째, 『주역』의 「계사

하」를 인용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교합하고 

작용하는 상태’로 정의한다.19) 그런가 하면 맹교(孟郊)의 「秋懷詩十六

首之五」에 나오는 구절, “하늘거리는 가느다란 한 줄기 선의 운명은 

인온에서 비롯되는 말을 따른다”20) 를 토대로 ‘조화(造化)’로 정의 한

다.

첫 번째 정의는 인온을 자연의 모든 변화와 현상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지시하고, 둘째 정의는 지금까지 이 연구가 진행

17) 「중국어큰사전(漢典)」

(www.zdic.net, 2016. 3.29. 16:25:8 검색)

18) 劉孝標, 『廣絶文論』

“絪縕相感, 霚涌雲蒸”

19) 『周易』, 「繫辭下」

   “天地間陰陽二氣交互作用的狀態”

20) 孟郊, 『秋懷詩十六首之五』

   “褭褭一線命，徒言繫絪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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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인온의 기원에서 살핀 기운의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 정의는 

맹교의 문장에서 보듯이 이치에 순응하는 바른 태도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 중국어에서 ‘인온’은 현상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로, 음양이 

작용하는 상태로, 그리고 긴밀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를 종합

하면 ‘인온’은 음양의 두 기운이 결합해서 모든 현상을 기묘하게 조화

하는 에너지로 정의 된다.

1447년 신숙주(申叔舟)가 교지를 받들어 『동국정운(東國正韻)』의 

서문을 썼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한다.21) 그 글의 첫 문장에 신

숙주는 ‘인온’을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켜 조화가 크게 

유통하니 사람이 생겨나고 음과 양이 서로 만나 기운을 맞추

니 소리가 생겨난다. 그 소리가 생기니 칠음(七音)이 스스로 

갖추게 되고 칠음이 갖추어짐에 사성(四聲)이 또한 구비된지

라⋯⋯22)

   여기서 신숙주는 『주역』의 「계사」를 인용해 음가(音價)의 정확한 

변별과 그 절대 값이 음양의 충돌을 가능케 하는 하늘과 땅의 인온에

서 생겨난다고 한다. 칠음(七音)과 사성(四聲)이라는 구체적 음가는 감

각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이나 조건에 따라 다

르게 발설되고 들릴 소리들을 그 일정한 소리 값으로 정할 수 있는 

2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9일 戊午 2번째 기  

사

22) 天地絪縕, 大化流行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而聲生焉。 聲旣生焉,  

而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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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소리가 발생한 근원적 상태인 ‘인온’에 의해서인 것으로 암시된

다.

신숙주는 그러한 사실을 “포희(包犧)가 괘(卦)를, 그리고 창힐(蒼

頡)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역시 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물의 실정

을 통한 것이다”라고 확인한다. 여기서 만물의 실정(實情), 곧 모든 

질서는 자연의 이치, 곧 인온을 따른다는 강조이다. 이때 인온은 자연

의 이치로 쓰였고 만물의 모든 질서는 인온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

다.

15세기 당대에 한자의 표준 발음을 정하는 기준을 신숙주는 이치

에서 찾아 설명하려 했고 그것을 ‘인온’에서 찾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핵심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소리를 일정한 값으로 매기기 

위해 소리를 탄생시킨 근원적 순리에서 찾은 점에 있다. 이는 맹교가 

말한 “가느다란 한 줄기 선의 운명이 인온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환

기시키기에 충분한다.23)

한국에서 ‘인온’의 개념은 근대에까지 사용되었다. 1897년 10월 1

일 의정부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沈舜澤)과 특진관(特進官) 조병세

(趙秉世) 등이 백관(白官)들을 거느리고 고종에게 황제로 칭할 것을 

아뢰면서 이 말을 썼다.24) 이들은 고종에게 가까이에 어려운 일이 있

었지만 고종의 덕으로 이제 “독립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자주의 권리

를 행하게 되었다” 면서 “요사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인온’을 사용했다. ‘맑은 기운이 서린 것’이 

바로 ‘인온’의 표현이다.25) ‘인온’을 ‘맑은 기운’으로 사용하는 것은 

23) 『중국어큰사전(漢典)』

(www.zdic.net, 2016. 3.29. 16:25:8 검색)

24)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일 陽曆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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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교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계 이황(李滉)은 「계당우흥십절(溪堂偶興十絶)」 중 세 째 

수에서 ‘인온’을 다음과 같이 쓴다.

         열어 놓은 거울처럼 연못을 만들고

         구름을 헤치고서 돌문을 세웠네

         따스한 바람 불어 화창하고

         때맞춰 오는 비는 ‘봄기운’을 드러내네26)

   여기서 “때맞춰 오는 비는 봄기운을 드러낸다”는 구절이 곧 때맞

춰 오는 비가 ‘인온’을 이끈다는 것으로 쓰였다. 만물을 생성하는 기

운이 왕성한 것 즉, 화창한 봄을 뜻한다. 

『동국정운』은 ‘한자음을 바로 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기 위해’ 

편찬되었다.27) 『동국정운』은 『사성통고(四聲通攷)』, 『홍무정운역훈(洪

武正韻譯訓)』과 함께 세종조의 야심찬 운서편찬 사업이었다. 당시 국

제어인각음의  한자의 음을 표준화함으로써 정보의 생산과 그 소통에 

혁신을 기대했다.28) 음의 표준은 절대 값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의미 

25) 앞의 책

   “銷氛祲而凝絪縕”

26) 開鏡爲蓮沼/ 披雲作石門/ 和風吹澹蕩/ 時雨發絪縕

    李滉, 「溪堂偶興十絶」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2016. 4.3. 11:45:44 검색)

『동국정운』은 1447년에 편찬이 완성되고 이듬해인 1448년 10월에 간행

되었다.

28) 『동국정운』을 편찬하면서 세종은 4 가지 기본 방침을 정했다: 첫째 민간

에 쓰이는 관습을 널리 채택할 것, 둘째 예부터 전해오는 서적을 널리 상

고할 것, 셋째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음으로 쓰일 때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 넷째 옛날부터 전해오는 협운(協韻: 어떤 음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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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담는 소리 값을 정함으로써 그 혁신을 이루려 했다. 인온은 

여기서 그 혁신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 토대로 신숙주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숙주는 소리 값을 구하는 문제를 인온에 따라 해결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가 하면 신순택과 그의 동료가 고종에게 황제로 오를 것을 요

청하면서 ‘인온’을 썼다. 독립의 터전과 자주권의 기운이 충분하기에 

인온이 서렸다고 했다. 곧 제국의 설립이라는 전혀 다른 새 시대의 

도래를 맞을 토대를 ‘인온’으로 표현했다. 이때 ‘인온’은 새로운 시대

를 맞고 변혁을 기다리는 기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황은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가 동토를 녹이고 천지만물이 소생

하고 급변하는 계절의 기대를 인온을 써서 표현했다. 여기서 인온은 

새 계절을 낳는 조건이 된다. 이처럼 인온은 변혁, 새 시대, 새 계절

을 기다리는 중요한 여건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인온은 다가올 엄

청난 사건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가 때로는 다른 음운과 통용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할 것 

등이었다.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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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와 작동원리: 張載, 王夫之

장재(張載)는 그의 주 저작 『정몽(正蒙)』 「태화(太和)편」 첫 문단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총체의 상태’인 태화(太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온(絪縕)’을 두 번이나 언급한다.29)

태화(太和)를 일컬어 도(道)라고 한다. 그 가운데 뜨고 가라앉

으며, 오르내리고 움직였다 잠잠하며, 서로 감응하는 성질을 

품는다. 이것이 ‘인온’하고 이기고 지며 굽혔다 펴는 격렬한 

움직임의 시작을 낳는다. 그것이 처음 올 때 기미가 쉽고 간

단하지만 끝에 이르면 거대하고 견고하다 …… 흩어져 형상

화 할 수 있는 것을 기(氣)라 하고 맑게 통하여 형상화 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피어오르는 아지랑이(野馬)나 ‘인

온’과 같지 못하면 태화라고 말하기에 부족하다.30)

   ‘인온’의 두 번 반복으로 이 글 주어인 태화의 정의가 얼핏 애매해 

보인다. ‘인온’의 시작을 낳는 것이 도로 불리는 태화라고 하면서 동

시에 인온과 같아야 태화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태화는 인온의 시작

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온과 같다는 뜻이 된다. 풀어보면 ‘세

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총체의 상태’는 (기운이) ‘한 덩

29) 장윤수, “해·제 - 유물론 혹은 유심론: 장재 기론의 이중구조”, 『정몽』, 

장윤수 번역, 책세상, 2002, pp.155-156.

30) 太和所謂道，中涵浮沈、升降、動靜、相感之性，是生絪縕、相盪、勝

負、屈伸之始。其來也幾微易簡，其究也廣大堅固。起知於易者乾乎！效法

於簡者坤乎！散殊而可象為氣，清通而不可象為神。不如野馬、絪縕，不足

謂之太和。

張載, 『正蒙』, 「太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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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로 엉킴’의 시작을 낳음과 동시에 그것은 ‘한 덩어리로 엉킨’ 것

과 같다는 말이다.

마치 이 말은 아버지인 A가 그 아들인 B를 낳았다고 한다면 A는 

B의 시작을  낳음과 동시에 A는 B와 같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 명

제는 참이다. 왜냐하면 B는 A에 의해서 태어났기에 서로 몸이 다른 

존재로서의 독립성을 갖지만 그 B의 시작은 A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

이다. 모든 아들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온’

은 곧 도라고 불리는 태화이다.31) 태화는 문자 그대로 ‘크게 온화하

다’는 뜻이다. 즉, ‘인온’이 그렇다는 것이다.32)

장재는 그 다음 단락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바로 그 총체’인 ‘태허(太虛)’를 언급한다.

태허는 형체가 없고 기의 본체이다. 기가 흩어지는 것은 변

화의 일시적 모습일 뿐이다. 지극히 조용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성(性)의 근원이다. 식(識)과 지(知)는 사물과 교감

할 때 생기는 일시적 느낌일 뿐이다. 일시적 느낌(客感)과 느

낌이 없는 상태(無感), 일시적 모습(客形)과 모습이 없는 상태

(無形)은 오직 성을 다한 자만이 그것을 하나로 여길 수 있

다.33)

31) 두 번 등장하는 ‘인온’ 중 첫 번째 것의 번역에 많은 해석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것은 바로 태화가 인온을 낳은 것으로 오해하고 인온이 마치 

태화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뒤의 인온은 

태화와 같은 것이라는 말과 모순되어 보인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뒤의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취하기 위해 앞의 오역을 가리려 한 

것 같다. 

32) 張載 『正蒙』, 장윤수 번역, 책세상, 2002, p.156.

33) 太虛無形，氣之本體，其聚其散，變化之客形爾；至靜無感，性之淵源，

有識有知，物交之客感爾。客感客形與無感無形，惟盡性者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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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기의 본체(생성, 변화의 총체)인 “태허는 아무런 모습과 

느낌도 없지만 그것이 모였다 흩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

적인 형체를 갖게 되고 마침내 만물이 된다” 이것이 일시적 모습(客

形)이다.34) 이 일시적 모습은 “만물이 상호 관련되는 가운데 마침내 

인식도 있고 지식도 있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일시적 느낌(客感)”35)이

다. 이 느낌은 사물과 사물이 접촉하여 생기는 감응을 말한다. 태허는 

모든 만물을 탄생케 하는 주체로 비친다.

태허가 기의 본체라는 것은 “태허가 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태허 

자체가 기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36) 이는 “허(虛)에서 기가 나온

다”는 도가(道家)의 주장과 차이를 띤다.37) “태허가 본래 지닌 기에는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장재의 논리는 “만물은 태허에

서 생겨나고 다시 태허”로 돌아간다고 한다.38)

태화는 바로 이러한 태허의 작용 혹은, 태허의 상태를 말한다. ‘인

온’이 태화와 같다는 점에서 인온은 본체 그 자체의 작용 혹은 상태

를 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온은 태허의 작용인 셈이다. 장재는 

태허를 주체자로서 하늘로 봤다. ‘인온’은 곧 주체자로서 하늘의 작용

이다. 그래서 장재는 태화 즉 인온이 도라고 불린다고 했다.39)

張載, 앞의 책

34) 함현찬, 『張載: 송대 氣철학의 완성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pp.68-69.

35) 앞의 책, p.69.

36) 황종원, 『장재철학: 천과 인간의 구분과 합일』｣, 도서출판문사철, 2010,  

p.37.

37) 無名天地之始

老子, 『道德經』, 「제1장」.

38) 함현찬, 『張載: 송대 氣철학의 완성자』, 앞의 책,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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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부지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태화인온’이라면서 하늘이 바로 

‘태화인온의 기’라고까지 한다. 40)

기의 변화로부터 도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태허로

부터 하늘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말한 것은 기가 변화에 

의지하지 않음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기가 변화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원래 다만 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기로 말

하고 도는 하늘의 변화로 말한다. 진실로 기를 떠나서 하늘

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41)

태허는 곧 기이며 인온하는 본체이다. (그 분화 형식인) 음양

은 지극한 조화에 화합 한다……그것은 오르고 내리며 비상

하는데 저절로 만물의 근거와 시초가 된다.42)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주체를 살필 수 있다. 그것은 기가 ‘아직 모

습을 이루지 않아’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비치고 그 모습이 갖추어지

지 않은 본체로서의 주체인 태허, 규정되지 않은 기운들이 얽혀 곧 

‘음양 이라는 두 몸체와 변합(變合)하려 하고 동정 하려는 기미’로 가

39) 張載, 『正蒙』, 장윤수 번역, 앞의 책, p.36

40) 안재호, 『王夫之哲學: 송명유학의 총결』, 도서출판문사철, 2011, 

pp.48-51.

41) 繇氣之化, 則有道之名, 然則其云‘繇太虛, 有天之名'者, 卽以氣之不倚於

化者言也. 氣不倚於化, 元只氣, 古天卽以氣言, 道卽以天之化言, 固不德謂

離乎氣而有天地.

｢讀四書大全說｣, p.1109.

42) ｢張子正蒙注｣,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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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태허의 작용인 도 즉 ‘인온’, 그리고 태허에 속하고 또 태허를 

구성하며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 기운이다.43) 그래서 만

물의 근원은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1) 창조와 창의

극동에서 주체자로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들 셋을 통틀어 말하거나 

그들 중 하나를 지시한다. 『성경』에서 만물의 창조 근원은 인격을 띤 

신이다. 그는 태허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44) 또 그는 인온과 같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태허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아직 땅마

저 없을 때 마치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태허의 기운처럼 ‘표면에 운

행’ 하다가 그의 말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45) 장재와 왕부지가 만

물의 창조를 태허와 태화, 그리고 기운으로 묘사한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의 모습과 몇몇 유사하다.

이들이 공유하는 창조자로서 창조의 조건과 원리는 생존을 지속시

키고 환경을 개척하며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창의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친다. 창조가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의 주체나 신의 능력이라

면 창의는 인간이 자신들의 문명을 존속시키고 삶을 발전시킬 아이디

43) 태허 안의 기운은 아직 현실화된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장재는 이를 기

(氣)라 하지 않고 성(性)이라고 한다.

황종원, 『장재철학: 천과 인간의 구분과 합일』, 도서출판문사철, 2010, 

p.52.

4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성경』, 「출애굽기」 3: 14 

45) 『성경』, 「창세기」,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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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개발 능력이자 그 권한이다. 창조와 창의의 관계를 『성경』은 인

간을 신의 대리자로 규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

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

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46)

   여기에 두 가지를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신의 이미지에 맞추어 신을 닮게 만든 점이고 둘째는 그들에

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 점이다.

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모습 혹은 타인을 

보고 신을 유추할 수 있고 신을 항상 의식하게 된다. 인간에게 신을 

향한 추구의 본성이 부여된 것이다. 더욱이 신을 닮은 능력의 허용은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할 창의력이 부여되었다는 의미이다. 그 

능력으로 인간은 신을 대신해서 천지간의 모든 것을 경영할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비친다.

창의력은 창조에 대한 추구나 모방을 배경으로 세상을 개척할 실

천의 설계와 그 고안으로서 인간에게 천성으로 부여된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진화될 여지의 능력이다. 한편 장재와 왕

46) 앞의 책, 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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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계보를 잇는 성리학의 전통에서 창의력은 인간이 스스로를 닦

고 인간다운 길을 가기위해서는 하늘의 뜻 즉, 도의 실천을 배경으로 

한다.

성리학은 사람이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치를 각성하고 

그 원리를 파악해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권한다. 여기에 하늘의 도

를 알고 따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것의 모방이다. 인온의 ‘기다

림’은 창의력의 바탕이 되기에 족하다. 창의력은 태허와 같은 본체에

서 비롯되어 만물로 분화되고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다. 창의력은 하늘이 만물 중 하나인 인간에게 부여하는 기회이다. 인

온이 지닌 기다림으로서의 성격은 곧 창안의 기회인 셈이다. 

     2) 기의 분화와 상상력

창의력이 본체(혹은, 하늘)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상력은 

인간이 속한 만물의 세계에서 본체를 자각할 때 영감(inspiration)으

로 드러난다. 달리 말해 창의력은 본체에서 인간을 향하는 지향성을 

띤다면 상상력은 인간이 본체를 향하는 지향성에서 생겨난다. 성리학

자들은 만물이 창조된 하늘의 원리를 깨달을 때 기쁨을 맛보게 된다

고 한다. 그 기쁨은 인간의 관심이 하늘을 향할 때 생겨난다는 것이

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히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의식

(全意識)을 깨우치는 기쁨을 말한다.

장재는 “이른바 하늘의 이치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천하의 뜻에 

모든 것을 관통시킨다”고 한다.47) 이 기쁨은 본체에서 분화되고 전개

되어 만물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추할 때 생기고 만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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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치를 각성할 때 증폭된다. 장재는 또한 ‘안이 충만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름다움(美)’이라 한다.48)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부에

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이 

본체를 향할 때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다. 달리 말해 

아름다움은 하늘의 이치를 행하려는 자의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

이다. 이처럼 성리학에서 ‘기쁨’이나 ‘아름다움’과 같은 영감은 창의력

이 발현되는 방향 즉, 본체에서 인간으로 향해 분화되는 방향을 역행

하는 지향점에서 발현된다.

만물의 근원을 자각하는 기쁨과 영감으로 인간이 이상적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한다. 플라톤은 현실의 세계를 이상적 

실체의 반영으로 본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異性)의 몸을 

의식하는 때에 만물의 근원, 본향을 자각하는 그 기쁨을 맛본다고 한

다. 사람은 이성의 몸을 통해 그가 망각한 이상적 본향을 깨닫게 되

고 그래서 이성에게 끌린다고 한다.49) 이는 현실의 대상을 통해 근원

을 환기하는 영감의 순간을 지적한 것이다. 실체의 반영에 불과한 현

실에서 근원의 사실을 각성하는 횟수와 그 깊이에 따라 사람은 이상

적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기회가 많을수록 이상적 사

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역시 그 깨달음의 순간 즉, 영감의 

순간이 인간이 이상을 향할 때이다.

『성경』의 ｢요엘서｣에서 신(神)이 그의 혼을 만민(萬民)에게 부어주

면 “노인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異像, vision)을 보게 될 것”이

47) 所謂 天理也者, 能悅諸心, 能通天下之志之理也.

장재, 『정몽』, 「誠明」

48) 장재, 『정몽』, 「中正」

49) 이데아의 반영 세계에 떨어진 인간은 그 내면에 그가 본래 있었던 이상

적 본향을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플라톤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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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50) 신과 떨어진 척박한 현실에 있는 이들이 신의 혼을 받

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에게서 부여되는 혼이 주목

된다. 꿈과 이상은 신의 혼이 인간에게 부여됨으로서 발현될 것을 암

시한다. 한편 그러한 꿈과 이상을 받은 늙은이와 젊은이의 행동은 어

떠할까? 상상력은 바로 이들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부여 받은 영감의 동기로 상상하고 이상에 따라 계획하고 행

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발현할 상상력 역시 신을 향한 방향에

서 드러날 것이다.

장재가 『정몽』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자연 만물

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본래성을 파악하고 그

것을 미루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하늘과 하나 되는 경지를 이루

어 죽음으로 인해 멸절되는 인생의 무상감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하

였다.51) 장재의 철학적 목적은 성리학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본체

에서 비롯되어 인간으로 향하는 창의력의 지향점과 그 인간에게서 본

체로 향하는 상상력의 지향점은 성리학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임과 동

시에 인온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장재가 목적으로 하는 “하늘과 하나 되는 경지”를 성리학자들은  

‘성(誠)’으로 표현한다. 왕부지는 “두 기가 인온하여 굳셈과 순종이 나

타나는 것이 성(誠)”이라고 한다.52) 본체에서 분화되어 만물이 형성되

50) 『성경』,｢요엘｣, 2: 28.

51) 李基東, 『東아시아 朱子學의 地域的 展開』, 東京 東洋書院刊, 1987, 

pp. 91-95.

함현찬, 『장재: 송대 기철학의 완성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p. 

61. 재인용.

52) 王夫之, 『思問錄』

   “二氣絪縕而健順章, 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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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 만물들 속에서 하늘의 뜻을 직관할 때 성은 

드러난다. 상반된 기운이 엉켜 강건하고 유연하는 변화는 그 이치의 

유래에서 창의력을 생겨나게 하고 한편 그 이치를 향하는 것에서 상

상력이 생겨난다.

  3) 역동적 조화

창조의 본원에서 유래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핌으로써 창의력의 발생 

원리를 살필 수 있고 현재 여기(만물의 세계)에서 출발해 그 본원을 

향해 따져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의 원리를 살필 단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근원에서 만물로 향하는 한 방향과 그 반대로 만물에서 근

원을 향해가는 방향, 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경로를 한꺼번에 종합할 

단서로 장재는 ‘조화(造化)’를 제시한다.

기의 근본인 허(虛)는 맑아서 원래 형체가 없지만 감응하여 

곧 기가 모여서 형상을 지니게 된다. 형상이 있으며 곧 이 

형상의 짝이 있게 되고 짝은 반드시 그 작용에서 형상에 반

대되는 것이어야 한다. 반대되는 것이 있으며 곧 적(敵)이 있

게 되고, 적의 관계는 반드시 화해하여 풀리게 된다 …… 

조화가 만들어낸 것에는 서로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만물이 

많기는 하지만 그 실상은 한 가지이다 …… 53)

53) 氣本之虛則湛本無形, 感而生則聚而有象, 有象斯有對, 對必反其爲, 有反

斯有仇, 仇必和而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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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근원은 감지할 수 없지만 분명한 존재이기에 만물이 생겨

나게 하고 또한 거기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생겨나고 분화하는 방식

은 서로 대립과 충돌의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화해를 

장재는 ‘조화’로 본다. 

만물은 근원에서 태어나 대립하는 짝으로 분화하면서 서로 대응됨

과 동시에 조화의 지점으로 나아간다. 이 지점을 정점으로 만물은 다

시 감지할 수 없는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그 조화의 정점

을 통해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것이 서로 대립 쌍으로 관련되

는 역동적 연관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근원에서 만물로 또 만물에서 근원으로 서로 작용하는 이 구조는 

서로 맞물리면서 융합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 생명력으로 비

친다. 그래서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해석하려한 극동의 시각은 바

로 인온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모델을 완성한다. 『주역』, 「계사」의 

다음의 말은 이를 강조한다.

역의 이치에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陰과 陽)를 낳고 양

의는 4상(老陽, 老陰, 少陽, 少陰)을 낳고 4상이 8괘를 낳는

다. 54)

한 곳에서 대립하는 쌍으로 만물이 분화하는 일련의 이치가 ‘태극

   造化所成, 無一物相肖者, 以是知萬物雖多, 其實一物 …

   장재; 장윤수 역, 『정몽』, 「태화」, 책세상, 2002, p.21. 

54) 易有太極, 是生兩儀, 兩儀生四象, 四象生八卦

   『역경』, 「계사전상」,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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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에 녹아있다는 말이다. 인온이 태허의 상태로서 만물의 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태극은 무한한 변화의 역동을 품은 근원의 양상을 

알려준다. 즉 태극은 태허의 상태인 인온을 이미지화할 때 선명한 정

보를 전한다.

이황(李滉, 1501~1570)은 바로 태극의 이러한 모습에 주목했다.

자연을 본받는 것은 고대인의 문화 창조 법칙이자 예술창조법칙이

었다. 당대의 화가 장조(張璪)도 “밖으로는 조화(造化)를 본받고 안으

로는 마음의 근원을 얻는다(外師造化, 中得心源)”고 했다. 여기에서 

‘조화(造化)’는 인간을 포함하긴 하지만 주로 ‘천지(天地)’를 가리킨다. 

고대인은 우주가 처음 분화할 때 하늘과 땅으로 나뉘고, 우주 안의 

만물은 천지가 결합하여 생겨났다고 여겼다. 따라서 고대화론이 말하

는 ‘마음으로 조화를 본받는다.’에서 조화는 자연을 가리킨다. 

동양고대에서의 자연은 기의 우주 속에 존재하는 자연이며, 끊임없

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것이다. 같은 산, 같은 물도 춘하추동, 아침, 

낮, 저녁, 밤에 따라 형상, 색채, 정취가 끊임없이 달라진다. 

동양의 자연이 주로 천지자연을 가리키는 반면, 서구의 자연

(nature)은 본성과 자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자연은 주로 

인간과 상대되는 자연스런 본성을 가리킨다. 자연은 동물, 식물을 가

리키기도 하지만 인간도 가리킨다. 그리스 미학에서 제시한 ‘자연모

방’은 산수시나 화조도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체 조각이나 인

물화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모방한 극을 뜻한다. 자연이 동물, 식물, 

인간을 지시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실체적 · 정태적인 우주관을 암

시하며, 자연의 모방이라는 서구적 창작의 길을 열었다. 이와 같이 

‘조화’와 ‘자연’이 지니는 문화적 내용의 차이는 ‘조화 본받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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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모방’이 지니는 차이의 근간을 이룬다. 55)   

조화 본받기와 자연 모방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지각대상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물론 객체를 대면하면서 그것의 보편적 의미

를 반영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경물은 그 모

양으로 구하고, 마음은 이치에 조응해야한다(物以貌求, 心以理應)”는 

것이라고 유협(劉勰, 465~520)이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첫째 경치를 마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미적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둘째 창작의 욕구가 반드시 경물을 마주했을 때에만 생

기는 것이 아니라, 경물을 등지고서도 그런 정신의 능동적 작용이 갑

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경치를 마주했느냐 또는 정말로 그 경치를 본 적이 있느냐 와는 

상관없이 영혼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창작론을 논한다면, 동양에는 내

유신사(內遊神思)56)가 있고 서구에는 상상이 있다. 내유신사와 조화 

본받기는 각기 강조점은 달라도, 중국의 우주가 변한 적이 없으므로 

이 두 가지 관점도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중국에서 창작의 전체적 

특징을 ‘신과 물이 함께 노니는 것(神與物遊)’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화 본받기는 경치를 ‘마주한 노님(遊)’이자 ‘밖에서 노닒(外遊)’이고, 

신사는 경치를 ‘등진 노닒’이자 ‘안에서 노님(內遊)’이다. 

상상은 서구 근대 미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서구 고대의 정태

55) 張法, 유중하 외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pp.370-371.

56) ‘신사(神思)’가 처음 문학론에서 거론된 것은 유협(劉勰)의 『문심조룡(文

心雕龍)』에서이다. 유협은 ‘신사’를 “옛 사람이 이르길, 몸은 강이나 바다

에 있으면서 마음은 궁궐에 있다고 했으니, 신사란 이를 이름이다”라고 

했다. 이는 ‘spiritual thought or imagination'으로 영역되기도 한다. 

이에 ‘내유신사(內遊神思)’는 외적 현실과 상관없이 ’마음 속 에서 노닐며 

자유롭게 구상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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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靜態的) 우주는 모방의 창작관을 낳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상

상은 감각을 퇴행시키며” 오직 지력이 모자란 사람만이 가축처럼 상

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상상을 어느 정도 인식한 동시대의 

다른 사상가들이 상상이 모방에 속하는지를 놓고 주저했던 것은 아마

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 때문일 것이다. 우주만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확장되어간다는 근대적 우주관이 생겨난 이후

에야 상상은 고대의 모방이 지녔던 권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모방보다 더 환영을 받게 되었다. 상상개념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제

임스 엥겔(James Engell)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1660년에서 1820년까지의 역사에서 창조적 상상은 단계적으

로 전개된 인류의 활극의 일부분이다. 서구 문화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걸출한 인물들의 정신을 격동시

킨 관념은 거의 없다. 특히 1750년 이래 상상은 예술과 지

식, 문화와 철학 심지어는 정치와 사회사상의 추동력이 되었

다.57)

  

  근대 우주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함을 보여 주었다. 무한하게 전

개되는 우주는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엥겔은 상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  

상상은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이제 막 솟아오른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문학·미학·철학·비평·종교학·심리학이 새로운 국면

57) James Engell, 『The Creative Imagi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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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동해 주었다.58)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상상은 창작의 중심 개념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창작론 전체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동양인이나 서구인은 모두 

마주하고 찾기보다 모방이나 우주의 정신을 더 잘 획득할 수 있는 방

법이 내유(內遊)와 상상(想像)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우주의 정신에 대

한 사고는 서구에서는 변했지만 동양철학에서는 줄곧 변하지 않았다. 

이에 동양과 근대 서구에서 우주를 다르게 이해하듯이, 우주의 정신

을 획득하는 상상과 내유의 심리적 근거 역시 다르다. 내유(內遊)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는 것(虛靜)’을 전제로 한다. 유협은 『문심

조룡』의 신사(神思)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문을 구상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장을 씻어내고, 정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잡념 없는 마음을 중시한 것은 마음에 잡념이 없어야

지만 우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다는 철학적 심리태도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노자는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닦을 것”을 강조했고, 순자

는 “마음을 비우고 한 가지에 집중하여 고요해지는 것”을 강조했다. 

동양철학에서 기의 우주는 비어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만

물의 운동 법칙을 규정하는 우주의 기를 인식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

이다.

허의 극치에 이르고 정의 돈독함을 지켜라. 만물이 나란히 

58) 앞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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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남에, 나는 만물이 도(道)로 돌아감을 본다.59)  

   마음을 비우고 한 가지에 집중하여 고요해지는 것, 이것을 대청명

(大淸明)이라 한다. 대청명의 경지에 이르면 만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

니 보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모습을 보아 논할 수 없는 것이 없으

며, 논하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방 안에 앉아서도 천하를 볼 수 

있고, 오늘 날에 살면서도 아주 먼 옛날을 논할 수 있으며, 만물을 관

찰하여 그것의 정을 알 수 있다. 60)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가 · 도가에서는 우주의 정신을 

획득하기 위해 마음의 잡념을 없애야한다고 여겼으며, 예술가는 작품

에 천지의 마음을 담고자 하면서 “고요하면 뭇 움직임이 확연해지고, 

비어 있으면 모든 경(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예술가

는 내유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

는 것이 잡념 없는 마음이라고 여겼다.

잡념이 없는 마음의 생리적 · 심리적 · 철학적 근거는 기(氣)이다. 

중국 우주의 근본은 기이며, 인간의 육체와 마음의 근본 역시 기이다. 

잡념 없는 마음이 텅 빈 칠판과 다른 것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기를 

고요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잡념을 없앰으로써 마음의 기는 인간

의 본원이 우주의 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신과 물이 함께 노니는 

것’도 만물의 기를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양의 내유가 허정에 의거한다면, 서구의 상상은 천재를 강조한

다. 허정은 예술가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을 얻어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천재는 개인의 주관적 능동성으로 창조한다. 

59) 노자, 『도덕경』, 16장

60) 『순자』, 「해폐(解蔽)」



- 36 -

천재, 즉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은 법칙을 타파하는 특징을 갖는다. 

범속의 초월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타파’는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

과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다. 고대의 모방은 이성적인 형식법칙을 

준수하지만, 근대의 상상은 초 법칙적인 창조원리를 따른다. 따라서 

상상의 특징은 바로 독창성이다. 마음의 잡념을 없애는 것은 만물의 

혼과 우주의 혼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우주적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것이지만, 독창성은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상상도 사물과 우주의 

정신을 획득하려는 것이지만 그 때 획득하는 것은 독창적인 것이다. 

즉, 한 개인이라는 유일한 정체성을 지닌 소우주를 통해 여과된 보편

적 대우주의 기운이 독자성, 즉 독창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61)

61) 장법(張法), 유중하 외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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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더 텍사스 프로젝트 I>,

2016, 수묵화, 마네킨, 스타킹, 두루

마리휴지, 줄자 

[작품4] <여섯째 날 III>, 2002, 

한지에 먹, 호분, 77×52cm

Ⅲ. 인온의 회화이론 적용

2016년 여름 이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한 때 사창가였던 미아리 일

대의 빈 건물에서 진행되는 '더 텍사스 프로젝트'라는 전시회에 나의 

아이디어를 담은 설치물을 출품했다.[작품 3] 4년 전 개인전에 겨우 

하나의 버전을 출품한 것 외에는 나의 제작에서 설치물의 완전한 버

전은 드물다. 온전한 화랑공간이 아니었고 장소의 특정적 의미와 환

경(전시시설의 부재로 조명기구가 없어서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외광

에 의존함) 때문에 나는 평면에 한정되는 회화를 포기하고 실재하는 

삼차원 공간을 나의 매체로 삼기로 결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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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은 곧 화가로서 나의 정체성에 심한 도전이 되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매체를 온전히 소화해 내야할 과제

를 떠안았다. 그래서 이차원 평면을 벗어난 그 곳의 현장을 방문하고 

바로 그 폐건물의 실내에서 마치 도화지에 그리듯이 설치물을 구상했

다. 매캐한 공기와 침침한 실내의 밝기는 곧 그곳이 숱한 남자들의 

욕망을 상대한 장소임을 깨우치게 했다. 

  설치물을 창작하는 나의 계획은 그 공간과 나의 관계를 살피는 것

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마치 회화제작을 시작하려 할 때 내동댕이쳐

진 나 자신과 유사했다. 그 순간은 철저한 고립으로 나를 몰아간다. 

그래서 그 날, 과거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폐건물의 한 구석 쪽방을 

감도는 음산한 대기(atmosphere)와 나, 이 둘은 결코 일치될 어떠한 

것도 없어 보였다. 그야말로 생경한 만남이고 충돌이었다. 

  나는 ‘더 텍사스 프로젝트’를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에서 그 

설치물의 계획을 출발할 수 있었고 또한 설치를 제시해 전시를 치를 

수 있었다.

  첫째는 실재하는 좁은 공간에 무엇을 넣느냐(설치하느냐)하는 문제

이고, 둘째는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둘 다

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을 나는 나의 회화적 동질성을 유지함과 동

시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에서 찾았다. 나의 초기작 <여섯째 날 

III(2002)>[작품 4]에 등장하는 몸을 그 공간에 던져 넣기로 했다.

   몸을 주제로 한 나의 회화연작들을 제작할 때 본으로 활용했던 마

네킹을 그 공간에 세웠다. 마네킹은 시착(試着)을 위해 몸을 대신해 

고안된 전통적 오브제이다. 미아리 사창가 건물에 세워진 마네킹은 

그것이 사람을 대신하는 관습에 따라 그 곳을 방문한 관람자에게 몸

을 의태(擬態)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현실에서 뚜렷하게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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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물건이기에 단순한 이미지 그 이상의 실체성의 오브제로 받아들

여졌다.

  실내의 실재하는 삼차원과 몸을 의태하는 실물인 마네킹의 관계는 

마치 나의 회화 <여섯째 날 III>에 등장하는 몸과 그 여백과 동일하

다. 미아리 사창가 건물의 실내에 마네킹이 점유하는 것은 <여섯째 

날 III>에서 등을 돌린 채 종이의 한 바탕을 차지하는 누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삼차원 공간에 몸을 세우려는 나의 발상이 결국 이차

원 회화에 등장하는 형상(몸)을 배경에서 도려내어 실내에 적용하는 

것에서 유래함을 확인시킨다.

  이로써 나는 회화를 능가하고 현실에 실재하는 매체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었고 또한 회화제작에서 유지해 온 나의 예술

적 동질성을 지속해서 주장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버전을 그것도 새로

운 매체로 고안하는 일은 미술가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전혀 새로

운 일을 배우기 위해 결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나는 나의 

예술적 진화의 새로운 길을 봤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인온의 작동원리가 곳곳에 발견된다. 작품의 

설치를 구상하기 위해 처음 미아리의 폐건물에 들어섰을 때 그 생소

한 공간은 미술품을 진열할 아무런 배려도 없었고 과거에 사용된 흔

적들로 뒤죽박죽 혼돈의 상태였다. 이 낯선 혼돈은 나와 철저히 분리

되었고 내가 읽혀온 과거의 그 어떠한 예술적 훈련도 소용없어보였

다. 『주역』의 「계사」에서 지적하는 ‘인온’과 그대로 일치된다. 62)

  나의 설치물은 서로 다른 과거를 지닌 두 실체의 만남에서 비롯된

다. 한 때 번창했던 성매매와 분출하는 욕정으로 가득했을 그 공간과 

이목구비와 손발이 제거된 몸의 회화적 시도로 인간의 본원적 조건을 

62) 『周易』, 「繫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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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 온 나의 만남은 새로운 설치물을 낳게 한 결정적 계기이다. 

이는 역사적 공간과 예술적 진취에 가득 찬 개인의 만남이다. 

   그 공간은 산업화 시대 이래로 눌러 온 욕구들의 배설 장소로서 

그 독특한 기운을 내게 보내었고 나는 작품을 제작할 의지로 그 곳에 

도착했었다. 이 두 기운의 충돌은 나를 자극했고 나는 궁리하고 실험

하면서 설치물 버전을 개발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충돌이 창안의 근

원이라면 나의 의지는 이 상반된 요소를 통합하게 한 결정적 요소이

다. 미술가의 이러한 의지를 석도는 ‘일획(一畫)’이라 했다.63)

   창작을 위한 나의 발상은 사념에만 머물지 않고 곧장 제작을 진행

시킬 구체적 동기들로 나를 자극했다. 그 계기들은 나의 과거 제작품

에서 그리고 외부의 정보에 대한 나의 예민하고 적극적 반응들 때문

에 가능했다. 이러한 일련의 실증적 경험들과 미술품 제작에 동원되

는 구체적 감각들이 어우러지는 일들은 제작의 전 과정을 이끈다. 나

는 이를 상상력이라 부른다. 이는 생각들의 조직과 서술적 연상과 연

관되지만 훨씬 감각적이고 직접적이다.

   나의 설치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관람자에게 다양한 경험

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 사물이 무엇을 연상케 하거나 메시

지를 품은 것으로 보일 때 보다 그것이 주변공간과 어우러져 관람자

를 포괄하는 그 실내 전체를 하나의 경험의 장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극대화된다. 나의 매체가 그 주변을 새롭게 하고 그 공간의 특질

을 창출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이는 곧 그 현장 자체가 하나의 작

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질의 창출에는 설치물과 

주변, 관람자와 매체와 같은 큰 단위의 상대적 대립 뿐 아니라 표면

과 양감, 밝음과 어두움, 속과 밖과 같은 큰 단위의 상반된 특성들 간

63) 김용옥, 『석도화론: 스타오 그림이야기』, 통나무, 1992,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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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돌, 대립 그리고 그 역학 관계가 이끄는 역동적 작용에 의해서 

도달된다.

   만물의 발생과 그 분화의 개념으로 쓰인 ‘인온’이 미술에 본격적으

로 쓰인 것은 석도에 의해서이다. 석도는 그의 저작에 ‘인온’을 하나

의 장으로 다루기까지 했다. 나의 제작에 매번 맞닥뜨리는 창안의 발

상, 상상력의 전개 그리고 그것들이 총괄적으로 내 작품에 구현되어 

관람자에게 전달되는 역동성을 한꺼번에 조망할 것이 요청된다. 석도

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온이 어떻게 미술이론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것이 거장들 회화의 해석에 실증적으로 적용되는지 따져보고 회화의 

분석에 활용될 모델을 설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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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온과 회화이론

   

인온(絪縕)은 만물의 생성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천지(天地)의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상반된 기운이 한 

덩어리로 엉켜 혼돈하며 곧 만물을 탄생시키려는 상태로서, 그 탄생

을 기다리는 혼돈에서 창의력의 조건을 그리고 상반된 기운이 한데 

엉킨 것에서 상상력의 활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상반된 양극

성의 공존과 충동에서 동시성의 개념을 숙고할 수 있다. 인온의 창조 

원리는 회화제작의 창의와 맞닿아 있고 그 구현의 절차는 예술적 상

상력의 전개와 맞닿아 있다. 인온은 이 연구에서 동시적이고 통시적

인 준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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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운(氣韻)과 창의

       (1) 기운의 기

   

기운(氣韻)이란 중국 회화의 작풍(作風)에서 최고 이상으로 삼았던 말

로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기운이 충일한 그림이 가장 잘 

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이 회화평론의 용어로 사용된 것은 사

혁(謝赫, 5-6세기)의 저작 『고화품록(古畵品錄)』의 육법(六法)의 제1

에 ‘기운생동(氣韻生動)’을 든 데에서 비롯된다. 이 기운은 정운(情韻) 

· 신기(神氣) 등의 용어와 유사하여 대상의 풍정(風情) · 개성 · 성명

과 같은 뜻이 있고, 기운생동이란 묘사할 대상의 기질, 성격이 화면에 

생생하게 표현되는 것을 뜻하였다. 기운이란 말이 회화사에서 처음 

인물화에 사용되었던 것과, 사실(寫實)과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 육조시대에 있어서 기운의 특질이었다. 

   기(氣)라는 글자는 상형문자로서 구름의 모양을 본 뜬 것이라고 한

다.64)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는 구름이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인온(絪縕)의 기(氣)를 말하는 것이며, 운기(雲氣)는 기

의 가장 원시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65)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철학

범주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는 운기라는 본래의 뜻을 따

라서 발전되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립문(張立文)에 의하면 기

는 처음 운기라는 의미가 형성된 이후 인류의 인식이 발전하는 과정

64) 허신(許愼), 『설문해자(說文解字)』, “氣, 雲氣也. 象形”, 北京: 中華書局, 

1992, p.14.

65) 황지원, 「기운론의 사상적 기반과 전개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

대학교 200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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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으로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었

다. 첫째, 인온(絪縕) · 취산(聚散)하면서 만물을 형성하는 기를 나타

내는 쪽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기의 순화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기가 만물을 구성하는 공통의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인식을 하기에 이

르렀다. 둘째, 사람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을 나타내는 쪽으로 확

대되었다. 즉 사람은 생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기를 들

이마시고 내뱉는데, 이 숨결이 바로 기라는 인식이다. 셋째, 사람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혈기를 나타내는 쪽으로 확대되었다. 넷

째, 和氣 · 勇氣 · 骨氣 등과 같은 사람의 도덕정신과 一月星辰과 天

地山川과 같은 자연기상을 나타내는 쪽으로 확대되었다. 66) 이와 같

은 네 측면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자연현상으로서의 ‘기’와 인

간의 생리적 · 정신적 현상으로서의 ‘기’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

된다. 

   많은 화가 및 평론가들이 이 두 글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화

론 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형호의 『필법기』에서는 “그림에는 

육법이 있는데 첫째는 기요, 둘째는 운이다.”하고 기(氣)와 운(韻)을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운생동’이라는 말에 대한 분석연

구는 응당 ‘기운’을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분별하여 처

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개념은 후

에 서술한 바와 같이 본래 기의 개념으로부터 분해되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분해되기 이전의 기(氣)의 관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한(兩漢)에 성행한 음양오행설과 송(宋) 유학자의 이기론

(理氣論)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를 말하면 곧 우

66) 장립문(張立文) 主編, 김교빈 외역, 『기의 철학』, 서울: 예문지, 1992, 

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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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부터 인생에 이르는 형이상학적 관념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사람

의 몸에 대하여 기를 말한 것으로는 곧 『맹자』 양기장의 기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일개인의 생리적 종합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리적 생

명력’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당(唐)말기 장언원의 『역대명화기』가 출현하기까지 기운의 개념은 

사람, 짐승, 귀신 등을 주제로 한 각종 작품을 평하는 데 쓰였다. 그

는 “귀신과 인물의 경우는 생동함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인데 모름지기 

신운(神韻)이 갖추어진 연후에야 완전해진다”하였다. 비록 이 때의 산

수화가 이미 이사훈 · 이소도 부자, 왕유, 장조 등 여러 작가의 천재

적인 창작으로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대 작가 중에 ‘기운’, 특

히 그 운(韻)이란 것을 산수화에 운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운(氣

韻)의 개념을 산수 위주의 작품에 응용한 것으로는 형호의 『필법기』

가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다.  

   기운이란 인물화의 전신(傳神)의 신(神)이다. 인물화의 예술적 자각

은 장학(莊學)으로부터 계발된 것이고, 산수가 회화의 제재가 된 것은 

산수, 자연을 미화시키고 예술화하는 것으로부터, 특히 장학으로부터 

계발된 것이다. 즉 전신이란 인물화의 요구이자 동시에 산수화의 요

구사항이다. 그러므로 기운의 개념은 인물화와 산수화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67)

67) 송(宋), 등춘(鄧椿)의 『화계(畵繼)』

   “회화의 쓰임은 큰 것이다. 천지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인 만물을 

모두 다 붓을 가다듬고 생각을 운용함으로써 그 모습을 곡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곡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그 한가

지란 무엇인가? 단지 전신(傳神)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한갓 사람에게 

신이 있음만 알 뿐 사물에도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그러므로 화법

에서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제일로 삼는다.” 서복관, 권덕주외 역, 『중

국예술정신』, 동문선, 1990,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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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조의 기반: 기(氣)

  

만일 문학예술에 대해서 기(氣)를 말한다면, 단지 일개인의 생리적 종

합작용이 작품상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게 된다. 무릇 모든 형이상학

적인 성격의 관념은 이런 곳에서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다. 한 개인

의 관념, 즉 감정이나 상상력은 반드시 그의 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작품상에 표현될 수 있다. 같은 관념도 창작자의 기가 다르기 때

문에 표현을 통하여 이루어진 작품의 형상도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기(氣)’를 지배하는 것은 관념, 감정, 상상력이다. 그러므로 문학

예술 중에서 말하는 기는 실제로는 이미 관념, 감정, 상상력의 기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창조의 기능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관념, 감정, 상상력이 ‘기’에 의해 함께 어우러져 문학예술에

서 사용되는 매제가 될 때에 기는 곧 유력한 창조자가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의 개성 및 개성으로부터 형성되는 예술성은 모두 

기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전신(傳神)의 신(神)도 실제로 

반드시 기(氣)를 통하여 보는 것이다. 신은 기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지 관상적(觀想的)인 신(神)이 아니다. 기가 승화하여 신에 융합되어 

들어가면 곧 예술성의 기가 된다. 창작자의 내재된 생명을 밖으로 표

출시키는 경로를 지적하여 밝혀주는 것이 바로 기의 작용이며, 이는 

중국문학예술이론 가운데 가장 큰 특색이라고 서복관은 말한다.68)

68) 서복관, 권덕주외 역,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1990, pp.192-193.

   이 때의 기는 실제로 신과 통일체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신기(神氣)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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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진 남북조(魏晉 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기(氣) 개념은 철학의 영

역에서부터 기타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며 이 과정에서 그 

함의 역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특히 미학적 측면으로의 변화가 두

드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위진 남북조의 문학 비평과 미학 이론

이 장족의 발전을 함에 따라 하나의 미학적 범주 체계를 내세움으로

써 문예와 심미적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개괄을 해내려는 당시의 예

술적 요구가 깔려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위진 남북조 시기의 미학 이론가들은 우주 만

물과 생명의 본원인 기 개념을 각종의 미학적 문제를 설명해내는 근

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는 일종의 철학범주에서 

미학범주에로까지 확장되었고, 자연스럽게 원기론(元氣論) 역시 철학

적 의미의 원기론에서 미학적 의미의 원기론으로 확장되었다.69)

   왕충(王充)의 원기론은 회남자(淮南子)와 함께 위진 남북조 시기의 

기운론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학설이다. 왕충은 처음으로 ‘기’를 최고의 

범주로 삼아 자신의 철학 체계를 세운 사람으로서 기 개념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다. 원기(元氣)의 원(元)은 곧 시작을 의미한다. 원기

(元氣)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천지만물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 

이 “원기(元氣)는 천지와 자연의 정미한 물질이다”70) ‘원기’는 이미 

스스로 그러한 것, 즉 자연이며 무위의 속성을 가졌으며, 어떤 것도 

원기보다 앞서 존재한 것은 없고 또 어떤 것도 원기를 지배할 수 없

69) 한대(漢代)의 기론(氣論)을 역설한 왕충(王充, 25~220)의 이론.

   동한시기의 사상가인 왕충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천인감  

응설과 인과응보설, 귀신에 의한 화복길흉설 등을 부정하고 무의지적(無

意志的)이고 자연적인 기를 최고의 범주로 삼는 원기론(元氣論)을 주장하

였다.

70) 왕충(王充), 『論衡』, 「四諱」, “元氣, 天地之精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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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기는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지혜와 생명, 창의의 본원이다. 또한 

“만물은 천지가 기를 합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며, 이것은 “부부

가 기를 합하면 자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과 같다.”고 왕충은 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본다면 위진 남북조 후기 회화미학에서 형성된 ‘기운생동(氣

韻生動)’과 같은 개념도 이러한 미학적 원기론의 영향 하에서 다양하

게 표현되었던 기존의 미학적 기 개념을 종합한 성격을 강하게 띠면

서 만들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학범주로 확장된 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위진 남북조 시기의 미학적 원기론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가? 하는 물음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회화미학의 기운론

이 가지는 명확한 함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현대 중국의 미학이론가인 엽랑(葉郞)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

면에서 기의 함의를 지적하고 있다.71)

   첫째, 위진 남북조 시기의 미학적 기 개념은 예술 활동의 본원을 

개괄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영(鐘嶸, 468?-518)은 

『시품(詩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는 만물의 운동 변화를 추동하고, 만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이렇게 사람의 성정(性情)을 자극하여 흔들리

게 함으로써 이것을 춤과 노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이끈다.72)

   

71) 엽랑(葉朗), 이건환역, 『중국미학사대강』, 백선문화사. 2000, p.218-219.

72) 종영(鍾嶸), 『詩品』, 「序文」, “氣之動物, 物之感人, 故搖蕩性情, 形諸舞

咏.” 「叢書集成初編」 2545(北京: 中華書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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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주의 원기가 만물의 생명 근원을 형성하고 만물의 변화

를 추동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정신을 움직여서 예술 작품

을 창조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

서 예술 작품은 단지 각종의 사물이나 감정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우

주만물의 본체와 생명인 기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왕

미(王微, 415-443)의 “한 자루의 붓으로 태허(太虛)의 본체를 헤아린

다”73)는 표현 역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진(眞)·선(善)·미(美)는 바로 기를 매개로 하여 합일된다.  

   둘째, 위진남북조 시기의 미학적 기는 예술가의 생명력과 창조력

을 개괄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의 기에 대한 정의는 조

비(曹丕, 187-226)의 『전론(典論)』에서 볼 수 있다. 조비는 “문장은 

기를 위주로 한다. 기의 청탁(淸濁)에는 體가 있으므로 억지로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비가 의미하는 기는 바로 예

술가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뜻한다. 원기론에 근거해 볼 때 기는 인간

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포괄한다. 즉 인간의 신체는 기이며, 인간의 

정신과 지혜도 역시 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는 인간의 생명력과 

창조력의 본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의 창조활동 역시 기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활동이면서 동시에 정신

의 활동으로서 예술가의 몸과 마음이 일치하여 나타난 결과인 것이

다.

   셋째, 기는 예술의 생명을 개괄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 기는 우주 만물의 본체와 생명을 구성하고 예술가의 생명력과 창

73) 왕미(王微), 『敍畵』, “以一管之筆, 擬太虛之體.” 兪崑 編著, 「中國畵論類

編」(台北: 華正書局, 1983), p.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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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의 전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생명을 구성한다. 창

작자와 그의 예술작품은 기로써 합일되며, 기를 통하여 예술성을 확

보하게 된다.74) 위진 남북조 시기의 미학적 원기론은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 의미를 지니면서 회화미학에서의 기운론에 중요한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하였다.75)

   육조시대의 현학사상가들은 이상적인 인격의 본체를 탐구하는 데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였다. 문예미학에 있어서 유협(劉勰)의 『문심조

룡』과 종영의 『시품』에서 기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들 역

시 사혁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위진남북조 후기에 이르

러서야 기 개념에 대한 미학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동진 이후 현학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한 대의 원기론

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미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운과 더

불어 기가 점차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사혁의 기운론은 이

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사혁 이전에는 심미적 인물 품조(品藻)에서도 풍기, 생기, 신기, 골

기, 기골 등의 용어는 있었으나 기와 운을 붙여서 연용한 경우는 없

었다.76) 그러므로 ‘기운생동’에 대한 분석은 우선 기와 운을 두 개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구체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74) 김인환은 엽랑(葉朗)의 이러한 규정에 덧붙여 “기는 미적인 형식에 있어

서 정신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 이 양자의 직접적인 통일작용에 있어서 

매개자 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하나의 규정을 더 첨가하고 있다.

   김인환, 「동양예술론에 있어서의 ‘기’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  

대학교, 1995. p.129-130.

75) 황지원, 『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44-47.

76) 서복관, 앞의 책, p.192, 이택후, 유강기 주편, 앞의 책,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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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상(意象)과 상상력

        (1) 의(意)와 상(象)

   

의상(意象)이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상을 세워 자신의 생각을 온전

하게 표현한다(立象以盡意)"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서구의 이미지

(image)에 대응하는 동양 전통 미학 용어다. “말(言)로는 뜻(意)을 지

극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상(象)을 세워 그 뜻(意)을 지극하게 한다(言

不盡意, 立象而盡意)”는 뜻으로 ‘상(象)’을 세우면 예술형상으로서의 

‘의(意)’가 표출될 수 있다고 하여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형상에 

근거를 둔 사유로서 ‘의상(義象)’은 문예 창작과 비평의 개념과 범주

로서 성립된다.

   예술창작에 있어서 의(意)는 작가의 주관을 가리키고 상(象)은 객

관 세계를 가리킨다. 하나의 단어로서 ‘의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

한 것은 동한시대에 이루어진 『논형(論衡)』이었지만, 정식 문론(文論) 

용어로서 직접 시가의 형상을 표현하는 데 쓰인 것은 육조시대 유협

(劉勰, 465~521)의 『문심조룡(文心雕龍)』의 「신사(神思)」편 부터이다. 

이런 까닭에 글의 구상을 가다듬는 데는, …… 그런 뒤에 사

물의 심오한 이치에까지 통달한 마음으로 하여금 어울리는 

성률(聲律)을 찾아 문사(文思)를 안배하게 하고, 독자적 경지

에 이른 장인처럼 의상(意象, 상상중의 형상)에 의지하여 창

작을 진행한다. 이것이 대개 글의 구상을 진행하는 으뜸가는 

방법이고 작품을 구상하는 중요한 실마리다.77)  

77) 유협, 『문심조룡』,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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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협은 이 말을 목수가 묵선을 치고 도끼로 재료를 깎는 일에 비

유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물질세계의 ‘상(象)’은 작가의 

‘뜻(意)’에 의해 일정한 언어들의 조합 속에 반영되거나 문자로 서면

에 고정되어 정신적으로 내면화된 의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

에서 볼 때, 『주역』의 ‘괘상(卦象)’은 바로 초기인류의 사유를 반영하

는 일종의 의상이다.78)

   의상의 개념이 본래 사물이 가진 구체적 형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를 왕충(王充, 27~104)의 저작인 『논형(論衡)』에서 발견할 수 있

다. 곧 ‘의상(意象)’이란 말은 생겨날 때부터 곰, 사슴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물상과 관련이 있으며 문자 상 그와 대응되는 것 역시 곰, 

사슴 등 개별적이고 고립된 단어들임을 알 수 있다. 의상과 어휘의 

이런 대응관계를 알고 다시 앞에서 인용한 주역 계사의 ‘말’과 ‘상’과 

‘뜻’의 관계에 대한 글을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명백해진다. 유사한 

표현이 위진 남북조시대 철학 저작에 자주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왕

필(王弼, 226-249)의 『주역약례(周易略例)』 「명상(明象)」의 내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상은 뜻을 표출하는 것이고, 말은 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뜻

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상'만한 것이 없고 상을 충분히 표현

하는 데는 말만한 것이 없다.

   즉 의상이란 단어 중 상은 주관적인 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형상

의 이 함의는 중국어에서의 뜻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주역』 「계

78) 천즈어(陳植鍔), 임준철 역,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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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에 있어서는 일, 월, 풍, 회, 운, 우 등의 현상(現象)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산, 천, 초, 목, 조, 수 등의 형체(形

體)를 이룬다.79)

   대체로 이것이 중국어에서 형상(形象)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어

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의 의미는 단지 객관적 상(象)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관적인 의(意)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의상

(意象)과 마찬가지로 형상(形象)이란 복합어도 고대의 문론가들에 의

해 사용되었다.

   『역전(易傳)』에서 제기한 ‘입상이진의(立象而盡意)’는 언어의 한계

를 극복하는 상(象)이라는 범주를 출현시켰고 왕필(王弼)(226~249)은 

『역전』의 기초 위에서 ‘득의망상(得意忘象)’이라는 명제를 제기하여 

‘입상이진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역전』에서 말한 의(意), 상

(象), 언(言)은 본래는 괘의(掛意), 괘상(掛象), 괘사(掛辭)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왕필이 말한 의(意), 상(象), 언(言)은 이미 단지 괘의, 괘상, 

괘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인 인식론의 의미로 말하

고 있다. 이는 인간의 예술 인식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더 이상 추상

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미 내재적 층차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따라서 이는 철학, 미학, 문학, 예술 등 각 방면에 모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80)

79) 在天成象, 在地成形

   『주역』, 「계사」

80) 엽랑, 이건환 역, 『중국미학사대강』, 백선문화사, 2000,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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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상(象)이란 대상, 즉 자연 현상이나 자연의 변화, 인간사 등

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인데 대상의 의미란 인간의 심의로 추상

(推想)해서 안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린 것이다. 구체적

인 예를 들면, 『장자(莊子)』의 「천도(天道)」에 “뜻에 따르는 것이 있

는데, 뜻에 따르는 것을 말로써는 전할 수가 없다”81)라는 구절에서 

말과 뜻 사이에 상(象)의 개념이 들어있다. 즉,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상(象)이다. 

   왕필(王弼)은 언(言)과 의(意) 사이에 주역의 상(象)이라는 개념을 

매개시켜 언과 의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왕필은 ‘언

(言)’, ‘상(象)’, ‘의(意)’의 인식 과정을 성립시켰다. 즉 ‘언’에서 ‘상’과  

‘의’의 순서로 인식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과 ‘상’이란 결국 

‘의’를 표현하고 또 인식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언’과 

‘상’에 집착해서는 진정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망상

(忘象)은 득의(得意)의 필요조건이고 망언(忘言)은 득상(得象)의 필요

조건이 되는 ‘득의망상(得意忘象)’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이러한 '득의망상'의 심미적 태도는 창작자가 유한한 물상에 대해 

관조를 하되 물상과 개념에 대한 초월로서 표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도

록 계발하였다. 왕필이 언급한 ‘득의망상’은 ‘의’와 ‘상’의 관계에 대

하여 한층 깊이 탐구한 것으로 심미관조는 유한한 물상에 대한 초월

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발전시켜 ‘상(象)’이라는 범주가 ‘의

상(意象)’이란 범주로 전화되도록 추진하였다.82)

81) 『莊子』 「天道」, “意有所隨, 意之所隨者, 不可以言傳也”, 「莊子譯註」 2, 

p.276.

82) 양창석, 「동양회화의 의경에 관한 연구: 산수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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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상력의 발현: 의상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의상(意象)’은 주객(主客)을 합일하여 ‘정경

교융(情景交融)’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으로 작가의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물상(景)이 합일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뜻하며, 그 경

지에 이르러 자신의 상상적인 감성세계를 더불어 포함시키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형상

(象)으로서 그 뜻을 전한다는 개념은 일찍이 공자가 언급한 바 있

다.83) 이 같은 언어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형상표현의 가치에 대한 옹

호는 이후 역대 문인, 서화가들에 의해서 계속 숙고되었다. 당대의 시

인이자 서화론가인 왕유(王維)가 ‘의경설(意境設)’에서 언급한 이후로 

중국미학과 화론에서 의상이 중요한 비평의 기준이 되어 왔다는 설도 

있다. 84)

   창작자의 예술적 사유에 있어 형상(形象)과의 관계성은 “예술은 진

실에 대한 모사이거나 형상 속의 사유이다”라는 러시아 문예이론가 

벨린스키(Vissarion Grigorievich Belinskii, 1811-48)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고전시가의 미적 특수성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는데 이미지즘 선언으로 유명한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s, 1885-1972)가 한시를 읽고 느꼈던 충격도 바로 이미지의 

활용방식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시의 이미지, 즉 의상은 20세기 

83) 공자(孔子), “글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

한다(書不盡言 言不盡   意)”, “상을 세워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표현한

다(立象而盡意)”

84) 엽랑, 『현대미학체계』, 북경; 북경대학출판사, 2002,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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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영미시단의 이미지즘 선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85) 창작으로부터 비평에 이르기까지 의상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의상론’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의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세기 전

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이미지로서의 의상개념의 중

국본토에서의 연구는 1980년 무렵 시작되어 9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엔 가히 열풍이라고 할 만한 연구 붐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의상 연구는 문예이론, 한시분석 방법론을 넘어서서 미학이론 

내지 회화이론, 문화이론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그 구현양태에 있어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

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 정신활동의 결

과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활동 자체에 언어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는 언어 없이

는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철학적 사유

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지 또한 언어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언어

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상상력의 근원을 이루는 기초 개

념임을 뜻한다. 

   언어와 이미지는 종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개념들이

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언어로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는 

사물의 전혀 다른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언어 이전의 의

식의 활동 단계이고 인간의 가장 주관적인 표현 형식이다. 그 주관성 

때문에 이미지가 언어에 비해 오랫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

85) 천즈어(陳植鍔), 임준철 역,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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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바슐라르는 오히려 그 주관성 때문에 이미지가 언어에 선행한다

고 생각한다.86)

   인간 정신활동이 언어로 구체화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상상력

의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인간의 정신 활동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각 

과정, 둘째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 과정, 

셋째 저장된 정보를 되살리는 기억 과정이다. 상상력은 이 3단계에 

모두 작용하는 원동력이다.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정

신 활동은 상상력의 매체인 이미지를 통해 지각-인식-기억-회상의 과

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언어와 이미지가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생성의 인과 관계, 그리고 차후에는 상호 보완관계를 갖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이미지의 대표적 형태의 하나인 문학적 

이미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적 이미지란 시인에 의해 언어의 형태

로 주어진 이미지들이다. 시인의 역할은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

운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데 있다. 결국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인간 정신활동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결정짓는 가

장 원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87)

   앞서 언급한 정경교융(情景交融)의 과정에서 ‘의상(意象)’은 제한되

고 규정될 수 없는 광범위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의상’의 특성을 

86) 이미지와 상상력의 절대성을 정립한 바슐라르도 자신의 상상력 연구 초기부

터 이 언어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시적 이미지란 근

본적으로 "로고스의 현상(les phénoménes de logos)"이다.(『공간의 시학』) 

이와 같이 상상력의 활동도 언어에 기반하고 있고, 언어가 없이는 상상력의 

활동은 그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87)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출판사, 2005,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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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상(意象)’의 의미는 일종의 광범위성, 불확정성, 무한성을 

갖추고 있다. 즉 우리들이 오늘 날 말하는 ‘다의성’이다. 해

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미감의 차이성(풍부함)이다.88)

   ‘의상’은 작가의 자아와 경물, 즉 주관과 객관의 충돌과 합일의 과

정에서 생긴 혼돈과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된 확장된 이미지의 가능성

을 갖게 된다.

     

    

88) 엽랑, 『중국미학사대강』,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1985,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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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양(陰陽)과 동시성

    

       (1) 음(陰)과 양(陽)의 합일과 분리

    

음양(陰陽) 두 글자의 의미를 『설문해자(說文解字)』 부부(阜部)에서 찾

아보면 “음(陰)은 어둡다는 의미이다. 강의 남쪽, 산의 북쪽을 가리킨

다…양(陽)은 높고 밝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처음에는 

음(陰)과 양(陽)이 서로 분리되어 각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밝은 

것, 따뜻한 것은 양, 어두운 것, 차가운 것은 음이라고 불렀다. 은주

(殷周)시대 이전에는 음과 양이란 것이 자연계의 현상을 나타내는 의

미로 쓰이다가 춘추전국시대 이후 음양이 연속된 하나의 명사가 되었

다.

   ‘우주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되고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원소 

혹은 동력’이라고 인식된 ‘음양’은 현현하는 모든 것들의 상관적 사유

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규칙으로 동양의 사유와 가치체계에서 자

리 잡았다. 동양의 전통에서 자연이란 인간이라는 주체와 연관되어 

진화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 기초로서 음양이라는 

틀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존재양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자 유비적 

대응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는 유효한 개념으로 

활용되어왔다. 

   중국 고대부터 자연과 인간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된 음양론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주론, 존재론, 인간론, 정치론, 문명론에까지 동

양의 모든 사유에 내포되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음양은 낮

과 밤, 밝음과 어두움, 강건함과 부드러움, 동(動)과 정(靜) 등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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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립 항을 표현한 개념이다. 자연 뿐 

아니라 인간사의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처럼 쌍을 이루면서 대립되

는 구도를 일반화시킨 것이 음양이다.89) 음양의 끊임없는 순환과 대

립과정은 상호보완적이면서 충돌을 극복해가는 역동적이고 상생적인 

측면이 있다. 음양의 두 요소는 다름을 통해서 서로 감응(感應)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속성이다.

   석도의 일획론(一畵論)이 도가사상에서 받은 영향은 우선 노자(老

子)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노자 39장에 “옛날의 일(一)을 얻은 것

으로 말하면 하늘은 일(一)을 얻음으로써 청명하고, 땅은 일(一)을 얻

음으로서 안정되고, 정신은 일(一)을 얻음으로써 영험해지고 계곡은 

일(一)을 얻음으로써 (물이)가득차고 만물은 일(一)을 얻음으로써 생성

하고 임금은 일(一)을 얻음으로써 천하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였

으므로 일(一)은 모든 생성과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2장에서 “도(道)는 일(一)을 낳고, 이(二)는 삼(三)을 낳고 삼

(三)은 만물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일(一)은 태극(太極)이자 유(有)이

며, 이(二)는 음양으로 성리학적 표현으로는 양의(兩儀)가 된다. 삼(三)

은 충기(冲氣) 로서 음양이 상호 결합하는 힘을 말한다. 이처럼 만물

은 일(一)로부터 생성되는데 일(一)은 도(道)와 구별되며 이 일이 예술

에 적용되면 석도가 말하는 일획이 된다.90)

   『회남자(淮南子)』는 도(道)를 우주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 기(氣)

를 천지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으로 파악하는데, 결국은 도가 궁극적인 

89) 음양에 관한 용어들에 대한 정리는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이석호 외 역, 을유문화사, 1986. 과 김영식의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  

서원, 2005년 참조.

90) 백윤수, 「석도의 화어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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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가 만물을 변화 생성할 수 있는 까

닭은 기 자체가 이미 그 내부에 대립적이 성질과 통일적인 성질을 함

께 지닌 음양의 두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음양이기(陰陽理

氣)가 활발하게 엉켜서 운동하고 대립, 교감하면 만물은 이 과정 중에

서 생산된다. 

   

음양은 천지의 조화를 이어받아 온갖 만물의 서로 다른 형체

를 형성하며, 기를 머금어 사물을 변화시킴으로써 품류를 이

룬다.91)

   더욱이 『회남자』에서는 자연세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생명이 운동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음양이기 역시 마찬가지로 조화의 법칙에 따라

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형체’와 ‘기’, 그리고 ‘정신’

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형(形)’, ‘기

(氣)’, ‘신(神)’이 조화를 이루어 평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릇 ‘형(形)’이라는 것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집이다. ‘기(氣)’라는 

것은 생명에 가득 찬 것이다. ‘신(神)’이라는 것은 생명을 제어하는 것

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세 가지가 모두 

손상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형’, ‘기’, ‘신’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

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체를 형성하는 음양이기(陰陽

理氣)의 조화에 달려있다.92)

91) 『淮南子』, 「本經訓」 

  “陰陽者, 承天地之和, 形萬殊之體, 含氣化物, 以成垺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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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시성의 내재: 음(陰)과 양(陽)

낮과 밤의 대립된 두 개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원형(原形), 동양철학과 

사유체계 안에서는 ‘음양(陰陽)’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 원형

이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음양이론이란 세계와 사물의 

대대적(待對的) 성격을 이원적(二元的)으로 추출한 원리이다. 음양론

(陰陽論)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정교한 논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륜과 인격수양, 정치, 사회, 의학, 인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

에 상세히 적용된다. 

   음양론(陰陽論)은 태극(太極)의 도식에 나타나있듯이 음양이 대대

적 관계에 있되 그 둘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또는 통일적 존재인 하

나의 다른 두 차원이라는 주장을 기본으로 한다.93) 그런 점에서 음양

이론은 이원적(二元的) 일원론(一元論)의 성격을 갖는다.94)

   음양의 구도를 통해 본 자연과 그 일부로서의 인간은 어느 한 시

점에 멈춰선 특정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과정에 

있다. 음과 양이 갖는 구조와 속성을 표현하는 ‘대대(待對)’란 개념은 

대립하면서도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상대가 존재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계, 상호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 

92) 장립문, 「주편」, 앞의 책, p.123-133.

93) 안효성, 「음양이론의 상징적 상상력」, 『철학과 문화연구소』 vol.18, 한국

외국어대학교, 2009, pp.113-114.   

94) "도(道)는 하나에 근원을 두지만 둘에서 이루어진다. 옛날에 도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둘로 얘기했다.……대개 천하의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둘

이라 했지 하나라 하지 않았다. 하나의 사물도 그렇지 않음이 없거늘 하

물며 만물의 경우에 있어서야“, 

   엽적(葉適, 南宋代 1050-1123), 『水心別集』, 卷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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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공간적 측면에서 단지 정적인 대립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시

간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동적인 구조이다. 순환이

란 ‘음양’이 끊임없이 번갈아 되풀이되는 교체양상을 표현한 것이다.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교체되듯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한 

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는 끊임없이 순환과정 속에 있다. 순환의 구

조는 ‘음’이 극(極)에 도달하면 ‘양’이 나타나고, ‘양’이 자라서 극(極)

에 이르면 ‘음’이 다시 나타나는 처음도 끝도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연

속적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다. 처음과 끝, 혹은 끝과 처음이 맞물려 

서로의 뿌리가 되는 그 지점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95)

   유가(儒家)에서는 ‘음양’의 변화과정에 내포된 순환과 대립은 별개

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갖는 두 가지 양상을 표현한 것”으

로 본다. ‘기(氣)’로 환원되는 ‘음양’의 관계에서 볼 때 순환이라는 변

화는 일기(一氣)의 진행과정이고, ‘음’과 ‘양’의 대립 현상은 세분화된 

‘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96)

   ‘기’에는 항상 ‘음양’의 운동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음기(陰

氣)’와 ‘양기(陽氣)’가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만물이 형

성되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여기에서 양기(陽氣)는 강(剛)의 특성을 가

지고 음기(陰氣)는 유(柔)의 특성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기’란 곧 강건한 양기를 말한다. 이처럼 양기를 좁은 의

미의 ‘기(氣)’라고 규정한다면 이와 달리 유의 특성을 지닌 음기는 ‘운

95) 이천승, 「음양감응을 통해 본 유교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동양

철학연구』 제54집, 동양철학연구회, 2008, p119.

96) 『중용』, 「17장」, ‘鬼神’에 대한 주자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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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으로 표현된다. 

   이후 사혁은 궁정화가로서 당시에 이미 타락해 버린 위진 남북조 

후기의 현학 풍조를 비판하고 유가적 입장에서 기존의 미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자 하였다. 기는 사혁에 와서 기와 운으로 구별

되어 각각의 미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기와 기운의 관계는 

넓게 보면 하나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속성을 지닌다

는 의미에서 ‘일물양체(一物兩體)’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북송시기 

철학자 장재(張載, 1020~1077)의 용어이다. 장재는 ‘태극(太極)’과 ‘음

양이기(陰陽理氣)’의 관계를 ‘일물양체(一物兩體)’라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하나의 사물이면서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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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온의 회화이론 적용: 石濤, 「화어록(畫語錄)」

     1) 창의력의 적용

       (1) 입법(立法)

석도(石濤, 1642~1707)는 ‘인온(絪縕)’의 개념으로 필묵(筆墨)의 조화

로운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주요 저작인 『고과화상화어록(苦瓜

和尙畫語錄)』에 별도의 장을 마련했다.(「絪縕章第七」) 그 첫 단락에서 

인온이 지닌 혼돈이 회화에서 어떻게 창의(創意)에 관계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붓과 먹이 만나는 것을 인온이라고 하며 인온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혼돈이라고 한다. 혼돈을 여(ㄹ어 창조를 하)는 

것은 일획(一畫)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一畫의 이치로) 산

을 그리면 이를 영험하게 하며 물을 그리면 이를 흐르게 하

고 숲을 그리면 이를 생기 있게 하며 사람을 그리면 편안하

고 자연스럽다. 붓과 먹이 합치되는 경지를 얻고 인온의 나

뉨을 이해하며 혼돈을 여는 화가가 되어 (一畫의 이치를) 고

금에 전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니 이는 지혜로운 화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97)

97) 筆與墨會，是為絪縕。絪縕不分，是爲混沌。闢混沌者，舎一畫而誰耶？

畫於山則靈之，畫於水則動之，畫於林則生之，畫於入則逸之。得筆墨之

會，解絪縕]之分，作闢混沌手，傳諸古今，自成一家，是皆智得之也

石濤, 『苦瓜和尙畵語錄』, 「絪縕章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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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도는 이 글에서 붓과 먹을 다루는 주체인 화가에게 붓과 먹이 

인온하는 혼돈을 일획(一畫)으로 개벽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게 했을 

때 화면에 구현된 대상들이 창조의 순리대로 표현된다고 일러준다. 

요약하자면 석도의 요청은 붓과 먹이 인온하고 그것이 개벽으로 분화

하는 원리를 깨닫고 그 개벽을 수행하는 손(표현), 즉 일획을 지어내

라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그는 인온을 하나의 완성태로 본 것 같다. 석도는 그

림이라는 것은 현 세계의 만물이 어떤 절대적 진리에 의해 조화되었

음, 즉 ‘인온’을 발견하고 그 이치를 구분하여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라고 말한다. 그 때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는 사람들에게 영

감을 주게 된다고 한다. 모든 필묵의 만남 자체가 인온일 수 없다. 그

림을 그렸지만 영험한 산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물이 흐르는 것 등이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 그림은 혼돈에 머문 것이나 마찬가지다. 혼돈

은 일획에 의한 분별을 기다린다. 그 분별에 의해 산은 영험해지고 

물은 흐르게 된다. 

   ‘일획’에 의한 ‘인온’의 분화는 인과론적 이성의 사리분별과는 다

르다. 그것은 인온 즉, 혼돈의 그 가능성에서 사물로 창조되는 한 과

정을 촉발시키는 사건을 말한다. 혼돈은 붓과 먹이 분별되지 않은 오

직 가능성의 상태로 있고 그것은 곧 ‘인온’이다. 이 상태를 석도는 같

은 그의 저작 ‘일획장(一畵章)’에서 ‘무법(無法)’, ‘태박(太朴)’이라고 

한다. 이들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상태 즉, 혼돈의 소박한 상태를 말

한다. 그것은 마치 “어리기 때문에 순박함을 갖는 것”과 같다.98) 그것

은 어리석음(蒙)의 뜻도 있지만 그렇다고 시비(是非)를 분간 못하는 

98) 장선아, 「석도의 혼돈의 미학」, 『철학사상문화』 vol.20, 2015,  

pp.164-166.



- 67 -

무지(愚)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오로지 가능태(可能態)로서의 혼

돈을 의미한다. 

   석도에 의하면 창의력은 바로 그 혼돈에 ‘법(法)’을 ‘세우는 일(立)’

에서 비롯된다고 한다.99) 법은 본래 “먹줄로서 득실을 바로잡아 굽은 

것과 곧은 것을 밝히”는 일을 뜻해왔다.100) 석도는 그의 같은 책 ‘요

법장(了法章)’에서 “콤파스와 곡자는 원과 사각형의 기준이다. 하늘과 

땅은 곧 콤파스와 곡자의 운행에 다름 아니다.”고 하면서 그 법이 순

리에 맞닿아 있음을 강조한다.101) 법을 세우는 것은 순리에 맞는 규

칙을 정하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석도의 ‘일획’과 ‘법을 세우는 것’

은 미술가의 창조의욕이 혼돈을 향해 순리대로 개입하는 일이라 생각

한다.

   한편 석도는 「인온장(絪縕章)」에서 화가가 기존의 화법이나 전통

과 옛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일획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창

조력을 발휘하여야만 비로소 그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02) 전통의 요구는 대개 엄격하고 섬세한 교훈으로 대개 표현

된다. 석도는 순박한 가능성의 상태를 이해하면 훨씬 자유로운 창작

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석도는 일획론의 근거 위에서 회화창작의 법칙과 자유의 관계를 서

술하고 있는데 ‘일획’이란 근본법칙을 파악하면 화가가 예술창조의 자

99) 太古無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立矣. 法於何立? 立於一畵. 

   석도, 앞의 책, 「一畵章」

100) 道生法法者, 引得矢以繩, 而明曲直者也, 故執道者, 生法而不散犯也.

   『黃帝四經』, 「經法道法」

   장선아, 앞의 논문, p.162.

101) 석도, 앞의 책, 「了法章」

102) 백윤수, 「석도의 화어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 (兪劍華, 中國畵論類編, p.15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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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화론의 중요한 명제이다. 화가가 

법(法)의 장애를 받게 되는 까닭은 일획이라는 근본법칙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만약 이 근본법칙을 파악한다면 화가는 마음이 하

고자하는 바를 따를 수 있으며 고도의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

다.103)

   

      (2) 인온의 창의적 시점: <조춘도> 분석

산수화는 자연의 시각적 표현인 동시에 자연관의 반영이라는 복합적

인 성격을 띤다. 곽희(郭熙, 약1010-약1090)는 북송대의 화가로 북방

산수화 양식을 완성했다. 그는 사생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화(理想化)

된 산수를 제작했다. 일찍이 궁중화원화가로 입문하여 90여세에 세상

을 떠날 때까지 화필을 놓지 않고 평생을 산수화 제작에 전념했고 노

년으로 갈수록 화풍이 더욱 성숙해갔다.104)

103) “일획을 밝게 알면, 곧 법의 장애가 눈에 없게 되고 그리고 획은 마음

을 따를 수 있게 된다. 획이 마음을 따르면 법장은 자연 멀어진다.”

  “획은 마음을 따른다(畵從心)”라는 것은 회화의 자유다. 

  석도는 일획을 밝히 알게 되면 비로소 마음을 따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엽랑(葉朗), 『중국미학사대강』, 백선문화사, 2000, p.578. 

104) 곽희는 그의 화력 초기에는 전통을 배우는 면에서 가까운 과거의 스승  

  과 모범으로 이성(李成, 약919-약967)을 배우고 그의 화법을 취했으나,  

  한 대가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종국에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한 사람의 대가에 구속되지 말고 반드시 겸하여 취하고 아울러 보아야  

  하며 널리 논의하고 넓게 살펴서 스스로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연  

  후에야 터득할 수 있다.”

     곽희. 곽사, 『임천고치집』, 

    “不局於一家, 必兼收幷覽廣議博考, 以使我自成一家, 然後爲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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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희의 산수화는 초기에는 기교에 치중하여 정교했다. 중기에는 

그것이 더욱 정묘하고 깊어졌다. 그는 이성의 화법을 취하면서도 포

치는 이성의 그림보다 오묘했다. 『선화화보(宣和畵譜)』에서는 곽희의 

만년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105)

필치가 더욱 씩씩해져서 스스로 터득한 바를 많이 그려내었

다. 마음속에 품은 뜻을 펼쳐낼 경우에는 고당(高堂)의 흰 벽

에 자유자재로 손을 놀려 장송과 거목,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내, 끊어진 절벽, 바위들의 깍아지른 듯 빼어난 모습, 봉우

리들의 수려하게 솟은 모습, 구름과 안개(연기)가 변화무쌍하

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렸는데, 가려진 아지랑이 사이로 천

태만상이 보였다.106)

   

   이와 같은 ‘변화무쌍하게 피어오르는 구름과 안개, 그 사이로 보이

는 천태만상’을 표현한 그의 대표작 <조춘도(早春圖)>[도판1]이다.107)

앞에서 언급한 이황의 시 「계당우흥십절(溪堂偶興十絶)」에서 봄기운

을 ‘인온’으로 표현했듯이 곽희의 <조춘도> 또한 만물이 소생하고 급

변하는 계절에 대한 기대가 아지랑이 같은 ‘인온’의 기운으로 충만하

다.108) 이 그림은 곽희가 자신이 본 산수자연을 관찰하고 사실을 묘

105) 천촨시(陳傳席) 저, 김병식 역, 『중국산수화사 1; 초기 산수화에서 북송  

  까지』, 심포니, 2014, p.372.

106) 『선화화보(宣和畵譜)』 卷11, 「山水二」, “落筆益壯, 多所自得, 至攄發胸  

   意, 則於高堂素    壁, 放手作長松巨木, 回溪斷岩, 岩岫巉絶, 峰巒秀  

   起, 雲煙變滅, 晻靄之間, 千態萬狀.”

107) 이 작품은 현존작품 중에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세 폭의 노년작품 중  

  의 하나이다. 이른 봄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108) 이황,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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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 곽희, <조춘도>, 1072, 
비단에 수묵담채,158.3×108.1cm, 

대만국립고궁박물원 

사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오랫동안 익힌 경물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재

조합되어 빈 화선지에 새롭게 어우러진 것이다. <과석평원도(1078)>, 

<수색평원도(1080)> 등 곽희의 만년작품은 전통에서 익힌 바와 ‘실컷 

유력하면서 보아온’ 자연의 모습을 기저로 삼고 아울러 “스스로 터득

한 바를 가미하여” “마음속에 품은 뜻을 펼쳐낸”109) 유형이었다.

    

  

   곽희이전의 산수화가인 형호, 이성, 범관 등의 그림들과는 달리 

<조춘도>는 지닌 비현실적 분위기가 감돈다. 곽희는 그의 저서 『임천

고치집(林泉高致集)』에서 삼원론(三遠論)을 제기하면서 원근법(遠)의 

형식을 개괄한다. 풍경을 개괄하는 시점을 그는 고원(高遠), 심원(深

遠), 평원(平遠)으로 분류한다. <조춘도>는 이 세 가지 시점이 한 화

109) 『선화화보(宣和畵譜)』 卷11, 「山水二」, “〔至〕攄發胸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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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공존하고 종합된다. 마치 창조자의 시각으로 자연의 전면모를 

조망하는 듯 풍경이 전개된다.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인간세계의 현

실은 전방을 주시하는 두 눈의 해부학적 여건 때문에 결코 다양한 시

점의 원근법이 있을 수 없다.

   과거 이성(李成)의 산수화가 평원(平遠)의 한림(寒林)을 주로 다루

었던 것에 비해 곽희는 삼원의 세 가지 시점을 한 화면에 집대성했기

에 훨씬 입체적이고 초현실적인 공간을 획득했다. 조춘도의 가운데 

좌측과 우측을 비교하면 대조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오른편 중앙의 

무질서한 언덕 사이에 위치한 화려한 궁전과 누각이 심원으로 깊숙이 

들여다보이는 반면 왼편에는 평원시를 적용하여 아득히 멀어지는, 적

막한 골짜기가 전개된다. 수평선상에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이 상이

한 광경은 마치 꿈에서 상반된 장면이 동시에 연출되거나 전환되는 

것과 같이 실재하는 풍경으로 보이지 않는다.110)  

   창의력은 하늘, 신(神), 자연(自然)의 도를 알고 따르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그 방법은 모방이다. 곽희는 자연에 내재한 도(道)와 신(神)

을 염원하고 모방하는 90여년 일생의 진중한 과정을 통해 그 만의 독

특한 산수화에 도달한 것 같다. 한편 곽희는 산수를 인체에 비유하기

도 하고 생태의 이치를 빌어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서 땅의 

형상은 현실보다 과장되어 부풀어 있으며, 구름모양의 산석덩어리의 

사이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의 시각적 효과로 살아있는 거대한 유

기생명체가 용해되고 상호 침투하는 듯하다.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하려는 그의 의지는 『임천고치(林泉高致)』의  「산수훈

110) 산석을 그리는 권운준법(卷雲皴), 수목을 묘사하는 해조묘법(蟹爪描)은  

  곽희가 이성을 닮아있으나 포치와 구도, 대자연을 바라보는 시점의 조  

  합에서 확연히 다른 산수화법의 창안을 개척한 면모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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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水訓)」에 잘 밝히고 있다. 111)

  

산은 물을 혈맥으로 삼고 초목을 모발로 삼으며, 안개와 구

름은 신채(神采)로 삼는다. 그러므로 산은 물을 얻어야 활기

가 있고 초목을 얻어야 화려하게 되며, 안개와 구름을 얻어

야 빼어나게 곱게 된다. 물은 산을 얼굴로 삼고, 정자를 눈썹

과 눈으로 삼고, 고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을 정신으로 삼는

다.…… 이것이 산과 물을 포치하는 양상이다.112)

   이는 곽희가 창조물 간의 질서를 단순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

작용하며 관계를 맺는 활력으로 이해했음을 논증한다. 

   <조춘도>에서 채택된 창조주의 시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계절

변화의 조짐, 그리고 인체에 비유한 대상들의 유기적 관계는 곽희가 

선배들의 전통을 전승함과 동시에 회화를 새롭게 한 뚜렷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삼원법의 채택을 통해 곽희는 미술가가 화면을 경영하는 

온전한 책임자로서 마치 천지를 창조한 신처럼 주장한다.

   안개, 아지랑이와 같은 비가시적 현상과 변화의 조짐을 자신감 있

고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회화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드러내는 매체

임을 확인시킨다. 산천과 가옥들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각각의 

다수가 하나로 통합되는 유기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회화가 마치 생

명을 갖고 스스로 자족하는 영역으로까지 이끌었다. 곽희가 도달한 

이들 회화의 특질은 바로 ‘인온(絪縕)’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밝힌 것

으로 확인된다.

111) 『곽희의 임천고치』, 신영주 역, 문자향, 2003, pp.35-36.

112) 앞의 책,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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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화법을 계승했음에도 곽희는 확대된 통합적 원근법의 고안, 

비가시적 조짐의 표현 그리고 생기 가득한 유기적 풍경을 제시함으로

써 선배를 능가하는 독창성을 화면에 이루었다. 당대의 정보를 흡수

하고 그것을 미술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로 구축할 것을 곽희는 역설

한다. 앞선 거장들의 기술을 응당 익히고 배우는 한편 “대가 한 사람

에게만 몰입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 가지를 아울러 추구하고 익혀

야……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13)

  곽희의 이러한 생각을 석도는 다음과 같이 공유했다.114)

   

옛것이 인식의 방편이라면 새롭게 되는 것은 옛 것을 인식하

면서도 위하지 않는 것이다. 옛것을 인식하면서도 위하지 않

는 것이다. 옛것을 방편으로 그대로 새롭게 되는 것, 아직 그

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곽희의 “스스로 일가를 터득할 수 있는 것”과 석도의 “새롭게 되

는 것”은 전통을 익혀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해 이들의 언급은 독창적 개성을 강조한 것으로 비친다. 석도

는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지인무법(至人無法)’, 즉 “지극한 사람은 

법이 없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얼핏 “법을 세울 것(立法)”을 권유한 

그의 같은 책 「일획장」의 주장과 모순되어 보일 법하다. 앞에서 살폈

듯이 석도에 의하면 “혼돈에서 법을 세우는 일”에서 창의력이 비롯되

는 것으로 살폈다. 

113) 不局於一家, 必兼收 覽, 廣議博考, 以使我 成一家, 然後爲得不局於一

家必兼收 覽, 廣議博考, 以使我白成一家, 然後爲得

   곽희, 『임천고치집』, 「산수훈」

114) 석도, 앞의 책, 「變化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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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도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을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모순이 아님을 

밝힌다.115) “지극한 사람은 법이 없다”고 한 말은 법이 없는 것으로  

써 법을 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지극한 법(至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극한 사람 즉, 독창적 아이디어를 회화에 구현하는 사람이 세

우는 법은 즉, 그의 일획은 법이 없던 태고(太古)와 흩어지지 않았던 

태박(太朴)의 그 상태를 법으로 삼는다는 뜻이다.116) 그 태고와 태박

의 상태가 바로 인온이다. 따라서 창의력은 ‘인온(絪縕)’의 이치(법이 

없는 법, 無法)를 따라 구현된다는 의미이다.

   

115) 非無法也, 無法而法, 乃爲至法

    석도, 앞의 책.

116) 석도, 앞의 책, 「一畵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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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곽희(郭熙, 북송 

(약1010-약1090)
해석: 전승과 창안

[도판1] 곽희, <조춘도>, 1072, 

비단에 수묵담채,

158.3×108.1cm, 

대만국립고궁박물원 

▶창조주(초월자)의 시점

고원, 심원, 평원(三遠), 모두가 한 화면에 

공존하고 종합. 자연의 모습을 전면적, 대

관적(大觀的)으로 조망 → 과거 이성(李

成)의 평원(인간적 시점)을 넘어서서 초현

실적 세계를 제시

▶“인온”의 적용: 창조의 조건을 도입

“가려진 아지랑이 사이로 천태만상이 보

였다”

       (…晻靄之間, 千態萬狀…) 

  『선화화보(宣和畵譜)』 卷11, 「山水二」

이른 봄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

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조합하여 표현

▶유기적 표현(산수를 인체에 비유)

                    : 창조물간의 질서

“산은 물을 혈맥으로 삼고 초목을 터럭으

로 삼고 안개와 구름을 정신과 풍채로 삼

는다”

(山以水爲血脈, 以草木爲毛髮, 以煙雲爲  

神彩…) 

               『임천고치집』 「山水訓」

[도표1] 인온의 창의적 시점: <조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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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도의 분석

▪ 비가시적 대상의 표현: 조짐, 변화

  “변화무쌍하게 피어오르는 구름과 안개, 아지랑이 그 사이로 

   보이는 천태만상”  「宣和畵譜」  ⇒ 인온의 표현

▪ 다양한 시점의 결합: 창조자의 시각, 초현실적 공간

    삼원법(三遠法; 고원,심원,평원)의 모든 시점을 표현

                                ⇒ 넓은 시각으로 조망

▪ 경물을 생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표현: 창조물간의 질서

    산은 물을 혈맥으로 삼고 초목을 터럭으로 삼고 안개와 

    구름을 정신과 풍채로 삼는다 …『임천고치집』,「산수훈」

▪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터득(『임천고치집』): 

    옛것을 방편으로 그대로 새롭게 되는 것 「變化章」

▪ 그러한 사람: 

    “지인무법(至人無法);지극한 사람은 법이 없다”(석도)

  - 독창적인 회화를 그리는 사람이 세우는 법(즉, 일획)은 

    법이 없던 태고(太古)와 흩어지지 않던 태박(太朴)의 

    상태를 법으로 삼는다 …  「一畵章」

조짐, 多시점, 유기적 해석과 표현

[도표2] 인온의 창의적 시점: <조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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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화적 적용: <섬 II>

[작품5] <섬 II>, 2005,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콩물,            

70×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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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적용: <섬 II> 

▪ 동기와 방법

      ‧ 인간 존재의 실존적 고독을 전사기법의 가루안료와

        수묵으로 제작했다. 

      ‧ 인체를 최대한 감축함으로써 인체 내부의 표징보다

        전체의 형태가 배경과 어우러지는 울림을 강조했다.

      ‧ 바다위에 떠 있는 섬을 측면에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이 인체의 고립을 표현했다.

        여백이 바다로 그리고 하늘로 동시에 읽힌다.

▪ 회화표면의 강조: 종이의 물질성과 촉각의 결함

                  가루안료의 알갱이가 종이에 적용되는 촉감

                  수묵의 스며듦

▪ 회화공간의 특질

   표징(feature)의 감축으로 평면감의 강조

         --낙관마저 화면의 형상으로 작용

  배경이 물리적 종이로 읽힘과 동시에 무한 깊이로 읽힘

  종이의 편평한 긴장과 안료 알갱이 간의 접촉이 자아내는 온기  

▸ 나의 창안 방식

  ‧ 제작의 구상을 창조의 근원에 조회

  ‧ 먹과 종이의 물리적 특성에 주목해서 

    비가시적 영역으로 전환 → 접촉, 온기

  ‧ 인간의 본질적 순수성에 대한 탐구

[도표3] 회화적 적용: <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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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상력의 적용

상상력은 ‘예술적 창조성, 환상(fantasy), 과학적 발견, 발명, 독창성’

과 관련된다.117) 존슨(Mark Johnson)에 의하면 상상력의 개념은 ‘주

로 예술과 상상력에 관한 19세기 낭만주의의 산물’로서 일상적 이해

뿐만 아니라 예술 개념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118) 오늘 날 통

용되는 상상력의 개념을 석도의 화론에서 찾고 그 근원을 추적함으로

써 극동지역에 전통적으로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1) 몽양(蒙養)과 신사(神思)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붓과 먹이 인온하는 매

체의 세계를 향한다. 그 삶은 상식의 세계이고 누구나 아는 세계이다. 

하지만 화가가 향하는 화면은 도무지 상식의 질서로는 납득되지 못하

는 전혀 엉뚱한 세계다. 일말의 의식을 갖고 그 곳으로 몰입해 갈 때 

화가는 그가 등지고 있는 세계의 질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낯설

고 생소한 무질서의 세계로 향한다. 그것은 마치 일정한 논리와 규칙 

없이 전개되는 꿈과 같다.

   그 곳에는 붓의 기세와 먹의 자율성이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둘의 충돌과 요동 속에서 화가는 의지를 주장하며 화면으

117)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  

성의 신체적 근거』, 노양진 번역, 철학과 현실사, 2000, p.265.

118) 앞의 책,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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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진하기도 하고 잠시 물러서기도 하면서 붓과 먹의 인온에 반응

한다. 그 과정에서 회화적 상상력이 생긴다.

석도는 같은 책 「필묵장(筆墨章)」에서 먹에 대한 깨달음과 붓의 활

력을 권유한다.119)

예부터 붓과 먹이 특출한 이가 있는가 하면 붓은 특출하나 

먹이 떨어지는 이가 있고 또 먹은 특출하나 붓이 떨어지는 

이가 있다. 산천이 편향되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리는 자가 그런 것이다 …… 먹은 영(靈)으로 붓을 적시고 붓

은 신(神)으로 먹을 움직인다. 몽양(蒙養)이 없으면 먹은 영

(靈)하지 못하고 활발하지(生活) 않으면 붓은 신(神)하지 못하

다. 몽양의 영을 능히 도입했음에도 활발한 신을 능히 이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먹만 있고 붓이 없는 것이요, 활발한 

신을 능히 도입했음에도 몽양의 영을 변통하지 못한다면 그

것은 붓만 있고 먹이 없는 것이다. 

   석도는 여기서 붓과 먹의 상관관계를 설파한다. 그 관계에서 붓과 

먹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도화지에 만물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에 의하면 먹은 ‘영(靈)’으로 그리고 붓은 ‘신(神)’으로 서로를 엮는

다고 한다. 이들 둘이 서로 ‘영’으로 그리고 ‘신’으로 하나가 되기 위

해서 먹은 ‘몽양(蒙養)’이 있어야 하고 붓은 살아 움직임(生活)이 있어

119) 古之人，有有筆有墨者，亦有有筆無墨者，亦有有墨無筆者。非山川之限

於一偏，而人之賦受不齊也。

墨之濺筆也以靈，筆之運墨也以神。墨非蒙養不靈，筆非生活不神。能受蒙

養之靈而不解生活之神，是有墨無筆也。 能受生活之神而不變蒙養之靈，

是有筆無墨也。

石濤, 『苦瓜和尙畵語錄』, 「筆墨章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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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몽양’은 석도가 『주역』의 「몽괘단사(蒙卦彖辭)」에 있는 

“양정(養定)하는 것이 성(聖)의 공(功)이다”라는 구절을 그의 화제(畵

題)에서 해석을 살핌으로써 그 뜻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120) 석도

는 그의 해석에서 “몽(蒙)이라는 것은 태고(太古)의 무법(無法)으로 인

한 것이고 양(養)이라는 것은 태박(太朴)의 불산(不散)으로 인한 것이

다”라고 밝힌다.121) ‘태고의 무법’과 ‘태박의 불산’은 바로 그의 「일획

장」의 첫 머리에 두 구문이다. 그것은 앞에서 살핀 대로 ‘인온(絪縕)’

을 의미한다. 따라서 ‘몽양(蒙養)’은 곧 ‘인온(絪縕)’인 셈이다.122) 먹

이 붓과 관계하여 작동하기 위해서는 먹에 ‘인온(絪縕)’이 있어야 한

다는 말이다.

   한편 ‘살아 움직임(生活)’은 석도의 두 번째 「필묵장」에서 산천과 

만물이 다양한 양태로 그러나는 구체(具體)인 것으로 표현한다.123) 붓

이 먹과 관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反)이 있고 정(正)이 있으

며, 편(偏)이 있고 측(側)이 있으며, 취(聚)가 있고 산(散)이 있으며, 근

(近)이 있고 원(遠)이 있는”, 서로 상반되게 그리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살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붓과 먹의 만남은 먹이 아득한 태고의 근본적인 혼돈을 지

120) 엽랑, 『중국미학사상대강』, 백선문화사, 2000, p.584.

121) 蒙者因太古無法, 養者因太朴不散

    석도, 앞의 책, 「淸湘大滌子題跋」

122) 이런 점에서 김용옥이 ‘몽양’을 예술가로서의 기술축적의 과정으로 해

석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용옥, 앞의 책, pp.81-83.

123) 山川萬物之具體, 有反有正, 有偏有側, 有聚有散, 有近有遠, 有內有外,  

有虛有實……此生活之大端也

   석도, 앞의 책, 「筆墨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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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야 하는 것처럼 단 하나(一)가 되고 붓은 살아 움직임으로 다양한 

양태로 나누어지는 만물(萬物)이 된다. 석도는 붓과 먹의 결합을 근본

에 유래하는 하나와 만물로 분화할 활력 간의 만남으로 본다. 이들 

간의 결합이 그의 식대로 말하면 ‘일획’이고 곧 도화지에 천태만상으

로 그려진 모멘텀이 된다. 

   붓과 먹의 만남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나 그 결과 보는 사람

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 변화의 대부분은 크게 시각적 자극

에 대한 반응이 그 자극을 유발한 것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

나거나 아니면 실재와 다른 것을 끌어들여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상상력이다.

   왕필(王弼, 226-249)은 『주역』 「계사」에서 언급 된 ‘언(言)’과 ‘상

(象)’과 ‘의(意)’의 관계에 대한 글을 가져와 자신의 저작에 남긴다.124)

상(象)은 의(意)을 표출하는 것이고 언(言)은 상(象)을 설명하

는 것이다. 의(意)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 상(象)만한 것이 

없고 상(象)을 충분히 표현하기에 언(言)만한 것이 없다.125)

   

   이 말에는 뜻을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뜻이 전달되는 정확도와 

시차가 포착된다. 그림(象의 한 방식)은 뜻을 전달하기에 즉각적이고 

명료한 반면 시가(詩歌)를 포함한 문학(言의 한 방식)은 뜻을 전달하

기에 다소 더딘 대신에 고려의 충분한 시간이 친절하다.

124) 천즈어(陳植鍔), 「詩歌意象論: 徵觀詩史初探」

    『중국시가의 이미지: 시가 의상론-의상, 상을 세워 뜻을 표현하다』, 임  

준철 역, 한길사, 2013, p.74.

125) 夫象者, 出意者也; 言者, 明象者也, 盡意莫若象, 盡象莫若言.

    왕필(王弼), 『周易略例』, 「明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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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言)의 방식은 그림을 재현하기에 상황이나 대상에 따른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미술에서 상상력의 연구는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시각적 영역에 더 많이 집중된다. 

   유협(劉勰, 465-521)이 “옛 사람이 이르기를 몸은 강이나 바다위

에 있지만 마음은 위나라의 궁궐에 있다”고 하면서 문학창작의 상상

력을 거론한다. 그는 이를 ‘신사(神思)’라고 한다.126) 이 말은 지금, 

여기의 경험과 전혀 다른 대상을 끌어 왔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가는대로 장소와 때를 뛰어넘어 딴 곳, 

다른 때를 경험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감각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의 것을 

제게로 가져와 즐기는 상상이다.

   이를 일러 장법(張法)은 “경물을 등지고 서로 그런 정신의 능동적 

작용이 갑자기 나타난다”며 “경치를 등진 노닒이자 안에서 노닒(內遊)

이라 한다.127) 장법의 이 말은 유협의 ‘신사’를 들어 서구의 것과 비

교되는 중국식 상상이라고 주장한다.128) 그는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

레스가 ”상상은 감각을 퇴행시킨다”는 말과 함께 17세기와 18세기 서

양의 특정의 문화현상을 설명하면서 “상상력이 여러 영역의 동기가 

되었다”는 엥겔(James Engel)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서구는 마치 상상

력을 도외시했고 그 마저도 근대에 들어서 퍼졌다고 비교한다.129)

   장법은 유협이 지적한 ‘신사(神思)’(장법은 ‘내적 신사’라고 한다)의 

126) 古人云, 形在江海之上, 心存魏關之下

     유협(劉勰), 『문심조룡(文心雕龍)』, 「신사(神思)」

127) 張法, 『中西美學與文化精神』;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아름다움을  

  비추는 두 거울을 찾아서』, 유중하 외역, 푸른숲, 1999, pp.385-386.

128) 앞의 책, p.385.

129)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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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신과 물이 함께 노니는 것(神與物)”이라 한다. 유협의 ‘신사’ 

외부의 것을 내부로 끌어오는 점에서 그가 전개하려는 상상은 상당부

분 연상(association)과 서사(narrative)에 관한 것이다. 즉 그것은 

문학의 형식에서 사색에 의존한 마음의 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 유협은 자신의 상상에 관한 글의 제목에 ‘사(思)’를 붙이고 있다. 

   유협의 ‘신사(神思)’는 ‘잡념 없이 빈 마음’으로 ‘고요히 생각’을 집

중하면서 현실과 다른 경험으로 옮아가는 ‘사(思)’와 ‘종적이 없고’, 

‘신비한’ 작용인 ‘신(神)’을 결합한 것이다. 130) 유협의 ‘신사’는 크게 

봐서 인간의 정신적 작용인 사색과 알 수 없는 영역의 신비한 작용인 

영감(inspiration)에 관한 것으로 비친다. 특히 유협은 이 신비한 작

용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됨을 밝힌다.131) 때로는 갑작

스럽게 떠오른 생각이 깊은 표현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깊게 생각

할수록 하고자 하는 표현과 더욱 멀어지기만 할 때도 있다. 이는 현

실의 경험과 상관없이 불현 듯 일어나고 의도가 상관없이 벌어지는 

작용이다. 그래서 신(神)은 인간의 영역의 것이 아니다.

   유협은 이 영역에 현실의 경험이나 훈련으로 숙련되지 않았음에도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을 포함시킨다. “부여받은 재기(才氣)가 같지 않

130) 맹자는 신(神)을 “성스럽되 그 종적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한다. 

     "聖而不可知之之謂神"

    『맹자』, 「盡心下」

   

     순자는 “성인만이 하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늘의 운행 즉, 신이 “신비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荀子』, 「天論」

     張法, 앞의 책, p.76.

131) 或率爾造極, 或精思愈疎

    유협, 앞의 책, ‘物色’, 『문심조룡: 동양 문예학의 집대성』, 김민나 편집,  

살림, 2005, p.237.



- 85 -

으므로 생각의 실마리도 각기 다르다.”라고 하였다.132) 타고난 재능 

즉 천재성 또한 부여되는 것이기에 이 역시 유협에 의하면 신(神)에 

속한다. 따라서 유협의 “신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상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여되는 작용에 관한 논의로 보인다. 유협은 신(神)

과 사(思), 이 둘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정신 작용을 문학창작에 권한

다. “사색활동이 물상들 사이에 노니는 것”이라면 영감이나 천재성의 

발현은 “신의 영역”에 노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유협은 이 둘이 결

합된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상상을 이렇게 표현한다.133)

     

  마음의 이치는 오묘하니, 이로써 신(神)이 물(物)과 함께   

  노닌다.

   장법는 바로 이 “신이 물과 함께 노니는 것”으로 중국식 문예학적 

상상력을 특색 짓기 위해 서양의 것과 비교하려 한 것 같다. 

   석도가 화가의 손에 쥐어진 붓이 먹을 운영하기 위해 ‘신(神)’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 것을 보면 회화를 제작하는 화가의 창작의지와 

부여되는 신을 결합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미술가가 제작하려고 마

음에 품은 계획들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화면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의해서 전혀 계획되지 않은 영역에서 오는 신묘한 자극에 적극 

반응하라는 말이다. 그래야만 먹이 지닌 태고의 태박을 이해하고 순

조롭게 붓을 운영하여 천태만상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132) 才分不同, 思緖各異

    유협, 앞의 책, 「附會」

133) 思理爲妙, 神與物游

    유협, 앞의 책, 「神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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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훌륭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구상의 의도가 있다고 해도 미

술가가 재료(먹)의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그 의도를 고집할 때 그의 

회화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구상의 설명서 정도로 남게 될 

것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게서 상상력은 판단을 구성

하게 하는 ‘특정한 관계’로 비친다.134) “모든 고래는 포유류다”라고 

판단할 때 고래라는 개념과 포유류라는 개념을 연결 짓는 일을 칸트

는 상상력으로 본다. 칸트는 인간의 의식이 종합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능으로 본다. 즉, 그에 의하면 상상력이란 “상이한 표상들을 한데 

묶고 그 안의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지식 행위 안에서 파악하는 작용

으로 본다.135)

134) Mark Johnson; 노양진 역, 앞의 책, p.278.

135) Immanuel Kant,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Norman Kemp  

  Smith,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5, A69.; Mark Johnson;  

  노양진 역, 앞의 책,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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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양(蒙養)과 신사(神思): 

       상상력의 모델-석도(石濤), 유협(劉勰)

▪ 몽양 : 붓과 먹의 상관관계

  먹은 영(靈)으로 붓을 적시고 붓은 신(神)으로 먹을 움직인다.   

  몽양(蒙養)이 없으면 먹은 영(靈)하지 못하고 활발하지(生活) 

  않으면 붓은 신(神)하지 못하다……「筆墨章」

▸회화제작을 출발할 때, 사물이 화면에 전개되는 원리를 

   붓과 먹의 만남으로 설명 

   먹 -몽: 太古의 무법

         -靈: 변함없고 경험의 세계에 감지되지 않는 혼

              가능태로 존재

       양: 太朴의 불산     

   붓 - 활발한생기(生活)

         -神: 기의 형태로 경험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혼

         -화가의 의지와 결합

▪ 신사: 영감과 사색

  현실을 초월해 다른 차원의 것을 제게로 가져와 즐기는 

  마음의 작용 - 문학창작의 상상력 『문심조룡』

  “마음의 이치는 오묘하니, 이로써 神이 物과 함께 노닌다” 

   神: 부여된 상상(inspiration)

   思: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imagination)

   ◉ 이상적 상상력: 神 + 物 → 석도의 붓과 상통

   상상력의 모델

▪ 神한 것과 思한 것의 만남

‧ 물질(재료)과 창작의지의 만남

‧ 재료를 향한 몰입(inspiration)과 

   작품을 거리 두는 비평(review)간의 비교

[도표4] 몽양과 신사: 상상력의 모델 - 석도, 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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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박(太朴)의 회귀: <몽유도원도> 분석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제작의 동기가 분명하고 제

작의 정황과 여건 그리고 그 작품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회화

의 내용과 공존한다. 이 그림은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가 그것을 받아 그린 것이다. 

   현실의 질서와 전혀 다르지만 꿈은 그 자체로 분명한 경험을 꿈꾸

는 이에게 전한다. 꿈은 상식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불현 듯 일어나

는 무의식의 무한한 작용으로 “몸은 강이나 바다 위에 있지만 마음은 

위나라의 궁궐에 있다”라는 유협(劉勰)의 말처럼 꿈속의 주인을 다른 

때, 다른 장소로 이끈다.136)

   그림은 안평대군이 꾼 꿈의 진행과 그가 안견에게 들려주는 이야

기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화면의 왼쪽 현실 세계에서 출발해 오른 

쪽의 이상세계(도원)에 이르러는 일련의 여정이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현실의 세계에는 평원법(平遠法)을 적용하여 관람자의 일상에서 흔히 

조망되는 눈높이를 유지한다. 

   도원의 입구는 고원법(高遠法)을 적용하여 깊고 험준한 계곡과 기

암절벽들로 높고 가파른 고개로 표현된다. 마치 인적의 접근을 꺼려

하는 것처럼 험준한 준령들이 움푹한 분지가 전개된다. 복사꽃이 핀 

고즈넉한 더 넓은 낙원 일대는 심원법(深遠法)으로 표현되어 관람자의 

시선이 그 지역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다. 

   안평대군은 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36) 劉勰, 『文心雕龍』, 「神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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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어느 곳이 꿈꾼 도원인가

은자의 옷차림새 여전히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을씨고

수천 년에 걸쳐 전해지면 오죽 좋을쏘냐 137)

   이 서문에는 ① 도원을 꿈꾼 사실, ② 그 꿈의 경험이 현실 못지

않게 생생했던 점, 그래서 ③ 그 감흥을 놓치기 싫어 영속성의 매체

인 회화에 담아서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다는 안평대군의 희망이 강조

된다.

   <몽유도원도>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상상력에 관한 석도(石濤)의 

논의와 유협(劉勰)을 비롯한 극동의 상상력 이론에 비추어보면 크게 

꿈에 관한 서술이 붓과 먹이라는 물리적 재료와 화가의 손으로 고정

되는 회화로 변형되는 조건에서 상상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확인된다.  

   이 그림은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로 옮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한 

화면에 공존한다. 여기에는 꿈의 이야기라는 서사의 매체와 회화라는 

이미지의 매체의 대응,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서술과 경관을 목격

하는 시각의 대응, 이들 상반된 조건의 공존은 <몽유도원도>를 평면

에 고착된 단순한 그림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목격하고 노니는 이상세계에 대한 아쉬움을 덜기 위해 

회화의 형식에 실감나는 꿈결의 경험을 영속화하려는 안평대군의 의

지와 타인의 서술을 붓과 먹의 운용으로 옮기는 안견의 직관, 이 둘 

137) 世問何處夢桃源, 野服山冠尙宛然,

  著畵看來定好事, 自多千載擬相傳.

안평대군, 「序詩」, 『夢遊桃源圖卷』,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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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회화에 드러나는 상상력의 발생과 그 적용이 선명하게 관찰

된다. 

   꿈 이야기가 먹과 붓으로 옮아가는 회화적 변형(pictorial 

transformation)을 “상(象)은 의(意)를 표출하고 언(言)은 상(象)을 설

명한다”는 왕필(王弼, 226~249)의 주장에 적용하면 안평의 꿈 이야기

는 ‘의(意)’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안견의 먹과 붓은 ‘상(象)’에 해

당한다.138)

   안평대군의 ‘서문’에 드러난 안평대군의 지대한 아쉬움은 <몽유도

원도>의 ‘의(意)’를 특정화시킨다. 이 그림에서 결정적 ‘의(意)’는 꿈속

에서 경험한 도원의 생생함을 못내 잊지 못한 안평의 아쉬움이다.

   <몽유도원도>에서 상(象), 즉 안견의 먹과 붓은 꿈속 여정의 순차

에 따라 적용된 삼원법(三遠法) 전체를 포괄한다. 곽희의 <조춘도(早

春圖)>가 경물의 세세한 모양에 치중했다면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경물의 조건적 의미보다 먹이 더 많이 강조된다. 그래서 안견의 기암

(奇巖)은 곽희에 비해 훨씬 몽양(蒙養)하다. 안견은 도원을 몽양의 회

화적 특질로 구성한 셈이다.

   <몽유도원도>에서 도원은 비어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빈 마을, 빈 

집, 빈 조각배, 빈 복숭아 밭, 이들은 죄다 비어있다. 누군가 머물렀

지만 그들이 떠난 듯한 적막함이 감돈다. 이렇게 비었기에 그 곳의 

모든 경물(景物)들은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그 누군가

는 바로 안평대군이 될 것이다. 그 곳은 심원법(深遠法)의 적용으로 

깊고 고요하지만 더 넓은 자궁처럼 아늑하게 그려졌다.

138) 王弼, 『周易略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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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안견(安堅, ?-?) 

활동시기: 세종-세조

해석: 꿈의 기록, 

말과 그림의 만남

· 꿈의 기록: 원근법의 순차적 배열  

로 현실세계에서 이상계(도원)으로  

전개

        현실계(평원법)

         →도원의 입구(고원법)

         →도원(심원법, 부감법)

· 말과 그림의 만남: 

             다른 매체간의 결합

      ⓵ 말-타인(안평대군)의 꿈

    그림-화가(안견)의 회화적 표현

      ⓶ 말-도연명의 산문 

    ‘도화원기’의 내용

    그림-화가(안견)의 회화적 표현

· 타인과 나, 말과 그림, 관념과 표  

  현 - 현실의 서로 다른 것들 간  

  의 만남

  (충돌과 결합)을 통해 이상세계를  

  각성

[도표5] 적용사례: 안견, 해석: 꿈의 기록, 말과 그림의 만남

    [도판2] 안견, 몽유도원도, 1447, 

            견본수묵, 38.7×106.5cm

   [도판3] 몽유도원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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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적용: 몽유도원도 분석

▪ 변형: 꿈 이야기→ 먹과 붓

   “象은 意를 표출, 言은 象을 설명”, 왕필 「주역약례」

   화가에게서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는 意에 해당

▪ 意: 꿈(여정, 발견)에 대한 아쉬움-안평의 기문

▪ 象: 안견(安堅)의 먹과 붓

   ‧ 여정의 순차에 따라 三遠을 적용

   ‧ 곽희에 비해 경물의 의미보다 먹이 강조

     그래서 안견의 기암은 곽희보다 몽양하다.

▪ 기다림: 빈 마을, 빈 집, 빈 조각배, 빈 복숭아 밭

   → 돌아갈 곳 

   → 深遠의 적용으로 도원이 자궁처럼 아늑한 곳으로 표현

‧ 개념(말)에 대한 붓의 반응이 먹에 충실하게 변형됨

‧ 시간(여정의 단계)을 한 공간에 시각화: 개념의 변형

‧ ‘몽양(蒙養)’의 구현 - 형식: 먹의 자발성 강조

                의미: 소박한 태고의 이상향

‧ 활력 - 산천의 몽양과 사물들(집, 배)의 生活

[도표6]  모델의 적용: 몽유도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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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화적 적용: <판도라의 상자>

[작품6] <판도라의 상자>, 2007, 한지에 먹, 채색,    

프린트 & 콜라주, 144×1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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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적용: <판도라의 상자>

▪ 동기와 방법

‧ 여자에 의해서 사건이 촉발되는 주제로 파노라마식 변형시점

   으로 ‘판도라의 상자’ 신화를 표현

‧ 과거에 제작된 이미지를 재인용 - 연속성 유지

▪ 형식적 특징

‧ 사각형들과 그 부분의 반복

   - 회화영역의 중첩, 회화의 구조를 활용

‧ 인물을 마치 기물의 부속으로 재현

‧ 몽양의 이미지(인체들이 풍경‧장관을 이루는 과거의 것)와    

   인위적으로 제도된 상자간의 대비 

   - 사건이 벌어진 놀라움을 시각화

‧ 신화의 서사를 시각적 사건으로 변형

‧ 기다림: 상자 안에 무지개(희망을 상징)이 여전히 머문다.

▸ 나의 회화적 상상력의 전개 방식

   ‧ 대립항들의 활용

   ‧ 제작 중 화면을 향한 몰입과 재고 간의 작용을 활용

   ‧ 서사적 연상과 시각적 직설 간의 충돌을 활용

   ‧ 조짐과 순간의 표현을 활용

[도표7]  회화적 적용: <판도라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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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시성의 적용

   

       (1) 일물양체(一物兩體)

석도(石濤)는 인온(絪縕)하는 붓과 먹의 관계에 개입하는 화가의 일획

(一畫)이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서로 다른 양상이나 서로 다른 성격

들을 한꺼번에 가늠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곧 하늘의 도(道)를 회화

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길임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도가 이해

하는 도는 인온을 구성하는 상반된 기운들의 얽힘과 같은 활력을 통

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석도는 『화어록(畵語錄)』, 「요법장(了法章)」에서 한꺼번에 서로 다

른 양상을 통찰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속한 환경 속에서 편협하게 획

득된 경험을 타파할 것을 요청한다.

콤파스와 곡자는 원과 사각형의 기준이다. 하늘과 땅은 곧 

콤파스와 곡자의 운행에 다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콤파스

와 곡자는 알아도 하늘과 땅이 돈다는 그 의(義)는 모른다. 

이는 곧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실재 사정은 모른 채 법에만 

속박됨과 동시에 법을 밝혀 알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그 법으로 구속되고 오히려 법에 가려진다. 예나 지

금이나 법에 구속되고 그 근원을 모르는 것은 “일획”의 원리

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획에 밝아지면 눈꺼풀이 없어

지고 그림이 마음을 따르게 된다. 그림이 마음을 따르면 꺼

풀이 저절로 사라진다.139)

139) 規矩者，方圓之極則也。天地者，規矩之運行也。世知有規矩，而不知夫  

  乾旋坤轉之義。此天地之縛人於法，人之役法於蒙。雖攘先天後天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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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파스는 하늘의 기호이고 곡자는 땅의 기호이다. 기호를 아는 것

은 정보 소통의 단위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는 곧 지식과 학문을 말한다. 기호가 곧 그것을 암시하는 대상의 실

체이지는 않다. 콤파스가 하늘을 뜻하지만 하늘일 수 없고 곡자가 땅

을 뜻하지만 땅이지 않다. 석도는 아무리 숙련된 정보와 기술을 훈련

했다손 치더라도 진정한 도에 이르지 못하면 종국에는 그 기호에 속

박되고 만다고 충고한다.

그래서 석도는 하늘과 땅의 실정도 알고 그것의 기호인 콤파스와 

곡자의 법도 동시에 알 것을 주문한다. 달리말해 현실의 실재와 그 

이치를 함께 통괄하라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일획의 원리라고 한다. 

일획이 인온의 상태인 붓과 먹의 혼돈 속에 가해지는 결정인 점을 미

루어 볼 때 상반된 성격들, 혹은 상반된 양상을 한꺼번에 통찰하는 

단호한 결정이 그 도에 이르는 방법임이 확인된다. 

   앞서 살폈듯이 석도는 그의 「필묵장」에서 붓과 먹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곧장 붓과 먹에 의해 전개되는 만물들의 양상을 말한다.140)

여기서 붓과 먹이 만난 인온의 상태에서 경물들이 분화되어 드러나는 

양상은 한 곳, 즉 태고의 혼돈에서 각각 대립항의 성격을 띤다. 그것

은 내(內)가 있고 외(外)가 있으며, 허(虛)가 있고 실(實)이 있으며, 단

(斷)이 있고 연(連)이 있으며, 층차(層次)가 있고 박락(剝落)이 있으며, 

풍치(風致)가 있고 표묘(飄緲)가 있는 식(式)이다. 여기서 석도가 밝힌 

終不得其理之所存。所以有是法，不能了者，反爲法障之也。古今法障不

了，由一畫之理不明。一畫明，則障不在目，而畫可從心。畫從心而障自遠

矣。

石濤, 『苦瓜和尙畵語錄』, 「了法章第二」

140) 석도, 앞의 책, 「筆墨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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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분화양상은 바로 기(氣)의 분화형식이다. 

장재(張載)는 ‘하나의 물(物)이면서 체(體)를 둘로 하는 것’, 즉 ‘일

물양체(一物兩體)’로 석도가 제시한 만물의 분화형식을 다음과 같이 

일괄한다.

    하나의 물(物)이면서 체(體)를 둘로 하는 것은 기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둘이기 때문에 화(化)한다.141)

   장재는 ‘일물양체(一物兩體)’가 바로 기(氣)라고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장재는 기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요약한다. ‘일고신(一故神), 양

고화(兩故化)’, 이 말은 변함없는 본래의 하나인 물(物)은 경험되지 못

하는 것(神)이지만, 둘로 흩어져서 드러나는 체(體)는 새롭다(化)는 뜻

이다.

   석도가 말한 붓과 먹의 인온은 장재의 방식으로 풀어보면 그것이 

하나의 체이기에 경험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만상(萬象)의 그림들이 

흩어져 나오기에 붓이나 먹과 다른 사물로서 경험된다. 알 수 없는 

하나의 근원에서 분화되어 경험의 세계로 탄생되는 일련의 활기찬 작

용이 바로 기이다. 

   석도가 ‘일획(一畫)’의 방법으로 ‘법(法)을 세울 것’을 「일획장(一畵

章)」에서 밝히고 ‘그 법에 구속되지 말라’고 「요법장(了法章)」에서 강

조하는 것은 같은 장(章) 앞에서 기술한 ‘몽양(蒙養)’, 즉 태고(太古)의 

가능태로서의 ‘태박(太朴)’, 즉 ‘무법(無法)의 법(法)을 따르라’는 것과 

같다.

141) 一物兩體, 氣也, 一故神, 兩故化.

     장재, 『정몽』, 「삼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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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면서 동시에 상반된 두 개의 공존, 즉 ‘일물양체’는 기(氣)의 

양상과 인온(絪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모델이 된다. 이 구조를 통해 

회화의 활기와 그것을 둘러싼 미술가, 관람자 등의 유기적 반응을 밝

히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몽(正蒙)』의 「삼양편(參兩編)」에서 제시된 ‘일물양체(一物兩體)’

는 대립 쌍이 한 곳에서 유래하고 또한 그 양자가 하나를 향해 작용

하는 유기적 연관을 암시한다. 이것은 만물의 유래와 그 성질을 가늠

하게 하는 모델로 비친다. 안‧밖, 허(虛)‧실(實), 남‧녀, 세 토막의 내부

와 그 외부, 이들 간의 작용과 관계는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지만 서

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결속되어 하나의 완전체가 되고 또한 그 완

전체에서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활발한 과정을 말한다. 

   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원적 대립의 상호보완의 결속을 보여주는 

적절한 모델이다. 몸을 지닌 생명체의 내부로 들어간 먹이가 그 속에

서 소화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것이 내부로 들어가 그 곳을 

그대로 관통한다. 음식이 배설되는 경로는 몸의 내부이면서 또한 그

것은 외부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칫 이율배반적 개념의 대립 항이 공

존하고 그 역학관계에 발견되는 유기적 활력은 미술작품이 자발적 생

명력을 갖는 것에 결정적 역할은 한다.

『주역』, 「계사하편」에서 인온은 천지의 상태를 서술하면서 그것에 

대응하여 남녀의 상태를 ‘구정(構情)’으로 서술한다.142) 천지와 남녀는 

만물을 산출하는 기원으로 공통되고 그 상태를 ‘인온’과 ‘구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남녀구정(男女構情)’은 남성의 특성

과 여성의 특성이 얽혀서 화합하여 만물을 활기찬 것으로 생겨나게 

142) 『周易』, 「繫辭傳下」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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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나의 작품들의 또 다른 주요한 주제인 

성징을 이 개념으로 파악해왔다. 

특히 극동에서 말하는 남녀구정의 성징과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에서 노골적으로 강조된 성징을 비교하면서 이 연구의 

대상인 작품들 중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와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의 것들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파악했다. 그들의 작품은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근본을 미술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징을 채택하는 점에서 포르

노그래피와 구별됨을 밝혔다. 143)

143) '포르노그래피'란 춘화(春畵), 즉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행위)가 노골적

으로 묘사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줄여서 

포르노라고도 한다. 어원은 그리스어의 '포르노그라포스(pornographos)'

로 창녀(porne)에 관하여 쓰여 진 것(graphos)을 뜻한다. 

   포르노그래피의 목적은 인간생활의 기본적 현실을 묘사하기보다는 독자

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하여 에로틱한 심상(心像)을 야기함으로써 심

리적 최음제의 역할을 하려는 데 있다.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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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양체(一物兩體): 동시성의 모델-석도, 장재

▪만물의 분화형식: 

산천만물의 體를 갖추는 것은 反이 있고 正이 있으며, 偏이 있고 

側이 있으며…近이 있고, 遠이 있으며, 內가 있고 外가 있으며, 虛

가 있고 實이 있으니…이가 살아있는 활기(生活)의 대단(大端)이다.  

      “필묵장”

‧ 태고의 가능태로서 하나(一)로 존재하는 먹과 활기찬 생기의 붓

이 만나면 둘(二)로 분화되어가는 원리를 설명

▪일물양체:

하나의 物이면서 體를 둘로 하는 것이 氣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神하고 둘이기 때문에 化한다.  장재 「정몽」

‧ 창안(일획)과 상상력의 전개(붓과 먹의 만남)를 한꺼번에 요약

‧ 신(神) - 본래 하나인 物

  새로운 것(化) - 둘로 분화되어 드러나는 體

‧ 기(氣): 알 수 없는 하나의 근원에서 분화되어 경험의 세계로 탄

생되는 일련의 활기찬 작용

                    

● 동시성의 모델

‧ 하나이면서 둘인 것

‧ 서로 상반된 것이 한 곳에서 나오는 것

‧ 한 순간(조건)에서 다른 것이 공존하면서 활기를 띠는   것

[도표8]  일물양체: 동시성의 모델-석도, 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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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 1954-)
해석: 일물양체(一物兩體)

▶추구: 사물의 근원

“모든 물리적(physical) 사물은 비물질  

적(nonmaterial) 조건을 지녔다. 나는 

그런 조건을 찾고 구한다” 

                   … 아니쉬 카푸어

· 미술을 근원의 추구를 위한 매체로

  간주

▶역설의 통합: 극단적 대립의 공존

안과 밖, 밝음과 어두움, 있음과 없음, 

한계와 무한, 부드러움과 단단함

· 관람자 스스로 생각하고 

  각성할 기회를 제공

▶유기적 구조: 몸, 우주(안밖의 공존)

· 몸의 비유-

  입과 항문을 연결하는 관의 표면과   

  등의 표면

· 우주의 비유-삼차원 공간의 추론과   

계측 → 뫼비우스의 띠

(인식의 유한성에서 존재의 무한성으로)

[도표9] 적용사례: 아니쉬 카푸어, 해석: 일물양체

       (2) 안팎의 만남: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 분석

[도판5] [도판4]의 내부 장면

[도판4] Anish Kapoor,
<Sectional Body Preparing for 
Monadic Singularity>, 2015, PVC &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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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쉬 카푸어 작품 분석

▪사물의 근원과 그 발생 원리

“존재와 무, 유형과 무형, 정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 등의 모든 물

질은 비물질적 등가를 지녔다”--A. 카푸어

‧ 미술은 근원을 추구하는 매체

▪역설의 통합: 극단적 대립의 공존

안과 밖, 밝음과 어두움, 있음과 없음, 한계와 무한, 부드러움과 단

단함

‧ 관람자 스스로 생각하고 각성할 기회

▪유기적 구조: 몸, 우주

몸의 비유- 입과 항문을 연결하는 관의 표면과 등의 표면이 결국은 

           하나

우주의 비유- 3차원 공간의 추론과 계측

            → 뫼비우스의 띠

‧ 상반된 요소들의 정당한 공존

‧ 각성의 매체, 인식론의 매체

‧ 생명의 원리를 시각화

[도표10] 아니쉬 카푸어 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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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화적 적용: <Karma>

[작품2] <Karma>, 2012, 한지에 먹, 채색,

100×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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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적용: <뫼비우스의 띠>

▪ 동기와 방법

   서로 얽히는 남녀의 사랑과 그 관계의 영속성을 띤 

   뫼비우스 띠와 여닫는 지퍼의 이미지들을 결합해서 표현

▪ 형식적 특징

   ‧ 대칭구조

   ‧ 도식에 가까운 상징

   ‧ 아무런 암시가 없는 

     밋밋한 여백

▪ 일물양체: 동시성

‧ 지퍼- 열림 & 닫힘

‧ 하나의 띠- 앞면, 밖

              뒷면, 안

‧ 회화- 형상 & 배경

▪ 상징

   남, 여 - 파랑, 빨강

   지퍼(zipper) - 관계

   하트(heart) - 사랑

‧ 하나이면서 동시에 성격이 다른 양면으로 존재하는 것을 

  생명의 기본 형태로 파악한다.

‧ 초기작에서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동시성은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연작을 관통하는 특질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회화적 추구에서 동시성은 방법으로 활용

[도표11]  회화적 적용: <뫼비우스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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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온의 몸과 회화적 표현    

인체는 모든 문화권에서 미술이 표현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그만큼 

인간의 몸은 문명의 주체로서 또한 문명을 가능케 한 중심에 있다. 

여타의 사물이나 자연 대상과 구별되는 인간의 형태에서 마저 그것은 

곧잘 남녀의 성별로 표현되기 일쑤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곧 남녀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녀

의 구별에 그들의 성적(性的) 특색을 드러내는 형태상의 차이는 당연

하고 이러한 사실을 회화는 오래도록 기록해왔다.

   나의 회화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남녀각각 자신이 

타고난 대로의 성별에 따라 그 성징이 뚜렷할 때 가장 건강한 인간 

본연의 모습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 속에

서 그 본성은 더욱 구체화되고 인간이 미래의 도전을 개척할 가능태

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주역』의 「계사」에서 ‘인온(絪縕)’이 이상적 조화로 언급될 때 ‘남

녀구정(男女構精)’이라는 말이 함께 언급된다. 이들의 결합을 통해 

“만물이 화하여 생겨난다”고 했다.1) 이는 곧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분명한 특질을 유지한 채 세상을 개조할 결합을 의미한다. 그 결합은 

건강한 남자와 여자간의 사랑이다. 

   세 시기에 걸쳐 제작된 나의 회화 연작들은 이 주제에 반응한다. 

수묵의 전통에서 시작해서 채색화 버전들과 몇몇 특이버전들로 이어

지는 전개는 지난 나의 성장이 2000년 초반에 출발해서 최근에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격변과 함께 한다. 그것은 개방적이고 활기찬 새 천

1) 『주역』, 「계사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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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희망과 IT의 급속한 보급으로 이미지의 제작이 대중화된 시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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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의 몸

▪균형과 조화: 건강한 몸

‧ 精, 氣, 神의 균형과 이들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조화로운 몸 ---「동의보감」

‧ 생리를 조절하는 바람, 불, 물의 균형과 

            이들 간의 밀접한 관계 ---「아유르베다」

◉ 순리에 반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몸

   몸의 안, 밖이 서로 순화하는 유기적인 몸

▪때를 기다리는 몸

▸인온지시(絪縕之時): 배란일을 일컫는 말

                      퇴계와 두향의 야사

          ⇒ 잉태를 준비하는 적절한 때의 몸

‧ 유아: 자립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의 몸

‧ 소년: 출산과 성년의 때를 기다리는 몸

◉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변해가기) 위해 준비하는 몸

   “인온의 몸”

      본체(太虛)에 조화롭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몸

[도표12]  기다림의 몸

  1. 인온의 몸과 성징

    

     1) 인온의 몸



동양에서 몸의 이해

* 구조적 표현의 외면:

  서양의술의 보급에도 불구

  (인체 장기의 객관적 관찰)

* 장기들 간의 생리적 역할과 그 

  네트워크를 강조: 

  장기의 의인화, 역할을 연기하는 

  극중 인물로 묘사

* 개념적 이해:

  <신형장부도>에 그려진 간의    

    모양과 그 위치를 따른다.

* 몸 속 세계의 활기찬 네트워크:

  각 장기들이 쉼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 전체에 기여

[도표13]  동양에서 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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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 <가부키 배우들로 도해된 신체

내부의 기능들>, 19세기중반, 목판화, 

UCSF 일본목판화 컬렉션 세부

[도판7] <신형장부도>, 

『동의보감』, 1613(1610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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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조화>

● 동의보감

* 정(精), 기(氣), 신(神)의 균형과 이

들 간의 밀접한 관계가 몸의 안팎을 

유기적인 하나로 조화되게 한다.

* 몸을 구성하고 작용하는 주요 요

소

   정: 땅의 기운

   기: 사람의 기운

   신: 하늘의 기운

● 아유르베다(Ayurveda)

   고대 인도 전통의학의 요체

   ‘균형’을 강조하는 철학

*와타(vata),피타(pitta),카파(kapha)

의 균형과 이들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자연의 건강한 상태로서 몸을 만든

다.

* 몸의 생리를 조절하는 세 가지 

   원리(Dosha)

    vata: 공기, pitta: 불,

    kapha: 물

   

<탄생의 기다림>

● 인온지시(絪縕之時)

배란일을 한의학에서 일컫는 말

퇴계와 두향의 야사

⇒ 잉태를 준비하는 적절한 때의 몸

● “인온지시”의 확대: 삶의 전반

* 유아: 

성인이 되기 위해 양육과 성장을 통

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의 몸

* 소년: 성별을 인식하고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의 

몸

* 초경: 임신과 분만을 준비하고 기

다리는 때의 몸

순리에 반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몸

몸의 안, 밖이 서로 순화하는 

유기적인 몸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새로운 것으

로 나아가기(변해가기) 위해 준비하

는 몸 

본체(太虛)에 조화롭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것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몸

[도표14]  균형과 조화, 탄생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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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

[도판6 ]<가부키 배우들로 도

해된 신체내부의 기능들>, 19

세기중반, 목판화 세부

[도판8]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피에타>, 

1498~1499, 대리석, 높이 175cm

‧ 장기의 구조적 표현을 외면

‧ 장기들 간의 생리적 역할과    

      그 네트워크를 강조: 

     장기의 의인화, 역할을    

연기하는 극중 인물로 묘사

  ▶ 생명 유지의 설명

‧ 죽은 자와 산 자의 얽힘

‧ 신의 시각에서 이 둘을 

          내려다보는 관점

‧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기다림

  ▶ 죽음을 설명

탄생, 성장, 분만, 양육,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걸쳐 연결된 섭리로서의 몸

[도표15]  삶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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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적용

[작품1] <여섯째 날 I>, 2002

▪동기와 방법

‧ 혼돈에서 생명이 발아하  

  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  

  해 먹과 호분으로 그린  

  초기작

‧ 자유롭고 활달한 필치,   

자발적이고 우연적인 질서

▪ 형식적 특징

‧ 종이와 먹의 물질적 특성이 강조

‧ 먹에 대한 붓의 움직임으로 제작자의 손짓이 기록

‧ 인체를 암시하는 형상과 그것을 둘러싼 형상이 

  서로 얽힘

  - 탄생: 태아와 자궁

  - 남녀의 결합: 남근과 여성의 음부

  - 죽음: 시신과 흙더미

‧ 곧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몸

‧ 탄생에서 성장 그리고 죽음이후의 삶으로 이어지는 

  영속성의 몸

‧ 상반된 상황과 상반된 성격의 결합으로서의 몸

[도표16]  회화적 적용: <여섯째 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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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래피: 성징의 이미지

[도판9] 신윤복, <춘화도>,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23.3×27.5cm

‧남녀의 결합방식이 구체적으로 묘사

‧중국의 방중술을 위한 설명과 달리

남녀구정과 환경이 조화

‧화첩형태로 제작되어 사적공간에서 보도록 

편집

[도판10] 빅토리아시대 사진

‧ 남녀의 결합이 적나라하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

‧근대적 의미의 포르노그래피의 표현

‧ 폼페이유물에서 발굴된 춘화에 대한 빅토리  

  아시대의 윤리적 충격과 출판물과 사진보급  

  으로 급속히 유행

‧ 은밀히 즐기는 용도로 제작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성적 호기심과 그 욕구를 배설하기 위해 제작

[도표17] 포르노그래피: 성징의 이미지

    2) 남녀구정(男女構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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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징을 표현한 미술가

[도판11] 루이스 부르주아, 

<작은 소녀>, 1968
[도판12] 콘스탄틴 브랑쿠

시, <토르소>,1917

남성기의 형태와 여성의 유방

을 결합

여성의 토르소와 솟은 남성기

를 결합

예술적 의도로 채택된 형태 예술적 의도로 채택된 형태

제작자의 심리와 일치시키는 

표현주의적 외관

대상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뚜렷하고 선명한 고전주의적 

형태에 도달

성별의식의 투사와 심리의 표

현을 통해 인간내면의 부조리

한 열망을 표출

사물의 근본적 형태를 지향

‧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근본을 

   미술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징을 채택

‧ 성징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포르노그래피가 아님

[도표18]  성징을 표현한 미술가: 부르주아, 브랑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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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것으로 향한 전개>

  

  

   

* 한때 사창가였고 재개발을 앞둔 미아리  

   텍사스에서 진행된 행사

* 성징을 띤 인체 이미지를 회화의 평면

   에 묶어두지 않고 그것을 현실의 공간

   에 던져 넣었다.

* 회화의 액자를 벗기고 그 공간에 던져 

   넣었다.

* 꾸미거나 연출된 기획보다 그 공간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설치했다.

          

[작품3] <더 텍사스프로젝트>, 

2016

[도표19] 날것으로 향한 전개 

[작품7] <Duality>, 2010, 한지에 

채색, 192x130cm

[작품8]<Make your tongue soft>, 

2010, 한지에 채색, 130x162cm 

[작품4] <여섯째 날 III>, 

2002, 한지에 먹, 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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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품의 성징

[작품7] <Duality>, 2010

▪동기와 방법

비난을 세치 혀로 사람에게 하

고 그 혀로 사랑을 나눈다. 혀

(말)의 폭력성과 덕(德)을 칼의 

형태로 표현했다.

▪형식적 특징

‧대칭구도

‧칼의 형태로 통합되는 남성기

와 여성기(혹은 혀)로 표현

‧종이의 결을 살리는 운필의 

활용-촉각의 발생 

부르주아와 비교 브랑쿠시와 비교

부르주아가 다소 직설적으

로 심리를 드러내는 반면 

나는 명료한 형태로 다소 

정제된 감정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브랑쿠시가 대상을 단순화

하여 그의 물질 그 자체

(나무)로 향해 간다면, 나

는 사물의 기능이 드러나

고 체온과 혈액이 흐르는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 몸은 성징으로 양성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본다.

‧ 나의 회화는 그러한 관계를 탐험하는 매체이다.

‧ 나의 회화 역시 양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몸처럼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다.

[도표20]  내 작품의 성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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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3] 傳 신윤복, <춘화도>

<남녀구정의 출발: 포르노그래피와 비교>

포르노그래피 나의 연작

소

재
남녀 간의 교합을 묘사 남녀 간의 관계를 묘사

장 

면

교합의 사정들을 보여주도록 설정: 

교합을 위한 동작과 자세를 묘사

남과 여의 극명한 성적대비 혹은 일

치의 조건을 제시: 얼굴의 생략, 성

기만을 제시, 행위와 자세에 대한 

무관심

전

략

보는 이가 홀로 精을 소비하는 쾌

락을 위해 제작

제작자와 관람자가 스스로 각성할 

기회를 위해 제작

활

용

성적 교합의 지침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인간의 기원과 문명의 발생에 관한 

숙고

윤

리

근세이후 향상된 보편적 윤리와 상

식을 피하여 함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어 그 

모랄을 확인코자 함

[도표21] 남녀구정의 출발: 포르노그래피와 나의 연작비교

[작품9] <Between the Candle 

& the Candle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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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의 도입과 필묵의 인온: ‘누드 연작’(2001~2003)

  

     

   1) 필묵(筆墨)의 표현과 누드: ‘여섯째 날 버전’

수묵(水墨)과 누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째 날 버전’은 인간

에 대한 나의 회화적 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2002년 발표된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인 ‘여섯째 날(The 6th Day)’은 신(神)에 의해 

인간이 창조된 날을 의미하는 창세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학부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된 수묵화법과 인물화, 특히 인체, 누드에 관

한 지속된 관심 이 두 가지가 이 버전에서 한 화면 안에서 실험되었

다. 

인간의 벗은 몸을 통해 창조의 날과 그 순간을 암시했다. 아무런 

인위도 가해지지 않은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자의

식도 갖지 않은 순수한 최초의 인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神)이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여 

온갖 살아있는 것들을 지었다고 한다.1) 신은 자신의 질서를 마무리하

는 작업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여섯째 

날(The 6th Day)’이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의 벗은 몸을 통해 그 안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창세기｣, 1: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앞의 책, 1: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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팎이 서로 호흡하는 기운 표현되고 더불어 태초에 계획된 음양의 여

러 징표들을 본다. 또한 나는 벗은 몸에서  그 외관의 표정이 전달하

는 순간순간의 성정(性情)에 주목한다. 이것을 나는 회화를 통해 몸의 

표정으로 담으려는 충동으로 제작했다. 인간의 몸에 녹아있는 실존하

는 진실의 여러 측면들을 누드를 통해 표현했다. 

내가 인간의 실존과 현실을 표현하는 주제로서 착의의 인물화가 

아닌 ‘누드’라는 형식을 선택한 것은 얼굴이 아닌 ‘몸이 가진 표정’이 

훨씬 진솔하고 원초적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더 나아가 벗은 몸에서 얼굴과 손과 발을 생략함으로써 그 표현을 극

대화하고자 했다. 

얼굴은 감정, 기분 뿐 만 아니라 의미마저 전달하는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다. 이목구비의 상태에 따라 얼굴의 표정은 무수히 의미를 가

공한다. 여기에 몸을 가린 옷은 신분, 연령, 남녀, 직업 등을 암시할 

정도로 그 가공의 폭이 넓고 무한할 정도이다. 이처럼 이목구비와 의

상(衣裳)은 인간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을 지녔

다. 따라서 얼굴과 의상이 없는 벗은 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인간 본

연의 진실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여섯째 날 I>(2001)[작품1]은 이 첫 번째 버전의 출발이 된 그림

이다. 이 그림은 한지 위에 수묵화법을 이용한 것으로 필선(筆線)과 

발묵(潑墨)을 혼용하여 인체의 선과 양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전통적

인 수묵화기법을 위주로 하되 전통채색화의 바탕칠에 쓰이는 호분(胡

粉)을 농묵(濃墨)이나 담묵(淡墨)으로 처리된 곳에 부분적으로 덧칠했

다.2) 그 기법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인데 첫째, 인체를 둘러싸

2) 호분(胡粉),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흰색 안료이다. 바닷

가 모래사장에 있는 풍화된 대합(大蛤), 굴 등의 조개껍질을 빻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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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배경의 균열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인체의 양감을 묘

사하기위해서이다. 

이 기법은 태초의 카오스(chaos), 암흑과 혼돈의 상태에서 생명이 

발아하는 순간의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위해 고안되었다.3) 인물

을 둘러싸고 있는 흥건한 농묵으로 처리된 배경이 채 마르기 전에 아

교에 갠 호분을 그 위에 덧칠한다. 호분을 건조시킨 후 그 부분을 손

으로 구겨서 호분층의 균열을 만든다. 젖은 먹지(墨紙) 위에 스며든 

호분은 푸르스름하게 밝은 빛깔을 띠게 된다. 이것은 호분이 가진 인

(燐) 성분에 의한 시각적 효과이다.4) 그리고 종이의 배면(背面)에 다

시 진한 먹을 칠하여 흰 색의 두터운 호분층에 무수히 갈라진 틈사이

로 진한 먹색이 배어나오게 했다. 그 결과 균열, 크랙(crack)의 시각

적 효과를 낳았다.  

<여섯째 날 I>[작품1]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태초의 카

오스상태에서 인간이 창조되는, 혹은 모체의 자궁 안에서 한 생명이 

창조되는 순간의 장면이고, 둘째는 우측에 배치된 다소 추상화된 누

드 전체를 남근의 형상으로 보게 되면 이 덩어리를 포위하고 있는 검

고 흰 둥그스름한 형태의 균열은 남성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한 부분

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인온(絪縕)’이 구현됨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추후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남녀구정(男女構

때문에 합분(蛤粉)이라고도 하며, 탄산석회, 소량의 인산석회가 주성분이

다.

3) 카오스(chaos),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

적인 상태.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이른다.

4) 인(燐), <화학> 주기율의 15족, 질소족 원소의 하나. 동물의 뼈, 인광석 

따위에 많이 들어있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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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여섯째 날 I>, 2001, 

한지에 먹, 호분, 56×48cm 

[작품10] <여섯째 날 II>, 2001, 

한지에 먹, 호분, 56×48cm

[작품4] <여섯째 날 III>, 2002, 

한지에 먹, 호분, 77×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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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과 이원론(二元論)의 회화적 표현의 첫 시도가 되는 셈이다. <여섯

째 날 II>[작품10]는 동일한 크기와 기법, 내용을 담고 있는 <여섯째 

날 I>의 연속물로서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인물의 형상과 동적인 포

즈가 표현된다.

<여섯째 날 I, II>에 등장하는 인체가 추상화된 형태에서 출발하는 

반면, <여섯째 날 III>[작품4]는 훨씬 더 구체적 형상을 띤다. 인체의 

여성적 특징이 두드러지고 양감이 강조된다. 하단부의 검은 띠 형상

은 화면에서 생명이 연결된 태반, 탯줄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한지

에 전통수묵화법으로 누드의 실루엣과 양감을 표현한 후, 먹이 젖은 

부위에 호분을 채색 붓으로 적용하여 마치 석고조각상의 역광(逆光)과 

하이라이트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 양감과 사실성, 즉 서양화법을 일

부 혼용하였다. 누드의 실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동서양화법의 

혼용을 '여섯째 날 버전'과 이후 '누드 버전'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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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여섯째 날 Ⅳ>,

2002, 한지에 먹, 호분,

72×43cm

[작품12]  <여섯째 날 Ⅴ>, 2002,

한지에 먹, 호분, 68×6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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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  <A male>, 2002, 한지에 

먹, 호분, 채색, 62.5×45.5cm

[작품14]  <A female>, 2002, 한

지에 먹, 호분, 62.5×45.5cm

[작품15]  <Reaching for the 

fruit I>, 2002, 한지에 먹, 호분,

82.5×6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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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6] <A man's back>, 2002, 

한지에 먹, 호분, 채색, 70×63.5cm

                  

[작품17] <A woman's back>, 2002, 한지에 먹, 호분, 

채색, 52×6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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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  <Study on Figure I>,

2003, 한지에 먹, 호분, 채색,

72.5×52.5cm

[작품19]  <A Torso>, 2002, 한지에 먹, 호분, 채색, 

51×6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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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0]  <Study on Figure II>,

2003, 한지에 먹, 호분, 채색,

82×55cm

[작품19]  <Fragile>, 2003, 한지에 먹, 호분, 채색,

52×7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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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미술작품의 제작이나 

해석이 여성의 지위나 성적 정체성을 점차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해왔

다. 그 이전이 성의 시각적 자극이나 여성을 대리하는 주요 형태를 

강조하는 식의 단순한 소재적 차원에 머물던 것과 비교된다. 소재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문제로 향한 변화는 표면적인 변화 이상의 보다 

본질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실천하게 한다. 5)  

몸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개체, 정신적, 성적(性的) 구성물, 문화

적 산물 등의 여러 의미를 포함한다. 몸은 이 모든 것들의 총체를 의

미하거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미하기도 한다. 몸에 대한 인식은 

몸과 정신으로 구분된 이분법적 세계관을 봉합하고 그 구분을 봉합하

는 매개로서 몸을 전면화하고 있다. 

서양에서 17세기 중엽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로부터 영혼만이 

참다운 실체로 인정된 이래 인간은 자신의 몸을 문제투성이로 느껴왔

다.6)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인간의 정신을 문화의 영역에, 

몸을 자연의 영역에 위치시킨다. 때문에 자연의 일부분인 몸은 인간

의 의미작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몸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근원적인 경험 즉 탄생과 죽음을 경험

하는 실체적 존재이므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몸과 분리된 인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 이래로 끊임없이 문

화의 영역 속에 몸을 편입시키고자 시도해왔다. 문화에 몸이 편입되

는 것은 몸의 재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5) 고충환, 「미술과 몸의 담론」, 『월간문화예술』 통권249호,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발행, 2000.

6) "cogito, ergo sum"

   데카르트, 이현복 역, 『성찰;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

한 주석』,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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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사물들은 몸을 텍스트 속에 묘사함

으로써 몸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려 한다. 이제 몸은 의미의 원천

이 되는 동시에 중심이며, 몸을 서술적 의미의 주매개로 삼지 않고는 

이야기의 서술이 불가능해진다. 몸은 정신적 갈등이 각인되는 장소이

면서 인간 상징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몸은 상징과 기호의 처소가 되

는 문화적 텍스트인 것이다.7)

   반면 동양철학에서는 몸을 기(氣)의 복합체로 본다. 기(氣)라는 개

념으로 우주를 설명하는데, 우주자체를 기가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

는 프로세스로 본다. 기를 다섯 가지 형태로 풀어낼 것이 오행(五行)

이고, 기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해석한다. 몸을 

기의 복합체라고 보는 몸 철학의 견해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인간의 

몸에 구현되어 있으며 우주의 궁극적 실체가 몸이라고 믿거나 몸으로

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8)   

     

    

7) “상징적 장은 오직 하나의 물체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상징적 

장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 물체는 다름 아닌 인간의 육체다.”

롤랑바르트, 『신화론』, 

8) 김용옥, 「김용옥이 말하는 몸, 동양의 기철학」, 동아일보(문화인터뷰),   

18면, 1997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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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묵의 응용과 착의: ‘누드 버전’

‘누드 버전(2002-2003)’은 몸에 대한 일련의 자각을 시각화했다. 누구

나 자신의 벗은 몸을 볼 때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각성의 기회를 

갖는다. 불안, 수치, 두려움 혹은 자유는 온전히 노출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바라볼 때 각성하게 되는 것들이다. 나는 이 버전에서는 가려

지는 것과 노출되는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벗은 몸에 대한 자의식을 

회화로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충돌을 

한 화면에 제시하는 시도는 내가 회화를 통해 인체의 기운과 표정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길을 알게 했고 회화제작의 새로운 목표로 향하게 

했다.

   ‘여섯째 날 버전’이 그야말로 창세의 낙원에 갓 태어난 태고적 인

간의 순수한 시기라면 ‘누드 버전’은 낙원에서 추방되어 거친 세상으

로 향해가는 인간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한다. 한 개인으로서 

인간의 출생도 마찬가지다. 알몸으로 태어나 옷을 입고 세상에 적응

하게 된다. 인간이 세상, 타인과 연결되는 직접적 매개인 몸을 변별하

여 인식하고 외부세계와 연합하여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을 누드에서 

착의(着衣)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상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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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2] <Study on Nude II>,

2002, 한지에 먹, 채색, 호분, 

128×84cm 

[작품21] <Study on 
Nude_Step I>, 2002, 한지에 

먹, 채색, 호분, 89×6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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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Nude_Step I>[작품21]은 세상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인간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다. 하체가 노출된 채 상체 일부는 착의

를 한 모습이다. 인간의 몸에서 하체란 배꼽을 중심으로 몸의 핵심

(core)을 드러내는 곳인 동시에 남녀가 각기 성정체성을 간직한 곳이

다. 또한 거기는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드 버전’에 나오는 일부 착

의를 한 인체들은 대체로 하체를 노출한다.

  <Study on Nude II>[작품22]에서처럼 ‘누드 버전’에 이르러 채색

이 가미되기 시작하고 인체의 동적인 포즈와 함께 붓의 속도감, 필치

가 활달해지는 변화가 생긴다. 여기서 호분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

로 사용하여 먹과 채색 위에 겹쳐서 중복하여 칠하거나 획을 그어 마

치 유화 혹은 아크릴화가 가진 안료의 두툼하게 구축되는 질감이 두

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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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3] <Study on Nude III>,

2002, 한지에 먹, 채색, 호분,

132×84cm  

  [작품24] <Study on Nude ⅤII>,   

   2002, 한지에 먹, 채색, 호분,

                                      130×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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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노타이프(monotype)의 적용: ‘특이 버전’

‘여섯째 날 버전’의 양식을 토대로 변형시킨 특이 버전을 제작했다.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모노타이프 형식으로서 앞선 “여섯째 날 

버전”에 비해 색이 화려하고 강렬해진 변화가 두드러진다.9)          

  <Solitude I>(2003)[작품8]은 ‘Solitude(고독) 연작’ 중 첫 작품이

다. 그 속에 웅크린 남자의 고독한 뒷모습을 형상화했다. 주로 판화기

법을 사용하여 화면 전체에 색이 골고루 적용되었기에 마치 색면 추

상화처럼 완성되었다. 실크스크린 틀을 만들고 직접 감광제를 발라서 

먹과 아크릴 물감, 동양화채색물감을 혼합하여 찍어내고 그 위에 회

화작업을 더하였다. 판화와 회화를 혼용한 작품이므로 다른 에디션은 

없다.

9) 모노타이프(monotype), 판화의 한 종류로 평판화에 속함. 평평한 판(유

리, 금속, 돌 등) 위에 유채물감이나 잉크로 그림을 그린 후 종이를 덮어 

찍어내는 것으로, 붓 자국이나 재료의 질감이 그대로 나타난다. 모노타이

프로 표현된 작품은 채도가 높고 변색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모노타

이프는 판화와 회화의 중간표현 형태로, 판화의 경우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한 장밖에 찍을 수 없다. 마블링, 데칼코마니 등이 이 모

노타이프에 해당된다. 19세기 블레이크, 드가 등이 모노타이프를 많이 제

작하였는데 드가는 모노타이프가 한 점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쇄

한 데생’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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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5] <Solitude I>, 2003, 한지에 

먹, 채색, 실크스크린기법, 71×64cm

[작품26] <Image I>, 2003, 

한지에 먹, 채색, 실크스크린기법,

67×48cm 

[작품27] <Image II>, 2003, 

한지에 먹, 채색, 실크스크린기법,    

68×50cm 

   



- 135 -

   

   실크스크린 판위에 그리고자하는 인체의 형태를 종이에 오려서 밀

가루 풀로 붙인다. 이후 종이가 붙여지고 남은 부분에 실크스크린용 

잉크를 바른다. 잉크가 마른 후 풀로 붙인 종이를 떼어내고 원하는 

색을 혼합하여 스퀴즈로 밀어 인체이미지를 한지에 고착시킨다. 고착

된 이미지에 수정과 보완의 붓질을 가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남성의 

뒷모습, 웅크리고 있는 반측면의 고독한 뒷모습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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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몸의 응용과 남녀의 인온: 

       ‘인체풍경(Bodyscape) 연작’(2004~2006)

‘인체풍경’이라는 말은 인체라는 유기적 대상을 맵핑하고 거시적 관점

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인체를 다룬 것에서 그 제목을 지었다. 크게 

세 편으로 구성된 허준의 『동의보감』 중 몸의 내부를 다룬 부분이 

‘내경(內景)’으로 명명돼 있다. 「내경」편은 정(精), 기(氣), 신(神)과 오

장육부(五臟六腑)를 다룬다. 

   허준은 몸의 내부를 중요하게 구성하는 오장육부와 그 곳을 흐르

는 정, 기, 신의 움직임을 마치 넓은 지역을 조망하듯 보려했기에 그

와 같은 제목을 붙인 것 같다.1) 나 역시 인체를 객관적으로 혹은 다

른 시각으로 조망하는 실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회

화를 통해 나의 시각이 맑아지기를 기대했다.

          

               

     

1) 허준, 『낭송 동의보감: 외형편』, 류시성, 송혜경 역, 북드라망, 2014,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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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료의 실험과 인체: ‘인체풍경 버전’

나는 2004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일련의 작품들을 '인체풍경

(Bodyscape)'이라 명명하였다. ‘인체’와 ‘풍경’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단수 혹은 복수의 인체, 몸으로 만들어진 풍경이라는 뜻이다. 이 버전

에서는 얼굴과 손발이 제거 된 토르소(torso) 형상의 몸[작품28], 유

기적인 패턴을 가진 대리석, 나무껍질 등에서 발견되는 인체의 이미

지, 얼굴이 없는 몸체만의 군집의 인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풍경들

이 등장한다. 이는 마치 미시적으로 들여다 본 자연물의 일부 혹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한 산수자연의 풍경의 모습과 유사하다. 

‘바디스케이프(body-scape)'라는 용어는 인체(body)와 풍경

(landscape)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미국의 미술사가 니콜라스 미르

조예프(Nicholas Mirzoeff)가 시각문화에서 신체의 재현이 만들어내

는 풍경들을 일컬어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2) 그는 “시각예술영역에서 

신체와 그 재현을 둘러싸고 생산되는 일련의 기호(sign) - 가령 은유

적 의미, 맥락, 구성, 스타일 등 - 의 복합체라는 의미”로 그 말을 썼

다. 풀어 본다면 ‘신체’, ‘인체’는 삶의 주체이며 ‘풍경’이란 삶의 터전

이자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옛 선인들은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주라고 부

르면서 동시에 인간의 신체구조를 우주의 원리에 비유하곤 하였다. 

우리의 몸, 인체는 생물학적, 물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유, 느

낌, 욕구의 역동적 복합체이자 세계 속에 여타 존재와 상호작용을 하

는 존재이다. 존재는 육체도 정신도 아닌 그 둘 사이의 관계이며 그

2) 니콜라스 미르조예프, 『바디스케이프: 미술, 모더니티 그리고 이상적인 인

물상』, 이윤희, 이필 역, 시각과 언어, 199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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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서로에게 연기(緣起)되어 있다. 정신적인 것은 몸의 기호로서 확

장되어야 한다.3) 몸은 세계를 지각하는 생생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무대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버전의 주제는 ‘고독(Solitude)’, ‘독백(Soliloquy)’이다. 인간 존

재의 실존적 고독과 그것을 담아내는 독백의 표현형식을 인간의 몸, 

누드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은 혼자일 때 자신의 본성과 본질

을 대면하게 되고 또 그것들로서 충만할 수 있다. 인간은 옷을 벗은 

상태일 때 외로움과 수치, 두려움의 극단에 처할 수 있는 동시에 자

유로운 해방감, 자연으로의 귀의를 체험한다. 이에서 모든 창작의 시

작은 고독과 독백에서 비롯된다고 믿기에 이 버전을 제작하게 되었

다.

과거의 누드가 붓과 먹의 운필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 ‘인체풍경 버

전’에서는 벽화의 전사기법, 가루안료를 흩뜨리고 문지르는 등 드로잉

의 다양한 기법을 수묵화와 결합하는 변화를 보인다. 기존의 모필 외

에 목필(木筆), 찰필(擦筆), 스폰지, 천, 고무조각 등을 이용하여 한지 

위에 점, 선, 면으로 변화하며 연속되는 몸의 형상을 표현했다. 필묵

이 지닌 표현방식은 작가의 마음상태를 순간적으로 전달하지만, 드로

잉과 소묘는 훨씬 더 작가의 몸동작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그대로 기

록된다.

<섬 I>(2004)[작품28]은 얼굴과 손, 발이 제거된 여성의 토루소

(torso) 형상이다. 몸은 화면의 중앙에 마치 외로운 섬과 같다. 여체

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먹과 연녹색의 얼룩은 적막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드리운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우측 상단의 연녹색의 덩어

리는 원경(遠景)에 위치한 또 다른 섬처럼 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3) 이준, 『신체풍경: BODYSCAPE』로댕갤러리 전시서문, 200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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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풍경이 다시 몸이기도 하다. 

<섬 II>는(2005)[작품5] <섬 I>을 대표한 주요 특징들이 핵심적 요

소로 감축된 결과이다. 이들 둘은 이전부터 이목구비가 제거되고 손

발이 표현되지 않은 나의 일관된 누드의 형태를 따르는 점에 공통된

다. 하지만 <섬 I>에서 넉넉히 암시되는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들이 

<섬 II>에서 거의 사라지고 검은 안료와 먹이 바위처럼 치밀하고 단단

하게 뭉쳐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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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8] <섬 I>, 2004,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콩물,   

52×69cm 

[작품5] <섬 II>, 2005,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콩

물, 70×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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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여성의 토르소의 모티프로 삼은 그림이며 정 측면의 관점

에서 본 다소 과장된 가슴과 허리 둔부의 굴곡을 표현한다. 이 굴곡

과 양감과 마티에르에 의해 조합된 안료덩어리는 언덕과 계곡, 육중

한 바위산의 모습으로 치환될 수 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몸의 

정보를 버리는 대신 <섬 II>는 보다 단순화된 형태를 통해 시각의 본

질적인 작용을 회복하고 먹과 종이라는 재료 그 자체로 관심을 옮긴 

것이다.  

‘인체풍경(Bodyscape) 버전’의 대표적인 작품이면서 이후 ‘Body 

& Talk 버전’에서도 그 이미지가 복제되고 변형되어 지속적으로 등장

하게 되는 ‘몽유(Sleepwalking) 연작’이 있다. 총 3점의 그림인데 여

기에서는 <섬 I, II>와 달리 군집을 이루는 다수의 인체들이 등장한다. 

횡폭으로 긴 두루마리 형식의 산수화 포맷을 선택하여 인물들을 배치

하였다. <몽유 I>[작품29], <몽유 II>[작품30], <몽유 III>[작품31]는 각

각 토산(土山), 암산(巖山), 물이 있는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인체들은 군상을 이룬 채 떠 있다. 다수의 인물들이 서로 부딪는 소

음이 전통적 주제인 최후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각각의 인물들은 마치 

웅장한 산맥의 봉우리들처럼 화면에서 산재해 있다.4)  

4) 이희영, "각성하는 침묵의 공간: 최근 전수경의 독백연작", 『Chun 

Soo-Kyung』(학고재 전시도록), 미술출판아트블루, 200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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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9] <몽유 I>, 2004,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콘테, 콩물, 50×134cm 

[작품30] <몽유 II>, 2004,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콘테, 콩물, 50×134cm 

[작품31] <몽유 III>, 2004,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콘테, 콩물, 50×1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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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를 그릴 때 산, 바위, 토파(土坡) 등의 입체감, 양감, 질감, 

명암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면을 처리하는 유형적 기법이 준법(皴

法)이다.5) 준법은 산과 돌이 가진 고유의 특질과 그 주름의 결을 묘

사하는 것인데, 3개의 몽유 연작에서 그 준법과 유사한 회화적 특질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의 밑그림 제작단계에서 얇은 종이위에 오버

랩 시켜 그려진 인체의 선들을 따라 크고 작은 구멍을 소(疏) 혹은 밀

(密)하게 뚫는다. 그 구멍을 통해 검은 가루안료를 한지 위에 떨어트

려 흩트리고 문질러서 토산, 암산, 물과 언덕이 있는 풍경, 각 풍경이 

가진 산과 돌과 나무의 결을 표현하였다. 점점이 떨어진 가루안료를 

근거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화면에 점자준(點子皴)6)과 같은 효과

가 드러나고, 찰필과 스폰지 등을 이용하여 수평·수직적인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검은 가루를 문지름으로서 절대준(折帶皴)과 닮은 효과도 

포함된다.7) 섬세한 격자구조의 반복된 율동으로 나의 칠하는 행위가 

전사되는 것인데, 이는 양감을 풍부하게 하고 또한 인체의 표면에 반

사되는 광선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5) 곽희(郭熙), 준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북송(北宋)의 산수화가이자 

화론가. 그의 저서인 �임천고치집�에서 “날카로운 붓을 옆으로 뉘어 끌면

서 거두는 것을 준찰이라 한다.”고 썼다. 곽희는 ‘터져 주름질 ’준(皴)‘과 

문지를 ’찰(擦)“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준이라는 낱말을 최초로 문자화한 

인물이다.

6) 점자준(點子皴), 우점준(雨點皴: 빗방울 모양의 준법)과 비슷함. 둥글고 작

은 점들을 한 곳에 모아줌

7) 절대준(折帶皴), 산수화의 암산이나 둔치를 표현하는 준법. 모필의 끝부분

을 뉘어서 먹을 적게 묻힌 상태에서 수평의 필선을 옆으로 그은 다음 직

각으로 꺾어주는 수법. 예찬(倪讚, 1301~1374)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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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2] <독백 I>, 2004,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콘테, 콩

물, 65×95cm 

[작품33] <Steps>, 2004,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콘테, 콩물,         

117×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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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로서의 남녀의 몸: ‘세상으로 버전’

‘세상으로(To the Earth) 버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대구(對句)

를 이루는 연작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식의 한 쌍을 이루는 

대구의 형식은 이후 ‘Body & Talk 버전’, ‘Duality 버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더 견고한 형식으로 정착된다. 

  ‘세상으로 버전’에서 누드는 자칫 나의 회화가 훈련기의 습작으로 

비쳐질 정도로 대상에 집착하는 태도가 나타난다.8) 이 버전에서 인체

는 광원(光源)에 대한 뚜렷한 반응으로 재현되어 있다. 나의 과거 제

작물에 비해 한 층 더 견고해진 양감이 신체에 적용되어 있고 심지어 

피부표면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되는 듯하다. 양감과 표면은 전통적

으로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을 이차원 평면에 충실히 재현하기 위한 

회화적 환각을 훈련할 때 강조되는 사항이다. 

    <세상으로 I>[작품34] 에서는 거장이 제작한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최초의 남성인 아담의 하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미켈란젤로의 

벽화 <천지창조>에 등장하는 아담의 하체를 그대로 가져온 형상이다. 

여기에서도 일관되게 얼굴, 손과 발을 배제한 몸이다. 이목구비와 손

은 회화의 프레임에 의해 잘린 것으로 그리고 발은 여백 속으로 사라

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인체풍경·세상으로 버전의 화면에 등장하는 누

드들은 얼굴이 없거나 가려져있다. 토르소의 전통은 이목구비와 손발

이 갖는 노골적인 서술 대신에 몸의 진솔한 시각을 탐구하고자 하는 

8) 훈련기의 습작이라 함은 삼차원에 실재하는 대상을 이차원의 평면에 옮기

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관찰과 표현에 관한 기술적 수련을 했던 시기의 

제작물을 말한다. 주로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성취했던 드로잉의 방법으로 

대상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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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4] <세상으로 I>, 2005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콘테, 호분, 콩물  

[작품35] <세상으로 II>, 2005

        한지에 가루안료, 먹, 콘테, 

        호분, 콩물

관습에서 유래한다. 절단된 누드는 이러한 탐구와 연관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나의 누드에서는 신체의 절단이 인위적이지 않고 배경이나 발

묵과 같은 칠에 의해 가려진 것으로 표현된다. 그 누드는 몸을 감추

거나 애매한 장식으로 수줍음의 감정을 호소하지도 않는다. 노출의 

당당함을 주장하되 요란스런 요염함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세상으로 II>[작품35]에서는 <세상으로 I>에서 남성의 대표성을 갖

는 아담(Adam)의 몸을 빌려 온 것에 대응하여 여성의 몸, 여성의 하

체를 화면에 배치하였다. 도상의 출처는 2000년에 수묵화법으로 제작

한 내 작품 <자세>[작품36]이다. 이 그림은 모델 없이 나의 상상으로 

그려진 여성의 몸이고 이에 영감을 준 작품은 구스타프 쿠르베의 <세

상의 기원>[도판13]이다. 

  19세기 프랑스혁명 때 제정(帝政)에 반대했던 쿠르베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누드화를 그리는 제도권 미술에 반감을 가졌다. 그는 에로

틱한 누드화가 신화화의 탈을 쓰고 예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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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6] <자세>, 2000, 

한지에 먹, 채색, 73×96cm

[도판13] 구스타프 쿠르베, 

<세상의 기원>, 1866, 캔버스에 

유채, 46×55cm, 오르세미술관

랑스 제2제정기 미술계의 위선을 비난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믹한 누

드화의 베일을 벗기고자 했던 마네(Edouard Manet, 1832-1883)의 

작품 <올랭피아(Olympia)>(1863) 보다 한층 더 적나라하고 선정적으

로 여성의 누드를 표현하고 있다. 쿠르베는 벌거벗은 여성의 음부와 

가슴만을 부각해서 진솔하게 보이는 대로 묘사해 보여줌으로써 전통

적 누드가 지닌 아름다움이나 성적호기심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고

기 덩어리와 같은 몸의 실체를 제시하는 데 이르렀다. 

  이 작품에서는 이상적인 누드화에서는 잘 묘사하지 않는 체모까지

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기에 쿠르베는 여성의 음부와 연결되어 

있는 자궁을 암시하는 듯한 ‘세상의 기원’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임

으로써 기성 미술계의 위선을 조롱한 듯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

시하고 묘사할 것’을 주장하는 리얼리즘의 선구자 쿠르베는 이 그림

을 통해 아무런 역사적, 예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대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실험하고 있다.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멍에 관심을 갖는다. 나의 구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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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나는 수많은 구멍을 

보았다. 그것은 추하면서도 아름답고 은밀한 모습으로 내 호기심과 

수치심을 자극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할머니의 병원은 유년기 나의 

놀이터였다. 다리를 벌리고 누운 여성들을 진료 중인 장면을 종종 목

격할 때면, 그 광경은 매우 기이해보였다. 그 어두운 구멍은 동물과 

식물의 혼종인 냥 또 다른 생명체 같았다. 그 시절 나의 그림에는 꽃

도 동물도 한편 생식기의 특징을 닮아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

보는 대상을 나만의 해석으로 표현하기를 갈망했었다. 이러한 자극이 

미술가로 성장하게 한 요인이 된 것 같다. 

   <세상으로 III>[작품37]에서는 이윽고 한 화면에 남성과 여성이 대

치(代置)되기 시작한다. <세상으로 I>[작품34], <세상으로II>[작품35] 

가 각각 좌, 우에 남성과 여성을 배치하여 하나의 내용을 담는 작품

으로 구성한 첫 번째 사례이고, 세상으로 III 또한 한 화면에 남녀가 

함께 구성되는 그림의 첫째가 된다. 이러한 형식은 이후 전개되는 

'Body & Talk 버전', 'Duality 버전'의 핵심적인 구성방식으로 정착

된다. 이 그림에서 화면 하단의 남성은 정적(靜的)인 반면 화면 상단

에 위치한 여성은 역동적(力動的)으로 표현되어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자위(Self-Consolation) I>[작품38], <자위 II>[작품39] 작품도 남성

과 여성이 대구를 이루어 한 벌을 이루는 같은 시기의 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자위(自慰)’란 스스로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안심을 얻음, 그리고 수음(手淫),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특히 

뒤돌아 앉아있는 남성의 모습을 그린 <자위 I>의 도상은 더 그러하

다. <자위 II>의 여성의 모습은 마치 여성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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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7] <세상으로 III>, 2005, 한지

에 가루안료, 먹, 콩물, 110×91cm

[작품38] <자위 I>, 2005,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콩물,

150×87cm 

[작품39] <자위 II>, 2005,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콩물, 

150×8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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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콜라주(collage)의 적용: ‘특이 버전’

세상으로 버전의 특이 버전은 기존의 기법에 종이 콜라주기법을 혼용

한 것이다. <From the Past I (과거로부터 I)>[작품40]은 종이에 구

멍을 뚫어 검은 가루안료를 통과시켜 형태를 얻는 ‘전사기법’으로 그

려낸 몽롱한 인체의 형상들이 배경이다. 그 위에 금색과 먹색의 종이

를 잘라내어 ‘콜라주(collage)'한 남자와 여자의 인체들이 오버랩 되

어 있다.9)

   희미하게 혹은 또렷하게 떠오르는 나의 추억과 단상들을 표현한 

그림이다. <Dreamers (몽상가들)>[작품41]은 꿈꾸는 듯 부유하는 인

체들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 놓인 듯 자유롭다. 종이에 구멍을 뚫어 

검은 가루안료를 통과시켜 형태를 얻는 ’전사기법’으로 바탕을 처리하

고 그 위에 얇은 한지를 채색하여 ‘콜라주’한 남녀의 인체가 보인다. 

화사한 파스텔 톤의 핑크와 블루를 드리핑(dripping)하는 것으로 마

무리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유도했다.

   안료가루를 문지르거나 격자의 농담으로 드러나는 형태들 위에 가

위로 오린 형태를 올리면 안료로 칠이 된 성격과 오려진 형태의 날카

로움 간에 시각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는 손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무

작위의 자유분방한 형태와 단호하게 성형된 형태 사이의 마찰이다. 

이들 충돌과 마찰은 화면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고 관람자의 시선을 

9) 콜라주(collage)는 질(質)이 다른 여러 가지 헝겊, 비닐, 타일, 나뭇조각, 

종이, 상표 등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1912~13년경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입체파들이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 악보 등 인쇄물을 풀로 붙였는데 이것을 ‘파피에 

콜레’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수법은 화면의 구도, 채색효과,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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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0] <과거로부터 I>,

2009,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종이콜라주, 73×53cm

[작품41] <몽상가들>, 2009,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종이콜라주, 

65×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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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2]  <과거로부터 II>, 2009, 한지에 가

루안료, 먹, 채색, 종이 콜라지, 91×67cm

끌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효과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형태가 사라져 

결국 비현실적 화면에 도달한 브라크와 피카소가 현실에 실재하는 인

쇄된 종이나 천과 같은 오브제를 그려진 화면에 끌어들인 결단과 유

사하다. 종이나 천으로 파피에 콜레를 회화에 적용했던 피카소와 브

라크도 그들의 새로운 시도에서 활력을 느꼈을 것이다.





- 157 -

  4. 몸의 확장과 이원론적 인온: 

         'Body Complex 연작'(2007~2013)

2005년 이후 화면의 활기를 위해 콜라주를 평면에 부착하거나 세우는 

소품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화면 내부의 질서와 전혀 다른 요소의 

개입에 의해 생기는 소소한 충돌이 새롭게 보였다. 콜라주를 위해 단

오하고 단정하게 결정한 형태의 윤곽이 시각적으로 명료함과 동시에 

생기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착안하여 이미지의 윤곽선을 선명히 

하고 채색을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이후 2007년부터 고안되는 버전들에 본격적으로 적용했

다. 지금까지 화면에 인물만으로 구성되던 방식은 인물에서 비롯되는 

몸의 요소와 핸드백, 구두와 같은 사물이 결합하는 시도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신체와 물건이 결합하는 간단하고 기호화되는 버전들을 개

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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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물과 몸: 'Body & Talk 버전'

'Body & Talk 버전'은 남녀의 이원적 관계를 주제로 남성과 여성, 

이들의 신체와 그 둘의 관계를 연상시키고 상징하는 사물의 이미지를 

연구한 것이다. 인간이 만든 사물은 문명사회의 원동력이며 이것들은 

무엇보다 인체의 형태(form)와 기능(function)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그 기능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된다. 이 버전에는 몸과 밀착되어 

있는 일상의 사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사물들 안에 남녀의 상대적

이고도 친밀한 관계가 ‘몸의 풍경’을 이루며 투사된다. 

   'Body & Talk 버전'은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 상호관계에 집중한

다. 남녀의 신체 혹은 그들의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상징하는 사물과 

인체 이미지를 동시에 탐구한 것이다. 침대, 소파, 가방, 장갑, 하이힐 

등, 몸과 밀접한 사물의 형상을 통해 남녀가 만들어 내는 에로틱한 

감각과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지퍼(zipper), 고리 등 개폐(開閉)의 기능을 하는 

부속품은 남녀관계의 이원성과 결속력을 의미한다. 지퍼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그것이 설계된 합목적성을 달성한다. 고리 또

한 그것이 다른 고리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것에 그 본

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어떠한 상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상태이기도 한 양

가적 조건의 공존은 바로 남녀의 결합과 흡사하다. 그래서 남녀란 안

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뫼비우스 띠’와 같다고 생각한다. 본성적으로 

다른 가운데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있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

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한다. 또한 서로 갈구하지만 절망한다. 

그러면서 질투하고 배반한다. 실상 인간의 역사와 희로애락의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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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이들 간의 치열한 대립과 결합과 같은 역동의 ‘에로스

(eros)’가 있어왔다. 그래서 나는 같은 인간이면서 서로 상반될 수밖

에 없는 이들 간의 절박한 역학관계와 그들 간의 작용에 주목하고 성

경의 아담과 이브, 다윗과 밧세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와 같은 

신화를 모티프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버전에서 내가 사물을 도입한 또 다른 이유는 물건에 집착하는 

욕망(fetishism)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손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 하이힐, 여성용 부츠, 남녀의 속옷 등과 같이 

성징이 뚜렷한 사물의 제시는 그 열망의 흐름과 상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일 것이고 심지어 몇몇 사물은 그 윤곽이 육감적 신체의 윤곽

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사물에서 인간의 몸이 유추되거나 몸의 부분과 사물의 부분이 절

묘하게 결합될 때 이 버전은 단순히 감상하는 그림을 뛰어넘어 관람

자에게 인식론적 충격이나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일상에서 성징적(性徵的) 요소가 

있는 물건들을 선별했고 성경의 일화와 사건에서 이성 간의 갑작스러

운 접촉의 이야기를 추렸다.

   'Body & Talk 버전'의 첫 출발이 되는 그림은 <선악과 핸드백

(the Fruit of Good and Evil)>[작품43]이다.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

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와 여성용 핸드백 형태의 결합이다.1)

1)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

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

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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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여성의 핸드백의 형상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아담과 이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표현했다. 동시에 알몸에 대한 자의식의 근원

에 관한 고민과 질문을 내포한다. 

   열매처럼 보이는 핸드백의 몸체는 인간의 몸과 닮아있기도 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창세기의 표현처럼 탐스러운 곡선과 

색감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반원 형태로 연결되어있는 남녀의 누드는 

핸드백의 손잡이다. 여자는 남자의 발목을 붙잡고  여자의 발목은 선

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이 휘감는다. 

   지퍼와 손잡이가 달린 이 핸드백은 과일의 형상, 선악과를 상징한

다. 가방의 양쪽 고리장식은 각각 뱀, 아담이 붙잡고 있는 선악과의 

나뭇가지이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된 무화과 나뭇잎장식은 흡사 벗은 

몸을 가리는 인간의 손과 닮아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추후 'Duality 버전': <Make your Tongue 

Soft>(2010), <Between the Candle & the Candlestick>(2010) 

'Carnival 버전': <Carnival>(2013) 등으로 일관되게 등장하는 주요 

모티프가 등장한다. 그것은 체액(體液)이다. 화면의 정중앙, 무화과 나

뭇잎 위에 투명하게 빛나는 물방물이 있다. 이것은 우선 평면적으로 

묘사된 핸드백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신구의 역할을 하는 한

편, 음부(陰部)에서 분비되는 체액으로 표현했다. 

   그것은 서로의 심신(心身)이 반응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갈 때 

분비되는 남녀의 그것이다. 또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눈물방울로도 

읽히게 그렸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추방되

고 거친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딛으며 통탄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 「창세기」 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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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 <선악과 핸드백>, 2007, 

한지에 먹, 채색, 100×80cm 

[작품44] <Body & Talk>, 2007,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100×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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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 버전의 첫 작품인 <선악과 핸드백>[작품43]을 제작

하면서 한 가지 도상, 하나의 이미지에 다층적인 내러티브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다의적 표현의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Body & Talk>[작품44]는 인체풍경 버전의 제작에 활용된 전사기

법과 섬세한 삽화의 형식이 결합한 표현이다. 여성용 부츠의 정확한 

형태로 도해되고 붉은 색 하이힐의 뒤축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묘

사가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양식이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작업이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이 부츠는 다리를 밀착하여 감싸고 있어 여성적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안에는 그 실루엣과 주름을 따라 연상

되는 에로틱한 남녀의 인체들이 숨은그림찾기처럼 발견된다. 부츠의 

도톰한 뒤 부분의 완만하고 풍성한 곡선이 부츠의 한 부분을 이룸과 

동시에 건강한 여성의 풍만한 둔부의 윤곽이 된다. 하나의 형식(풍성

한 곡선)이 두 개의 의미(부츠의 부분과 둔부)를 품는다. 여기서 나는 

여성용 부츠를 바라보는 열망에 찬 남성의 시선을 설정했다. 

   내가 제시한 간단한 형태(즉 곡선)는 이성을 향한 강한 마음을 낳

는 장치를 회화를 통해 이룩한 셈이다. 이는 또한 곡선을 감각하는 

그 남성의 눈(몸)과 그를 통해 엉덩이로 읽어버리는 그의 마음을 결합

하는 시도이다. 이 버전은 물신주의의 욕망을 유발하는 사물의 이미

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통합을 증명하는 시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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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 <Hand in Hand>[작품45]는 <선악과 핸드백((the Fruit 

of Good and Evil)>[작품43]처럼 핸드백을 동기로 한다. 

   ‘Body & Talk 버전’의 핸드백은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손

(hand)의 기능적 연장이다. 그림 제목과 같이 ‘Hand in Hand(손에  

손잡고)’ 연결되는 이 핸드백의 원형의 긴 끈의 연속에 ‘남녀의 관계’

를 설명하는 명제들이 곳곳에 있다. 

   신의 창조와 축복, 남성과 여성의 필연적 상호관계 등을 다양한 

기호와 도상, 수화를 응용하여 이 형상을 만들었다. ‘Body & Talk 

버전’의 일관된 주제인 ‘남녀관계’을 의미하는 기호, 도상, 수화(手話) 

등이 이 핸드백을 구성하고 있다.     

   핸드백의 몸체에는 마치 로고처럼 남녀의 얼굴이 각각 반반씩 결

합된 도상이 등장한다. 지퍼의 손잡이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기

호가 결합되고 핸드백의 끈은 남녀의 손이 번갈아가면서 체인(chain)

의 고리를 이룬다. 또한 배경에 놓인 작은 촛불처럼 보이는 형상을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이다. 즉 남녀

가 선 채 껴안은 모습과 타오르는 불꽃을 합쳐놓은 형상이다. 

   이는 하나의 형태 속에 보는 이의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연상

되고 판독되게 하거나 애초에 봤던 형태가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받

아들여지게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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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5] <Hand in Hand>, 2007, 한지에 먹, 채색,

162×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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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으로 채색된 손은 여성의 손, 은색(銀色)으로 칠해진 손은 남

성의 손으로 두 손이 번갈아가면서 핸드백의 끈을 조성한다. 가방의 

몸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오른 편부터 손의 기호들이 만드는 이야기

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시작은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를 의미하는 악수하는 손, 그 다

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서로 약속하는 손, 수화 알파벳의 LOVE, 남

녀의 두 개의 손이 만들어 낼 비둘기의 날개모양, 천지창조벽화에서 

신(神)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불가분의 남녀관계를 상

징하는 금속체인, 성화(聖畵)에 나오는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손, 수화 알파벳의 GOD, 마지막으로 친밀과 결속을 상징하는 깍지 

낀 남녀의 손가락은 지퍼(zipper)를 꼭 닮아있다. 

이 두 손은 남녀가 가장 가까워진 친밀한 상태의 완전한 결합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러나 어떤 대립적, 이원적 관계를 갖는 두 가지 

속성들은 늘 완전한 결합의 상태 혹은 반목의 상황에 머물러있는 것

이 아니다. 선(善)과 악(惡), 빛과 어두움, 강한 것과 약한 것, 남과 여 

등 음양(陰陽)의 원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대립 항들은 서로 가

까워지고 다시 멀어지고, 결합하고 다시 해체되는 무한한 충돌과 반

발을 통해 그 관계가 살아있는 활력을 지니게 되고 에너지 발현과 새

로운 것을 창출하는 동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퍼’라는 모티프를 통해 그러한 이원적 관계성

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정지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

히 반복되는 열리고 닫힘, 개폐의 작용을 하면서 지퍼가 운행하고 있

을 때에 비로소 지퍼 본질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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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판도라의 상자>, 2007, 한지에 먹, 채

색, 프린트&콜라주, 162×130cm  

   남녀의 이원적 · 상호보완적 관계를 상징하는 ‘결합과 개폐’를 상

징하는 소재로서 ‘지퍼’는 <선악과 핸드백(the Fruit of Good and 

Evil>, <Hand in Hand(손에 손잡고)>, <Body & Talk> 등 이 버전

의 초기 그림으로부터 비롯되어 2년 이후에 제작된 <Karma>, <You 

& Me>에서 ‘뫼비우스 띠의 지퍼’의 단순화된 도상으로 그 의미가 요

약된다. 재료 기법적 측면으로는 금속성의 재료인 지퍼, 핸드백의 버

클 등을 표현할 때 금분(金粉), 은분(銀粉) 등 반짝이는 펄(pearl)감이 

있는 가루안료를 채색에 사용하는 변화가 이 버전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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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의 상자>[작품6] 그림은 'Body & Talk 버전' 중에 서사적

(敍事的) 성격을 띤 경우이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묘사한 

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주제로 도해한 그림이다. 

   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간의 호기심으로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

간 질병, 가난, 불행과 같은 재앙들이 나왔다. 순간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다 나가버린 상자 안에는 미처 나가지 못한 희망이 남아있었다.  

   과거 몽유시리즈에서 보여 진 몸의 형상들은 발묵을 근간으로 가

루안료를 흩뜨리고 목탄을 접목시켜 다양한 드로잉을 선보인다. 이러

한 결과물들은 현재의 작품에서 한층 더 나아가 촬영된 후 그래픽 작

업에 의해 재창조되어 몸에 대한 왜곡과 긴장감을 더한다. 

   판도라 상자 안의 무지개 형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신과 인간 사이

에 희망의 언약을 상징하며 인간본성에 대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모든 것을 안고 나아가 판도라 상자 속의 희망처럼 인간은 그것을 갖

고 살아야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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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6] <다윗과 밧세바>, 2007, 한지에 먹, 채색, 

130×162cm   

   <다윗과 밧세바>[작품46] 또한 <판도라의 상자>와 마찬가지로 서

사적 도해의 성격을 가진다. 성경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David)과 밧세바(Bathsheba)라는 여성의 만남을 주제로 도해(圖

解)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가진 소품, 나의 핸드백

과 선글라스를 선택하여 그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윗 왕은 왕궁 뜰을 거닐다가 우연히 안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녀는 왕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다. 순간의 

시선으로 그녀에게 매혹된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솔로몬을 아들로 얻게 된다. David라는 로고가 새겨져있는 검은 색 

선글라스로 다윗의 관음적 시선을 비유하였고 아치형 손잡이를 가진 

핸드백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밧세바의 욕탕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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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주의회화에서 볼 수 있는 신화의 회화적 표현이나 화려한 색

채와 구도는 이 작품에서 배제된다. 덩그러니 놓여 진 검은 선글라스

는 관음적 시선을 숨기고 여성을 응시하는 남자의 시선과 심리를 대

변한다.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남성과 그 객체로서의 여성이 사물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도해될 뿐이다. 마치 일러스트레이션같은 양식의 

그림이다. 이전의 시리즈에서 이어져 온 몸에 대한 탐구는 “다윗과 

밧세바”에서 구체화되어 남성과 여성을 화면 안에서 상대적이고 이원

적인 구도로 풀어내고 있다.

   <그녀가 진정 알기 원하는 것>[작품47]은 앞서 설명한 <다윗과 밧

세바>의 대구가 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

의 시선을 그린다. 손목이 긴 파티용 장갑을 낀 여성의 두 손이 가면

무도회의 마스크모양을 만들고 있다. 신분과 얼굴을 가린 채 무도회

파티에 온 남성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의 시선이다. 검은색 선글라스

가 남성을 대신하듯, 이 그림에서는 검은 장갑이 여성을 대신한다. 관

음적 시선의 주체가 이 그림에서는 전복(顚覆)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몸, 특히 여성의 누드라는 것은 남성이 바라보

고 향유하는 대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사회문화적으로나 회화작품 

안에서도 지배적이었다. 이를테면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1863)>가 그러한 사회적 관습과 풍조를 풍자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

녀가 진정 알기 원하는 것>, 이 두 그림의 대구(對句)를 통해서 남성

과 여성의 동등한 성적(性的) 주체성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2)

2) 성윤진, 작가는 <다비드와 밧세바(2007)>의 대구가 되는 그림으로 <그녀

가 진정 알기 원하는 것(2009)> 이라는 작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남성

을 대표하는 다윗이 여성(밧세바)의 목욕장면을 훔쳐보는 남성적 관음은 

너무나 익숙하다. 남성은 항상 성적 주제였고, 능동적 위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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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7] <그녀가 진정 알기 원하는 

것>, 2009, 한지에 가루안료, 먹, 채색, 

144×111cm   

   이와 같이 일상의 사물을 통해 남녀의 관계를 상징하고 비유한다. 

손목이 긴 파티용 장갑은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관음적 시선을 상

징하며 그 시선을 받고 있는 배낭은 우람한 남자의 몸이다. 가방의 

구조와 형태에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 있고, 배낭 위에 드리

워진 누드풍경은 바라보는 여성의 에로틱한 상상을 투영한다.

  

2009년에 제작된 <그녀가 진정 알기 원하는 것>에서 긴 목 장갑으로 은

유된 여성은 배낭으로 치환된 남성의 다부진 몸을 은밀히 들여다본다. 그

녀에게 성은 더 이상 일방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며 능동적으로 작

품에 풀어낼 수 있는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순수거리-뛰어넘고 흐르면서 융합하기』, 파주출판도시 아트플랫폼 제1기 

입주작가기획전 전시도록 중 전시평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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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서 남녀가 독립된 회화에 등장하

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독립된 회화들이 이제 서로 대구(對句)로 연관된

다. 이는 회화와 회화 간의 연속을 강화한 것이다. 단 한 점의 작품으

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는 이러한 연속물로서의 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이러한 연속물은 긴 서사의 지속의 표현이나 한 쌍의 대등한 대비

로 좋은 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연속물은 관람자에게 이어

지는 관심을 촉구하고 그 반복의 기회 때문에 나의 동질성을 주장하

기 좋은 매체로 생각한다. 전무후무한 단 하나의 작품 또한 그것이 

갖는 독창성 때문에 동질성의 주장에 유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매체가 범람하는 오늘 날 회화로 미술가의 정체성을 발휘하기에는 역

속물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In the Dream-male (꿈속에서_남자)>[작품48]에서는 이전의 몽

유시리즈에서 보여 진 몸들은 군집을 이루며 화면 안에서 공간을 부

유하듯 자유롭다. 이 형상들은 이제 소파 안으로 들어와 이전 시리즈

에서 보인 결과물에 새로운 의미를 더한다. 소파 등받이 안에 군집을 

이루는 몸의 형상들이 보이고 아래에는 수면안대가 보인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자유로웠던 것처럼 최초 인간 모습

으로 꿈속을 노니는 듯하다. 



- 172 -

[작품48] <In the Dream-male>, 2007, 한지에 먹, 

채색, 프린트&콜라주, 111×144cm    

[작품49] <In the Dream-female>, 2007, 한지에 

먹, 채색, 프린트&콜라주, 111×144cm    



- 173 -

   <In the Dream-female (꿈속에서-여자)>[작품49]에서 검은 색 

수면안대가 남성을 상징한 것과 반하여 이 그림의 흰색의 수면안대는 

여성을 상징한다. 누군가 나른한 오후 소파에 기대어 낮잠이 든다. 그

들의 오수(午睡)는 에덴동산처럼 아득하고 달콤할 것이다. <몽유 I>작

품의 일부를 한지위에 프린트하여 화면 위에 콜라주(collage)하는 기

법을 사용하였다.

   <Moebius Dream>(2007)[작품50] 그림은 소파의 등받이 속에는 

꿈꾸듯 떠도는 몸의 형상들이 보이고, 아래에는 ‘뫼비우스의 띠’ 모양

의 수면안대가 놓여있다. <In the Dream-male>, <In the 

Dream-female> 두 그림에 각기 등장하는 남녀의 수면안대가 ‘뫼비

우스의 띠’를 이루어 소파의 정중앙에 위치한다.3) 이는 안과 밖이 분

리된 채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남녀관계를 상징한다. 이 그림에서

는 인온(絪縕)에 있어 ‘남녀구정(男女構精)’의 개념과 그 남녀가 서로 

얽혀있는 대립항의 구조가 나타난다. 

   이후 <Karma>(2009),  <You & Me>(2009), <Love, Tug of 

War>(2009), 'Duality 버전'(2010)의 그림으로 그 관계와 결합의 방

식이 지속적으로 시각화된다. 나의 작품에서는 ‘인온’의 개념과 일물

양체(一物兩體)를 대변하는 ‘뫼비우스의 띠’의 구조가 긴밀한 개연성

을 지니고 함축되어 표현된다. 이 그림은 ‘Body & Talk 버전

'(2007~2009)과 ‘Duality 버전(2010~2013)’의 개념과 작품의 양식을 

3) 뫼비우스의 띠(Mobius strip), 좁고 긴 직사각형 종이를 180°(한 번) 꼬아서 끝을 

붙인 면과 동일한 위상기하학적 성질을 가지는 곡면으로 경계가 하나밖에 없는 2

차원 도형이다.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대표적인 도형으로서 비가향적

(non-orientable)이다. 1858년 아우구스트 페르디난트 뫼비우스와 요한 베네딕트 

리스팅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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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다. 

   전작을 통틀어 대칭성의 진면모가 집결된 작업은 화면 정중앙에 

정면의 소파를 그린 ‘In the Dream 연작들(2007-2009)’로 보인다. 

소파 작업은 불명료한 흔적 속에 주제를 은폐시킨 2007년 이전 시도

와, 선명하게 남성기를 정갈한 좌우대칭으로 제시한 2010년 사이를 

매개하는 과도기로 보인다. 격조 있는 클래식 소파가 화면 가득 좌우

대칭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소파 원목에 새겨진 물결무늬 장식

과 굴곡 있는 소파 다리는 설득력 있는 성적 페티시처럼 느껴진다.4)

   

  

4) 반이정, 전수경 개인전 금호미술관 전시서문 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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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0] <Moebius Dream>, 2007, 한지에 먹, 채색, 

프린트&콜라주, 111×144cm     

[작품51] <Vestiges>, 2009, 한지에 먹, 채색, 

프린트&콜라주, 111×1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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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tiges(흔적들)>(2009)[작품51], 꿈속을 부유하는 듯한 인체풍

경이 보인다. 소파등받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누드 형상들이 서로 교

차하고 있다. 이러한 누드풍경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각자 남성과 여

성으로서 호응하는 희로애락이 있다. 

   소파 위에 남겨진 그들의 체모(體毛)는 이러한 일상적 삶의 자취이

다. 남녀가 함께하는 공간, 같이 부딪는 사물에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흔적 중 하나가 체모이다. 머리카락, 음모 등의 체모를 동양화의 세필

로 그려 넣었다. 멀리서 그림을 보면 그저 비어있는 소파, 의자인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터럭들이 보인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공간과 

꼭 닮아있는 현실이다. 특히 돋보기 안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두 가닥

의 터럭은 마치 남녀가 나란히 누워있는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등받이 장식 안에 동양화 산수의 흔적을 빌려 뒤엉킨 나체를 숨겨

온 전작을 재인용했으며, 그것으론 부족하다 느꼈던지 제목 

<Vestiges(흔적들)>(2009)처럼 소파 위에 남겨진 체모 몇 가닥이 뜨

거운 관계의 구체적인 장면을 정사의 흔적처럼 잠잠히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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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원성으로 결합된 몸: ‘Duality 버전’ 

‘Duality 버전’(2010~2013) 인체 드로잉, 일상의 사물, 자연물 등으로

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몸’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재해석한 그림들이

다.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대별되는 인간의 몸은 내 그림에서 

재현적 혹은 비유적,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남성’과 ‘여성’은 이원성(Duality)을 띤다. 그것은 성

(Sex)과 성별(Gender)로서의 남녀의 개념일 뿐 아니라, 정신과 물질,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음(陰)과 양(陽) 등 대립 항(代立項)으로 인식

론적 감상의 계기가 된다. 

   나는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이원성(二元性, Duality)의 양극간의 상

호관계와 그 상징적 표현에 집중한다.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하지만 

필연적으로 갈망하고 갈등하며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와 작용을 회화의 상징적 도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에 등장하는 지퍼, 고리와 같이 개폐(開閉)의 기능을 하는 사

물들은 마치 자웅동체(雌雄同體)와 남녀의 성징(性徵)과 그 관계의 이

원적 결속을 의미한다. 남녀란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뫼비우스 

띠’와 같다. 본성적으로 다른 가운데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사랑과 미움, 욕망과 좌절, 신뢰와 배반을 한다. 실상 인간

의 역사와 희로애락의 중심에 ‘에로스(eros)’가 있다. 스스로 불완전

자임을 자각하고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가려는 인간

의 정신, 즉 충동적 생명력이라는 뜻으로 플라톤에 의해 이 개념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신은 인간 스스로 그들의 한계를 깨닫도록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을는지 모른다. 유한한 인간은 남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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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生殖)으로 영원을 꿈꾼다. 실로 인간의 본 모습은 그를 통해 그

대로 치열하고 아름답다. 

   2002년 초 ‘여섯째 날’, 2005년 전후의 ‘고독, 독백’, 2007년 이후

의 ‘Body & Talk’ 등 몸의 풍경(Bodyscape)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

련의 버전으로 다양하게 몸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풍경들을 포괄하게 

된다. ‘Body & Talk’ 버전부터 지퍼나 체인,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개폐(開閉)를 의미하는 오브제와 기호 그리고 성(性)과 관련된 에피소

드와 신화, 사물, 수화(手話) 등 남녀의 관계를 상징하고 표현하게 된

다. 

   ‘Duality 연작’(2010~2013)을 계기로 지속적인 화두였던 ’몸

(Body)'에 대한 무게의 중심을 ‘에로스’로 확고히 이동했다고 본다. 

몸에서 에로스로 향하는 전개는 자연스러운 변화란 생각한다. 

   한편 나는 혀나 성기 등 인간의 신체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피부를 

노출하고 있는 부분의 묘사를 위해 있어 동양화의 전통적 초상화 채

색기법을 사용하였다. 

   서양화에서 피부색 표현에 흰색을 혼합하는 것과 달리 동양의 초

상화기법에서는 흰색을 섞지 않고 다양한 순색 및 보색을 여러 겹으

로 채색하여 깊고, 투명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피부묘사의 사실성을 

도모한다. 상징적 도상 안의 사실적 피부표현을 위해 이 채색기법을 

사용했다. 더욱이 이 기법이 한지를 바탕으로 적용됨으로서 피부의 

표현이 극대화되었다. 한지는 본래 공기와 수분의 투과와 흡수를 허

용하도록 제작되었기에 사람의 숨 쉬는 피부와 유사하다. 

   ‘Duality 연작’시기에 이르러 <선악과 핸드백(2007)>, ‘In the 

Dream 연작’(2007-2009)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대칭구도가 한층 요

약된 도상으로 그리고 확고한 하나의 양식적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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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칭(對稱, symmetry)의 개념을 화면 구도상의 좌우 균형에 국한

하지 않는다면,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한 화면 안에 배치시킨 넓은 의

미의 대칭은 2005년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각적인 무게감의 동등한 분배를 뜻하는 대칭, 균형은 화면구성

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통상 대칭과 균형을 

언급할 때 수평적인 균형 즉 좌우의 상호적 균형을 떠올리게 되는데 

수평축에 따른 상하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각형의 회화 프레

임 안에서의 균형과 대칭이라는 것은 마치 좌우로 펼쳐진 삼단제단화

처럼 수평적 대칭을 근간으로 한 안정성과 위엄, 권위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연구자의 작업 또한 2004년 이후로 나타나는 회

화작품의 구도 안에서의 대칭성은 수직보다 수평적 균형을 취하고 있

다. 순전히 시각적이고 조형적 측면의 대칭의 의미 이외에도 남과 여, 

칼과 펜, 동물과 식물, 빨간색과 녹색 등 대립 항을 이루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들이 호응하고 있다.

  2004년 ‘인체풍경’연작부터 이와 같은 조짐이 시작되어 ‘Body & 

Talk', 'Body Complex'연작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Duality>에서는 좌우의 균형 뿐 아니라 상하의 균형과 대칭성이 하

나의 이미지 안에 조합되고 있다. 직립한 사람의 이미지이자 손잡이

가 달린 칼의 이미지이기도 한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고 

있다.    

   마치 자웅동체와 같이 한 몸 안에 존재하는 남녀 성징의 사실적 

이미지는 외견 선정적이며 성(性, Sexuality)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종교, 즉 나의 기독교적 가치

관으로 연결된다. 인간과 세상의 근원(origin)이 되는 창조주, 신의 섭

리와 그와의 관계가운데 모든 상호 대립적인 것들의 출발과 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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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Karma>, 2009, 한지에 먹, 

채색, 100×80cm       

이루어진다는 함의가 그것이다. 나의 신은 매우 관계 중심적이며 개

별적 인간과 끊임없이 내밀한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소통, 유대

를 원한다. 

   인간의 뇌 또한 다양한 관계를 통해 자극을 받아 형성되는 특별한 

신경 회로가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간의 관계를 통해서 실존적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 정신(Spirituality)과 성

(Sexuality), 두 개념은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왔고, 상호

적 소통과 교감(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tercourse)의 가

치를 공유한다. 최근 ‘Duality 연작’의 ‘혀’의 이미지는 언어적 소통과 

성애적 교감, 이 두 가지 소통의 가장 요긴한 매체로서의 의미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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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ma>[작품2], 이 형상은 남녀의 ‘사랑’과 ‘관계’를 나타낸다. 

레드와 블루의 고리로 연결된 하트(Heart) 모양이 풍선처럼 화면에 

떠있다. 그 두 개의 고리는 안과 밖이 연결된 ‘뫼비우스 띠’의 구조를 

한다. 그 띠의 중심선에는 지퍼가 달려있다. 지퍼를 닫는 방향으로 나

아가더라도 결국 다시 지퍼는 열리게 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순

환의 구조이다. 무한순환의 개폐(開閉)가 이 하트 고리의 피할 수 없

는 운명이다. 

   과거 소파그림 연작에서 비롯된 대칭성은 이 그림에서 훨씬 더 단

순화된 형식으로 전면에 다가온다. 이러한 대칭성과 대구의 형식에 

대해 반이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대칭(성)은 전수경에게 불안의 기원이자 창작의 동력으로 보

이는데 작가가 대칭을 선호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을 

것이다. 먼저 데칼코마니의 원리처럼 좌우대칭은 어렴풋한 

형상을 만들어 암시할 무엇을 은연중 숨기기에 용이한 조형 

원리이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대칭성의 조형적 평안과 품격이 재현물의 즉물성을 

상쇄시킨다. <Duality>(2010)는 꼿꼿이 선 페니스를 입술과 

혀가 밑에서 떠받드는 인체기관 복합체(body complex)를 나

타낸 그림인데, 남성기를 전면에 세웠으되 정갈한 대칭 구도 

안에 담긴 은은한 파스텔 톤 페니스는 욕정의 원점을 웅변하

기보다, 품격 있는 장식물 혹은 독립된 유기체의 면모를 갖

추고 있다. 

   비단 대칭의 의미를 구도상의 좌우 균형에만 한정짓지 않는다면, 



- 182 -

상반되는 둘을 같은 화면 안에 공존시킨 광의의 대칭은 2005년 전후 

작업에서 더 자주 쓰였다. 동양화의 관념 산수 풍 흔적을 빌려와서 

배경 속에 욕정의 나체를 심어 놓는 형식이다. 구약의 유명한 간통 

에피소드를 따온 <다윗과 밧세바>(2007)나, 긴 벨벳 장갑을 착용한 

귀족 여성의 두 손과 건장한 남성의 상체 형태의 배낭을 대비시킨 

<그녀가 진정 알기 원하는 것>(2009)도 서로 충돌하는 상반된 둘의 

대칭구조를 갖는다.5)

   <You & Me >[작품52]에서 아래위로 두 개의 ‘뫼비우스의 띠’가 

보인다. 자세히 보면 이 띠들은 지퍼로 이루어져 있고 각기 여성과 

남성을 상징한다. 지퍼는 남녀관계의 ‘결합’과 ‘개폐’를 상징하는 소재

이다. 입술 같기도 하고 여성의 성징이기도한 그림 상단의 핑크빛 지

퍼는 이미 반쯤 열려있어 다가오는 남성에게 호응하고 동시에 유혹하

는 모습이다. 아래 쪽 두 바퀴 반을 돌려 앞과 뒷면을 연결한 뫼비우

스 띠는 남근의 형상을 하고 있다. 2009년의 두 작업 <You & me >

와 <Karma>에서 지퍼는 개봉되는 기능적 속성과 안팎의 구별이 없

는 뫼비우스 띠 모양을 이용해서, 성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변형물로 

쓰이기도 했다. 

   

5) 반이정, 전수경 개인전 금호미술관 전시서문 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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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3] <Love, Tug of War>,

2009, 한지에 먹, 채색, 116×91cm

   

      
[작품52] <You & Me>, 2009, 한지

에 먹, 채색, 130×90cm      

   

   <Love, Tug of War>[작품53]은 <Hand in Hand>에서 변용된 

그림이다. 사각형의 거울을 <Hand in Hand> 도판 위에 직각으로 세

워 이리저리 이동하여 거울의 반사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

지의 좌우대칭형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린 그림이다. 

  인간의 몸, 인간의 장기, 생식기 등은 대체로 대칭(對稱, 

symmetry)의 구조를 띤다. 이 그림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생물처럼 

움직이고 변화 가능한 하트(heart)의 형상을 통해 유기적으로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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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사랑의 본질을 표현했다. 그리고 여성의 자궁안의 나팔

관의 형상과도 닮은 이미지로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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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4]  <Heart in Love>, 2009, 

한지에 먹, 채색, 92×73cm

[작품55]  <The Cross of Sistine Chapel>, 

2009, 한지에 먹, 채색, 112×8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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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in bed>[작품56]는 남녀의 신체적, 성적(性的) 이

미지를 모티프로 하여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사물과 인체 이미지를 

탐구한 것이다. 침대, 하이힐 등 몸과 밀접한 사물의 형상을 통해 남

녀가 만들어 내는 에로틱한 감각과 상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 인격체가 아닌 물건이나 신체특정부위에서 성적 판타

지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물신주의(fetishism)에 주목하고 그것을 인간

의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시지각적 반응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려 했

다.

   침대에 남성과 여성의 성징(性徵)이 곳곳에 숨어있다. 여성의 가슴

과 남근의 형상이 맞물려 있는 프레임의 형상, 주름진 천에는 남성의 

상체와 체모가 선묘로 드러난다. 남녀가 함께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일상의 장면을 사물에 비유한 그림이다.

   침대의 프레임과 몸체 안에 남성과 여성의 성징들이 들어있다. 앞

쪽의 침대 프레임은 여성의 부푼 브래지어와 불룩한 남성의 속옷이 

맞물려 있는 형태로 전방을 향한 침대의 앞부분을 표현했다. 침대시

트 위의 주름과 베게로 남성의 상체를 암시했고, 동양화의 세필로 체

모를 그렸다. 빨간색 하이힐은 여성을 상징하며 구두의 안쪽에 나의 

서명(署名, signature)을 제품의 로고처럼 넣었다. 소파 그림처럼 기

존의 그림(인체풍경)을 포토샵으로 작업하여 원근감과 팽창의 효과를 

강조하였으며 프린트 아웃하고 그것을 콜라주 하여 한지 위에 붙이고 

회화작업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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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6] <Configuration in bed>, 2010, 한지에 먹, 채색, 

프린트&콜라주, 130×162cm        

[작품8] <Make your tongue soft>, 2010, 한지에 먹, 채

색, 130×1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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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your Tongue Soft>(2010)[작품8]는 그간 지속되어왔던 

‘몸’의 탐구에서 ‘에로스’의 탐구로 그 중심이 이동해 정점에 이르렀

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대한 남근이자 혀이고 또한 칼이기도 한 

그 끝이 유연한 곡선을 지닌 여인의 몸 아래에 여성기의 형태로 표현

된 펜촉의 끝과 맞닿아있다. 즉흥적으로 그림을 마주하게 될 관람자

는 심중팔구 대형 화판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대한 성기들에 거북해할 

것이다. 이유는 ‘몸’과 ‘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 비일상적이기 때문

이다. 성을 바라보는 일상적 시각 대부분이 고대 명화의 풍만한 나신

을 관람하거나 대량생산되는 현대의 포르노를 보든, 지극히 남성적 

관점에서 부지불식간에 매우 과잉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생식기들로 이루어진 칼과 펜은 이 대칭으로 당당하게 제

시됨으로써 오히려 그 그림 앞의 충격이 진부한 것으로 비치게 한다. 

이는 나의 기대이기도 하다. 특정의 이미지가 하나의 개념으로만 읽

혀지지 않고 다양한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성에 대

한 편견이 극복되고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실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회화를 통해 주장하고 싶었다. 이러한 나의 작업

은 단순히 성에 대한 여성적, 혹은 주체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

니다. ‘Make your Tongue Soft’라는 제목에서 강조되는 ‘혀

(Tongue)'는 그림에서 붉고 길게 늘어져 있고 입을 통해 남성기로 이

어진다. 이것은 다시 거대한 칼자루와 칼날의 형상이 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잠언12:18)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심령을 상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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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라(잠언15:4)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언18:21)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잠언 25:15)

이 작품은 위와 같은 성경구절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떠올렸다. 즉 

혀란, 그림에서 각각 칼자루와 펜 끝에 달린 생식기로 귀결되듯 성적

인 표현도구인 동시에 휘두르는 세치의 혀로 사람의 심령을 살리거나 

죽이는 도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에드워드 리턴(Edward Lytton, 1803-1873)은 1839년 ‘추기경 리

슐리외(Cardinal Richelieu)’라는 희곡의 대사를 통해 ‘펜은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란 표현을 쓴바 있

다. 이는 인간의 사고(思考)나 저술은 무력이나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

는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케임브리지 

사전에 소개되고 있다. 나는 이 문구의 메타포를 다른 방식으로 나의 

회화에 적용했다. 칼과 펜을 남성과 여성으로 치환하여, 칼과 펜은 양

자가 공존한 채로 갈등하고 상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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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Duality>, 2010, 한지에 먹, 

채색, 192×130cm        

   <Duality>[작품7]는 한 사람의 ‘인간의 형체’인 동시에 내 ‘자화상’

이다. 이 이미지는 화면 한 가운데에 대칭구조의 기둥처럼 우뚝 등장

한다. 그 주변에는 이 이미지와 호응할 아무런 암시나 꾸미는 환경이 

없다. 오로지 이 이미지만 존재한다.

   남근의 형상과 여성의 성기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칼’의 모습이다. 발기한 남근은 칼자루가 되고, 입술을 통해 

길게 내민 혀와 같은 칼날은 여성의 성기를 포함한 여성의 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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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과 여성은 이원론의 양극을 대변한다. 한편 남자와 여자는 끊

임없이 서로의 일부가 된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하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갈망하고 그 관계 가운데 갈등하면서 공

존 · 공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와 작용을 회

화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남과 여’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물과 불, 

정신과 물질, 빛과 어두움, 선과 악 등 대립 항을 이루어 인식되고 존

재하는 것들의 상징이다.

   재료기법은 혀나 성기 등 우리의 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섬세

한 신경세포와 피부를 노출하고 있는 신체부위를 합지인 한지(韓紙)위

에 수십 겹의 순색의 담채로 여러 층위의 겹(layer)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유화나 아크릴 화에서 피부색을 만들 때에 흰색을 섞는 

것과 달리 동양화의 초상화기법에서는 흰색(호분)을 섞지 않고 맑고 

깊은 그리고 변화무쌍한 사람의 피부색을 묘사한다. 나는 그 채색기

법을 이 그림에 적극 활용하였다.

   <Between the Candle & the Candlestick>(2011)[작품9]은 

<Duality>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티브를 채택했다. 뱀 모양 혀와 

발기된 남성기로 제기(祭器)를 차용한 것은 제의적 가치를 내세워 남

근숭배 혹은 탐닉 가치를 타협시킨 것처럼 보인다.1) 나는 언제나 대

칭성 안에서 타협점과 합의점을 찾아냈고 그것은 자기 치유의 방편이

기도 하다. 2010년이 지나자 나는 내면을 지배하던 종교의 도그마와 

윤리적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자유는 내

면의 문제를 회화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니고 

갈 수 밖에 없는 양가적 모순(남녀, 선악, 미추)을 회화를 통해 종합

하고 해결하는 지점에서 갖게 되었다. 

1) 반이정, 금호미술관 전시서문 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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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Between the Candle & the 
Candlestick>, 2010, 한지에 먹, 채색, 

192×130cm        

[작품57]<Ambivalence>,

2011, 캔버스에 먹, 채색, 아  

크릴릭, 58×45cm        

  

  

  

   개인사의 번민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토로한 <Ambivalence>[작

품57]는 자기 고백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그림 속 두뇌는 <Duality>

처럼 독립된 유기체 모양으로 화면에 홀로 떠있다. 뇌의 굴곡 잡힌 

주름은 초기 작업에서 알몸을 숨기는데 동원된 동양화의 관념 산수화

풍 흔적과 같은 기능을 한다. 더구나 사람의 속내가 담긴 인체 기관

인 뇌의 주름위로 남녀 성기, 귀, 혀, 웅크린 알몸들이 뒤엉켜 또 다

시 인체기관의 복합체를 형성한다.

  나는 이 연작을 통해 극히 관음적이고 노골적인 화면을 구성했음에

도 그 이면에 도덕적인 ‘규범’ 내지는 ‘성스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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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들에게 자연(自然)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환기시키려한다. 

   따라서 몸의 실루엣을 통해 태초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고독과 외

로움을 조망하려 했던 초창기 작업들이나 수화, 몸의 알레고리와 도

상을 통해 텍스트를 전달하려 했던 ‘Body & Talk 버전’에서 시작된 

일련의 작업이 끝을 알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영과 육, 남과 

여,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차근차근 조망하는 긴 여정 속에 있

다. 따라서 타인과의 소통을 전제로 앞으로 내게 남겨진 과제는 더욱 

많아 보인다. 다양한 대립영역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실험하

는 과정을 추후에도 지속하고자 한다. 내 작업은 끝을 알 수 없는 뫼

비우스 띠처럼 영과 육, 남과 여, 선과 악, 인간과 신의 관계를 차근

차근 조망하는 긴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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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합적 성격의 공존: ‘Carnival 버전’

   

‘Body Complex’라는 제목으로 총칭되는 이 시기의 세 가지 버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일관성을 갖는다. ‘Body’는 ‘몸’이고 ‘Complex’

의 사전적 의미는 복합체(複合體)로서 ‘관련 있는 것들의 집합체 혹은 

덩어리’를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심리적 콤플렉스, 강박증을 뜻

하기도 한다. 나는 ‘Body Complex’라는 명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전달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물과 인체의 결합을 통해 크고 작은 집합체를 만들어 내는 

작업, 다음으로는 몸에 대한 자의식이 모든 강박증 내지 심리적·정신

적 기재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복합체를 만들어 그러

한 인간의 자의식의 근저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것을 회화를 통해 환

기시켜보고자 한다. 

   이 그림은 내 회화작업 가운데 대작(大作)에 속한다.[작품58] 아열

대기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서식하는 스펑나무(뱅골보리수)를 소재로 

했다. 그 지역에 가면 거대한 나무뿌리에 휘감겨 있는 사원을 목격할 

수 있다. 그 거대한 고목의 줄기와 뿌리는 매우 강렬한 기세로 굽이

치며 뻗어나간다. 장구한 시간동안 얽히고설키어 형성된 그 구조물은 

식물이면서도 그 안에 동물성이 잠재되어있는 양성적(兩性的) 유기체

로 보이기도 한다. 

   나의 도발적 상상력을 자극한 그 형상, 기묘한 실루엣과 양감은 

내 작업의 일관된 화두인 ‘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몸, 신체기관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들의 모습까지도 보이는 듯 했다. 이러한 연상 작용에 의해 스펑

나무를 인체 혹은 동식물의 혼합체로 변형하여 마치 카니발 축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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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8] <Carnival>, 2013, 한지에 먹, 채색, 200×150cm        

같은 형상으로 표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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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9] <Asymmetry>, 2013, 한지에 먹, 채색,

90×145cm 

[도판14] 루이스 부르주아, <개화하는 야누스(Janus 

Fleuri>, 1968, 청동에 금색 파티나,

25.7×31.8×21.3cm,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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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mmetry>[작품59], 이 그림 또한 오래된 덩굴나무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남성성과 여성성, 식물성 안에 감지되는 동물성을 표

현한 것이다. 내 작업의 중요한 형식인 대칭성이 전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작품의 제목은 역설적으로 비대칭(Asymmetry)이다. 

이 제목의 함의는 과거의 <Love, tug of war>(2009)에서처럼 생물처

럼 움직이고 변화하고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대립 항(對立 

項), 음양(陰陽)의 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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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0]  <The Last Summer>, 2013, 나무에 채

색, 40×2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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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0] <Plants Drawing Series>

[작품59] <Plants Drawing

Series>, 2013, 한지에 먹, 채색

, 각 28×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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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1] <Plants Drawing Series>

[작품62] <Plants Drawing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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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3] <Plants Drawing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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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4] <Plants Drawing Series> [작품65] <Plants Drawing Series>



- 203 -

[작품66] <Plants Drawing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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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제작된 나의 세 가지 회화연작의 예술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극동에서 만물의 근원과 그 작용으로 여기는 ‘인

온(絪縕)’개념을 도입해 회화 제작의 중요한 문제인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회화적 활기를 중심으로 회화의 이론들을 고찰했다. 인온(絪

縕)에 대해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회화론을 펼친 석도(石濤, 

1642~1707)의 논의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의 분석을 위한 적

절한 모델이 되었다.

석도는 붓과 먹이 엉킨 인온의 혼돈을 제작 의지로 개벽하는 실천

을 ‘일획(一畫)’이라하는 한편 그 일획을 이루는 방법으로 ‘입법(立法)’

을 제안했다. 이 일획과 입법은 회화의 출발지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점에서 창의력을 살피는 적절한 고찰의 도구가 되었다. 석도의 논의

를 종합하면 창의력은 미술가의 창작의욕이 혼돈을 향해 순리에 따라 

개입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조짐과 변화와 같은 비가시적 징조를 시각화한 곽희

(郭熙, 1020~1090)의 <조춘도(早春圖)>(1072)를 분석했을 때 곽희는 

다시점(多視點)의 활기찬 구성으로 경물과 환경을 생명체와 같은 유기

적 대상으로 바라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기를 포착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으로 창의력의 모델은 충분한 분석 도구로 유용함을 확인

하고 나의 작품 <섬 Ⅱ>(2005)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나의 작품은 종

이의 물질성과 촉각을 결합시키고 수묵의 스며듦을 통해 그 두 성질

을 보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내 작품의 회화적 



- 205 -

특징은 물질의 특성에 맞추어 형태를 감축한 것에서 보이듯이 본질적 

순수성으로 환원하는 패턴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상력의 측면에서 나의 회화를 분석하기 위해 붓과 먹의 상관관

계를 ‘몽양(蒙養)’으로 설명한 석도의 개념과 현실을 초월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설명한 유협(劉勰, 465~521)의 ‘신사(神思)’ 개념을 모델

로 삼았다. 여기에서 상상력의 모델은 ‘신(神)’한 것과 ‘사(思)’한 것의 

만남으로 붓과 먹이라는 재료가 제작자의 의지와 마음을 회화의 공정

에 이끄는 작용으로 설명되고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거리 두고 비평

하는 사색의 작용을 고찰하는 일련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분석도구와 모델을 안견(安堅, 15세기)의 <몽유도

원도(夢遊桃源圖)>(1447)에 적용했을 때 꿈의 이야기라는 서술과 그 

서술을 받아 그리는 이들 양자 간의 작용으로 상상력이 생겨났음을 

확인했다. 안견은 그의 회화에서 서사를 시간의 단계적 표현으로 구

성하는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서사와 시각이라는 상반된 감각에 동시

에 호응하는 회화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비단에 수묵(水墨)이라는 회

화재료에 대해 안견은 곽희보다 훨씬 더 몽양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회화의 자발적인 상상력에 더 많이 접근했다. 

이러한 상상력의 모델을 나의 회화 <판도라의 상자>(2007)에 적용

했을 때 판도라의 전설이라는 서사와 그것의 회화적 구현간의 구체적 

특징이 드러났다. 신이 간직한 숨은 비밀이 백일하에 노출되는 사건

들의 서사와 그 순차적 이야기들을 한 화면에 담는 회화적 과제를 이 

작품은 해결해야 했다. 이미 제작되고 발표된 과거의 작품을 구성하

는 부분들의 콜라주와 중심에서 밖으로 방사하는 구조를 통해 안평대

군이 기술한 언어를 안견이 시각적으로 번역한 것과 같은 해결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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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의 회화에서 상상력의 전개 방식은 서사적 연상과 시각적 직설

간의 충돌을 활용하고 콜라지에서 오는 반복과 중첩을 활용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나의 화면은 곧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

은 순간과 조심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그 앞의 관람자에게 내 작품

에 대한 의견을 갖게 하는 자극이 되는 것 같다.

석도는 「필묵장」에서 대립 쌍들을 나열하면서 만물이 모습을 드러

내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폈다. 그런가 하면 장재는 

「정몽」에서 ‘일물양체’라는 말로 기의 분화와 그 근원을 설명했다. 이

들의 논의로 회화의 활기를 밝히기 위한 도구로 이 연구는 활용했다. 

하나의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면서 활기를 띠는 것을 통

해 ‘동시성’을 설명할 모델로 삼았다. 

이 모델을 아니쉬 카푸어의 최근작에 적용했을 때 그의 작품이 사

물의 근원과 그 발생 원리에 맞닿아 있음을 확인했다. 카푸어가 자신

의 작품에 극단적 대립을 공존시킴으로서 역설을 통합하는 것으로 살

폈다. 나의 작품 <카르마>(2012)는 인체를 암시하는 이전의 구상적 

작품에 비해 단순화되고 현실적 연상이 차단된 모습이다. 여기에 상

반된 색상의 대비가 공존하고 열림과 닫힘이 함께 한다. 하나의 띠가 

안팎의 서로 다른 조건으로 제시된다. 이는 곧 뫼비우스의 띠에서 가

져왔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성격이 다른 양면으로 존재하는 형태를 통해 

나의 뫼비우스 띠 형태는 몸을 비유했다. 나의 작품이 인체의 암시가 

선명한 구상에서 기물의 재현, 그리고 <카르마>와 같은 극단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축약되는 버전에 이르기까지 ‘동시성’은 양식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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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내 연작들을 관통하는 특질이다.

이들 형식적 특징을 종합하면 나의 연작은 첫째 창의력의 측면에

서 인체의 단축(reduce)과 재료의 촉각적 감각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

해 회화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는 가능성의 매체로 간주된다. 

둘째, 상상력의 측면에서 사건의 조짐과 같은 비가시적 대상을 시각

의 매체인 회화로 옮기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동시성의 측면에서 나

의 회화는 그 조짐을 기다리는 유기체의 모습을 띤다.

몸은 내 연작들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인물화가 회화의 기원과 함

께 비롯된 장르라는 것에서 보듯이 회화는 애초에 인간을 탐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회화가 제작되는 과정과 그

것이 감상되는 모든 조건은 인간의 몸이 지닌 유기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동양에서 몸은 일찍이 조화와 순환의 구체물로 간주되었다. 인

온의 몸은 본체에 조화롭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몸임을 

『동의보감』과 『아유르베다』를 통해 살폈다. 

근대서양의 해부도에서 놓치는 장기들 간의 생리적 역할과 그 네

트워크를 동양의 해부도는 강조한다. 이는 죽은 시신에 관한 정보이

기보다 생명유지의 장치로서 몸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생명의 그

릇으로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몸이 극동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해

되어온 사실을 이 연구는 확인했다.

나의 초기작 <여섯째 날 Ⅰ>(2001)에서 인체를 겨우 암시하는 비

정형적 형태(non-figurative form)들이 꿈틀댄다. 이 그림에서 종이

와 먹의 물리적 특성이 강조되고 제작자의 손짓이 기록된다. 파고드

는 형상과 그것을 둘러싼 형상의 뒤엉킴을 통해 탄생, 남녀의 결합, 

죽음이 동시에 암시된다. 여기서 나고 자라고 죽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걸쳐 연결된 섭리가 회화의 몸인 재료에 녹아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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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회화가 영속성의 매체이듯 몸이 영속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표현했다.

회화에서 인체는 그 표현 순간에 남녀의 성징을 띤다. 창조 신화에

서 인간의 창조보다 남녀 둘 중 어느 한쪽의 성이 먼저 등장하고 이

후에 인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징이 극단적

으로 드러나는 루이스 부르주아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대표작을 포

르노그래피와 비교함으로써 이들 미술가가 표현하는 인체의 공통된 

특징을 밝혔다. 포르노그래피가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성적 호기

심과 그 욕구를 배설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들 미술가의 작품은 인간

의 본성과 사물의 근원을 표현하기 위해 성징을 채택한다.

부르주아가 심리적 반응을 표현주의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내 회화

에서 성징은 다소 정제된 감정으로 나타난다. 브랑쿠시가 대상을 단

순화하여 재료의 물리적 속성 그 자체를 추구했다면 나는 체온과 혈

액이 흐르는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들 비교를 통해 나의 성징

을 종합하면 첫째, 양성간의 조화로운 관계로 몸의 본질적 모습을 표

현했다. 둘째, 회화란 그러한 관계를 탐구하는 수단임을 논증했다. 셋

째, 양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몸일 때 독자적 생명을 갖듯이 내 회화

역시 그런 특색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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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 as an personal specialist is expected to work with his or 

her creativity and imagination keeping them up in his or her life. 

Now days, the life which the artist lives in is covered by the radical 

changes that the making paintings are challenged with the 

increasing of various media and the crisis of the painting. So the 

artistic measures to cover ov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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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urposes to illuminate the artistic characteristic of my 

painting series which I have made during three periods(2001~'13) 

including my attempt to develop the devices to understand paintings 

with the concept of "intermingling(絪縕)" and my tryout to pictorial 

study of body.

Human body is my artistic subject, a major attention, to 

stimulate me make paintings. A body is accepted as a volume in 

common. I have been trying to realize a pictorial interpretation 

transforming the body into a landscape. I found more existential 

human condition in the body as a landscape than as a volume. I 

call it "bodyscape". When I see a body, I see a bodyscape. My 

attempt to create the bodyscape has accomplished in 3 series since 

2002 and is being made a series: The 6th day(2002), Soliloquy(2005), 

Body and Talk(2007), and Duality(in progress now).

The human figures in my painting are expressed as two contrary 

sexual characteristics that male and female are represented with 

symbolized figurative. The comparison implies a Duality: male vs. 

female. The duality implied with the bodies in painting covers all of 

things as perceptible beings like spirit vs. matter, light vs. darkness, 

good vs. evil, etc. Male and female are extremely contrasted each 

other, meanwhile both of them concentrate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he symbolic grammar of art, I am researching the 

relations among all of things that desire and coexist one another 

even if they are opposing and conflicting one another. My ar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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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is aimed at the expression of the order of the dualism. 

"Duality", one of my recent works, at a glance, has two different 

sexual images in the same figure like a hermaphrodite object. The 

idea of the figure derives from my religious value. My faith depends 

on Christianity. All things in my observations appear the dualistic 

opposition into actual happenings. The Providence of God keeps the 

opposition in a balance. The Providence could be catched at the 

relation among the oppositions. The God that I believe calls on all 

creations included human being to be related intimately with him. 

He intervenes not only in the particular of opposition but also 

among oppositions. In the same manner, male and female, the 

contrasting code of sex, get happy or unhappy in reality according 

to the relation. I think, therefore, Spirituality could be connected 

with Sexuality.

The tongue seems to signify both vocal communication and 

sexual communication. I have depicted some images of the tongue 

in "Duality" series. I found that I have been researching a single 

unit containing various meanings. This is my artistic consistency. I 

often get some inspirations to make paintings from Bible. Bible gives 

me an insight with the figurative words and the symbolic 

expressions. The Proverbs mentions about tongues.

The relationship of intera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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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like the one's of "Moebius Strip".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t each other in phenomenon, they are in an 

indivisible relationship always. They are doomed in a 

contrary aspect: love and hate, hope and frustration, trust 

and betrayal. So the pictorial subject of "body" is expected to 

be continue in art world.

Keywords : intermingling, body, creativity, imagination, simultaneity, 

Moebius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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