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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개인적인 관점과 심리를 형성한다. 본인은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현상들, 이에 대한 심리적 양상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특히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

으로서 느끼는 내면의 심리적 갈등과 우리 사회에 형성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관심이 작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규범과 규칙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억제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들이 현실에서 드러내기 어렵거나

실현시키지 못하는 감정과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상으로서 만족을 하

도록 유도한다. 본인은 이처럼 억압된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 공상을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상

은 개인에 내재된 억압된 심리와 소망의 분출로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희적 즐거움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감정적 평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의 작업은 경험과 기억으로 형성된 무의식 속 심리가

자유연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과정으로, 그 시각적 결과물을 통해 자기를 인

식하고, 나아가 심리적 ‘승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시각적 결과물은 우리가 심리적 보상으로 행하는 공상의 한 장면(풍경)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은 크게 긴장상태에 의한

불안과 현실극복에의 욕구가 강박적으로 나타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불

안을 해소하고 현실적 불만을 극복하게 하며 본인이 느끼지 못하던 강박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하였던 불만과 억압되어있던 심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에 의해 습관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본인의 작업에서 현실에 관련한

해석의 바탕이 되었다. 작업을 할 때의 자유연상은 단순한 상상보다 적극적

인 무의식의 탐구와 현실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병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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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구현되는 허구적 세계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세계에 위치한 본인의 ‘심리적 실재(實在)’로서, 이는 가상의 풍경으로 형

상화 된다. 이처럼 예술이라는 것이 본디 현실을 반영하고 작가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경험에 의한 주관적 심리로 형상화된 본인의 ‘심리적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각자의 감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구현되는 풍경은 자유연상을 통해 다양한 심리적 형상들로 구체화되

며 이는 무의식 속 깊이 내재되어있는 심리를 이끌어 내어 내러티브를 형성

한다. 또한 자유연상에 의해 심리에 몰입함으로써 형태를 왜곡하거나 과장하

고, 형상들을 조합시켜 극단적인 심리를 희화화하여 표현하였다.

감정 이입된 형상들과 그것을 통한 ‘심리적 실재’를 재현함에 있어 본인의

작업은 판화를 주 매체로 이루어졌다. 판화는 주어진 판(板) 안에 몰입하여

긴장을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테마를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에 적합한

매체이며, 특히 동판화가 가지는 고유한 텍스춰와 선묘는 본인이 주로 사용

하는 단순화된 선과 풍경에서 유도하고자하는 분위기 표현에 용이 하였다.

본 논문은 일상의 파편적 기억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무의식적 심리가 토대

가 되어 조형원리에 근거하여 구체화되는 과정과 의미를 개별적으로 분석하

고 그 근거를 추적해 가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 작업을 ‘자기

인식’을 통한 ‘심리적 실재’로의 접근이라는 연구 결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세분화된 심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보완한다면 새로운 형상

과 공간으로 다원화된 ‘심리적 풍경’으로 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

한다.

주요어 : 심리적 풍경, 심리적 실재, 경험, 무의식, 긴장, 불안, 자유연상, 공  

         상, 승화, 허구, 강박, 희화화

학  번 : 2009-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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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누구나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상상 혹은 공상1)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상은 각자 개인의 현실의 벽을 뛰어 넘어 욕망을 해소하고 현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때때로 힘겨운 현실 속에 일상적인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상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 이야기는 각자의

현실 속 경험과 기억과 관련을 가진다. 마치 간밤의 꿈처럼 일상에서 쌓였던

불만과 소망을 해소 하듯 공상은 그것을 해결하는 출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욕구와 일상에서의 심리는 꿈과 같이 공상에 투사되기 마련이

다.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가 이미지와 상상력의 세계를 연

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연결하는 상상은 우

리들의 감성이고 이 감성의 세계가 심리적으로 개인적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이것을 뒷받침한다.2)

이러한 공상의 성격은 본인의 작업에서 ‘자유연상법’의 활용으로 발전된다.

본인의 작업은 자유연상을 통해 발견한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층에서 내재된

심리를 허구적 세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꿈속에서 형상된 허구적 세계는

꿈꾼 사람의 심리적인 경향이나 심리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동시에 꿈꾸는 상

황은 꿈꾸는 사람 자신과 그의 심리적 현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인이 구현하는 허구적 세계는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심리가 만

들어낸 ‘심리적 실재’로서 꿈의 한 단면과 닮아있다. 잠을 잘 때 꾸게 되는

꿈과 의식 상태에서 하게 되는 공상의 한 단면이 본인의 작업에서 자유연상

을 통해 가상의 ‘심리적 풍경’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에 구현되는 허구적 세계를 꿈과 같은 ‘심리의 가시화의

1) 상상(想像)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활동으로서 심리학적

으로는 외부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을 말한다. 한편, 공상

(空想)은 상상의 한 맥락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보는 것

을 말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중점을 두는 것이 기억에 의한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고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상상과 공상을 언급할 때에 통합하여 ‘공상’으로 기술하겠다.

2) 홍명희,「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살림, 200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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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해석한다. 프로이트에게 예술이 그러하듯이 본인에게 심리가 형상화

된 공간은 억압된 심리와 소망간의 타협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3) 무의식

속의 형상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자유연상은 심리를 추적하고 작품을 전

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자유연상을 통하여 파편화된 기억

의 이미지와 심리가 만들어낸 형상들을 화면에 단순화 시키고 재조합 시켜

풍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형상들이 조합된 허구적 세계가 풍경으로 시

각화되어 나타나는 근거와 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로 작업의 근원에서부터 풍경 전반에 흐르는 내러티브와 특성,

표현방법에 이르기까지 근거를 찾아 분석하는데 치중된다. 즉, 이 연구의 목

적은 현재에 이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심리를 바탕으로 한 주관

적 내용과 형식을 밝히고 현실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며 작품을 이해하

고자 함이다.

Ⅱ장에서는 본인의 무의식적 심리를 인식하고 드러내는 작업의 의의와 현실

을 자각함으로서 작업의 근간이 되었던 무의식적 긴장상태와 불안의 형성 배

경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바탕이 된 현실에

대해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고찰을 시도하며 그 문제에 따른 본인의 심리와의

관련성에 대해 짚어보겠다.

Ⅲ 장에서는 화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심리를 구성하는 양상에 대해 서술한

다. 그 첫 번째는 시각화과정으로서 자유연상을 통해 심상을 풍경으로 전이

시켜 표현하는 의미와 과정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연상을

활용하여 만들어내는 심리적 형상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내러티브로 생성되는

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작품 전반을 구성하는 내러티브는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며, 등장하는 형상

들과 여성의 모습은 왜곡되고 과장된 채 표현된다. 이것이 주관적 심상의 결

3) Sigmund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윤희기역, 열린책들, 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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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인 것만큼 각각의 특성에 따라 내러티브의 비현실성, 병리적 표현과 희

화화, 여성성,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된다.

Ⅳ장에서는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방법과 조형적인 특징을 서술하려 한다. 작

품 전면에 드러나는 강박적인 표현과 형상의 단순화, 공간의 조형적 특징들

은 작업의 주 매체인 판화와의 개연성과 함께 분석하고 본인의 작업에 있어

서 핸드컬러링이 가지는 의미와 색의 효과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해본다.

이 논문은 본인이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제작한 작업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각 장에서 연구된 내용에 부합하는 작품들은 예로써 ‘그림’으로 명시되

고 참고가 되는 작품은 ‘참고그림’으로 제시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작업

의 의의와 출발점, 그리고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해보고 어떠한 기법으로 시

각화하는지 살펴보는 첫걸음이 되어 앞으로의 보다 나은 작업방향과 작품론

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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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험을 통한 심리형성

우리는 종종 사건의 본질을 인식할 때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며 발견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관념과 가치가 단지 살아가면서 지각 하는 많은 일과 외부

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본인은 그것이 내부에서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심적 갈등과 감각

은 외부의 영향의 집합소이기 때문이다.

일상속의 경험은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은 심리와 직관적 감각에 연관된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할 때 사물을 통해 그 사건을 수용하고 그 대상에

대해 인식한다. 본인은 사건을 받아들일 때 본인의 감성4)을 바탕으로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의미부여를 하고 내부에 그 이미지를 집적 시킨다. 따라서

본인이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를 집

적시킨 마음의 풍경에 이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심리와 욕구는 이처럼

경험에 의해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본인의 작

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미지는 심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본인의 내

적 탐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술이 작가의 경험과 감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예술작품이 작가의 자기인식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이야기로 소급되었기 때문이다. 즉, 작가의 주체가 투영된 예술작품

은 작가의 시선과 그 상황이 반영된 자기 정체성의 추구의 차원으로 이해된

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작품이 곧 작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본인이

앞서 말한 마음의 풍경에 이르는 과정을 ‘나’ 자신에 이르는 과정이라 해석

하였을 때, 본인에게 있어 작업은 무의식의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

내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은 진정한 자기 정체성

추구의 차원으로서의 예술을 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의 원초적 형태인 자기인

식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여기서 감성은 본인의 심리와 직관적 감각을 아우르는 단어로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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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간은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에 의해 자신의

의중을 무의식 속에 미루어 두고 의식과 분리시켜 진정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한다. 본인은 이러한 무의식속 억압5)되어있던 심리를 드러내어

분리되어 있는 의식의 형상들과 통합시켜 화면에 구성한다. 무의식적 심리와

의식이 이끄는 각각의 형상들은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며 구현된다.

이처럼 억압되어있는 자아를 인식하고 화면에서 의식적인 자아와 통합하는

과정은 본인에게 ‘자기실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아브라함 H. 매슬로

(Abraham H. Maslow,1908 ~ 1970)는 자기실현이 심층적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6) 본인의 내면

은 작품에 드러나는 사물들의 세계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반격(反擊)-억압된

무의식, 현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통해 지각 되는 만큼 더욱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현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본인 고유의 주관성을 인식하고 외면과 내면세계를 통합한 주관적 현실을

화면에 투영한 것이다.

본 단원에서는 경험을 통한 심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 ‘자기

실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기술해 보고 작품의 근간을 이룬 현실적 배경과

그에 의한 심리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5) 욕동과 결부된 표상 (생각, 이미지, 기억)을 주체가 무의식 속으로 내몰거나 무의식 속에 머물게 하려

는 심리작용. 억압은 욕동의 충족이 다른 욕구에게는 불쾌감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어난다.

6) 아브라함 H. 메슬로, 「존재의 심리학」, 정태연, 노현정 역, 문예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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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극적 자기7) 실현

본인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삶이나 주어진 세계를 자족적이고

개인적인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 그 과정에서 재편집

되며 재창출될 수 있는 파편화된 부분들의 집합이 작업의 결과물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즉 본인의 개별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던 세계들이

한데 공존함으로써 보편적인 단일 개체로도 인식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기대 때문이

다.8)

융(Jung, Carl Gustav, 1875~1961)은 외부로만 향하는 눈을 자신의 내면으로

도 돌려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의 작품이 타인으로부터 변별되게 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집요한 자기몰입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인은 초기 작업의

외부적 관심을 내부로 돌리면서 나와 내 주변에 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세세한 삶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일종의 소명이라면 본인 안에서

그 소명을 찾기로 한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의 작업은 내적인 자아를 탐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으

로서 ‘자기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융은 ‘자기실현’으로서 무의식의

내용을 활성화 시키고 드러내어서 의식과 융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둘을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두 요소를 심리적인 통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기인식의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

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표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궁극적

인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9)

7)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selbst)를 구분한다. 자아는 의식영역의 중심역할을 하는 의식의 중

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 틀은 전체 정신의 중심이다. 자아는 한편으로는 지식의 확대

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거나 변화하면서 전체정신인 ‘자기’에게 접근한다. 즉,

자기란 의식적인 마음이고 동시에 전체 심리의 중심이 된다. 자아는 자기실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

으로서 자기실현은 전인격의 실현이자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 2005

8)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일은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다. 또한 예술은 삶 자체의 해석이요, 예술

에 대한 미적 성찰인 미학은 곧 삶의 해석학이 된다. 김광명, 「삶의 해석과 미학」, 서울: 문화사랑,

199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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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융의 인간의 무의식과 자아의 경험에 기인한 관념들을 결합하여 의

식화하는 ‘자기실현’이론은 자기 내부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그것을 시각화 하

는 본인의 작업의 출발점과 닮아있다. 본인의 ‘자기실현’은 쉽게 말해 자아와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의식의 표면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그림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내면에 대한 인식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내

면의 모습을 투사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연결된다.

본인은 비교적 가족과 사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함으로서 성장기를 보냈

다. 그로인해 내적 자아에 대한 인식을 미뤄둔 채 무의식적으로 실제 감정적

인 부분을 억제하며 생활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그림자와 아니마

(Anima), 아니무스(Animus)10)를 생전 인식해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외적 인

격체인 페르조나(Persona)11)야말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여

기서 그림자란 억제되어 있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가리키고 아니마와 아니무

스도 인간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로서 융은 보통 이 세 가지를 무의

식이라고 단순화 시켜 명명하기도 한다.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성향과 그림자가 대부분 의식 속에 적절히 분화되지 못하고 무의식

으로 통합되어 기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융은 ‘자기실현’의 목적이 한편

으로는 이러한 페르조나에 의해 은폐되어있는 ‘자기’를 해방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내면의 무의식적 상들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12)

본인의 자기실현의 일차적 과제는 이러한 의식적인 ‘페르조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야 억제된 ‘나’의 무의식적 심리와 마주할 수 있

9) 융은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면 인간은 자기자신의 본성과 더욱 조화를 이룬 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 초조와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적어진다고 했다. C.G.융,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도서출판 선영사, 2007 , P.104, P254~285

10) 융은 정신의 ‘내면’을 남성의 경우 ‘아니마(Anima)’, 여성의 경우는 ‘아니무스(Animus)’, 라고 불렀다.

아니마의 원형은 남성적인 정신에서의 여성적인 측면이며, 아니무스의 원형은 여성적인 정신에서의

남성적인 한 측면이다. C.G.융,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도서출판 선영사, 2007 , P97

11) 페르조나는 고대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쓰는 탈에서 따온 말이다. 융은 페르소나를 정신의 ‘겉면’이라

고 불렀다. 즉, 이것은 자아가 외부세계와 연관해 맺고 이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양식

으로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것은 사회집단이 개인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갈 때 생기며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C.G.융,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도서출판 선영사,

2007 P94

12)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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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페르조나를 내적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

에 무의식적으로 진정한 자기를 은폐하며 살아간다. ‘나’를 직시하지 못한 탓

에 정신의 겉면인 페르소나와 내적 자아간의 갈등으로 인해 긴장상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13) 이처럼 페르조나란 필요할 때는 감투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독이 된다. 즉,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페르조나를 외부세계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외적인격으로서 인정하고 자아와 분리하여

자신의 본질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페르조나를 인식하고 내적 자아와 구별하는 과정에서, 그림

은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분리의 과정에서 본 나의 내면은 ‘나는 얼마나 남

에게 보이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요구받고 있

는가.’, ‘상황마다 나의 역할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온통 마음을 조

이며 남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특히나 사회적 직책과 역할, 가족관계 내의

위치에 얽매여 자기 표출에 서투른 점은 본인의 성장과정에서 자신을 획일적

다수에 희생하고 숨기는 것을 권하였던 가정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본인의 심

리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본인의 자기실현으로서의 작업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의식화 하지 않는다.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그것을 막상 그림으로 드러내는 것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면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과정은 사실 그림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본인

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작업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심리를 가지고 각자의 분신들을

만들어 다른 이의 이야기인양 ‘타자화’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작품에 군상들

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등장시켜 ‘나’의 이야기인 것을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제 3자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나’를 재은폐시켜 ‘타자화’하는 특성 때

문에 본 논문에서의 ‘자기실현’을 ‘소극적 자기실현’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이 기저의 심리에 몰입하여 의식화하여 재 은폐하는 과정은 자기를 드러내

기 두려워하는 본인의 내면의 모습이다.

13) C.G.융,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도서출판 선영사, 2007, P.94



9

요약하면 나의 작업은 무의식 속 본래의 심리와 의식 표면의 페르조나, 둘

사이의 중간지점에 존재하는 세계를 형상화 한 자기실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의식의 탐색을 통해 발견된 억압된 심리가 자기실현으로서 그림

을 통해 투사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실현으로서 구현된 허구적 세계는 무

의식적 '자아’와 유일하게 연결된다. 이 때 자유연상은 경험과 기억에 의한

무의식을 인식하고 심리적 형상들을 만드는 장치로서 자유롭게 세계를 형상

화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장 시켜 준다.

‘페르조나는 가상이다’ 라는 융의 말처럼14)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처하는 각

각의 페르조나로 세상을 살아간다. 성장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만들어지는 페

르조나로서 이루어진 실제 또한 가상세계인 셈이다. 결국 본인의 심리가 형

상화된 허구적 세계는 심리가 만들어 낸 페르조나들의 세계로서 본인이 바라

보는 세계를 ‘심리적 실재’로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심리

가 내재된 풍경은 삶을 바라보는 개인적 사색의 결과와 심리적인 자기 보상

이 공존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억압된 심리를 표출하여 실재를 재현하거나

본인이 꿈꾸는 유토피아적 가능성의 세계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예술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순간에 인간은 현실적인 고뇌로부터 해방된다

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현실적인 고뇌란 자아에 얽매여 관조적인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인 자기

보상은 ‘자아’를 인식하며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남을 의

미한다15)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을 자각하고 경험을 반영한 예술적 표현은

본인에게 현실 극복의 계기가 되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에 의해 예술이 “진

정제”나 “자극제”로 정의 되어 온 만큼16) 삶에 있어 예술이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고 욕망 해소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처럼 본인에게 예술의 의의

로 큰 의미를 가진다.

14)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 2005

15) 마르쿠제 또한 예술은 그 사회를 비판을 극복하고 그 사회로부터 해방의 상 (bildung)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연, 배용준, 「예술과 철학」, 문경 출판사, 2003, P.156-198

1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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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에 대한 자각

우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 각자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본

인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사회와 삶에 대한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

이다. 작품이 외부의 관심에서 개인사(個人史)로 시선이 옮겨 간다 해도 사회

와 분리되어 설명 될 수 없다. 창작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해도 은연중에 녹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술이 어떠

한 방식으로든 현실성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

럼 예술사를 보면 예술 속에는 언제나 현실 속 인간의 절실한 바람과 동경이

깃들어 있어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루카치(Georg Lukacs, 1885-1971) 가 예술이 ’인류의 기억’이라고

한 것이나 현실의 반영에서 예술의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 것17)은 현실

과 예술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 말은 예술 속에 인류의 삶이 녹아있고 이것

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림 안에 깃든 작가의 심리와 태도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강렬한 정서적 체험을 갈구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소재를 찾고 개인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풍경은 현실이 심리에 의해 재생산된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 독립해서 존재

하는 제 3의 현실로서 우리의 정서 속 무의식과 의식사이에 존재하는 ‘심리

적 실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 이후 예술은 아름다움 대신 현실을 대면한 인간의 감정을 적나

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삶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실재(實在)’로 표현하게 되었

다.

본인의 작업의 바탕이 된 현실에 대한 사색은 현실세계와 대상에 대한 내

적인식을 온전하게 결합하여 완성된다. 그 핵심은 아마도 경험 속에서 성찰

하고 관조하여 그림을 통해 내면과 만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통한

17) 이주영, 「루카치 미학 연구 : 미메시스의 문제를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서광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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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물음표느낌표 Etching, Aquatint 45×55 2008

현실 인식은 내재된 심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작업에 드러나게 된다.

작품은 나름대로 평범한 한국 가정의 본인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주변의 소소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

를 끌어내는 것을 일차적인 작업의 태도로 삼았기에 처음 시선은 우선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일상에 두기로 했다. 그렇게 자신에 몰두하면서

나와 어머니의 각별한 유대관계는 여성으로서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시

발점이 되었다.

한국의 기성세대 중 ‘어

머니’라는 존재는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다.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의

견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다.

자기과시, 이기주의, 자

기중심적인 것을 멀리

하며 자신을 숨기는 것

이다.

그렇게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며 자신의 노출을 꺼린다. 나를 내세

웠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풍토 덕에 사회적으로 자신의 보호 본능적 습성이

개입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성향은 고스란히 본인의 심리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작업에 있어서도 이분법적인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본인의 중립적인

‘심리’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앞 단원에서 언급한 새 ‘페르조나’의 형상

뒤에 숨어 표현하는 의의와도 직결된다.

<그림 1>은 책임져야 할 일이 비교적 적은 위치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미혼

의 ‘나’와 아내, 며느리,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피할 수없이 다양한 관계를 맺

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위치의 삶을 사는 어머니의 표상과의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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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많은 경우 본인을 포함해 주위를 둘러보면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 그대

로 복제하듯 딸들이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가 보여준 일체의 방식에 반발하

고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논리의

틀로 살며 역할을 재생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도 엄마처럼”되고 말 것이

라고 느끼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삶의 무게는 현대사회의 불안

과 두려움으로 드러난다. 어떠한 상황에 반항하여 책임지기 싫지만 다시 대

물림 될 그 현재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본인과 주변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성이기에 이른바 좀 편향적일 수

도 있다. 사회형식제도로는 남녀가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사회활

동도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집 안팎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자질은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경험하는 삶은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

다. 그리하여 여성이 남성과 다른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적인 교육이 강조해온 학업성취, 독자성, 판단력, 지도력, 지구력 같은

기대내용은 학교 바깥세계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전통가정 중심의 역할 수

행, 순종과 양보, 희생들과 전혀 다른 신호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녀의 이념과 차이 때문에 오는 분열

증 환자 같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한 평생을 살기도 한다. 현대교육을 받

은 본인 같은 여성들에게 거는 기대에서 오는 혼란은 여성이 자신을 파악하

고 정의 내리는데 심리적 갈등을 자아낸다. 그 까닭에 필연적으로 남성과 다

른 자기 이해와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같은 교육을 받지만

전통관념 속의 남녀 관계는 개념의 이분화를 초래하고 그 두 가지 모두를 사

회에서는 강요하고 있다. 여성적인 것은 순종, 봉사, 복종적인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세대를 거치면서도 서로의 안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전통교육만을 받아온 앞 세대 여인들은 비

교적 일관성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다움을 비교적 심리적 혼란

없이 지킬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상황은 표면

으로는 여성도 능력껏 차별 없이 활동해야 할 뿐 아니라 전통의 여성역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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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용한 전쟁 Etching, Aquatint 47×87 2008

한 현대식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 이러한 혼동은 본인의 어머니와의 각별

한 관계에서 오는 간접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그림 2>는 그러한 각박한 현실의 답답함과 치열함을 트랙을 배경으로 재

현하고 있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순교자 증상 (martyr syndrome)은 여성들

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여성의 노예근성’이라고도 불린다.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고 반응이 적극적이어서 자기희생을 즐기거나 적어도 감수하는

증상이다. 어머니를 통해 보아온 그러한 초인적 여성상은 작품 속에서 종종

등장인물의 모티브가 되었다.

본인은 한국사회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

머니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주위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많

은 경우, 여성이, 혹은 어머니가 남성에 비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집단의 이름을 빌린 모성이나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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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상 준비 중 Etching Aquatint 60×60 2008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생하는 모습이 여자에게 의존적인 사회구조로 귀결된

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억눌려만 지내지 않는 한국 여성의 특질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가정 내에서 약자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으로 공

인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활동하는 상황은 <그림 3>에서 보이는 망토를 두

른 여성의 이미지처럼 마치 ‘슈퍼우먼’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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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민낚시 Etching Aquatint 51.5×60 2010

사실 비단 여자뿐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선택을 할 때 한국 사회에서 가족

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본인은 여기서 우리나라에

서 ‘포함’이라는 행동단위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 남

편, 부모와 그 밖에 의미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 구분하거나 분화하지 않은

채 행동단위에 ‘포함’하여 심리적으로 많은 짐을 스스로 지우며 그 무게를 감

당하며 살고 있다.18) 한국 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페르소나는 관습적

18) 문은희, “우리판 여자의 일생-가족관계에 얽힌 여자들 이야기,”「경제와 사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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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텔레비전은 내 친구 Etching Aquatint 40×60 2009

으로 서로 얽매여 있다. 자기 안에 포함된 사람들의 모든 일이 자신과 분리

되지 않고 얽혀 있어서 미분화된 갈등으로 짓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

국 스스로 대신해 줄 수 없는 포함단위의 부담까지 개인이 떠맡게 되는 형국

이 된다. 가족 간의 유대가 깊은 본인의 가정 사정을 보아도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포함되어 살고 있어 그렇게 함께 묶여진 사람들이

함께 진단되고 치유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을 심심찮게 보아 왔다. 언제나

먼저 가족을 챙기는 장녀와 실질적 맏며느리로 말없이 사신 어머니, 그와 비

슷한 환경의 아버질 보면서 자란 본인 역시 자기감정과 생각을 늘 뒤로 미루

고 표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도 ‘포함’단위가 나에게 미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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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우리나라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무리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

서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 자신의 독자성을 제쳐놓고 고민하며 사는 태도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생겨나는 무기력감을 나타낸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는 본인의 어

머니는 공간의 끝자락에서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기생하고 있는 나무와 서

로 비슷한 모습인양 대면하고 있다. 결국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허망함을

낚여져 올라올 것 없는 물에다 대고 끊임없이 낚시를 하며 앉아있는 모습으

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내 주위 사람들은 사람마다 삶의 폭에 따라서

‘포함’의 정도는 다를 수는 있으나 항상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개인이 포함하는 ‘포함’의 단위가 좁

지만 삶의 영역이 분화되어 복잡해지면서 ‘포함’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19)

<그림 5>에서 보이듯이 본인의 대다수의 작품은 나무와 사람이 합쳐진 형

상이 포함단위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예로부터 나무는 어머니의 상징으

로 아낌없이 준다는 의미로 종종 통용되어 왔다. 그에 따라 자매나 형제들을

기준으로 한 혈육관계를 ‘나뭇가지’로 빗대어 말한 만큼 본인의 작품에서도

나무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한 나무’에 얽혀 서로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의

미를 내포하거나 나무에 의존적인 태도로서 나무를 놀이의 무대로 의미화 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삶의 배경은 본인의 작업 전반의 기

류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삶의 배경을 돌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은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심리적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작품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 박영신,「역사와 사회변동」,대영사, 1987,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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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의식적 불안과 강박20)

삶은 현실에 대한 체험이며 작가는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이해하고 해석한

다. 각자의 내면으로 접근할수록 체험에 의한 심리와 욕망이 드러나고 그림

에 표면화되었을 때 작가의 주관적 시각이 될 수 있음에서이다. 딜타이

(Wilhelm Dilthey, 1833~1911)가 체험을 내재적 의식화를 통해 규정한 것처

럼21)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작가에게 내면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인지 못했던

심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체험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본인은 작업의 결과

물을 통해 작업의 핵심 주제인 심리를 추적해갔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

심리를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세분화된 심리적 특성과 내용상의 맥락 또한 짚

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적 의식의 형상화로서의 본인의 작업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을 형성하고 외부로 그것을 투사하여 자아와 세상간의 감

성적 교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미 마음 안의 갈등의 존재에 대해 설명해왔는데 그것은 경험

에 의한 심리를 방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심리의 존재를 무의식 속으로 억

압하는 마음과의 갈등으로 역설해왔다.

본인의 무의식적인 강박은 위의 표와 같이 이러한 심리적 갈등에 기인한 불

안이라는 감정 상태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불안이란 조마조마함, 두근거림,

불쾌한 감각, 희미하지만 연속적인 불편함-비온(Wilfred Bion, 1897-1979)이

20) 강박이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의미한

다.

21) 빌헬름 딜타이,「딜타이 시학 : 문학과 체험, 김병욱 역, 예림기획, 1998

환경의 영향(억압) -> 잠재된 긴장감과 무의식적 불안 -> 표출 욕망 -> 강박

=카오스적 심리상태

표1 무의식적 강박이 드러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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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편안하지 않음’-을 느끼는 것이다.22) 불안은 경험적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있어서 미처 인식되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본인은 평소

에 심중의 불안의 요소나 강박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 의

해 형성된 무의식 속 내재된 심리를 인식하고 투사시킨 본인의 작업은 자유

연상을 통해 풍경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강박적 그리기의 성향으로 드러나

게 된다. (이것에 관해서는 4장, 형상화과정에서 전면에 어떠한 강박적 특성

들로 분화되어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작품에 드러난 강박적 성향은 본

인 안에 내재된 심리적 갈등이 ‘무의식적 강박’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확

인한 계기가 되었다.

앞 장에서 분석해 본 외부적 환경의 압박과 내부의 욕구 사이의 이중적 잣

대에서 오는 심리적 긴장상태는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면서 무의식 속 불안이

형성되는 근원이 되었다. 무의식이란 인간 마음의 내부에 깊이 잠재해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아의 본질로서 억압된 충동의 집합소23)라고 융은 말한

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본인의 무의식 속에는 다양한 감정과 욕

망들이 한데 뒤엉키게 되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호한 감정적 혼란상태

가 되었다. 앞서 말한 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의도대로 움직이기보다 수동적인 위치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다른 요소들과

섞이게 된 것이다. 항상 감정적으로 평형상태와 중도를 유지 하고자 하였던

본인의 강박적인 심리에 비해 내적 자아의 무의식은 억제된 감정들로 카오스

적 심리상태가 된 것이다. 밖으로 분출되지 못했던 욕구들은 의식에 의해 무

의식 속으로 미뤄져 정리 되지 못하여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드

러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본인 안에 내재된 카오스적 심리상태는 그림을

통해 드러난 강박에서 불안을 발견하고 그 불안을 이루는 요인을 역추적 함

으로써 심리적 긴장상태를 통해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이나 권위적 가치의 정당성이나 효용성이 개인적 잣대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관습적으로 당연시 되던 심리적 무게감이 본인에게 불안

22) 리키 이매뉴얼,「불안」,김복태 역, 이제이북스, 2003

23) C.G.융,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도서출판 선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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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가 되는 것을 확인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긴장상태가 야

기한 불안은 본인의 심리적 평형상태에 대한 위협이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위협감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특정 행위를 반복

하고 집착하는 것을 강박행위로 규정한다.24) 즉, 본인의 강박적 사고와 행위

는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을 다른 방향에서 해소하거나 감추는데서 드

러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있던 심리는 다양한 방향으로 강박적

인 성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테면 본인 주변의 일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행동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25)과 우려를 느껴 무슨 일이든 내 손을 거

쳐야 한다고 느낀다든가 감정을 억제할 뿐 아니라 기존의 마음을 아예 고쳐

먹어 상대방에 맞추려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심리학의 임상경험에서도

억제26)가 강박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강박은

‘억제된 반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인의 강박적 특성을 탐구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의 실체가

페즐러(William Fezler)와 필드(Eleanor Field)가 명명한 '착한 여자 콤플렉스

'(Good girl Complex)27) 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콤플렉스는

전통적 여성의 가치관에서 자주 등장한 콤플렉스로서 순종적이고 유순해야

하며 겸양을 갖춘 여성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이

콤플렉스 소유자의 대부분은 긴장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심리를 억압하면서

24) 이용승, 이한주, 「강박장애」, 학지사, 2004

25)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책임감은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일반사람들에게도 흔히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강박장애로 구분되는 것은

강도가 심해져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고의로 돌려 자신을 비난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용승, 이한주, 「강박장애」, 학지사, 2004, P.119

26) 억제라는 개념의 라틴어 어원적 의미중의 하나는 항해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inhibere'라는 말

은 당시에는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미, 즉 ’뒤로 혹은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다‘라는 의미를 갖

고 있었다. 그리고 inhibito 라는 명사형은 ’반대방향으로 이끌어감‘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용법은 단지 ’정지 혹은 중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이끌어감‘이라는 의미

에서 볼 수 있듯이 역동성, 힘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반대방향

‘보다는 ’파생‘방향 바꾸기 개념을 중시했다. 파생(방향 바꾸기)은 단순히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

니라 방향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즉 억제는 단순히 리비도 만족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한 만족이라는 것이다.

27) 여자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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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요구와 자아의 욕망간의 혼란스러운 내적갈등을 가지며 살아간다.

서구적 민주주의사회제도에서 교육받고서도 한국 전통의 인간관과 여성관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여성적 감

성으로만 일관되기엔 어려움이 따랐다. 역시 그러한 중간입장에 있었던 어머

니를 보며, 전통적 여성관을 토대로 한 무언의 강요는 내적인 욕구와 가치관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것은 결국 무의식적 불안을 형성할 수밖에 없

었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가족중심의 전통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그대로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과

달리 전통적 정서가 잔존하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개인의 정서를 인정받

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모순되는 행동 기준은 심리적 갈등에 의한 긴장상태

와 불안, 그것을 분출하고자 하는 투사로서의 욕구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인은 앞장에서 언급했던 ‘포함’의 단위와 무의식적 억제에 의해 감

정의 분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그러한 내적 갈등을 분출할 곳을 잘 찾지 못했

다. 타인을 배려하여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무

언의 전통적 가치관28)교육 때문이다. 이처럼 본인은 더욱 스스로를 제한하고

억제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강박이 심중에 자리한다. 자기의 생

각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강박사

고의 침투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29)

즉, 주변 환경에 의해 내사된 본인의 감정 상태는 긴장감과 현실에 대한 불

만이 억압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런 감정의 억압이 곧 무의식적인 방출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강박적 특성은 억

압된 심리와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오는 혼란을 감추고자 하는 심리적 표출

이다. 즉 본인의 직접 경험과 주위 상황 속에서 체험한 간접경험에서 느끼는

압박이 무의식 속 강박적 특성을 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근본원리는 긴장과 그것을 완전히 방

출함으로써 평정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28) 우리의 전통은 처음부터 감정은 표현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우

남희“한국전통교육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

29) 이용승, 이한주,「강박장애」, 학지사, 2004,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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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본인에게 긴장과 불안에 의한 감정적 자극들은 제거되어야하는 방

해물로 간주된다. 많은 작가들 또한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의

방편으로 그들의 세계를 재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본인의 경우에도 억압된

감정적 심리상태가 밖으로 방출하고자 하는 본능적 충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충동은 실재적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갈망하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지향하거나 현실을 재구성하여 심리적 실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강박적 특성이 본인의 내면에 자리하는 무의식적 강박사고

가 투사해서 나온 강박행동이라면 구현된 세계는 무의식 속에 억압30)된 강렬

한 감정이 동반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논지에서 분석 한 것처럼 본인은 삶의 현실에 의해 유발되는 내적 긴

장 상태와 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혹은 밖으로 뿜어내기 위해 공상을 함으

로써 어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심적인 긴장감을 보

유하는 대신에 그런 감정을 떠넘길 수 있는 ‘공상’이라는 장치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처지에 있어본 적이 없

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의 세계의 형성은 오히려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이에 공상과 유사한 자유연상을 활용한 작업을 통하여 자아를 드러내

고 그 그림을 통해 심리적 불안과 강박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작업은 감정적 대안으로서 억제시켰던 욕구와 불만을 다른 세계

로 대치시켜 승화(sublimation)31)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사물32)에 투사하여 대

리만족을 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본인의 작업은 본인에게 안정감을

향한 구체적 해소의 기제로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인, 풍경으로의 전이과정에서는 자유연상을 통해 심리가 형상화되는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내러티브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다.

30) 프로이트 역시 불쾌한 기억을 의식으로부터 몰아내어 의식이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어

떤 심리적 기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방어기제(mechanism of defence)'중 하나인 ‘억압

(repression)'이라 이름 붙였다.

31) 승화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욕구의 충족을 보류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식과 대상으로 전환하

는 능력으로서 본인은 그림으로써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승화는 정확히 충동(욕구)의 고

유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령,「라캉과 미술」, 경성대 출판사, 2011, P.64

32) 여기서 사물이란 심리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풍경의 소재들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등장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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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풍경으로의 전이

우리는 거울에 실질적 존재의 모습을 비추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각한다.

라캉은 거울 속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내적인 형상으로 하나의 가상이라고

말한다. 거울 속의 실체가 실제의 모습이라기보다 ‘심리적 자아’가 바라는 상

으로서 자신의 시선에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거울은 비가시적인 심중의

세계가 가시적인 세계로 확장된 지각을 제공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풍경도 그런 의미에서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자유연상의 활용은 거울이라는 장치처럼 본인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단편적인 기억과 그에 따른 무의식적 심상을 이끌어내어 ‘나’와 마주할 수 있

게 해 주었다.

본인의 작업의 핵심은 이처럼 심리로부터 가능한 테마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풍경으로 형상화하여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심리적 풍경은

현실 자체는 아니지만 현실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 심리를 ‘의미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 ‘심리적 실재(psychology reality)'를 재현한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

으로의 전환‘은 감정이입과 치환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떠한 감정과

심리가 형상으로 제시될 때에는 그 형상에 감정이 이입되어 형상이 온전히

그 심리 자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논지에서 설명한, 경험에 의해 형

성된 심리들은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들은 심리와 감정이

치환된 형상들로서 화면 안에서 조합되어 풍경을 이룬다. 여기서 형상들은

풍경으로 옮겨가 본인의 심리적 주체로 기능하게 된다.

본인에게 인식되었던 내재된 심리는 질서가 흐트러진 혼란 상태였기에 여러

가지 말로 언어화하는 것은 사실상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그 심리를 하

나의 풍경으로 통합함으로 해서 상징33)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심리를 압축된

방식으로 통합하여 인상적으로 제시하는 효과적인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였다.

33) 수잔 랭거(S.K. Langer,1895~1985)는 예술을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형식들의 창조라고 말했다. 또

한 구체적인 경험에서 일탈해 의식이 가 닿은 곳은 작품 안의 직관과 상상의 공간이라고 한 만큼 예

술이란 인간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도상적 상징으로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죠지딕키, 「미학입

문」, 오병남 역, 서광사, 1981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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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쓰이는 방법이 바로 자유 연상이다. 이것은 본인이 접근하고자

하였던 내재된 심리에 더욱 몰입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해 주었

다. 이를 통해 무의식과 의식의 층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세계에 존재하는 새로운 풍경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풍경으로의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자유연상을 통하여 형상들이

엮어지면서 구성되는 내러티브에 대해 분석하며 그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 보

겠다.



25

1. 풍경으로의 전개

공상은 많은 사람들의 심중이 드러나는 한 통로이다. 나는 자아가 현실에서

느낀 불만과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상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무

의식적 공상의 하나인 꿈도 억압되어왔던 소망의 위장된 충족을 표상한다는

가설을 프로이트가 세운 바 있다. 꿈의 이미지가 그에 의해 ‘고대의 잔재’라

불렸던 만큼 꿈이 아득하게 먼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에 존재해 온 심리적 요

소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34) 이처럼 인간 개개인의 자기실현에의 갈망과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때때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상인 ‘꿈’을 통해 나

타난다. 꿈의 용어는 상징적이며 심상의 언어라고 정의되는 만큼 무의식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35) 사실 단순한 표면적인 일면보다 무의식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그것을 통해 무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드러내기

도 한다. 꿈들은 개인의 무의식에 속하여 있고 의식에 대한 반응 내지는 저

항을 하는 심상을 위주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억압된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

러내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꿈의 성향은 본인의 작업이 가지는 요소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본인이 만들어내는 허구적 세계도 감각으로 획득된 직관적 형상들과 심리에

의해 재생된 심상의 조합으로서 현실도 아니고 비현실도 아닌 꿈과 공상의

한 단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상상력이 경험으로 이루어진 의식을 만나

공상을 하게 될 때 억압된 욕망이 자기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점이나, 그

결과 여러 가지 생각들의 조합에 의해 생성되는 내러티브가 비현실적인 특성

들은 본인의 작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성들이기 때문이다.

즉, 작품에서 구현된 허구적 세계는 억압된 심리와 욕망을 실현하는 장(場)

이 된다. 자아의 심리와 감정이 각각의 형상들로 치환(置換)36)되어 세계의 한

34) 프로이트가 꿈의 ‘변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모든 충동이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C.G 융, 「무의식의 분석」,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1990, P.71

35) C.G.융,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도서출판 선영사, 2007, P.207

36) 어떤 일정한 관념, 표상으로 향해져 있었던 감정 에너지를 다른 관념, 표상으로 바꾸어서 옮기는 기

제(基劑)를 말한다. 이 경우 주로 그대로는 의식하기 어려운 관념내용에서 다른 무해(無害)한 의식

가능한 관념으로 치환하는 기제를 말하는 것이고 꿈의 생성에서 사용된다. 또 본래의 목표가 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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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이루며 구현되는 것이다. 치환된 형상들은 경험에 의한 심리와 감정

들이 투영되어 나타나 왜곡되거나 과장된 특성들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본

인이 심리를 인식하고 그 속의 갈등을 드러내는 과정은 선험적인 구조로서

‘심리적 혼돈 상태’를 하나의 풍경으로 이끈다. 이로써 각각의 심리를 파악

가능하고 조망 가능한 가상의 풍경으로 전이시켜 형상화 하는 것이다.

모든 꿈이 꿈꾸는 사람 자신의 심리를 표상하는 것처럼 모든 예술작품이 예

술가 자신의 에고(ego)를 투영한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둘의 관계는 본인이

풍경을 구현하는 데 있어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꿈은 심리상태

의 자연스러운 표출로서 의식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의도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꿈을 꿀 수는 없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위의 표와 같이 내면

의 심리를 압축과 전이의 과정37)을 거쳐 구체화 시킨다. 여기서 내적심리가

표면화 되고 그것이 풍경으로 완성되기까지 쓰이는 방법은 자유연상법(free

association)이다. 이 때 자유연상작용은 심중의 억제되어있던 이야기를 자유

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용이한 장치이다. 마치 꿈처럼 의식하지 못했던 사물

지 않을 때에 다른 대상으로 치환하고 대리 만족을 얻는 기능도 치환이고 여기에 승화(昇華)도 포함

된다. 본인의 작품은 심리가 치환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모여 풍경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7) 잠재된 내용(latent content)을 현재 내용(manifest content )으로 바꾸는 일이 꿈의 작업으로서 그것

은 세 가지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압축- 어떤 종류의 잠재 요소가 완전히 생략되고 잠재된 많은

콤플렉스 중에서 그 일부만이 현재 몽으로 옮겨가며 어떤 공통점을 가진 잠재요소가 현재 몽을 한데

뭉쳐 나의 종합된 것으로 융합되어 버린다. 2.대치 혹은 전위- 대치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하는데 하나

는 잠재요소가 그 자체중의 한 요소로가 아니라 그것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비유에 의해서 대용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어떤 중요한 요소에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옮겨진 결과 꿈의 중심점이 변화하

여 꿈이 기괴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 3.간접적 표상화로서 관념을 시각적인 상으로 전환 하는

것으로 나뉜다.

일상의 경험이 환기시키는 심리적 갈등 대상화 테마구성 풍경

표2. 풍경으로의 전개 과정

자유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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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황을 무작위로 끌어내면서 꿈과는 다르게 의식적으로 다른 심상으로 옮

겨가며 연상을 이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치료를 위해 쓰였던 자유

연상법은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환상들을 자유롭게 말로 옮기도록 요구

된다. 이것은 환자로 하여금 주도권을 갖게 하고 정신 분석가를 수동적 위치

에 있게 함으로서 환자 스스로 심중의 자신을 되짚으며 치유하는 것을 돕는

효과가 있었다. 자유연상은 무의식 속의 강한 감정을 수반한 채, 의식 속에

작용하는 사고와 관념의 영역이 종속되어 있다. 무의식의 본질에 기반 하여

연상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잊었던 과거의 기억이나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어떤 것들과 만나게 된다. 즉, 연상을 함으로써 무의식적 사고와 그 안의 왜

곡된 대용물을 통해 본래의 자아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연상을 활용하는 것에 앞서 심리가 풍경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심리가 투영되는 의미화과정을 거친다. 본인은 삶 안팎에서 사소한 것

들에도 의미를 두고자 한다. 여기서 의미라 함은 자신의 감정을 이입38)시켜

각자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인물이나 아주 사소한 사물일지라

도 각자의 감정을 이입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의미 있는 그 사람

의 감정적 주체가 된다. 이를 테면 같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실체가 그 사물에 이입되면 각자에게 다른 이미지로 인식된다.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 즐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새’가 운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으며, ‘비(雨)’가 누군가에게 성가신 이미지 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 것처럼 감정이 투영된

대상에는 각자의 감정적 태도가 내포되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이입의 과정에서 주체와 대상은 동일하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의미를

두어 나타나는 세계는 개인의 내면이 투사하는 각자의 투영에 다름 아닌 것

이다.39)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를 ‘표상’40)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명확히 언어화하

38) 감정이입은 심미적 태도로서 체험 중에 주체가 자신의 정감을 대상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물아가

체험하는 동일한 심리과정이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은 이 논문에서 대

상화의 과정을 감정이입으로 간주하였다. 이중톈,「이중톈 미학강의」, 곽수경 역, 김영사, 2009.

P.149

39) 한스 페터 헴펠,「하이데거와 禪(이데아총서4)」, 이기상, 추기연 [공] 역. 민음사, 1998,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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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초의 만찬 Etching Aquatint 54×70.5 2010

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인은 밖으로 투사하기 전 심리적 갈등을 하나의

‘테마’로 대상화한다. 대상화는 앞서 말한 감정의 이입이 선행된다. 일반적으

로 어떠한 대상에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

미지이든-감정이입을 하면 각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 한다. 여기서 본

인이 작업에 임함에 있어 주로 치중했던 지점에 대한 작가노트를 첨부해 보

겠다.

40) 본 논문에서 본인이 심리를 ‘표상’한다는 것은 하이데거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심리가 단순한 “비

은폐성”의 성격을 띠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어 “앞에 세움”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앞에 세움”은 무언

가를 그 자체로서 확보해 놓고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신에로 만나는 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이것은 자신의 심리 앞에 “마주 서 있음”(대상화)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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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복해서 심중에 떠올려지는 동일한 모티브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소재는 일상에서 익숙해서 무심결에 놓치고 있는 혹은 잠재하고 있

는 나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심중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유교

적 질서와 정서에서 기인한 습관적으로 억압된 감정들, 지나친 가족 연대주

의와 결속력 같은 것들이 근간이 된 불안함, 허무함, 부담감 등과 함께 현실

에 대한 불만들이 주를 이룬다. 사실 이러한 감정적 실체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기보다 그 어렴풋한 감정과 감성들이 이끄는 대로 테

마와 연상을 지속한다. 즉, 경험에 의한 특정 에피소드에서 테마를 차용하기

보다는 주로 경험과 기억에 의해 떠올려진 심상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며

작품 속 심리적 주체가 처한 곤궁의 지점, 그 지점의 풍경을 그리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상적 사고로 인한 경험의 기억들은 작품의 전반적 모티브가 되

어 하나의 ‘테마’로 대상화된다. 심리는 내적 갈등으로 분화하여 다양하게 존

재한다. 그래서 처음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에 대해 정

확한 요점을 꼬집어서 테마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에 의한 테마 설정은

주로 공상을 하는 동시에 선택된다. 테마를 주축으로 하여 출발점이 되는 심

리는 화면에서 ‘주인공’으로 기능 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인의 그림에서

‘주인공’은 타 작품에서 그러하듯 주(主)가되어 작품을 관장하는경우는 흔치

않다. 그것은 작품 전반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출발점으로서 자유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것은 ‘자유연상’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요소

들과 일상적 사물들을 이으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 풍경을 완성시킨다.

심리에 의한 형상들은 내러티브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내재된 무의식과 의식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내재된 심리가 의식하고 판단하는 현실이 재구성 된 풍경

으로서 심리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실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테마는 ‘여자만을 위한 최초의 식사시간’이다. ‘여자

만을 위한 식사는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그 테마를 축으

로 한 무의식적 심리들의 형상이 마구 나열 되는 식이다. 주변의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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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 물의 원천은 어디인가 Etching Aquatint 92 × 120 2010

을 보며 항상 식사를 차리고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식사시간을 가지지 못하

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가사일 중 요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것

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며 즐기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여성에게

당연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듯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요리

나 식사가 가사 일 중 하나의 테마로 활용한 것이지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작업은 그 테마에 의해 발현되는 본인의 무의식적 심리를 끄집어내어 형상

들을 조합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

테마가 정해지면 작품을 구성하는 큰 형상들이 정해진다. 작품에서 시각적

으로 크게 들어오는 오른쪽 식탁과 화면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발,

화면 중앙에서 카트(cart)를 끌고 있는 여인은 전체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주요 요소이다. 이 형상들을 주축으로 다른 형상들이 연상되어 배열해 나가

기 때문이다. 혈관이 터진 것처럼 보이는 다리나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 등

은 자유연상으로 떠올려진 본인 안에 내재된 어머니에 관련된 기억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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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형상들로서 원근법을 무시하고 공간에 연쇄적으로 나열된다. 이 테마에서

주로 나타나는 심리는 포함관계에 따른 불편한 심리가 여러 형상들로 나타난

다. 최초의 식사를 하고 있는 가면 쓴 여인은 머리가 분쇄되어 식사를 하면

서도 다른 사람에 관한 걱정스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형상화한

다. 카트 안의 사람들과 그것을 밀고 있는 여자, 화면 곳곳에 보이는 소인(小

人)들로 하여금 사람들 간의 포함관계를 표상함으로서 서로 간에 엮여져 의

존적인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다. 소인들 대부분은 큰 형상의 사람들의 뒤를

혈관으로 보이는 붉은 선으로 매어진 채 무리지어서 뒤따르고 무언가를 요구

하는 몸짓들로서 드러난다. 나머지 화면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분주한 사람들

의 모습이나 ‘지켜보는 눈’을 표상하는 ‘꽃’들로서 채워진다. ‘지켜보는 눈’은

본인이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없게 만드는 현실과 내면의 이중적 잣대로서

결국 언제나 자아와 타인에 의해 평가 받아야하는 무언의 압박감이 꽃의 형

태를 변형시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

로서 이러한 포함관계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세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드

러내고자 하였다.

<그림 2>(P.13)는 운동장 같은 트랙 안에서 행해지는 ‘엄마의 인생 운동

회’의 한 장면을 테마로 삼았다. ‘어머니’의 인생이 운동회라는 인식이 든 것

은 어머니를 통한 간접적 경험에서 느끼는 각박한 현실에서 오는 감정적 불

만과 긴장상태에서 기인한다. 운동회는 일반적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축제임

에도 불구하고 사실 긴장한 상태로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는 행사임

에 틀림없다. 운동회에 부여한 본인의 감정이입은 그런 이미지에서 출발하였

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그림에서 중점을 두었던 심리는 ‘캥거루 족’에 관한

것이었다. 포함관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존적인

형태로 독립을 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성인들을 많이 본다. 그

것은 가장자리에서 큰 트랙을 돌고 있는 여자와 다른 사람이 결합된 형상이

나 탑처럼 쌓아올려진 얼굴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테마에 의한 여러

형상들과 함께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피아노 건반, 하이힐, 약병들은 자유연

상으로 얻어진 어머니와 관련된 유년시절의 개인적인 기억들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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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에 의한 큰 형상들을 그린 후에 ‘스트레스로 항상 소화불량을 겪으셨던

어머니’, ‘본인이 피아노를 치면 좋아하셨던 어머니’의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약병과 운동회의 들뜬 분위기와 연관된 건반으로서 화면 곳곳에 배분하게 된

다. 화면에서 보이는 세탁기와 그릇들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는 여성의 모

습은 과중된 가사 노동의 현실에 관한 연상을 운동회와 결부시켜 ‘세탁하기’,

‘무거운 것 들고 있기’ 라는 가사 일이 놀이로 빗대어져 연상된 결과이다. 결

국 이 작품이 드러내는 본인 안에 내재된 심리적 실재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내적 심리가 테마를 구성하고 또 자유

연상을 통해 테마에 관련된 내적 심리가 발현되는 만큼 무엇이 우선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불안과 긴장상태는

테마를 생성시켜 그것을 주축으로 연상된 무의식적 심상들 모두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그림 7>은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는 압박된 심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을 은

유적으로 풍경화(風景化)한 것이다. 화면의 왼쪽의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망

연자실하여 앉아 있는 사람과 양 갈래 길에 서있는 여자는 수많은 선택의 기

로와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무 정념 상태에 기인한 풍경이다.

<그림 8, 9, 10, 11>은 시리즈 작업으로 ‘여성의 일생‘이라는 테마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치인 여성의 모습을

기계적인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포함관계‘에 따른 속박된 현

실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만만하게 취급되는 여성적 현실에 대한 소외감을

가지고 <그림 10>과 <그림 11>을 그리게 되었다. 여성의 몸과 실체가 놀이

의 장(場)으로 해석하여 풍자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림 12>를 보면 연극무대를 연상시키는 공간에 가면을 쓴 여성이 공간을

지휘하고 있다. 화면의 중앙에 겉으로는 주도적이고 강인하게 보이는 ‘어머

니’로 표상되는 여성은 자세히 보면 파편적인 조각으로 분해되거나 뒤틀린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내면에 부드러운 이미지로만 자각 하고 있

던 것에 반해 무의식속 내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하고 분절된 형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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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밥과 꽃 사람을 만드는 여자 etching Aquatint 17×83 2009

그림 8 엄마의 열매는 여섯 개 Etching Aquatint 17×8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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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엄마는 토끼를 낳았구나 Etching, Aquatint 17×83 2009

그림 11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Etching, Aquatint 17×8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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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위험한 놀이는 안하는 것이 좋아요

Etching Aquatint 60×70 2009

‘어머니’에 대한 느낌으로 대변된다. 본인은 이처럼 개인적 느낌과 관련 있는

자기 내면의 “부분들”을 대리하는 대상을 사용하여 자유연상을 통해 화면을

형상화한다. 이것은 본인의 심리적 연쇄작용이란 자유연상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다. 그

풍경이라는 무대 안에서 등

장인물을 통해 주관적 심상

을 드러내고 그것을 중심으

로 하여 연상된 심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형상들을 배

치시킴으로써 이야기는 완

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

해 구성된 풍경은 일상적으

로 하는 공상이 단지 직관

적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에

반해 무의식적 심리와 현실

적 요소와의 조화를 유도한

다. 여기서 본인이 현실과

조화를 유도한다고 보는 요

인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불안과 억압된 심리

가 자유연상을 통해 경험과

기억에 의해 떠올려진 형상

과 함께 화면에 투사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와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경험

에 의해 자각된 심리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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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드러냄에 있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과도기적 공간에서 머무름으

로써 심리에 대해 인식하고 그 배경에 대해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구현된 가상의 풍경이 내면에 숨겨진 현실에 대한 잔상들을

드러나게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상적 시선 너머에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의미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미술과 시지각]41)이라는 저서에서 “생생한 체험의 소재는 표현

을 자극하는 무정형의 이미지로 관찰자는 임의의 즐거움에 따라 그 소재를

이리저리 자유롭게 보게 된다고 느껴왔다. 즉 본다는 것은 실재에 형태와 의

미를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 시각이 형상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실재’를 만

들고 그에 담긴 개인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인 현실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지평

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41) 루돌프 아른하임,「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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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연상을 통한 내러티브

사람들은 모든 기억들에 대한 심리를 하나하나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한다

고 해도 이내 잊기 마련이다. 무의식에 적층되어있던 심리를 인식하고 드러

내는 과정은 이같이 자유연상에 의해 자기몰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여기

서 프로이트가 자유연상에 대해 설명한 말을 한번 보자.42)

그 요법(자유연상)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당부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 우선 자기 자신을 주의 깊고 냉정한 자기 관찰자의 위치에 두어 언

제나 자신의 의식의 표면만을 소리 내 읽어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정직해야할 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떠오른 것을 전달하

는 데 그 어떤 스치는 생각도 감추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가 그 관념을 너

무나도 불쾌한 것으로 느끼거나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거나 너무나

도 사소한 것이거나 찾고자 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말이

다. 지금 언급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스치는 생각들이 망각된

소재를 찾아내는 데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어디서든 드러나는 사실

이다.

자유연상의 이러한 직관적인 성격은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심리를 근간으로

한 테마에 몰입하여 다른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형상들과 이야기를

만들어 본인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다. 이것은 현실에서 억압되어있던 심리

가 표출되지 못했던 반면 화면에서 심리가 이끄는 대로 공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인에게 유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무의

식적 심리와 현실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병행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에 투영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일상의 사건은 심리에 따라 깊은 의미변화를 거쳐 꿈이나 공상의 형

태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것을 통한 각자의 허구적 현실에서 내

면적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인의 욕망을 대리만족

42) Freud, S., 1923. “ Two encyclopaedia articles”,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9.London : Hogarth Press,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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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본인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심리 안에 잠재된 내용과 동경하는

소망을 미적인 형식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자유연상을 통해 구현된 ‘풍경’이 표상하는 허구적 세계는 본인에게 내

적욕구를 실현하는 장(場)을 의미한다. 풍경은 일상의 현실세계도 아니고 그

렇다고 단순히 환상만은 아니다. 그것은 미적 형식에 의해 의미 부여된 형상

들이 조합된 허구적 현실43)이다.

여기서 자유연상으로 하여금 심리에 따라 발현된 형상들은 각각의 상징적

이야기가 모여 결국 일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허구적 ‘이야기’로서, 풍경 전

반에 흐르는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풍경 안의 내러티브는 심리적 성향과 현

실에 대한 관점을 내포하며 현실을 은유하게 된다. 즉, 경험 속 내재된 무의

식적 심리를 형상들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은유함으로써 그 의미를 서사적으

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내러티브를 구성함에 있어 자유연상은 무의식적 심리

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준 동시에 의식적인 형상들과 화면에서 보다 자유

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장에서는 풍경에 내재된 내러티브가 자유연상을 통해 구성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러티브가 가지는 특성과 효과에 관해 서술해 보겠다.

43) 노발리스(Novalis, 1772~1801)가 상상력을 모든 실재 혹은 현실의 모태라고 한 것처럼 개인의 경험

을 통한 상상은 허구적 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연결이 된다. 결국 허구적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를

개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rerry de Duve, Kant after

Duchamp, The MIT Press, 1999.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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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나도 놀자 프로젝트 Lithography 79×90 2008

(1) 내러티브의 비현실성

본인의 작품 속 구현된 풍경은 서사적 내러티브를 동반한다. 서사미술에 있

어서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를 해석하자면 개인사적인 사건에

서 나타난 일화나 만들어진 픽션(허구)을 서술형식을 빌려 형상화하는 것 정

도가 될 것이다. 작품에서 개인(작가)이란 자기 외적인 모든 사건과 현상이

투과되는 매개체에 다름 아니다. 즉, 본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심리는 작품

안에서 ‘나’로 대변되는 주체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현상에 대한 관점

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서사의 정의는 실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주관

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실재를 재현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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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추억편지 Lithography 79×90 2008

있다. 그러나 사실 자체와 그 사실을 재현하는 과정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얼리티의 추구는 하나의 신념 내지는 이상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 실현은 불가능 하다.

이처럼 본인의 풍경에서 볼 수 있는 서사적 내러티브는 절대적인 실재의 재

현이 아닌 현실에 대한 본인의 관점과 심리가 투사된 ‘심리적 실재’가 재현되

어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내재되어있던 심리적 갈등은 풍경의 ‘테마’로 대상화 되

어 내러티브가 구성되는 근간이 된다. 내러티브는 자유연상에 의해 갖가지

무의식적 심리들이 직관적으로 반응한 형상들로 구성되어 연쇄적으로 만들어

진다. 본인이 구현하는 대부분의 풍경은 이렇게 각각의 심리에 의해 표상화

된 형상들이 서로 자유 연상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산만하고 아이러닉하게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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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유원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머니’에 대한 관념적 심상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쳇바퀴 돌 듯 도는 회전목마로 분한 여성의 일상과 딸

의 재롱에 그저 획일화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밥을 먹여주는 기계가 된

형상들은 본인의 기억 속 어머니의 잔상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다.

텔레비전을 여유롭게 보고 있는 사람에 반해 그 텔레비전을 들고 있는 여성

의 모습은 본인 안에 내재된 주변 여성의 삶의 모습에 대한 관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달팽이와 사람, 말과 사람이 조합된 반인반수의 모습은 여성을

향한 과도한 요구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하고 긴장된 심리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조적인 시선에 대한 반항의 표출이다. 사람을 기계화 시킨다든지 분

절된 몸으로 형상을 변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에 의

한 형상들의 파괴는 상이한 공간과의 결합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 예로 <그

림 13>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형상들이 나열되며 평면적인 대지를 구성

하지만 화면의 윗부분에서는 ‘바다’로 이어진다. 바다로의 연상은 여성의 생

식기를 변형하여 형상화한 배와 사람의 혈관이 파도로 이어지는 연상 작용과

함께 ‘바다=어머니’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자의적 의미부여에 의한 결과이

다. <그림 14>는 아이와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과,

동상으로 표상되는 남성을 통해 관습적 현실에 대해 무 대응하게 그저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을 토대로 형상화한 것이다. 책상위에 올라간 여자도 큰 체구

로서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 자신보다 비대한 관습적 권력을 표상하

는 총과 칼에 두 손을 들고 굴복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충하고 있

다.

여러 가지 형상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쇄작용에

의해 테마와 주(主)형상이 유도하는 직관적 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간

다. 거인의 여성 아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벤치 옆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기대어 있거나 밟고 올라서 있는 소인(小人)

들, 괴물의 형상들이 그러하다. 또한 나무의 열매가 사람으로 형상이 전환되

어 표현되거나 나뭇잎이 바나나로, 바나나가 총으로 연쇄적으로 연상된 이미

지로 변환되는 과정은 본인의 심리 안에 내재된 상징적 은유의 결과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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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인에게 있어 나무는 하나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의 표상을 의미하기

도 하고 그 열매는 가족 구성원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간의 의존적

이고 종속된 ‘관계’가 야기하는 문제를 남성적 상징인 바나나와 총으로 연상

하여 형상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서 인용한 자유연상에 관한 프로이트의 말대로, 떠오르는 기억

속 모든 사물을 무의식적으로 차용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테마에 관련된 사

물을 화면 속에 그려 넣는다. 그래서 외견상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관

념들로 연결되기도 한다. 소재들의 선택은 무의식적, 주관적 심상이 전환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자유연상에 의해 테마에 몰입하다 보면 형상들은 내러티

브를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탓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야기로

조합되면서 이질적이고 모순된 성향을 띈다. 자유연상을 함으로써 관념들의

연쇄 속에 하나의 테마에 속해있던 무의식과 의식 표면의 감정과 사물들이

한데 얽히기 때문이다. 마치 끝말잇기처럼 하나의 심리적 형상이 환기시키는

무의식과 의식의 심상을 가지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논지에서 볼 때 자유연상을 통한 본인의 작업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감정상태의 대용물이라 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감정적 형상들은

억압된 무의식적 심리와 현실의 극복 욕구,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표현

충동으로서 생겨난 심리적 표상들로서 서로 연쇄되어 구성된다. 하지만 자유

연상이라는 특성상 심리적 테마 전반에 흐르는 무의식의 감정을 끌어내기 때

문에 작품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은 무의식 속 심리에 몰두한 결과로 그것에

의한 풍경은 비현실적인 성격을 띤다.

프로이트는 무의식만의 특징44)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상호 병존할 수 없는 충동과 관념들이 아무런 모순을 보이지 않은 채 공

존할 수 있다

2. 의미가 어떤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쉽게 대치된다.

3. 다양한 여러 의미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응축이다.)

44)필 멀런, 「무의식」, 이세진 역, 이제이 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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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제 뛰어 내리세요 Etching, Aquatint 12×25 2009

4. 무의식적 과정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관념들은 시간적 질서에

따라 배치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5. 무의식은 외적 진실에 신경 쓰지 않으며 내적인, 즉 심적인 현실을 표상

한다. 따라서 꿈이나 환각이 현실로 지각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설명한 무의식의 특징들은 본인의 자유연상에 의한 작업에서 보

여 지는 특징들과 유사하다. 내면의 무의식적인 형상들을 드로잉하고 나열하

듯 그리다 보니 화면 안의 전체적인 구성이 다소 산만하고 모순된다. 꿈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이미지가 전혀 관련 없는 이미지와 결합하

기도 한다. 감정이 이입되면서 심리적 형상들이 갖가지 형상들과 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원근법이 무시된 평

면적인 화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은 풍경이 전반적으로 시각적

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림 15>는 자아 내면에 억제된 기다림

과 그것에 의한 반항적 표출이 병리적인 형상들로 드러난다. 이것은 망설이

는 자아의 소극적 심리를 토대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루어진 풍경으로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일상의 사물들

과 군중들의 일상적 풍경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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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그림1 The persistence of memory

캔버스에 유채 24×33cm 1931년

     

사람의 형상과 함께 평면적 에피소드의 나열이 연극적 공간과 결합하며 비현

실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이러한 비현실적 풍경은 자유연상에 의해 의식적 형상과 무의식적 형상들이

함께 구현됨으로 해서 시공간, 다른 심리의 침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느

것에 구애됨이 없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공상이 일시적이고 무의식적인 요소가 주를 이룬다면 주관적인 동시

에 객관적이기도 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자유연상을 통해 본인이 그

림으로 구현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45) 자유연상을 하다보면 풍경의

테마가 된 자신의 심리에 몰입하게 되어 더욱 그 심리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심리의 바탕이 된 그 현실을 부정하고 더 비현실적으로 시각화 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 그것은 현실의 실마리 속에 내재된 심리가 만들어낸 풍경으로 현

실에 대한 부정과 회의, 불만 들이 깃들여 있는 만큼 그 비현실성의 강도가

짙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omingo Felipe,1904~1989)

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

과 회의에 대해 편집광적

인 비판방법46)을 이용하여

세계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비판이란 어

떤 대상에 대한 부정과 회

의를 말한다.

<참고그림 1> 은 병적일

45) 마르쿠제는 창조적 세계가 가능한 영역이 예술의 세계이고 예술 활동은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

인 판타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46) 편집광적인 비판방법은 자신의 이미지를 조직화하여 현실세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것에 의한 대표적

그림이 ‘기억의 영속’이다. 달리가 사용한 이 방법은 우연하게 떠오른 꿈이나 상상력의 이미지를 계속

집중하고 투사하여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이를 그림으로 구체화한다. 필자가 풍경을 구체화하면서 지

속적으로 상상력에 몰두한다는 면에서 자유연상법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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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집으로 Etching, Aquatint 15× 90 2011

정도의 지속적인 긴장상태로 자신의 상상력을 몰두하여 이를 그림으로 구체

화시킨 편집광적 비판방법이 잘 드러난 그림이라 평가 받는다. 달리가 사용

한 이 방법은 본인이 ‘자아’ 에 몰입하여 자유연상법으로 심리상태에 기인한

테마와 끊임없이 연상되는 상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풍경으로 구체화한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이것은 본인이 자유연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상력

을 발동시켜 마음 속 깊이 잠자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방법과 유사

하다. 그래서 달리의 그림에서 보이는 강박관념과 무의식, 정신착란적인 해석

들은 본인의 그림에서도 심리에 의해 희화화된 이미지와 초현실적 기법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미분화되

었던 감정과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결과물을 조합하여 비현실적인 ‘심리적 풍

경’을 만들어 낸다.

자유연상과 이 방법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연상 작용으로 마음 속 깊이 잠자

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일으켜져 비현실적으로 조합된다는 것이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서로 관련 없는 사물이 어지럽게 공간에 조합되며 사물들이 변형되

고 조합되어 새로운 형상들로 만들어져 일상의 단일한 장면이 비현실적인 성

향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안에서 비현실적으로 형성된 세계는 일상의 세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세계이므로 <그림 16>처럼 중간세계로서 특이한 존재

론적 지위를 갖는다. <그림 16>은 지하철로 보이는 일상공간이 비현실적으

로 길게 늘어지면서 초현실적 공간이 되어버린다. 집으로 향하여 가는 지하

철의 획일화된 여성의 지위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리한 심리를 블루 톤의

지하철로 삭막한 느낌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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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Etching, Aquatint 92 × 120 2011

본인 작품의 대부분은 위 그림처럼 탈 원근법적인 공간으로 재현되거나 공

간의 개념을 이탈하고 있다.

<그림 17>은 폐쇄된 공간 안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물이 차올라 와도 크게

동요치 않고 그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감정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

는 본인의 내적 심리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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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낯선 섬에 떨어지다>전시모습

Etching, Aquatint 92 × 240 2011

크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감정이 없다’기 보다는 오랜 습관에

의해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억압하고 은폐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내면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갈

등을 겪기도 한다. 여기서 폐쇄된 공간은 심리의 내적 공간을 의미하며 갈라

진 듯 한 택스춰는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감정적 고통을 의미한다. 오물

이 쏟아져 나와 얼굴을 곧 뒤덮을 것 같은 상황에도 관조적이고 허망한 시선

들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그림 18>에서는 여성이 수동적 삶과 마비된 의식에서 다소 벗

어나 미지의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현실

로부터의 탈출에의 욕망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과 집착으로 드러난 것이

다. 이처럼 비현실적 설정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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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낯선 섬에 떨어지다 왼쪽 이미지

그림 20 낯선 섬에 떨어지다 오른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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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것과 부조리한 것 사이에서의 자의적 회의에 따른 결과이다.

어떠한 면에서 자유연상에 의한 비현실적인 공상이 본인에게 두려운 현실에

서 벗어나 조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로 이르기 위한 연금술중 하나로 기능했다

고 볼 수 있다. 즉, 초현실주의 이론에서 가시적 물질세계의 배후에 초자연적

이고 대안적실재가 존재함을 믿었던 것처럼 본인 또한 <그림 17>과 <그림

18>을 통해 비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적 실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 테마

는 ‘괴물들의 습격’이라는 테마로 전투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반대

로 관조적이고 허망한 시선들도 삽입하였다. 그것은 현실에 대해 저항하길

포기한 허무어린 마음과 함께 결국 수동적으로 옭아매어져있는 마음 속 실재

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림 속 ‘괴물’이란 실체는

‘나’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가 될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포함관계의 현실에서 풍경 안의 인물들은 상처를 주는 ‘괴물’에 대항하여 급

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를 헤쳐 나가는 주체화된 여성으로서 표현하고자 하

였다. 결국 이것은 세계를 향한 자아의 소극적인 투쟁의 한 장면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내러티브 안에 내포된 비현실성은 인과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

연상을 하면서 파생되었다. 자유연상은 본인에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인식

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야기된

비현실성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욱 극대화

시켜 표현 할 수 있었다. 풍경에서 일상적 사물들의 등장은 자유연상을 통해

선택된 것이기에 하나하나의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의 테마

에서 출발한 연상 작용에 의해 연쇄적으로 드로잉이 유도된 만큼, 하나의 형

상보다 오히려 한 풍경으로 조합되어 있을 때, 내러티브가 환기시키는 심상

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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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리적 표현과 희화화

우리가 심리를 기반으로 대상을 인식한다고 할 때 이미 우리의 심리 자체

가 구체적인 이미지의 생성에 참여한다. 이 때, 주체의 경험과 더불어 의미부

여도 동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각적 형상들은 심리와 경험이 바

탕이 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투영된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이고 회의적인 해석을 형상들에 토로하

여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이 어떤 순간을 응시하는 과정

에서 느끼는 주관적 정서는 심리적 형상들을 다원화 시키는 동시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하였다.

본인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심리를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혹

은 의도적으로 사물을 변형시킨다. 이것은 일상적 사물을 가볍게 변형하여

비일상적 감성을 사물에 투영함으로써 내면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풍경에 등장하는 사물의 형(形)은 심리 상태의 반영으로 작

품의 주된 내용인 심리가 대체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고 형상들을 변형시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총체적 감각적 경험이 함께 작용하

여 이미지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건이나 사물을 대할 때 우리는 심

리에 의한 각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형상들을 다양하게 변형시킨다. 본인은

본래 가벼운 드로잉에서도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결합시키고 왜곡되게 표현하

는 경향이 있다. 사람과 사물을 결합시킨다든지 본래의 형상의 모습을 왜곡

시키거나 과장되게 변형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그 근원을 추적하는 과정에

서 본인은 변형을 가하면서 새로운 형태들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행해질 때는 내면의 억압되어

있던 심리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사물에 대한 변형을 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심리를 관장하는 양상은 주변의 모든 일들은 의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하고 가능성 없는 감정들은 무의식 속으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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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인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억압된 내면이 심리적 일탈로 인하여 본인의 심리를 극대화시킨 메니피아

적47) 성향으로 확장되었다. 신체를 자르거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형시켜서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해 보이는 메니피아적 발상은 작품 전반의 심리적 형상

의 코드(Code)가 되었다. 그것은 극대화된 심리가 형상들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현실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에 대한 본인의 거부감과 부정의 표현이

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사회적 잣대가 야기하는 심리적 긴장감을 일상적 사

물과 신체를 활용하여 병리적으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은유적으로 심리를 극

대화시켜 드러낸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인습에 대해 감정적 억압이

야기되는 현실을 신체를 병리적으로 분해시키며 야유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사회적 잣대와 관습에 대한 심리적 갈등은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

여 그것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 신체를 자르거나 사물과

결합시켜 괴물의 형상으로 변형시켜 재현한다.

형상은 대개 본인의 심리에 인식된 특정한 순간과 환경으로 인해 무의식적

으로 변형을 가하게 된다. 형상들은 대부분 본인의 무의식 속 내재된 불안,

공허감, 압박감 같은 심리적 긴장상태에 기인한 무의식적 드로잉에 의해 나

타난다. 억압되어 있던 심리적 긴장감과 불안의 표출로서 과잉된 감정이 사

물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특히 본인의 작업에서 무의식은 종종

의식의 층위에 있던 욕망의 통제에 대해 반항이라도 하듯 자학적으로 드러난

다. 이는 스스로 화면에서 자유연상을 통해 마음껏 감정적 과잉을 즐기면서

더욱 극대화 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없는 극한 심리적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

하곤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극한 감정의 표현으로 ‘죽을 것 같다’ 라거나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이런 원리로 본인의 심리적

47) 고대 기독교 문학과 비잔틴 문학,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저술 속에서 발견

되는 메니피아적 풍자는 본인이 희화화하는 형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메니피아는 공간과 시간

의 제한 없이 하나로 결합시켜 환상과 몽상, 비정상적 상태, 기이한 행동과 말, 신체의 변형, 어이없

는 상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진지하면서도 해학적으로 상황을 드러내며 일반적인 양식들을

파괴했다. 본인 또한 이처럼 심리를 극대화 시켜 형상들을 희화화함으로써 내재된 현실에 대한 심

리 안에 내재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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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그림 2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Oil on panel

museo del prado Madrid Spain

극도의 긴장상태나 억압되어 있던 심리적 불안을 신체나 사물을 해체하고 결

합시키면서 그림을 통해 해소하는 동시에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메니피

아적 성향인 신체를 해체하고 변형시키거나 사물과 결합하는 행위는 ‘병리적

미술’로 오래전부터 작품에 활용되어 왔다. 그것은 '공포스럽고 기괴하고 추

한' 미술, 보편적 의미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미술로 정의하였고, 현대

미술에서 보이는 형상의 파괴, 절단 등의 파격적인 왜곡 현상이나 폭력적이

고 엽기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파악된다. 이러한 자극적인 방

법은 시각적 자극이나 심리의 표출로서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주로

나타내어왔다.

그 예로 보슈(Hieronimus Bosch,1450~1516)의 작품에 나타나는 병리적인 형

상들과 괴물들의 등장은 본인의 풍경을 구성하는 형상의 특징과 비슷한 성격

을 가진다. <참고그림 2>는 그가 그린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다. 그는

평소 현실의 교만과 허영, 사치 같은 개념에 대한 풍자적 시선을 괴물이나

신체를 변형시킨 병리적인 형상들로 드러낸다. 그것이 구성하는 기괴한 장면

속으로 관람자를 무자비하게 끌어들이면서 현실에 대한 풍자적 메시지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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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것이다.

본인이 추구하는 형상들은 내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던 심리의 긴장감과 불

안, 사회에 대한 냉소적 심리의 표출로서 보슈의 그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다. 본인의 출발점은 심리에 의한 것이기에 형상들의 변형은 극대화된

심리의 표출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런 심리를 조장한

사회에 대한 풍자적 시선 또한 과장된 형상들을 통해 희화화하고자 한 의도

도 있다.

소재에 있어서 본인은 연상을 통해 기억 속에 있는 사물과 이야기를 이어가

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적 사물들을 주로 이용한다. 연상 작용에서

선택된 일상적 사물들은 심리에 의한 감정적 변형이 되었을 때 그 사물이 가

지는 원래의 감성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더 극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21 괴물형상 부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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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괴물 부분 컷

프로이트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는 있었으나 친숙하지 않은 것”을

“기괴한 것”으로 경험한다고 말했다.

기괴한 것은 단지 이상하고 괴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과 거리가

멀어서 왜곡된 무언가를 가리킨다.

본인은 이와 같이 일상적 사물을 왜

곡시키고 과장시키면서 얻어지는 기

괴함이 본인의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

적 불안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코드

(Code)라고 생각하였다.

본인의 내재된 불안의 요인은 ‘포함

관계’에 의해 여성들의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긴장과 억

압되어 마비되어버린 의식, 현재 삶에 내면화되어있는 소극적 불만의 흔적들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 있어 변형과 변모의 욕망은 작품에서 신체가

잘리고 왜곡된 병리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의 어

머니를 통해 보고 느껴왔던 신체적 고통이 형상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포함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은 주체이기도 하고 곧 자신도

상처를 주는 괴물의 존재가 되기도 하는 상황 말이다. 정서가 억압받았을 때

그림 23 결합된 이미지 부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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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특정에너지는 <그림 21>과 <그림 22> 부분 컷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

의식 속에 내재되어 심적 에너지로서 작품에서 재생되거나 강화되어 드러나

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억압된 심리가 파괴적인 ‘괴물’

스러운 모습으로 변용된다. 그것은 사람과 나무나 동물이 결합된 형태로 나

타나거나 신체가 잘리고 분해된 이미지로 주로 나타난다.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연구들은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자학적인 표출이 해장

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23>을 보면 인체와 사물 혹은 동물

과 같은 다른 요소와의 결합은 현실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이함을 가

진다. 여기서 동물과 사람의 결합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억압이 야기한 심리

적 압박감이 결국 동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옆은 아무렇지

않은 관조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상황을 더욱 허무하게 느끼도

록 한다.

그림24 병리적인 이미지들 부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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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와 <그림 25>는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혈관들과 잘린 두상, 팔들

은 한 사람이 책임지는 포함관계를 의미하며 그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을 병

리적으로 드러낸다. 사람의 등에서 나무가 나오는 이미지 또한 등에 진 짐

같은 의존적인 혈연관계를 표상한다. 이 부분 이미지들에서 보이듯이 신체를

왜곡하고 잘라 표현한 ‘기괴함’은 관중으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내몰기도 하는 복잡한 경계를 나타낸다.

일상적인 사물의 왜곡된 변형은 일상을 상기 시키는 동시에 현실로부터 동

떨어진 이중적 속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속성이 결국 억압된 내면의 본질과

상이한 평화로운 외면, 그 이질적 속성과 닮아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이러

한 형상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터부시 되는 부분일 것이며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형태와 상황들이 자연히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관객들은 일상과 닮은 듯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실재적 풍경에 맞닥뜨리게 될 때 호기심이 극대화되며 작품 속

내러티브와 사물에 대해 자신만의 감성으로 다시 현실을 환기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결국 누군가에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에

의해 느껴지는 생소한 경험이 자신의 감성과 현실에 대한 감성을 떠올려 각

자만의 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림 25 병리적 이미지 부분 컷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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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3  Woman, Old Man and Flower/Femme, viellard et fleur. 

Oil on canvas  96.5×130.2  1923-24.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도 독특한 내면적 시각으로 도덕이나

이성이 배제된 무의식의 세계에 집중하여 악마와 괴물들이 흉한 모습을 갖추

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참고 그림 3>에 나타나듯이 때로는 사람

과 사물, 사람과 새의 형상이 조합된 비현실적인 흉측한 형상들이 좀 더 심

리적이고 근원적인 실재를 환기 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연

상을 통해 몰입한 심리의 극단적인 표현은 경험적 심리가 바탕이 되어 행해

진 만큼 내재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어 실재에 대한 본인

의 관점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앞에서는 왜곡과 과장, 병리적인 형상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외 자유 연

상을 통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사물이 새로운 형상들로 변형되어 생

성되기도 한다. 하나의 새로운 사물이나 이미지에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종 온통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이미지들로 채워 넣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인 또한 본인이 주관적으로 의미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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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형상들의 조합 부분 컷

상징적 의미가 자의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람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성

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그림 26>에서 볼 수 있는 꽃과 눈이 결합된 이미지는 ‘지켜보는 눈’을 직

관적으로 형상화하여 조합한 결과물이다. 또, 여성의 질을 배의 형상으로 변

질 시킨 것이나 ‘혈관’으로 보이는 붉은 선(線)을 이용해 사람들을 묶거나 연

결시키는 것들은 포함관계나 억압된 무의식을 토대로 한 의미부여의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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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신체가 절단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결합된 이미지에 의해 초래되는

자극적 효과는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심리적 불만상

태를 드러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본다.

다다이스트들은 일상적 소재로 침잠해 들어가 갖가지 변형된 형상들을 통해

현실의 추함을 그 속에서 드러내었다. 이것은 본인이 일상 속 경험에서 느끼

는 불만을 형상들의 변형을 통해 희화화하여 상황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본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심리를 내

포한 형태가 환기시키는 감성을 통해 보는 이의 정서에 호소하기 위한 기대

때문이다. 그림을 보며 감상자들은 사물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식으

로 결합된 것에 충격을 받고 때로는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장

된 표현들을 통해 심리적 실재가 만들어내는 풍경을 보고 각자의 심리 안에

내재한 감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3) 여성성

작품 안의 여성성은 여성의 신체가 재현된 방식과 직결되고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는 신체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본인의 작품

내에 내재된 여성성, 여성적 이미지, 여성 신체, 등은 페미니즘적 담론들의

실체와는 다소 다른 시각을 유지한다. 본인의 작품 속 여성성은 여성적 코드

가 기반이 된 심리에 의해 재생산된 은유의 결과이다.

본인의 작품의 전반을 구성하는 여성적 감성(Code)과 사물들은 개인적 경험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가지는 원초적 감성과 자연스런 시각에 근거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적 성향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본인이 드러내는 주 심리는 ‘나체의 여성’의 모습으로 분

하여 재탄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보이는 나체 혹은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은 ‘나의 심리’로 대

변되는 여성들의 실체라 하겠다. 나체는 보다 더 실제의 본질적 여성 그대로

의 모습을 드러내는 의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옷이나 인물을 나타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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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따로 또 같이 Etching, Aquatint 92 × 120 2010

다른 장식적 요소들은 그림을 읽는 데에 있어서나 연상을 이어 나가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서이다. 어떠한 ‘사람’을 인식할 때 차림새나 꾸밈

새는 그 사람의 지위나 성격을 대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성은 나체로 인해

그러한 의미가 읽히지 않고 온전한 등장인물의 전형적인 ‘한 여성’으로 보이

기 위함이라 하겠다.

여성의 신체는 초기 작업에서 ‘어머니’가 모티브가 되었던 계기로 대부분

다소 통통한 한국의 전형적 아주머니의 모습이다. 여성을 표상하는 형상은

신체 뿐 아니라 여성의 질을 변형시킨 형태도 작품의 곳곳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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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성고유의 특질은 흔히 이성, 논리, 문명, 해, 빛, 불과 같은

이미지로 대변되는 남성성에 대해 감성, 자연, 생명, 달, 물, 어두움 같은 것

으로 상징된다. 여기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자연의 이미지인 잔디나, 물은 본

인이 작품에서 여성의 신체와 더불어 자주 활용하는 요소이다. 자유연상을

통해 활용하기 시작한 잔디는 본인의 기억 속에 어머니를 상기 시키는 매개

체로서 본인에게 있어 편안함과 여성성의 상징이 되었다. 더불어 ‘물(水)’이라

는 이미지는 여성적 역할이 끊임없이 순환적이고 ‘생명의 근원’적인 면에서

본인에게 어머니를 모티브로 한 여성의 상징적 의미로 다가왔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도 여성적 이미지의 대상으로

서 다름 아닌 물에 주목하였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

이야말로 그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물은 여성성과 통한다. 그리

고 이는 다수 페미니즘 작가들에 의해 생명의 주권의식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모계 사회의 세계관과 이에 따른 위대한 여신48)의 부활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인의 경우에는 단지 여성의 시각에 의해 구현된 세계에 연상 작용을 통해

‘물’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여성성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림

27>을 보면 수도꼭지와 호수,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물이 쏟아진다. 이것은

여성적 감성에 의해 연상된 물이 생명의 근원이란 점에서 활용된 예로 연상

의 연쇄 작용에 의해 다른 형상들과 결합하여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풍경

은 공간이 각 네 부분으로 나뉘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작

품의 주요 테마 역시 ‘포함관계’에서 온 심리적 긴장감의 방어적 표출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묶여 있는 사람, 교수대 위의 여자, 그리고 서로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물 안의 사람들과 그에 의한 심리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병리적인 신체표현으로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작품 안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로서 ‘나’와

세상 속의 한 인간을 대변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그 외 연상을 통한 식기

48) 생명을 관장하는 땅의 신으로서 특히 가을에 치러지는 각종 제의와 축제와 축일에 이 여신의 흔적

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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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 안에 내재된 여성과 관련된 장식적 사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평소

경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연상으로 하여금

선택된 사물인 ‘하이힐’, ‘그릇’과 ‘음식’들도 그저 다름 아닌 ‘하이힐’, ‘그릇’,

‘음식’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의 기억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선택된 것들이고 여성적 과제로 치부되는 ‘설거지’와 연관

된 ‘그릇’, 어머니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음식’이 가지는 독특한 면과 ‘구두’가

가지는 여성적 암시는 바로 무의식이 ‘의도한 바’를 개인적으로 드러냄과 동

시에 관객 각자가 가지는 그것에 대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연상은 자유롭게 생각의 사슬을 이어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이미

지의 발현을 통해 일정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된다. 여기서 방향성이란

유년기 때부터 습득해온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연상을 하는 것을 말하

는데 본인이 여성적 소재를 선택하고 심리가 여성으로 대상화 되는 것도 비

단 의도적인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상상력 발현의 방

향성에 대해 자신이 습득한 문화에 의한 연상 작용을 문화 콤플렉스 (les

complexes de culture)라고 지칭한다.49)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미 습득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의 모티프를 발견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연상되는 것이다. 이렇듯 손쉬운 연상에 의해 나오는 이미지들

은 사실은 심리적 투영에 지나지 않는 본인의 경험적 배경 속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다.

즉, 본인이 자연스럽게 테마에 따른 연상을 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 유아기

때부터 습득해온 여성적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적 형상들

-여성의 신체 포함- 로 인하여 여성성을 확연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보다

는 심리적 연상에 의해 드러난 형상인만큼 다년간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생

성된 감성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이 더 맞을 것이다.

한편 <그림 28> 의 부분 컷들에서 보듯이 여성의 신체의 일부나 분비물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의 성기와 질을 변형시켜 ‘여성’을 상징하는 사

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배’와 알 수 없는 어떠한 형상으로 분한 여성의 ‘그

49) 바슐라르 위의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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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사람들이 기대고 의존하는 안식처 내지는 의존적 공간을 표상한

다. 이러한 소재들은 무엇보다 가치중립적일 수 없는 여성의 신체로부터 채

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감성을 갖는다. 이러한 소재는 관객으로 하여

금 주목과 혐오감을 동시에 갖게 함으로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여

성의 감성을 다른 시각에서 공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은 유희로서

의 작용과 그와 관련된 감성을 환기시킴으로서 각자의 현실과 관련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기대로 확대되었다.

이 장에서 연구한대로 본인의 작품에서 무의식 속에 내재해있던 심리와 욕

망을 실현하는 전략은 대개 일탈의 경향이 강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대부분

이다. 앞서 설명한 에른스트 같은 쉬르레알리스트들이 비현실적으로 형상들

그림 28 여성적 이미지 부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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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희화화 시키고 관련성 없는 사물들을 조합, 배치 시켜 나열함으로써 무의

식속 심리를 의식 밖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처럼50) 본인의 작업에서

과장, 절단, 결합시켜 희화된 이미지는 극단적인 심리표출이 이러한 연유로

이행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본인에게 있어 자유연상에 의한 무의식 속에 존재하던 이미지를 사고하여 형상

화 하는 과정에서 사물이 변형되어지고 전치되어 화면에 구성됨으로 해서 작품

내의 테마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나 관객에게 유희적 즐거움이 되는 동시에 각

자의 사물과 관련된 감성을 환기시키기를 기대하였다

50) 예기치 않았던 이미지들을 꿈속에서 만나듯이 돌발적인 요소들을 뜻밖의 장소에다 결합시키는 콜라

주 방식이다 .데페이즈망 기법(Depausement) 으로 전치(轉置), 전위법 (傳位法) 등으로 번역된다. 본

래는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

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낯익은 물체라고 그것이 놓여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

내어 이처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이게 되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쇼크를 주게 된다. 이를 테면

손목이 팔에서 떨어져 공중에 둥둥 떠 있거나 혹은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장면이 바로 그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경이와 신비에 가득 찬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화

면을 구성했는데 초현실주의에 의하면 이런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꼴라주나 오브제도 일종의 전위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

들은 예술이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월간미술「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

사 1995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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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풍경의 형상화

본인의 작업은 주로 동판화로 이루어진다. 동판화만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선묘의 세밀함, 부식된 면이 주는 질감 그리고 평면성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성이다. 특히 본인의 작업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세밀한 선묘

와 독특한 분위기는 판화만이 가진 감각으로서 내면의 감정에 몰입하여 다양

한 선묘와 감정적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적절하였다.

판화는 여러 단계의 작업 공정을 거친다. 동판화의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로잉 외의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는 그라운드를 바른다. 그 위에 색연

필로 간단한 드로잉을 하거나 바로 니들로 계획된 드로잉을 해 나간다. 동판

화의 특성상 한번 그려진 이미지를 수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版)위에

드로잉을 하는 과정은 상당한 긴장을 유발한다.

‘동판(銅版)’이라는 매개물은 작가의 호흡과 물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회화

작업과 달리 간접적이라는 매력이 있다. 드로잉 후 염화제이철이나 질산에

의해 부식시켜 얻어지는 요철감은 본인이 의도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여과된

이미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판화 매체가 지닐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은 풍경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 주력했던 부분과 각각의 연관성을 가진다. 한 이미지를 판(版) 위에 그

리고 만들어 내며, 찍어내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우연히 발생하는

텍스춰와 질감은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풍경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특

히 동판의 세밀한 선과 부식된 판에 의해 만들어 지는 거친 요철의 효과가

세밀하고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적합한 매체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단원에서는 풍경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 심리가 전면에 구성되는 방식

과 형상의 단순화된 표현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판을 절단 시켜 프린트를

함으로써 단절된 공간을 구성한 의미에 대해 연구해보고 마지막 채색에 있어

서의 각 특성과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번 단원의 각 장은 판화적 특성

을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른 판화의 매체적 특성과의 개연성

에 대해 되짚어 보며 분석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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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해해 탐험 Etching Aquatint 10×20 2009

1. 전면구성

본인의 내적 심리는 여러 감정의 혼합 상태인 ‘카오스적 무질서’ 상태에서

처음 인식되었다. 본인이 처음 혼란스러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낼 때에는 어

떠한 규칙이 없이 자행되었다. 더군다나 감정표현에 미숙한 본인으로서는 감

정이 그대로 그림에 노출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로인해 작품의 대부분이 <그림 29>와 같이 일상에서 끌어오는 무의식적

표상들을 화면전체를 채우는 강박적 특성을 가진다. 그림을 그리면서 인식

하게 된 이러한 강박적인 표현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강박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주

인공이 전체 화면을 지배하는 특성을 따르지 않고 정작 본론을 흐트러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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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제한 시간 안에 구출하는 방법  과정 그림 31  제한 시간 안에 구출하는 방법 

Etching Aquatint  15×15 2009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꽉 채워진 화면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집중을 유도한

후에 읽는 것을 불편하게 만듦으로서 결국 시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려 버리

는 이중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작업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 개인적으로 선정한 주 인물의 위치, 형태를 우

선 그린 후에 화면 구성상에서 주요소로서 역할 하도록 하는 부수적 형상들

은 연상을 통해 나머지 공간에 채워 나간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이 정서적으로 진실을 스스로에게 은폐하는 양상을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로서 설명한다. 심리분석가들은 억압에 의한 강박적 성

향을 두고 개인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처리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51) 이

처럼 본인에게 있어 강박은 심리적 갈등상태의 노출에 대한 방어로서 그림에

드러나는 셈이다. 즉, 형상화된 개인적 심리를 외부로부터의 시선으로 차단함

은 물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처

51)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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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의 작업에서의 강박적 행위는

잠재된 비판의식을 숨기고 강박적인 드로잉을 하면서 부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망각하는 장치로써 기능한다.52)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강박적 특성은 형상과 선들의 반복이다. <그림 29>

에서 보면 본인의 심리가 형상화 되면서 심리가 타자에게 노출되는 부담감이

형상들을 반복하는 강박적 성향으로 드러난다. 바닷물을 반복된 선으로 나타

내면서 점과 꽃으로 보이는 눈의 형상들이 화면에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내용

들이 온전히 읽혀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방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잔디는 오히려 선적인 이미지들을 조형적으로 또렷이 형상화

시켜주는 이중적 기능의 측면도 있다. <그림 30>과 <그림 31>를 보면 판

위에 윤곽을 위주로 드로잉을 하고 나서 잔디와 명암을 채워 넣으며 형상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동판 특유의 세밀한 선과 부식된 면은

잉크가 고여 찍혀 나오는 특유의 질감 때문에 그림 내의 선(線)의 느낌을 다

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주로 선을 그릴 때에는 드라이포인트(Drypoint)기법과

라인에칭(Line Etching)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였다. 라인에칭은 잔디를 반

복적으로 그릴 때나 기타 형상들을 그릴 때에 쓰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예리

한 선묘를 질산과 염화제이철로 시간차를 두어 판을 부식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드라이포인트는 그에 반해 직접 판에 긁어서 동판의 버(burr:

거칠거칠한 부분)가 찍혔을 때 부슬부슬한 동판화만의 특유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해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화면을 풍

부하게 보이고자 하였다. 반복적인 선과 작품 전반을 채우는 잔디는 예리한

선이 부식된 판면에 의해 잉크가 고여 찍혀져 나옴으로 해서 다양한 색상의

밑바탕으로 작품을 한층 무겁게 느껴지게 한다.

내면에 위치한 다양한 심리는 강박적으로 그림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화면

안에서 나만의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그림 30>은 <그림 31>의 과

정으로 잔디와 형상들의 명암을 넣기 이전이다. 사실 <그림 31>에 애초에는

52)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강박행위를 무의식적 사고가 심리적 갈등에 적응할 방도를 찾을 때에 교묘하

게 구사하곤 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 필 멀런, 「무의식」, 이세진 역, 이제이 북스, 200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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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넣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잔디

를 채우게 되는 강박적 성향을 확인하게 되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잔디는 본론을 흐리는 강박적인 채우기의 성향이 드러남과 동시에 각각의

형상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면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러내

기를 거부하는 특성들이 앞서 설명한 ‘소극적’ 자기실현으로서의 내용을 뒷받

침한다고 볼 수 있다.

2. 단순화된 형상

본인이 활용하는 심리는 확실히 유아기 때부터 만들어진 어머니와의 감정적

유대와 관련이 깊다. 유년의 기억들에 의한 심리적 불안은 현재 상태에까지

연장되면서 그것에 대한 관습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극복

함에 있어 유아기적 성향은 그림 안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의 한 예로 만화적인 형상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만화는 카툰화법이

라는 단순화시키는 기법을 채택한 매체로서 본인의 그림도 카툰화법으로 드

로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툰화법은 ‘단순화를 통한 전달

효과 확장’의 한 형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의 작업이 카툰화법을 통해서 심리를 ‘대상화’하는 것

은 세부묘사를 없앰으로서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특정 부분

이란 그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그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초

점에 있다. 핵심 ‘의미’가 나올 때까지 주어진 형상을 단순화 시켰을 때에 사

실적인 묘사를 했을 때보다 그 의미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53) 즉,

개성적이고 기능적인 특징들이 지워진 단순화된 표현에 의해 불특정 다수가

그 속에서 자신의 일면 혹은 누군가의 일면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본인이 의

53) 스콧 맥클라우드,「만화의 이해」, 김낙호 역, 비즈앤비즈, 2010

바트는 회화적 단순성은 통찰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본질로 예속시키는 가장 현명한 정돈상

태라고 하였다. 루돌프 아른하임 美術과 視知覺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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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던 바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매체든 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물

들과 형상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야기 서술에 있어서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우리는 그 단순화된 형상으로부터 사소한 묘사에 시선을 두는 대신에 어떠

한 사건의 큰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단순화된 기호가 언어보다 의미

전달이 명료한 것처럼 말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단순화된 표현과 만화적인 이미지는 심리를 ‘대상화’ 함에

있어 하나의 이야기가 가지는 심리적 이미지에 더 중점을 두기위해 표현되었

다. 여러 가지 형상들과 등장하는 많은 군상들은 그 하나하나로서의 의미를

떠나 큰 이미지가 가지는 심상으로 단순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화’의 시도를 통해 모양이나 하나하나의 형상의 의미에 얽매이려는 노력

을 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자유연상을 통해 이끌어내어진 형상들은 각각의

의미가 중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키스(Esquisse)에서 처음 판(版)으로 이미지를 옮길 때에 큰 테마를 토

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형상들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이미지의 세부묘사에

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자유연상은 퇴행적인 심리상태로 이끌어 단순히 지

적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체험이나 감정의 재생으로 돌아

가게 한다. 심리에 몰입을 하면서 안정적인 연상의 상태로 유아적이고 단순

화된 드로잉들이 나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연상되어 나온 형

상들을 단순화시킴으로서 보편적인 여성들의 풍경으로 묘사되길 바랐던 것이

다. 또한 심리에 몰입하여 선묘로써 즉발적으로 그려내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심리가 시각화 되었을 때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카툰화법이 가지는 해학적(풍자적) 이고 희화적인 강점은 본인이 작품에 부

여하고자했던 의도와도 일치한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심리에 의해 그 배경이

된 현실을 풍자하고자 했던 의도는 앞서 심리의 극단적인 표출로 형상들을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 하였다. 이렇게 표현

된 본인의 시선에 내재한 무거운 심리가 단지 한 낮 가벼운 이야기인 양 풀

어보고 싶었던 것은 카툰적인 요소를 차용한 의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처럼 카툰화법은 그 특성상 관객과의 소통을 가볍게 하는 장치로서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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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도 볼 수 있다.

3. 공간의 단절

판화는 다른 매체보다 제약이 많고 몰입을 필요로 한다. 본인이 주로 작업

했던 동판화는 판 위에 한번 드로잉을 하고나서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계획과 판에 드로잉

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긴장감을 가지고 판과 줄다리기를 해야만 한다. 그러

나 본인은 이러한 묘한 긴장 상태와 몰입을 즐긴다. 자유연상을 통해 자아의

무의식에 몰입하면서 제약된 판(板)안에서 그려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 이 드

로잉을 하는 배경인 ‘제한’과 ‘억제’의 관념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몰입과 제한, 그리고 판(版). 이 세 가지는 전체적인 화면을 결정짓는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판이라는 매체는 위에 말한 판화가 가지는 매체적

특성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심리에 몰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

한 몰입 후에 완성된 판을 절단한 후 프린팅(printing)을 하고나서 나오는 여

백은 조형적 긴장감 뿐 아니라 작업의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는 출구가 되었

다. 무엇보다 절단된 판에 의해 생성되는 입체적인 마티에르(Matiere)는 본인

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동판의 특성으로 단절된 느낌을 내기에 충분하였다.

본인에게 단절된 느낌의 선호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상의

맥락과 조형적인 표현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판 작업은 무의식에 몰입하여 나온 갖가지 형상들은 우선 판 안의 공간을

꽉 매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형상들의 나열된 공간이 주는 평면성은 원근감

을 없앰으로서 공간 속의 거리를 압축시키고 집중을 더 유도할 수 있게 하였

다. 하지만 공간 안에 채워진 형상들은 수평, 수직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된다. 여기서 단절된 공간 밖의 여백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돌릴 공기층을 만

들어내어 구현된 세계를 시각적으로 더 돋보이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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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과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Etching, Aquatint 78×175 2010

답함의 대안으로 공간을 절단하면서 조형적으로 거친 바위로 경계를 만들거

나 단절된 공간 외의 여백을 직관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여러 형상으

로의 단절된 공간의 구현은 공간 안의 ‘복잡한’화면을 잠재워 주고 집중시켜

주는 조형적인 측면이 있다. 단절된 공간 밖의 여백에 의해 이야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 핵심적 공간에 몰두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처음 공간을 그릴 때에는 공간의 단절성의 의미부여 보다는 판의 틀을 깨

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판에 의해 구현되는 세계가 사각형의 공간이 되는

제약을 깨고 싶었던 것이다. 사각형의 판에 의한 제한된 형태가 오히려 작품

의 시각적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본인이 생각하는 현실의 단절성과 절단된 판이 주는 상징적 의미

와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전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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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즉, 본인의 작품에서 단절을 상징하는 ‘공간의 형태’는 그 심리

에 내재된 의미와 형식에 있어 연계성을 가지며 여러 가지 형태로의 변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림 32>의 경우는 ‘우물 안의 개구리’ 라는 구절에서

연상되는 개구리가 사는 연못의 연잎문양을 따서 공간에 차용한 것이다. 본

인의 심리가, 한정되어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확장되지 못하고 속박

되어있는 것을 은유하여 형상화한 공간이라 하겠다. 이같이 속박되고 억압된

심리에 기인한 불안은 공간을 구현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로서 공간을 절

단시킴으로서 오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유도 하고자 하였다.

<그림 8~11>(P.33~34)을 보면 비정형화된 부유하고 있는 공간이 주는 긴

장상태를 통해 본인이 작업에 임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불안상태

를 강조하며 은유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용상 공간에 부여한 의미는 ‘단절’이라는 의미로서 광범

위한 확장성을 차단시켜 심리적 소통의 부재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따라서

단절된 공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와의 단절, 억제에 의한 심리적 실체와의 단

절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현된 세계를 따라 판을 절단하고

프린팅을 하여 프린팅 된 세계 안과 여백으로 하여금 확실히 구분되게 한 것

은 허구적 세계를 그 외(外)의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서 내면의 고립된 개인적

인 심리의 공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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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컬러링

누구나 어렸을 때 프린트된 선화에 색칠공부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어린 시절, 색칠 공부를 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잡념 없이 그 색을

채우는 것에 열중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주었던 것 같다. 그

랬던 경험 때문인지 판화 작업에서 드로잉과 명암을 위한 부식작업, 그리고

프린팅(Printing)을 끝낸 후의 ‘일’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판화에 대해 이러한 철학적 설명을 했다.

판화가 드러내는 바다의 풍경은 힘의 풍경이다. 판화가(A

Printmaker)는 점점 사라져가는 무한보다도 힘을 더 좋아한다. 더구

나 이 힘은 직접적이고, 울림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욕망으로 넘쳐있

다. 판화가는 상상적 역동성의 위대한 법칙,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운동이 인간적인 운동이 되며, 인간의 의지가 되는 그러한 법칙

을 본능적으로 발견한다. 54)

판화작업은 부식과정과 프린팅 공정에 있어서 위의 설명처럼 역동적이며 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길고 복잡한 공정 탓에 ‘판’을 만들어 갈 때에나

프린팅을 할 때에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몰입을 한 후의

프린팅 된 판화를 단지 컬러링(coloring)만 하는 것은 본인에게 일종의 축제

의 시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림은 형상들이 단순화된 탓에 평면적으로 전개된다. 주로 라인 에칭(Line

Etching)으로 구획되어진 형태에 아쿼틴트(Aquatint)와 드라이 포인트로 명

암을 넣어 약간의 양감을 표현한다. 명암을 통하여 형상의 실체감과 형태의

볼륨을 드러내지만 사실 전체적인 화면의 원근감이나 사실감을 표현하려는

목적보다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의도가 더 크다.

54) 가스통 바슐라르,「알베르 플로꽁의 판화에 대한 한 철학자의 노트 ‘풍경’」, 이가림 역, 열화당,

198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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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속 재현된 세계의 본질은 형상의 색과 함께 크기, 질감, 명암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형상의 크기는 왜곡과 과장으로 결정되

고 명암과 질감은 판(版)이 부식된 형태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에 의

해 생겨난 요철이 주는 촉각적 질감은 색채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특유의 감

성이 있다. 색채가 들어가기에 앞서 명암을 철저히 판에서 해결하는 이유는

특유의 질감 외에 선(線)과 색채만으로 그림이 가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명암이 들어간 후에, 작품의 주된 흐름에 따라 직관적으로 색을 선별

한다. 본인이 프린트된 판화에 컬러링을 할 때에는 주로 아래의 방식을 거친

다.

1.대체로 선명하며 원색의 유아적인 색감을 위주로 사용한다.

2.명도를 조절하면서 전체 화면의 조화를 도모한다.

3.소재가 가지는 전형적인 색을 따르되 감정적인 상징도 활용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컬러링’은 자유연상법에 의해 내러티브를 구성하듯이 유아

기 때, 색칠 공부를 하던 것처럼 색을 채워간 의미가 크다. 이는 유아기적 감

성으로의 회귀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색을 선택할 때에는 유아적인 선명

하고 밝은 색감을 주로 사용한다.

1947년 올쉴러 Rose H. Alschuler 와 하트위크 La Berta Weiss Hattwick는

「그림과 개성」(painting and Personality)이라는 책에서 어린이의 색채반응

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명료한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자연스

럽게 색에 반응하고 색을 통해 그들의 내적감정에서 해방된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이 본인이 풍경안의 형상에 따라 반응한 전형적이고 개인적인 감성위주

의 색을 채색과정에서 채택함으로서 내적 긴장감을 이완상태로 전환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풍경을 구성하는 색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여 완벽하게 정의하기는 어렵

다. 색의 선택은 심리적 형상들과 상상의 이미지들이 조합되어있기에 자의적

이지만 전형적인 색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의적인 부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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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색채에 대한 주관적 감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의사인 펠릭스 도이

취(Feliz Deutsch)에 따르면 따뜻한 색, 차가운 색이 미치는 고유한 특성에

관계없이 색에 의해 인식되는 감정의 흥분은 연상 작용을 통하여 개인적인

감성으로부터 야기된다고 하였다.55) 인간이 경험에 따라 사물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듯이 같은 사물을 본다고 하여도 색의 느낌을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녹색은 자연, 산(山)이 연상되며 빨강은 피, 해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연상관념들은 더 깊은 개인적 기

억을 이끌어 낸다.

화면을 주도하는 색은 잔디의 전형적인 색상인 초록색이다. 나에게 있어서

초록색과 물의 색은 일종의 편안함이다. 잔디는 어린 시절 소풍갔을 때의 기

억과 고향인 바다는 드넓고 깊은 이미지로서 어머니가 상기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색은 ‘자연이 자신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시각에 제시되는 형태’로

서 자신의 극성과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화가에게 상징적 언어

로 사용될 수 있다고 괴테는 말한다.56) 이렇듯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사용은

잔디와 물이라는 연상된 개인적 소재에서 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

게 채색과정은 명암이 들어간 선을 따라 형상마다 색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튀지 않게 채워가며 완성된다. 여기서 초록색은 잔디가 조형적으로 화면의

형상들을 균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였듯이 각각의 다양한 형상들의

색상을 한데 어우러지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한편, 연상을 통한 직관적 채색과정이라 하더라도 물론 의식이 함께 작용하

기도 한다. 내용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재현된 세계를 재

은폐하는 과정에서 더 가볍고 재미있게 보이려 하는 의도와 맞물린다. 그것

은 마치 산만하게 나열되고 있는 심리적 실재를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밝

은 색채로 은폐하는 의도와 연결이 된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 아이러니하게 더 생기 있는 색채를 사용한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보

55) 파버비렌, 「색채의 영향」, 김진한 역, ㈜ 시공사,1996, P.71

56) 괴테는 색들의 특성을 구별하면서 색들에 상징적, 우의적, 신비적 의미를 부여했다. 각각의 색이 인

간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눈과 감수성 모두에 색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그는 색이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며 미학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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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소 화려하고 짙은 색은 시각적 명료함을 주는 동시에 현실 속 사실이

아닌듯한 느낌을 주어 허구적 현실임을 재차 확인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비현

실적이고 다소 혐오스러운 풍경이 색감에 의해 유쾌하게 보이고자 한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형상들이 다양한 색으로 조합된 풍경의

분위기를 통해 카오스적 심리 상태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이외에 내용이 은유하는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단색의 화면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림 28>(P.63)은 ‘해(海)해탐험’이라는 제목과 내용에 걸맞게 파란색

으로 구성하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있는 여성과 공중에 부유 하고 있는 여

성은 각자의 삶을 관조적인 시선과 웃음으로 각각 승화시켜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이것은 제목에 ‘해해’라고 웃는 웃음과 바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시

키며 언어유희를 즐긴 흔적이 남아있는 그림으로 바다와 여성에서 출발한 자

유연상으로 그려졌다. 이에 전체적인 바다라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파란

잉크로 프린팅하며 완성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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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작업이 본인에게 의미하는 바와 작품 제작

의 순서와 맥락을 짚어보며 그 근거를 추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였

다. 그 첫 번째가 자기인식이었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는 인간의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메커

니즘을 가진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관습을 바탕으로 한 가정

교육에 의해 감정적으로 억제되어 자기표현에 익숙하지 못했던 본인은 내면

의 심리와 욕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감정적으로 큰 동요가 없는 상태에 익

숙해 질 때쯤 그림을 통해서 내면적 긴장상태를 인식하게 되었다.

내면의 무의식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화하여 의식과 합일하는 것, 즉 ‘자

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융의 자기실현 이론의 기본이 된다. 사회적 요구와 특

정 경험에 의하여 억압되어 표출하지 못하였던 심리적 욕구가 작업에 의해

‘자기실현’에 접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에게 주관적 희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림을 통한 자기실현은 무의식적 심리를 인식하게

된 동시에 내면의 욕구를 돌아보며 자기에 대해 정확히 직시 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의식적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심리를

자유연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에 임했던 것은 본인의

작업이 공상의 주된 기능인 ‘승화’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승화’라는 것은 내재된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변경시킴으

로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여기서 ‘불안’이라는 것은,

작업을 통해 무의식적 심리를 인식하면서 심리형성의 배경에 대해 거슬러 올

라가 확인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적 불안

은 어렸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억압했던 내재된 심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

기인한 심리적 긴장에서 오는 카오스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즉, 긴장상태의

해소와 승화로서의 작업은 이러한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었다. 따라서 본

인의 작업은 개인의 주관성을 경유하여 그리고 개인의 특질을 통해서 발생하

는 쾌락의 추구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구현된 심리가 대상화 되어 드러난 허구의 세계 속에서 본인의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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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는 해소의 측면과 함께 타자의 자리에서 타자가 보는 본인의 주관적

심리를 가시화하는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57)

허구적 세계는 본인에 내재된 심리적 실재로서 무의식적 심리를 토대로 만

들어낸 형상에 의해 조합된다. 이 때, 기저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소재와 사

물들을 끌어내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테마에 의해 자유롭게 연상을 하여 나오는 파편적인 기억들의 잔상들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물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사물일 경우도 있지만 이 방법을

통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였던 강박은 작품에서

화면을 가득 메우는 특성과 형상들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강박행위로 드러났

다. 그러나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무의식적 강박이 그림에 드러나는 것을 작

품의 형상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렇게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지점에서 두 성향을 활용함에 있어 비현실적인 특

수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심리적 풍경은 경험을 통한 주관적 심상과 직관적 형상에 의해 구

현된 허구의 세계로서 주관적 현실인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본

인이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내적 불만을 그림을 통해 드러냄으로서 현실

의 불합리한 질서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풍경에

등장하는 심리적 주체인 나체의 여성들은 심리에 각인된 여성의 이미지가 대

상화되어 두 가지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의 수동적 여성적 지위를

내포하여 내재된 심리를 직접 투영시켜 드러내거나 그 반대항의 이미지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인체를 병리적으로 표현하고 사물을 희화한 이미지들은 그

반대 항으로서 극단적인 심리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심리 안에

내재한 요소들은 주어진 현실을 초월하고 기존의 현실에 반대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있어 예술은 ‘실제의 삶을 반영한다.’ 라는 전제로 생각하

면 작업에 있어 본인의 심리가 투영된 허구적 세계는 실제 본인이 삶을 바라

보는 ‘심리적 실재’의 시각적 재현에 다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모

57) 라캉은 이러한 예술적 표현이 예술이 가져다주는 쾌락의 근원이라 말한다, 조선령,「라캉과 미술」,

경성대 출판사, 2011,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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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예술 형식이란 표현의 욕구가 당연히 전제되고 작가의 심리와 시각을 반

영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한 심

리를 작업의 소재로 쓴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던 심리적 형상들과 강박적 표

현, 자유연상에 의해 산만하게 나열된 화면을 단순히 심리에 의한 풍경이라

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산만함이 결국 카오스적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무의식적 심리가 깨어있는 상

태에서 정확히 인식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가 경험에 의해 형성되

고, 작업으로서 심리가 인식되는 과정은, 본 논문에서 이론을 토대로 정리해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조형적 형상화과정은 무의식적 심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정확한 의도와 주제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대부분 직관적이고 자유연상을 통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까지의 논지로 볼 때, 작업을 통하여 본인의 내재된 심리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를 보고 대하는 관점과 심리형성의 연관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술이 작가의 삶의 본질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처럼 예술작

품과 개인적 현실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즉, 본인은 작업을 통해 심리적 긴장상태가 무의식적 강박으로 드러나는 것

을 깨달았으며 그 문제의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긴장상태의 해소

와 승화로서 자유연상을 통한 공상을 하게 되며 그것이 개인적 쾌락을 준다

는 주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업들은 경험에 따른

무의식속 내재된 심리의 표출로서 개인적 해소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고 이

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을 쓰면서 주제와 작업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못하고 본인이 의도하

는 바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해 내용상의 맥락과 동기를 짚어보게 된 동시에 ‘나’에 대해

인식하게 된 만큼 앞으로 폭넓은 경험과 심리의 연관점을 찾아 작업의 범주

가 넓어지고 주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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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agery (Formative imagination) of 

Psychological Landscape through Free 

Association

-Based on my print works-

So jeong, Je

Printmak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lot of occasions experienced in our daily life form personal perspective

and psychology. My work took notice of a relation between a series of

events and phenomenon taken place at the surroundings of daily life and

its psychological aspect. In particular, under the contemporary society

where traditional value is remained, internal mental conflict being felt as a

female and a concern derived from sympathy towards other females of

different ages have become a starting point of my work.

A lot of norms and regulations existed in reality force us to lead our life

by voluntarily restraining ourselves (our own feelings). This environment

guides us to feel satisfaction through imagination under the condition of

emotion and desire that are hard to be exposed or realized in our reality.

I took notice of the fact that this restricted primary agent indulges in

fantasy unconsciously in order to suffice its psychological satisfac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fantasy is a playful pleasure that may be easily

accessible in our daily life as an eruption of personally intrinsic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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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 and desire on the one hand and used to become a tool that

helps maintain emotional equilibrium eventually on the other.

As my work was a process in which unconscious psychology that was

formed by experience and memory was exposed through free association,

it is considered that a role of psychological ‘sublimation’ could be played

by recognizing myself (ego) through such visual outcome (output). Such

visual output may be called as a scene (landscape) of fantasy that we

usually imagine as a psychological compensation. Mental conflict being

taken place intrinsically is mainly represented obsessively by uneasiness

under the condition of stress and desire of trying to overcome reality. My

work helps eliminate this uneasiness and overcome realistic dissatisfaction

and sometimes provided an opportunity of being able to realize this

obsession that I did not feel (before).

Dissatisfaction and suppressed psychology that were not expressed in a

daily life used to be formed habitually by experience for a long time and

it became a foundation of an interpretation relevant to a reality in my

work. Free association at the time of work is achieved through positive

exploration of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 awareness of the reality in

parallel rather than a simple imagination.

Virtual reality implemented thereby is my ‘psychological

existence(reality)’ located at the middle sphere between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based on reality and it is formed (formatively

imagined) as a virtual landscape. As arts inherently reflects reality and

works (is achieved) in a perspective of the writer as such, it was

anticipated that my ‘psychological landscape’ formed by subjective

psychology based on experience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of arousing

individual sensitivity for the reality by the observers.

Landscape realized in the work is materialized as diversified psychological

forms through free association and this creates narrative by inducing

psychology that is deeply inherent in unconsciousness. In addi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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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immersed in psychology according to free association, drastic

psychology was able to be expressed effectively by caricaturing it in a

way of distorting or exaggerating its shapes and combining its forms.

In reviving forms introduced by feelings and ‘psychological existence’

through such forms, my work was carried out with engraved prints as its

main media. Engraved print is a media suitable for my work in which

psychological theme is expressed through a process of maintaining tension

by being immersed in given plate and in particular, copper-plate

print-inherent texture and line drawing were convenient for expressing an

ambience that was intended to be induced from simplified line and

landscape that are mainly used by myself.

This thesis was focused on individually analyzing a process in which

unconscious mentality that was formed based on fragmented memory and

experience of my daily life was materialized based on plastic principle and

tracing its ground.

Through this thesis, as a result of research that a work is an approach

to ‘psychological existence’ through ‘self consciousness’ was confirmed, if

my work should be supplemented by diversified expressions through

analysis of more segmented psycholog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by this opportunity, my work would be formed into ‘psychological

landscape’ diversified with new forms and space.

keywords : psychological landscape, psychological existence,

experience, unconsciousness, uneasiness, free association, fantasy,

sublimation, fiction, obsession, caric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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