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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

로 하며, 작업의 동력이자, 본인의 심연에 깔려있는 불안의 감정을 알아

보며 그로인해 발생한 ‘징크스’라는 독특한 기원적 행위와 사물에의 상징

적 의미부여, 나아가 그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작업의 배경과 의미를 심도 있게 제시하기 위한 작품연구논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에 인한 상실이 야기하는 불안한 감정은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감정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믿을 수 없

는 끔찍한 자연재해들, 굳건했던 기업의 몰락, 자명하였던 과학적 사실이

나 이데올로기의 붕괴 등과 같은 사태와 그것의 직접적 경험 혹은 매체

를 통한 간접경험은 인간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자

신의 주변 것들이 큰 폭으로 변화하여 그에 적응해야만하고, 이루고 얻

어왔던 것들을 모조리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현

재의 사회 속에서 사는 개인으로서 마땅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유독 크게 느끼는 사람

에게는 불안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

중에는 대표적으로 기원(祈願)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바라는 것을 이

루고자하는 마음에서 발원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사물에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예술의 형태로 제작되기도 한다.

본인은 현재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불안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징크스’라는 믿음체계, 기원하는

행위를 보인다. ‘징크스’ 의미를 부여받은 대표적인 사물인 노란버스는

본인의 작업의 주된 소재로 선택되고 조형화된다. 그것은 기존 종교적

조형물에 대입되기도 하고, 본인이 추출한 종교적 분위기에 맞추어 나타

나기도 하며 추상화되며 불안한 요소들과 대비되기도 하며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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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불안이라는 감정과 그로 인한 기원적 행위의 의미

를 밝히고 사물, 특히 노란버스를 중점으로 한 이의 조형적 표현의 변화

와 의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Ⅰ. 머리말’, ‘Ⅱ. 작업동기로서의 불안’, ‘Ⅲ. 노란버스:

기원적 사물’, ‘Ⅳ. 표현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Ⅴ. 맺음말’의 다섯 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작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본 논

문의 구성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본인의 삶에서의 전반적인 감정인 불안을 서술하고 있

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심리학과 불교에서의 불안에 관한 논의 중

소유로 인한 불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며 본인의 불안이 어느 종류의

것이며 어떠한 단계에 와있는가를 설명한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불안

의 개인적인 형성원인을 알아보며 그것을 정의해보았고 나아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원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 Ⅲ장에서는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원하는 행위와 그러한 의미

를 사물에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본인의 기원하는 방법

으로서의 ‘징크스’라는 독특한 믿음체계를 정의, 분류하며 소개하고 그것

이 대체로 사물에 상징적 의미를 가한다는 점을 기존의 이론, 현상과 관

련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징크스’의 의미를 가진 사물들 중 대

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작업에 주로 등장하는 노란버스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징크스’가 작업에서 조형화 되는 의미와 그 전개과정

을 설명하였다. 우선 ‘징크스’ 작업을 위주로 표현의 의미와 재료 사용

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신성화되는 표현방법, 대비와 단순

화를 통한 표현 방법의 의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아가 본인

의 작업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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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불안, 기원(祈願), 징크스, 노란버스, 신성화, 대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불안이라는 감정과 그로 인한 기원적 행위와

사물의 형성, 그리고 그 표현을 분석해보았다. 작업 과정을 서술해나가며

그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함께 연구하게 됨으로써 작업의 목적과 의미

를 명확하게 하게 되었고, 나아가 앞으로의 작업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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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예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예측하고 있었던 일들도 언제 사라지고 변화할

지모르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작스레 찾아오기도 한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헤아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면서 기대와

불안이라는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평안한가정과 부족함 없는 생활, 원만한 인간관계와 목표하는 바를

적절히 성취해오며 살아왔던 본인의 생활환경은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이 환경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함께 주었다. 살아가면서 무

언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동시에 그것을 잃을까하는 불

안한 마음은 같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이라는 감정은 삶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주된 감정이며 작업 제작의 동기이자 큰 원동력이다. 온

전히 보존되던 주변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강박은

본인의 작업의 동력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

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종교

활동이 있으며 그 외의 많은 기원(祈願)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인은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종교적 활동으로 해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인만의 기원의 방식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징크

스’라 부르게 되었다. 대표적인 ‘징크스’는 ‘노란버스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한 작업은 ‘징크스’

를 소재로 하여 진행된다. ‘노란버스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일어

난다.’ 라는 믿음에 의거한 행운의 상징인 노란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작업 초반부에는 노란버스를 신성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나아가 노란버스와 실제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한 화면에 병

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업에서의 소재선택이나 표현방법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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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사물인 노란버스를 반복해서 그리는 행동은 일관

성을 유지하고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표현과 그로 인한 ‘징크스’의 형성과 표현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전체 구성을 Ⅰ. 머리말, Ⅱ. 작업의 동기로서의 불안,

Ⅲ. 노란버스: 기원적 사물, Ⅳ. 표현의 의미와 특성, Ⅴ.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Ⅰ장 머리말에서는 작업의 시작인 불안과 그로인한 ‘징크스’ 형성

을 설명하고 작업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 논문의 구성과 전개방법

을 제시하고자한다.

제 Ⅱ장에서는 본인작업의 주요 동력인 불안함의 성격을 정의하고 설

명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본인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리학과

불교에서의 불안에 대한 논의 중 소유로 인해 발원되는 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절에서는 본인의 불안을 정의

하고 그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불안이 본인에게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즉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원(祈願)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제 Ⅲ장에서는 우선, 불안으로 인한 기원행동, ‘징크스’에 대해 설명하

고 나아가 ‘징크스’의 의미를 부여받은 사물들 중 특히 노란버스를 중점

적으로 살펴본다. 1절에서는 불안이 야기하는 기원적 행위 중 본인에게

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징크스’ 라는 믿음체계의 형성과정과 ‘징크스’라는

용어의 성립과정을 알아본다. 2절에서는 특별한의미를 사물에 투여하는

경향성이 보편적인현상임을 기존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특별한 사물인 노란버스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개인적으

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며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설명한다.

제 Ⅳ장에서는 노란버스로 대표되는 ‘징크스’의 의미를 가진 사물들이

어떻게 조형적으로 모색되고 있는지를 표현방법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본인의 ‘징크스’를 왜,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표현의미를 앞 장에서 논의한 불안과의 관계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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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2절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작업에서 보여주는 신성화

되는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는 2011년 이후의 대비와 단순

화의 표현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며 작업동기로서

의 불안의 의미를 재조명 해보고, 그러한 심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

의를 알아본다. 나아가 앞으로의 작업에있어서 극복해야 할 점과 방향성

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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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업동기로서의 불안

불안1)의 감정은 본인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정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

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놓여있는

상황, 감정을 느끼고 겪는 정도, 경험해온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불안

이라도 그 원인이 다르며, 상이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본인의 불안을 정의하고 그 성격을 구명하기 위하여

심리학과 불교에서의 불안에 대한 논의 중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불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소유로 인한 불안의 이해

불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위해 심리학과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

야에서는 그 원인과 기능, 영향을 설명하며 논의해왔다. 심연경(2012)은

“심리학이란 불안을 인간 마음의 심층 작용이라고 보고 그 과정을 탐구

해 온 학문으로서 불안이라는 인간 의식 현상을 밝히는데 긴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하면서 불안의 심리학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프로이트(Freud Sigmund, 1856~1939)는 결핍심리학을 통해 불안을

내적갈등으로 인해 결핍되는 욕구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결핍으로

인한 욕구의 왜곡된 형태라 하였다.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발

달심리학에서 불안을 자기실현의 좌절로부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으로 성장잠재력의 발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매

슬로(Abraham H. Maslow, 1908~1970)의 존재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삶과

1) 불안의 사전적 정의는 1)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 함, 2) 분위기 따위가 술

렁거리어 뒤숭숭함, 3) 몸이 편하지 아니함, 4) 마음이 미안함, 5)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

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상태, 6)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깃들인 허무에서 오는 위기적 의식, 이 앞에 직면해서 인간은 본래의 자기 자

신, 실존으로 도약한다. 의 뜻이 있다. 위장에서의 불안은 다음의 정의가 복합적으로 사

용된다. (최태경,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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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재에 대한 인지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숙하게 대처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계기로 본다.2)

2) 프로이트는 불안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처음 마련한 학자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불안은 인간의 육체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신체적인 성적 긴장

이 적절히 방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변형됨으로써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의 원인에 직접적인 기제를 가해야한다고 보았다. 즉 육체적, 심리적 욕구의 균형을

회복하고 축적된 신체적인 성적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는 불안의 실질적인 근원을 인간의 내적인 데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초기의 불안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후기이론에서 불안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를 만들

어내는 것으로서 인간의식현상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이전에는 인간을 불

안에 내맡겨진 수동적인 존재로 본 것과 달리, 후기이론에서 자아는 불안 앞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발휘하여 억압이라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주체가 되며 나아가 극복

을 위해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

프로이트는 인간 생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안에 대해 고찰하면서 시기마다 특정 불안

요인이 있으며 이는 삶과 존속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

로써 자신의 욕구를 사회와 조율해야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불안요인은 의미를 잃기

도 하고 관념과 분리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프롬은 결핍심리학에서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나아가 사회체제 속에서

의 불안의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매슬로는 프로이트가 밝혀낸 인간의 결핍의 측면과 발달심리학적 연구들이 강조했던 성

장측면을 통합하고자한 학자이다. 그는 결핍과 발달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구조에서 설

명하고자하였고 이를 ‘존재의 심리학’이라 불렀다. 매슬로는 이를 통해 인간이 삶을 충만

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쉬워졌지만, 삶에 만

족하지 못하면서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더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다. 매슬로

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각자 삶의 현실적인 상태와 지향하고

자하는 상태사이의 괴리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장에 대한 방어심리로

그 불안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은 자신이 감정과 충동, 잠재력과 가능성

을 알기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유의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책임에 대한 두

려움이다.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사고방법으로 불안을 알고 이해해야하며 이를 위해 성숙한 사

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인지’인데, 이는 사태의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로서 주의를 기울여 고유한 현상의 다양한 면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각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불안 앞에서도 그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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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프롬은 발달심리학에서의 불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인과 사

회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불안의 근원을 사회 속에서의 삶의

방식에서 찾고자하였다. 프롬은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고 불안을 욕구의

갈등구조로 해석하는 프로이트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은 단순한 본능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설명해야한다고 한다. 개인이란 사회와 항

상 관계를 주고받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사회적 요

소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에 둔 근대 자본주의 사회란 개인

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고독, 불안 무력감을 가

져다주었다.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규범이 필요한

데,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재산을 가지고, 유지하고, 증가시키려는 욕망이

그러한 규범을 이루는데 바탕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가 보편적인 현재

사회에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지키거나 그것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행위

등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인식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유가 중요해지면서 그들은 소유한 것을 굳게 지

키려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국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일례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들을 찬양하고 영웅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영웅이 될 수 없

다 생각하고 영웅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에는 영웅과 같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이익

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에 의한

안정감은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불안

함을 가져온다.

프롬은 소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존재를 든다. 존재는 나만이 소유

하는 것인데, 이는 사용에 의해 감소되는 소유와 달리 실행에 의해 성장

는 사람은 이를 통제하고 합리화하거나 불안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불안의 의미를 분석

해 들어가며 자기성찰과 탐색으로 이행해갈 수 있게 된다. (심연경, 「불안 경험의 의미

탐구와 교욱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 8-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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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성의 작용, 사랑, 예술, 지적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것

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갖고 있기에 이를 통해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려는 경향보

다 소유하려는 경향이 팽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양

식에 집착하고 그에 따른 불안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회적 요인이란 사유재산, 이윤, 그리고 힘을

그 존재의 지주로 삼아 의지하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말한다. 이러한 사

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표

현하게 된다.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는 온전한 자유와 안정이 아니며 더욱이 불안은 해소

되지 않는다.3) 현재 사회 안에서의 삶은 소유한 것을 통해 자신을 나타

내기를 강요하는 사회이고 따라서 개인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한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는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이고, 그 속에서의

삶은 소유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롬의 불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개인

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그로인한 불안이 설명되고 있다. 이는 불교에서

도 고(苦)와 소유양식을 통해 논해지고 있다.

불안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의 고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괴롭고 목이 말라도 괴로우며 나아가 병이 들고 늙음에도 괴롭다. 이러

한 것은 고라 하는데 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나타낸다면 불안이라 할 수

있다.4)

3) 에리히 프롬 (Fromm, Erich) 저, 정성환 역, 『소유냐 삶이냐』, 홍신문화사, 2006,

pp.90-99 참고

4) 고(苦)에 대해서 붓다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색(色), 수(受), 상(想), 행

(行), 식(識)을 들어, 그것들은 모두 무상하지 않음이 없으니까 또는 고 아닌 것이 없다

고 가르친다. 또한 붓다의 고제자인 사리푸타는 고를 고고성(苦苦性), 행고성(行苦性), 괴

고성(壞苦性)으로 분석한다. 고고성이란 원래부터 괴로움인 조건에서 생겨난 고이며 춥

고 덥고 괴롭고 기갈의 상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행고성이란 존재의 무상함에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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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고라 함은 반복적으로 설해진다. 경전에서 이에 대한 정확

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수의 용례를 모아 고찰해보면 고라는 것

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5) 허우성(1981)은

고의 본질을 ‘생사의 문제’와 ‘소유양식에 기인되는 고’로 나누어 고찰하

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인 ‘소유양식에 기인되는 고’를 살펴보며 소유양

식과 그로인한 고통, 고뇌에 대해 알아보겠다.

석존(釋尊)에 의하면 인간존재의 고뇌와 불행의 근거는 소유, 갈애이

다.6) 소유는 인간의 전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의 신체를 포함하여

사소한 물건, 견문, 선, 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한다는 것은 그 대상

에 집착하고 머무는 것으로 의지하고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는 독

립과 자유를 상실하게하며, 이는 불안정을 낳는다. 따라서 이상적인 인간

상이 성인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다만 무소유에 의지한다고 한다.7)

또한 이는 주체가, 대상인 객체에 소유됨 즉 종속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소유양식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동적인상태가 되며 이러한 관계는

속박을 가져온다. 소유한 것에 대한 집착과 그로인한 불행, 고뇌는 법정

의 무소유에 대한 언급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

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

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

고 있다.8)

위의 글은 법정의 수필 『무소유』 중 일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법정이 난초를 정성스레 키우다, 그것에 집념했다는 것을 알고 무소유의

이다. 괴고성은 즐거움이 파괴될 때 생기는 고이다. (마쓰야 후미오, 이원섭 역, 『불교개

론』, 현암사, pp.71-74 인용)

5) 사이구사 미쯔요시, 윤종갑 역, 『불교철학 입문』, 경서원, 1997, p.115 인용

6) 허우성, 「初期佛敎에서의 解脫問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36 인용

7) 허우성, 앞의 논문, p. 44 참고

8) 법정, 『무소유』, 범우사, 1999, p.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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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터득하게 된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것들이 아니며, 나아가 소유욕에 의하여 보

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싸우는 소유사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2. 사회적 존재로서 상실에 대한 불안

본인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에 놓

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이러한 성향

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에 알맞게 스스로를 맞춰 생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예

상 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대비되어있는 상황에 안도감을 느끼며 따라서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체제의 안정과 존속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반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와 급작스러운 상실을 두려워하고 불

안해한다.

위와 같은 성향을 바탕으로 본인의 불안은 특히 사회체제의 상황에

의해 비롯된다. 현재의 사회체제 속에서 적응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에

대한 만족감과 괴로움, 부족함 없었던 삶의 기억은 언제나 동시에 그것

이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불안도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감정은 결핍에

대한 욕구와 삶에 대한 불만이 없지만, 스스로가 사회 속에 존재하며 주

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에 관성적으로 생기는 것과도 같았다. 사회체

제 속에서 그에 맞추어 살아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얻어가면서 이에 비

례하여 그것들을 일부 혹은 모조리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같이

생겨났다. 따라서 본인의 불안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실에 대한 불안’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성인이 되기 이전, 본인의 불안은 매우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에

서 비롯되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 목표하

는 바를 이루고 싶은 마음 등 이러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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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욕구는 보수적인 성향, 사회체제 속에서 그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게 되지못하였을 때에 대한 불안을 더 키

웠다. 따라서 이는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

이 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인 것에만 집중되어있던 관심이 사회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접해왔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매

체의 보도 혹은 다른 형태의 간접경험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상실에 대한

불안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불안은 성인이전시기, 개인적 역할을 성취하

고자하는 욕망보다 현재 이루고 얻은 것들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무언가 이루려는 욕구보다 현재의 것을 보전

하고 유지하고자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불안이다.

강건하던 기업이나 권력의 갑작스러운 무너짐, 굳건하던 이데올로기

혹은 자명하던 사실의 붕괴 혹은 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주변 환경의 상

실, 갑작스런 건강악화나 죽음 등 사회적으로 일어나거나 본인주변에서

의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간접경험과 기억으로 인해 본

인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깨달음에서 불안이

발원한 것이다. 일례로 2011년 8월 많은 양의 비로인한 우면산 산사태와

그로인한 사람들의 죽음과 주거공간의 붕괴 혹은 침수사건을 보며 막연

히 생각해오던 자연재해가 같은 서울시내에 살고 있는 본인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재해에 대

한 불안을 갖게 한다. 또한 20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항상 강녕하시던 부

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며 멀게 느껴지고 아직 본인과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했던 죽음이 한 층 가까워 옴을 느꼈고 그에 따라 질

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

난 불안은 일시적이지 않고 본인에게 깊게 자리 잡아 살아가는 데에 있

어서 계속적인 불안을 야기한다.

보수적 성향은 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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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자하는 태도를 낳았으며, 그러한 성향에 의해 본인은 본인이 얻어

온 것, 가진 것, 이룬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본인이 얻

어온 것, 가진 것, 이룬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에서 논의 된 프롬의

소유와 일치한다. 이는 성공, 재력, 명예, 지적능력과 같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며 타인이 본인을 인식하는 방편이다. 이것들은 사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얻고 이루어 온 것

들로 불교에서 말하는 소유의 대상과 지칭하는 대상 또한 같다. 그리고

이 소유한 것에 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프롬의 언급에서처럼 필연

적으로 불안을 가져온다. ‘만일 본인이 소유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 그것

을 모두 잃는다면 어떻게 되나?’ 라는 마음은 실제 그러한 것들이 상실

되고 있는 현상들의 간접경험에 의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소유한 것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과의 관계에서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종속되게 된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현재 불안은 주변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간접

경험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그동안 이루고 얻은 것들의 상실을 대상으로 하는 불안이라 할 수 있겠

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프롬이 지적하였던 근대자본주의사회에서의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그리고 불교에서 논의된 소

유양식에 의해 비롯된 고, 불행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3. 불안 해소로서의 기원

본인은 소유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소유를 추구하거나, 소유양식을 떠

나 존재양식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져있고, 사회에서 요

구하는 것들에 스스로를 잘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소유에의

집착에 따른 불안은 계속되고 이는 특정한 행동양상을 나타나게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원9)적 형태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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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라는 감정은 모두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감정이다. 불안이 대

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

다. 하지만 불안이 생활하는데 개입하고 영향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물리치기위해 노력하고자 할 것이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신앙

적, 종교적 활동을 드는 것은 매우 통속적이며 보편적인 생각이다. 신앙

활동, 종교적 활동이 불안해소만을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정종교 혹은 개인적 신앙 등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행동을 통해 불안의 요인을 없애고 극복하려하며 그것을 견뎌내고자 한

다.10) 본인도 지금현재 갖고 있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함을 느낄 때마다 그러한 감정을 떨쳐내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엇이

든 해야만 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언가를 믿고 따르는 기원적 행

위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미신인 ‘징크스’를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였다.

9)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최태경, 앞의 책)

10) 불안과 종교성향과의 관계는 조혜윤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불안과의 관계: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종교성향이란 신앙에 대한 방식이나 방향이다. 이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가 삶의 목적 그 자체이며, 종교를 통해

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외적으로 동기화된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목

적을 이루기 위한 생활에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종교의 유무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으며, 연구 결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이 높다.’ 혹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불안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제석봉

과 추진규(1996)은 SATI(The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여 종교성향과

상태 및 특성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특

성불안이 높은 반면,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에 따라서 외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격적인 특성으로서의 특성불안이 높다고

해도,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성불안이 낮은 것으로 보아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고 해서 무조건 불안이 심하다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

장은 타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조혜윤, 「종교성향과 심리적 불안과의 관계: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p. 8-19 참고)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계속 되어왔다는 점에서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는 생각이

통속적인 것임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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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기원적 행위는 본인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선택하게

된 수단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원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며, 이것의 특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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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란버스: 기원적 사물

앞 장에서 살펴본 본인의 사회적 존재로서 상실에 대한 불안은 자연

히 무언가를 바라고 기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기존 신앙 활

동이나 종교에의 의존이 아닌 ‘징크스’라 불리는 본인만의 독특한 기원적

행위로 나타나게 되며, 특히 특정한 사물에 그 의미를 부여하며 진행된

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노란버스’라는 특정사물이 항상 화면에 등장하는

데, 이를 통해서 ‘노란버스’라는 사물이 본인에게 특정한 의미를 가진 상

징적인 사물임을 암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제목에는 ‘노란

버스’와 ‘징크스’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므로 ‘노란버스’와 더불어 ‘징크

스’도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본인의 작업에 대

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란버스’라는 의미 있는 사물과 ‘징

크스’라는 용어는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

에서는 본인의 기원적 상징 사물, 특히 대표적인 노란버스를 설명하는데,

우선 기원적 행동인 ‘징크스’의 시작과 특징을 언급하고, 그 의미가 부여

된 사물들 중 특히 노란버스를 중심으로 그 선택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자한다.

1. 불안으로 인한 기원적 행위-‘징크스’

‘징크스’의 형성과정

불안이라는 감정은 스스로에게 비중이 큰, 특별한 감정이며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불안

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종교를 갖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

고 있을 것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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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관심적, 나아가 배타적인 시선을 가진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특정종교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의요소를 피하고 싶어 하며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다. 기존의 많은 개인들이 종교

의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해왔음에 영향을 받은 본인은 이와 유사한 방법

을 선택하게 되어, 본인만의 독특한 해결방법인 ‘징크스’11) 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징크스’로는 ‘노란버스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생긴다.’가 있다. 그 외의 ‘왼손에 반지, 오른손에 고무줄을 껴야 그 날

하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와 ‘시험 날 빨간 펜 3자루와 검정 펜 2자

루를 챙겨야지 시험을 잘 본다.’ 등이 있다.

진로결정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맹목적으로 열심히 했고, 실패했을 경

우에 대한 불안이 컸던 청소년기 학창시절에 많은 ‘징크스’들이 형성되었

다. 이들은 주로 그 당시 가장 많은 것을 결정하며 중요했던 시험에 관

한 것들로 시험을 잘 보아서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

분이었다. 학창시절이 끝나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적어지면서 본인의 불

안은 하는 일, 대인관계 등 생활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징크스’의 내용 또

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와 같은 넓은 범위의

것으로 확대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하지만 본인의 여러 ‘징크

스’의 내용들에서 공통점을 찾아 그 성격을 정리하자면 이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안조성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즉

이것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는 비는 기원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징크스‘ 용어의 설정

본인의 믿음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징크스’ 라는 용어는 사전

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노란버스를 보면

11) 징크스의 사전적 정의는 1) 재수 없는 일, 또는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불길

한 일’, ‘액’, ‘재수 없는 일’로 순화 2) 의레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최태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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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스’의 본래 사전적 의미 ‘징크스’의 개인적 의미

재수 없는 일, 또는 불길한 징

조의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개 앞으로 다가올 부

정적인 일들에 관한 믿음이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

으로 미신과 속신 그리고 징크

스까지 모두 포함하는 본인만의

기원적 믿음체계이다.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생긴다.’ 와 그 외의 ‘징크스’들은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속신 그리고 미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12)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미신 혹은 속신이라 부르지

않았으며, 그것을 ‘징크스’라 불렀고 현재까지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또한 본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작업들은 주로 본인의 이러한

믿음에 관련한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들의 제목에는 모두 ‘징크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징크스’의 본래의미는 재수 없는 일, 또는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으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인의 믿

음, 미신과는 그 뜻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본래의 ‘징크스’와 개인적 의

미의 ‘징크스’의 차이를 <표 1>을 통해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는 ‘징크스’라는 용어는 본인만의 기원적 성격의 믿음체계를 가리

키는 고유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징크스’의 본래 의미와 개인적 의미의 차이

이렇게 ‘징크스’를 용어본래의 고유한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

유는 그것이 처음 생성되었을 시기에 있다. 본인의 ‘징크스’들은 주로 청

12) 속신이란 민간에서 행하는 미신적인 신앙관습으로 이에는 점, 금기, 민간요법, 주법

따위가 있다. 또한 미신이란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점복, 굿, 금기 따위가 있으며, 또한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뜻한다. (최태경, 앞의 책) ‘아침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첫 손님이 여자이면 장사가 안 된다.’ 와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속신 혹은 미신들로 이는 우리생활에서 암암리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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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학창시절에 생성되었다. 김현경(2008)은「女高生 俗信 硏究: 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논문에서는 “여고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속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속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였을 때 여고생들은 단한명

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여고생들은 이를 미신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징크스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여고생들의 속신에 대한 용어를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도 속신

이라는 용어보다는 미신 특히 ‘징크스’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였고, 따라

서 이를 ‘징크스’라 부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징크스’라는 용어를 기존의 사전적 의미보

다는 본인의 독특한 믿음체계를 가리키는 개인적 의미의 용어, 즉 고유

한 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크스’의 분류

‘징크스’는 구전13)을 통해서 형성되어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구전을 통한 것으로 타인과 공유할 수 있었던 ‘징크스’로는 ‘노란버스

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생긴다.’ ‘파란살수차나 녹색의 쓰레기수

거차를 보면 그 날 하루 운이 좋지 않다.’ 가있다. 이는 학창시절, 친구들

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이를 처음 들었을 때를 기점으로 본인의 뇌리에

남아 현재까지 행동을 제약하고 이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징크스’

는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가 한 학급, 또는 또래집단으로 매우작고,

또한 그 집단이 학창시절 친구들이었던 점으로 인해 집단이 이동, 해체

되어감에 따라 ‘징크스’는 결국 본인만의 것으로 개인화되었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는 ‘시험 날 검정 펜 2자루, 빨

간 펜 3자루를 챙겨야 시험을 잘 본다.’ ‘시험당일 머리를 감아야만 시험

을 잘 본다.’ ‘왼손에는 반지를, 오른손에는 고무줄을 끼고 있어야 그 날

하루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것들은 본인의

13) 말로 전함 또는 말로 전하여 내려옴. (최태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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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

혹은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습관적으로 밖에 나갈 때 왼손

에는 반지를 오른손에는 고무줄을 걸고 나가곤했다. 그러다 어느 날 평

소와는 다르게 양손에 반지와 고무줄 끼기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도 그

날 버스에서 크게 넘어지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본인에게는 반지와 고

무줄을 끼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이것은 본인만

의 ‘징크스’로 자리 잡았다. 이외의 것들도 평소에 해오던 행동들을 우연

히 하지 않고, 그 때 새로운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본인의 행동들을 ‘징크

스’로 만들어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제까지 ‘징크스’를 만들게 된 과정과 본인의 성향을 알아보았고, 그

용어의 선택의미와 과정, 마지막으로 형성과정에 따른 ‘징크스’의 분류까

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징크스’에 대해 정리하자면, 이는

행운을 바라고 재앙의 요소들을 제거하고자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이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는 비는 본인만의 기원적 성격인 믿음체계

를 의미하는 고유한 명칭인 것이다.

2. ‘징크스’ 사물로서의 노란버스

본인의 대표적인 ‘징크스’들인 ‘노란버스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

이 생긴다.’, ‘파란살수차나 녹색의 쓰레기수거차를 보면 그 날 하루 운이

좋지 않다.’, ‘시험 날 검정 펜 2자루, 빨간 펜 3자루를 챙겨야 시험을 잘

본다.’, ‘왼손에는 반지를, 오른손에는 고무줄을 끼고 있어야 그 날 하루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를 보면 많은 ‘징크스’들이 유독사물

과 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란버스, 쓰레기수거차, 살

수차, 펜, 반지, 고무줄 등의 것들은 모두 본인의 ‘징크스’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물들이다.

이러한 ‘징크스’의 의미를 부여받은 사물들 중, 노란버스는 대표적인

‘징크스’ 사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작업들에 가장 빈번하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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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소재이며 따라서 작업에서 ‘징크스’를 대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인의 ‘징크스’가 대부분 사물에 의미가 부여되

고 있음을 일반적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물들 중

대표적인 노란버스를 그 성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다.

사물에의 상징적 의미부여

예로부터 인간은 사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왔다. 사물에 담긴 상

징적 의미는 다양하지만, 그 중 특히 삶의 안위와 좋은 일을 바라는 의

미를 담은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로

여겨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왔다. 또한 기자

암이란 아들 낳기를 빌던 바위로 사람들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대상으로 기도하였다. 이러한 기자암은 다른 돌들과는 생물학적으로 아

무런 차이가 없지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영력으로 인해 특별하며 소중

하게 여겨진다.14) 이는 어떻게 바위라는 성질을 넘어서는 신성하고 초자

연적인 의미를 부여 받게 되었을까?

인간은 오랫동안 상징을 사용해 왔으며, 그것을 만드는 기질을 가지

고 있다. 가와노 히로시에 의하면 인간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자

연현상 없이도 추상적 관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을 자연 환경

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15) 또한 인간에게 상징을 만들어

14) 황선명, 『종교학개론』, 종로서적, 1982, p. 107 참고

15) 이는 가와노 히로시의 『예술 기호 정보』의 2장 기호란 무엇인가와 3장 상징과 예

술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신호, 상징, 기호의 역할을 구분하며 각각을 정의내리고 있다. 신호와

상징 그리고 기호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카시러에 의하면 사인은 특정행동을 불러일

으키기 위한 신호로 이는 행동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외부세계에 관한 것을 개념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사고를 작동시키기 위한 간접화한 대리자극인 상징과 대비된다. 반면

찰스 모리스에 의하면 신호와 상징모두 기호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둘은 상이한 역

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연에 대해 인간이 합리적으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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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선천적 기질 같은 것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영화(2009, 재인

용)는 칼 구스타프 융의 말을 빌려, “인간에게는 상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물건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용시키고 이를 종교나

미술로 표현한다. 즉 상징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연물(돌, 식물, 동물, 산이나 골짜기, 태양이나 달,

바람, 물, 불 등)에는 물론 인공적인 사물(집, 배, 자동차 같은 것) 심지

어는 추상적인 형태(숫자, 삼각형, 사각형, 원 등)에도 상징적 의미가 깃

들여있다.”고 한다. 또한 황선명(1982)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의미부여

기능 내지 상징의 구사능력이 있고, 따라서 인간은 주어진 그대로의 환

할 수 있게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신호덕분에 자신을 둘러싼 직접경험의 사적세계가 지닌 좁은 틀을 넓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열이 나면 병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열이 바로 신호이

다. 신호는 직접적 경험이라는 협소한 세계의 틀을 넓혀준다. 하지만 신호에 의해 확대

된 세계는 상당히 협소한 자유이다. 우리가 참으로 넓고 자유로운 객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상징이다. 상징은 자연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기호인 신호를 대리하

는 것으로 신호가 소멸하고 지시대상인 자연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여전

히 존재하는 기호이다. 예를 들어 ‘열이 난다’라는 언어는 실제 우리 몸에서 열이 나지

않더라도 그 언어상징 자체만으로도 병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실제 열이 나

는 자연현상이 없더라도 이를 대신하는 언어인 ‘열’이라는 상징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징에 대한 해석내용은 추상적인 관념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개개의 지시대상이 사라

져도 상징으로 집합을 보존된다. 이러한 관념적 독립성을 갖는 독자적인 해석내용을 ‘의

미’라 한다. 모리스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행동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신호인 어떤 기호

A를 대리하는 새로운 기호 B를 스스로 만들어내 자기자신에게 제시할 때, 그리하여 이

대리기호 B가 원래의 기호 A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작용을 할 때, 이 기호 B를 우리

는 상징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결국 상징은 해석자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자기에게 제시

하는 기호이다.

상징의 세계는 직접적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간접화된 추상의 세계이다. 인간은 물적

인 신체만으로는 자연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몸을 빼내어 마음

의 실로 자연을 조종한다. 이것이 상징의 사용이고, 이로써 효과적으로 자연을 지배한다.

예로부터 인간은 신화나 종교의식, 예술로써 자연현상을 인간화하고 체계화하였다. 여기

서 신화나 종교, 예술이 상징이다. 인간은 고도의 상징을 획득하여 점점 더 자신들의 문

화를 향상,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가와노 히로시 『예술 기호 정보』, 중원문화, 1992

pp. 31-1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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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같은 범주들에 부단히 의미를 부여하며 타고

난 상상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세계를 보다 풍부하게 구성해간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성향이 많은 것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자연적, 인

공적 대상들과 추상적 형태, 개념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그 중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사물들

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는 까닭은 우리 곁에 존재하여 친숙하며, 무엇

보다 접하기 쉽고 특별한 지적능력이나 인지능력을 갖추지 않고도 그것

을 지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상징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물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김덕겸(2001)은 “예로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만복을 얻고, 귀하게 되

고, 자손이 무탈하며 번성하고, 장수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였

다. 이렇게 소박하고 어찌 생각하면 본능에 가깝기까지 한 염원은 곧 여

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 길상문화는 상징이 형성되고 사

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김미나(2000)는 “길상문화의 외재적 표현형식으

로는 각양각색으로 길상물(吉祥物), 길상화(吉祥画), 길상수(吉祥數), 길

상일(吉祥日), 길상색(吉祥色)과 길상어(吉祥語)들이 있고, 이것들은 사회

생활 곳곳에 흡수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福을 기원하고 경사

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며, 집에서 생활함에 행복이 깃들기를 빌며 吉함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특히 동양에서의 이삼백 개가 넘는 수

많은 길상물들은 길조의 의미를 가진 사물들로 사람들은 이에 재물, 장

수, 평안, 성공, 결혼, 번창 등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인의 ‘징크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물이 ‘징크스’의 의미

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

면 본인만의 독특한 행동양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의 믿

음체계라 할 수 있는 ‘징크스’를 주변사물에 반영하여 그 사물이 상징적

의미, 특히 길상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사물에 길상적

마음을 투영하듯 일반적, 보편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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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에 대한 인식

노란버스는 본인의 작업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작업을 제작하는 본인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상징하는 사물임

을 알 수 있다.

노란버스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송하기 위한 자동차’16)인 버스의

일종으로 겉면이 노란색을 띄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 노란버스는

주로 어린이 혹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

통수단으로 서울시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참고 도판 1】,【참고 도판

2】

【참고 도판 1】,【참고 도판 2】

노란버스의 예

노란버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노란색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

다. 박유정(2009)에 의하면 “색채는 이미지의 전달수단이 되며 심리학적

측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색채를 보면

여러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채에 대

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미지들도 있고, 사람들의 색채에 대한 이미지

가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사회에서 그것이 통용되게 됨으로써 색채

16) 최태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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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에 대한 일례로 동양에서의 색채의

관념화경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유교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동양의

회화양식에서 색채 또한 매우 관념화 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평민이

나 천민의 그림에서 그 의상의 색으로 특정한 색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당 시대의 한 화가가 그림에 몰두하여 이 규정을 잊고 그만 어부

의 옷에 붉은색을 썼다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17)도 있는데 이를

통해 색채가 눈앞의 재현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관념

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노란색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밝고 신성한 이미지, 희망, 광명, 적

극적 에너지, 성숙 등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반면 질투, 배신, 죽음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18) 또한 노란색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높은

반사력을 가지며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기19) 때문에 안전을 위한 신호로

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야하

는 수송버스의 외관 색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란색의 쓰

임에 의해 사람들은 노란색을 보면 안전, 주의 혹은 어린이와 같은 이미

지를 연상하게 된다.

노란색은 본인이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색이다. 하지만 본인에게의

노란버스와 노란색은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다.

우선 본인에게 노란버스는 ‘노란버스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생긴

다.’라는 ‘징크스’에 등장하는 사물로 좋은 일을 생기게 해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사물이다. 이와 같은 노란버스에 대한 본인만의 인식은 나

아가 노란색에 대한 인식역시 ‘좋은 일이 생긴다.’와 나아가 행운 길조와

같은 의미를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란버스를 보았을

때. 안전과 아이들을 떠올리고 노란색을 보고 희망, 에너지, 성숙 등을

생각한다면, 본인은 이를 보고 좋은 일과 같은 행운을 떠올리게 된다. 이

17) 김병종, 「유교가 중국회화양식과 품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1, pp.69-73 참고

18) 노란색의 상징적 의미와 그 쓰임은 박유정의 「복식에 나타난 노란색의 이미지」논

문의 제 2장 3절 ‘회화, 문학에 나타난 노란색의 이미지 범주화’에서 다양한 예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19) 박유정, 앞의 논문, p.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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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노란버스와 노란색에 대한 독특한 인식은 본인의 ‘노란버스를 보면

그 날 하루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징크스’에 기반을 둔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노란버스는 본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Ⅱ장에서 설명하였

듯이 본인은 사회 속에서 한 개인으로 살아가며 자주 불안한 감정을 느

끼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운의 상징인 노란버스라는 ‘징크스’ 사물

은 본인에게 안도감을 주며 불안감을 해소하게 해주었다. 무언가를 잃게

될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노란버스를 보면 자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

라 기대하게 되고 결국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본인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던 ‘징크스’ 사물인 노란버스는 시

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고 그 역할이 변화하게 된다. 이는

본인에게의 불안의 비중과 의미변화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주된 감정인 불안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순간적이었고 그러한 일과 상황

이 지나가고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본인이 불안을 느끼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불안은 순간

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되어갔다. 살아가

면서 불행한 사건들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실제 그러한

일들이 스스로에게 닥치고 그것을 극복해나가기도 하면서, 본인이 속한

사회체제가 갑자기 붕괴되거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갑자기 병들거나

죽어 사라져 스스로 소유한 것들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은 잠시 일어

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게 되며 언제나 갖게 되고 신경 쓰게 되는

감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불안의 변화는 그것으로 인해 비롯된 ‘징크

스’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망치게 될지

도 모른다는 불안이나 입시에서 원하고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

라는 불안은 대부분 본인의 ‘징크스’를 따르며 해소해나갈 수 있었다. 하

지만 불안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 되어가면서 이는 ‘징크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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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구원적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기원의 대상

의존적, 수용적, 순응적

항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상

일시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징크스’를 떠올리게 되고 그에

더욱 의존하게 하며, 노란버스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존재하게 되

었다. 이는 나아가 역으로 노란버스를 보면 불안한 상황을 떠올리게 되

기까지 되는데, 이것은 마치 부적이 잡귀와 재앙을 쫓기 위한 영적(靈蹟)

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적을 보았을 때, 도리어 재앙을 떠

올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불안에 대한 인식과 그 비중의 변화로 인한 본인에게의 노란버스, 즉 ‘징

크스’의 역할 변화는 <표 2>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노란버스 의미의 변화

노란버스는 ‘징크스’라는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물로 ‘징크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이것은 작업에서

항상 나타나는데, 위에서의 그 의미의 변화에 따라 표현의 방법이 달라

진다. 이는 다음에 오는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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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현의 의미와 특성

앞의 두 장을 통해 본인에게는 불안한 심리가 항상 존재하며 그 불안

을 해소,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원적인 ‘징크스’를 만들었으며, 특히

사물에 그 의미를 부여하여 믿고 따른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본인은 2009년부터 ‘징크스’의 의미를 가진 대표적사물인 노란버스를

소재로 사용하여 작업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의 작업에는 노란버스가 늘

등장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본인의 ‘징크스’를 대표하는 사

물들 중 하나이며 행운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번 장에서는 ‘징크스’를 작업의 주제로 삼고 표현하게 된 경위를 밝

히고, ‘징크스’ 의미의 사물들 중 가장 대표적인 노란버스 표현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며 그 의미와 형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표현의 의미

Ⅱ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불안은 본인의 주된 감정이다. 따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은 그 소재,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며 나타나지만 바탕에

는 불안이 항상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사회에서 내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존재일까 항상 불안하다. 이는

나아가 현재 내가 하는 작업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까봐 하는 불안

으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은 꾸준히 작업하며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 밖에는 없다.

(작업노트, 2011)

본인의 불안은 Ⅱ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사회 속 한 개인으로서 소유한

것에 대한 불안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갖게

된 역할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진다. 사회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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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그로인해 사회체제 속에서 이탈하거나 쓸모없

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은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할 일인 작업을 더욱 하게해주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불안을 근간으로 작업하면서, 본인은 불안함을 느끼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인만의 ‘징크스’를 만들고 따라왔으며 나아가

이것을 작업에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중 ‘노란버스를 보면 그날 하

루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징크스’의 노란버스를 대표적인 소재로 삼

아 그림으로 그리기도하고 입체물로 만들어내기도 하며 표현하기 시작하

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징크스’의 대표적 사물인 노란버스를 그리는 행

위가 점차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일이

되어갔다. 어쩔 수 없는 불안을 인정하고 이를 회피 불가능한 것이라 깨

달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노란버스를 그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왔다. 이것이 반복됨에 따라 노란버스를 그리는 행위는 불안함을 느끼

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강박적인 행위20)가 되어버렸으며,

나아가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불안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에 안도감까지 갖게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는 입체와 사진작업등이 간혹 있지만, 회화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회화 작업에서는 주로 장지에 채색하는 기법을 사

용하고 있다.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장지에 채색작업을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이를

제단하고 이를 화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종이는 채색에 적합하며

보존에 좋은 장지 2장을 합지한 2압을 선택하였다. 이를 화판에 풀로 고

정시키고 풀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대략 하루정도의 시간을 기다린다. 풀

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아교포수를 시작한다. 아교포수를 하는 까닭은

종이의 흡수력이 강하여 안료를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교

20) 이는 무엇에 눌리거나 쫓겨 심하게 압박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하게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최태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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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에 불린 것을 중탕하여 물과 1/50의 비율로 섞어주고 습기를 방지

하기 위한 백반도 적당량 섞어 종이에 바른다. 이때 일정한 방향으로 한

번 칠해주고 완전히 다 마르기를 기다리며 그 후 반대방향으로 칠해주는

데 이는 아교가 일정하게 종이에 올려짐을 위한 것이다. 위의 과정을 6

번 정도 반복한 후 그 위에 채색작업을 시작한다.

채색과정은 화면에서 노란색부분만을 주로 살펴보겠다. 노란버스와

노란색의 채색에는 분채를 사용한다. 분채를 사용할 때에는 사발에 안료

를 곱게 갈아 아교물과 섞고 이를 물에 풀어 칠해준다. 이 때, 처음에는

매우 옅게 채색하기 시작하여 갈수록 진하게 채색하며, 사용하는 아교의

양도 점차 줄인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노란버스의 노란색이 선명하

게 나타난다.21)

다른 많은 회화재료를 마다하고 장지라는 종이에 채색하는 방법을 사

용하는 이유는 그 제작과정에 있다. 먼저 장지 기법은 다른 회화기법들

보다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종이를 화판에 고정하기 전 초배지를 발

라야 하고, 종이를 붙이면 바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교포수를

여러 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종이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색을 낼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모로

수고스러운 동양화 재료를 다루는 행위는 얼핏 수도(修道)하는 종교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종교적인 수도행위가 남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반복적

인 행위일지라도 종교인에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처럼, 장지기법의 사용 역시 본인의 ‘징크스’가 본인에게는 불안한 요소

들과 대비되는 영속적인 믿음의 대상이며 소중한 것임을 표현해줄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했다.

2. 신성화 표현

기존종교 틀에의 대입을 통한 신성화

21)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학고재, 2007, p.209-222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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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의 기원적 성격의 미신, 속신을 의미하는 ‘징크스’를 주제로

2009년 작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 본인은 이 ‘징크스’를 만들고 따르

는 행위가 매사에 영향을 끼치며 그 행위를 통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종교인들의 종교적 활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작

업의 초반부에서는 ‘징크스’를 대표하는 사물인 노란버스를 기존종교에

대입하고 신성화22)하여, 본인의 노란버스로 대표되는 ‘징크스’가 종교인

에게의 종교만큼이나 중요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참고 도판 3】은 노란 버스를 【참고 도판 4】인 불국사의 탑인 다

보탑, 석가탑에 대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참고 도판 5】은 【참고 도판

6】와 같은 종교적 무늬그림의 중앙에 노란버스를 대입하여 표현한 것이

다. 마지막으로 【참고 도판 7】는 노란버스를 구슬과 함께 엮어 【참고

도판 8】의 가톨릭에서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성물인 묵주와 같은 형상을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작업 초반부에는 ‘징크스’의 의미를 가진 대표적

인 사물인 노란버스를 단순히 종교미술, 종교적조형물에 대입하는 방법

을 사용하여 노란버스를 신성한 존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관람자가 종

교적조형물에 대입된 노란버스를 보았을 때, 기존종교의 권위와 신성함

등을 떠올리며 더불어 노란버스에서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22) 신성화란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껭이 종교

적 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본 관념이다. 세상의 비속한 존재와 구별되며 이것과 교통

을 위해서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고, 만일 침범하면 초자연적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최태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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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3】<작품 1>

【참고 도판 4】다보탑과 석가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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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5】 <작품 2>

【참고 도판 6】만다라24)

23) <출처>http://blog.naver.com/takiell?Redirect=Log&log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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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7】<작품 5>

【참고 도판 8】묵주25)

24) <출처>http://cafe.naver.com/transurfing/1168

25) <출처>http://cafe.naver.com/remonterrace/862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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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경험에 의한 신성화

본인의 ‘징크스’를 표현하는 데에 상징적 사물을 기존종교에 대입하는

방법을 쓰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우선, 본인만의 기원적 행위인 ‘징

크스’를 다른 종교, 즉 인류가 보편적으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종교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다는 것에서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종교적조형물에 그것을 대입하는 방법자체도 직관적

이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깊이 있고 타당한 표현방법의 필요성을 느끼

게 되었다.

본인의 ‘징크스’가 종교인의 종교와 같다는 생각을 유지하며 새로운

‘징크스’ 표현방법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강하게 종교성26)과 신성

함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러한 경험들의 공통점을 찾아 추출해내

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이전의 방식과 같이 단순히 구성, 구도

를 베끼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분위기, 느낌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의 첫 번째로 우선, 하늘에 높이 솟아있던 교회첨탑을 보

았다.

어느 흐린 날,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있었

다. 그 구름사이로 햇빛이 한줄기 들어오고 있었고 그 하늘 앞으로 보이는

거대한 교회의 첨탑은 마치 하늘에 있는 존재인양 거대하고 대단해 보였

다.

(작업노트, 2011)

26) 여기서의 종교성이란 인간의 종교적 성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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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9】교회첨탑27)

【참고 도판 9】과 같이 하늘로 높게 솟아있어 올려다보아야 하는 교

회첨탑을 보고 본인은 강한 종교성, 경외심을 느꼈고 이러한 체험에 의

거하여 하늘에 위치한, 높이 떠있는 형상을 신성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참고 도판 10】과

【참고 도판 11】가 있는데, 노란버스와 그 외의 ‘징크스’를 대표하는 사

물들을 하늘에 높게 띄운 것이다.

【참고 도판 10】<작품 9> 【참고 도판 11】<작품 10>

또한 노란버스가 단 하나만 등장하지 않고 여러 개, 수많은 개수를

등장시키는 것이 또 다른 신성화 표현이다. 【참고 도판 5】에서는 노란

27) <출처>http://blog.naver.com/thecoffee09?Redirect=Log&logNo=6015103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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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한개만 등장하지만, 그 당시 제작하였던 작품을 다 같이 놓고 보

았을 때, 노란버스는 단 한번 등장하지 않고 많은 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노란버스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돌탑【참고 도판 12】이 쌓여있는

형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009년 여름 불국사에 갔을 때, 불국

사의 본당 뒤의 돌탑을 쌓아놓은 형상을 보고 강한인상을 받았다. 불국

사의 본당 뒤에 쌓여있던 돌탑들의 반복적인 형태와 수많은 개수를 보며

본인은 불국사의 어느 불교조형물보다도 강한 종교성, 신성함을 느꼈다.

이러한 돌탑의 반복적 형태와 많은 수는 작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참고 도판 13】은 돌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직접 돌탑을 쌓듯이 노란버스를 하나하나 만들어 그것을 나열하였는데

이는 수많은 개수를 통한 신성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한 【참고 도판 10】과 【참고 도판 11】외의 많은 그림들에서 노란버스

는 한 화면에 많은 수가 등장하는데, 이점 역시 수많은 개수를 통한 신

성화 표현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 도판 12】불국사의 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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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3】<작품 16>

위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 초반까지의 작업에서는 ‘징크스’라는 본

인의 믿음을 노란버스라는 상징적 사물로 표현하되, 그 방법을 첫 번째

로는 기존 종교적 틀에의 대입을 통한 신성화 표현을 사용하였고, 두 번

째로는 개인적 경험에 의한 신성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두 방

법에는 노란버스와 같은 상징적사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공통

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때까지의 작업에서는 작업의 동기이자 동력으로써의 불안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작품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을 때에만 작업

제작의 기저에 불안이라는 심리가 있음을 얼핏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참고 도판 14】에서는 ‘징크스’를 나타내는 사물들 아래 존재하는

흐리고 그림자 진 사물들이 보이는데, 이들이 기원적 의미의 사물들과는

대비되는 불안함과 관계있다는 것임을 미약하게나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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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4】<작품 12>

3. 대비표현과 색면으로의 단순화

 
위와 같이 노란버스의 신성화 표현방법을 통한 작업을 계속해오면서,

본인은 작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이자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불안을 노

란버스와 동시에 화면에 드러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

다. 이러한 의무감은 본인에게의 불안의 비중과 그 의미 변화에 기인한

것인데, 본 논문의 Ⅲ장 2절 ‘징크스’ 사물로서의 노란버스 중 ‘노란버스

와 그에 대한 인식’ 단락에서 변화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인에게 불안

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며 숙명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임을 알게 되고

그로인해 ‘징크스’도 불안에 대해 체념적인 상태에서 언제나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표 2> 참고) 다시 정리하자면 불안하기 때

문에 기원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불안과 그것을 벗어나고자하는 마음이 항

상 같이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

겠다. 또한 본인의 경험에 의거한 신성화 표현의 작업들은 관람자가 그

제목과 내용을 글을 통해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에서는 ‘징크스’의 상징적 사

물인 노란버스를 계속해서 그리되, 그와 동시에 본인의 불안을 전면에

등장시키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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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의 표현

불안의 요소를 작업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의 첫째

로는 대비28)이다. 여기서의 대비의 대상은 노란버스와 불안요소이다. 노

란버스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본인의 ‘징크스’적 의미의 사물

로, 불안함을 없애고자하는 마음이 담긴 사물이다. 반면 불안요소들은 불

안함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사건들로, 이로 인해 본인은 기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징크스’를 만들고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노란버

스와 불안요소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둘의 특성은 불안유발과, 안

정으로 서로 대비된다.

본인은 이전에는 등장시키지 않았던 불안의 요소를 화면에 끌어오며

대비되는 성격의 두요소를 항상 한화면 안에 같이 존재하게 하였다. 이

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전과 같이 종교화의 형식이나 종교적 체험에 근거

한 표현방법【참고 도판 15】 없이 노란버스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참고 도판 16】

【참고 도판 15】<작품 1>부분 【참고 도판 16】<작품 22>부분

28) 대비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를 말한

다. 회화에서는 어떤 요소의 특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상반되는 형태, 색채, 톤을 나

란히 배치하는 일이다. 또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현저

히 드러나는 현상으로 빛깔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감각, 감정 따위의 심적 활동이 시각적,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나타낼 때에도 볼 수 있다. (최태경,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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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불안 요소

좋은 일을 바라고 재앙을 멀리

하고자 하는 ‘징크스’의 상징

불안을 촉발시켜 ‘징크스’를 만

들게 하는 사건들, 경험들

영속적, 추상적 단편적, 구체적

색면으로의 단순화

대비와 병치의 표현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징크스’의 사물인 노란버

스는 색면으로 단순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도판 17】, 【참고 도판

18】

【참고 도판 17】<작품 11> 부분 【참고 도판 18】<작품 25> 부분

이러한 변화는 대비와 병치의 대상인 노란버스와 불안요소의 성격차

이에 근거한다. 우선 노란버스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쁜 일

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 것이 아니며 추상적

인 개념의 마음이다. 또한 그것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되는 것으로 영원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란버스와 대비되는 불안요

소는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실재 사건들로 이는 결국 본인이

‘징크스’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 이는 하나하나의 사건, 경험들로써 그

성격은 단편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3>과

같다.

<표 3> 노란 버스와 불안 요소의 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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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대상의 성격이 분명히 구분됨에 따라 우선 불안요소들은 사

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노란버스는 이전에 【참

고 도판 17】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그려지던 형태가 불안요소와의 대비를

극명하게하기 위하여【참고 도판 18】에서처럼 실루엣만 남고 색면으로

단순화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작업에서는 【참고 도판 19】와 같

이 노란버스가 그 형태를 잃고 노란 면으로 단순화되는 면모까지 보이고

있다. 【참고 도판 20】

【참고 도판 19】<작품 27> 부분

【참고 도판 20】노란버스 형상의 변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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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인은 불안이 야기한 개인적 ‘징크스’를 작업의 주제로 삼

아 풀어냄으로써 본인은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사회 속에서의 역

할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그것이 결국에는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징크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작업 초반부에서는 기존종교미술의 형식을 빌리거나 개인적 종교체험에

근거하는 신성화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불안의 요소와 기원의

미의 사물인 노란버스를 대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두요소의 성격

에 따라 단순화, 구체화 시키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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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논문은 불안감정에서 발원한 개인적 기원행위인 ‘징크스’

의 발원과 그 특성 그리고 표현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품을 중심

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본인의 불안 감정의 성격’과 ‘불

안이 야기한 기원적 행위와 그 의미의 사물인 노란버스’, 그리고 이의

‘표현’을 주로 하고 있다.

본인에게 있어 불안이라는 감정은 작품제작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생

활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반드시 갖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며 이는 나아가 작업의 동기로도 작용하게 된

다. 본 연구를 통해 간단하게나마 본인이 느끼는 불안은 어디서 연유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이 현재 본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이라는 감정은 본인에게 ‘징크스’라는 기원적 믿음체계를

갖게 하였다. 기존 종교에 의지할 수 없었던 본인은 개인적인 믿음과 행

위를 갖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징크스’의 형성을 알아보는 과정

에서 사물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

용하는 현상이 보편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 또한 이러한 맥

락에서 ‘징크스’적 사물을 형성하고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인의 노란버스로 대표되는 사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안과, 지극히 개인적인 기원행위인 ‘징크스’를 작업의 주제로 삼고

표현하는 이유는 첫째로 불안이 작업을 하게해주는 직접적인 동력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본인의 불안을 해소,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

이었기에, 이렇게 표현의 당위를 찾게 되었다. 표현전개에서 변화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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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2011년, 2011년에서 2012년이라는 짧은 주기 동안 대략 2가지 흐

름을 보인다. 신성화 표현이 그 첫 번째 흐름인데, 이는 단순하고 직관적

인 대입방법을 통해 개인적 ‘징크스’를 신성화시키는 표현방법에서 개인

적 종교적 체험에 의거하는 신성화 표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두 번

째 흐름으로는 대비의 표현과 동시에 단순화표현이다. 이는 불안의 요소

가 배제되었던 전자의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불안을 화면의 전면에 등장

시킴으로써 파생된 표현법으로 개인적 ‘징크스’를 대표하는 노란버스를

노란 면으로 단순화하고, 불안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는 개인적 ‘징크스’로 대표되는 기원하는 마음의 영속성과 추상성 그리고

불안요소들의 구체성과 단편성을 표현의 근거로 한다.

본 논문과 연구과정은 본인작업의 동기와 주제, 전개과정을 알아보

는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작업을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그 의미를 확고

히 할 수 있었다. 본인은 단지 불쾌하며 언짢은 감정으로 피하고 싶기만

하였던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프롬의 심리학적 이론과 불교에서의 무소유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

여 불안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임을 확인

하며 결국 그것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부정적인 것만 이라기보다는 다소

체념적이지만 현재의 사회를 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지니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한 사고과정을 통해

서 본인은 불안에게서 떠나거나 숨으려하지 않고 불안 그 자체를 인정하

고 그것을 계속 직면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지속하고 발전시

켜나가다 보면 불안이 극복될 수도 있음을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불안의 감정에 바탕 한 개인적 기원행위인 ‘징크스’를 갖고 이를 여러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작업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개인적 경험과

사고에 의한 것으로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본인의 경험과 동기에 의해

작업을 시작하되,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노란버스의 인상이 유

독강한 작업을 주로 해왔는데, 소재에 구애됨을 항상 경계하며 작업의



- 44 -

조형적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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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yellow bus' as an

embodiment of anxiety

-Focus on my artwork-

Heejin Kim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my artistic creations from 2009 to 2012, this study aims

to explore my innermost feeling of anxiety as the driving force

behind my artwork, thereby generating symbolic meanings of the

resultant output 'jinx' emblematic of unique action of prayer and

object. Moreover, the study explains its figurative embodiment

process to offer an in-depth manifestation of backgrounds and

meanings of my artwork.

As a universal human feeling, anxiety derives from the loss

triggered by unexpected event or accident. Human anxiety is getting

amplified by worldwide conflicts, incredibly horrible scenes of natural

disasters, fall of impregnable conglomerates, and collapse of

self-evident scientific truth or ideology as we experience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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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s directly or indirectly via the media. In contemporary society,

such anxiety is an unavoidable feeling for all individuals who are

surrounded by tremendous changes, thereby adapting to such

upheaval in fear of losing every achievement of their own.

Every person has anxiety, but anxiety relief remedies are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ose who strongly feel anxiety.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remedy, prayer is the outpouring of

aspirations for the fulfillment of hopes. Moreover, such action applies

symbolic meanings to objects, thereby being reproduced into an

artistic creation in some cases.

As an individual living in contemporary society, I also experience

such feeling of anxiety, and my natural response is manifested in

'jinx' that represents my faith mechanism and action of prayer. The

meaning of jinx is mainly embodied in 'yellow bus,' and this object

is usually chosen as my artistic subject matter for figurative uses. It

is also embodied in existing religious sculpture. It conforms to my

extraction of religious ambience or turn abstract or stand in contrast

to those elements of anxiety.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feeling of anxiety plus

meanings of the resultant action of prayer and analyze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figurative embodiment of objects with a key focus

on 'yellow bus.'

This study largely consists of five chapters: Ⅰ. Introduction, Ⅱ.

Anxiety as an Artistic Motive, Ⅲ. Yellow Bus: Object of Prayer, Ⅳ.

Meanings and Features of Embodiment, and Ⅴ. Closing.

Chapter Ⅰ outlines the formation and progress of artwork and

introduces this study's composition and study method.

Chapter Ⅱ covers the feeling of anxiety penetrating through my

life. It hereby takes a brief look at the anxiety sour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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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nxiety, Prayer, Jinx, yellow bus, sanctification,

contrast

ownership based on existing discussions about anxiety in psychology

and Buddhism, thereby explaining specific type and level of my

anxiety. Against this backdrop, it identifies and defines the reasons

behind individual formation of anxiety, thereby demonstrating that we

practice the action of prayer in an attempt to relieve anxiety.

Chapter Ⅲ addresses the action of prayer attributable to anxiety

and generation of such meaning to objects. It defines, classifies, and

introduces my prayer method 'jinx' as a unique faith mechanism.

Compared with existing theories and phenomena, it explains that

'jinx' usually adds symbolic meanings to objects. Then, it delves

deeper into 'yellow bus' which is a typical object emblematic of my

‘jinx’ and mainly appears in my artwork.

Chapter Ⅳ describes the figurative process and meaning of ‘jinx’ in

my artwork. With a focus on 'jinx,' it primarily examines the

meaning of artistic embodiment and use of materials. Then, it states

the implications and details of embodiment methods like sanctification,

contrast, and simplification.

Finally, Chapter Ⅴ summarizes all contents hereof and points out

my limitations of artwork, thereby presenting overall direction of my

future artwork.

As stated above, this study analyzes the feeling of anxiety and the

resultant action of prayer plus formation and embodiment of objects.

While describing my artwork process, it also explores relevant

theoretical backgrounds, thereby clarifying the goals and meanings of

artwork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of 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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