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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세계는 소위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

화 그 자체로 힘과 경쟁력을 가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 

자국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즉 문화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이 과연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디자인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인

지하고, 한국의 이미지와 정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

하여 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피상적으로 전통요소를 모사하거

나, 복고적인 소재를 정형화하는데 그치는 등 한국의 전통 문화

를 현대화하고 시각화하는 연구에 있어 접근 방법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전통 문화 요소의 차용'이 아닌, '문화 해석력

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문화 해석력이 바탕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유·무형 유물 등 전통 문화 요소의 직접적인 

시각화가 아닌, 한국의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미의식을 현

대적 감각에 맞게 상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과는 차별화

된 전략으로 한국의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를 구

체화하였다.



한국의 사상과 예술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절충적으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자연스러움, 

절제와 간결함, 소박미를 대변하는 한국의 자연주의적 미의식이 

도가사상에 바탕으로 두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국의 문화정체성

을 디자인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테마로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

을 선정하였다. 특히 도가적 미의식의 근원이 되는 도가사상에서 

인위적인 장식 요소보다 미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요소의 시각화를 자제하고 미의식과 사상 등을 배경으

로 미의 개념적 본질을 상징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전략과 

연관성을 발견하였고, 도가적 미의식 자체가 인위적인 요소를 지

양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적 

개념과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

하여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전개

하였다.

먼저 한국의 고유사상 중 하나인 도가사상을 선정하여 이를 중

심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가적 미의

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

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는 전통요소의 모더니즘적인 스

타일링이 아닌, 전통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유의 미의식 

자체를 시각적 언어로 변환시키는 상징화의 과정으로 차별화된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의 구체화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동양 회화에서의 기운생동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한국 미론과 도가적 미의식, 그리고 기운생동 간의 역사적 

연관성 및 연계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반영한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언어적 전달 요인, 즉 



Verbal Communication을 위한 도구로서 기운생동의 객관적이면

서도 중립적인 명칭이라 할 수 있는 Rhythmic Vitality를 선정하

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에서 도출한 핵심 키워드를 중

심으로, 기운생동의 상징화 과정을 거쳐,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

을 바탕으로 한 Primary Identifier와 컬러시스템, 타입페이스, 

The Fourth Element 등의 기본 표현 요소, 즉 Basic Elements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표현 요소는 완성된 매체 적용 디자

인보다는 다양한 활용방안과 응용 및 적용 대상의 확장가능성까

지 고려하여 비주얼 가이드라인과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도가적 미의식, 문화정체성, Rhythmic Vitality

학  번 : 2008-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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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 경제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는 물론, 민족과 민족 간의 차별성도 점차 약해지는 등 지역

과 문화적 가치가 교차되고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

계화 과정을 거쳐 21세기는 세계의 문화가 서로 혼융되거나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주의 시대이자 다문화주의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

이 지난 20세기의 물질문명이 주도하던 서구 사회의 기능이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동양 문화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측면의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최근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코리안 웨이브 신드

롬 등을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코리아브랜드 등이 이슈화되고 있

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여 왔

지만 2008년 발표된 안홀트-GMI와 NMI가 조사한 38개국 대상 국가 

브랜드 순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여전

히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12

월 14일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국가

브랜드 지수(NBDO : National Brand Dual Octagon)의 내용1)에서도, 

한국의 국가브랜드지수는 세계 주요 50개국 중에서 20위권에 위치하

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학, 경제, 정부 효율성, 국민, 

인프라 등의 카테고리와 비교해 볼 때 전통문화 관련 카테고리가 실체

와 이미지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1) 경제력보다 낮은 ‘한국브랜드’, 파이낸셜 뉴스, 2009. 12. 15에서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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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안홀트 GMI / NMI 지수 중 한국의 순위

국가브랜드지수 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

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통과 문화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이전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현대적 계승 및 차별화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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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NBDO 지수 중 한국의 순위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재 문화라

는 자원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

는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넓고, 강력한 후광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

원이라 할 수 있다.2) 선진 각국은 이미 자국의 문화 이미지 구축과 더

불어 현대화된 그들만의 고유문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들의 문화와 스타일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각기 고유의 민족문화에서 세계화의 가능성을 찾고 타문화와 차별화되

는 정체성을 부각시킨 고유디자인의 개발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

2) 이대훈,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메커니즘, 서울대 대학원, 2006, 요약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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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한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 것 찾기 운동

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자인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이미지, 특히 한국적 디자인에 대

한 다양한 담론 및 연구 등이 많이 진행되었음은 물론, 한국적 정서를 

주제로 한 작품들도 많이 제작되어 왔다.4) 하지만 한국 근현대 디자인

의 역사성이 상대적으로 선진 국가들에 비해 약하며, 디자인의 개념 

자체를 서구를 통하여 받아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디자인 연구방법론에 

있어 서구적 가치관에 입각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의 디자인사적으로 볼 때에도 전통성 강조를 위해 

의도적으로 전통요소를 모사하거나, 피상적으로 전통요소 및 형상을 

차용하고, 전통양식과 문양을 획일적으로 도안화, 양식화하거나, 정형

화된 고전미나 복고적인 소재를 재현하는 등 역사주의, 복고주의, 사대

주의,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이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국 전

통 문화의 현대화에 있어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파

악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템플스테이 등과 같이 전통 사상이나 문화적 경험 

자체가 하나의 아이템과 브랜드가 되는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서구 

중심의 디자인 관과 전통 예술의 표면적인 현대화에서 탈피하여 한국 

전통 문화의 현대화에 있어 그 동안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고 단편적인 문화 상품이나 디자인의 개념을 초월하여 문화 콘텐츠 

개념의 정체성 디자인 즉 문화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

고자 하였다.

3) 나재오, 한국 전통문화 요소의 시각적 상징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8, p.11 요약 인
용

4) 김종균, 한국 현대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4, p.140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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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를 개

발할 수 있는 개념 및 요소로서 한국의 전통사상 중에서도 특히 도가

사상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근거로서의 한국

의 예술과 한국 미론을 연구하여 도가적 미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1차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1차 키워드로부터 핵심가치 즉, Core Value와 

함께 시각적 언어라 할 수 있는 Tone & Manner를 도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언어적 전달요인 Verbal Communication과 시각적 상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도가적 미의식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동양회화의 화법 중 하나인 기운생동의 개념을 연구하여 한

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 도출 방법의 적절한 프로세

스를 구상하였다.

표 1-3. 연구방법의 프로세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통사상, 더 나아가 한국의 고유사상으로서 도가

사상의 배경과 발전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연구 이전에 

명확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의 기반이 되는 주 

소재로서 도가적 미의식이 반영된 한국 전통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사

례와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논지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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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디자인 사례 연구 및 선행 작품 등을 통하여 문화정체성의 시각화 

방법, 시각화한 형태의 조형성과 심미성의 표현과 이를 중심으로 도출

한 핵심 키워드를 상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문화 해석력에 바탕을 둔 한국의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에 있어 전통 요소를 모사하거나, 도안화, 양식화 등의 정형화된 

고전미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국의 전통 사상 중에서도 특히 한국 전

통 문화와 예술에 널리 반영되어 있는 도가적 미의식의 현대적 상징화

를 통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를 도출하는 새로

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에 관련하여 역사적, 철학적, 인문학

적, 종교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창조적 성향이 강한 연

구로, 디자인 표현 방법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임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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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리

1) 문화

UNESCO는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행동하

는 공유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속한 장소와 역사, 시대에 의해 형

성, 공유, 전달되는 언어, 종교, 예술, 풍습, 제도 등의 정신적, 물질적 

행동 양식 및 생활양식을 문화로 보았다.

2) 미의식

미의식이란 미적인 것을 수용하고 또 산출하는 정신활동에 작용하는 

의식, 즉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이해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기준을 가지

고 판단하는 의식을 말한다. 미의식은 예술작품의 미를 향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미적인 것을 창조하는 경우에도 발동되는 것으로, 수용적 

측면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 면에서도 이해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미의식을 미에 대하여 느끼고 판단하는 의식과 함

께 미적인 것의 창조 시에도 동원되는 의식으로 보았다.

3) 아이덴티티 / 정체성

사전적 의미의 아이덴티티란 정체성, 주체성, 자아동일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체성이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국가적 문

화 안에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이란 고유성, 독창성, 전통성 등의 의미를 포함한 유·

무형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4) 문화정체성

문화정체성이란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이 갖는 문화적 동질성과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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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적 특성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이란 한 문

화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으로 여타 문화와의 차별성을 지니는 특

정 단체만의 특징적인 요소로 보았다.

5) 아이덴티티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특정 대상 및 단체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

각적 시스템이다. Corporate Identity 즉 CI로 통용되는 아이덴티티 디

자인은 CI보다는 상위개념이며, 본 연구에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또

한 CI가 지칭하는 기업적, 상업적 목적의 상징화의 개념보다는 특정 

대상 및 단체에 관하여 대표성을 갖고 그 가치와 정체성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는 프로세스 및 결과물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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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과 문화정체성 (Cultural Identity)

2.1. 문화와 디자인

문화는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

화의 개념은 점차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정신적·예술적 표현의 총체라는 

의미로 형성되고 있다. 오늘날 문화라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

되는데, 하나는 교양 있고 세련되었으며 예술적인 면을 가리키는 일반

적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인

간에 의하여 이룩된 모든 것을 그 범주에 포함시킨다.5) 이와 같이 문

화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보다 다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라면 디자인이란 용어 역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며 일상 도처에서 발견되는 단어라 할 수 있는

데, 결국 디자인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상황

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와 디자인은 서로 불가분의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6)

더 나아가 디자인 자체를 문화로도 볼 수 있다. 디자인 스스로가 현대 

소비 사회의 시스템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매개해주는 감성적 장치이

자 그 자체로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형성하는 문화적 자원이며 동력이

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자인은 일상과 예술을 매개하

고 시각적인 형식을 통해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빚어내는 효과적인 매

체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 때 디자인은 문화가 되며, 디자인을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7)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요약 인용
6) 윤민희,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예경, 2003, p.6 요약 인용
7) 최범, 한국디자인을 보는 눈, 안그라픽스, 2006, p.105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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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자신만의 문화정체성이 없이는 세계 문

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화 자체가 특수성, 국지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는 점에서 국가별 문화정체성 확립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하겠다.8) 세

계화와 정보화가 중요시되는 현재 디자인적 관점에서 볼 때 자국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디

자인을 선도하는 디자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문화에 바탕을 둔 디

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예술이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듯이 디자인에서도 문

화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전통의 계승이 아니

라 현대에 적용시키는 문화의 현대화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디자인

에서 있어 문화정체성의 반영은 그 문화에 내재한 기질과 성향의 표현

이며, 문화정체성의 반영을 통하여 디자인은 그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문화와 디자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고 문화와 밀접히 연동하는 새로운 시각적 언어

를 개발하여, 문화정체성 반영을 통해 디자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

화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8) 한명희 외, 한국 전통 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11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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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디자인의 문화정체성과 철학의 부재

오늘날 한국 디자인계에 적용되고 있는 Good Design의 평가 기준에는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

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 “사용 목적

에 적합한 기능”, “편리성과 유지 관리”, “적합한 재료의 유효한 사

용”, “경제성과 대량 생산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9) 이는 결

과적으로 라이프스타일, 문화적 감수성 및 시대성 등은 배제한 단순히 

기술 경제적 요인 중심의 디자인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서는 국제적으

로 차별성 있는 디자인,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개발은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디자인 상품들은 대부분 뛰어난 문화 해석

력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디자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디자인 경

쟁력의 근원이 바로 문화 해석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임을 의미하

고 있다.

디자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디자인을 살펴볼 때, 그들의 디자인의 핵심과 근원은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된 그들의 정체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는 그 시각적 표현이나 형태, 더 나아가 직접 그 아이템이나 브랜드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나라의 이미지와 문화를 함께 

떠올리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현대 디자

인의 현실을 보면, 문화정체성 연구에 있어 다방면에서 접근하지 못했

거나 문화 해석력이 약한 상태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인 해외 트렌드에 쉽게 휩쓸려서 주체성 없는 디자인을 양산하거나, 

더 나아가 타국의 디자인 사례의 부분별한 도용 및 모방, 해외 디자이

너 및 작가 작품의 사대주의적 도입으로 인한 국적불명의 정체성 없는 

디자인이 범람하고 있다는 현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9)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2005, p.282 요약 인용



12

그림 2-1. 1992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엠블렘

그림 2-2. 1994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 픽토그램

기존의 올림픽 엠블럼은 물론,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도 혁신적

으로 평가받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엠블럼은 도식화된 이미

지나 기하학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캘리그래피 스타일로 자유분방하

게 그린 디자인으로 스페인 특유의 정체성을 그래픽을 통하여 함축적

으로 상징화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

계 올림픽은 Green and White를 주제로 하여 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면

서 환경과 평화, 개최국의 민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미

지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였는데, 특히 픽토그램에 있어서는 

기호로서의 기능적인 면에 문화적 해석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

다. 이는 천여 년 전 노르웨이인들의 선조들이 그려놓은 동굴 암각화

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적 성격을 뚜렷이 

전달하는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조해 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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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 문화해석력에 대한 차이에 관하여서는 최근 

발표된 서울 G20 정상회의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의 아

이덴티티를 비교해보면 두 사례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연히 이 두 아이덴티티 모두 Red와 Blue라는 같은 색상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접근 방법 및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아이덴티티의 경우 청사초롱이라는 전통적인 소

재를 중심으로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하여, 손님을 맞이하

고 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또 하나의 전

통적인 소재의 피상적인 시각화의 되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출, 동

해, 환영 등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재적 문화성은 좀처럼 발견하기 어

렵다. 특히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좌 심벌과 우 로고타입 구

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심벌의 표현에 있어서도 도식화된 청사초

롱에 획일화된 붓 터치 느낌을 가미하여 오히려 더 이질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로고타입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도비사의 Myriad 서체

를 분별없이 차용하여,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콘셉트의 차별화나 정체

성 반영의 기회도 놓쳐버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3.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아이덴티티

반면 2013년에 개최되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의 

10)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2005, p.315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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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는 칸딘스키와 말레비치에 의해 개척된 러시아의 아방가르

드 아트에 그 배경을 두고, 선명한 색채와 음악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아방가르드 아트의 발생지로서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아방가르드 아트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의 3색

을 통해 당시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상징화하였으며, 전통문

화유산의 직접적인 시각화가 아닌 색채와 선, 면 등의 순수한 조형요

소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칸딘스키의 사상을 바탕으로 

의지, 발전, 변화, 혁신, 진정성, 대담한 발상 등의 내용을 담아 이미지

와 문자가 분리된 형태가 아닌 이미지와 문자가 결합된 새로운 구조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등 차별화된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 2013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아이덴티티

이제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만큼 문화가 힘을 가지는 시대에,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문화 강

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의 뿌리부터 다져야 할 것인데,11) 

지난 세기동안 전 세계의 문화를 장악해 왔던 미국 및 서구문화에 대

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야 말로 차별화된 문화 해석력을 바탕으

로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제시해 나

가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한국의 유·무형 문화 속

에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세계화에 유리한 요소를 재발견하고 이를 

철학과 사상을 토대로 재해석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이 반영된, 기존

의 방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한국 특유의 문화적 디자

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11) 백석기외, Real Core in the World, 한국학술정보, 2010, p.193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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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루커는 21세기를 일컬어 문

화 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 하였으며, 그 승부처를 문화

산업으로 보았다.12) 파리 정치대학 교수 기 소르망도 서울대학교에서

의 강연 중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향후 국가 간, 제품 간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문화 경쟁력이다. 제품에 국가 정체성이 

담기는 것이 개별 기업의 명성이나 제품의 질 보다 중요하다. 독일 자

동차는 견고함, 일본 자동차는 깔끔함을 연상시킨다. 맥도날드는 미국

식 생활양식을 대변한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언어 등 문화정체성 보호

에 적극 나서고, 이를 제품에 담고 있다.13)“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오

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디자인들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얻기 전에 

각국 내에서 문화의 성격을 반영하고 정제시킨 디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산업과 경제가 낙후되었으며, 외부

침략과 독재를 연이어 경험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상당 부

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은 180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으로 1808년부터 1814년까지 외부세력에 의해 통치를 받

은 바 있으며, 1939년 스페인 내란 이후 집권한 Franco 장군에 의해 

장기 독재를 경험한 바 있다.14) 1975년 11월 Franco 장군이 죽고 장

기 독재가 끝나게 될 때까지 검열, 추방, 억압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독재 시절 오히려 지하 문화와 예술 및 디자인이 발전하였고, 

전통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회화, 건축, 패션, 인테리어 등이 

서로 영향을 미쳐 각 분야가 종합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2년 바

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의 발전과 함께, 독창성과 인간미, 색채

감과 강렬함, 에너지와 유머가 느껴지는 스페인 디자인만의 고유성으

로 차별화된 문화정체성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12) 이경호, 국제이벤트를 통한 국가 문화이미지 제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4, p.13 요약 인용 
13)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2005, p.292 요약 인용
14)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청동거울, 2006, p305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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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스페인 전통유물의 예시

그림 2-6. 스페인의 그래픽디자이너 Javier Mariscal의 작업

스칸디나비아의 경우도 한국의 근현대사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데,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긴 식민통치와 세계대전으로 인한 범국가적 

피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산업발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스

칸디나비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

드를 동일 문화권으로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로,15) 19세기 말까지

만 하여도 스칸디나비아는 농수산업 위주의 국가였으며, 국민들의 생

활은 전혀 풍족하지 않았다.16) 척박한 기후와 토지로 인해 근대까지 

유럽 내 저개발국의 범주에 있었으며,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스웨

덴과 러시아의 장기 식민통치로 인해 유럽 내 최빈국의 지위에 있었

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는 동안 서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혁명이 

늦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옛 수공예의 전통이 근본적으로 생활 속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고, 수공예의 전통이 현대적인 생활양식 속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었으며, 고유한 전통 유산과 현대 디자인의 

15) 안상수 외, 우리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안그라픽스, 2006, p.74 요약인용
16) 황스자, 북유럽의 매력, 이스트북스, 2007, p81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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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잘 융합하어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디자인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역사와 전통, 풍토에 맞게 자연 재료와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잘 융합시켜 온화하고 인간적인 감수성을 나타내는 스

칸디나비아 특유의 ‘Scandinavian Grace’17)를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스칸디나비아 전통유물의 예시

그림 2-8. 핀란드의 디자인 에이전시 Kokoro & Moi의 작업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페인의 디자인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모두 각

국의 전통 유물로부터 문양을 모사한다거나 고전미의 양식화 등을 통

해 문화정체성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에 바탕으로 두고 

풍토와 삶의 양식, 사회적인 틀에 맞게 문화를 계승하여 국제성과 고

유성을 공유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조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

17)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8, p.213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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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디자인사에서의 전통에 대한 관념은 최근까지도 

역사주의적이고 복고주의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우리가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말로 지시해 온 것

들이 변하지 않는 것, 낡은 것, 죽은 것, 혹은 형식화된 대상과 관련지

어져 왔기 때문이다.18) 이렇게 인식된 전통은 현재와는 그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구의 근대적인 디자인만이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국가들의 민속적인 디자인은 근대 이전의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한국적 디자인이란 역사적 스타일의 일종일 

뿐이며, 현대적인 고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19) 이는 지난 날 근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서구의 문화적 영향과 일제 강점기 시기에 빚어

진 전통의 단절로 인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선조들은 회화를 그리는 데 있어 자연이나 사물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의 사상이나 철학 등의 내면세

계를 그림이라고 하는 수단을 빌어 표출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

를 디자인에도 도입하여, 한국인의 사상과 미의식 등을 기초로 한 디

자인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

각에서 전통 문화를 볼 때 외형적으로 보지 말고, 그 배경에 잠재되어 

있는 사상이나 이론, 문화적 현상, 미의식 등의 내면적인 측면까지 보

고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대 디자인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 표현

에 가장 충실한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18) 최범, 한국디자인을 보는 눈, 안그라픽스, 2006, p.27 요약 인용
19) 최범, 한국디자인을 보는 눈, 안그라픽스, 2006, p.41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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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도가사상과 문화예술

3.1. 한국의 전통 사상

그림 3-1. 음양오행사상 관련 도표

한국의 전통 사상에는 유교, 불교, 도교의 문화가 상호 절충적으로 바

탕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유교는 종교적, 신비적 사고의 형이상학적 

특징으로 천天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상이 중심이며, 주역의 태극이 가

장 표준이 되는 절대적 실천의 세계이다. 주역 태극의 원리는 한국인

의 사고방식과 모든 예술과 제례의식에 기본으로, 태극은 음양의 화합

과 함께 시간적 영원성을 나타내는데20)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음양 오

행사상은 한국 문화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전형적 특징으로, 한

국의 제도와 풍습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불교는 선사상에 바탕을 두며, 선은 수양을 통한 득도를 위한 

20) 윤민희,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예경, 2003, p.218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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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한국의 불교는 유교철학, 도가철학과도 결합하

여 원융 회통하는 특성으로, 현실정토사상, 호국불교사상, 미륵불교사

상 등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미술은 조각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전통적인 한국 조각의 

중요한 맥락은 불교조각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의 불상

유교와 불교의 중요성에 비해 도교는 한국문화에 있어 거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들은 한국문화의 

내용을 논할 때 항상 유불도의 3교를 나란히 말해왔으며, 도교는 유교

나 불교처럼 한국사에 있어서 표면적인 세력을 떨친 적도 없고 실제로 

교단과 같은 종교 조직을 갖춘 적도 없지만 한국의 도교는 무속과 민

속 그리고 신종교의 배경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더 나아가 유

교와 불교 속에도 상당 부분 결합하여 존재하면서 사실상 한국문화의 

내면 혹은 잠재의식을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21) 이와 같이 한국의 

도교는 토착문화와 결합하어 언제나 다른 문화의 바탕으로 널리 존재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1)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82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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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에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는 한국의 도가사상은 실존하는 생활 철

학으로서 한국인의 인仁의 특성과 사상적 동질성을 지니며, 인위적으

로 조작하지 않는 무위자연의 상태, 즉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이상적

인 것으로 제시하여 왔다. 도가사상은 특히 한국의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의 전통건축이나 공예 등에서 나타나 있는 

담백함과 자연과의 일체감은 바로 한국의 무위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3.2. 한국 도교의 기원과 발전

도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영류왕 7년 때이다. 하

지만 고구려에는 도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7세기 이전에도 자생적

이든 비공식적인 전래이든 도교문화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6세기 무렵과 그 이전에 축조된 고분 벽화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을 타고 있거나 약그릇을 든 신선 등이 바

로 그것으로,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신선

사상이 이미 유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신선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도교의 전래는 두 번에 거쳐 진행되는데, 첫 번

째는 영류왕 7년(624) 당의 고조가 도사를 파견한 것으로, 이때 도사

는 원시천존상과 도법을 가지고 오고 도덕경을 강설하였다. 두 번째는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인 보장왕 2년(643), 연개소문의 적극적인 주장

에 의해 도교를 다시 들여오게 되는데 이 때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왕

의 요청을 받고 도사 8명과 도덕경을 보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

와 있다.22) 신라와 백제에도 전래되었으나, 종교로서의 도교는 고구려

22)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69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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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성행하였고, 백제와 신라에서는 노자, 장자의 서적을 중심으로 

한 무위자연의 개념이 확산되는 등 종교적으로보다는 사상적으로 전

개, 발전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백제의 경우 도교는 토착 민간신앙과의 마찰이 적어 여러 가지 정황으

로 미루어 볼 때 일찍이 도가사상으로 전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의 세이코 천황 10년(602) 백제의 중 관륵이 일본으로 

건너가 천문, 역법, 둔갑, 방술 등에 관한 서적을 전했다는 일본서기 

상의 기록이 있으며,23) 일본의 석상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칠지도의 명

문에는 벽백병이라는 부분이 있어 4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백제에 도

가사상이 널리 퍼져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24) 또한 삼국유사를 통하

여서도 자연과 풍류를 즐기는 도가사상 뿐만 아니라 신선사상도 상당

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부터 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립되어 있었던 신라의 화랑도

를 풍류도라고도 부르는데 그 구성원인 화랑은 상무적인 기풍과 함께, 

도교 수행자로서의 모습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영랑, 남

랑, 술랑, 안상 등의 사선은 자연과 예술 애호에 대한 많은 전설을 남

겼는데 이는 신선설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에서 도교가 가장 성행하였던 시기는 고려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신앙 및 불교와 함께 결합하여 민간 생활에까지 뿌리를 내렸다. 

국가적으로 도교 제사가 행해지기도 하였는데, 특히 예종은 복원궁이

라는 도교 사원을 건립하여 도교를 크게 진작시키는 등 불교보다 도교

를 더 중시하였고, 청연각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을 강론토록 하였다고 

한다. 고려는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건국 초기 왕실에서 도교를 애

호하였는데, 태조는 천신과 오악,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를 시행하였고 

예종 10년에는 도교의 각종 재초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복원궁을 건

립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도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되어 일반 

지식계층에까지 도교 수련을 하거나 노장학을 하는 기풍이 형성되었

23)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71 요약 인용
24) 이은실, 역사문화 브랜드전략을 위한 타임아이덴티티 개발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9, p.106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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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조선시대로 넘어 오면서도 도교는 도교 제사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

갔으나, 중종에 이르러서부터 점차 위축되어 갔다. 하지만 궁중이나 민

간에 뿌리 내려진 도교풍습은 그대로 존속되어 왔고, 지식계층에서의 

노자와 장자에 대한 철학적 이해 등 도교의 사상적 측면은 계속 이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부터 도교보다는 도가사상이 주가 되어, 

자아해탈, 자연무위 등을 바탕으로, 산림을 찾아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선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왕조 통치의 한계가 극점에 달하면서 반항적 민간

도교 의식은 기존 질서의 해체와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중종교의 이

념에 수용되어 이른바 신종교 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26)

이후 한국의 도교는 크게 의식도교와 수련도교의 두 맥을 이루어 문

학, 예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고 할 수 있다.

25)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73 요약 인용
26)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78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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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고유사상으로서의 도교

한국은 예로부터 불교와 도교, 토테미즘과 같은 사상에 입각해 있었는

데, 이 중에 도교의 경우, 교단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중국의 도교가 

한국으로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단 도교 성립 이전의 원시 도교 

문화는 한국에서도 이미 자생하고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전래설은 중국과 일본 등 국외 도교학자들의 대부분이 

당연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교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 즉 교단으로서

의 체계를 갖춘 중국의 도교가 당나라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단도교 성립 이전부터 신선에 대한 동경 및 숭배 

관념 같은 원시 도교 문화는 한국에도 이미 자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고조선의 건국 설화부터 상당부분 도교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 특유의 도교적 신앙이 이 건국 설화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군 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장과 천신과의 

관계, 제사상 칭호와 신단 설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도교가 고

조선에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도교 사상은 다방면적으로 그 영향을 끼

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27)

한 단계 더 나아가 삼국시대의 고구려 서성산에서 일어난 선맥이 백가

도의 형태로 중국 강남 도교문화의 사상적 연원이 된 것은 고구려의 

도교문화가 오히려 중국으로의 도교문화의 전파의 진원지라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28) 

근대 한국 도교학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이능화도 일찍이 고대 한국

의 환인, 환웅, 단군 등 삼신에 대한 신앙과 중국의 봉래, 방장, 영주 

27)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67 요약 인용
28) 안동준, 한국 도교문화의 탐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지식산업사, 2008, p.8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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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삼신산에 대한 전설을 비교하여 연나라와 제나라의 신선 숭배가 오

히려 고대 한국의 성산이었던 백두산 일대의 토착 신앙으로부터 유래

하였다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이 후 차주환, 도광순 등도 단군 신화, 

화랑도 등 고대 한국의 신화, 종교, 민속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의 교단 도교의 공식적인 전래 이전에 이미 원시 도교 관념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29) 이밖에도 원시 도교는 고대

의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였던 문화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도교는 고대 한국 문화

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원시 도교적 요소와 후대에 전래된 조직화되

고 이론화된 중국 도교의 결합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도교학자들은 주로 한국의 도교가 특정한 시기에 중국으

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한국의 고유한 문화

라고 믿고 있다. 한국의 도교는 한국의 토착문화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특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정치 문화적 정체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특

히 그 의의가 부각되곤 했다.30) 

한국의 자생적 원시도교는 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화, 이론화된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도적, 학문적으로 그 내용이 더욱 풍

부해지게 되는데, 한국 도교는 단순히 중국 도교의 이론을 수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렴의 용호비결, 허준의 동의보감 등과 같이 독자

적으로 도서를 저술하거나 특유의 이론을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한국의 도교 연구에 있어, 유교나 불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1980년대부터는 내재문

화, 기층문화로서의 도교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다

양한 학회 활동이 의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등 도교 연구가 다시 활

성화되고 있다.

29)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28 요약 인용
30) 조용헌 외, 한국인의 사상과 예술, 서경, 2003, p.182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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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 전통 문화 예술에 나타난 도가사상

삼국 시대부터 본격적인 중국 도교의 전래로 인해 도교는 불교와 더불

어 일반 백성들의 안심입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예술 활동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성을 지향하는 미적 가치는 한국인이 예로부터 지녀온 경천사상과 

자연숭배사상 등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연에 대한 친화

적 정서와 외경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연의 

혜택과 영향력 안에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자연관이 확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존중하

는 한국의 미의식은 오늘날까지 한국 문화의 대표적 특질로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에른스트 짐머만 Ernst Zimmermann의 1920년 

출간된 ‘한국의 미술’을 살펴보면, 한국미술의 전반이 자연에 대한 편

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31) 그 배경에는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도가적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도가적 사유는 사상 및 일상생활과 예술에 적용이 되어 그 정

신적 여유와 깊이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전통 예술에서의 도가 사상은 무위를 통한 담백한 표현과 자연스

러운 표현, 소박한 표현과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 실천적인 철

학으로, 한국 전통 예술의 형이상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원인이 되

었는데, 시간과 역사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에서 발견되는 도가

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도교의 유래를 보여주는 고구

려 벽화를 살펴보면 벽화에 사람의 얼굴을 한 새의 형상이 많이 등장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면조는 도교에서 말하는 조류비

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전형적인 도교 문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32) 

31) 권영걸, 공간디자인 16講, 도서출판국제, 2006, p.125 요약 인용
32)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대출판부, 2009, p.29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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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인면조

고구려의 강서대묘와 진파리1호분, 통구사신총, 오회분4호와 5호묘 등

에 그려진 후기 벽화부터는 이전의 생전의 풍속 장면이 점차 사라지면

서 청룡과 주작, 백호, 현무 등 사신도가 사방 벽면의 중심을 이루고, 

천장 면에는 각종 신선과 신화적인 도교 인물상이 주로 묘사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흰 학을 탄 선인상은 도교 신앙의 확산과 더불어 후기

에 많이 그려진 것으로 날개옷을 입은 신선이 상체를 돌려 뒤를 돌아

보고 있는 도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33)

백제 도교의 존재를 실증케 하는 명확한 자료로는 백제의 금동대향로

를 들 수 있는데, 이 향로는 봉래산의 형상을 띄고, 고구려 고분벽화

와 마찬가지로 인면조가 확인되며, 뚜껑에는 신선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더 나아가 무령왕릉에서 발굴

된 매지권과 삼신산 및 도관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산경문전 등의 유

물들도 백제에 도교문화가 상당히 성행했으리라는 추측을 반증하고 있

다.34)

33)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161 요약 인용
34) 이은실, 역사문화의 브랜드전략을 위한 타임아이덴티티 개발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9, p.127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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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백제의 금동대향로          그림 3-6. 백제의 산경문전

통일신라의 성덕대왕신종에는 종신의 넓은 부분에 부조로 새겨진 천인

상이 있는데, 이 비천하는 모습도 도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7. 통일신라 성덕대왕신종에 등장하는 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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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교적 바탕 위에서 삼국시대에 정식으로 수입된 도가사상은 

민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다양한 예술

품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려 중기를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육성된 화원들의 회화활동으

로 인하여 실경 산수화가 발전되었는데, 이녕의 화풍을 높이 평가한 

휘종이 신종 때 애호되던 궁정 안의 수묵산수화들을 모두 치우게 했

고, 도교 사관인 오악관의 재건한 역사를 미루어 볼 때, 고려시기 실

경산수화는 길상적인 낙토의식과 결부된 장엄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궁정 취향이 짙은 청록풍의 산수화였을 가능성이 크다.35)

그림 3-8.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조선 회화에도 도가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장자의 소요유를 느끼게 하며,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관념의 이상 세계

를 표현한 기존의 산수화를 거부하고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진경산수화로, 인왕산 중심 절벽의 

35)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대출판부, 2009, p.5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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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묵의 괴량감에 대비되는 여백의 표현들은 역동적으로 휘돌아가는 한

국의 산수의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을 현실과 분리된 관념 세계나 객관 세계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주객이 합일되는 일체의 세계로 관조하는 경향도 도가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9.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림 3-10. 조선의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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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사상의 핵심은 도이다. 노자는 도를 천지만물을 생산하고 변화시

키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율로 인식하였

으며, 이러한 도의 성질은 자연이며, 자연은 곧 노자철학의 최고 명제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와 인생관도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

위를 가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긴다.’, 

‘유약함을 지킨다.’ 등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자연에서 유래된 것이다.36) 노자는 “자연을 본받고 무위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노자사상의 핵심이자 도가, 도교 학설의 

강령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자는 ‘맛이 없는 것이 가장 맛이 있는 

것이다’, 즉 미무미味無味가 최고의 미의 경지라 일컬었는데, 이 노자

의 미무미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의 백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게 완벽하면 인공미이며 자연미가 아니다. 자연은 완벽하거나 빈

틈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게 완벽하고 빈틈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험하다. 완벽함은 변화를 거부하며,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조상들은 예술품에 있어 살짝 불완전하게 남겨 놓음으

로써 인위와 무위가 조합되어 극치를 이룬 것이다. 완벽하면서도 어딘 

가 비어 있는 것 같아 더 더욱 자연미가 넘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

아가 한국의 막사발은 처음부터 무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연, 그대

로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사람의 손길을 안가도록 하고 자연을 있

는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는 무위사상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다.37)

이와 같이 한국 공예는 재료에 있어서 자연주의에 충실하고, 형태적인 

면에서는 무위에 충실하다. 한국의 전통 가구 또한 자연스러운 구조로

서 극도로 인간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나뭇결을 거스

르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 가구는 자연과 인간

이 다르지 않다는 물아무간의 정신을 담아 화려하지 않지만 격이 있고 

절제되어 담백한 멋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장언푸, 한 권으로 읽는 도교, 웅진씽크빅, 2008, p.37 요약 인용
37)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2003, p301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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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조선의 막사발

재료의 재질과 원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구성이나 모양새도 

이에 걸맞게 최소한의 기교로 표현되기에, 한국의 가구는 자연스럽고 

담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자가 말한 무위의 철학이 없으면 설명

할 수 없는 한국의 가구만이 지닌 독특한 조형미이다.

한국 서예에 있어서도 절제미의 극치를 시각화한 자연의 서체 디자인

으로 평가받는 봉은사 판전 현판의 경우 파격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

면서도 무심한 멋을 발견할 수 있다. 기교는 없지만 예스럽고 소박한 

멋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다시 말해, 엄청난 기교이면서도 그 기

교가 드러나지 않고, 천연스럽고 순박한 정서를 전달함으로써 김정희

만의 무기교의 기교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자연스러움과 

꾸밈없음은 당시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형식적인 방향에 대항하여 탄생

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생기는 미감으로 

볼 수 있다. 획의 굵기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울림이 강하고, 고졸한 

가운데 무심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봉은사 판전 현판은 한 점의 속

된 기운이나 기교가 없어 싫증이 나지 않는 작품으로 허虛의 완벽한 

재현이라 할 수 있다.38)

38) http://kddna.designdb.com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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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김정희의 봉은사 판전 현판

노자의 도에 대한 관념은 한국 건축에 있어 비飛라는 형태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 건축은 탈중력하여 가볍게 날아오르는 형상을 취

하고 있는데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한 한국의 건축물들은 이처럼 날아

오르는 형상, 즉 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건축의 지처마의 양끝이 살짝 치켜 올라간 모습과 그 선은 

중국의 것처럼 멋을 부려 치켜 올라가지도 않았고, 일본의 것처럼 급

박하게 경사가 지지도 않아,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39) 한국 

건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즉 자연과의 일체감

에 바탕을 두고 가능한 인공적인 행위를 억제하여 환경적 요소나 재질

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려 하였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정원의 경우, 아예 자연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어디까지가 정원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모른다. 영양 

서석지 정원의 경우,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수수한 멋을 극대화하였는

데, 도가사상의 자연 순응적인 가치관을 잘 드러내주는 예라 하겠다. 

산 밑에 있는 집은 산 전체가 정원이라 할 수 있듯이 한국의 정원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도가사상을 바탕

으로 한 자연에 순응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39)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2003, p296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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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경복궁 근정전

그림 3-14. 영양 서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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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가사상 계승의 현대적 의의와 가치

도가사상은 유교와 불교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자생한 

고유의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광범위하면

서도 포괄적으로 그 근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자는 한국의 

도가사상을 문화와 예술분야에서는 물론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국의 문

화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상 및 철학으로 보았다. 

도가사상을 배경으로,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의 조형관, 즉 미의식

은 크게 자연미, 담백미, 투박미, 청초미 여백미, 조화미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한국미의 정의에 있어 자연미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담백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론에 

있어 담백미는 여러 학자에 의해 소박함, 담소함, 무기교의 기교, 탈기

교, 단순성, 꾸밈없음, 생략 등의 다양한 단어로 주장되었는데, 김영기

는 담백미를 절제의 미학이라 해석하면서, 담백이란 무심의 심, 심의 

시원으로, 담백한 디자인은 속된 기운이 없는 감각과 욕심, 그리고 잡

스러움을 다스린 디자인이라 하였다.40) 이와 같이 풀이되는 담백미의 

개념은 도가사상과 도가적 미의식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노자는 사람이 만든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이 만든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사람이 만든 맛이 사람의 입을 혼란시킨다 하

였다. 노자는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색이나 소리, 맛 등

은 그 본래의 성질을 잃게 한다고 보았다. 예전부터 한국인도 색깔이 

유난히 진하거나 요염하거나 꽃 생김새가 다채로우면 가까이 하지 않

았다. 꽃송이가 크고 아름다운 화초보다는 꽃이 작고 별반 아름답지 

않은 수목화를 더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이 현란할 정도로 

아름답고, 빛깔이 유별나며 모양이 요염한 꽃은 사람의 본성을 어지럽

히고 현란하게 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어 완물상지한다 하여 기피하였

는데, 이와 같이 도가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가적 미의식이 전반

40) 김영기,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 디자인 담론, 이화여대 출판부, 2002, p.101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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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한국인의 미의식에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1)

그림 3-15. Jasper Morrison의 Super Normal

이처럼 도가적 미의식에서 인위성과 기교를 최대한 배제하고 미의 본

질을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도가적 미의식은 현대 디자인에서

의 Super Normal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재스퍼 모리

슨 Jasper Morrison은 평범함을 상실하고 화려한 왜곡과 의미 없는 장

식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함, 

오랜 시간 동안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지닌 지금까지 우리 속에 

함께했던 디자인을 Super Normal이라 지칭하였는데, 이 개념 역시 도

가사상에서의 미의식, 더 나아가 한국의 조형미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미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으며, 자연스러움과 절제, 간결

함과 소박미 등으로 통용되는 한국의 미의식의 근원으로서의 도가사상

과 도가적 미의식은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 개발

에 있어 차별화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도가의 

41) 이규태, 한국인의 힘1, 신원문화사, 2009, p.58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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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사상이 부드럽고 유연한 디자인으로 실천되어 생명력이 긴 디자인

을 가질 수 있으며,42) 도가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담백함은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에 있어 디자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도 할 수 있겠다.43)

디자인적 측면 외에도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합일

체라고 여긴 한국 도가사상의 가치관은 무위자연의 자연친화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실천을 일깨우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의 풍요로움을 공유하면서도 자연의 한 부분

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심화시킬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205 요약 인용
43) 김영기,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 디자인 담론, 이화여대 출판부, 2002, p.123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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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미의식

4.1. 한국 미론

미의식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로는 미에 대하여 느끼고 판단하는 의

식이라고 풀이되기도 하고 미적인 것의 창조, 관조 등 미적 태도 일반

에 관한 정신의 활동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그 부연 설명에서 미의 수용적 측면인 관조적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의식이라면 미인 것의 의

식이 아니고 미적인 의식으로 용인하고 있다.44) 한국 예술의 특질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예술이라는 대상을 자각하고 인식

하는 의식의 주체를 미의식이라고 한다면 한국 예술을 인식하는 의식

을 한국 예술의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45)

한국 예술의 미의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고유섭에 의해서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건축, 공예, 회화 등 한국 예술 전반에 걸

쳐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지니는 내용과 본질을 탐색하여 ‘조선고미술

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 카테고리로 그 

특색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특색을 들면서 이것을 생활

과 생활의 연속에서 생활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소박한 맛과 순진한 맛이 뛰어나 어른같은 아해라고 하였다.

둘째, 형태가 형태로서 완형을 갖지 않는 것에서 오는 비정제성을 들

고 있다. 이것은 음악적, 율동적, 선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우아에 통하

는 약미가 있고 다시 또 생동성이 있다고 하였다.

44) 한명희 외, 한국 전통 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11 요약 인용
45)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8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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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하나 좌우가 동일하지 않는 비균제성의 특질로 이것은 곧 환

상적이며 공상적인 자유발휘로 음악적인 특성과도 통한다고 한다.

넷째, 재료의 본형을 그대로 양식구성에 사용하여 양식감정의 표현을 

순리적으로 하며 세부에 있어서도 치밀하지 않는 무관심성이라는 특질

을 보이는데 이것은 마침내 자연에 순응하는 심리로 변해져 비예술적

인 결점이 나오게 한 것이라 하였다.

다섯째, 한국 미술이 체량적으로는 작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미는 

구수한 큰 맛인 것으로 여기에는 모순된 두 가지 성질인 작은 맛과 큰 

맛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맛을 들고 있다.46)

종합해보자면, 고유섭은 우리 미술의 특질을 무기교의 기교, 민예적인 

것, 비정제성, 무관심성, 구수한 큰 맛 등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야나

기 무네요시의 설을 보다 진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도 우리 미술의 특색을 비조화의 조화, 무기교의 기교 등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생명력, 자연성, 무관심 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47)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의 미술을 비롯한 예술의 특징을 선의 아름다

움으로 보고 그 선이라는 것을 눈물이 타고 흐르는 즉 애상의 선으로 

보았는데48) 한국미의 특징을 선으로 본 것과 함께 야나기 무네요시의 

한국 미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연의 미라는 견해이다. 그는 조

선 도자기의 미의 경우, 꾸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에 

귀의함으로써 위대함을 지니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나기 무네

요시의 이 설은 그의 이론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크고 또 제일 많은 

수긍을 얻고 있다. 실제 한국의 전통 예술품을 살펴보게 되면 자연과

의 조화를 목적으로 인공을 가능한 한 덜 가하고 재료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목공예품 등에서 그가 언급한 자연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회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

4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p.388 요약 인용
47)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03 요약 인용
48)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41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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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따라 야나기 무네요시의 자연미론은 여러모로 많은 공감을 자아

내고 있다고 하겠다.49)

권영필은 한국의 미를 소박미 혹은 소박주의로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

면 외래 사조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예술가들은 세부적인 것을 과

감하게 생략하고 아주 단순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예술은 

질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투박하고 거칠게 된다. 한국인들은 아기자기

하거나 화사하게 꾸미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크게 보고 세부적인 것

은 툭툭 쳐버리고 전체적인 모습만 유지한다는 것이다.50)

최준식은 2000년에 발간한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에서 한국

적인 미를 관통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유분방함이라는 개념을 설정하

였다. 그리고 자유분방함이란 개념이 각각 즉흥성과 소박성 혹은 투박

성, 거칠음, 자연친화성, 해학성, 무작위성, 비균제성, 역동성, 여유 혹

은 여백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각기 다른 장르에서 나타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51)

이외 윤희순은 견고한 수법, 질적 미, 청초한 색감, 선의 유동성, 정명

한 조형으로 보았고, 최순우는 소박과 선의, 정숙과 온아의 미, 어리석

은 듯 하면서도 따스하고, 쓸쓸한 듯 하면서도 중국미술이 지닌 인위

와 존대의 미 형식 및 완성의 미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정의하였

다.52) 이경성은 감상적, 선적, 서정적, 소시민적이라 평하였고, 이동주 

‘한마디로 천연스럽고 천진스럽다.’라고 하였으며, 이은숙은 ‘우리정신 

우리디자인’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물은 담백한 둥근 형태의 미학

에 바탕을 둔 이형동질성을 띄어, 대부분 투박하고 둥글둥글한 자연스

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최성자는 한국의 미를 곡선, 느슨함의 

자연스러움,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설명하였고,53) 윤민희는 2003년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에서 비飛(추상성), 결과 삭힘, 탈기교, 허虛, 둥

49)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44 요약 인용
50)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0, p.93 요약 인용
51)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0, p.268 요약 인용
5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p.337 요약 인용
53)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226 요약 인용



42

근형태, 담백함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조형관으로 정리하였다. 김영기는 

한국의 스타일을 은유와 비워진 것, 여유와 담백한 것, 깊음과 무심한 

것, 자유로움과 부드러움,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

이라 하였다.54) 존 카터 코벨 Jon Carter Covell은 한국의 예술이 한

중일 3국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바람직한 중도

의 입장에서 균형을 취하고 한국적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하였

다.55) 최준식은 소박성 혹은 단순성, 대범성, 질박함, 자연주의 혹은 

자연친화성, 자연분방성 혹은 개성의 존중, 무작위성, 구수한 큰 맛, 

비균제성 혹은 비대칭성, 파격성 혹은 일탈성, 투박성, 해학성(생략적 

표현)거침과 힘에 대한 동경, 세부에 대한 무관심, 천연, 천진성, 곡선

의 미, 여유 혹은 여백의 미, 역동성 혹은 생동성, 논리와 이성 보다는 

감정이나 직관에 의존, 즉흥성 혹은 변통성(변덕), 흥과 멋, 정제미, 장

려미, 유장미, 조화미 등으로 한국 미론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미술의 특성에 관해 국내외 선학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

의되었으나 한국 미술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김원용이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다. 그는 “한국 미술의 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

라 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기조

가 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애착, 자연 현상의 순수한 수용, 이것이 한

국 민족의 특성이요, 또 한국 미술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소재

가 가지는 자연의 미를 의식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이며, 감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의 한국

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제일 체계화 된 것이라 평가받

고 있는데 애상의 미를 주장하기 위한 보조적 견지에서 한국의 미를 

자연의 미로 보았던 야나기 무네요시의 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의 객

관적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관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는 한국 미술 전체에는 본질적으로 자연주의적 성향

을 띠고 있다고 보면서도 한국 미술의 특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보려

고 시도함으로써 한국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56)

54) 김영기, 한국의 스타일, 안그라픽스, 2000, p.369 요약 인용
55) Jon Carter Covell,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 p.9 요약 인용
56)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47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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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총 20명의 국내외 학자들의 한국 

미론을 정리해보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자연주의와 

소박함, 선의 미, 투박함, 역동성 등의 순이었으며, 각 학자별 주로 언

급하고 주장했던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한국 미론을 다음의 페이지와 

같이 표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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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명의 국내외 학자들의 한국 미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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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미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

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논의들은 대부분 논자의 직관적 판단이

나 개인적인 인상의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미론이라 해

도 대부분이 조형예술을 대상으로, 그 특질을 논하는 테두리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나치게 한국미의 고유성, 정체성 

등만 논의되다보니 ‘이러하면서도 저러하다’거나 ‘어른같은 아해’처럼 

모순되거나 신비화되어 버린 경우가 많았다.57) 이를 보다 상대화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미와 도가적 미의식간의 

관계를 밝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에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 미론을 연구하면서 한

국 미론과 도가사상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면서, 상당부분 연계

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앞서 한국 미론에

서 언급되었던 비어있음, 담백함, 무기교, 순수함, 무관심성, 소박함, 

투박함, 비상하는 형상, 순진함, 자연주의 등은 모두 도가적 미의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설명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고유섭은 일찍이 한국적 미의식의 특질을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

획, 민예적인 것, 비정제성, 적조미, 어른같은 아해, 비균제성, 무관심

성, 구수한 큰 맛 등으로 열거하였는데, 이는 상당 부분 도덕경과 맥

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자는 유가의 몰락 원인이 지나치

게 인仁을 강조한 데 있다고 보고, 자연이 갖는 비인 非仁, 즉 비인위

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는 불변하는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상기시키면서 도가적 삶의 방식으로의 회귀를 충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58) 따라서 고유섭이 말한 무기교의 기교는 인공적인 기술

을 자연에 가하였으나 일본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중국처럼 과장됨이 

없이 자연스러운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위와 미무미 개념 등의 도

57) 김중순, 한국문화의 미적 가치개념에 대한 도가적 해명, 한국학논집 제36집,
    2008, p.386 요약 인용
58) 윤민희,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예경, 2003, p.218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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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미의식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9)

그림 4-1. 창덕궁 후원

한국인은 자연 속에 들어가 그 속에 동화되어 사람과 자연의 한계를 

애매하게 한다.60) 이 같은 자연관은 한국의 집에 정원을 발달시키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유로운 구성을 보

여주는 창덕궁과 그 후원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도가적 미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소로, 특히 

후원은 그야말로 아무런 가공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란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순응의 가치관을 지닌 도가사상

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선비들이 교류했던 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원림, 소쇄원 또한 자연과 문화를 잘 융합한 정원으로 평가받

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국의 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분방하게 

자랄 대로 자라게 한 자연 그대로를 정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원이 인공적으로 창조되고, 일본 정원이 자연을 마당으로 끌어

들인다고 볼 때, 한국 정원에서는 자연과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창덕궁 후원과 소쇄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61) 한국의 건축 또한 마찬가지이다. 

59) 김중순, 한국문화의 미적 가치개념에 대한 도가적 해명, 한국학논집 제36집, 
    2008, p.387 요약 인용
60) 이규태, 한국인의 힘1, 신원문화사, 2009, p.241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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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담양 소쇄원

한국의 건축물은 옛날부터 가장 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된 

과도적 가옥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건축에는 인공이란 것도 무상

조화의 자연관에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2)

한국 불상 표현에 있어서의 특징은 대체로 주조기술이나 조각 기법에

서 볼 때 끝마무리나 세부 표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에 대해 그다지 관심 없는 듯한 느낌을 준다. 도는 무의지

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만물 가운데 작용하는 원리로, 도가 갖는 순수성

이 인간에게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63) 고유섭이 말한 완벽

에 대한 무관심에 관한 주장도 이와 같은 도가사상의 개념과 상당 부

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세부 묘사의 생략은 표현의 단

순화를 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한국인의 꾸밈없고, 자연스러우며 솔직한 면과 결부

된 것으로 흔히 일본의 상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세부 묘사에 대한 기

호나 장식적인 문양의 세공과는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64) 이와 

같은 특색이 불상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대 도자에서 

61)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p.221 요약 인용
62)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38 요약 인용
63)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73 요약 인용
64) 김중순, 한국문화의 미적 가치개념에 대한 도가적 해명, 한국학논집 제36집, 
    2008, p.390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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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불균형한 형태가 주는 우연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미, 아름

다운 문양의 단순하면서도 가식이 없는 표현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한국적인 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3. 최근 일본 쓰시마에서 반출된 한국의 동조여래입상

그림 4-4. 일본의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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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에서는 억지로 꾸미고 만들지 않는 인仁의 경지가 가장 선하다고 

하였으며, 인은 인간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마음에서 나오

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본래의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노자는 이것을 무위無爲라고 하였으며 무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덕65)이라 하였는데, 무위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번역되나, 사실은 완전한 수행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

다고 할 수 있다. 노자는 도와 그 작용의 본질적 특징을 사리사욕의 

배제, 소박, 겸손, 어린아이다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의 

소박성은 도 그 자체가 갖는 훌륭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66) 이를 바

탕으로 한국 미론의 소박한 미의식이 설명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한

국인은 조작과 기교는 부리면 부릴수록 그 대상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가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인공의 흔

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되어 있어 자연

주의 심성과 소박한 미의식, 즉 도가적 미의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가 

자연적으로 표출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67)

한국의 사방탁자는 기둥만 남아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한

국의 가구가 단순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본질

적인 내용과 소재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교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68) 이 

또한 도가사상에서의 무위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5)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205 요약 인용
66) 허균,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 다른세상, 2004, p.167 요약 인용
67) 김중순, 한국문화의 미적 가치개념에 대한 도가적 해명, 한국학논집 제36집, 
    2008, p.393 요약 인용
6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p.39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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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국의 사방탁자

도덕경 27장에서 노자는 솜씨의 숙련, 즉 기술적인 능력에 관하여 언

급하고 있는데, 작품에 가해진 인위적 간섭에 대해 이중부정을 통해 

자신의 개입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 들인 

일에는 땀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69) 이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기교적이거나 장식적인 감각은 오히려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가려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의 입장

에서 한국의 공예품을 본다면, 기교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의 상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예품은 화려한 장식

이나 첨예한 기술로서 완성하기보다는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가

지고 있는데, 항상 조금 더 채울 수 있고 조금 더 다듬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미완이라는 것은 

채워짐과 비어 있음이 서로 상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도가적 미의식에서 보면 이는 예술적 창조력을 위해 끊임없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완성된 작품보다도 미완으로 남아있는 작품이 아

69) 김중순, 한국문화의 미적 가치개념에 대한 도가적 해명, 한국학논집 제36집, 
    2008, p.399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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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고갈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그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70)

그림 4-6. 한국의 달항아리

조선의 백자야 말로 장인이 만들지만 기술적인 완벽성을 뽐내는 교만

함이 없는 무위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1) 더 나아

가 백자의 백색은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을 표현한 

것으로 노자가 말하는 맛이 없는 것이 가장 맛이 있는 것이라는 최고

의 미의 경지인 미무미의 개념 안에 있다 하겠다. 실제로 한국 전통 

자기는 중국이나 일본의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장식적인 성향이 덜 하

며, 기본적으로 장식 없이 청자나 백자가 갖는 유약 자체의 질감이나 

색채만으로 도자기의 멋과 맛을 살리려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

다.72) 한편으로 조선의 백자 중에서도 달항아리는 자연스러운 비대칭 

균형과 소박한 색감으로 한국의 미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실제 백자의 기형은 비대칭적이고 천진하며 자유분방한 일그러짐을 표

현하고 있다. 이는 대범성과 역동성을 표출하는 건강한 미적 특징이며 

모나지 않고 넉넉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

을 느끼게 한다. 이는 아무런 잡념 없이 무심, 무념, 무상 등 무아의 

70) 김중순, 한국문화의 미적 가치개념에 대한 도가적 해명, 한국학논집 제36집, 
    2008, p.406 요약 인용
71) 윤민희,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예경, 2003, p.218 요약 인용
72)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225 요약 인용



52

깨달음을 통해 순연한 물질의 본질을 체득한 도공의 태도가 비대칭적 

균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공예품은 재료에 

있어서 자연미와 더불어 형태면에서 무위에 충실하고 하겠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한국 미론 및 한국의 미의식을 토대로 한국의 도가

적 미의식과 일치 혹은 연계되는 개념을 나열하여 보았는데, 그 개념

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크게 보면 6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무미, 무색, 무형, 미무미, 허虛 등의 무와 허의 개념과 둘째, 무

기교, 소박, 단순, 절제, 간결 등의 무위의 개념, 셋째, 자연친화, 자연

합일, 물아일체 등의 자연주의의 개념, 넷째, 완벽함의 거부, 경계의 

불분명, 어린아이다움, 부드러움 등의 유연의 개념, 다섯째, 대범, 역

동, 자유로움 등의 생동의 개념, 그리고 여섯째, 하늘 동경, 날으는 형

상, 곡선, 탈중력 등의 비飛의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위 6가지 개념으로 귀결된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중심

으로 한국의 문화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를 상징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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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양회화와 기운생동

5.1. 도가사상과 전통회화

회화는 미술의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다양하

게 담아 왔으며, 인간의 창의성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화의 첨단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회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높은 차원의 창의

력의 한 대표적인 표현체인 동시에 그 척도라고 볼 수 있으며, 문화의 

한 전형적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화의 발달 여부는 다

른 미술 분야나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나 민족의 창의력 내지

는 문화 역량을 가늠하게 하며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된

다고 할 수 있다.73) 

동양의 회화를 대표하는 문인화, 즉 산수화는 유교의 전체주의적이며 

개인을 틀 속에 억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확산되고 있던 도가사

상을 배경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한나라가 붕괴되는 가운데, 도교

의 영향을 입은 문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구하는 

문학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문학풍조가 힘을 얻어 가면

서 자연의 미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사상이 화가들로 하여금 자연을 재

인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74) 이로 인하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수묵풍의 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산수화는 다른 어느 예술 분야보다도 도가적 관념

과 함께 동양인의 자연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 있어서도 산수화는 풍류 의식과 호연지기와 연계되어 항상 가

장 인기 있는 화목으로 존재했다. 이암의 화조구자도를 보면 공간은 

73)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10 요약 인용 
74) 강행원, 문인화론의 미학, 서문당, 2001, p.2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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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트여 있으며 분위기는 지극히 평화롭다. 배경자체도 궁중의 뜰이 

아닌 경계 없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로, 조선 시대 한국인들이 추구하

던 자연과의 연계성이 엿보인다 하겠다.75)

그림 5-1. 이암의 화조구자도

그림 5-2. 안견의 몽유도원도

75)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76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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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정선의 금강전도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등의 진경산수화는 관념적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과거의 산수화를 거부하고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금강전도는 주

체적 우주관으로 한국의 산하를 표현한 산수화라 할 수 있는데, 그동

안의 산수화가 중국 산수화를 보고 그린 것이라 하면, 정선은 실제 금

강산을 여러 번 답사하면서 이를 인간과 대등한 존재인 객관적인 실체

로서 물상을 보고자 한 것으로, 정선은 금강산의 표현을 통해 그 본질

성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경산수화를 통

하여 자연을 현실과 분리된 관념 세계나 객관 세계의 대상으로서 바라

보지 않고 주객이 합일되는 일체의 세계로 관조하게 된 것이다.76) 즉 

이상 세계를 관념이나 인식의 인위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지 않고 실재

하는 자연을 통해 깨닫게 한 것으로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정은 물론 

도가사상이 반영된 한국인의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6)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163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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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운생동의 개념과 표현

동북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단

어들 중 하나가 기氣이며, 예술에서도 기를 중심으로 한 미학 사상이 

전개되어왔다. 동양회화에서는 사실적 표현 이상으로 모든 분야에서 

기를 중요시하였는데, 산수화든 인물화든 모든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항상 기를 중요시하였다. 조지훈이 “동양미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살

아 있다는 말 한마디에 있다.”고 하였을 만큼 동양에서의 모든 그림은 

기 즉 정신과 생명이 깃들어 있어서 살아 있는 것처럼 꿈틀대야 가치

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77)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들 중 하나가 바로 기운생동氣韻生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제의 화가 사혁이 말한 ‘기운생동’이란 단어는 동양의 거의 모든 예

술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그의 ‘고화품록’에서 육법론六法論

이라는 회화 이론을 남겼는데, 여기서 사실적 표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골법용필, 응물상형, 수류부채, 경영위치, 전이모사보다 기운생동을 최

우선으로 먼저 꼽은 것을 보면, 기운생동의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고 하겠다. 또 당나라 장언원의 “기운을 얻게 되면 모양은 저절로 갖

추어지게 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회화에서는 보이는 형

상들보다 그 형상들을 살아 있게 해주는 기에 더 주목했다고 할 수 있

다. 서양의 그리스 미학이 자기동일적이고 영원한 본질을 읽어내려 했

다면 동양의 미학은 생동하는 힘을 포착하려고 했던 것이다.78) 

기운생동이라는 추상적 실체가 암시하는 그것은 서양미학 용어로 대체

하기 어렵다. 기와 운은 Energy, Vitality, Vigor, Strength, 

Cheerfulness 등의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 오히려 중국어에서 

유래한 Chi 혹은 Qi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기운생동 역시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Cheerfulness & Vividness나 Rhythmic Vitality와도 어느 정

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혁의 ‘고화품록’ 본문에서 '기운' 이

란 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아, 기운생동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분

77) 오주석,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31 요약 인용
78) 이정우, 철학카페, 2001. 11. 7 제 383호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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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만 대체로 대상이 갖고 있는 생명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상이 갖고 있는 생명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이 기운생동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것은 곧 자연의 살아 있는 형태들

이 지닌 기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운생동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동양의 초상화의 경

우, 서양의 초상화나 현대의 인물사진과는 달리 특정 개인의 외모나 

형상을 담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 그 사람의 성격, 인품, 교양, 

정기 등 이른바 정신세계를 초상화에 반영하여 기운생동의 경지로 승

화시켜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인상의 초상화와 

이항복의 초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털 오라기 하나 조차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79) 

그림 5-4. 이인상의 초상화와 세부 표현

79)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37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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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이항복의 초상화와 세부 표현

그림 5-6. 윤두서의 자화상과 세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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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윤두서의 뺨 위쪽으로 드날리는 수염은 마치 

불길처럼 솟구쳐서 얼굴의 생명력을 북돋아주고 있다. 수염은 한 올 

한 올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사실적이며, 펜으로 그린 것처럼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굽이치는데 특히 그 끝이 예리하게 살아있

다. 그리고 굵기와 강도도 미묘하게 변화하는데, 입술을 덮은 팔자 콧

수염이 구레나룻이나 턱수염보다 더 뻣뻣하고 억세 보인다.80)

상의 아름다움이란 살아 있는 유기체가 발산하는 생기의 느낌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점의 도자기나 조각에서 살아 있는 유기체를 연상시키는 

생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까닭은 그것의 배경에 상의 미의식이 깔

려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기의 미감은 기운생동이라

는 동북아의 미학 원리와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고유섭은 생기의 미

감이 중국의 기운생동이 한국에 수입되어 정착된 중국적 화론의 한국

적 변용이 아니라, 고구려 벽화인 사신도에서와 같이 생동적 운동성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이 중국의 기운생동론을 낳게 한 선구였다고 

주장한다.81) 다시 말해 한국인의 생기의 미감이 오히려 중국의 기운생

동론의 선구였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운생동 이론 자체는 

중국의 사혁이 언급한 화법중 하나라 할 수 있겠으나, 기운생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혁의 기운생동론 이전에, 한국인의 미의식의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80) 오주석,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88 요약 인용
81) 강영희, 금빛 기쁨의 기억, 일빛, 2004, p.15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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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가적 미의식의 시각화 연구

6.1. 동서양미술의 표현기법

서양회화의 화법을 칠하는 행위로 보는 반면, 동양회화의 화법을 그리

는 행위로 파악하려는 견해는 서양의 회화와 동양의 회화가  전혀 다

른 관념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칠한다는 의미의 

페인팅이 언제나 수단으로서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린다는 

의미의 드로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흔히 서양회화를 사실적인 경향으로 보고, 동양회화를 사의적인 성향

이 강한 것으로 대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서양회화의 색채적 시술은 

그 만큼 대상의 파악에 있어 사실적인 성향을 높여 줄 수 있고, 선으

로 시작하여 선으로 마무리되는 동양회화의 선묘는 선의 운동이 갖는 

독특한 구조에 더욱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동양의 회화를 선의 회화, 

그리는 현상으로서의 회화로 관념 짓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리는 

수단으로서의 매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매재는 지, 필, 묵을 의미한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무용총의 수렵도와 강서대묘의 사신도, 안악고

분의 행렬도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선묘는 분명히 모필의 선조적 구조

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렵도에서 볼 수 있는 급속하게 휘

어지는 물결모양의 산악의 표현이나 달리는 짐승과 이를 쫓는 기마상

에 표현된 선조의 리듬은 모필의 운동감이 아니고서는 획득되어 질 수 

없다. 고구려적 동감, 속도감, 긴장감이 뛰어나 고구려의 역동적인 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는 무용총의 수렵도는 때로는 굵게 때

로는 가늘게 나타나는 변화 있는 두께와 유연한 리듬의 선조를 포괄하

고 있어 모필이 갖는 독특한 매재적 성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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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동북아 문화권에서의 문방생활이란 곧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 그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단순한 도구나 재료의 의미를 벗어나, 그것을 통해 

파생되는 모든 문화적 현상 자체를 대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펜이나 잉크, 종이가 갖는 매재적 속성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다. 종이가 갖는 특유한 텍스처와 흡수성, 모필이 갖는 유

연성과 탄력, 먹이 지니는 풍부한 농과 담은 단순한 잉크에 펜으로 쓰

는 글씨와는 전혀 다른 감각적, 정서적 체계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2) 더 나아가 동양회화에서의 표현 재료들은 단순히 물질로서의 

형이하학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그 안의 깊은 정신세계를 함유하고 있

으며 전통적으로 종이와 먹은 동북아 문화권에서 하나의 물질인 동시

에 정신적인 사상이었다.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동서양의 퓨전화 경향이다. 

전통적으로 동양의 화가들은 지, 필, 묵의 관계 속에서 자연의 기를 

조화롭게 교감시켜 우주적 합일을 성취하려 하였다. 또한 대상을 표현

함에 있어서도 기운생동에 따라 팔과 손을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여 주

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상의 기를 종이 위에 형상화시키

며 이러한 기는 붓을 통해서 전달된다. 붓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82)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의 미의식, 재원, 1995, p.16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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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엄격한 수련에 의한 정신적 세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넓적한 붓이 면의 묘사에 용이하다면, 

동양의 붓은 끝이 뾰족하여 선적인 묘사에 적절하다 하겠다. 동서양의 

붓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양의 미술을 면의 미술에 비유한

다면, 동양의 미술은 선의 미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83)

서양의 개념으로 보면 드로잉이라 할 수 있는 동양회화에서의 표현 경

향 중 하나인 선묘화에서 작가의 필치와 기운을 감지할 수 있으며 운

동감을 느낄 수 있다. 서양회화에서 드로잉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선은 선 그 자체로서 표현되었다기보다 인체, 색면, 면 분할의 경계설

정이나 대상의 재현을 위한 표현 수단으로 존재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대상을 재현하는 수단에서 독립하여 선 자체를 자율적인 요소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드로잉은 입체의 대상을 평면 위에 선으로 표현하

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을 묘사할 때 

선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시각적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으며, 

동서양의 퓨전화 가운데서도 현대 그래픽에서 보이는 퓨전화 현상을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83) 윤민희,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예경, 2003, p.13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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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의 선

동양회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법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필법과 묵법이 중요한데, 동양화에서 가장 기

본적인 골격은 선이라 할 수 있고, 이 선을 다루는 것이 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 그어진 선은 그 하나도 용납될 수 없어, 몇 번이고 

고쳐 그릴 수 있는 서양화와는 접근 방식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이 동양회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선에 주어지는 강약, 태세, 비수, 

농담, 완급의 변화가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게 된다. 선은 기운생동하는 그림의 요체로, 대표적 전통회화들은 모두 

살아있는 선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84)

       그림 6-2. 타이완 반챠오 도교사원               그림 6-3. 중국 상하이 예원

동북아 삼국의 선적 특성에 대해 규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삼국의 선적 

특성은 건축의 지붕 및 처마선, 복식, 가구를 비롯한 공예품을 분석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처마선의 경우 중국의 건축물

은 반지름이 작은 곡선의 사용이 많으며, 또한 기준선으로부터 돌출되

는 정도도 크다. 반면에 일본의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직선적인 특성이 

강한 편이다.85) 

84)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16 요약 인용
85) 권영걸, 한중일 선호이미지와 조형인자의 실용 DB구축, 한국디자인진흥원, 2003, p.2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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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4. 한국 영주 부석사                  그림 6-5. 일본 큐슈 유후인

이에 반해 한국의 건축물에서 보이는 선의 곡률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중도적이라 할 수 있다.86) 한국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은 지붕의 처마 

곡선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처마 끝 선은 그 어느 곳이나 직선

으로 된 곳이 없는데, 이것은 지붕 처마의 곡이 어느 곳에서도 보아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을 이루면서 끝에서 위로 뻗게 하기 위함이다. 

처마뿐만 아니라 건축의 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주 부석사

의 경우 자연과 어울려 살아감을 목표로, 산세와 지형을 최대한 활용

하다보니 비대칭 축 위에 지형을 따른 비직선인 배치가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창덕궁의 경우에도 자연지형을 존중하여 훼손하지 않고 

땅의 모양에 맞추어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창덕궁과 같이 정전의 뒤를 

산에 두고 배치한 경우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한국, 일본,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승희의 조사도 형태에 대한 

반응이 나라별로 판이함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이 완만한 곡선을 선

호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용수철과 같이 변화를 가진 파동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선을 보면 한국의 대학생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복잡하거나 심지어 혼돈스러운 곡선을 선호한 것에 비해, 

일본은 정적인 느낌을 주는 수평의 직선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

인용
86)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43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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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7)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복합 곡선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미의식과, 이와 차별되는 일본인들의 잠재적인 조형의식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그림 6-6. 국가별 선호하는 선

선의 근원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역별, 국가별 자연적 특징, 

예를 들어 강과 산에서 나타나는 선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88)

이와 같이 자연의 선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백제 관음상의 곱게 흐르는 선, 고려청자의 유연한 선의 흐름, 

조선의 건축물들의 기와지붕에 나타나는 선 등이 그것인데 야나기 무

네요시도 한국의 예술의 특징을 선의 아름다움으로 보았듯이 선은 한

국인의 미의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이다.89) 특히 한국 회

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묵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로 김홍

도의 춤추는 아이를 들 수 있다. 춤추는 아이는 대상의 감성적 특징을 

묘사한 조형적 표현필법, 즉 캘리그래피적 운필묘사로 표현한 풍속화

라 할 수 있는데 옷의 선이나 인물의 표정에서 간략하면서도 강한 의

87) 권영걸, 공간디자인 16講, 도서출판국제, 2006, p.181 요약 인용
88) 한명희 외, 한국 전통 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168 요약 인용
89) 김정기 외, 한국 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143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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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전달하는 운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다른 악공

들의 옷 주름 선은 대체로 굵기의 변화가 적어서 마치 요즘의 사인펜

의 표현과 비슷하지만 무동을 그린 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무동은 각도가 예리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굵고 짙은 먹선으로 옷 

주름을 표현하고 먹의 짙고 옅음과 먹선의 부드럽고 강인함을 통해 화

면 안에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묵직하게 힘이 

들어갔고, 팔꿈치나 손목과 같이 선이 꺾어져 나가는 부분에서 묵선이 

우뚝우뚝 서면서 기운이 뭉쳤으며 윗몸에 두른 끈이 바람에 날리는 부

분이나 신발의 윤곽선에서도 나타나듯이 선이 매우 빠르고 탄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빠르고 변화 많은 선으로 그렸으므로 무동의 

춤사위는 절로 경쾌한 율동감이 넘쳐나는 것이다.90)

           그림 6-7.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                     그림 6-8. 김홍도의 선동취적도

90) 오주석,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179 요약 인용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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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에 따르면 김홍도의 많은 그림에는 김홍도만이 구사하는 특징적

인 붓질이 있으며, 붓질을 할 때 그는 그냥 죽죽 내려 긋는 것이 아니

라 출렁거리고 넘실거리게 한다. 이 화법은 김홍도의 많은 그림 가운

데서도 선동취적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특유의 붓질은 소

매 옷 주름에 나타난 윤곽선을 보면 되는데, 그의 첫 붓질에는 옹골찬 

힘이 들어 있고, 이어지는 목선의 흐름은 굵고 가늘게 또 길고 짧게 

넘실거리며 소매 끝부분에서 연속으로 세 차례 힘차게 후려진 선묘의 

리듬감까지 모두 한국의 음악 가락을 연상케 하는 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91)

복식에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 볼 때 한국만의 선적 구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재단 과정에서 복식의 형

태가 결정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봉제 과정에서 제작자의 솜씨에 

따라 다양한 선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때 나타나는 선 중 직

선은 완벽한 직선이 아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선으로 나타나는데, 깃

은 직선으로 재단되나 봉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휜 선으로 길에 

부착된다. 이와 같은 휜 선은 원삼, 중치막, 단령, 저고리, 도포 등의 

밑단이나 건물의 용마루, 처마에도 공통적인 형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끝동과 동정은 한복에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고 가늘어져 선의 인상을 강하게 준

다.92)

확실히 선적인 문화, 선적인 예술은 한국인만의 강건하고도 끈질긴 정

신력 기반 없이는 발현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선적

인 문화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

라고 볼 수 있겠다.93)

91)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0, p.179 요약 인용
92) 권영걸, 한중일 선호이미지와 조형인자의 실용 DB구축, 한국디자인진흥원, 2003, p.32 요약 

인용
93) 한명희 외, 한국 전통 예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26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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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국의 색-백색과 소색

하라켄야는 백白을 한국의 대표적 상징색 중 하나로, 조선 시대의 백

은 선비의 이상적인 색으로 보고, 선비의 세상의 많은 진리와 심오한 

철학을 포함하여 욕심을 벗어 버린 여유로운 삶을 내표하는 색이라 하

였다.94)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욕심 없는 삶을 한국인들은 백이라는 

색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모든 사물과 상징을 담으

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기에 백색에 대해 다각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인은 태양의 본질적 속성인 백광의 표상으로서의 백색을 사랑했

다. 태양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백광을 사랑하는 이러한 전통은 고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밝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밝 사상의 바탕에는 태양, 곧 하늘의 이상적 본질에 가까이 가려는 순

수 지향의 성정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모든 존재들은 그것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본질과 일치할 때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상적 본질을 태양의 백광에서 찾았던 것이다. 한국인이 사랑한 

백색은 단순한 백색이 아니라 밝음 순수, 지선의 상징형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색은 태양의 본질과 일치하는 가장 순수한 색이며, 

밝음, 순수, 지선을 상징하는 색이다. 흰 옷을 즐겨 입었던 것은 색채

에 대한 관심의 한 표명으로서의 반채색주의가 아니라, 복색에 대한 

관심을 색채 이외의 곳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백색은 자연 그 자체와 무위의 세계를 의미한다. 색이 없다

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색으로서 인위적이고 허구

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이고 완벽한 색을 가리킨다. 따라서 백자의 백

색은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을 표현한 것이며, 노자

가 말하는 미무미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조선의 백자는 완벽을 자랑하

는 중국의 백자와는 달리 주로 회백색이나 유백색으로 초탈한 소박미

를 지닌다.95)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기들이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94) 하라켄야, 백, 안그라픽스, 2009, p7 요약 인용
95)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p.315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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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투명하고 담백하고 순수한 백

색의 조화를 유유자적하게 즐겼다.

             그림 6-9. 백자 달항아리       그림 6-10. 청자양각죽절문병

희고 투명한 조선 백자의 빛깔에 투영되어 있는 한국인의 순수 지향의 

성정은 유색의 청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문양을 베풀지 않은 소문

청자는 물론이거니와 청자양각죽절문병과 같이 복잡한 문양을 새긴 청

자라도 번잡하거나 수다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함을 

지향하는 전체적인 경향성에 유색인 청자 빛깔이 함몰되어 버렸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96)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습하고, 또 장마철이 길기 때문에 천연의 강렬

한 색채를 하늘이 부드럽게 만들어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예술에 

있어서 원색보다 중간색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내성적이며 온순한 성격에는 화려한 색깔이 어울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은은한 베이지색을 많이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

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조금도 화려하지 않은 색깔을 잘 사용했

96) 허균,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 다른세상, 2004, p.80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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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옛 가구와 목기들도 모두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상의 것들이

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꾸밈을 등진 소박한 생활의식은 바로 

색깔이 없는 흑백 수묵화의 세계에 대한 친화감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도 있다.97)

그림 6-11. 한국의 삼베 제품

그림 6-12. 한국의 목가구

97) 홍사중,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아트북스, 2006, p.108 요약 인용



71

이와 같이 한국의 색에는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행사상 외에

도 자연주의 철학인 도가적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98) 본 연구자는 

한국의 다양한 색 중에서도 도가적 미의식과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백색과 소색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미 앞에서 수차례 언급되었던 한국의 대표색이라 할 수 있는 백색은 

순수하고 꾸밈없는 사상의 직접적인 현상색으로, 신성시되는 곳, 상징

적인 순결과 정화, 제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비정신을 지향하는 사상과 함께 담백함과 순수함, 결백함이 일치되

어 백색의 상징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99) 이와 같이 백

색은 순수한 자연과 동화된 색으로 여겨졌는데, 바로 이 점에서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자연합일 사상과의 상호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색은 염색한 색이 아닌 무명이나 삼베 등의 고유색으로, 형광기가 

가미된 오늘날의 백색과는 차이가 있다. 소는 흰 소 또는 순백 소라는 

뜻으로 흰 옷을 소의라 했으며, 겨울의 흰 눈을 소설, 흰 얼굴을 소안

이라 쓰기도 했다. 어원자전에서의  소는 수 윗부분의 변형으로 본래 

그대로라는 뜻을 지닌다. 그 예로 염색이 안 된 순수한 비단색이 대표

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소색은 미색이나 베이지색

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100) 하지만 소색은 눈에 보이는 색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며 색이 없는 색, 즉 무색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욕심 없는 삶이라는 철학적 사상, 더 나아가 도가적 미의식에서의 

무색 및 무위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전통적으로도 한국의 선조들은 사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보았으

므로 눈에 보이는 형태, 그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며 특히 현상 

속에 드러나는 색채 효과에 집착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코 색채에 

대해 무지했거나 채색화의 발전이 미비해서가 아니었다.101) 동양 회화

사에서 수묵화는 역사의 초기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채색화의 시작

98)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p.403 요약 인용
99)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p.320 요약 인용
100)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p.324 요약 인용
101) 오주석,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2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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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전 이후에야 시작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눈보다는 마음으로 

보고 사물의 외양보다는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수묵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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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국의 레이아웃-여백의 미

한국 전통 회화에는 서양화에 없는 여백이란 것이 있다. 회화에서 여

백이란 화가가 그림 배경의 일부분으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을 말하는데, 현상적으로는 나머지 흰 부분, 화면의 빈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백은 정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

려 여백에는 그려진 형상보다 더 심오한 것이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상의 화가는 형상을 위하여 여백을 이용하다기보다

는 오히려 여백을 음미하기 위하여 형상을 그리는 경지가 전통회화에

서의 여백의 미이다. 전통 회화에서의 여백 사용은 자연의 묘리를 파

악해서 얻어낸 최상의 기법이며, 발상이었다. 여백은 그림의 바탕을 그

대로 이용하면서도 인공적인 행위 및 기교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공간

감과 자유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는데,102) 김홍도의 주상관매

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홍도의 주상관매도를 보면, 여백이 

하도 넓다 보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가늠할 수 없는데, 그 

빈 공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여백이 아니라 오히

려 무한히 크고 넓어서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서양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상대적 대립 관계로 본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일 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도 없다. 

반면에 동양의 무는 나타남이 없이 항상 나타나며, 끝없이 생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는 유의 배후에 있고, 유는 무에 입각해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는 표현과 미표현과의 경계에서 항상 표현의 방향으

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동양화에서 자연 형태로 묘사된 산이나 바

위나 정자를 유有라고 할 때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은 무無이며 여백이

라 할 수 있다. 여백은 담담하고 고요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자태이며, 

산이나 바위나 정자의 배후에 있으면서 그 근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다.103)

102) 오주석, 옛 그림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114 요약 인용
103) 허균,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 다른세상, 2004, p.84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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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여백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삼국의 전통 

회화에서 모두 중시하고 있는데, 그 여백이 조형 원리나 형식에 입각

하여 의도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정과 미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

온 것인가에 따라 성격과 느낌이 달라진다. 중국이나 일본의 산수화에 

나타난 여백은 형식과 원리에 따라 연출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연출된 공간은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하고, 왠지 모르게 인간의 

본성과 멀다는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국 전통 회화에서의 

여백은 화가가 조형 원리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기

보다는 원래부터 화가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관조와 긍정의 세계

가 자연스럽게 투영된 공간으로 남게 된다. 이처럼 관조와 긍정의 세

계를 투영하고 있는 여백은 형이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존

재의 형식은 화면의 깊이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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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전기의 산수화

전기가 그린 산수화에서의 스산한 공간은 인위적인 고려에서 나온 공

백이 아니라 원초적인 공간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의 

세계가 결코 인간이 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는 아니며 한국인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관조의 세계가 투영된 여백이라 할 

수 있다. 전기의 산수화에서와 같은 여백은 이정의 산수도, 김수철의 

송계한담도 등 한국 회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전통 회화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4)

여백이란 회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회화에서의 여백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음악에서의 여백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에는 목소리가 스러져 단절되어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는 

창법이 있는데, 그 소리는 묵음 곧 휴지의 수간을 시간적 여백이라 말

할 수 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앞의 소리가 끝난 즉시 뒤이어 다음 소

리가 계속 됨을 환기시키는 과정인데, 묵음 이전의 소리는 일단 사라

지는 것 같지만 여백의 시간을 거친 다음 소리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소리가 그친 후 순간적인 침묵, 이 순간의 정적은 듣는 

104) 허균,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 다른세상, 2004, p.87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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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소리가 되어 깊이 울린다. 

판소리의 소리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쇤목, 짠목, 자지러진목 

등인데, 이것 또한 침묵으로 소리 이상의 것을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듣게 되는 한국적 여백미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6-15. 한국의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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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국의 형태-미니멀리즘

노자는 도덕경 14장에서 존재의 본질이 무색無色, 무음無音, 무형無形

으로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다.105) 이를 토대로 도가에

서는 본질을 지칭하는 단어로 무無 혹은 허虛를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6) 본질을 관련하여서 무無 혹은 허虛로 설명한다는 것,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하는 미의식은 현대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과 상

당 부분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이란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minima”에 “-ism”

을 덧붙인 ‘최소한의 표현주의’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웹스터 사전에서는 “smallest, least possible”로 설명되어 있

으며, 이는 “매우 작은, 가장 작은, 최소의, 극소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는 1960년대 중반 비평가 

로즈 Barbara Rose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의 논문에서 최초로 

단순화 된 미술을 Minimum이라 지칭하였고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미

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철학자 리차드 볼하임 Richard Wolheim은 1965년 작품들의 공통성을 

최소한의 예술적 내용으로 보고 이러한 경향을 가진 작품에 Minimal 

Art라 명명하였으며, 알렌 사버 Allen Sarber는 “미니멀 아트는 체험의 

질을 되도록 직접적으로 주어서 그 지각을 시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주

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미니멀리즘이란 인간 및 자연의 어떤 형태를 추상화

하는 예술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든 원소처럼 궁극적

으로 남게 되는 본질적 요소, 또는 본질적 개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

고, 이것을 나타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미술은 형태나 색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105) 서복관 외,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문예신서, 1993, p.425 요약 인용
106) 권기준, 도가의 세계관에서 바라본 기의 회화적 해석,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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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환원시키게 되며, 그 자체 이외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107) 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론 또한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가사상에서의 무 혹은 허의 개념과 일맥상통

한다.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

만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

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미니멀리즘108)의 개념은 추후 

철학, 문학, 음악, 무용, 건축 분야로 확대되었는데, 그 조형적 특성은 

단순성, 환원성, 환경성, 유사성, 물체성, 공간성, 기하학적 형태, 최소

성, 미래지향성 등의 여러 방면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미니멀리즘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의 조형적 특성을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 중에서도 단순성과 반복성에 주목하여 기운생동과 관련한 

표현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순성은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으로 기

하학적 추상이거나, 장식적 세부 사항 및 표현적인 기교의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성은 이미지와 조형성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구

조로 환원하기 위하여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미니멀 아트에서는 어떤 물체간의 계층적 위계 관계를 인정

하지 않는 비관계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반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비관계적 구성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태는 대비나 상호 영향

을 미치는 작용을 하기보다는 반복과 연속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러한 관계의 질서는 내재적이거나 이성적 질서가 아닌 마치 연속하는 

것처럼 차례대로 제시된다. 이와 같이 미니멀 아트는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어떤 상징적 요소가 갖는 가능성으로부터 물체를 탐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109)

107) 조각현, 현대 디자인에 반영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2009 요약 인용
10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요약 인용
109) 조각현, 현대 디자인에 반영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2009 요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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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미니멀리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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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 연구 및 선행 작품

7.1. 사례 연구

7.1.1. artless inc.

그림 7-1. wow 10의 그래픽을 이용한 포스터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슌 

카와카미 Shun Kawakami는 2000년부터 artless inc.라는 독립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일본의 본질, Japanese Essentials에 

대한 시각화 작업 및 전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선 보였던 wow 10 포스터 디자인은 일본의 계절이라는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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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일련의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과 함께 벚꽃, 매화, 

해바라기 등의 식물과의 조화를 흑백의 실루엣 처리로 시각화한 작품

이다. 이 중에서 숫자 0은 황궁의 소나무를 소재로 일본 전통의 꽃꽂

이, 이케바나 生花의 이미지를 통해 나무의 정신 및 영혼을 시각화하

려는 목적으로 캘리그래퍼 Gen Miyamura와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인

데, 부드러운 이미지의 일본 분재 Bonsai 나무와 강렬한 타이포그래피

와의 결합, 그리고 섬세한 서예와 흑백 그래픽을 연계하는 표현기법으

로 대비와 조화를 잘 응용한 사례라 하겠다. 

      그림 7-2. wow 10 시리즈 중 0                    그림 7-3. wow 10 시리즈 중 1

  

       그림 7-4. wow 10 시리즈 중 2                   그림 7-5. wow 10 시리즈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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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art with sound 포스터

artless inc.는 인쇄물에서부터 비디오 작업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다루

고 있는데, 일본과 싱가포르의 디자이너 및 뮤지션과 공동 작업한 art 

with sound 프로젝트에서는 흑백의 그래픽을 통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의 문화를 그래픽과 음악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적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artless inc.가 밝히는 art with sound 프로젝트의 테마는 총 3가지이었

는데 첫째는 전통과 현대 (Tradition & Modernity), 둘째는 영향과 변

화 (Influence & Change), 그리고 셋째는 단색 (Monochromatic)이었

다. artless inc.는 일본의 본질을 토대로 서양적인 방법 혹은 현대적 

감각으로 시각화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인 에이전시라 할 수 있는

데, Shun Kawakami는 2008년 Pingmag의 Chiemi와의 인터뷰에서 “나

는 나름대로 서양 스타일을 인식하면서 작업을 하는데도, 다른 나라의 

디자이너들은 내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방식의 특징으로 내 안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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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본 문화를 꼽는다.”110)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림 7-7. art with sound 전시

비록 일본성과 일본문화를 시각화하기 위해, 이케바나나 분재같은 직

접적인 소재를 매개체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소재의 피상적인 시각

110) http://pingmag.jp/2008/11/12/ar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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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질과 개념에 집중하고 표현이나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타이포그래피, 사운드 등의 이질적인 매체와의 실험적인 접

목을 통하여 문화정체성 표현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artless inc.의 사례를 본 연구자의 연구에 비추어볼 때, 직접적인 소재

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다소 상반된 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통

요소의 일차원적인 표현방법의 연구보다는 전통성과 정체성 자체의 본

질에 보다 주목하고, 다양한 매체와의 접목을 시도함은 큰 개념에서 

볼 때 상당부분 유사한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발전 방향과 추후 작품 전개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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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Javier Mariscal

많은 스페인의 디자이너들이 기능주의의 위험을 감수해가며 새로운 디

자인적 실험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신선하고 풍부한 색감, 실험적인 표

현, 직감적이고 발랄한 디자인, 낭만과 에너지, 유기적이며 생생한 그

래픽은 스페인 특히 카탈루냐 Catalunya 지역의 디자인 특유의 유쾌한 

놀라움으로 스페인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건축가, 훌리 

카펠라 Juli Capella는 카탈루냐의 주도, 바로셀로나의 아이덴티티 특

성을 규정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창조성이라 설명하며, 풍부한 원료

도, 값싼 인력도 엄청난 기술력도 아닌, 풍요로운 전통적 예술성에서부

터 승인되어 온 디자인과 재치가 그 창조성의 원천이라 주장한다.111) 

그림 7-8. 1979년 발표한 바르셀로나 로고로
Bar는 바, Cel은 하늘, Ona는 파도를 뜻한다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하비에르 마리스칼 Javier Mariscal은 1950년 발

렌시아에서 태어나 바르셀로나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였으며, 언

더그라운드 디자인 모임 El Rrollo Enmascarado를 만들어 코믹을 위주

로 그래픽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9년 Mariscal 특유의 만화적 감성의 

111) 유혜영, 스페인 디자인 여행, 안그라픽스, 2010, p.7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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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가 가미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바르셀로나 로고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계

기는 1989년 작품 Cobi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선정되면서이다.

그림 7-9.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 Cobi

그림 7-10. Cobi의 스포츠 종목별 응용동작

Cobi는 다람쥐인지 고양이인지 분명하지 않은 캐릭터와 손으로 대강 

그린 것 같은 이미지로 기존의 디즈니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

된 이미지와 일반적인 스포츠 마스코트의 경직된 형태를 벗어난 새로

운 시도로 올림픽 사상 가장 도발적인 인상을 주는 마스코트로 평가받

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마스코트

로 인정받고 있다. Cobi와 친구들의 얼굴에는 유머가 가득하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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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올림픽에 관심이 없던 어린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으며 이제는 

좀처럼 찾아 보기 어려운 한국의 호돌이와는 달리, 지속적인 변화와 

막힘없는 수용을 통해 현재까지도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공공장소에 등

장하고 있다.112)

그림 7-11. Bancaja 은행을 위한 신용카드 디자인

이와 같이 스페인 그래픽의 역사로 할 수 있는 Mariscal은 투박하면서

도 대담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스페인의 감성이 잘 담겨있는 디자이너

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그는 스페인 중에서도 카탈루냐의 지역적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디자인로 꼽힌다. 

그는 때때로 카탈루냐의 자연이나 건축물 등을 묘사 및 구현하기도 하

기도 하였지만, 카탈루냐 특유의 풍요로운 지중해 문화와, 카탈루냐 지

역 출신의 세계적 화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화려한 색채와 빛 등 지

역의 특질을 디자이너의 고유 감성으로 감각적으로 재해석해내었다. 

Mariscal 특유의 디자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작업들은 카탈루냐 디자

인 정체성으로 평가받는 유머와 발랄함, 유기적이면서도 투박함, 재치

와 천진난만함, 실험성과 대담함 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으며, 강력하

112) 유혜영, 스페인 디자인 여행, 안그라픽스, 2010, p.187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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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12. H&M을 위한 픽토그램

그림 7-13. 일본 Kitty를 위한 픽토그램

그림 7-14. The New Yorker 잡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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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그의 문화해석력은 다시 Mariscal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가 되어, 스페인 은행 Bancaja의 브랜딩은 물론, H&M, Camper 등의 

국제적인 기업과의 협업, 심지어 일본의 Kitty, 미국 잡지 The New 

Yorker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카탈루냐 감성이 그대로 배어있는 

Mariscal의 디자인적 특질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한 지역의 문화 아이덴티티가 특정 지역의 아이덴티티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만나 새로운 개념의 문화 아이덴티티

를 창조하고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림 7-15. Javier Mariscal Exhibition in Barcelona 2011

실제 본 연구자는 2011년 직접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Javier Mariscal 

전시를 관람하였는데, 여기서 그의 활동영역이 일러스트와 만화는 물

론, 애니메이션, 웹, 브랜딩, 패션, 타이포그래피, 영상, 제품, 인테리

어, 건축, 패키징 등 다양한 영역과 미디어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본 연구자의 연구 또한 다양한 미디어로의 확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본 사례를 종합해보자면 카탈루냐라는 한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거의 

스페인이라는 한 국가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넘어설 정도로 이를 극

대화한 사례로, 카탈루냐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직접적으로 차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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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디자이너 특유의 문화해석력을 바탕으로 지역적 디자인 정체성

을 정립시킨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자 또한 한국의 국가정체성이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핵심 주제로 한정하여, 보다 차

별화되고 집약적인 연구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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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Marimekko

핀란드인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디자인이 세계인들의 트렌드로 주목

받는 배경과 근거는 이미 오랜 세월 그들만의 일관된 철학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 디자인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핀란드 디자인은 이

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단순하고 아름다우며 기능적이다. 온 대지가 숲

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핀란드 디자이너들의 

작업에는 디자인 철학과 정신적 의지, 그리고 자연을 향한 마음 등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113) 그 대표적인 회사로 마

리메꼬 Marimekko를 꼽을 수 있다.

그림 7-16. Marimekko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마리의 드레스라는 뜻의 Marimekko는 1951년에 창설된 핀란드 최고

의 텍스타일, 패션 디자인 회사로, 초기에는 간결한 실루엣과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1964년 독특한 플로럴 패턴을 디자인하여, 

현재까지도 Marimekko의 대표 패턴으로 널리 알려진 Unikko를 탄생시

켰다.114)

Marimekko는 패브릭, 옷 뿐 아니라 커튼, 이불, 가방, 식탁보 등 생활 

관련용품도 제작하고 있는데, 특히 핀란드 자연과 생물, 풍경과 문화를 

반영한 패턴으로 유명하다. 그 예로 핀란드 남서쪽 Porvoo 지방 특유 

강변 집들에 영감을 받아, ‘핀란드 전통 붉은 목조주택과 황혼이 지는 

8월 저녁에 불 밝힌 창문과 어두운 녹색 숲과 회색빛 안개’를 형상화

한 Mokki, 핀란드의 백야의 정점을 이루는 6월 말 여름의 밤, 밝고 환

한 색채로 생명을 표현 패턴, Juhannustaika, 핀란드의 땅위에 살고있

113) 안애경, 핀란드 디자인 산책, 백도씨, 2010, p8 요약인용
114) http://www.marimek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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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생물들을 확대해 만든 패턴인 Otokka 등이 있는데, 이와 같

은 Marimekko의 디자인은 핀란드 특유의 자연주의가 묻어난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115)

그림 7-17. Marimekko의 대표적인 패턴, Unikko

그림 7-18. Mokki, Otokka 등 Marimekko의 패턴

115) 황스자, 북유럽의 매력, 이스트북스, 2007, p176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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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Marimekko는 주로 핀란드의 자연, 문화, 정서를 과감하고 

분명한 색상 조합으로 3차원 입체를 2차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핀란드의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면

적인 패브릭이나 일반적인 그래픽을 넘어서 경험하는 문화 디자인과 

브랜드로서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Finnair와의 콜라보레이션이다.

Marimekko는 ‘여행 중 접하게 되는 핀란드의 자연’이라는 콘셉트에서 

시작하여, 항공사 브랜딩의 목적에 맞게 가볍고, 수납 가능한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녹색으로 밝게 빛나는 풀밭에서 낮잠을 즐기

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차분함, 신선함, 간결함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하

였다.

이를 토대로 기내에서 서비스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까지 

Marimekko 브랜드, 더 나아가 핀란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였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핀란드의 자연 풍경과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차분

한 블루, 핀란드의 신선한 봄날을 반영한 그린, 그리고 시냇가의 움직

임과 조용한 바위를 상징화한 라이트 그레이 톤을 중심으로 핀란드의 

랜드스케이프 만의 개성을 시각화하고자 핀란드 자연의 기본 요소들을 

시각화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컬러 톤과 패턴, 기본 디자인을 응용, 적

용하여, 테이블웨어와 기내 텍스타일에서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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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 Finnair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콘셉트 영상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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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Finnair를 위한 기내 담요 및 배게

그림 7-21. Finnair를 위한 주전자와 수프 잔

그림 7-22. Finnair를 위한 에이프론과 린넨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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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3. Finnair를 위한 머그와 접시

항공기 외부에는 Marimekko를 대표하는 Unikko 패턴과 Finnair 브랜

드 컬러를 접목하여 ‘발랄하고 기쁜, 웃을 수 있는’ 콘셉트의 독특한 

그래픽과 패턴을 개발하여 A340 항공기의 외부를 장식했는데, 항공기

는 장식적인 효과를 넘어서 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가벼운 

소재로 제작해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적인 부

분까지 고려하였다. 

그림 7-24. Unikko 패턴을 이용한 Finnair 래핑

이와 같이 Marimekko는 Finnair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핀란드의 자

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콘셉트 스토리, 키워드, 컬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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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패턴 등을 도출하여, 경험을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 브랜드

를 탄생시켰으며, 본 연구자의 연구에 있어서도 콘셉트, 키워드는 물

론, 다양한 기본 표현 요소 도출 방법에 참고, 활용 할 수 있었다. 특

히 Marimekko와 Finnair 브랜드의 홍보는 물론 핀란드의 문화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 효과의 

결과를 가져온 본 성공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 또한 실제 프

로젝트로의 접목 및 발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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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선행 작품

7.2.1. Rhythmic Vitality Series

기존에는 동양 혹은 한국의 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전통 문양의 패턴

화, 유형 문화재의 양식화, 전통 색상의 반복 혹은 붓 터치 효과나 먹

의 번짐 등의 효과에 의존하였다면 본 연구자는 동양회화에서의 선화

적 표현을 이용하여 각자 다른 각도와 길이를 가진 다양한 선들의 반

복으로 한국미에서 도출해낸 기운생동을 형상화하고, 각자의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모여 다시 수묵화의 농과 담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림 7-26. Rhythmic Vitality Serie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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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7. Rhythmic Vitality Series 02

그림 7-28. Rhythmic Vitality Serie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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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9. Rhythmic Vitality Series 04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하여 동양회화에서의 기운생동을 기존의 아

날로그적인 개념에서 디지털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한국의 미의식

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문화 특유의 역동성을 콘셉트로 기운생동을 현

대적으로 시각화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Variations와 함께 다양한 결과물로 반복하여 재

생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양한 Rhythmic Vitality Series

와 함께 초기 논문과 본 작업을 연계하여 논문의 시각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던 Rhythmic Vitality Series 3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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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0.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 전시된 Rhythmic Vitality Seri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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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Rhythmic Vitality Series 32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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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ic Vitality Series 32에서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8

쪽 병풍을 기획하였다. 병풍은 원래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지만, 삼

국시대부터 일본에 수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병풍 제작은 역사적으로도 성행하였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실용

과 미를 겸비한 생활용품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문화예술품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접이식 병풍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드문 

반면,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사용되어 온 만큼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 중후반에는 신선사상이 

널리 유행하고, 금강산 유람 풍습과 함께 선비의 방에는 금강산 등의 

병풍이 유행하던 풍습은 도가사상을 배경으로 둔 풍류의 개념이 반영

된 만큼, 병풍 자체가 본 연구자의 의도와 연구내용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현대의 배너 및 블라인드의 개념을 도입

하여 총 8세트의 100x300 사이즈의 병풍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7-32. Folding Screen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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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3. Folding Screen Part 02

그림 7-34. Folding Screen Part 03



105

그림 7-35. Folding Screen Part 04

그림 7-36. Folding Screen Par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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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병풍을 기획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작업하던 중에 완성된 매체와 

이에 적용된 디자인으로 본 연구를 종결짓기보다는 앞선 연구의 내용

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과 기획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활용방안

과 응용 및 적용 대상의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 표현 요소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병풍 제작은 중단하고, 동양회화의 이

미지를 바탕으로 기운생동을 시각화한 5개의 블라인드 배너까지만 실

험 제작하였다.

그림 7-37. Blind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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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Taoist Typeface

Rhythmic Vitality Series와 병풍 및 블라인드 배너를 제작하면서 다양

하게 실험하였던 선화적인 표현 및 기법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목적으로 문자와의 접목도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실험에

서 도출된 결과물이 Taoist Typeface이다. 

생명성과 운동성을 반영한 다양한 각도와 길이의 선을 반복하여 영문 

알파벳에 대입한 다음 문자를 완성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한글에의 적용 실험도 진행하였다.

그림 7-38. Taoist Typeface 실험

그림 7-39. Taoist Typ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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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0. Taoist Typeface 한글 적용 실험

도덕경에서 노자가 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한 물과 같이, Taoist 

Typeface는 대상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성과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

향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선화적 표현 방식을 알파벳이라는 대상에 대

입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다양한 포스터의 제작과 적용을 통해 문자

의 형태에 대한 실험과 가독성에 대한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림 7-41. Taoist Typeface Poster 01



109

그림 7-42. Taoist Typeface Poster 02

그림 7-43. Taoist Typeface Pos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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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4. Taoist Typeface Poster 04

그림 7-45. Taoist Typeface Post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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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선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실제 문자, 즉 타

입페이스를 제작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

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운생동이라는 개념의 시각화에 있어서 문

자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점을 발견하여 문자 이외에 문화적 상징

성을 갖는 시각적 요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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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Korean Taoist Aesthetic Consciousness

2010년부터 작업을 진행해 온 Rhythmic Vitality Series에서 보다 한국

의 도가적 미의식에 집중을 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에서도 특히 적용성과 응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자와 색상을 접목

한 포스터 작업을 중심으로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7-46.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1 Ver.01

중국에서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행한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1 Ver.02는 A3 사이즈로 Ver.03은 A1 사이즈로, 

별도로 분리될 수도 있으며 2장이 결합하여 한 작품이 될 수도 있도

록 제작하였는데, 이는 이 두 작업이 하나가 되면서 중심부에 위치한 

메인 그래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 A3의 경계가 무의식적으로 

허물어지도록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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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7.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1 Ver.02

그림 7-48.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1 V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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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9.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1 Ver.02+03

특히 2010년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전시하였던 Rhythmic 

Vitality Series 32의 variation을 통하여, 도가적 미의식의 시각화를 보

다 확장된 개념으로 실험한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2에서는 한국 미론에서 언급되는 비정제성, 비균제성, 무관심성을 

모듈의 재배열로 구현해보려 하였는데, 당시 전시를 위해 제작한 전시 

포스터인 Poster for Showcase 2012의 경우에도 같은 콘셉트를 부여

하여, A4 사이즈에서부터, A3, A2 사이즈까지 절단되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래픽을 제시하면서도 정보전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디자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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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0. A4 Poster for Showcase 2012 in Australia Part 1

그림 7-51. A4 Poster for Showcase 2012 in Australia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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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2. A3 Poster for Showcase 2012 in Australia

그림 7-53. A2 Poster for Showcase 2012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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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4.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2를 위한 모듈의 일부분

그림 7-55.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2를 위한 모듈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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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6.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2 Version 01

그림 7-57.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2 Vers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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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Korean Taoist Aesthetics Consciousness 2012에서는 기존의 

Rhythmic Vitality Series나 Poster for Showcase 2012 보다 더 실험적

으로 접근하였는데, A4 사이즈의 모듈을 사용하였으나, 아예 전체 외

곽선 혹은 모듈 간의 외곽선, 더 나아가 색상과 방향성의 의미까지 무

의미해지도록 계획하였다. 즉 개개의 다양한 색상의 A4 사이즈 모듈

이 일렬로 나열되거나 부분적으로 정렬될 수도 있고, 한 데 모여서 둥

근 형상의 확장되는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실제로는 철저한 계획으로 구성된 작업이나, 전시 시에는 무의식적인 

그리드로 배치하여 그리드나 윤곽선은 물론 색상과 방향성까지 의식되

지 않도록 유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무위사상과 무계획의 계획, 

자연과의 합일사상 등을 시각화하려 한 노력의 일부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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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품연구

8.1. Creative Strategy

8.1.1. Core Value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데 

앞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하여 기획하였다. 

한국 디자인의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전통 문화 요소

의 차용'이 아닌, '문화 해석력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화 해석력이 바

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무형 유물 등 전

통 문화 요소의 직접적인 시각화에서 벗어나, 한국의 전통 사상을 바

탕으로 한 한국의 미의식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상징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이전의 시도와는 차별화된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

자는 한국의 독창적인 미의식을 연구하고, 한국의 전통사상 중 하나인 

도가사상이 한국의 미의식과 깊은 연계관계에 있음을 조사하였다.

한국의 전통 사상으로서의 유교, 불교, 도교와,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고유사상으로서의 근거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도가사상에 대해 연

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도교의 기원과 발전 및  역사를 살펴

보았다. 추가적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에 반영되어 있는 도가사상

을 조사하였으며, 국내외 학자들의 한국 미론과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

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1차적인 연구 결론을 기운생동에 접목하여 재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가치 즉, Core Value

를 도출하였는데, 첫째는 Taoism as the source of Korean cultural 

identity 즉,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도가사상이며, 둘째는 

Korean aesthetics from the perspectives of Taoism 즉, 도가적 관점에



121

서 본 한국의 미의식이며, 셋째는 Graphical representations based on 

Rhythmic Vitality 즉, 기운생동을 바탕으로 한 그래픽적 파생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8-1. Cor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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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Verbal Communications

앞에서 도출한 Core Value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각화 작업에 들어

가기에 앞서, 언어적 전달 요인 즉, Verbal Communications에 대한 연

구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1차적인 연구 결론을 Core Value로 도출하

였고 이를 다시 기운생동의 상징화를 통해 재해석하고자 하였는데, 기

운생동이란 개념에 있어서는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기운생

동에 관련하여 Verbal Communications에 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되었

다. 

기운생동이라는 개념은 사혁의 화육법에서의 첫째 원리로 처음 언급되

었으나, 기운생동의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는 중국 송나라 시기의 등춘

의 저서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등춘은 그의 저서, 화계畵繼에서 

‘세상 사람들은 한갓 사람에게 신이 있음을 알 뿐 사물에도 신이 있음

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화법에서는 기운생동을 제일로 삼는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도가의 철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원기개념이 회화

와 예술비평에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116) 

오늘날에 있어 기운생동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학자 외

에 서양의 학자의 번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중국의 

옛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해석이 동북아 문화권의 현대 연구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117) 

116) 권기준, 도가의 세계관에서 바라본 기의 회화적 해석,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요약 인용
117) 권기준, 도가의 세계관에서 바라본 기의 회화적 해석,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요약 인용



123

표 8-2. 기운생동에 관한 동서양 학자들의 해석

동서양의 학자들의 기운생동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표를 참고하면 

Rhythmic Vitality, or Spiritual Rhythm expressed in the Movement of 

Life 즉, 운율적 생동, 혹은 생명의 운동 속에 나타난 정신적 운율, 

Spiritual Element, Life’s Motion 즉, 정신적 요소, 생명의 운동, Spirit 

Resonance which means Vitality 즉, 생동을 뜻하는 정신의 반향, 

Spirit Resonance or Vibration of Vitality and Life Movement 즉, 정

신의 반향 혹은 활력의 진동과 생명의 운동, Le Rythme harmonique 

du Souffle, C’est le mouvement de la vie 즉, 기의 조화로운 리듬, 

곧 생명의 운동, Engendrer et animer le Souffle rythmique 즉, 리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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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한 기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 Spiritual Tone and Life 

movement 즉, 정신적 톤과 생명운동 등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키워드로 보면, Rhythm, Vitality, Spirit, Life, Movement, 

Harmony 등의 단어가 곧 기운생동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운생동의 개념은 다소 유사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하

게 번역,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본 연구와 관련

한 Verbal Communications에 있어 동서양의 학자들의 해석은 물론,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 기운생동의 영문 번역

인 ‘Rhythmic Vitality’를 언어적 전달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외에

도 한글의‘기운생동’과 한문의 ‘氣韻生動’과 중국어의 ‘Qi Yun Sheng 

Dong’ 및 일본어의 ‘きいんせいどう’등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본 연

구 작품에서는 동양회화의 화법으로서의 기운생동이나, 기존의 가변적

이고,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의미의 기운생동이 아닌, 한국의 문화정

체성을 반영한 태그라인 Tagline 혹은 브랜드에서의 네이밍과 같은 포

맷으로, 마치 고유명사와 같이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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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Visual Concepts

Core Value와 Verbal Communications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본격

적인 시각화 작업을 위한 비주얼 콘셉트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시각적 키워드로 20명의 국내외 학자들의 한국 미론을 바탕으로 도출

된 1차 키워드를 중심으로 24개의 단어가 Tone & Manner를 나타내

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도출된 Tone & Manner는 역동과 생동, 균형과 조화, 천진과 

해학, 질박과 전체, 비飛와 선線, 순수와 진정, 심오와 중량, 대범과 자

유, 단순과 절제, 원형과 유연, 온아와 자연, 허虛와 무색無色 등 총 

24개로 단어별 도출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와 같다.

본격적인 시각화를 위한 최종 비주얼 콘셉트는 총 24개의 Tone & 

Manner에서 객관적인 해석과 표현을 위해 다시 한 번 영문 형용사로 

변환한 24개의 키워드로, Balanced, Harmonised, Direct, Simple, 

Massive, Deep, Dynamic, Vital, Bold, Free, Rising, Lined, Naive, 

Humorous, Empty, Slow, Soft, Rounded, Warming, Natural, Rough, 

Whole, Pure, Authentic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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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1차 키워드와 Tone &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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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Visualisation

8.2.1. Primary Identifier

Creative Strategy에서 연구한 Core Value 및 Tone & Manner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은 Primary Identifier를 도출해내었다.

그림 8-1. Primary Identifier

본 이미지는 일반적인 Corporate Identity System의 개념으로 볼 때 심

벌의 개념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대표하고, 기운생동을 상징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다음과 같이 물을 칭송하였다. “가장 좋은 것은 물

과 같다. 물은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무엇을 억지로 하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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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뭇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몸을 두려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진리인 도와 그 성질이 비슷하다. 

도를 터득한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몸을 둔다. 도를 터득한 사람

은 물이 그러하듯이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118) 노자가 말한 물과 

같이 본 이미지는 고여 있거나 멈춰있지 않고 늘 움직이고 흘러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때에 따라 그 형상이 변형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

니고 있다. 이는 다양한 미디어의 형태에 맞춰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

고,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플렉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트렌디한 디자인

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렉시블 로고 및 무빙 로고와는 시스템적인 면에

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기존의 

플렉시블 로고 및 무빙 로고의 경우, 적용 매체의 제약, 장기간 프로

모션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와 런칭 초기에 반짝하는 등 화제성에 비

해 지속가능성이 약하고, 수명이 짧다는 약점이 있다. 

그림 8-2. 호주 Melbourne 시의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를 위한 프로토타입

118) 정창영, 도덕경, 시공사, 2000, p.28 요약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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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elbourne의 도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 화려하게 변형되는 프

로토타입을 설정해놓고도 적용과 비용의 효율성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

지하기 힘들었던 탓에, 초기의 플렉시블한 콘셉트를 포기하고 결국 1

종의 메인 디자인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Aol의 사례와 같이 

참여성이 반영된 플렉시블 아이덴티티의 경우, 항상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초기 런칭 이후 자연스럽게 관심과 화제성에서 

멀어지면서 유연성 Flexibility 또한 정체되는 폐해가 생기고 있다는 사

실은 기존의 플렉시블 아이덴티티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림 8-3. 호주 Melbourne 시의 아이덴티티 실적용 사진으로
실제로는 사진과 같이 대부분 단색의 1종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림 8-4. 미국 Aol의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로 런칭 1년 이후
현재는 아이덴티티의 플렉시빌리티가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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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를 일종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개념

으로 보고,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이덴

티티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계속되는 변이로 

인하여, 정작 그 핵심적 개념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각적 정체성

과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림 8-5. 가변적인 Rhythmic Vitality의 Identifiers

본 Primary Identifier의 경우, 가변적이라는 플렉시블 아이덴티티만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곡선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패턴과 명확한 

Tone & Manner로 인하여 형태가 변형되더라도 시각적 일관성을 물

론, 인지성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별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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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흥미를 주기 위하여 수시로 변형되는 디자인이 아니라, 움직임의 

강약을 조절하거나, 방향성을 나타낼 때, 혹은 적용매체나 특수 환경에 

따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변형되므로, 둥근 형태, 곡선의 흐름, 및 

모노톤 위주의 컬러 시스템 등의 통일성 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핵심적 정체성은 항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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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기본 표현 요소와 비주얼 가이드라인

본 연구의 최종 작품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Primary Identifier를 필두로 

Primary Identifier의 베리에이션과 로고타입, 시그니처, 컬러 시스템, 

타입페이스와 패턴 및 제 4요소 즉, The Fourth Element 등이 포함한 

기본 표현 요소, 즉 Basic Elements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을 제시

한 비주얼 가이드라인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Primary Identifier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대표하고, 기운생동

을 상징하는 Primary Identifier는 일종의 플렉시블 아이덴티티와 유사

한 개념으로 가변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변

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과 예시는 Identifier Variations

과 Identifier Usage로 제시하였다. 

그림 8-6. Rhythmic Vitality의 Identifier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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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Rhythmic Vitality의 Identifier Usage

2) 로고타입 Logotypes

Verbal Communications에서 언급한 ‘Rhythmic Vitality’는 일종의 네이

밍의 개념으로 시각화에 있어서는 로고타입으로 변환되었다. 

‘Rhythmic Vitality’이외에 한글의 ‘기운생동’과 한문의 ‘氣韻生動’과 중

국어의 ‘Qi Yun Sheng Dong’ 및 일본어의 ‘きいんせいどう’등도 로고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마치 고유명사와 같이 인지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8-8. Rhythmic Vitality의 로고타입

3) 시그니처 Signatures

시그니처는 Primary Identifier와 로고타입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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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1차원적인 상하조합, 좌우조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응

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유로움과 움직임, 역동성을 반영한 30도 

기울기의 시그니처도 개발하였다.

그림 8-9. Rhythmic Vitality의 시그니처

그림 8-10. Rhythmic Vitality의 30도 기울기 시그니처

4) 컬러 시스템 Colours

컬러 시스템에서는 백색과 소색을 중심으로 도가적 미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색상 체계를 정리하였는데, 일반적인 백색 혹은 베이지의 개

념에서 벗어나, 도가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

하면서도 차별화된 색상 도출을 목표로 한국인의 색에 대한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달항아리의 자연 백색과 유약에서 도출한 은은한 회백

색, 한국 이외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려 특유의 색상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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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색과, 쪽염색을 이용하여 조선 초기까지 천경사상에 의해 즐겨 

입은 하늘색, 한국 특유의 자연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표백과 착

색 이전의 색인 소색까지, 단순과 절제를 이상으로 하는 도가사상의 

미무미 개념 안에서 최대한으로 한국의 고유 색상을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컬러시스템에 있어 단순히 몇 가지 컬러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그림 8-11. Rhythmic Vitality의 컬러시스템 중 백색

그림 8-12. Rhythmic Vitality의 컬러시스템 중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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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3. Rhythmic Vitality의 컬러시스템 중 회색

그림 8-14. Rhythmic Vitality의 컬러시스템 중 보조색

5) 타입페이스 Typefaces

타입페이스에서는 실제 로고타입을 표기하고, 본 연구의 핵심 개념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적합한 타이포그래피의 체계를 국문과 

영문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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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5. Rhythmic Vitality의 국영문 타입페이스

6) 패턴 Patterns

패턴에서는 물아일치와 무기교의 기교의 개념을 반영하여, 기존 

Primary Identifier의 개념을 확장한 패턴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백그라운드 패턴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Primary Identifier와도 조화를 

이루며, 부분적인 여백에서는 또 다시 포지티브로 나타나도록 하는 등 

패턴에 있어서, 일반적인 패턴을 개념을 넘어서는 일종의 Super 

Graphic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림 8-16. Rhythmic Vitality의 패턴

7) The Fourth Element

비주얼 가이드라인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제 4요소 즉, The Fourth 

Element를 제시하였는데, The Fourth Element의 의미 및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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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있어 기본 표현 요소로 

크게 3가지 요소를 일컫는데, 이는 형태, 색상, 타이포그래피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과 응용에 있어서는 이외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일종의 그래픽 디바이스의 개념으로 

기본 표현 요소에 추가적인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을 The Fourth 

Element라 칭하며, 이는 보통 백그라운드 이미지이거나 보조 일러스트

레이션인 경우가 많다. 

그림 8-17. Rhythmic Vitality의 The Fourth Element

본 작품에의 Primary Identifier나 패턴의 경우, 주로 한국 문화와 예술

에서의 한국 특유의 곡선적 표현과 기운생동을 바탕으로 한 동양회화

에서의 선묘를 응용하였는데, 실제 Primary Identifier 및 기존의 Basic 

Elements만으로는 그래픽 응용에 관련하여 텍스트 적용 및 여백 활용 

등에 제약이 따르거나, 자칫 단조롭고 약해볼 수 있어 선 이외의 요소

로서 여백 혹은 부분적인 면의 개념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기하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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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직선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기운생동의 개념에서 도출해 낼 수 있

는 기와 윤율, 생명력과 움직임 등의 이미지를 반영한 유기적인 형태

로 추가 그래픽 요소, 즉 The Fourth Element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The Fourth Element는 심벌 혹은 메인 이미지의 연계선 상

에 있거나 이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작품에서의 Primary 

Identifier가 그림을 그리고, 화면을 채우기 위한 요소라 하면, The 

Fourth Element는 그림을 지우고 화면을 비우기 위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즉 여백을 위한 이미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8-18. Rhythmic Vitality의 Basic Elements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Basic Elements는 크게 

Primary Identifier, Logotype, Signatures, Colours, Typefaces, Patterns, 

The Fourth Element 등 총 7개의 요소로 구분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는 별도로 제작하여 비주얼 가이드라인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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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본 연구의 최종 작품으로 제시한 Primary Identifier와 Basic Elements

를 포함한 비주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제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8-19.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01+02

그림 8-20.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03+04



141

그림 8-21.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05+06

그림 8-22.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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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3.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09+10

그림 8-24.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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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5.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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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6.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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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7. Rhythmic Vitality의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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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 S&D Hall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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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9.1. 결론 

다문화주의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문화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

이 요구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그동안 문화정체성이 결여된 국적불

명의 디자인의 재생산 혹은 무분별한 전통 문화 요소의 차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화 해석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연구자

는 전통 문화 요소의 1차원적인 시각화가 아닌,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의식의 상징화로 차별화된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고유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가사상을 연구하여 한국 미

론과 도가적 미의식간의 연계성을 발견하였으며, 그 연계성을 배경으

로 핵심 가치와 비주얼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Core Value는 Taoism as the 

source of Korean cultural identity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도가사상)과 Korean aesthetics from the perspectives of Taoism (도가

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미의식), 그리고 Graphical representations 

based on Rhythmic Vitality (기운생동을 바탕으로 한 그래픽적 파생 

결과)였다. 

비주얼 콘셉트는 한국 미론에서 도출한 역동과 생동, 균형과 조화, 천

진과 해학, 질박과 전체, 비飛와 선線, 순수와 진정, 심오와 중량, 대범

과 자유, 단순과 절제, 원형과 유연, 온아와 자연, 허虛와 무색無色 등 

총 24개의 키워드의 형식으로 Tone & Manner를 나타내는데, 이 

Tone & Manner를 바탕으로 기운생동의 시각적 상징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도가사상과 기운생동 간의 관계는 물론, 동양회화에서의 기운생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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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표현을 연구하였으며, 본격적인 시각화 연구에서는 동서양미술

의 표현기법의 비교 및 퓨전화 경향, 한국의 선 및 백색과 소색을 중

심으로 하는 색상에 대한 미의식까지 조사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회화는 물론 한국의 무용과 음악에서까지 발견할 수 있는 여백의 미와 

함께 미니멀리즘의 개념과의 연관성까지 도출하여 기운생동의 상징화

에 적극 반영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운생동의 시각적 상징화 과정을 통해 한국의 도가적 미

의식을 반영한 문화적 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도

가적 미의식을 대표하고, 기운생동을 상징하는 Primary Identifier 이외

에도 로고타입, 시그니처, 컬러시스템, 타입페이스, 패턴, The Fourth 

Element 등의 기본 표현 요소를 개발하였다. 특히 컬러시스템과 The 

Fourth Element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할 수 있는데, 먼저 컬러시

스템에서는 일반적인 백색과 흑색의 개념, 혹은 한국 전통색으로서의 

오방색에서 벗어나 도가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색상 체

계 및 콤비네이션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의 메인 이미지를 반복하는 

패턴이나, 메인 이미지를 다시 왜곡한 이미지를 그래픽 모티프로 사용

하던 관례와 차별화되도록 콘셉트 상으로는 기운생동의 연장선상에 있

으나, 여백 및 음양의 대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된 시각적 장치, 

즉 그래픽 디바이스 Graphic Devices로서의 The Fourth Element의 개

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및 응

용의 확장가능성 제시를 목적으로 비주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그래

픽 어플리케이션 예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개념 및 요소로서의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을 중심으로 기운생동

의 개념을 현대적 감각에 접목하여 시각적 상징화를 진행하였다고 정

리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전통 문화로의 접근에 있어 외형

적인 접근이 아닌, 그 배경에 잠재되어 있는 사상과 철학, 미의식과 

문화적 현상 등의 내면적인 측면까지 연구하고 이해하여, 다양한 방안

의 한국의 문화정체성 표현 방법 및 프로세스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함께 시각적으로 상

징화하는 작품연구는 보편적인 조형언어와 함께 민족성을 위한 전통문



149

화의 계승 및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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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는 

도가적 미의식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

며,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연계되어 다양한 응용 및 발전을 기

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연계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후속 과제가 뒤따라야 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도가사상이라는 특정한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문

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이는 문화와 사상적 

고유성과 특수성, 그리고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자의 의도였으

나 한 국가의 문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국가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서는 특정 사상 내에서의 다소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에 앞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도

가사상 외에도 다양한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과 사상적으로 분

리, 분석, 종합할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가적 미의식과 기운생동 개념의 배경과 

근거를 주로 전통 문화와 예술로 제한하다보니, 본 연구만으로 국가브

랜드 이미지를 도출해 내기에는 다소 현재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성립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프

로세스 및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 시대가 아닌 근대는 물론 현재까지 

아우르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Basic Elements와 가이드라인 등이 도출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제시된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예시 외에 상품화나 

다양한 프로젝트와의 콜라보레이션에 관련된 가능성을 남겨두고 일단 

연구를 종결지었다. 이는 추가 발전 가능성 및 적용 대상의 확장 가능

성을 염두에 둔 연구자의 취지였으나, 실제 다양한 적용 및 응용 과정

을 거치면서 발생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후 추가 개발 및 응용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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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the Cultural Design Contents of Korea
based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aoism

Kyurag Lee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 era of multiculturalism, there has been a demand for the 
design based on the uniqueness of culture, however, most of the 
cases were reckless borrowing of traditional culture elements and 
reproduction of unidentified design in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a deep understanding of tradition 
and ability to interpret culture are required. Hence, this researcher 
proposed a differentiated process and presented results through the 
symbolisation of aesthetic consciousnes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ideology.

This researcher has studied Taoism, Korea's distinct ideology, and 
found a linkage between Korean aesthetics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aoism. From this linkage core values and the visual 
concept were derived.

The three core values of this study are ‘Taoism as the source of 
Korean cultural identity’, ‘Korean aesthetics from the perspectives of 
Taoism’ and ‘Graphical representations based on Rhythmic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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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concept is derived from the following 24 keywords; dynamic 
and vibrant, balance and harmony, naive and witty, rustic and whole, 
rising and lined, pure and calm, profound and weighty, generous and 
free, simple and restrained, round and supple, warm and natural, 
empty and colorless. Based on these keywords tone & manner were 
represented. This researcher could also develop the visual 
symbolisation of ‘Rhythmic Vitality’ using these tone & manner.

This researcher ha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oism and 
‘Rhythmic Vitality’ as well as the concept and expression of 
‘Rhythmic Vitality’ in the oriental painting. In the further study of 
visualisation, study project has reached to the comparison between 
western art and oriental art, trend of fusion, Korean lines and 
aesthetic consciousness of colours which focused on Korean white 
and traditional achromatic colours. 

In addition, beauty of the margins, which can be found in Korean 
art, dance and music, and the concept of minimalism were actively 
reflected in the symbolisation of ‘Rhythmic Vitality’.

In conclusion, this researcher proceed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design contents of Korea based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aoism through the visual symbolisation of 
‘Rhythmic Vitality’ and completed the ‘Primary Identifier’, 
symbolising ‘Rhythmic Vitality’ and representing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 of Taoism. Besides the ‘Primary Identifier’, basic 
design elements were developed such as logotypes, signatures, colour 
systems, typefaces, patterns and the fourth element. In particular, 
differentiated colour scheme and colour combination from the typical 
black and white or Korea’s traditional five cardinal colours were 
proposed. Moreover, the fourth element, as the expanded concept of 
‘Rhythmic Vitality’ and the graphic devices which can show the 
margins and the contrast of Yin and Yang rather than typically 
repeated main images or distorted main graphics, was proposed. 
Finally, these contents were integrated into visual guidelines and 
graphic application exampl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present new 
possi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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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focused on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 of Taoism 
as a theme which can reflect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while 
symbolising the concept of ‘Rhythmic Vitality’ in modern and visual 
expression

Based on this study, if a better approach to our cultural tradition 
continues not by just superficial and external way, but by serious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its underlying ideology, philosophy, 
aesthetics and cultural phenomena, a variety of measures to express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and development of process can be 
expected in the further study.

Such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visual study of its 
symbolisation are essential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cultural heritages for preserving ethnicity. 

keywords : Aesthetic Consciousness of Taoism, 
Cultural Identity, Rhythmic Vitality
Student Number : 2008-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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