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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구나가 얼마간 했을법한 생각일 수 있지만,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과 동시에 그리기를 주 하고 멈추게 만들었던 나의 고민거리는

그린다고 하는 반의 행 가 과연 어떻게 해서 정당함을 가질 수 있

는가 하는 이었다.이것은 일정한 인간의 생김새나 각각의 사물의

형태들이 왜 특정하고 고유한 존재방식을 지니느냐와 같은 멍청하고

도 정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 특별히

그것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바에는 상이나 이름이 없었으며 일종의

회화 와해나 궁극의 상태와 같은 것에 한 열망만으로서 그린다는

행 를 했기 때문에,그리기의 문제 에서도 일정의 내용 주제

에 한 질문들을 다루기보다는 그리기라는 상태의 의미에 한 과제

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흰 바탕이나 네모진 캔버스와 나는 무슨 련이 있는가?이 재

료들은 나에게 필연성을 갖는 것들인가?이 색은 아름답지만 나를 통

해 바로 여기에 칠해지기에 타당한 것인가?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운용해도 좋다는 애 의 합의들은 나에게 정당하며 나와 떳떳한 계

에 놓여있는가?형과 색의 기 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이와 같

은 원론 이며 강박 인 질문들은 나에게 그리기라는 환상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으며,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과 더불어 어떠

한 이유로 하여 그리고자 하는 이를 그릴 수 없게 만드는지를 이해하

는 것을 목표 삼고자 하 다. 한 이같은 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그

리기 작업이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자 하 으며,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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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기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

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 다.

그리는 행 는 그리는 이의 신체와 정신이 그린다는 과정과 형식의

반을 통해 화감을 극복하고 친화되어,그 결과에 있어 필연 통

일감으로서 그의 자의식이 세계 속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다.의식이 자율 으로 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의 믿음과 추진력

은 그 필연 완성에의 의지를 실 코자 하 고 이는 회화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 있어 미완의 정 에 놓인 자율성 내지는 양자의 와해

의 과제로 이어져왔다.유아의 그리기 행동의 경우,지각의 유동성으

로 인한 자율 사고의 가능성이 개념 으로 미분화된 세계를 살아가

는 동물의 상태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이는 자율성에의 의지나 형

식에 한 신념과도 상 없는 일종의 도덕 무지·무구의 상태이다.

그러나 가령 칸딘스키의 경우를 볼 때,그는 사물의 본성이 회화의

형식요소들과 그것들의 조형 인 결합들로 환원되어 나타날 수 있다

고 믿고 그러한 정신에 입각한 이론을 세웠으며,이를 바탕으로 자신

의 회화를 개하 다.

념과 실재의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정신과 신체의 분리를 인정하

는 인간에게 있어,그리기란 그 내용과 형식의 불가능한 조화가 가능

해지고자 소망하는 상태이다.그리기를 가능 만드는 것은 그 과정

에서 기 되는 세세한 계들의 연속성에 해 친화 인 화가의 의지

이지만,그리는 이의 순수한 기 나 그리기의 노동은 의미들의 인과

계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한 임의로 거기에 부착되

어있다.따라서 그리기에 의한 궁극의 환상,즉 화면의 순수한 자율

실 이나 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기는 자신의 의지의 내용이 그 형식에 합목 으로 부합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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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암시 인 신념에 의한 활동이며 따라서 자기신화 권 에 사

될 수 있는 활동이다.이와 같은 불만이나 조바심은 그리기의 제 과

정들을 개별 인 일들이 결합된 생경한 상태로 의식하게 하고 차

그 연 계들을 서로 이질 이고 허구 인 것으로 보게 한다.그리

기는 우연히 거기에 실 되어있으며,그리기의 자율 가능성과 그

형식 완성의 계가 허구 이라는 의식은 본연의 의지와 바람을 무

기력하게 만든다.이러한 필연성에의 회의는 일말의 형식언어에 한

불신과 오를 낳게 하고 그리고자 하는 이를 망하게 만들며 새로

운 비약(spring)을 소망하게 한다.

그리기는 불가능한 그리기의 상태에 반하는 일종의 인지부조화

(cognitivedissonance) 상황이다.소 자동기술방식이라는 것은 우

연을 수용하고 거기에 의식을 자유로이 맡겨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기 보다는 마치 일종의 안무태세와 같이 결연한 종류의 작심을

미리 요구하며, 한 알아내지 못한 의식의 내용들 에 강력한 것을

무의식의 내용으로 꼽을 수도 있다.그리기는 자동기술 ,비의지 인

상태가 아닌 자의 태도에 의한 것이다.그리기는 자신의 형식언어

와 그림이라는 사물이 정당한 연 계를 갖고 서로 이질 인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는 신체와 정신이 하

나의 필연 상태로 화해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서 이어져갈 수 있다.

나에게 있어 그 불가능의 상황은 그리려는 의지를 무기력하게 해 타

성이나 습 과 같은 반복 행 를 가져오게 하 으며,의지의 무기

력 상황은 일종의 극단 ·임의 결단으로서의 그리기 행 를 시도

하게 하 다.의미를 여과한 결단 행 의 존재방식이 의도되었으며,

단순하고 무조건 인 선 기의 방식의 그리기가 나타나게 되었고,나

아가 이와 같은 그리기 행 자체를 상화하거나 유희 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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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다.

그리기를 소망하는 이는 자율 그리기라는 모순과 인간이 개념

으로 이원화된 사고를 하는 존재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개별화된 것의 무의미와 우연의

상태로부터,무력하지만 실은 의미있게 존재하고자 소망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의 상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그리기를 하여

직 성이라는 이상과 그것을 향하는 형식언어와의 계를 삶의 측면

에서 이해해야 한다.언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화 과정을 수행하

는 흔 (trace)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리다의 말처럼,형식 언어

의 존재방식은 그것에 담겨지고자 한 원래의 의미 혹은 생성되는 의

미를 그 자신을 통해 찾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한 이러한 소망

을 가진 화가는 스스로의 그리기로서 의미나 존재 자체로 비약할 수

있는,의지를 동반하는 고유한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그리기라는 이

상은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통해 극복될 수 없지만 그 비

한 계를 여과하기 해서 존재의 한계를 인정함과 함께 새로운

삶을 한 존재방식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요어 :그리기의 불가능,인지부조화 상황,반복된 무기력,

내용이 소거된 형식,그리기의 자율성,선 기,직 성

학 번 :2009-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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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그린다는 것은 말을 하거나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로 원 이고 능

동 인 행 로 추상 인 것의 실체화라는 인간의 근본 인 욕구를 나

타낸다.즉 그리는 이에게 있어 자신의 의지가 하나의 사물로 되어

이 세상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자신과 세계를 마땅히 연결하게 된 것

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활동이 그리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신체와

정신을 조화하여 펼쳐놓는 그리기가 구 되어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장구한 반성으로써 념과 실재의 구분이 사라진 사유의 시 를 살

아가고 있지만,여 히 언어로써 개념 사고를 하며 정신과 신체의

구분에 놓인 인간이 이와 같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철 히 개인에 달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그리

기가 삶 속에서 자신의 태생의 조건을 넘고 하나의 조화로서 구 되

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거나,끝없는 환상이나 이상의 과

제일 수 있다.그러나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

뿐 아니라,수많은 존재방식 가운데 그리기라고 하는 특수한 인지 ·

실천 행 는 이원 사고를 하는데 있어 그 행 방식의 과정과

의미에 해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해명할 과제가 될 수 있다.가령 그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외따

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그린다는 것은 필연 인 문제가

되며,그 과정에서 ‘무엇’과,‘그리기’라는 문제를 조율하여 나타내는

데 있어 화가 각자의 자의식이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한 그

러한 그리기를 통해 세계와 련되어진다는 믿음이나 불신의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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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기 다를 텐데,이러한 태도와 자의식이 얼마나 타당하거나 그

지 않은지를 의문시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근본 으로 들여다보기 해서는 일차 으로 복잡다

단한 인식론 해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 이같은 내용은 그리기

가 최 로 시작된 먼 훗날에 가서 회화의 내용과 형식에 한 본격

인 과제가 되었다.나는 그린다는 것에 있어 그 일을 주 하고 의심

하게 만들었던 ‘그리기 직 ’의 상황에서 멈추어,그리기의 제 과정에

한 불신에서 비롯하는 그리기의 불가능함에 하여 생각해보고자

하 고 나에게 있어 그리기의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게 실 가능해지

는 방식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이러한 고민과

함께 병행되었던 그리기 작업을,그릴 수 없는 가운데 그리고자 하는

합리화를 한 상태 즉,인지부조화 상황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보

고자 하 다.

본론 Ⅱ에서는 그리기의 내용과 형식의 계에 있어서의 자율 가

능성과 그것에의 믿음에 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인지기능이

언어 으로 분화되지 않은 유아(幼兒)의 그리기 행동 양상을 찰하

고,회화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이론 으로 체계화하려고 했던 칸

딘스키의 연구를 검토해 볼 것이다.그럼으로써 그리기의 순수한 자

율성이라는 가능성 이 문제에 한 합목 신앙의 허구성과 모

순에 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론 Ⅲ에서는 그린다는 것의 의미를 자기신념을 통하여 가능한 암

시 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하고,그리기의 제 과정 결과가 화

가의 믿음이나 소망과는 달리 개별 사건들로 이루어진 우연 상황

이며 따라서 내용과 형식의 필연성은 불가능한 허구 바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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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서술할 것이다. 한 그러한 불가능에 한 인식의 극복에

하여 서술할 것이다.

본론 Ⅳ에서는 나에게 있어 구체 인 그리기의 실행이 어떻게 표

되어졌으며 그리기의 가능성에 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 태도변화

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그리기의 불가능성과 자율

그리기에의 바람을 인지부조화의 계로 바라보고,그리기의 불가능

함에 따른 새로운 바람과 실천을 인지부조화의 극복과 한계로서 서술

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인간 사고의 한계로써 그리기의 문

제를 하는데 있어 필연 으로 만나게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결코 피해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 진상을 이해하는 것에도 세세

하고 끝없는 담론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제와

방향은 처음부터 많은 난 과 한계를 갖고 있으며,방 한 논의를 필

요로 하는 내용을 매우 자의 으로 단순화 한 것이라는 지 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이에 나는 본 연구의 목 이 그동안의 작업 과정에

서 생겨났던 질문들과 그것에 한 나의 태도와 련해 해당의 주제

들과의 연 성을 찾고,향후의 과제와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을 말하고자 한다.



-4-

II.그리기의 자율성과 필연성

1.그리기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계

조형(造形)을 향한 의지는 양식(style)과 착상(idea),연상,변형,은유

등의 자율 인 능력으로 계발되었으며,오늘날까지 조형 술의 역사

를 설립하게 하 다.1)이러하게 된 최 의 배경에 해서,실존 인

불안과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 심리의 성과

련하여 빌헬름 보링거(Wilhelm Worringer,1881-1965)의 분석을

표 으로 들 수 있다.그는 베른 학교 박사학 논문(1908)인 『추

상과 감통』에서 고 인들의 정서를 변했다.미개인에게는 즉자(卽

自)의 본능이 가장 강하지만 외부세계에서 결코 자신을 부지할 수 없

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져오는 정신 인 무기력 때문에 차 세계의

변덕스러움과 모호함을 자의 으로 벗겨내어 필연성과 규칙성의 가치

를 부여하고자 한 충동이 생겨났다는 것이다.2)세계의 추상 본질들

1)로리 슈나이더는 인간과 동물의 습성을 구분함으로써 미술이 발 해온 동력

을 설명한다.동물은 선천 으로 타고난 건축의 능력에 의존해 살아갈 수 있지

만 인간이 미술가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신화가 말하는,신에게 도 하는 인

간의 욕구와 그 실패의 결과로 인한 기능들의 학습으로부터이며,그로부터 인간

은 일련의 창조행 를 한 능력을 계발한 것이라고 말한다.로리 슈나이더 애

덤스,『미술사방법론』,박은 역,조형교육,1999,pp.13-28.

2)그는 인간의 즉자에 한 감정에 해 이 에는 본능 이었던 것이 이제는

최종 인식의 산물이자 지식의 종국 인 포기로서 되살아났다고 말한다.“우리가

존재하는 이 가시 세계란,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것만큼 같이 거짓이면서도 한 같이 참인,시각 환 과 꿈에

비교할 수 있는,그러한 마술에 의해 나타난 마야의 작품,곧 찰나 이고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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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건축 인 의지가 필연성에 사됨으로 인하여 형상(形象)

을 부여받았다.

회화에 있어 내용과 형식의 계는 자의 이면서도 그 생성과정을

통해 서로가 통합되어 그리기의 복합 성격을 이루어 왔다.따라서

강박증 모순의 양상으로서만 그리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랑스의 형식주의 미술사학자 앙리 포시용

(HenriFocillon,1881-1943)은 “미술작품은 물질이자 정신이고,형식

이자 내용”이라고 말한다.그는 “모든 것이 형태이며 삶 자체도 하나

의 형태”라고 한 발자크(HonoredeBalzac,1799-1850)의 말을 인용

하며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도 형태들 간의 불

가피한 계 때문이지 형태 없이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말한다.3)인간은 본래 즉자 던 동시에 차 그러한 자

신을 찰하고 반성하게 되었으므로,피와 살을 가진 인간에게 세계

의 모든 우연한 형상과 질료들은 우리의 존재방식의 근간이 되었으나

거기에서부터 ‘의미’를 향해서 돌아서있는 것이 그리기의 의무가 되었

다. 한 화가에게 있어서는 내용과 형식의 합성 는 정당성이라

는 문제에서 일단의 성찰 반응과 자기 과시 상태라는 양가

계를 나름의 방식으로서 조율하는 것이 마다 각각 다르다.그 간극

의 무수한 한 부분에 각자의 반응과 선택,그리고 조율의 방식이 놓

여있다.

체 실체가 아닌 시늉이라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면,인간은 이제 세계상에 직면

하여 꼭 미개인만큼이나 자신을 잃고 무기력해진다.”(쇼펜하우어,칸트철학 비

),빌헬름 보링거,『추상과 감통』,이종건 역,경기 학교 출 부,2006,pp.

46-50.에서 재인용

3)앙리 포시용,『형태의 삶』,강 주 역,학고재,2001,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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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幼兒)의 경우

우리가 어린아이 시 의 느낌을 떠올려본다 해도 그것은 몇 번에 걸

쳐 정제되었거나 재정비된 기억일 가능성이 크다.처음으로 명료하게

기억나는 느낌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재의 습 과 방식에 맞추

어 재사고 되고 있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어린아이는 세계를 인

식하는 일에 있어 의미들의 언어 분 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각 ·

의식 으로 보다 통합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즉 어린아이는 세계

를 경험하게 하는 감각이 체계화 되지 않은 채로 자연 그 로의 상태

혹은 동물·원시인의 상태에 보다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유아기

(약 만 2세부터 6세까지)는 언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시

기이며 감각과 지각 인지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이 시

기 아동의 그리기를 통해 언어 인지능력과 사물을 인식하고 내면화

하는 양상의 계를 찰해볼 수 있다.

지각의 발달에 있어 유아기 아동은 사물이나 동물을 객 으로 지

각하지 못하고 활동하거나 살아있는 것으로,즉 주 ·정서 ·표면

으로 악한다.인지의 발달에 있어 유아는 상징화의 능력이 생겨 정

신 표상이 가능해지고,언어를 차 사용하는 등 인지발달에 진

을 보이지만 자기 심 이고 직 이고 비논리 인 사고를 보인다.

특히 2~4세의 유아에게는 객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인 내용

과 개별 인 요소들 간의 계가 불명료하여,언어가 개념으로서 기

능을 다하지 못한다.이를테면 추상 인 개념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

고 사실과 공상의 차이를 깨닫지 못해 꿈을 실제로 본 것으로 믿는

다.4)

4)4세를 넘기면서 개념형성의 발달로,조작하는 사고가 가능해지나 논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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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유아들은 그릴 것을 주면 주로 무엇인가를 자동 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은 거리는 단계에서 회화기에 이르기까지

략 으로 연령에 따르는 발달을 보인다.5)일정기간을 직 찰한 결

과,만 3세의 아동은 원하는 것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신체 인 능

력이 부족하고,그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거나 불분

명한 것처럼 보 다.그러나 오로지 자신의 정신 ·신체 의지와 능

력에 부합하게 손을 놀리고,오히려 부족하거나 답답한 것이 없어 보

인다고 할 수 있다.가령 그리기의 의욕이 고 주 하는 성격의 어

린이일지라도, 치를 보면서도 단호하게 짧은 선을 그으며 ‘귀’라고

말했고,이에 해 조 도 거리낌을 가진 듯이 보이거나 미심쩍어 하

는 부분이 없었다(참고그림1).그리기에 해 의욕 이고 활발한 성격

의 어린이 한 말과 그리기의 표 이 동시에 거리낌이 없고 확신

이었다.어린이는 푸른 선들을 그리면서 그 일부분을 지칭해 ‘이것은

울타리’라고 말하 고, 다른 어린이는 둥근 원의 형태를 연이어 그

리면서 ‘기차’라고 이야기 했다.그리고 자의 으로 크 스를 으

로 뉘어서 칠하는 재미를 느끼자 그 상태로 색을 문지르기도 했다(참

고그림2,3).

유아의 그리기 행동은 어린아이의 사물이나 언어에 한 지각과 그

에는 이르지 못한다. 한 여 히 “사고와 지각이 미분화”인 상태이며,따라

서 직 으로 단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강문희·김매희·유정은,「유아기

발달」,『아동발달론』,공동체,2007,pp,167-243.

5)2세 경이 될 즈음은 거리는 단계로 아동은 부분 직선을 반복 으로

그린다.이는 곧 곡선과 나선형으로 변해 원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3세 경부터

는 원,네모,삼각형 등의 간단한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이어서 여러 도형

을 복합해서 그린다.그리고 이윽고 간단한 도형들을 실제의 사물들로 변환시켜

서 그린다.근육운동능력이 성숙하면서 묘사력이 증가하고 아동기가 되면 3차원

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Kellogg,1972), 의 책,pp.174-175.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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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김한아(만 3세),종이에 크 스,35x35cm,2005

참고그림 2.고 윤(만 3세),종이에 크 스,35x25cm,2005

참고그림 3.이 서(만 3세),종이에 크 스,25x35c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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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의 수 을 짐작 한다.유아의 지각 유동성으로 인한 자율

사고의 가능성은 개념 으로 미분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동물 상태

와 유사하다.6)이는 자율성에의 의지와는 계가 없으며 형식에 한

신념과도 상 없는 일종의 도덕 무지·무구의 상태이다.가령 구석

기 시 동굴의 벽화를 볼 때 구석기인의 높은 수 의 정서 표 과

조형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리기는 주로 자연과

의 결에 련된 활동이었고,실제 구석기 화가의 정서를 짐작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인간은 동물이나 자연의 상태에 보다 가

까울 때 그리기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이론 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만 시간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오로지 사고와

회고를 통해서만 그 계를 추측할 수 있다.

6)유아의 지각 수 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물은 세계와 완 히 결합되어있는

즉자 상태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침팬지의 드로잉이 화제가 된 사례도 있

으며 동물 행동의 발생이 유 이나 각 동물의 개별 기억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동물의 지각과 심리 행동의 본질은 주로 동물의 생물

학 구성체계-이를테면 분자,생화학 과정의 수 혹은 감각기 ,신경계 그

리고 내분비계의 형성 결과-에 근거해 정의된다.박시룡,『동물행동학의 이

해』,민음사,1996,p.15,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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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딘스키의 경우

한스 제들마이어(HansSedlmayr,1896-1984)는 자율 인 술의

본질에 하여,가능성과 유희하는 자로서의 술가를 언 하는 키에

르 고르(SörenKierkegaard,1813-1855)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설

명을 신한다.7)가능성은 무한함과 련되어 자아를 사로잡지만,그

것은 유희를 의미하고,오히려 실 에 닿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

다.

칸딘스키(VasilijVasil'evicKandinskij,1866-1944)는 사물의 본성

이 ‘내 필연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회화의 형식요소들과 그것들의

조형 인 결합들로 환원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회화를 실험하고 개하 다.그리고 조형요소들의

성격과 그것에 선험 으로 주어진 향력을 이론 으로 추론하여 회

화 작업에 용했다.그는 아무것도 재 하지 않는 순수한 형과 색의

유희로써 자율 인 회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했고 회화의 언어가

이라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이론화했던 인물이다.그 내용의 필

연 한계와 모순에 해 생각해보기 해,체계 으로 회화문법을

7)“가능성이란 할 수 있다는 뜻이다.그것의 의미는 결정 일 필요가 없는 모

든 것에 다가갈 수 있고,모든 것과 함께 유희를 벌일 수 있다는데 있다.가능

성이란 부유하는 것,자유존재,무한한 능력,끝없는 재산,셀 수 없이 많은 존

재형태들과 벌인 부단한 유희를 의미한다.(···)아무 것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

에,가능성의 욕구는 어떠한 필연성 없이 계속 자아를 사로잡는다.결국에는 모

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된다.(···)최종 단계에서 개인 그 자체는 모든 가능한

것에 한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게 된다.이것이 실 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Kierkegaard),한스 제들마이어,『 술의 명』,

남상식 역,한길사,2004,pp.108-1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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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그리기에 입하 던 칸딘스키의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칸딘스키는 1910년의 『 술에서의 정신 인 것에 하여』를 통해

술가가 달해야 하는 ‘정신 인 것’과,그것의 매개가 되는 회화문

법에 해 서술한다.회화론의 두 번째 장인 「형태언어와 색채언

어」에서 그는 각각의 색과 형태들이 산출하는 효과들과,그것들이

서로 결합하고 구성되었을 때의 효과들을 제시하고 그 성격을 구분한

다.색채는 우리 마음속에 표상될 때는 아무런 한계도 가해지지 않지

만,회화를 통해 색이 물질 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으며 필연 으로 색들 간의 경계,즉 형태를 통해서만

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형태에 의해 색채가 지배되는데,그

는 형태가 색에 가하는 향력이 선험 으로 주어진 것이고,동일한

조건하에서 형태는 항상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말한다.따라서 엄

한 원칙과 정해진 효과의 가능성에 따라 색과 형태들의 조합으로 화

면이 구성된다는 것이다.8)그는 이러한 회화 문법의 근거를 음악의

화음의 원리에서 발견했고,음악과 같은 정신 울림을 회화가 표

할 수 있게 하기 해 음악의 화성학에 해당하는 회화의 법의 가

능성을 모색하 다.그리고 색과 형태들이 법에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9)

8)칸딘스키,「형태언어와 색채언어」,『 술에서의 정신 인 것에 하여』,권

필 역,열화당,2004,pp.64-107.

9)“큰 형태와 개별 형태들의 배열,각 부분의 화음 불 화음의 원칙,개

별 형태들의 화합,한 형태가 다른 형태에 의해 받는 제동,개별 형태들의

,집 과 분열,형태군의 동일한 취 ,은폐된 것과 노출된 것의 결합,율동

인 것과 비율동 인 것의 결합,순수하게 기하학 인 것과 기하학 인 것으로

일컬을 수 없는 추상형태와의 결합 등등,이 모든 것들은 순수하게 소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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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색채의 의미와 그 개념 구분에 한 칸딘스키의 주장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과 연 되어 설명된다.그는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

에서 유행했던 신지학의 강연에서 한 괴테의 직 색채론을 참조

하여 색의 심리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고10)기본 으로는 독일 기

의 낭만주의 시인들과 화가들의 추상 경향을 이어받았으며11)1900

년 반 뮌헨 화 의 역사주의에 맞선 상징주의와 유겐트슈틸의 이

론과 실천의 지침들로부터 향을 받았다.12)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화면을 구성하는 형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 개념인 ‘내 필연성의 원리’에 무조건 인 의미를 부여했다.그

는 회화의 형식과 내용의 계에 있어 보편 인 문법의 용을 주장

하면서도 그 내부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 내 필연성의 메커니즘에

해서는 술가의 선천 인 능력에 호소한다.그에 의하면 회화가

목표로 하는 마치 화음과 같은 조화로운 조형요소들의 결합은 혼을

감동시키기 한 것이다.그는 이것을 ‘합목 인 진동’이라고 말하

는데,이는 술가의 혼 속에 있는 감정이 자신의 내 인 요소를

발 시킴으로써 람자에게서 유사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이다.내

요소인 감정은 필연 으로 존재하고 있으며,가상인 술작품은

내 요소에 의해 필연 으로 형식이 결정되어 외 으로 나타나게 된

다는 것이다. 술작품은 물질 인 것으로서 비물질 인 것인 술가

의 감정과 람자의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이고,따라서 술작품이

‘ 법’의 가능성을 형성하는 요소요, 한 이러한 법으로 인도하는 요소이

다.”칸딘스키,앞의 책,p.77.

10)진 권,『서양미술사』,휴머니스트,2011,pp.93.

11)페터 안젤름 리들,『칸딘스키』,박정기 역,도서출 한길사,1998,pp.

83-84.

12)칸딘스키는 바그 의 오페라에서 선과 색의 유희로 이루어진 순수회화의

가능성,즉 음향의 상징주의를 경험했다.진 권, 의 책,pp.85-87.



-13-

성공 일 때 술가의 감정과 람자의 감정은 등가인 계가 된

다.13)즉,화면에서 색과 형태의 조화로 나타나는 술작품은 내 필

연성의 법칙이 합목 으로 구 되게 하기 한 것이며,그는 그러

한 목표를 하여 자신의 회화론을 통해 색과 형태라고 하는 형식과

그 내용의 계에 나름의 합법칙성을 부여했다.

칸딘스키의 내 필연성은 보링거가 기하학 추상의 형식과 그 합

법칙성을 가능 했다고 말한 본능 인 추상 충동과도 유사한 이

있지만,내 필연성의 원리는 보다 극 인 개념화의 방식을 통해

그리기의 원리에 합법칙성을 용한다.이는 그가 술가의 혼이

지닌 신비 인 메커니즘에 기 면서도 색채와 형태라는 요소에 엄

한 문법을 용하여 회화로 산출되는 가능성에 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요 뒤히 (Düchting,Hajo)은 칸딘스키가 수립한 규칙들

을 “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칙이라기보다는 주 평가의 산

물”14)이라고 했으며,에이젼슈타인(SergeiEizenshtein,1898-1948)은

그의 신념에 해 “형과 색의 의미는 문화 역사 으로 상 ”15)이

라고 지 했다.

내 필연성이라는 정신 인 작용의 메커니즘으로 정당화하고자 하

는,형식과 내용의 합목 성이 조형 요소와 그 선험 속성들이 산출

하는 필연 결과라고 하는 문법은 감각에 응하는 개념의 용에서

비롯된 것이다.아도르노가 말하는 이성의 자연지배는 이에 한 반

성 사고를 제공한다.그는 개념 사유방식을 추구하는 이성이 있

는 그 로의 자연을 지배하여 올바른 인식작용을 방해했다고 말한다.

즉,인간의 문명은 권 인 성격의 이성이 자연과 사물의 본성을 억

13)칸딘스키,앞의책,pp.74-83,

14)진 권,앞의 책,pp.98-99.

15) 의 책,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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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 개념화 작용으로써 모든 것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이 제거되고 개념으로만 사유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16)언어로

써 구분할 수 없는 색이나 형태라는 질료들이 칸딘스키의 회화 방

법론을 통해 일정한 개념 성질들로 환원된다는 것은,신비

에서 설명되는 내 필연성의 성격과 모순되는 이다.

순수성과 자율성에의 갈망은 칸트(ImmanuelKant,1724-1804)가 말

한 천재의 이상 인 창조를 생각하게 한다.즉 이성과는 무 하며 이

유와 과정을 설명할 수도 없는 심미 이념에 의해 가능한 활동이라

는 것은 칸딘스키의 내 필연성에 의한 그리기와 통하는 부분이 있지

만,내용과 형식의 합목 성을 개념 사유방식을 통해 규명할 수 없

다는 에서 후자의 방법론이 갖는 주 인 성격을 지 할 수 있다.

칸딘스키는 신비 방식에 의존하여 술가의 내 인 능력을 강조하

고 있지만 자신의 회화론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의 월권에

한 믿음을 가졌다.한스 제들마이어는 순수성을 향한 회화의 노력에

해,순수함과는 상 없이 회화가 결국 새로운 하나의 ‘타율성’에 종

속되었고,회화의 역동 인 요소는 그 자립성을 잃게 되어 미술사가

다음 시 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한다.17)이상의 논의에 해서도 이

론과 실천의 문제라는 서로 다른 과제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오성이 이룬 행복한 결혼은 가부장 이다.미신을

제압한 오성이 주술에서 벗어난 자연을 자신의 뜻 로 리하는 것이다(···)인

간이 자연에서 배우고자 한 것은,자연과 인간을 온 하게 지배하기 해 자연

을 이용하는 법이다.권력과 인식은 동의어다.”,T.W.Adorno,Dialektikder

Aufklarung,1949,S.21.김유동 옯김,『계몽의 변증법』,문학과 지성사,pp.

22-23. 이순 ,『아도르노와 자본주의 우울』,서울 :도서출 풀빛,2005,

p.65.에서 재인용,

17)한스 제들마이어,앞의책,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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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그리기의 불가능성

1.그린다는 것의 의미

그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발생 인 에

서 킴바라세이고(金原省吾,1888-1963)는 ,선,면의 순서가 아니라,

의 발생이 한 방향의 개성만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은 덩이가

되고 그것은 곧 면을 낳으며,그 한계와 윤곽이 운동성을 가지는 선

으로 상징된다고 설명한다.18)혹은 그림의 물질 가능요인에 해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가령 어느 색을 칠한다는 문제에 해

서 생각해본다면,그것은 단한 결정이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해서 고민할 문제이다.

형상들을 발생하도록 만드는 애 의 근거는 그리는 이의 의지이며,

그의 의지의 실 에 의해 그리기가 생겨난다.화가와 그가 다룰 재료

들과 캔버스 사이에는 필연 인 것에 한 긴장감이 있다.화가는 재

료들을 다룰 알며 캔버스에 그것이 닿을 때의 질감에 해 짐작하

고 있다.화면 를 그리거나 칠할 때 그림은 화가의 의지에 상응하

는 객체로서 앞에 놓여있으며,화가는 자신으로부터 생겨져 나와 그

와 운명과 수명을 달리하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의 응물임을 믿는

다. 한 그는 그가 선택한 이 질료들을 통해 실어져 나와 객체로

달되는 자신의 의지가 바로 그 질료들을 통해 정당해지는 것임을

18)킴바라세이고,『동양의 마음과 그림』,민병산 역,새문사,1978,pp.

255-261



-16-

믿는다.이와 같은 계는 화가에게 있어 필연 이다.이러한 믿음의

연속성이 아니고서야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는 이와 그리게 하는 질료들과 화면의 계는 화가에게

있어 오 이거나 경멸 인 것이 아니라 친화 인 것이다.그리는

이에게 마치 내재되어있거나 제된 것과 다름없는 이 진지한 계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필요하며 결론 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

한 연속성이 가져오는 긴장과 통일감,하나의 결과물이다.다시 말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정서의 성질이 어떠하든 이와 같은 친화

계에 부합하는 자의식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마치 최면과 같이 충실

하게 되는 일이며,이 때 화가는 여느 생활인들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노동 상태에 놓이는 것과 다름없다.따라서 화가는 화가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는 이가 그리기에서 기 하는 것은 잘 그려지고 있는 것,혹은

잘 그려진 그림을 보는 것이며 그림의 결과를 그것에서 기 되었던

선험 이고 내재 인 필요충분조건처럼 느끼는 것이다.그는 매번의

상태에 부착된 그려진 방식을 통해 세계와 자신의 계가 이질 이지

않다는 안도감을 경험할 수 있다. 술가의 창조물의 내용과 그 의미

의 연 성에 해 사르트르(JeanPaulSartre,1905-1980)가 “고통의

노래는 고통 그 자체인 동시에 고통과는 다른 어떤 것”19)이라고 언

하듯 화가가 그리기에서 성취하거나 만족하는 바는 의미의 연 성들

과 련 있는 것이 아니다.화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그리

19) 한 를 들어,그는 틴토 토의 ‘골고다 상공의 노랗게 찢긴 하늘’을 언

하면서,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표 한 것이 아니라 “표 할 수 없는 것을

표 하려고 하다가”“하늘과 땅 사이에서 정지되는 엄청나고도 헛된 노력”즉,

“고뇌 자체”라고 말한다.그는 작가가 다루는 것은 의미를 한 것이지만 화가

나 음악가의 활동은 그 각각이 의미 자체라고 보았다.장 폴 사르트르,「쓴다는

것은 무엇인가」,『문학이란 무엇인가』,정명환 역,민음사,1998,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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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과정이 실제로 수많은 사소한 인과 계들로 이루어졌는지의 여

부와 련이 없다.

그래서 화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상 없이 의미에 한 사를 기획

할 수 있으며,원하는 목표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거나,혹은 다분히

암시 이고 자기신화 인 모순에 깃들어있을 수 있다.한스 제들마이

어는 표 주의 운동이 보인 문명에 한 퇴보 성향을 그들이 지향

한 경험이나 진정성에 상 없이 “자기 자신에게 사하는”일종의

선으로 단하 다.20)회화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와해나 순수,

자율성의 가능성은 동시에 자기 암시 인 허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리는 이의 범성과 신비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경험될

수 있다.

다시 말해,그리기의 발생 인 요인이 되는 것은 그리는 과정에서

필연 인 것으로 기 되는 계에 해 친화 인 화가의 의지이며,

이 계들의 연속성이 그리기를 가능 하지만,그리는 이의 순수한

기 와 노동은 의미들의 필연 인 연 성들과 련이 있는 것이 아니

다. 한 잘 그려진 자신의 그림들을 볼지라도 각 그림의 결과는 그

리기의 과정들에 의해서 임의로 거기에 부착된 것이며 그것에 기 되

었던 합목 성이 실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는 없다.그리기는 화가의

그리고자 하는 의지와,그 결과가 합목 으로 조화된다는 믿음에

의한 자기암시 인 활동이며,따라서 일종의 권 를 부여하는 신념에

사될 수 있는 활동이다.

20)그는 표 주의가 원시 인 것들을 통해 근원 순수를 열망했다고 말하면

서 “이성과 정신을 통해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도가 실패 다고 평가한다.이러한 의도 인 순수성의 지향에 해,나의

작업을 진단하면서 Ⅳ장에서 다시 언 하고자 한다.한스 제들마이어,앞의 책,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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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기의 불가능성

그리기란 화가의 자의식과 그리기의 제 과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동

이며 암시 ,자기 신화 인 활동이다.다시 말해,조화롭게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은 허구 인 믿음에 의한 것이며,조화되는 것으로 보

이는 것은 그리기의 과정과 결과가 필연 긴장감으로서 통일감을 갖

는 것,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 질 수 있으며,그리기의 궁극

실 으로서 정신과 신체의 와해 직 성이 가능하게 생각되는 상태

이다.

조화롭게 보이는 그리기의 과정에서 마치 언어의 태생 문제처럼

생겨나는 오류를 허용하지 못하면,문제없게 보이는 것들에 한 의

심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그리기에서 기 하는 직 성에 해,

그 느낌과 경험에 한 자율 인 서술이 아니라 논리 속성에 해

자세한 해명을 하자면 많은 난 이 따른다. 넬슨 굿맨(Nelson

Goodman,1906-1998)은 시에 있어 표기된 발화 집합들의 좀 더 직

이거나 내재 인 속성들이,심미 으로 요한 시의 실제 속성들과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텍스트는 문젯거리가 된다고 말한

다.21)그 다면 시의 속성에 좀 더 근 한 형식은 따로 존재할 것인

가?

시인은 발을 내딛기도 에 헛딛게 되어있는 것에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사르트르는 시인이 언어를 도구로써 이용하기를 거부하고

말을 ‘섬기듯’다룬다고 표 한다.22)그러나 불만이 생기는 동시에 발

을 내딛지는 못한다면 의심만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이는

21)넬슨 굿맨,『 술의 언어들-기호 이론을 향하여』,김혜숙·김혜련 역,이화

여자 학교 출 부,2002,p.205.

22)장 폴 사르트르,앞의 책,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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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고 희열에 찬 경험이나 감상 인 즐거움,혹은 유머러스하거

나 포한 상상을 세상으로 옮겨놓겠다는 포부를 갖지 못하며,색과

잡다한 형상이 사물처럼 독립된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

지 못한다. 한 경험에 있어서 일말의 유사성을 해서도,무수한 변

죽울리기와는 다르게 자연의 재료들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희망하지 못한다.낙천가이며 낭만주의자인 화가만이 망하

지 않고,불가능함에 해 생각하는 이는 망연자실함으로 인해서 결

코 화가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이는 그리려고 하는 자신과,자신 앞에 놓여있는 화면 사이

의 그 모든 세세한 계에 하여, 무나 과장되고 감당할 수 없이

구체 이며,그래서 경멸 이고 오 인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깊

은 불신감으로 본다.그리기의 과정에서 자연히 연속성을 갖는 계

들을 생경함의 감정으로 경험한다면 그 각각의 행동들을 서로가 연

이 없는 이질 인 것들로 인지하게 될 텐데,이를테면 사르트르는 문

제없이 느 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잘게 쪼개어 그것들을 어쭙잖은

습 이 만들어낸 온통 허구 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구토>의 주

인공 로캉텡은 일상의 무비 인 행동들에 한 갑작스런 환기의 감

정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고 면도를 했다.다만 그 모든 꼼꼼한 행동

들 다시 생각해보니,어떻게 내가 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

다.그런 행동은 그처럼 헛된 것이다.아마 나에게 그런 행동을 시킨

것은 습 일 것이다.습 은 없어지지 않았다.그것들은 여 히 분주

하다.조용히,약삭빠르게 그들의 피륙을 짜고 있다.습 은 유모처럼

나를 씻겨주고,닦아주고,옷을 입 다.나를 이 언덕까지 인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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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역시 습 이었던가?어떻게 여기에 왔는가를 생각해낼 수가 없

다.틀림없이,도트리 계단을 통해서이다.정말 나는 그 열 계단을 하

나하나씩 올라왔던가?아마도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곧 내가 그

계단을 다시 내려가는 일일 것이다.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잠시

코토베르의 아래 있을 것이며,얼굴을 들고 그 게도 가까운 집들의

창문들이 멀리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23)

그리기는 임의로 실 되어 있으며 물감의 색이나 농도,칠해진 방식

등은 매번의 상태에 부착되어있다. 그림을 바라볼 때 색이나 형태라

든가 여타의 것들이 혼탁하고 망 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불가피하고 필연 으로 보일 수도 있다.이러한 계는 그리기의 과

정에 도덕 거리낌이 없는 화가에게 보다 순결한 자유를 공 받게

한다.사물을 연결 짓는 일에 무비 이 될 때 그리는 것은 만족된

일이 되며 화가는 충분하게 자기의 몫을 실행한다.그러나 내용과 형

식의 조화를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기에 있어 일체의 연속성

에 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화가는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된다.

한 사고에 이르기 ,의미의 세세하고 작은 단 들에 마땅히

응할 바를 찾을 수 없는 말처럼,언어를 찾는 일을 시도조차 하기

에 화가는 그 일을 오하며 망하게 된다.이를테면 고 의 철학자

들 에서 이미 말을 극단 으로 불신하게 되어 단지 제스처로 의사

소통을 시도하려 한 그리스인의 이야기가 해진다. 라톤(Plato,BC

429-BC347)이 소크라테스(Socrates,BC470-BC399)의 제자가 되기

,그의 스승이었다고 알려진 크 틸로스(Cratylus)는 이름들과 그

의미의 합당한 계를 탐구하던 결국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23)장 폴 사르트르,『구토』,방 곤 역,문 출 사,2004,p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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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에 이르 고, 합하지 않은 말을 하는 신에 단지 손가락

을 움직이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24)25)

그리기의 자율 가능성에 한 무한한 바람과는 별개로,일정의 내

용을 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 응하는 형식 완성에 가 닿을

수 없다는 의식은 본연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한 의미와 형식

의 연 에 부여되지 못하는 필연성에 한 회의는 형식언어에 한

망을 낳게 하고 극한의 처를 하도록 만든다. 실 으로 이와 같

은 망은 무력감으로 인해 만성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그리고자

하되 실 할 수 없는 딜 마가 문제가 된 화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미해결의 무력

감이 가 되면 망의 궁극은 죽음을 지향하지만,죽음과 투쟁하는

망은 곧 삶이 되며,이 한 재 번민하고 있는 이가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26)27)혹은 극한의 망은

24)RoyHarris& TalbotJ.Taylor,「Socratesonnames」,『Landmarksin

LinguisticTought』,London:New York:Routledge,1989,pp.1-2.

25)더욱이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 말한 헤라클

이토스를 비 했는데,그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이는 라톤의 화편에 등장하는 크 틸로스의 모습과는 다른,아리스토

텔 스가 묘사하는 크 틸로스의 모습이다. 라톤,『KRATYLOS』,김인곤·

이기백 역,이제이북스,2007,pp.32-33.역자의 작품 해설 中

26)키에르 고르는 망으로 인한 죽음은 끊임없이 생으로 화(轉化)하기 때

문에, 망하는 이는 육체가 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죽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키에르 고르,『죽음에 이르는 병』.이명성 역,홍신문화사,1996,

p.180.

27)혹은 극단 회의감이 염병처럼 퍼져 의미의 연 을 왜곡하는 정신이상에

이른 경우가 소설이나 화 속의 흥미로운 인물-회복 불가능의 인물-로 묘사된

다.일례로 다음 사의 주인공을 이러한 인물로 바라볼만하다.“스타알링,

나의 다음 세 에 속하는,말하자면 기성세 에서 더도 덜도 아냐.(···) 에

한 아주 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 .집으로 돌아가면 목걸이가 있을

테지.이 목걸이가 얼마나 라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주 지겨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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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약(spring)의 욕구를 갖게 한다.왜냐하면 소망의 크기가

망의 크기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거야.하지만 이러한 지겨움이 만사를,모든 목걸이를 지겹게 보이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해.사정없이 지겨워지게 해.형편없이 지겹게 보이게 하는 거지.취미라

고 하는 것은 믿을게 못 돼.”토머스 해리스,『양들의 침묵』,고려원,1991,

p.35. 터 박사의 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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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압과 해방의 그리기

그리기는 화가의 자의식이 그리기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조화롭게

되고 그 의미와 형식이 그의 의식 속에서 필연 으로 통합되는 자기

암시 인 활동이다.화가는 그리기의 과정에 걸쳐 내용과 형식이 서

로 친화되고 궁극 으로 신체와 정신의 구분이 와해되는 자율 상태

는 직 성이라는 소망을 갖지만,그리기는 그 의지와 행 의 내용

에 있어 태생 으로 일말의 유사성을 가질 수 없는 개별 인 일들의

모음이며 그처럼 허구 인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이러한 근

본 인 불가능에 한 인식은 그리고자 하는 이가 일체의 형식언어를

찾고자 하는 일 자체에 해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그 일을 무용한

것으로 여기게 하며,나아가 구체 이고 개별 이며 우연 인 결론이

나 그 결합에 해 오하고 경멸하도록 만든다.그래서 그에게는 일

말의 그리기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처럼 여겨진다.이와 같은 극단

의 회의는 그리고자 하는 화가를 차 무기력하게 하고 그리는 일에

하여 망하도록 만든다.

심층심리학과 실존철학이 말하는 망의 성격은 이러한 화가의 무력

감을 변한다.자기 자신을 응시하며 자신의 처지를 평가하는 가운

데,그리기를 소망하면서도 의심하는 불안한 근본기분은 권태와 무기

력,이어 우울증과 망에 이르게 되는데,바로 이것은 그리기를 불가

능하게 하는 주요 상태가 된다.마치 버릴 수 없는 짐과 같이 주어진

삶의 성격을 감지하는 잠재된 불안이,그것에 해 무능력한 화가를

차 망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윽고 이것은 표출되기에 이른다.키

에르 고르는 이러한 망이 “본질 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있다”28)고 하며,“가능성이 없을 때 인간이 극단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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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르게 되고서야 비로소 진지한 결단이 나오게 된다”29)고 말한다.

화가의 망상태는 자유 내지는 월을 향한 태도변화ᝍ비약을 향하

게 된다.

먼 ,이 태도변화는 삶에 한 새로운 가치평가와 반성 사고이다.

그리고자 하는 이는 무한을 바라는 유한한 존재의 모순과 이원화된

사고의 한계를 인정하고,그것을 정하고 극복하는 존재방식을 강구

해야 한다.사르트르는 <구토>를 통해 가장 근본 이고도 살아있음

의 근거가 되는 것을 존재의 ‘있음’을 통해 깨닫는다.의미에 한 직

인 응물들이 아닌,잉여라는 무가치로 인해서 무의미해진 것들

에서 ‘있음’이 시작됨을 알게 되는 것이다.무의미는 의미의 연 계

들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지만,그것을 자각하는 의식이 존재의 ‘있음’

으로 인정되어야 하고,그러고자 하는 의지의 존재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혹은 새롭게 발생될 의미의 발 의 시작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30)그리고자 하는 이는 무엇보다도 그리기를 의지하는

28)키에르 고르,앞의 책,pp.180-181.

29)키에르 고르, 의 책,p.205.

30)다음과 같은 서술은 이러한 깨달음의 첫 과정을 보여 다.그는 “흑인 여자

가 노래한다.그러면,그녀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면

서 “그녀가 노래한다.그래서 두 사람이 구원 다.유 인과 흑인 여자이다.살

아난 사람들,아마도 그들은 존재 속에 빠져서 완 히 잡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들은 존재한다는 죄악으로부터 몸을 씻었다.물론 완 한 것은 아

니다.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게 했다.이 생각이 갑자기

나를 압도했다.왜냐하면 나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그리고 다음과 같은 존재의 정은 이야기 속 결론이자 작가의 새로운

존재방식의 시작이다.“‘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것은 여분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그 밖의 모든 것은 고통과의 계로 인해서 여분의 것이

기 때문이다.그것은 ‘있다’.그리고 나도 ‘있기’를 원했다.그것 밖에는 바라지

않았다.이것이 내 인생의 결어(結語)이다.아무런 연 이 없는 듯 보이던 이 모

든 시도의 바닥에서 나는 같은 욕망을 본다.나의 외부로 존재를 내쫒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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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이며 그리기의 불가능에 한 인식을 극복하는 것도 이 자아의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한 그리기를 하여 직 성이라는 이상과 그것을 향하는 형식언어

의 계를 삶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미셸 푸코(MichelFoucault,

1926-1984)는 고 주의 시 의 사고와 언어와의 연 성에 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언어는 사고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그물망에 걸려 있으며,자기가 실밥을 풀어내고 있는 바로 그

헝겊에 짜여져 있다.언어는 사고의 외면 결과가 아니라 사고 그

자체 다.(···)고 주의 시 에는 언어의 존재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

로 언어가 재 (再現,representation)에 해 매우 투명했다.”31)이는

언어와 사고의 응이나 일치의 문제를 넘어 그것의 복잡성에 한

생각을 나타내며 그는 이 계에 있어 이상 인 시 의 모범에 하

여 서술한다.형식 언어의 존재방식은 그것에 의미가 담겨지고자 한

원래의 의미 혹은 생성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시학

자 앙리 메쇼닉(HenriMeschonnic,1932-)은 사유하는 일을 하나의

술이라고 밝히며 언어활동의 사유에 있어 언어를 도구 으로 단

하는 세계 을 통해 시인의 본성이 억압되었다고 말한다.그는 “기호

의 이분법은 언어활동을 음성과 의미,형식과 내용과 같이 이질 인

두 가지 요소의 계약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 추상화에 귀착하는

재 을 만들었다.”고 하며 “이것이 언어활동을 극단 인 불연속처럼

악하는 정신분열 방식”32)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시학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색소폰 곡조의 정확한 음을 내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장 폴 사르

트르,앞의 책,pp.324-329.

31)미셸 푸코,「말하기」,『말과 사물』,이 래 역,민음사,1987,p.111-112.

32)앙리 메쇼닉,『시학을 하여』,조재룡 역,새물결,2004,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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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에 있어서 모든 형상화의 과정은 그 기 이 마련되어있

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론 으로 회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과 그 허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화가에게는 한계

상황에서 망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에 놓이고자 의욕하

는 것이 선택이 아닌 과제가 된다.마치 언어를 사용해 언어의 경계

를 넘나들고 허물고자 하는 시처럼,그리고자 하는 이는 그리기의 언

어에 자신이 흡수,혹은 근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양해

야 한다.그럼으로써 불연속 인 언어와 사유,그리기의 경계를 허물

고 초월하며 자유-비약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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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인지부조화 상황에서의 그리기

그리기는 불가능한 그리기의 상태에 반하는 일종의 인지부조화 상

황이다.그리는 이는 화면에서의 순수한 자율 실 이나 정신 ·신체

와해를 소망하는 것과,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서로 불일치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다.소 자동기술 방식은 으로 우연을 수

용하거나 자유로운 의식을 화면에 펼쳐놓을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일

종의 특정한 비나 태도를 미리 스스로에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인 우연이 가장된 일반 인 정도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

서 그리기는 순수한 자율 구성의 화면을 한 것으로서 자동기술

,비의지 인 상태일 수 있기보다는 오로지 화가의 자의 태도에

의한 것이다.

인지부조화(cognitivedissonance)33)는 무엇이 부조화되고 있는 것인

지 스스로가 알고 있는 상태이며,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해 원

래의 인지사항을 오류로서 인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지 않는 이상,새

롭게 신념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그러나 그리는 이는 서로 이

질 인 인지 단의 내용,‘그리는 일이 불가능하다’와 ‘나는 그리고 있

33)인지과정과 신념에 한 LeonFestinger의 용어로 경험의 제 측면들이 의

미 있게 정합되도록 재해석하려는 일반 인 경향성을 설명하는 기제이다.인지

부조화는 불일치를 지각한 내 인 불쾌상태를 말한다.각기 다른 상황에 하여

부조화하고 있는 인지 단의 상태는 일반 경향성으로 그 일치를 꾀하고자 한

다.선택받은 이들만 종말에서 구원해 외계의 비행 시가 시간이 되어도 나타

나지 않자,자신들의 신앙에 한 보답으로 세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더

독실한 신자가 된 신도들에 한 시가 이를 잘 보여 다.(Festinger,Riecken

& Schachter,1956)『심리학 입문』,HenryGleitman원 ,장 갑 외 편역,시

그마 스,1999,pp.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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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개념 · 실 으로 불일치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그

리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써 정당화하거나 노력으로 불가능을 극복함

으로써 인지부조화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한 실인식의

과정을 통해 인지 단의 불일치를 수용하고 그리기를 포기함으로써

인지부조화와 계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혹은 인지부조화로 인

하여 무기력 상황에 놓이거나 망할 수 있다.

그리기는 화가의 그리고자하는 의지와 그의 자의식이 화면에 일정의

형식언어로 화합하고,정신 ·신체 으로 합당한 연 계라는 믿음으

로 세계와 더불어 화해하는 일이다.이와 같은 조화의 시도를 정당하

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기와 그리고자 하는 이의 불화이며,이

러한 사실에 해 이러지도 러지도 못하고 주 하거나 의뭉스럽게

여기는 것은 화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력감과 조바심을 갖게 한

다.그러나 그리고자 하는 이는 그릴 수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 극복

하고자 한다.즉 그리고자 하는 이는 이같은 인지부조화 가운데서 자

신의 존재 상태와 의지에 해 사실들 그 로를 인정하고,새로운 존

재방식을 택해야만 한다.이는 새롭고 특정한 그리기의 방식을 취하

려 한다기보다는 의미,혹은 존재 자체로의 비약(spring)을 소망하는

태도변화로써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동안의 나의 그리기 작업에 있어 그리는 일과 그릴

수 없는 일의 계에서 느낀 일종의 불합리나 불쾌의 상태를,그리기

를 의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수행하는 나의 의식들 간의 부조화,즉

각각의 인지 단이 서로 부조화하고 있는 인지부조화 상황으로 보

고,나의 그리기를 그 불화 계로서 서술하고자 한다.그 각 단계

를,순수한 와해 ·자율 그리기라고 하는 이상으로서 그리기를 희망

한 시기와,인지부조화 상황의 무기력 ·무의미 심리로 인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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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라는 안이성으로 철한 시기 깨달음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리기를 감행하겠다고 단한 시기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기는 어느 정도 양상을 달리해가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정의 방식이나 태도가 그리기를 해 선행된 것이기 보다는 그리기

에 한 나의 시각이 미세한 구분들로써 언술화 될 수 있는 태도의

차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그리기의 매체나 형식의 변화보다는 작

업 간에 층 으로 드러났거나 혹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태도상의 차

이를 조명하는 일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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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즉흥 표

그리기 행 는 본질 으로 그 궁극의 목표에 있어 내용과 형식의 가

장 합당한 결합으로서 세계 속에 자족 으로 통합되는 상태를 소망하

고 있다. 한 그리는 이의 의식과 신체·행 ·매체가 결합된 일체의

작용이 화면 속에서 일종의 직 인 상태로 실 되는 것을 바란다.

나는 의식의 비정형 인 상태와 그 무언의 성질들이 신체의 즉흥 인

운동을 통하여 표출될 수 있는지, 한 그것들이 신체와 화면과의 순

한 물리 인 만남을 통해 고유의 형상으로서 나타내지는 것이 가능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나는 의도치 않은 우연의 형태와 즉흥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해

화면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정신을 집 한

채 연필을 그어 다시피 하며 그렸다.그러나 습 운용의 형태로

서 감각 으로 선을 가다듬듯이 하게 되며,화면을 힐끔거리고 바라

보게 되었기 때문에 불을 끄고 방을 어둡게 만들었다.불을 끄고 화

면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상당부분을 그렸지만 결국에는 불을 밝히

고 그림을 손본 후 마무리 하게 되었다.〔그림1〕 한 같은 목 을

가지고,떠오르는 로의 형상과 선,색들이,경계가 없는 듯이 느껴

지며 자유롭고 무질서한 의식의 성질과 동일한 상태로 화면 속에 하

나의 공간으로서 나타나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 다.화면의

질감과 재료의 질감을 가늠하면서 흑연입자의 크기와 무르기를 자율

인 느낌으로 조 하 고,정서 선과 형상이 나타나게 하고자 하

다.〔그림2,3〕

와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나는 의식의 직 상태가 화면과 결합

되어 나타나지기를 원했지만 실상은 그와 같은 바람과 취지 아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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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면을 구성하 다.자율 인 의식의 상태라는 것에 응하는

마땅한 형식언어는 정해진 바나 그 정답을 아는 이도 없으며,무의식

의 서술이라는 것은 일정의 조건과 특정한 태도가 비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의지 인 구성행 와 크게 다를 수는 없다.그리기를 바라

는 상태와 직 성이라는 허구는 처음부터 닿지 못하는 계이지만

서로를 친화 으로 끌어당겨 그리는 이를 인지부조화에 이르게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한스 제들마이어는 화가가 어린아이나 원시인

처럼 되고자 하는 의식 인 순진성이 표 주의자들을 유사 종교 창

조의 환상에 이르게 했고,이것이 비극 인 향수이며 그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진단한다.34)즉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 언어로써

분 화된 이성 사고를 하는 존재에게 이원 사유의 구조를 와해하

고 완 한 순수 혹은 직 성에 이를 수 있다는 환상은 불가능한 바람

이다.

그리기 행 와 그 형식언어에 서로 화감이 좁 짐으로서 그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나는 그리는 상태와 그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자

각이 불일치하는 인지 단을 의식하면서도,그리기가 나의 정서에

친화 ·유희 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화가는 특정한 제목

과 의도로서 그리기를 즐겨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들이 그리는 이유라

고 할 수 있다.

한스 제들마이어는 로이트의 향을 언 하면서 무죄상태에의 향

수는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면 원할수록 더 잘 감추어둔 어둠의

심연을 들춘다고 말한다.그리고 표 주의의 의도 인 순진성은

실주의의 ‘의도 인 정신분열’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차 죄 없이 악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말한다.35)

34)한스 제들마이어,앞의 책,pp.155-161.

35) 의책,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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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무제,종이에 연필,48x65cm,2007

그리기는 화가의 자의식이 일정의 언어와 화합하여 세계 속으로 드러

내 보여지는 즐거움이며 군가가 원하든지 임의의 제목으로서 사

될 수 있지만 그리는 일을 소망하는 화가의 무도덕 지 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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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무제,종이에 연필,색연필, 스텔 54.5x79cm,2007

그림 3.무제,종이에 연필,54.5x79cm,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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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복된 무기력

그리기의 환상은 그 내용에 걸맞는 형식이 서로가 합치를 이루는 것

이다.화가는 분명한 사실들이 일어난 경쾌한 자유,색과 모양들의 불

가피한 장소를 보며 그 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그리기를 한 일

체의 과정과 그 결과로서 놓인 사물이 타당한 연 에 놓여있지 않으

며 그것의 내용과 형식이 조화될 수 없다는 의심과 불안감은 그리기

의 의지를 무기력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자 하는 이의 그리기를 향한 노력은 개별 인 사항들의 결합

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세한 과정들은 자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희구하는 직 성이라는 환상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

듯이 놀랍게 로 놓여있기 보다는 우연이나 일종의 타성의 결합들

로 이루어져 실화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그리는 이에게 있어 그

리기 반의 행 와 그 내용들이 서로 하등의 연 을 갖지 못하며 따

라서 그리기라는 이상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의식,즉 인지부조화인

상태에서의 그리기는 내용과 형식에 서로가 닿지 않는,필연성에의

믿음과 안정감이 상실된 상태이다.

나의 이와 같은 그리기에는 의미 없음에 한 무기력의 심리와 그로

인한 태도의 안이성,습 행동 등이 동반되었다. 한 화면을 하

는 성이 가져오는 자연 인 타성들이 반 되는데,막연한 조형의지,

습 감각의 운용형태,무기력한 반복 행 등이 그것이다.〔그림

4,5〕그리기의 목 은 어느 정도 포기되어,화면은 태도 자체에

미치는 상태가 되며 재료의 필요 한 이러한 형편을 반 하게 한다.

가령 연필은 신체와 화면 사이의 물리 인 계가 비교 직 으로

드러나게 해 다.연필은 다른 건성 드로잉 재료들에 비해 입자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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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무제,종이에 연필,78.5x109cm,2007

하고 결합이 단단하고 종이에서 들뜨지 않는다.화면에 흡수되지도

않고 화면에서 어내지도 않으며 가 표면에 착되어 있는 상태

를 나타나게 한다.

직 인 것에의 환상과 그 불가능성으로 인해 그리기는 인지부조화

상황에 놓 으며,나는 구체 인 매번의 행 로 이루어진 기를

첩하 다.그것은 반복되는 무기력이었으며 개별 인 행동이었으나

차 화면에 한 의지가 반 되었다.힘의 강약 조 ,선에 한 감

정이입으로 인한 정서 표 과 함께,화면의 구성과 완성에 한

단 재료의 특성에 한 고려가 동반되었다.무의미하고 타성이 된

반복행 는 조형(造形)의 상태와 동일해졌으며 이는 한스 제들마이어

가 언 한 선 혹은 악 그리기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그림

6,7,8,9〕

한 그리기에 있어 그 내용이 여과된 태도는,의미를 소거한 형식

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직 상태에의 소망이 되었다.무의미하고

계가 이질 인 행 들이 개별 이고 구체 인 경험들로 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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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무제,종이에 연필,109x78.5cm,2007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사르트르는 <구토>의 처음 에피소드에서 한

음악을 해 수많은 음들이 먼 과거로부터 희생되었다고 말하면서,

더욱이 그 신기함과 행복을 발견하는 일이 구토감의 지배 속에서라는

것을 보여 다.36)이같은 사실은 화가의 그리기에 있어 인지부조화에

반하는 간당간당한 신념을 통해 매번을 그 다음으로 올라타게 되는

문제이며,그 정담함에 해 소망스럽고도 무도덕한 치에 자신을

올려놓게 만드는 일이다.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어 분명한 사실

들이 새롭게 생겨나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상한 형태들이 그것의 불가

피한 장소로 돌아오게끔 하고자 원하는 일이다.

36)그는 이것이 “강철의 리본”과도 같이 강렬하고 분명하며 “‘구토’속의 조그마

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사르트르,앞의 책,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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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무제,종이에 연필,160x130cm,2007

그림 7.무제,종이에 연필,130x160cm,2007

그림 8.무제,종이에 연필,130x160cm,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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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무제,종이에 연필,180x290cm,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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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기

그리기의 가능성의 상실은 의지를 무기력하게 함과 동시에,의미를

여과한 임의의 행동이 그 자체로서 경험되는 그리기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으로서 그리기의 새로운 동기가 시작되게 하

다.이는 불가능한 그리기의 그리기라는 인지부조화 인 상황인 동시

에 일종의 결단 조치로서 그리기의 존재방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바

람이다.즉 그리기의 제 과정과 결과가 유의미하고 인과 인 계로

서 통합되지 않으며,그 상이하고 생경한 일들의 결합을 정당한 것으

로 수용할 수 없는 가운데,그리기라는 행 를 의미 자체로 비약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람은 그리기 행 를 일종의 극단 인 결단의 실행으로

서 하게 하 다.임의의 결정인 무작 기의 방식은 직선화의

태도로 강화되고 극단화되었으며,이것에 해 무조건이고 강박 인

실행에 이르게 되었다.나는 화면에 한 최 한의 압력의 범 에서

연필과 종이가 만나는 물리 인 계가 직 으로 나타나게 하고자

하 다. 한 선 기라는 단순한 행 를 통하여 그리기와의 심리

거리를 좁히고 화면을 통해 맞부딪히고 생겨나는 경험에 집 하고자

하 다.〔그림10,11,12〕

이는 결과를 알 수 없는 특정의 형상을 향한 행 라는 과,따라서

먼 그리기가 아닌 이상 여느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조형의지를 포

함한다는 , 한 일정한 화면의 한계에서 구사된다는 에서

인 무조건 상태라는 바람과 역시 모순되며, 월이라는 측면에서

여 히 인지부조화 상황의 아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나는 이

와 같은 그리기 행 자체를 상화하거나,유희 으로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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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13,14,15,16,17〕

불가능한 그리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그리기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

는 일이 다른 의미에서도 인지부조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은 그리기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리기의 한계 내에서의 노력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왜냐하면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방식은 삶

의 측면으로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릴 수 없음이라는

불합리와 그 불쾌의 심리를 극복하기 해 무엇보다 개념 으로 이원

화된 사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한 우리가 이따 아름답고 바

로 거기에 불가피한 것이 보여주는 필연 상태를 경험하듯이 자신의

존재방식으로 하여 그와 같은 필연 상태와 련되기를 소망한다

는 것을 정해야 한다.이와 같은 의식 하에 회화 와해 혹은 의미

자체로의 비약이라는 새로운 존재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그리기에

하여 직 인 상태가 새로운 삶의 실천방안으로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직 성이라는 이상과 그것을 한 형식언어는 마치 시가 시어를 통

하여 원래의 의미를 찾아 헤매게 되듯 그 형식과 의미의 계가 찾아

져야 한다.의미란 특정한 기호에 각인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언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화 과정을 수행하는 흔 (trace)구조로 이해되어

야 한다는 데리다(JacquesDerrida,1930-2004)의 말처럼,내용과 형

식 간의 직 성이라는 개념 상태는 그 본래의 모습을 향한 요구들

이 끊임없이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37)의미를 소거한 비약으로서의

37)데리다의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궁극 기표나 기의에의 도달은 불

가능하며,언어가 객 진리치를 지닌다는 믿음은 언어가 ‘ presence'의 상

태로 존재한다는 가능성의 환상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갖는 환

상이다.’김성곤 편 ,「해체 이론」,『21세기 문 이론』,문학사상,2005,

pp.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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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와 그 결과로서의 인지부조화는 이같은 과정으로서 다시 극복되

어야 한다.필연 상태에의 바람과 그 형식언어간의 올바른 계를

향한 끊임없는 수행(遂行,修行)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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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선 기,종이에 연필,160x137cm,2009



-43-

그림 11.선 기,종이에 연필,160x137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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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선 기,종이에 연필,160x137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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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무제,종이에 연필,137x175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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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선그리기,캔버스에 복합재료,80x76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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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97x91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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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162x13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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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180x171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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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그리기는 자신을 세상 속으로 펼쳐놓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이

다.정신은 손을 만들고 손은 정신을 만들어,자신이 변형시킨 물질들

형태들과 겨루고 인간을 번성 한다는 손에 한 앙리 포시용의

찬처럼,이와 같은 신념과 추진력에 의해 조형 술의 역사가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있어 그리기의 가능성은 일종의 개념 환상이라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 일을 시도하려는 데에 있어,그리기는

내용과 형식의 이상 결합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직 성의 개념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져,그리기를 하나의 이상 체험으로

인식하 다.이러한 태도는 그리기의 제 과정에 한 의심의 시선을

더욱 강화하게 하 고,이윽고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회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 그리기에 한 망과 무기력의 상태를 가져오게 하

다.

어린아이의 그리기 체험은 언어로써 개념화되지 않은 미분화의 세계

를 살아가는 존재의 그리기,즉 언어와 순수한 사고의 경계가 와해된

자율 그리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즉자 존재인 동물의 인식

형태 혹은 자연 인 상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반면 칸딘스키의

경우를 볼 때,그리기의 내용과 형식 간에 그의 합법칙 문법의 개

념 용은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그리기의 자율

성에 한 인 월권의 부여이다.



-51-

그리기는 자의 행 이며 그것을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

가의 의지와 그 의식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그리기의 내용과 형

식간의 조화라는 가능성은 그 허구성과 다르지 않으며,그리기의 제

과정 속에서 서로간의 필연 연 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기

는 무의미한 행 가 되었고 불가능해졌다.이와 같은 내용 한계상

황은 어 할 수 없음의 무능력과 어려움으로서 나를 그리기에 한

무의미와 무기력에 이르게 하 다.

이러한 와 에서 실행된 그리기는 불가능한 그리기에 한 인지부조

화 상황이다.다시 말해 그리기의 불가능함을 인지하며 그것을 실

행하는 것은 여 히 그리기의 가능성에 해 소망 인 태도로써 자신

의 합리화를 찾기 한 상태이다.신체와 화면을 통한 직 경험을

기 한 즉흥 표 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기의 반복 한 자연 인

조형 의지를 갖게 되었고,내용을 소거한 그리기 행 가 그 자체로

강화되어 일종의 무조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자체의 경험을 한 결단 행 의 결과 한 화면 구성의 심리

로 귀결되는 것은 선을 그린다는 의식 인 행 로서 그리기의 불가능

함에 해 여 히 인지부조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그리

기에의 의지의 병행으로 이해해야 한다.즉 무의미의 상태로부터,무

기력하고 무력하지만 조화롭고 필연 인 상태를 기 하며 의미 있게

존재하고자 소망하는 나의 존재 상태와 의지를 정하고 삶과 동일

선상의 그리기와의 계를 찾는 것에 의미와 목 을 가져야 한다.그

리기의 의미 목 과,그 형식언어와의 계를 이와 같은 ‘그리기’

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으로 생겨나고 찾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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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록

그림 1.무제,종이에 연필,48x65cm,2007

그림 2.무제,종이에 연필, 스텔,색연필,54.5x79cm,2007

그림 3.무제,종이에 연필,54.5x79cm,2007

그림 4.무제,종이에 연필,109x78.5cm,2007

그림 5.무제,종이에 연필,78.5x109cm,2007

그림 6.무제,종이에 연필,160x130cm,2007

그림 7.무제,종이에 연필,130x160cm,2007

그림 8.무제,종이에 연필,130x160cm,2007

그림 9.무제,종이에 연필,180x290cm,2007

그림 10.선 기,종이에 연필,160x137cm,2009

그림 11.선 기,종이에 연필,160x137cm,2009

그림 12.선 기,종이에 연필,160x137cm,2009

그림 13.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137x175cm,2010

그림 14.선그리기,캔버스에 복합재료,80x76cm,2010

그림 15.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97x91cm,2010

그림 16.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162x130cm 2010

그림 17.무제,캔버스에 복합재료,180x171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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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참고그림 1.김한아,종이에 크 스,35x25cm,2005

참고그림 2.고 윤,종이에 크 스,35x25cm,2005

참고그림 3.이 서,종이에 크 스,25x35c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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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CognitiveDissonanceinDrawing

andthePossibilityofAutonomousDrawing

-basedonmyworks-

Park,Se-Youn

PaintingMajor,DepartmentofPainting

TheGraduateSchool,SeoulNationalUniversity

Although thisiswhatanyonecould havethoughtof,my

agony over what made me desire to draw pictures and

simultaneously hesitate and stop drawing was how overall

actionsofdrawingpicturescouldbejustified.Ithinkthiscould

beaquestionthatcanbestupidandhardlybeanswered,likea

questionofwhyhumanappearancesandshapesofthingshave

specificandinherentwaysofexistence.Therewasnoobjector

name in whatIattempted to draw.Ifaced the action of

drawingonlywiththedesireforakindofpictorialcollapseor

ultimatestate.Ithusthinkaboutthemeaningbehindthestate

ofdrawing ratherthan dealing with thequestions abouta

certaincontentsubjectamongthequestionsofdrawinggiven

t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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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relationshipdoIhavewiththiswhitebackgroundand

rectangularcanvas?Dothesematerialshavecertainty?This

colorisbeautiful,butisitappropriateformetopaintithere?

Doestheinitialagreement—thatImayoperateallthese—freely

havejustifiableandrighteousrelationshipswithme?Wherecan

thecriteriaofshapeandcolorbeobtained?Suchtheoretical

and obsessive questions ask,“What made me unable to

overcome the illusion of drawing?” Together with these

questions,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whatmakes the

person,who triesto draw,unable to draw.Iattempted to

understandthecontentsandmeaningsofdrawingworkunder

thisconsciousnessandeventuallythinkabouthow possibleit

canbetoovercometheinabilitytodraw.

Theaction ofdrawing is forthebody and mind ofthe

personwhodraw toovercomethedisharmonyintocongeniality

through the overallprocesses and forms ofdrawing.As a

result,theactivity tointegratethesenseofidentity ofthe

person whodrawsintotheworldrelateswith theinevitable

sense of unity. The faith in the possibility that the

consciousnesscan berevealed autonomously and thedriving

force thereofattempted to realize the willto the inevitable

perfection.Thishasledtothetaskoftheautonomyatthe

peakofincompletenessinthematterofcontentandform of

paintingorofthecollapseofboth.Inthecaseofdrawingthe

actionofsmallchildren,itcanbeseenthatthepossibilityof

autonomous thinking caused by the fluidity ofperception is

similar to the state of animals living in a conceptually

undifferentiatedworld.A kindofmorally naïveand innocent

statehasnothingtodowithfaithinthewilltoautonomyand

the form thereof.However,in the case ofKandinski,for

example,hebelievedthattheessentialcharacterofthings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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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evealedbyreturningtotheform elementsofpainingand

theirformativecombinations.Thetheoryisestablishedbased

onsuchspiritthat,inturn,developedhispaintings.

Herealizedtheseparationofmind andbody.Forhumans

whoconceptuallythinkwithlanguage,drawingisastateof

wishingtomaketheimpossibleharmonyofcontentandform

becomepossible.Whatmakesdrawingpossibleisthewillof

thepaintercongenialtothecontinuityofdetailedrelationships

expectedinthisprocess.However,thepureexpectationsofthe

personwhodrawsandthelaborofdrawingdonotexistinthe

causalrelationshipofmeaningswheretheresultsareattached

arbitrarily.Sotheultimateillusionbydrawing,thatis,purely

autonomousrealizationorimmediacyofpictureisconceptually

an impossible state.Drawing is an activity based on the

implicitbeliefthatthecontentofone’swillshouldbeinaccord

with theteleologicalform and thus,an activity thatserves

self-mythicalauthority.Suchdiscontentandanxietymakeone

consciousoftheprocessesofdrawing asan alien statein

whichanindividualthingiscombinedwiththoserelationsas

heterogeneous and fictional things. Drawing is realized

accidentally, while the consciousness, which the relation

betweentheautonomouspossibility and formalcompletion of

drawingisfictional,incapacitatestheintrinsicwillanddesire.

Suchskepticism aboutinevitabilityproducesatingeofdistrust

andhatredaboutformallanguageandallowsthepersonwho

wantstodraw despairandhopeforanew spring.

Drawingisakindofcognitivedissonancesituationthatis

against the state of impossible drawing. The so-called

automaticdescriptionmethoddemandsaresolutedetermination,

likeakindofchoreographicpostureinadvanceratherthanto

acceptchanceandleavetheconsciousnessfreelyandobta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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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Whatisstrongamongthecontentoftheconsciousness

that is not determined can be cited as the content of

unconsciousness.Drawing is not an automatic descriptive,

non-volitionalstatebutisbasedonarbitraryattitude.Drawing

canbemadethroughthebeliefthatone’sformallanguageand

picturehaveproperrelations,arenotheterogeneouswitheach

other,andcanleadtothewishthatthedrawing bodyand

mindcanbereconciledintoaninevitablestate.Forme,the

circumstancesofimpossibility incapacitated thewillto draw

andbroughtaboutrepetitiveactionssuchasroutineandhabits,

andthecircumstancesofincapacitatedwillmademeattemptto

do thedrawing action as a kind ofextreme and arbitrary

determination.The way ofexistence ofthe resolute action

filtering the meanings was intended, and a simple and

unconditionallinedrawingtypeofdrawingcametoappear,and

byextensionIattemptedtoobjectifysuchactionofdrawing

itselfortofaceitplayfully.

The person who wants to draw should recognize the

contradiction ofautonomous drawing and the limitation that

humanshaveconceptuallydualisticthinkingandshouldseekfor

waysofexistencethatcanovercomeit.Toaffirm thestateof

the being is necessary with the willto wish forexisting

meaningfully,althoughpowerlessfrom themeaninglessnessof

individualizedthingsandthestateofchance.Fordrawing,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lofimmediacy and the formal

languagetowarditshouldbeunderstoodintheaspectofliving.

AsDerrida’swordssignify,languageshouldbeunderstoodas

thetracestructurethatincessantlyperformsanew signification

process.Thus,thewayofexistenceofformallanguageshould

perform theprocesstoseekfortheintendedoriginalmeanings

orgeneratedmeaningsthroughitself.Theartistwhohas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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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esshouldcarryouttheinherentpracticeaccompaniedby

thewilltotakeofftothemeaningasone’sowndrawingor

theexistenceitself.Theidealofdrawingcannotbeovercome

through the dualism ofcontentand form butthe way of

existence fornew life togetherwith the recognition ofthe

limitationofexistencetofilterthesecretrelationsshouldbe

practiced.

Keywords: theimpossibilityofdrawing,repetitivelethargy,

cognitivedissonancesituation,form from which

contentiseliminated,theautonomyofdrawing,

linedrawing,immediacy

StudentNumber:2009-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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