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고양이 이미지를 통한  

억압된 본능에 관한 작업 연구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숙진	



고양이 이미지를 통한 

억압된 본능에 관한 작업 연구 

 

 

 

 

 

지도 교수  이 용 덕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김 숙 진 

 

김숙진의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8 월 

 

          위 원 장         오  귀  원     (인) 

          부위원장         권  대  훈     (인) 

          위    원         이  종  건     (인) 



 i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인간의 기본 본능을 성 본능과 파괴 또는 죽음 본능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두 가지의 기본 본능이 억압되어 문명사회가 유지된다고 

추정하였다. 본인은 인간의 억압된 기본 본능이 동물적 본능이라고 주장하고 

고양이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억압된 

기본 본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명의 실체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이 고양이 이미지를 통한 억압된 본능에 관한 작업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혔다.  

제 2 장에서는 인간의 억압된 기본 본능에 접근하기 위해 본인이 고양이 

조형을 제작하게 된 계기와 제작 방법, 그리고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억압된 인간의 본능에 대해 본 논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본인은 고양이의 성 본능, 파괴 본능 그리고 죽음 본능을 통해 동물적 본능을 

연구하고 인간의 억압된 기본 본능에 접근하고자 했다. <나는 고양이다 I>은 

발정 난 고양이를 관찰하고 이를 계기로 고양이의 동물적 본능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작업한 것이다. <실상>은 <나는 고양이다 I>의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하였는데, 본 작품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탐구하고자 

했다. 동일한 고양이를 전제로 제작된 <실상>과 <나는 고양이다 I>을 통해 

인간의 억압된 본능이 동물적 본능이라는 본 작업 연구의 주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부조로 제작된 <나는 고양이다 II>는 포효하는 고양이의 얼굴을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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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공격성과 잔인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검은 고양이를 확대하여 환조로 

제작된 <커져 버린 검둥이>는 인간의 억압된 본능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을 

보여주고자 했다. <역(易)>은 인간의 죽음을 토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양이를 

제작한 것인데, 이를 통해 생물체의 죽음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 3 장에서는 작업 연구를 통해 본인이 평소에 살생과 고기 음식을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가성(兩價性)과 죄책감을 결부시켜 문명의 실체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죄책감은 억압된 본능의 양가성으로 인해 인간이 겪는 갈등이며 문명의 

발전과 개인 발달의 표현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문명은 인간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 공격성을 띤 닫힌 사회를 강화하므로 문명 발전의 내면에는 

위선적이고 불투명한 동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잔인하게 도살된 

고양이를 작업한 <노루?!>에서는 동물에 대해 인격화와 살생을 동시에 행하는 

인간의 모순 되는 양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문명화 뒤에 감춰진 실체의 

단면을 암시하고자 했다. 

  제 4 장에서는 인간은 산업 사회 발전과 문명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한 

수단으로 자신의 본능을 승화시킨다는 주제를 다루었고, 본능의 승화는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문명과 예술의 연대 

관계를 알아보았다.    

예술이 인간의 억압된 본능을 승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문명의 발달은 예술의 이 기능을 억압한다고 추론하였다. <노루?!>에서는 

본인이 문명의 편리를 누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도살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도피를 시도하는 자신을 비하하고자 했다. 자기 비하는 

공격성을 띤 자학행위이고, 이를 파괴 본능의 욕구로 이해했다. 즉 본 작업 

연구는 이를 억압된 본능을 예술을 통해 승화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iii   

<조각가와 고양이>에서는 예술작가가 인간에게 길들여져 타협하고 공생을 

도모하는 고양이와 비슷한 처지임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타협 속에 

자신의 작업 본질과 갈등을 겪는 작가의 모습을 작업에 담고자 했다. 본 작업 

연구는 작가가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문명과 타협한다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예술이 사회적 욕구의 지배를 받는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제 5 장에서 본 논문은 고양이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억압된 본능에 

접근하고자 했고, 연구를 통해 문명의 발전은 공격성을 띤 닫힌 문명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문명은 도덕으로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여 

집단을 유지하고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발전을 실현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문명의 내면에는 위선적이고 불투명한 동기가 있으며 문명의 발전은 

예술이 본능을 승화시키는 기능을 억압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주요어 : 억압, 고양이, 본능, 죄책감, 양가성, 문명, 승화 

학  번 : 2013-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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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작업 연구는 본인이 고양이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제작과정을 

분석하여 인간의 억압된 본능은 바로 동물적 본능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작업에서 본인이 고양이 이미지를 제작한 이유는, 우선 인간은 보편적으로 

탈(脫) 동물적인 개념 1)을 가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고양이는 인간과 가까이 지낸 오랜 역사가 있지만,2) 그들은 여전히 원래의 야생 

형태대로 발전하고 있었고 동물적 본능의 특성이 두드러진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작업 연구에서는 고양이 이미지가 맥락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 본능을 성 본능(에로스)과 파괴 또는 죽음 

본능(타나토스)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성 본능을 사랑 본능이라고도 하였으며, 

성 본능의 목적은 통일과 유지인데 반해 파괴 또는 죽음 본능의 목적은 해체와 

파괴라고 하였다.3) 본 연구는 프로이트의 본능 이론을 근거로 고양이의 

                                         

 

1) 본 논문에서 인간의 탈 동물적인 개념은 인간은 동물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존재이고, 자신을 동물과 다른 것으로 분류하고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집트에 있는 영국 고고학 학교는 1992 년에 상(上)이집트의 바다리와 모스타게다를 

발굴하던 중, 초기 이집트 시대의 고양이 뼈 유물들을 발견했다. 이로써 이집트 왕국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약 6000 년 전에도 고양이가 인간과 가까이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데틀레프 블룸, 두행숙 옮김, 『고양이 문화사』, 들녘, 2008, 26쪽. 

3)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ㆍ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3,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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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행위에서 유기체의 번식 욕구와 인간의 성 본능을 살펴보았고, 고양이의 

공격성과 잔인함, 그리고 죽음을 제시한 작업에서 인간의 파괴 또는 죽음 

본능을 통찰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억압된 기본 본능은 문명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인간의 본능적인 통일과 유지, 해체와 파괴 욕구는 어떤 양상들로 

표출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도살된 고양이를 작업한 작품에서 본인은 인간 본능의 양가성(兩價性)4)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작품 연구는 인간의 죄책감과 기본 본능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여 문명의 무대 뒤에 감춰진 위선적인 단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작업에서 자신을 비하하고자 했던 취지를 본 연구는 억압된 

본능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즉 작가의 예술 행위를 본능의 승화 5) 개념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문명사회와 작가의 상호관계를 논의하였다. 

                                         

 

4)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감정과 태도, 경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석용어 사전』, 한국심리학치료연구소, 2002, 271쪽. 

5) 프로이트의 정의에 의하면 승화는 본능적 욕동을 최초의 목표나 대상으로부터 보다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억압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처음에는 성적 또는 공격적 목적을 가졌다가 나중에 

그 목적이 바뀌어 성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의식적으로 

만족스러우며, 적응적 또는 탄력적인 행동들로 나타나는 현상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승화라는 개념은 에너지나 욕동과 관계없이 행동 변화를 위해 서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학습, 성숙, 동기적 체계의 상호 작용과 같은 근거의 변화 기제를 

위한 다른 설명들의 기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정신분석용어 사전』, 한국심리학치료연구소, 2002, 240~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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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억압된 본능 

2.1. 고양이의 동물적 본능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성 본능은 도덕과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성 본능에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성욕에 대해 경멸과 혐오 현상까지 

보인다. 살생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파괴 본능은 사회 규제와 도덕성에 의해 

제지되고 있으며 문명사회 속에서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프로이트는 

“문명이라는 낱말은 동물적 상태에 있었던 우리 조상의 삶과 우리의 삶을 

구별해주고, 인간을 자연에서 보호해 주고 인간의 상호 관계를 조정해 주는 두 

가지 목적에 이바지하는 규제와 성취의 총량을 가리킨다.”6)라고 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성 본능과 파괴 또는 죽음 본능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었고, 이 기본 본능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으로 문명은 집단의 

울타리를 유지한다고 해석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이드 7)의 욕구 

배후에 있는 힘이라고 하였는데, 본 논문은 이드의 힘을 동물적 본능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고양이를 기르는 과정에 관찰하게 된 고양이의 본능적인 

종(種)의 보존 욕구와 공격적인 사냥 욕구를 문명사회에서 억압되는 인간의 성 

                                         

 

6)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273쪽. 

7) 정신적 지역 또는 기관의 가장 오랜 것을 이드라고 부른다. 그 내용은 유전되어 출생 

시부터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확정된 것 모두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신체 

조직에 기인하는 본능인데, 이 본능은 그 형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드에서 정신적으로 표현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ㆍ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3,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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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과 파괴 또는 죽음 본능으로 파악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동물적 본능이고,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은 억압된다고 

추론하였다. 

  본인이 기르는 고양이가 발정이 나서 수시로 가출을 시도했고 집안 곳곳에 

구역 표시를 일삼았다. 집 밖에 거의 나간 적이 없는 고양이는 결국 가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집에 돌아온 고양이는 사료가 충족된 

상황에서도 밖에서 사냥감을 물어오곤 하였다. 

고양이가 본능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모습에서 본인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신으로 간주하고 제작한 고양이 조각들이 8) 떠올랐다. 따라서 <나는 

고양이다 I>은 고대 이집트 고양이 조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초창기에 고양이는 인간들에게 신적인 존재였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8)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 묘 여신(猫女神)은 처음에는 암사자 모양이어서 멤피스의 

세크메트 여신과 혼돈되었으나, 제 18 왕조 때(B.C. 1567~1320 년경)부터 확실한 

고양이 모습을 하게 되었다. 묘 여신은 인류의 보호자로서 나쁜 뱀, 아포피스(Apopis 

또는 Apophis [그])를 퇴치했다. 신앙의 중심은 하이집트의 부바스티스. 이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많은 청동제 고양이와 고양이 머리 모양의 여신상이 부바스티스의 한신전에 

봉납 되어 고양이 미이라의 대묘지가 이룩되었다. 「바스테트 (Bastet)」, 『미술대사전』 

(인명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174쪽.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고양이는 음악과 풍요, 다산의 여신이자 여성의 보호자인 

바스테트(Bastet)로 숭배되었다. 고양이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고양이 역사」, 

김경은ㆍ이영은, 『고양이 기르기=cat』, 김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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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동물을 애호하여 주로 그렸으며, 정복하기 쉬운 

동물이나 열등한 동물을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 종을 

흉내 내고 이상화했다. 인간은 동물을 의인화하고, 동물에게서 배울 가치가 있는 

동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인류가 진보하여 동물과 야생의 자연을 정복한 것은 처음에는 인간보다 우월했던 

동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응한 인간의 능력에서 기인한다. 동물의 인상과 행동 

추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게 생존 기법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입증되었던 귀중한 능력을 부여했다.
9)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에 인간은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우세한 동물을 

우상으로 삼았고 자신이 동물에게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특성을 그림으로 

묘사하였다. 인간은 동물들의 본능적인 능력을 숭배하여 동물을 신성화하였고, 

그들의 생존 기법을 배워 생명을 죽이는 수단과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농경사회에 처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곡물을 쥐떼들로부터 지키고 

뱀을 죽이는 고양이의 능력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 이미지는 점차 위엄을 갖춘 여신으로 격상되었고, 고양이 청동 조각이나 

고양이 머리를 지닌 여신상이 대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의 본능적 사냥 능력을 인간에게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양이를 4000 년 전에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였다.10) 하지만 

현재까지도 한결같은 고양이의 야생형태와 독립적인 특성은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도 포용되고 있으며 고양이는 점차 인간의 중요한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이 점차 독자성을 지닌 현대인으로 발전하는 것과 비례 된다고 

                                         

 

9) 난 멜링거, 임진숙 옮김, 『(욕망의 근원과 변화)고기』, 해바라기, 2002, 38~41쪽. 

10) 데틀레프 블룸, 두행숙 옮김, 『고양이 문화사』, 들녘, 2008,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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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였다. 

본 연구는 동물보다 열세였던 인간의 본능적 능력이 지능 발달을 자극한 

것으로 짐작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동물의 생존 기법과 

자연이 제공한 동물의 본능적인 기관들을 이용하여 변화무쌍한 도구들을 만든 

것이다. 즉 초창기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동물들에 대한 숭배 속에 

은닉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현재 문명 속에서 인간들이 강한 독자성을 

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호하는 것도 인간의 억압된 동물적 본능과 

관여된다고 보고 있다. 

위에 제시된 연구를 통해 본인이 <나는 고양이다 I>를 고대 이집트 고양이 

조각형태로 제작한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 작품을 

고양이를 신성화 했었던 사실과 연관 지어, 위엄과 숭배 대상이었던 고양이의 

독립적이고 야생적인 특성은 현재에도 변함없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작품1. <나는 고양이다 I>, 우레탄, 27×20×38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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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은 <나는 고양이다 I>의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이다. 본 

작업에서는 물 표면에 비친 이미지가 물의 특성에 따라 분리되고 재조합되는 

2 차원 이미지를 하나의 입체조각으로 제작하여 3 차원 공간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목을 통해 물 표면의 특성에 따라 반영된 이미지가 실상(實像) 

이라고 주장하고자 했다.  

인간의 눈은 중심지점에 집중하여 사물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시각적 의식 11)은 빛이 사물의 표면에 다다르면서 어떤 

것은 사물에 흡수되고 어떤 것은 반사되어 망막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 

인지된다. 또한, 인간의 일반화된 사고방식과 선입견,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12)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인은 개인의 이러한 시각적 의식의 상(像)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사물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사물은 실제 모습이 

아니고 허상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비록 사회에서 

학습된 이성적인 사고로 본인은 물 표면의 이미지를 빛의 반사로 이루어진 

                                         

 

11) 사고 자체와 정신 행위와 상태를 통해 갖게 되는 직관을 지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가 자신의 상태와 세계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더 넓은 의미로 

의식은 인간 정신에 자발적 판단을 가져오게 하는 속성이다. 『정신분석 대사전』, 

백의출판사, 2005, 880쪽. 

12)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다. 즉 보편적이고 타당한 지식의 획득과정 

또는 지식 그것을 의미한다. 인식이라는 행위는 의사(意思)나 정서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과정과 대응하는 순수한 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해 적절한 행동의 

선택 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21 세기 정치학 대사전(하)』, 아카데미아 

리서치, 2002, 1907~19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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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으로 인식하지만, 작업에서 물 표면의 허상을 실제 사물과 분리시켜 독립된 

개체로 3 차원 공간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작업에서는 물 표면의 

상이 실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즉 본 작업 연구는 학습과 

이성적인 사고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기존의 일반화된 

사고방식과 선입견,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면 대상의 

실상과 더 가까워진다고 추정하였다. 

  <나는 고양이다 I>은 고양이의 동물적 본능에 대한 본인의 시각적 인식을 

표현한 상이라면, <실상>은 <나는 고양이다 I>의 시각적 인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사물의 실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즉 본 작업에서는 인간의 교육을 

통한 이성적인 사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인간의 후천적인 학습 이전의 

원초적인 본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동물적 본능과 인간의 원초적 본능의 연관성을 보여주고자 하여, 

동일한 고양이를 전제로 <나는 고양이다 I>과 <실상>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타고난 본능은 동물적 본능이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했다.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사상가 고자(告子)는 “타고 난 것은 본성이다”, 

“식욕과 성욕은 본성이므로 인(仁)은 내재적인 것이지 외재적인 것이 아니며, 

의(義)는 외재적인 것으로 내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맹자와의 논쟁에서 

말했다. 고자의 말에서 그의 본성 이론을 알 수 있다. ‘인’이란 식욕과 성욕으로 

대표되는데, 자연적인 본능으로써 생명체의 특징이다. 즉 고자에 의하면, 인간이 

내부에 본성적으로 갖는 것은 식욕과 성욕의 생존본능일 뿐이며,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의’는 인간의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이다.13) 본 연구는 고자가 말한 

                                         

 

13) 황종희 지음, 이혜종 주해, 『맹자 사설』, 한길사, 2011,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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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과 성욕을 대표로 되는 생명체의 특징인 자연적인 본능을 동물적 본능으로 

해석하였고, 인간은 동물적 본능의 ‘인’을 타고난 것으로 내재하고 있으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의 ‘의’는 타고난 것이 아닌, 후천적인 학습과 이성적인 

사고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는 고양이다 I>과 <실상>은 동일한 고양이를 전제로 제작되었지만, 

시각적으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은 동물과 인간이 동물적 

본능을 표현하는 방식과 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이 가진 충동은 모두 비슷하며, 그 목적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기적인 충동과 

잔인한 충동을 들 수 있다.”라고 했다.14) 여기서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과 다양한 

표현방식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억압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양상으로 이해했다. 즉 동물들의 원초적 본능은 

그들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과 목적이지만, 인간은 후천적인 ‘의’로 인해 타고난 

본능을 다스리고 있으며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일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억압으로 인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로써 본 

작업 연구는 인간과 동물은 타고난 본능을 표현하는 행위가 다를 뿐, 행위의 

근원은 같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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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실상>, 폴리, 35×30×8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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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괴 본능 

본인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길고양이와 영역 싸움을 하고 밖에서 참새를 

물어오며 햄스터를 갈기갈기 찢는 등 행위에서 그들의 야생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또한, 고양이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거나 비슷한 대상에게 공격성과 

잔인성을 서슴없이 드러낸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고양이의 이러한 공격적이고 

잔인한 모습에서 귀여운 반려동물로 인식되던 그의 얼굴은 본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데즈먼드 모리스는 “동물들은 인간에게 길들여지면서 유전자가 자유롭게 

진화하는 권리를 잃게 되었고, 동물로서의 잔인한 본성은 가려졌다. 동물에게는 

죽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죽이면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동물들은 

장난삼아서 쓸데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육식동물에게 먹이를 주어도 사냥하고 싶은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15)라고 했다. 우리는 이처럼 길들인 고양이의 충족되지 않는 사냥 

본능을 그들의 작고 귀여운 모습에서 잘 감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긴다.  

본인은 <나는 고양이다 II>에서 고양이의 공격성과 잔인함을 보여주고자 

포효하는 고양이 얼굴을 확대하여 작업하였다. 본 작품에서 사실감 있는 

고양이를 제시하기 위해 본인은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였고, 그 위에 굵은 말 

털을 심었다. 고양이 눈동자는 생리적으로 고양잇과 맹수처럼 낮에 빛을 받으면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작업에서 확대했고 고양이가 

포효하면서 드러낸 앞니와 커다란 송곳니는 모양이 비슷한 대형견 이빨을 

                                         

 

15) 데즈먼드 모리스, 김석희 옮김, 『털 없는 원숭이』, 문예춘추사, 2006,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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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말랑한 실리콘 속살을 드러낸 커다란 귀의 안쪽과 치아 사이에 

보이는 빨간 혀는 유기체의 촉촉한 질감을 전달하기 위해 조색용 실리콘으로 

도색하였다. 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양이를 보드라운 털과 작고 귀여운 

얼굴을 소유한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것과 대비된다. 작업에서 확대된 고양이의 

얼굴은 굵고 날카로운 털들이 빽빽하게 심겨 있고 포식자 기질을 상징하는 눈과 

이빨도 확대되어 있다.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 본인은 평소 귀엽고 애교 많은 

고양이의 숨겨진 폭력적이고 날카로운 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고양이의 귀여운 얼굴에서 느낀 ‘순간의 섬뜩함’을 보여주기 위해, 본인은 

인간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고양이의 얼굴을 확대하여 그들의 공격성과 

잔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작품의 제목을 통해 고양이가 인간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인간이 체구가 큰 맹수들과 

직접 대면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고양이도 자신보다 체구가 큰 인간의 

동물적인 사냥 본능을 두려워하므로 인간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추측한다. 즉 본인은 고양이가 인간을 큰 동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동물적인 공격성과 잔인함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문명 속에 억압된 인간의 공격성과 잔인성을 고양이 

얼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작업 연구는 인간의 파괴 

본능은 고양이의 귀여움 속에 숨겨져 있는 사냥 본능처럼 억압을 받아 가려져 

있다고 추론하였다.  

본 작품은 환조가 아닌 부조로 제작하였는데, 부조의 특성상 정면에서는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본 

작품에서 고양이는 실제 고양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는 본인의 인식 속에 

있는 인간의 억압된 본능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투영한 상이기 때문에 

부조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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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나는 고양이다 II>, 실리콘, 말털, 52×45×3.5cm, 2013 

 

본 작업 연구는 본인이 포착한 고양이의 공격성과 잔인함을 통해 인간도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거나 유리한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 

자신의 억제된 공격성과 잔인함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타고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이다. 이 잔인한 공격 본능은 대개 도발을 기다리거나, 좀 더 온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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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사용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목적에 이바지한다. 공격 본능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상황, 즉 평소에 공격 본능을 억누르는 정신적 억제력이 

작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격 본능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세계대전에서 

저질러진 잔학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래 모습은 같은 종족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야수임을 폭로한다.”16)라고 했다.  

따라서 본인은 동물들이 서슴없이 표현하는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인간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커져 버린 검둥이>를 통해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환조로 확대 제작하여 문명과 이성으로 인해 감춰진 

인간의 억압된 동물적 본능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검은 

고양이는 전시 공간에서 큰 부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그는 꼬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거두고 <나는 고양이다 II>에서 드러냈던 야수성을 감추면서 

얌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즉 본 작업에서는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억압된 본능적 욕구와 충동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제지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그 

본능적 욕구는 문명의 억압 속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억압에 대한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받아 커지고 있다는 의식을 확대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고양이를 영물로 여기고 대체로 불길한 기운의 

상징으로 간주한다.17) 이를 응용하여 본인은 작품에서 인간의 억압된 동물적 

                                         

 

16)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299~300쪽. 

17)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양이는 주술적인 동물로 여겨져 왔다. 우리 조상들은 주술을 

이용하여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저주의 수단으로 고양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고양이」,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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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에 대한 불길한 징조를 표현하고자 했다. 즉 본 작품은 억압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심려하고 

불안해하는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지상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단지 우리의 고대 

형벌 제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 독일인들은 자기들의 천민적 근본 

본능들과 그것들의 야수 같은 조야함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서운 수단을 

가지고 기억을 만들었다. 고대 독일 형벌들을 생각해 보자. 예컨대 돌로 죽이는 

형벌, 수레 형벌, 말뚝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 말로 사지를 찢거나 짓밟는 형벌, 

기름이나 포도주에 범인을 집어넣고 끓이는 형벌, 인기 있었던 가죽 벗기기, 

가슴에서 살점 베어내기를 생각해보자. 또한, 사람들이 범죄자의 몸에 꿀을 발라서 

타오르는 태양 아래 파리 떼에게 맡겨 놓는 것도 생각해 보자. 이 같은 모습과 

선례들 덕에 드디어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편익 아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약속했던 

것과 연관하여 대여섯 가지의 “나는 원하지 않는다”를 기억 속에 지닌다. 그리고 

                                                                                                        

 

  1483 년 교황 이노센트 3 세는 마침내 고양이는 “악마와 계약 맺은 동물들”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마녀사냥이라는 구실을 붙여 고양이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잡힌 고양이들은 화형을 당했다. 1550 년에서 1650 년 사이에 중부 유럽의 

마녀사냥은 극심했다. 중세와 근대 초기에 고양이에 대한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마녀를 화형 시킬 때 고양이는 마녀를 수행하는 존재로 간주되어 보통 

화형대에 함께 올려지곤 했다. 데틀레프 블룸, 두행숙 옮김, 『고양이 문화사』, 들녘, 

2008, 47~50쪽.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앞을 지나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간주하였다. 검은 고양이는 때로는 마녀의 심부름꾼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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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람들은 이 같은 종류의 기억의 도움으로 마침내 ‘이성에’ 도달했다!
18)

  

  위 구절을 통해 우리는 과거 권위자들이 문명사회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무서운 수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 잔인한 극형으로 

인간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 구절에서 제시한 고대 독일의 

잔인한 극형은 고대 동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동양은 도둑질하면 손을 

자른다거나, 수레에 머리와 사지를 묶어 몸을 찢어 죽이는 거열(車裂), 

능지처사(凌遲處死) 등 도축적인 형벌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동물에게 없는 이성을 지닌 동물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고대 극형의 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사회의 내면에는 공격성과 

잔인함이 존재하였다. 잔혹한 형벌과 규범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이성에 도달한 것이다. 이처럼 인류 역사 초창기에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이기적인 이성을 지니게 되었고 동물과 분리되어 사회적인 

인간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를 정신분석학의 ‘자아’19)로 

이해하고, 이성을 ‘초자아’20)로 이해한다면, 프로이트에 따르면 “본능의 자제는 

                                         

 

18) 프리드리히 니체, 강영계 옮김, 『도덕의 계보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59~60쪽. 

19) 원래 자극의 수용을 위한 기관들과 자극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가진 외피 층이었던 

것이 이드와 외부 세계를 매개하는 하나의 특수한 조직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우리 

정신생활의 이 영역에 자아라는 이름을 붙인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ㆍ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3, 414쪽. 

20) 인간 존재로 성장해 가는 아이가 부모에 의존하여 사는 긴 유아기의 침전물로 자아 

속에는 하나의 특별한 기관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부모의 영향은 지속한다. 이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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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권위자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낳은 결과이다. 하지만, ‘초자아’-양심의 

요구-는 외부의 권위자의 대리인으로 등장하여 그 권위자의 엄격함을 

연장하였다.”21) 여기서 우리는 ‘초자아’가 권위자의 공격성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잔인한 형벌들이 사라졌지만, 이기적인 이성을 지닌 

인간의 공격성, 폭력성, 잔인함은 사실상 문명사회의 규제와 엄격한 도덕의 

강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문명 속의 규제와 도덕의 요구 사항과 

상반된 본능적 충동을 타고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규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후천적인 윤리와 

도덕은 인간 내부 요인으로 변화되어 ‘초자아’의 요구로 되었다. 이는 반대로 

선천적인 본능이 다시 인간의 내부 요인으로 되어 버리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문명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선한 행동을 요구하지만, 이런 행동의 

본능적 바탕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기질에서 한층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문명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본능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했으며 22) 자신의 본능적인 의도를 

선한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즉 본인은 인간의 위선적이고 불투명한 동기를 지닌 선행과 억압된 본능의 

                                                                                                        

 

초자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자아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3 의 힘이다. 

초자아는 다른 이로부터 넘겨받은 과거의 영향을 대변하는데, 사회환경 가족, 전승자, 

부모의 대체인물, 교육자, 공공의 모범, 사회에서 숭배되는 이상 등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ㆍ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3, 

415쪽. 

2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319쪽. 

22) 위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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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나는 고양이다 II>와 <커져 버린 검둥이>를 

작업하게 되었다. 

 

 

작품4. <커져 버린 검둥이>, 폴리, 138×47×53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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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죽음에 대한 태도(죽음 본능) 

본인은 2 년 전 작은할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작은할아버지가 별세할 때까지 5 개월 동안, 주변인에 대한 그의 인식 능력과 

이성적인 사고력이 점점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작은할아버지는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인식 능력과 사고력을 점차 잃어갔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화장실에 가는 본능적인 활동을 대부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이런 모습에서 

본인은 이성을 상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동물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인간이 문명의 울타리와 이성으로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던 

도덕과 윤리의 준수 의식이 극도로 모호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본인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인간도 동물과 같은 기본 행동 

법칙에 순응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인간은 웅대한 사상과 

오만한 자부심이 있지만, 여전히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에 불과하고, 동물의 

기본적인 행동 법칙에 순응하는 보잘것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23)  

이 경험을 토대로 본인은 <역(易)>24)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스핑크스 25) 

                                         

 

23) 데즈먼드 모리스, 김석희 옮김, 『털 없는 원숭이』, 문예춘추사, 2006, 311쪽. 

24) 제목 <역(易)>은 음양 교체를 뜻한다. 빛과 그림자처럼 음과 양은 서로 전제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즉 이 제목은 음과 양이 서로의 존재를 조건 짓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25) 스핑크스는 털이 없이 가죽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양잇과 품종이다. 두 차례 

자연적 돌연변이를 거쳐 우연히 인간에게 발견되고 인위적인 교배와 육종으로 살아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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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제작하였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우선 털의 부재로 인해 인간처럼 

속살을 겉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털로 뒤덮인 

고양이가 아닌, 털 속에 감춰진 고양이의 쭈글쭈글한 속살의 실체를 보여준다. 

이는 대상의 실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므로 본인은 

스핑크스 고양이를 작업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털 없는 고양이가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작하여 인간이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은 감상자가 작품 속 고양이를 말랑한 

피부를 소유한 유기체로 감지하도록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고 고양이 피부를 

인간의 피부와 유사하게 묘사하기 위해 살 색 실리콘 위에 반투명 조색용 

실리콘을 여러 번 덧칠하는 기법을 구사했다. 즉 본 작업에서는 고깃덩어리의 

질감을 강조하여 감상자가 작품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이로써 생명은 반복 속에서 현실 세계에 내동댕이친 

고깃덩어리이고,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생명의 쇠사슬일 뿐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간은 자신이 질병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고, 또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26) 하지만,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는 인간은 매 순간 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성의 효과를 

약화시켜, 죽는다는 사실은 거의 의식되지 않는 의심으로 압축된다.27) 따라서 

                                                                                                        

 

되었다.  

26) 앙리 베르그송, 김재희 옮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105쪽. 

27) 위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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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고, 바꿔 말하면 

무의식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멸을 확신하게 된다.28)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이다. 인간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친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면하면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며 생명체의 한계를 느낀다. 

따라서 본인은 가까운 사람의 생물학적 죽음을 통해 죽음 앞에서 어떠한 사회 

윤리나 규제도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는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을 

동물과 다른 생명체로 여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는 

문명사회 규제의 틀은 없어지고 인간의 이성, 즉 ‘초자아’는 실종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즉 이성은 생물학적 현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라진다. 

따라서 본 작업 연구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 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에서 동물과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추정하였다. 

                                         

 

28)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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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역(易)>, 실리콘, 80×38×12cm, 2015 

 

<역(易)> 작품에서는 고양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로 인간의 동물적인 

죽음 본능을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형태로 죽음을 

표현하는 것과 체감적으로 다르다. 고양이는 동양화에서 장수 염원의 

상징 29)이고 인간의 반려동물로써 인격화되어 있지만, 인간의 육식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인간은 

                                         

 

29) 고양이는 70 세 노인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고양이 묘(猫)가 70 세 노인이라는 뜻이 

모(耄)와 독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28 세 정도에 불과했던 예전에 인간이 

70 세 맞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리하여 동양화에서는 고양이와 함께 나비, 국화, 바위 

등으로 화폭을 구성하면 고희와 관련된 의미로 이해되었다.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진문당, 2013, 6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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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인격화시키는 동시에 살생을 묵인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양가성은 인간이 가장 가깝고 충실한 벗으로 여기는 

‘개’가 욕설로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프로이트는 

개의 두 가지 특징-후각이 특별히 발달했고 배설물을 전혀 혐오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성행동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때문에 개가 인간의 

경멸을 산다고 설명했다.30) 여기서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 즉 인간의 억압된 

기본 본능의 표현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은 억압되어 혐오나 경멸, 혹은 ‘불쾌감’으로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본능적인 충동을 서슴지 않게 표현하는 개를 인간의 

충실한 벗으로 여기고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양가성은 인간의 억압된 동물적 본능과 연관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기능에서 두 가지 기본 본능은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거나 서로 결합한다. 그래서 먹는 행위는 섭취하려는 최종 목적에서의 

대상 파괴이고, 성행위는 내밀한 통일의 의도를 지닌 공격이다. 두 가지 기본 

본능의 조화와 대립 작용으로 인해 삶의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31)라고 했다. 

즉 두 가지의 기본 본능은 통일과 해체의 대립으로 표현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기본 본능은 서로 전제로 되어 작용하고 결합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살생이라는 양가성을 서로 대립된 두 가지 기본 본능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30)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286쪽. 

31)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ㆍ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3,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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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책감과 인간의 양가성(兩價性) 

<노루?!>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고양이를 구입하여 폴리로 떠서 작업한 

것이다. 본인은 머리가 두 동강이 나서 머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고양이 

형태에서 시각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 속에서 본인은 도살된 반려동물에 

대한 죄책감과 육식에 대한 인간 본능의 양가성을 고민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폴리로 된 고양이의 외피 표면을 사포로 매끈하게 갈았고 

핑크색으로 도색하였다. 작품의 내부는 뼈와 속살을 드러낸 하얀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는 매끈한 핑크색 외피와 거칠고 하얀 내부가 시각적인 대비를 

일으켜 작품의 양면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했다. 작품의 제목은 본인이 고양이 

사체를 구매할 때 상인이 이것을 노루고기라고 일컫는 것에서 지은 것이다. 즉 

본인은 동물의 사체를 장난감같이 작업하여 문명 속에서 인간은 생명을 장난감 

다루듯이 생산, 소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장난감 같은 

매끈한 외피의 내부에는 뼈와 살이 붙은 생명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했다.  

본 작업에서는 동물의 사체에서 전달되는 징그러움과 불쾌감을 최대한 

제거하고 인간의 잔인한 살생에 대한 두려움과 동물에 대한 죄책감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는 본인이 평소 닭발, 돼지 머리 등 고기 음식을 섭취할 때,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뜯어먹는 듯한 두려운 느낌과 육식하는 것에서 오는 

죄의식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즉 <노루?!>에서는 피와 시체로 이루어진 

적나라하고 잔인한 폭력보다 깨끗하게 정리된 현시대 문명에 은닉된 폭력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작업 연구는 살생과 육식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통찰했고, 이 죄책감을 앞서 검토한 인간의 모순되는 

양가성에 결부시켜 문명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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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자연 재료로 만든 도구로 음식물을 사냥했고, 곧 뛰어난 동물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신이 오히려 동물의 먹이로 희생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인간은 초창기에 ‘가장 우월한 동물’의 지위를 놓고 

다른 동물들과 투쟁해야만 했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상이 오른 것은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된 투쟁의 결과였고, 다른 동물에게 잡혀먹히던 충격적인 사실과 관련이 

있다.32)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동물의 먹잇감에서 사냥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충격적인 과정을 거쳤다. 즉 도살된 동물과 닭발, 

돼지 머리 음식 등에서 본인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사냥 되던 충격적인 기억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먹고 있는 동물은 과거 인간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거나 ‘저급’으로 분류된 종에 속하기 때문에, 식용 고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33) 그러나 사회의 도시화, 기계화로 인해 생산 분야에서 

동물의 노동력이 점점 배제되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동물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동물은 농사를 짓는 노동과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되었다. 

동물은 경제 요소와 노동 요소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특권층으로부터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34) 점차 인간의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다. 

즉 산업 사회의 발전과 문명화는 인간과 동물이 거리를 두게 하였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다시 정의되었다. 현시대에서 그들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대부분 

자신의 반려자로 시작하며, 인간은 동물을 인격화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32) 난 멜링거, 임진숙 옮김, 『(욕망의 근원과 변화)고기』, 해바라기, 2002, 35쪽. 

33) 위의 책, 87쪽. 

34) 위의 책,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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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음식에서 도살의 기억을 혐오하고, 살생 행위에 죄책감을 느낀 것은 

인간과 동물의 변화된 관계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죄책감을 인간이 동물에 대한 살생 욕구와 사랑 욕구를 동시에 

지닌 데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이해했다. 즉 죄책감은 인간 본능의 양가성에서 

생긴 갈등이다. 프로이트는 엄격한 인간의 ‘초자아’와 그것의 지배를 받는 ‘자아’ 

사이의 긴장을 죄책감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죄책감의 

근원은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는데,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을 자제해도, 금지된 욕망이 지속하는 것을 ‘초자아’에게는 감출 수가 

없기에 인간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즉 프로이트에 의하면 내부 본능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에 인간은 죄책감을 느낀 것이다.35) 이로써 본인은 

동물에 대해 인격화를 요구하는 자신의 ‘초자아’에게 살생과 육식 욕구를 감출 

수 없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했다. 

도살된 고양이의 형태에서 본인은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를 마녀의 

상징 36)으로 간주하고 화형의 박해를 받았던 과거, 종교에서 지옥을 묘사한 

잔인한 회화,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집단의 희생물로 삼았었던 제사 의식, 

그리고 인간을 도축하듯이 행했던 잔인한 형벌과 전쟁들을 떠올렸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것보다 눈에 

                                         

 

35)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314~319쪽. 

36) 15 세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유럽에서 고양이는 마녀의 부하라는 말이 퍼지면서 

마녀사냥에 연루되어 수많은 고양이가 산 채로 불태워지거나 강에 던져지는 등의 수난을 

당했다. 이 수난은 마녀의 미신이 수그러든 18 세기까지 계속된다. 「고양이의 역사」, 

김경은ㆍ이영은 지음, 『고양이 기르기=cat』, 김영사, 2004.  



 - 27 -   

보이지 않는 희생 기구로 사상 유례없이 많은 동물을 말살하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인간적’으로 보이겠는가?37)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동물 실험으로 

제조된 제품과 육식 문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파괴 본능과 죽음 본능은 

피상적인 문명의 발전 속에 은폐되어 있었다. 이를 제시하고자 본인은 거친 

노끈으로 <노루?!>를 목봉에 매달아 전시하기로 하였다. 작품에서 목봉은 

인간의 도살과 학대 행위를 암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목봉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반대와 거친 노끈은 인간의 공격성과 잔인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본 작품은 우리가 흔히 먹는 ‘토르소’ 식품 고기가 아닌, 머리와 발이 달린 

반려동물의 사체이기 때문에, 도살에 대한 두려움과 육식에 대한 죄책감이 더 

적절히 전달된다고 추론했다. 원래는 본능적이고 합리적이던 인간의 동물성 

식품 섭취가 반려동물로 인해 정서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고기 공급 체제가 원활하고, 또한 엄격한 신분 제도에 얽매여 있지 않은 

오늘날과 같은 인간 사회에서는 육식에 대한 이런 비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난 멜링거는 식품의 상징적 의미는 먹어도 좋은 음식에 관한 규정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38) 즉 문명사회는 깨끗하게 손질된 동물의 “토르소” 

고기를 인격화시킨 반려동물과 달리 식품으로만 인식하게 한다. 이는 인간의 

육식 문화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39) 후기 산업 사회에서 

인간은 육식 문화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피 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 현대화된 

상품을 소비하면서 문명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다.  

                                         

 

37) 난 멜링거, 임진숙 옮김, 『(욕망의 근원과 변화)고기』, 해바라기, 2002, 64쪽. 

38) 위의 책, 100쪽. 

39) 위의 책,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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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멜링거는 “인간관계를 폭력으로 단순화하고 또한 정당화하는 20 세기의 

발전 신화는 그 사회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 르네 지라르는 인간이 폭력을 

즐기고 전쟁을 신봉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타고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죽이는 행위는 인간의 유전학적 본성에 기인하여 

자명한 인간성에 속하는 신성한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적을 섭취하고 

육식하는 우리의 성향은 파괴 본능의 결과일 수 있다.”40)라고 했다. 프로이트는 

“전쟁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환멸을 불러일으켰다. 대내적으로는 도덕 규범의 

수호자인 체하는 국가가 대외적으로는 저급한 도덕성을 보여 준 것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최고 수준에 이른 인간 문명의 참여자로서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잔인성을 행동으로 보여 준 사실이다.”41)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전반 문명의 발전 배후에는 파괴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본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평화를 주장하는 문명사회는 외부적으로 가하던 

공격을 양심의 가책 형태로 인간에게 공격을 가한다고 추정하였다. 즉 인간의 

이성 혹은 ‘초자아’가 문명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명의 요구는 

현재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도덕과 윤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 본능으로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이트는 문명이 더욱 발달하면, 

죄책감은 개인이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42) 즉 

현재의 문명은 인간의 기본 본능을 억압하는 것을 통해 집단의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통해 문명사회의 발전을 

                                         

 

40) 난 멜링거, 임진숙 옮김, 『(욕망의 근원과 변화)고기』, 해바라기, 2002, 33쪽. 

4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47쪽. 

42) 위의 책,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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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한다고 이해했다.  

본 연구는 인간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문명의 사회적 본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명의 사회적 본능은 도덕에 의해 은폐되어 

있고 문명은 도덕을 통해서 유지되며 도덕으로부터 명령적 성격을 띤 어떤 힘을 

빌려 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이 사회적 본능은 전체 

인류를 겨냥하지 않는다.43)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일반적인 인간 사이에는, 

폐쇄와 개방 사이와 같은 대조가 있다. 조국에 대한 애착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감정 상태를 비교한다면, 사회적 응집력은 대개 다른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하는 사회의 필연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반된 본질은 원초적인 본능이다. 이것은 

문명의 축적물 아래에 적절히 은닉된 채로 아직 거기에 남아 있다.”44) 즉 

파괴와 죽음의 사회적 본능을 은닉하고 있는 문명은 인간을 도덕으로 통제하고 

적절하게 인간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닫힌 사회는 다른 인간들에게는 무관심한 채 구성원들끼리 결속된 

사회이고,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으면서 전투태세를 

강요한다.45) 그는 이 집단의 응집을 보장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했다. 도덕은 

열린 사회 속에서 확장될 수 있지만, 이것은 닫힌 사회를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도덕을 통해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43) 앙리 베르그송, 김재희 옮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35쪽. 

44) 위의 책, 36쪽. 

45) 위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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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발전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46) 즉 문명의 발전은 사회적 본능의 

파괴와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앞에서 제시된 연구는 개인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은 죄책감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사실 이 죄책감은 

본질적으로 문명사회의 사회적 본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인 

요소로 생성된 죄책감은 궁극적으로 열린 사회와 전체 인류의 발전을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깨끗하게 썰어 장식한 고기 요리에서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혐오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인간 성향이 변화하였다. 죽은 동물을 바라보는 좋지 

않은 감정의 발달과 특수 구역에서만 행해지는 도살 장소의 변화는 ‘전형적인 문명 

곡선’이라 표현할 수 있다. 

  …(중략)… 

  마치 피 없이 연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집중하여 처형했던 단두대가 전통적 고문 

방법과 처형 방법으로 인한 피의 흔적을 대신하였던 것처럼, 동물의 도살 방법도 라 

빌레 도살장 담장 뒤에서 깨끗하고 기계적으로 행해졌다. 이 또한 일반 사회와는 

차단되어 이제 사람들은 ‘도살 행위’ 자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피투성이의 

놀랄 만한 광경과 함께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무대 뒤로 물러감으로써, 육류에 대한 

인간의 사고 또한 변화하였다. 접시에 놓인 고기를 나이프로 썰어서 분해하고 

식욕을 돋울 때까지 사람들은 동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길 원했다. 동물이 생산되고 살찌우고, 도살되는 장소와 준비되고 소비되는 

장소가 분리되었고, 육류 산업의 끊임없이 성장하는 설비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도살 광경으로부터 멀어져 공개적으로 동물에게 행하는 잔인한 행위와 거리를 두게 

                                         

 

46) 앙리 베르그송, 김재희 옮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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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47)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잔인하게 인간을 도살하던 형벌이 단두대로 

대신하는 것처럼 동물의 도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문명은 인간의 폭력과 잔인함의 실태를 감추고 인간이 그런 것에 반감을 갖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문명 속에서 

죄책감은 대부분 무의식 상태로 남아 있거나 일종의 ‘불쾌감’이나 불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동기를 다른 곳에서 찾지만, 

그것은 사실상 문명이 낳은 죄책감의 변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을 

혐오감이나 불쾌감으로 인식한다.”48) 이를 본 연구는 문명이 발전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인간이 느끼는 죄책감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명사회에서 우리는 일부 죄책감을 단지 불쾌감이나 

혐오감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문명은 인간의 “자아”가 쾌감을 추구하고 

불쾌감은 피하려 심리,49) ‘자아’의 도피심리를 이용하여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요소를 숨긴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존재하는 위선적이고 불투명한 

동기를 지닌 선한 행위는 도덕 속에 은닉된 사회적 본능의 요구와 일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인은 <노루?!>를 통해 변형된 죄책감의 실체, 즉 인간이 도피하고 있는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것의 단면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작업에서는 인간의 인식 

                                         

 

47) 난 멜링거, 임진숙 옮김, 『(욕망의 근원과 변화)고기』, 해바라기, 2002, 

146~149쪽. 

48)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329쪽. 

49)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ㆍ한승완 옮김,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2003,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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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두렵고, 잔인한 것을 보여주어 인간의 억압된 동물적 본능에 상징적으로 

대면시키고자 하였으며 인간이 동물에 대한 살생과 인격화의 양가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 본능의 양가성에서 생긴 죄책감이 문명과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문명은 도덕으로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죄책감을 자극하여 개인을 발달시켰고, 문명의 발전은 개인의 

발달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도덕은 사회적 본능을 목적으로 

하는 문명의 요구이므로 열린 사회와 전체 인류의 발전을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문명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공격성을 띤 닫힌 사회의 

응집력을 키우기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고, 인간에게 존재하는 위선적이고 

불투명한 동기를 지닌 선한 행위는 문명의 도덕 속에 은닉된 사회적 본능의 

욕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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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노루?!>, 폴리, 66×42×4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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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노루?!>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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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과 본능 

4.1. 자기 비하와 본능의 승화 

<노루?!>에서 본인은 감춰진 문명사회의 단면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 그 실체를 묵과하는 본인의 잔인한 본성과 문명의 실체를 

감지하지 못한 채, 도살된 고양이를 보고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을 본 

작업을 통해 비하하고자 했다. 

  즉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육류 식품, 모피 제품, 약품과 화장품 등 상품들의 

뒤에 가려져 있는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생태환경의 파괴, 동물 

학대와 살생을 ‘불쾌한’ 것으로 여기고 기피하고 묵인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희생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본인은 

인류가 발전을 이룩하려면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문명이 내세운 

당위성을 수락하고 있었다. 여기서 본인은 자신의 파괴 본능을 인지하게 되었다. 

  자기가 없는 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느끼는 

쾌감은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쾌감은 잔인함에 

속한다.
50)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은 자신을 비하하는 예술 행위에서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쾌감은 본능 욕구의 만족을 뜻하는데, 자기 비하적인 예술 

작업에서 오는 쾌감은 인간이 자학행위를 하는 데서 발생하는 희열감과 같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 즉 자기 

                                         

 

50) 프리드리히 니체, 강영계 옮김, 『도덕의 계보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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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에서 느낀 쾌감도 잔인함에 속한다고 이해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초자아’는 나쁜 의도가 나쁜 행동과 동일시하여, 인간에게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징벌의 욕구가 생겨난다고 하였다.51) 그는 “‘자아’는 원래 외부의 다른 개체에 

그 공격성을 발산하여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어 했지만, 이제 거꾸로 공격 

대상이 된 셈이다. 자기 징벌의 욕구는 가학적 ‘초자아’의 영향 때문에 피학적이 

된 ‘자아’의 본능적 발현이다. 즉 ‘자아’ 속에 존재하는 내면적 파괴 본능의 

일부이다.”52)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인의 죄책감이 자기 징벌의 욕구로 

나타나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었고, 이는 파괴 본능의 일부인 공격 본능이 

인간의 내부로 돌려져 자신에게 공격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양이가 잔인하게 도살된 형태에서 본인은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본능적인 끌림에서 미묘한 쾌감을 느껴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본 연구는 우선 시각적으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켜 인간이 쾌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작업에서 인간의 억압된 본능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품이 보여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파악하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아름다움’은 숨어 있지 않음으로서 진리가 

일어나는 한 방식이다.53) 즉 작품 가운데 일어나는 진리의 빛남이 곧 미라고 

하였는데,54) 본 연구는 그 진리가 바로 본능의 승화를 가리킨다고 여긴다. 그는 

진리는 투쟁화 55)에서 일어나고 투쟁하는 것들이 그들 본질의 자기주장 속에서 

                                         

 

5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319쪽. 

52) 위의 책, 314~317쪽. 

53) M. 하이데거, 오병남ㆍ민형원 옮김, 『예술 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6, 68~69쪽. 

54) 위의 책, 102쪽. 

55)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말한 투쟁화는 개시성을 띤 세계와 폐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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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고양시키며 그 속에서 작품으로 통일된다고 했다.56) 따라서 고요함을 

지닌 작품은 투쟁이라는 그 본질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57) 즉 본 연구는 

작업에서 본인 자신을 비하하고자 한 의도를 ‘초자아’와 억압된 본능의 투쟁 

속에서 발현된 죄책감의 징벌 욕구로 해석했다. 자기 비하 속에서 본인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이를 본 작업 연구는 본능 승화의 진리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문명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문명이 고도의 정신 작용-인간의 지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며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관념에 지도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이다.58) 즉 인간이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힘은 

문명의 방해를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명사회의 발전 안의 범위에서 인간은 허용 가능한 수단으로 

자신의 본능을 승화시킨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예술이 과거보다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활발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예술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욕구를 

문명 속에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띤 대지의 대립을 가리키는데, 본인은 이를 초자아와 자아의 본능적 투쟁으로 

이해하였다.  

56) M. 하이데거, 오병남ㆍ민형원 옮김, 『예술 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6, 58~59쪽. 

57) 위의 책, 78쪽. 

58)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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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가와 고양이 

본인이 기르는 고양이는 매번 발정 주기에 가출을 시도하였고, 사람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갖은 황당한 행위를 일삼았다. 고양이와 평화롭게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 그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키게 되었다.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본인은 그가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거세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이와 인간이 이루는 이런 공생관계를 본 연구는 작가와 문명사회가 

이루는 관계와 비슷하다고 추정하였다. 작가는 문명 속에서 해부, 재조립, 변형, 

확대 등 과정을 거쳐 시각적인 예술 작업을 하지만, 작품을 다루는 근본적인 

내용과 동기는 억압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문명은 어느 정도의 본능에 대한 단념을 토대로 세워지며, 

또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억압, 억제,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한) 본능 

불충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능 충족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외부 세계가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거부하면 심한 고통이 

생겨난다. 인간의 고통을 막는 방법의 하나가 본능의 승화이다.”59) 즉 본 연구는 

작가가 예술 행위로 억압된 본능의 승화를 실현하고 욕구의 불충족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해소한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은 감상자에게도 그 통로를 

제공한다고 이해했다. 

현재 문화 사회에서 작가의 예술활동은 양식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본인은 

작가도 인간 사회에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거세당한 처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연구는 예술 행위가 인간 문명의 부속물이 아닌 인간의 본능이 

억압된 시기부터 나타났다고 짐작하였다. 하지만 문화 사회는 작가에게 보상을 

                                         

 

5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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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미술사의 분류 속에서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하고, 작가 자신도 

분류에서 오는 사회적 안정감을 위해 자체로서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했다. 작가는 결과물의 대가로 사회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작가의 존재 이유가 보상이고 사회와 작가의 관계가 보상관계로 전락한다. 

이처럼 현재 후기 산업 사회에서 예술은 단지 문화 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리라 예측하고 있다.60)  

산업 사회에서 작가가 사회와 맺은 보상관계에서 벗어나면 생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이것도 문명이 본능에 대한 

일종의 억압이라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예술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가벼운 

마취 상태는 중대한 욕구의 압력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뿐, 현실의 

비참함을 잊게 해줄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했다.61) 이는 작가가 자신의 

예술세계에서 벗어나면 현실 세계에서 자주 비참함을 느끼고 고통과 갈등을 

겪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작가가 자신의 예술세계에서 얻는 본능의 

충족은 일차적으로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얻는 만족감보다 강도가 

약하다.62) 따라서 작가는 자신의 예술세계에서 벗어난 순간, 현실 생활에서 본능 

불충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채워지지 않은 본능적 욕구를 현실 

세계에서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때 문명은 작가에게 보상을 제시한다. 작가는 

현실적인 본능 충족을 위해 문명과 타협하고 보상관계를 맺게 된다. 작가의 

예술은 점차 현실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예술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술은 사회적 욕구의 지배를 받고 문명사회의 요구를 대변하게 

                                         

 

60) 강영계, 『아티스트 니체: 니체와 그의 예술 철학』, 텍스트, 2014, 296쪽. 

6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영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263쪽. 

62) 위의 책,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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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본질을 진리의 정립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현재 

문명 속에서 예술은 생산과 소비의 발전 수단으로 인식될 뿐으로, 진리의 

정립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캉에 의하면 “작품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용해 먹고 사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안을 주고 달래준다. 하지만, 작품이 사람들을 정말로 만족시키려면 작품 

관람에 대한 그들의 고유의 욕망에 위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은 흔히들 말하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킨다. 다시 말해, 포기를 부추긴다.”63) 즉 본 연구는 본능의 승화가 

현실에서 인간의 억압된 본능적 욕구의 충동을 포기하도록 부추긴다고 

짐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예술은 기본 본능의 충동을 승화하는 작용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사회적 욕구를 제시하는데 치중해 있다고 

추론하였다. 

데틀레프 블룸은 “교회 측에서 고양이를 악마로 바라본 것이 오히려 

고양이와 작가들 사이에 연대감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작가들은 교회의 

후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그러한 반항심을 무엇보다도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더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의 본질이었던 것 같다. 작가들이 고양이에게 끌린 것은 특히 이 

동물이 갖고 있는 독자성과 비타협적인 특성 때문이었다.”64)라고 했다. 여기서 

                                         

 

63) 자크 라캉, 자크-알렝 밀레 편; 맹정현ㆍ이수련 옮김,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172쪽. 

64) 데틀레프 블룸, 두행숙 옮김, 『고양이 문화사』, 들녘, 2008,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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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작가가 고양이를 비교적 많이 키우는 이유는 그들의 본능적이고 

비타협적인 독자성이 작가가 문명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작가는 현실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 사회와 타협하고 보상관계를 맺어 왔으며, 이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작업 본질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조각가와 고양이>에서 조각가와 고양이는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작업 속 주인공은 본인이 앞서 제시한 생태환경에 처해 있는 

전형적인 젊은 조각가이다. 본 작업에서는 주인공이 고양이와 같은 처지를 

공유하고 있고 가족처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묘사하고자 했다. 

조각가는 사회 속에서 현실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회의 보상관계 속에서 생존이 절실한 작가라고 본다. 즉 작가는 문화 사회의 

요구와 현실적인 생존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명과 타협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예술 본질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7. <조각가와 고양이>, 폴리, 50×60×75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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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인은 작업에서 대상의 실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관찰하는 과정에 그들의 동물적 본능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 작업 연구는 인간의 억압된 동물적 본능을 살펴보게 되었다. 

  작업과정에서 본인은 고양이를 가족으로 여기고 인격화하지만, 육식하는 

행위에서 보이지 않는 살생을 묵인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양가성에 주목하였고, 양가성은 대립된 두 가지 기본 본능의 공존으로 

인해 작용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추론하였다. 또한, 인간 본능의 양가성에서 

발생한 죄책감은 개인과 문명의 발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회적 본능의 욕구를 제시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개인의 발달과 문명 발전의 배후에는 위선적이고 불투명한 동기가 있음을 

통찰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인간의 억압된 본능은 문명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다른 수단을 

통해 승화된 형태로 표현된다고 파악하였으나, 문명의 발달은 도리어 본능의 

승화 기능을 억압한다고 추론하였다. 즉 현재 예술은 문명 속에서 본능의 

승화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뿐더러 문명사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본인은 원초적인 성적 충동, 공격적이고 잔인한 본능의 욕구는 인간의 생존 

동기라고 인식되었고, 문명 속에 억압된 본능은 불안정한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여겼다. 또한, 문명사회는 도덕을 통해 개인의 발달을 요구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공격성을 띤 닫힌 문명사회의 발전을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미래에 대한 본인의 불안감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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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based on assumption that the basic human instincts as sexual 

instinct and destructive or death instinct, and presumed the civilized society 

is maintained by suppressing the two types of basic instincts. I am 

suggesting that the basic suppressed human instincts are animal instincts, 

and am expressing the idea through cat imag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ality of civilizations by examining suppressed human basic 

instincts.  

  This thesis is compri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discusses about the background and goal of working with 

cat images.  

  The second chapter explores how I have started to make cat sculptures to 

approach the basic suppressed instinct of a human being and my intentions 

for making the sculptures. I am also stating how I comprehe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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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ed human instincts. I tried to get closer look at the basic suppressed 

human instincts and study animal instincts through cat’s sexual instinct, 

destructive instinct, and death instinct. I am Cat I is a piece made after 

observing a cat in heat. It is about my understanding of animal instincts. 

Reality is a piece made after the cat from I am Cat I, and is to search for 

basic human instinct through expressing my doubts in subjective 

understanding and rational thinking obtained by education. Through these 

two pieces, I am proposing my thesis that suppressed human instincts is 

animal instincts. I am Cat II is a relief sculpture. I emphasized the cat’s 

aggressiveness and atrocious nature by enlarging the cat’s face. Grown up 

Black, a sculpture of an enlarged cat, is to show my fear of suppressed 

human instincts. Change is a sculpture piece of a cat facing death. It is based 

on death of a human being, and through this I am showing my attitude 

towards a living creature’s death. 

  In the third chapter, I look into the reasons why I avoid and feel guilty 

about killing and eating meat in my works. Furthermore, I connected my guilt 

with the ambivalence to examine the reality of civilization. Guilt is a conflict 

caused by ambivalence of suppressed instinct, and I understand it as an 

expression of personal and cultural development. However, culture is to 

strengthen the cohesiveness of the closed society by provoking guilt, which 

means that there is a hypocritical and uncertain motive behind it. Therefore, 

Deer?!, a sculpture of brutally slaughtered cat, is to describe human’s 

paradoxical ambivalence between personification and killing of the animals. 

This piece hints the other side of the reality hidden behind the stage called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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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rth chapter deals with sublimating human’s instinct with methods 

permitted in civilized society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I have 

also investigated the purpose and illustration of sublimation of instincts 

through art, and searched for the joint relationship between civilization and 

art. This study presumes that art is a means to sublimate suppressed human 

instincts, but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discourages this function of art. 

Deer?! is an attempt to degrade myself in that I enjoy the convenience of 

civilization and take the concealed sacrifice for granted, yet feel 

uncomfortable with slaughtering and tries to escape from the truth. Self-

degradation is an aggressive self-torture, and I understand it as the desire 

from destructive instinct. In other words, I am sublimating my own 

suppressed desire with art. Sculptor and Cat is a piece showing how artists 

are in the same situation as cats in that they are tamed by humans to make 

compromises and to try to live together. I tried to portrait young artists 

struggling between the essences of their works and making compromises. 

This study assumed that artists make terms with civilization to satisfy their 

instinctive desire of the reality. Therefore, I consider the phenomenon of art 

controlled by social desire to be unescapable. 

  Finally in chapter five, I approach the suppressed human instincts via cat 

images. I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s to suppress human 

instincts with morals by constantly provoking guilt to reinforce the closed 

hostile civilization. Through this I examined the hypocritical and uncertain 

motives behind the formation of civilization and concluded with the result 

that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suppresses the art’s function of 

sublimating instincts.  



 - 47 -   

keywords : Suppression, Cat, Instinct, Guilt, Ambivalence, Civilization, Sublimate 

Student Number : 2013-21203 


	1. 서론
	2. 인간의 억압된 본능
	2.1 고양이의 동물적 본능
	2.2 파괴 본능
	2.3 죽음에 대한 태도(죽음 본능)

	3. 죄책감과 인간의 양가성(兩價性)
	4. 예술과 본능
	4.1 자기 비하와 본능의 승화
	4.2 작가와 고양이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