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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필자의 작업을 중심으로 전신傳

神의 개념을 활용한 현대 인물화의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현대인의 모

습을 전신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선 전신의 개념을 다루겠다. 

Ⅱ장에서 동진東晋 시기 고개지의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개념을 살펴

보기 전에 고개지의 화론에 영향을 미친 신神과 형形의 불가분 적인 관

계를 설명하고 형보다 신의 우위성을 인정한 회남자를 통해 양한시기의 

형신론을 소개한다. 이후 고개지의 형을 통해 정신을 담는 전신사조의 

개념을 살펴본다. 사실성만의 추구를 통해 신神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작가의 대상에 관한 이해를 더욱 중시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

하여 표현하는 천상묘득遷想妙得을 통해 작가의 중요성을 살핀다. 2단락

에서 필자는 사실성의 추구가 전신을 이룰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사실성

을 전제한 4가지 표현유형을 설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가지 표현

유형은 관점에 따라 중복이 가능하다. 연구 대상은 장언원이 『역대명화

기』에서 평가한 중국의 고대 인물화와 한국의 인물화를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전신에서의 일반화 표현에서는 특성의 부각 보다 일반화된 대상

의 표현을 양자화의 <교서도>와 장훤의 <도련도>를 통해 풀이했다. 전

신에서 이상화의 표현에서는 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이상화 하여 강조하는 표현을 고개지의 <열녀인지도>와 염립본의 <역대

제왕도>를 통해 알아본다. 전신에서의 개별화 표현에서는 개개별의 개인

성을 나타내기 위해 특성을 부각한 작품인 <역대제왕도>와 소역의 <직

공도>를 다룬다. 전신에서의 가변화 표현에서는 변화가 외부의 영향을 

통해 진행되는 관점에서 <연잉군초상>이 시간이 흘러 <영조어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의도적인 가변화의 특성은 이야기 서술의 방

법의 고개지의 <낙신부도>를 통해 작가의 의도에 의한 가변적인 대상의 

묘사를 다뤘다. 



Ⅲ장에서 필자의 작업을 위주로 전장의 전신의 4가지 표현유형을 적

용해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필자의 현대인의 인물화는 <지름신병풍

도>, <십이지생도十二支生圖>, <신신분도新神分圖>이다. 일반화된 인물

화에서 <지름신병풍도>를 통한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일반화된 모습과, 

<십이지생도十二支生圖>의 현대 직업과 행동의 사회적 구조를 통한 일

반화를 묘사한다. 이상화된 인물화 에서는 <지름신병풍도>를 통해 인간

의 욕구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이상화의 투영을, <십이지생도十二支生

圖>에서는 이상적인 물질적 가치와 비물질적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

를 묘사한다. 개별화된 인물화로 <지름신병풍도>의 개성의 표현, <신신

분도新神分圖>의 개인성을 통해 현대인의 개별성을 보여준다. 가변화된 

인물화에서는 현대인의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모습을 <지름신병풍도>를 

통해, 가변적인 직업과 경험의 모습을 <신신분도新神分圖>를 통해 소개

했다. 

Ⅳ장에서는 필자의 주된 표현방법과 제작을 연구해본다. 작업에서 

주로 사용된 비단 채색화 기법의 과정을 밑 작업, 본 작업으로 나눠 설

명한다. 기타매체에서는 <십이지생도十二支生圖>중 단청기법의 표현방법

을 소개하여 이상화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단청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신신분도新神分圖>와 <지름신병풍도>에서 사용된 세리그래피 기법이 

일반화된  사회의 부분을 보여주는 정형화된 판화로써 사용되는 모습과, 

이상화된 광고 매체의 용도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측면의 적용을 설명

한다.

 

주요어: 전신 현대인물화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가변화

학번: 2010-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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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본 논문은 전신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대인을 인물화로 표현하기 위

한 필자의 작업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필자는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삶 속의 이야기뿐이 아닌,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얼기설기 엮인 관계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맞닥트리는 학우들과 친구들과 함께 한 

일상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루하루 겪게 되는 가족사나 회사에서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필자에게 개개인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 항상적인 사고의 계기가 된다. 시대의 현대

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정보 과잉의 삶이 되고 만다. 교과서나 철학, 역

사 서적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의 보고를 통해서 삶을 그려보던 시

대와는 달리, 우리는 24시간 내내 인터넷, 특히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하여 삶의 다방

면의 뉴스를 항시적으로 수신 받게 된다. 친구가 SNS에 업데이트한 자

신의 고양이의 사진과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쇼핑몰의 광고 등

이 뒤엉킨 정보들이 항시 나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된다. 다방면적이고 막

대한 양의 정보들은 한 친구의 소식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다른 친구의 

소식에, 혹은 선전들과 다른 뉴스들 사이에 계속 밀려서, 읽혀 인식되기

도 느껴지기도 전에 다음 정보를 받아들일 공간 확보를 위해 아카이브

(archive) 속으로 치워져 버린다. 전체 모습을 조망할 틈 없이, 계속적

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된 정보는 항

상 쏟아져 내리는 비와 같이 미쳐 손바닥에 받아 고이기 전에 현대인, 

우리네들의 삶을 마음으로 느껴보기도 전에, 땅으로 흘러내려 사라지고 

만다. 손바닥에 이 소식들을 담아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 각해본

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소식들이 그저 지나쳐가는 무수한 글자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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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실제로 일

어났고 가까운 사람이 겪는 일일 수도 있는 일임을 ‘느끼게’ 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그 고인 소식의 물을 들여다보는 중 그 속에 자신의 모

습도 비춰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필자의 목표는, 이러한 잡

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본인과 주변인들, 나아가 현대인의 삶의 전체적 

조망을 그림에 담는 것이다.

우선 필자의 작업에 대한 분석에 앞서, Ⅱ장의 첫 단락에서 위진 남

북조 시기의 이론인 고개지顧愷之의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개념의 특성을 

탐구하고 현대인의 인물화에서의 활용의 가능성을 정리해본다. 제 2단락

에서 천상묘득遷想妙得의 관점에서 대상의 관찰과 이해에 의해 획득한 

본질적인 神,정신을 형태를 통한 전신의 전달에 있어, 시각적 사실성의 

추구가 대상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신의 활용을 시각적 사실성의 회화요소를 제외한 일

반화, 이상화, 개별화, 가변화의 4가지 표현유형으로 설정, 분류해보고 

고대 회화에서의 적용을 살펴보겠다. 

Ⅲ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다중적으로 변화된 현대사회의 특성에 초점

을 맞춘다. 필자의 그림 <지름신병풍도>, <십이지생도十二支生圖>시리

즈, <신신분도新神分圖>시리즈를 전 장의 4가지 표현유형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풀이하고 어떻게 현대인의 다중구조적인 모습의 본질의 표현을 

인물화를 통해 시도했는지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지름신병풍도>, <십이지생도>시리즈, <신신분도>시리즈

에서 주로 사용한 비단 채색기법의 제작과정과, <십이지생도>시리즈에서 

활용된 단청기법, <지름신병풍도>, <신신분도>시리즈에서 활용된 세리그

래피(실크스크린)기법의 사용의도와 방식을 나열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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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신의 개념과 표현유형

필자는 작업에서 현대인을 표현함에 있어 주되게 인물화중 초상화 

양식을 사용한다. 주위의 현대인의 모습을 묘사함에 주로 일정한 사람의 

형상을 통해 더 공감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 회화사 용어집의 

초상화의 정의는 “특정인의 모습을 주제로 삼은 그림1”이다. 이와 같

은 그림의 형식은 작가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역동적인 한 대상의 모습을 

그 대상의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분위기, 성품까지 화폭에 옮길 수 있

도록 제시한다. 

하지만 전통적 관점에서의 초상화는 한국 회화사 용어집의 의미와 

더불어 대상의 본질을 형을 통해 담는 다는 시도 가 가미된다. 한국 초

상화연구에서 조선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처럼 초상화는 선인들이 사용해 온 지칭용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본

다면, 가상적 존재로서의 영影, 그 대상 인물의 본질 포착을 요구하는 

진眞, 그리고 그것을 본뜨는 상像으로 요약되며, 이것은 모두 초상화가 

지닌 개념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2. 

전통의 초상화는 회화사 용어집의 정의보다, 나아가 더욱 불변하는 

정신적, 본질적인 대상을 형상을 통해 표현하는 시선을 제시한다. 대상

의 불변의 본질의 회화적 표현의 중요성은 이전 고대 동진東晋의 고개지

顧愷之(343,344 또는 345-406)의 전신傳神3의 개념에서부터 구체화 

1 이성미, 김정희, 『한국회화사용어집』, 다할미디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P.212
2 조선미 『韓國肖像畵 硏究』, 悅話堂, 1983,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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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실제 작업에서 널리 활용되어왔다. 한국의 전통회화역시 본질의 형

상을 통한 표현의 중요성은 동양 인물화 미학 중 가장 중요한 화론으로 

인식되며 현재 까지 인물화의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선 위진남북조 시기 고개지에서 시작된 인물화에서의 전신의 

개념과 작가의 사고와 대상의 관찰과 이해에 주목하는 천상묘득遷想妙得

의 전신개념의 확대를 나열하겠다. 초상화는 인물화의 한 양식이고, 초

상화에서만의 전신의 개념이 아닌, 인물화에서 적용된 전신의 개념 위주

로 살펴보겠다. 이후, 고대 인물화표현 특성 중, 대상을 본질을 득하고 

작가의 해석을 거쳐 표현돼는 과정을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가변화의 

네 가지 표현유형의 분류로 설정하여 고대에 전신의 개념이 어떻게 당시 

회화에서도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위 네 가지 표현유

형의 분류를 필자의 그림에 적용시켜보겠다. 

1. 顧愷之의 傳神의 개념

고개지가 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한다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개념은 고

개지의 시대 이미 존재하던 형신形神관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고개지의 전신사조에 영향을 미친 위진시기의 형신관과 

고개지의 형상을 통한 정신의 표현의 관점을 탐구해 보겠다.

3 傳이란, 顧愷之가 처음 사용 사용한 “傳神寫照”이 줄어서 된 말이다. (조선
미, 위의책,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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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傳神寫照 이전의 神과 形

비록 고개지가 “전신사조傳神寫照”로서 형상을 통해 대상을 전한

다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개지 개인만의 시각이 아닌 당시 고

개지 주변의 형신形神관과 밀접해 있다. 양한兩漢시기는 천지만물의 기

원과 형성과정을 중심적으로 탐구한 우주론 중심의 유학의 사상이 주류

를 이루었다4. 이시기 본질적인 만물의 기운의 조화와 기의 운동성과 더

불어 개인 인체의 생명 또한 만물의 조화의 법칙을 따른다고 인식이 되

었는데 『회남자5』에서

무릇 형形이라는 것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집이다. 기氣라는 것은 생

명에 가득 찬 것이다. 신神이라는 것은 생명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중

에서 하나라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세 가지가 모두 손상되어 

버린다6.

라고 제시함으로서 형形, 기氣, 신神의 조화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회남자』에서는 조화의 중요성 에서 신神은 형形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지정7하여 비록 형形, 기氣, 신神이 조화를 이뤄

야 하지만 생명이 의존하는 육체인 형形보다 생명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

神이 동등한 가치 내에서의 우위성을 내포한다. 

4 황지원, 『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30
5 『회남자淮南子』는 한나라를 건립한 유방劉邦의 손자인 회남왕淮南王 유안
劉安(기원전 179-122)이 기원전 138년을 전후로 해서 수천명의 학자들을 초
청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편집하여 완성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유가儒家
와 도가道家, 병가兵家 등의 학설이 혼합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도가적인 경
향이 강하다. (황지원, 위의책, P.31) 
6 황지원 譯, 위의책, P.33 
7 『회남자』에서는 “神은 形보다 고귀한 것이다……함으로써 형체에 대한 정
신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황지원, 위의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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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후, 위진 남북조에서 이러한 형形과 신神의 서로의 없어서는 

안 될 관계와 더불어 신神, 즉 정신이 형形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은, 

진나라의 육사형陸士衡( 261-303)에 의해 회화적 관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변화한다. 그는, “형상을 (후대에까지)보존하는 데는 그림보

다 나은 것이 없다8”고 하여 화가는 그림을 통하여 대상의 본질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림의 대상의 본질 표현에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한 부분에서 점차 실재의 형상의 형形이 회화적 표현으로써의 형形

으로 변화되어 동일한 신神을 표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 顧愷之의 傳神寫照

고개지는 동진(317-419)의 인물화가 로서 인물화를 그림에 있어 

전신사조傳神寫照를 처음으로 제시하여 형상을 통해 신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미는 고개지의 『세설신어世說新語』교예편巧藝篇에 나

오는 고개지의 전신사조에 대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하였다. 

‘전신사조’라는 말을 살펴보면, 사조란 작가가 관조한 대상의 형

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전신은 그 대상 속에 숨겨져 있는 신神 즉 정신

을 그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신사조란 형상을 통해서 정신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은 불가시적인 것이며, 조는 가시적인 것 이

므로 신은 반드시 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고

개지는 사조란 어디까지나 전신을 위한 것 이므로 초상화에서는 이 신

이 전달되었느냐에 따라 사조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9.

8 長彦遠, 『중국화론 선집』, 김기주 譯, 미술문화, 2007, P.31
9 조선미, 「조선초 초상화에 나타난 사실성 문제」, 『한국미술과 사실성』, 눈
빛, 200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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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 글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은 전신사조는 작가가 대상

을 인물화로 표현함에 있어 본질, 신神을 담아야 한다는 중요성 의 강조

와 둘째, 대상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形을 통해 해야 하지만 

그림의 본질은 신神에 달려 있음이다. 달리 말해, 작가는 대상의 본질을 

담기 위해 대상과의 닮음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신의 전달이 가능하지만 

닮는 것 만이 회화에 신神을 담아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개지

의 정확한 사실성의 추구는 눈동자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고개지는 

“사지의 육체가 아름답고 추한 것은 본디 (작품의) 오묘한 것과는 관련

이 없다. 정신을 옮기고 (정신이 밖으로) 비치는 것을 그리는 것은 바로 

눈동자에 있다10” 눈동자의 표현에서의 사실성을 통해 대상의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고개지는 대상의 정신을 담기 위해 취하는 방식으로 실재로 대상을 

대면하고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을 그의 글, 『논화論畵』, 『위진승류화

찬魏晉勝流畵讚』 에서 강조하였는데, 그림 제작 시뿐 아니라 원래 그림

을 모사하는 임모11 부분에 대해서 까지 대상의 관찰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체로 현실의 인간이 손을 마주잡고 인사하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

의 사람을 마주 대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데, 형태로서 정신을 전달하면

서 실제로 대면하는 것 같지 않다면, 생기를 파악하는 작용이 틀려지고 

정신을 전달하는 목적을 잃게 된다. 실제로 대면하는 듯한 느낌이 없는 

것은 큰 실수이고, 대면하는 느낌이 있되 바르지 않은 것은 작은 실수

다12.

10 장언원, 조송식 譯, 『역대명화기 下』, 시공사, 2008, PP.67-68
11 서화 모사의 한 방법. 넓게는 원작을 보면서 그 필법에 따라 충실히 베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미, 김정희, 위의책, P.184)
12 장언원, 조송식 譯, 위의책,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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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의 글에서 고개지의 대상의 관찰과 사실성의 강조가 임모에

서까지 적용되는 극단적인 예를 제시 하였다. 하지만 완벽한 사실성의 

추구는 실제 대상이 가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존재한다. 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에도 대상은 끊임없이 변화하

기에 완벽한 사실적 형태의 회화적 재현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언원은 

『역대명화기』에서 고개지의 

무릇 그림은 사람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산수이며 그 다음이 개와 

말이다. 망루와 누각은 일정한 기물일 뿐으로써 그리기는 어렵지만 보

고 좋아하기는 쉬운데 천상묘득은 기다리지 않는다13.

라는 주장을 타당하다고 하며 귀신. 인물에는 형상화해야만 할 생동

감인 신운神韻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운

을 표현함에 있어 사실적 대상의 표현이라 함은 외형적 사실성의 추구에

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대상의 관찰과 이해를 통한 본질의 이해 후에 

나오는 사실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대상을 세밀하다 하더

라고 그것은 형사形似이지 신사神似가 아니기 때문이다14. 이사진李嗣眞

(?-696)은 “고개지는 마음의 작용이 자연의 조화와 같아서 정신적 깨

달음을 통해 오묘한 사물(의 형상)을 얻었다”라고 했고, 당나라 장회관

張懷瓘은 “사람을 형상하는 아름다움에서 장승요張僧繇는 살집을 얻었

고 육탐미陸探微는 골격을 얻었으며 고개지는 정신을 얻었는데, 정신은 

오묘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고개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15”을 보면 언제

까지나 완벽한 사실성보다 정신을 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

점을 볼 수 있다.

13 長彦遠, 갈로 解, 강관식 譯,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89, P.88
14 황지원, 위의책, P.130
15 장언원, 조송식 譯, 위의책, P.7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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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까지 그림에서의 형태를 통한 정신의 내포의 중요성과 

더불어 비단 무의미한 사실성의 추구는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방

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연 작가는 형상을 통해 정신을 얻을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수 있다. 고개지는 완벽한 외형적 사실성의 재

현만이 대상의 본질을 담는 방법이 아님을 인지하고 상상을 하여 사물의 

본질을 오묘하게 얻는16 “천상묘득遷想妙得”을 제시한다. 고개지는 생

각(상想)을 옮겨서 묘妙를 얻는다. 라고 천상묘득을 해석했다17.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묘사할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대

상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생

각을 옮기는 것”이다18.

라는 갈로의 해석을 보면 작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 표현하고자 하

는 대상의 일 차원 적인 이해가 아닌 다각도에서의 이해와 분석의 자기

화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표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아가 고개지는 비단 대상인 인물뿐 아

닌, 인물화 외의 대상에도 신神은 존재한다고 믿었다. 

당시 동진의 회화는 인물화가 위주로 인물화의 배경으로 나마 산수

나 기물, 동물의 형상이 표현되었다. 고개지의 주된 관심사 또한 인물과 

그의 정신이었기에 당시 본격적으로 인물 외의 배경으로 다루어진 대상

은 평가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배경적인 요소들은 다만 소품으로써 

취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본질이 없는 대상으로서 인식하

기엔 무리가 있다. 고개지는 이전 인용(13)의 글에서 사람 외에도 산수, 

16 장언원, 조송식 譯, 위의책, P.86
17 갈로, 강관식 譯,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89, P.88
18 “천상묘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화가와 묘사대상 사이의 주관과 객관
의 관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갈로, 강관식 譯, 위의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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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기물을 지시하여 비록 형상을 가진 모든 사물이 신神을 가지고 있

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사물이’라는 말을 제시하여 역으로 

어떤 대상을 신神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인

물 외의 대상이 지닌 신이란 인물과 동일한 신이 아닌, 신에도 각각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19. 사람의 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

기어 진 것은 사실이나, 산수와 동물 일부 사물까지 신神을 가진 대상으

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그의 이론은 향후 후대 에 전신傳神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천상묘득의 다각도적 관찰과 이해를 통

한 대상의 표현은 필자의 작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인물 전신의 4가지 표현유형

이 단락에서는 전 단락에서 다룬 천상묘득의 관점을 통한 전신의 획

득이 형태적 사실성에 비해 어디까지 적용이 되었으며, 받아들여졌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고개지의 전신의 개념을 이어받은 인물화의 

표현유형에 대한 평가를 분류하여 전신의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지

를 탐구하기 위해 중국의 회화와 한국의 회화들을 통해 풀이한다. 중국

회화에서 이상적으론 고개지가 『논화』에서 품평한 회화를 대상으로 특

징을 정리하는 것이 옳으나, 고개지 시대의 회화는 남아있는 것이 적기

에, 장언원『역대명화기』의 인물화의 평가를 받은 회화를 중심으로 하

겠다. 전신의 개념이 한국의 회화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역시 회화 

중 전신의 구현이 확보된 회화를 중심삼아 분석하겠다. 대상의 외형적 

19 각주 13에대해… 형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물이 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에도 각각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황지원, 위
의책,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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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성과 대상을 작가가 관찰하고 이해한 후 회화로 옮긴, 천상묘득한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어떻게 필자의 작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

을지 알아보겠다. 

필자는 천상묘득의 관점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관찰한 뒤 작가를 통

해 정제되어 묘사되는 과정에서 외형적 사실성의 닮음보다 내적 사실성

을 추구한다. 하지만 앞장의 이형사신의 개념이 보여주듯, 무형의 내적

인 사실성은 그를 담을 형태가 없으면 가시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

찬가지로, 형태만을 이룩하고 작가의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시화하

는 전신傳神의 개념과 과정이 없이 대상과 닮은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

은 사진과 다름없다. 이러한 관점의 부각을 하기 위해, 고대 인물화에서 

시각적 사실성(likeness)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사실성 이외의 4가지 표

현관점에 초점을 두어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그리고 가변화의 네 가지 

특성을 설정하여 분석하겠다. 필자가 설정한 4가지 관점이외에도 여러 

표현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며, 동일한 그림에서 여러 요소가 중복이 되는 

특성이 있으나, 필자의 작업과 연계하여 강조하는 부분을 위주로 풀이해 

보겠다. 이러한 중복의 특성은 작가가 이해하는 대상의 표현의 다중적인 

의도를 볼 수 있다. 

1) 전신에서의 일반화 표현

이 단락에서 사용되는 일반화의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인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

듦20.” 을 따르겠다. 여기서 회화의 주제가 아닌, 다수의 비 주인공의 

표현에 있어 대상의 개성, 특성을 축소하고 공통화하여 일반화한 면을 

살펴보겠다. 

20 국립국어 연구원, 『표준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1999, P.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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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傳 楊子華, <校書圖>

[도판 2] 傳 楊子華, <校書圖> (부분)

[도판 3] 傳 楊子華, <校書圖>     
          (부분)

장언원이 중품상으로 평가한 양자화楊子華(북제)가 그린 것으로 전

해지는 교서도校書圖에 나타난 인물표현을 살펴보면, 글을 연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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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들의 얼굴 표현에서 보여지는 개성의 제시와 달리, 그림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중들의 얼굴 표현은 일반화, 통일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대 회화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작가의 작화 주제에 

있어 중요도에 따라, 주인공과 비 주인공의 개별의 개성 표현이 강조되

거나 감소되어 표현되는 방식이다. 양자화는 교서도에서 오른쪽 에 배치

된 주인공들[도판 2]의 얼굴형, 인상, 눈 꼬리, 의복, 수염 등의 개별적

인 특성을 강조하여 개성을 표현한 것에 반해, 시중을 드는 소녀들[도판 

3]의 표현에 있어선 비교적 무표정의 통일된 인상으로 표현을 하였다. 

하지만 [도판 2]에서 묘사 했듯이, 양자화는 충분히 시중들의 개성표현

과 개별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대상의 관찰하여 개성을 

담으려는 의도와 표현이 각도, 눈매, 수염의 모양과 자세 등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는[도판 2]와 달리, [도판 3]의 인물들은 일정한 양식을 따라 

제한된 각도와 표정, 자세로서 묘사되었음을 보았을 때, 이는 작가의 재

현성의 한계가 아닌, 선택적인 일반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복, 행동묘사는 개별적인 역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도판 

1]에서 주인공과 시중들의 비교하여 볼 때, 원근법에 따른 인물의 크기

차이가 아닌, 중요도에 따른 인물 표현의 크기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대상의 주제에서의 중요성에 따라 비례 격차를 통해 주제를 더욱 부각 

시키고자 한 구도적인 의도를 보여준다. 집중의 대상에 비해 표현의 제

한, 의도적 구도의 배치를 참고하면, 작가가 필요성에 의해 대상들을 일

반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장훤張萱의 도련도搗練圖에서도 대상의 선택적인 일반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비단을 가공하는 궁중 여인들의 의복은 비록 각

기 개별성을 지니더라도 고개지가 강조한 눈동자에서의 표현21의 다양화

를 통한 개성의 표현 보단 비교적 통일된 대상으로서 묘사하였다[도판 

21 사지가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은 본래 묘처妙處와 무관하니, 정신을 전하여 
인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아도阿堵가운데 있다(아도란 당시의 방언으로 이것이
라는 뜻인데 눈동자를 가리킨다. (顧愷之, 갈로 解, 강관식 譯, 위의책,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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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시 당나라의 미인의 기준의 시각으로 일반적인 미인들의 모습을 

제시하여 개별적인 동작의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화된 모습을 

묘사한다. 당시 당나라는 번성한 국력으로 화사하고 귀족적인 성향의 회

화를 많이 제작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비록 의복과 장신구, 머리모양

은 다양하지만 대비되어 얼굴의 묘사는 그에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데, 사물의 세부 묘사와 구도를 염두에 놓고 당시 당나라 화가들의 사실

적 묘사의 재량이 부족 한 것이 아닌, 선택으로써의 일반화의 과정을 거

쳤다. 

[도판 4] 張萱, <搗練圖> (부분)

대상의 의도적인 일반화의 과정은 한국의 회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고구려 시기 제작된 무용총舞踊塚의 주실 동쪽벽에 소재한 벽화 무용도

舞踊圖[도판 5]의 춤을 추는 사람들의 표현에서의 일반화이다.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14명의 모습을 묘사한 이 벽화에서 [도판 5]의 왼쪽 

여인의 얼굴이 박락 되어 오른쪽의 여인의 얼굴과 비교하기는 힘드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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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복의 유사성과 위치적인 배치를 통해 왼쪽의 두 바지를 입은 인

물이 통일 되게 표현 된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의 여인상 또한, 통일되어 

표현 되었을 것으로 예측한다. 비록 춤을 추는 대상 의 옷 색은 교차되

서 채색이 되었지만 왼쪽의 두인물의 의복의 형태의 유사성과 춤을 추는 

자세와 크기의 통일에서 일반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물 표현

의 통일이 작가의 능력이나 습관에서 오는 특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판 5]의 하단 부 악공들로 전해지는 7명의  얼굴의 표현에서는 악공

들의 얼굴형이 대상에 맞추어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 것을 볼 수 으며, 

이와 달리 무용수의 얼굴형과 표정은 비교적 통일되어 표현 되어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악공들의 다양한 얼굴의 각도와 표정, 머리 모양과 의복, 

장식등을 보아 작가는 각기 특성을 살려 묘사한 점을 미뤄보아, 대상의 

묘사에서 대상의 개성을 제외한 형식의 일반화를 통한 인물의 통일화는 

작가가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했음을 보여준다.

[도판 5] 舞踊塚, 舞踊圖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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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신에서의 이상화 표현

이상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22로 이 단락에서는 대상의 표현에 있어 작가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신세계를 지닌 인물을 인물화로 표현하는 예시를 통해 

정리해 보겠다. 

서한 유항이 편찬한 『열녀전固列女傳』에서 나온 정절이 높은 부인

들의 인물화는 후한대 화상석을 비롯해 육조시대에 많이 그려졌다23. 대

표적인 그림으론 고개지의 것으로 전해지는 <열녀인지도列女仁智圖>이

다. 『열녀전』「인지전仁智傳」에서 나오는 15명의 어진 여성들이 기

록되어있다. 서한시대 집필이 되었다는 사실과 고개지는 동진 시기의 사

람이라는 시대정황을 고려하면 이 인물화들은 본인을 작가가 직접 관찰

하고 그렸다기 보다는 대상의 덕과 인품을 상상하여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상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고개지는 이상화된 대상의 성

품과 특성을 요소화 시켜 강조한다. 이상적인 정신의 모습을 회화로 재

탄생시키기 위해서 고개지는 이미 인물에 대한 다방면적인 관찰과 소화

의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인물의 전반적인 이해 없이 이상적 정신세계

를 형태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개지는 1

단락에서 대상의 관찰을 중요시 했고 무형의 정신을 형을 통해 담는 행

위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작가의 내면에서 재탄생 되어 표현되는 과

정인 이형사신以形寫神24 거쳐 유향이 찬양한 열녀들의 정신성을 회화로 

하여금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고개지의 대상의 이상화된 특성의 표현은 

열녀들의 의복 표현에서 가늘고 부드러운 고고유사묘高古遊絲描법을 통

해 대상의 고상함과 기품을 한층 가시화 하여 표현 했다. 고고유사묘법

으로 묘사된 대상들의 모습은 바람에 흘러가는 듯한 도상으로 대상을 신

22 표준국어대사전, 위의책 P.4930
23 장언원, 조송식 譯, 위의책, P.49
24 형상으로써 정신을 그리는 것. (온조동, 강관식 譯, 『중국회화비평사』, 미
진사, 198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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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효과를 더하는데, 이를 통해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한층 더 높

은 중요한 대상임을 강조하여준다. 일반인과 신격화된 이상화 대상의 표

현 차이는 [도판 6]의 위쪽 중앙의 도상의 어린아이의 의복 표현과 여

인의 의복표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왼쪽의 어린아이의 경우 의복

선이 움직이며 살아있는 느낌이 부족한 일반적인 의복의 표현으로 나타

나 있는 것에 반해, 오른쪽의 여인의 옷은 풍만한 둥근 주름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옷의 질감을 통해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고상하고 품위 있

는 특별한 존재이며 그들의 묘사는 작가가 생각 하는 이상적인 어진 여

성상을 시각화하여 이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 6] 傳 顧愷之, < 列女仁智圖 >(부분) 

대상의 성품을 이상화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또 하나의 그림은 염립

본閻立本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역대제왕도歷代帝王圖>이다. 우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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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傳 閻立本, <歷代帝王圖> 
        (부분)

[도판 8] 傳 閻立本, <歷代帝王圖> 
         (부분)

좌측까지 前漢부터 隋까지 여러 황제들 중 총 13명의 역대 황제들을 그

린 이 그림은, 역시 대상과 실제 마주하고 그리기에는 불가능한 그림이

다. 하지만, 염립본은 13명의 황제들의 각기 다른 특성과 기개를 각자 

황제들에 맞추어 표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도판 7] 後漢의 세조 光武

帝의 복식과 [도판 8]의 前漢의 8대 황제 昭帝의 骨相과 품채는 사뭇 

다르게 대비를 주어, 대상의 성격을 반영한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

다. 

광무제는 본디 유수劉秀이고 자는 문숙文叔이다. 유수는 경시제更始

帝 유현刘玄의 부장으로 출전하여 곤양대전에서 대승을 하였고 이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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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王梁, 정미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후한왕조의 첫 황제로 즉위한

다25.  그는 전란의 시대 이후 국가의 안정을 찾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

하며 부패와 군대를 축소하고 세금을 낮추어 사회적인 안정을 얻었다. 

비록 광무제는 호족출신으로써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기도 하였지만, 

어진 황제로서 기억된다. [도판 8]을 보면 강하지만 거칠지 않은 표현으

로 제작된 눈매와 살짝 미소가 있는 입 꼬리로 전투를 하던 장군의 인상

이라기 보다는 인덕하고 날카로운 문인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문

덕정치를 추구한 광무제의 성향을 강조하려고 함으로 생각된다. 문인적 

분위기와 엄하면서 인자한 듯한 광무제의 표현과 달리, 전한의 8대황제, 

소제의 표현은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제작되어 있다. 

소제는 전한의 7대 황제 한무제 유철漢武帝 劉徹(B.C.156-B.C. 

87)과 효소태후鉤翼夫人 궁명, 구익부인孝昭太后(?-B.C. 87)의 아들로

써 무제가 71살로 사망하기 전 수많은 전쟁으로 적절한 후계자 잃어 장

성한 후계자가 없자 8살에 즉위한다. 소제가 즉위한지 1년 후, 곽광霍光

(?-B.C.68)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21살에 사망하게 된다. 염립본은 

[도판 7]에서 일생을 그늘에 가려진, 힘없는 대상을 표현한다. 다른 황

제들과 달리, 눈매나 입꼬리가 가늘게 쳐져 있고 어께가 좁게 표현되어 

풍채가 적고 우울한 인상을 준다. 또한 [도판 8]의 광무제와 시종의 크

기차이가 확연히 보여지는 데에 비해, [도판 7]에서는 소제와 시종들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당시 권력의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다. 복

식 또한 화려하지 않고 선비의 그것 과같이 표현되어있다. 복식은 시대

적, 양식적 차이를 보이므로 기본적으로 대상의 복식, 관습의 시대적 고

증을 거쳤다고 생각하나 직접대상을 보지 않고 작업을 한 만큼, 어디까

지가 작가의 상상력과 대상의 가치 결정에 따른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역

사적 고증을 통한 표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5 청솔역사교육연구회, 『이야기 중국사』, 청솔출판사, 1997,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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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당시 작가의 생각, 그리고 당시의 황제에 대한 평가, 군주로써의 

기대치와 이상들을 반영 했을 때의 각기 황제들의 이상적인 강점, 특성 

등이 회화로써 이상화를 거쳐 강조되어 표현했다는 것이다. 

[도판 9] 金弘道, <群仙圖> (부분)

표현대상의 이상화는 김홍도의 <군선도群仙圖>[도판 9]에서도 볼 

수 있다. 19명의 신선과 시종들을 표현한 이 그림은 다양한 신선들이 

몽환적이고 탈속적인 배경에서 각기 다채롭게 묘사되어있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을 주제로 한 신선도神仙圖는 장수와 현세기복現世祈福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축수축복용으로 제작되었다26. 묘사된 대상의  이상

적인 점을 관람자가 염원한다는 제작 의도는 지혜와 장수 탈속의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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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영생의 복숭아를 든 동방삭東方朔의 모습은 장

수/영생의 이상적인 수명을 상징화 하여 보여주는데, 동방삭이 양손으로 

복숭아를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가 상징화된 

이상적 대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작가는 강조하였다. 중앙부 두

루마기에 글을 쓰는 문창文昌은 학식와 과거 합격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

물이다. 문창은 학식의 상징으로 두루마기와 붓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역

시 당시 사람들의 이상적인 염원을 상징화하여 표현 대상에 부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왼쪽의 소를 타고 있는 노자老子역시 표현에 있어 신격

화 되어있는데 손에 노자의 지혜와 사상을 상징하는 권을 쥐고 있어 대

상의 능력을 암시한다. 김홍도의 <군선도>에 나온 인물들은 기원이 현실

에서부터 설화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인물의 특성과 당시 

사람들의 이상적인 염원이 부합되어 점점 상징화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선도>내의 인물들은 각기 자신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써 이상

화된 욕구를 대표하며 신격화 되어 관람자에게 인식되어진다. 

3) 전신에서의 개별화 표현

개별화(Individualization)는 인물화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이다. 앞 단락에서 명시 했듯이, 특정인물을 담은 그림에 있

어 대상의 개별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회화는 성공적으로 대상을 표

현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을 표현하는 인물화는 동양에서 대

상의 정신을 궁극적으로 담으려는 시도로서 비단 형상의 복사뿐 아닌, 

진실된 인물화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 단락에서 개중 개별성의 표현을 

더욱이 강조한 예시를 통해 표현에서의 시각을 더욱 탐구해보고자 한다. 

26 이성미, 김정희, 위의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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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 傳 閻立本, <歷代帝王圖> (부분)

표현 대상들의 개별성의 강조를 하기엔 전 단락에서 인용된 <역대제

왕도>에 다시금 집중을 해본다. 西晉 1대 세조 武帝 사마염司馬炎, 

236-290)은 건국 초 검소한 성격에서 점차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면

을 보이게 된다. [도판 10]에서 사마염의 인물화는 다른 황제들에 비해 

화려한 편이며 구도적 비율 또한 다른 황제들과 달리 비중이 큰 편이다. 

얼굴의 표현은 짙은 눈썹과 강조된 눈매, 굵은 코와 진한 수염에서 풍기

는 강렬한 인상과 더불어 입가의 주름에서 보이는 자신감이 보인다. 의

복은 과 무늬장식이 더 들어간 표현으로 좀 더 장식적이고 풍만하게 묘

사되어있다. 양팔은 밖으로 펼쳐서 화면의 면적을 더 늘렸으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한다. 이는 그의 보여주기 좋아하는 성격과 호사스러운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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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한시대 말기의 소제의 모습은 당시 독재정치

의 그늘에 가려 생활하던 유약한 황제의 모습을 보여준다[도판 7]. 전체 

그림 내, 입상立像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세 또한 오른팔을 

안으로 말고 왼팔을 밑쪽으로 뻗어, 당당한 풍기보다는 담담한 성정을 

묘사한다. 또한 눈매가 가늘고 사마염보다 작은 여성스러운 코의 표현, 

미약한 수염이 소제로 하여금 위풍당당한 황제의 이미지 보다 좀 더 조

심스러운 인상을 심어준다. 의복 또한 화려한 장식이 없고 매듭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관과 복장의 모양을 비추어 볼 때 의복이 아닌 간단한 생

활 복으로 묘사되어있어 대상의 정치에서의 참여도를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성표현에서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그림 중 또 하나는, 원제 소

역元帝蕭繹, 508-554)이 그린 <직공도職工圖>이다. <직공도>는 소역

이 양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외국 사절을 묘사한 그림이다27. 요최는 소

역에 대해 초상화에서 특히 신비롭고 오묘함을 다 표현했는데, 마음의 

활동이 민첩하게 움직이면 손은 (그것을 따라 자연스럽게)움직였다28고 

했다. 이러한 장기를 살려 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온 사절단의 묘사를 한 

<직공도>는 단지 당시 소역 주변인들의 개성의 표현을 넘어 이질적인 

대상의 개별적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기에 한번 살펴보겠다. 

전체 <직공도>에는 본디 13국의 사신의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도

판 11]에선, 오른쪽부터 활국滑國, 파사국波斯國, 백제국百濟國의 사신

의 모습이 묘사되어있고 개별의 설명이 적혀있다. 활국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던 나라로 서아시아인의 자연적으로 굽슬한 머리, 진한 눈썹, 

몸에 비교적 감겨 떨어지는 의복들이 당시 서아시아의 활국의 사신의 모

27 양나라에서는 주에의 보통 원년(520) 무렵부터 외국 사절이 조공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양나라 무제는 불교 황제라고 칭할 정도로 불교를 숭배하여 서
역, 남해, 동해의 여러 나라와 우호를 맺었는데 이것은 그 나라들이 양나라 조
정에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결과를 낳았다. 장언원, 조송식 譯, 위의책, P.187
28 장언원, 조송식 譯, 위의책, 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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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묘사하였다. 파사국은 페르시아국으로 교역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진한 수염과 화려한 모자는 6세기 페르시아 인의 도상과 닮아있음을 볼 

수 있다. 백제국의 사신도는 한국 의복사에서 6세기 의복의 기록으로 중

요한 복식사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록적인 회화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며 얼마나 작가가 개개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했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백제 사신의 얼굴 공상의 표현과 활국, 파사국, 구

자국 셋의 골상은 각기 출신 국가에 맞게 반영이 됐다.

[도판 11] 蕭繹, <職工圖> (부분)

개별화는 대상의 특징과 개성을 담아 인물화에서 관람자로 하여금 

대상의 인식과 특성의 이해를 돕고 그만의 정취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자칫 위 단락의 일반화와 개별화가 상반되는 관념으로 인식 될 수도 있

는데, 일반화 속에서의 개별화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판 

11]의 경우, 대상의 표현은 개성이 있게 묘사가 되었지만 대상의 자세

의 통일과 묘사방법, 전체적인 복식에서의 표현의 일반화는 무시 못 하

는 부분이다. 이는 작가가 관찰한 대상의 표현이기에 나타나는 중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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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상의 개별적인 특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작가의 고정관념과 시선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별화와 일반화는 상호 공

존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일반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대상의 개별적인 부

분의 부각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존하는 관점은 앞으

로 필자의 작업방향에 적용된다.

동시대 동일한 작가군이 같은 환경 내에서 작업을 했음에도 대상의 

개별성을 획득한 가장 좋은 예는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1719년애서 

1720년 사이 숙종이 59세 되던 1719년애 기로소에 들어갔던 일을 기

념하여 기로신들의 초상화를 수록한「기해기사첩己亥耆社帖」은 여러명

의 화원화가가 도화원의 일원으로써 관여하였는데 김진녀, 장태흥, 박동

보, 장득만, 허숙의 5명의 도화원 화가들이었다29. 이들은 작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기보단 통일된 표현을 통해 기록적인 성격의 회화를 추구

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관점으로 제작되었음 에도 불구하

고 같은 화첩 내에서도 묘사 대상 개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도판 12]의 <김우항 초상>과 [도판 13]의 <황흠초상>은 의복선이 강

조되지 않고 명암이 적게 들어간 의복 표현과 각도, 대상의 구도적 위치

와 크기가 양식적으로 통일 되어있다. 하지만 <김우항초상>의 경우 <황

흠초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본 살성의 표현과 살의 빛깔부터 골상에

서 광대의 위치와 턱의 모양새 귀의 모양과 그 외 모든 얼굴 표현이 매

우 다름을 볼 수 있다. 이는 양식적 통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대상을 개

별적으로 인식하고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초상화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

으며 대상의 개성과 특성을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개

별화 시켜 적용한 좋은 예이다.

2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초상화Ⅱ』, 국립중앙박물관, 2009,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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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金宇杭肖像> [도판 13]<黃欽肖像>

4) 전신에서의 가변화 표현

가변의 뜻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물의 모

양이나 성질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음이고, 또 하나는 사물의 모양이

나 성질을 바꾸거나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이다30.  첫째는 외부의 영향을 

통해 가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둘째는 의도적으로 가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작업들을 풀이해 보겠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가변화란, 상태가 바뀌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인의 의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정하겠다. 삶을 살면서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본인이 추구하지 않

아도 본인의 주변의 변화 때문에 변화되는 경우와 본인 자체가 의도와 

30 표준국어대사전, 위의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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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朴東普, <延礽君肖像> 

[도판 15] 趙錫晉, 蔡龍臣 이모, 
          <英祖半身像>

관계없이 변화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연잉군초상延礽君肖

像, 1714)>[도판 14]에서 나타난 20세 때의 초상화와 영조로 즉위 후 

51살 때 제작된 <영조어진英祖御眞1745>[도판 15]의 차이를 보면 대

상의 가변적인 지위, 성장과 노화에 맞추어 초상화의 대상의 표현 또한 

변화한다. 제작의 시점에서 대상에 맞추어 대상의 표현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화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에서 본질을 찾아내어 회화 속에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나 어진의 경우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왕 그 자체이자 또한 그 왕조를 상징했기에 

31 대상의 본질을 담는 것이 더욱이 강조되었다.  

31 조선미, 『왕의 얼굴』, 사회평론, 2012,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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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점의 좋은 예는 고개지의 것으로 전해지는 <낙신부도洛神

賦圖>이다. 이 그림은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 조식曹植(192-232)이 

낙수洛水의 여신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한 <낙신부洛神賦>의 내용

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32. <낙신부도>는 동양에서 예로부터 활용되

어오던 권卷을 활용한 이야기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대상은 한 화면 내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이야기의 흐

름에 따른 대상의 가변화는 작가의 이야기 서술에서의 의도를 따라 표현

되는데, [도판 16]맨 위 오른쪽에서 천하 제일의 용사인 예(해석에 따

라 고개지 자신으로도 볼 수있다)는 절세미녀이자 신녀神女인 복비宓妃

를 만나고 서로 애정을 표시하지만 결국엔 복비는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고 예는 자신의 아내 항아와 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이야기의 시작인

[도판 17]에서 거닐던 예와 복비가 만나기 직전의 모습과 이야기의 끝

인[도판 18]의 복비가 떠나고 마차를 타고 아내와 떠나는 장면에서의 

예는 이야기 흐름의 구조와 외형적 형태를 미루어보아 동일 인물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그림에서 중복해서 나오는 동안 변화하는 

지리적 위치, 감정, 동세는 예라는 인물이 한 화면 내에서 여러 단계의 

다른 성질을 가진 동일한 인물로써 표현되는데 성공한다. 고개지는 <낙

신부도>에서 이야기 서술 이라는 장치를 여러 그림에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한 그림에 반복하여 집중시킴을 통해 감상자

의 시선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주인공의 표현을 가능케 했다. 

32 황지원, 위의책,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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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傳 顧愷之, <洛神賦圖>   
            (부분)

[도판 18] 傳 顧愷之, <洛神賦圖>     
             (부분)

[도판 16] 傳 顧愷之, <洛神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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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신의 표현유형을 활용한 현대 인물화

본문 속에서 위의 1 단락을 통하여 전신의 개념과 확대를 살펴본 후 

2 단락에서 고대 인물 전신 표현에 있어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그리고 

가변화의 네 가지 특성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특성들은 필자가 인

물화를 제작함에 있어 전신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 표현에 있어 

항시 염두에 두고 참고로 쓰는 기점이 된다. 고대의 인물 전신 표현과 

현대의 인물 전신 표현은 같으면서도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고대

와 현대의 사회구조와 개인의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필자가 표현하고

자 하는 인물화의 사회 속 역할 또한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라진 

시대 속의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 대상의 본질을 추구 하는 것은 필자의 

목표이며, 고대인물 전신 표현의 특성은 필자가 현대인물의 전신 표현을 

가능케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필자의 작업 속에서 이러한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와 가변화의 활용

을 서술하기에 앞서, 고대의 인물 전신 표현과 현대의 인물 전신 표현이 

같은 전신의 활용이면서도 시각적으로 다른 표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와 고대

사회의 차이점과, 고대와 현대 속의 인물화의 사회 속 역할을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고대사회는 현대사회보다 더욱 수직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고대사

회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사회적인 계급과 그 계급

이 지닌 역할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근대화를 지나, 현대의 사회에서 

확연히 변화한 다중구성의 구조는 탈 근대화를 통해 지식, 정보, 서비스, 

소통, 감성, 체험이 중요시 되는 생산방식으로 바뀌는 과정33을 거쳐 고

33 김성일, 「현대사회의 괴물인 다중에 관한 해부학」, 『문화과학 50호/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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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에 비하여 현대사회는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천편일률적인 기계적 삶에 노출되어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교육기관과 교과서를 거쳐 교육받으며, 교육기관을 졸

업함과 동시에 직종을 선택하여 그 직업에 맞는 특성을 공유하고 실행하

도록 요구된다. 이것이 현대인의 일반화인 것이다. 이러한 일반화 속에

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가지고 싶은 특성이나 지위를 끝

없이 갈망한다. 예를 들어, 10대 소녀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화려하게 보

이는 연예인을 보게 되고, 그 화려함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동경하게 되

며 가수라는 직종을 갈망하게 된다. 즉 10대 소녀들이 대중매체에서 본 

특정 인물은 연예인이라는 직종의 이상화된 이미지로 바뀌어 버린다. 이

렇듯 현대인의 사회적 욕망들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대상을, 그리고 

현대인 서로를 끝없이 이상화하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사회는 개

인주의의 사회로써, 사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세지를 계속 보내온다. ‘난 나야’라는 유명한 광고

의 한 장면이나 개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현대인의 개개인의 개별화

에 대한 욕망을 강조하는 예시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은 이러한 개별화

를 기반으로 또한 가변화된다. 일반화를 요구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라

나 이상화된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지만, 개인으로서 개별화된 개성을 지

니기를 바라는 사회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최신 기술, 교

육, 패션, 글과 철학까지 그때그때 원하는 사회적 기준, 개인적 이상의 

필요에 따라 맞추기 위해 가변화된다. 

또한 현대사회와 고대사회에 있어 달라진 인물화의 역할을 살펴보

자. 고대 인물 전신 표현의 분석에 사용한 인물화를 보면 역사 기록의 

용도나 도덕적 교육의 용도 혹은 제례를 위한 초상화가 주된 용도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인물화는 이 용도와 더불어 작가의 해석과 표현의 비

1:코믠주의와 문화사회』, 문화과학사, 2007,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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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는 과거 분명히 존재 했던 작가 사유의 결과물

로써의 회화의 가치를 더욱 중점적으로 부각 한 것이다. 또한 사진의 보

급 이전의 기록적 성향의 공식적인 공문서의 역할의 감소와 작가 개인의 

생각이 더욱 부각되어 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대

상인물의 선택에 있어 더욱 자유가 허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조선시기 

작가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개개인을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풍속화

의 양식뿐 이었다면, 현대 작가들은 제왕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뿐

이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개개인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석

하여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장에서 천상묘득의 관점에서 내형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고대 그

림을 강조하기위해 시각적 사실성(likeness)을 전제로 설정한 4가지 관

점에서 풀이해 보았다. 다중구성으로 변화한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표현

하기위해, 시각적 사실성외 전 장에서 적용한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가변화의 관점에서 필자의 그림을 해석하고 어떻게 전신의 개념을 확대

하여 활용했는지 정리해 보겠다.

1. 일반화된 인물화

우리는 개인을 바라봄에 있어 수많은 과정의 일반화를 하게 된다. 

대상의 직업, 성별, 나이, 외모 등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비록 일반적이라고 하나, 개개인의 경험과 상황

에 따라 ‘일반적’ 이라는 말 또한 개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이중적 일반화의 시선은 현대에서 생긴 것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자

연스럽게 존재하던 개념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현대화로 인해 더욱 강조

된 부분 일 뿐이다. 일반화라는 개념을 변화된 현대사회에 맞추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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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도해보았는지 필자의 작업 중 <지름신병풍도>와 <십이지생도>를 

인물화 형식을 통해 풀어보겠다.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일반화 표현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두는 당연히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

한다. 그러나 개성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의 대부분은 현대 소비 활동을 

놓아두고는 취득이 불가능하며, 소비활동을 통해 개별성을 얻으려는 대

상들의 행동을 일반적인 현대인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필자의 작업 <지름신병풍도, 2011>(【작품 1】,【작품 1-1】)에

서는 작품 앞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구조이다. 

맨 오른쪽에 쇼핑몰의 모델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지름신34에 영향을 받

아 같은 제품을 구입한 7명의 각기 다른 반응과 결과를 묘사한 이 그림

은 비록 묘사된 대상들은 다른 나이, 성별, 행동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었

지만, 화면의 가장 큰 비중은 8명 모두가 입고 있는 표범무늬 코트를 통

해 “동일한 제품의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 군상”으로 일반화 된다. 대

량 생산된 제품은 [도판 23]의 제품 설명에서 ‘특별한 제품’으로 묘

사되어 소비자들에게 있어 제품 구매와 더불어 자신 또한 개성적이고 특

별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결국 그 ‘특별한’ 제

품을 구매했을 때 모두가 통일 되어버리는 도상들의 묘사는, 대량생산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화된 현대인의 개인적인 소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일반화된 군상의 이미지는 【작품 1-1】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앞

면의 화려한 디테일과 개개인의 여러 이야기 들이 뒷면의 블럭화된 색상

만 남은 군상과 대비 되어 표현되어있다. 겉으론 개성적이고 화려해 보

34 동사 ‘지르다’의 명사형 ‘지름’과 명사 ‘신神’의 합성어로, 어떤 물건을 
보고 일어나는 강력한 구매 욕구를 의미하는 말이다. (김기란, 최기호, 『대중
문화사전』, 현실문화, 2009,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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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결국 본질은 천편일률적인 현대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진

정한 개인의 정신과 그에대한 표현의 관점은 현대에 이르러 어려워지며, 

도리어 일반화된 군중의 모습이 현대인의 인물화에 더 적합함을 인지하

고, 개성적 단일 존재이던 인물 주변에서 묘사된 비주인공의 모습처럼 

일반화되어 표현한다. [도판 1]의 시중을 드는 도상들과, [도판 4] 비단

을 도련하는 궁중여인들의 도상에서처럼, <지름신병풍도>의 현대 인물들

은 개별적인 표현은 허용 받았으나, 대전제적으론 언제까지나 비주인공

의 위치로서 통일되고 분류되어 예상된 범주 내에서 행동을 함으로써 군

상으로써 주인공이 된다. [도판 15] 맨 오른쪽, 물건의 지름을 유발하는 

지름신 마저 타 대상들에 비해선 이상화되어 있지만, 결국 지름신 또한 

몰개성적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요소들을 엮어 만든 일반적인 존재일 

뿐으로 묘사한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개성을 추구하지만, 현대사회구

조는 이들의 개성 추구행위를 역으로 일반화 시켜버리는 모습을 <지름

신병풍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十二支生圖에서의 일반화 표현

필자의 <십이지생도十二支生圖, 2009-2011>연작[도판 25]은 이전 

단락의 <지름신병풍도>가 개별적인 대상 내에서의 일반화를 다뤘다면, 

<십이지생도>는 도리어 개별성을 삭제시켜 일반화한 현대인을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십이지생도>는 예로부터 전해지던 12간지의 동물들

이 의인화된 도상35에 현대인의 일반화된 직업, 행동에 대한 인식을 상

징화하여 묘사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의 개

성을 지닌 개인이 아닌, 직업, 행동 등에 의해 지정되는 사회적인 위치

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써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묘사하였다. 

35 [도판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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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십이지 미술은 한마디로 불교, 도교, 유교 등 당대에 풍미

한 종교 이념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또는 수요 계층의 요구와 용처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하고 형태를 변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십이지 미술이 한국인의 우주관과 사생관, 종교관과 현세적 욕망

을 내면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6.

위 인용은 과거 12지 간지 또한 시대, 상황적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존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12지를 설명한다. 필요에 의해 일

반적 이미지로 간략화 되어 활용되는 12지의 개념과, 현대 사회의 구조

에 따라 일반화 되는 직업을 연결시켜 보았다. 여기서 12간지의 각기 

상징하는 동물이 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맞는 일반적인 사회적 직업을 묘사하였다. 직업이나 행동의 표현에 있어 

개인적인 개성의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직업의 특

징들을 모아, 상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개별적 개성을 지닌 사람

이 아닌, 일반화된 사람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작품 3】의 <십이지생도-丑, 2011>의 경우 근면, 성

실의 상징인 소와 농부를 결합시켜 묘사했다. 보통 농부의 이미지는 젊

은이가 아닌,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하며, 기

술적인 발전을 통한 기계형 대량생산의 이미지 보다는 땀 흘려 농작하는 

아날로그적인 이미지가 많은 광고 매체,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면한 소의 도상은 주름이 진 할아버지와 낫, 채

소바구니를 들고 장화와 새마을 점퍼를 입은, 전형적인 밭일을 하는 농

사꾼으로 묘사했다. 일반화된 지식과 상를 토대로 일반적인 동물과 직업

에 대한 이미지를 결부시켜 개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일반적인 현대인의 

모습이라기 보단, 일반화되고 획일화된 대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36 허균, 『십이지의 문화사』, 돌베게, 2010, PP.168-169



- 37 -

또 하나의 예로, 【작품 8】의 <십이지생도-午 2009>의 말과 운동

선수의 모습을 합친 그림 또한,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을 강조한다. 

건강하고 강한 말의 인식과  운동선수의 일반적인 시선을 합쳐서 표현했

다. 우리가 으레 생각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은 항상 달리거나, 뛰거나, 대

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일반적인 도상은 그들의 장기

간의 연습과 준비의 순간적 찰나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운동선수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대상으로 바로 인식하기보단,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직업의 일반

적인 도상의 모습을 장대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여선수로 표현했다. 여 

선수의 근육질 몸과 과거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모습 보다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더 주되게 표현되었다. 장기간의 노력

을 통한 한순간 일 뿐이지만, 현대인의 시선에서는 그 순간만이 그 대상

의 모든 면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일반화과정을 묘사하였다.

2. 이상화된 인물화

대상의 이상화된 표현은 고대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된 인물화의 방

식이었다. 대상의 본받을 만한 성격, 업적을 대상의 형상을 통해 표현함

으로서 관람자로 하여금 대상의 고귀한 정신세계와 이념을 교훈 삼기에

는 회화만큼 좋은 매체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 장에 인용된 육사형의 

평가에도 반영 된다37. 현대사회에서 대상의 정신을 담는데 있어 이상화

된 대상을 회화로 표현하여 현대인을 묘사하는 관점은 적용이 가능하다. 

고대 회화에서는 후대에 전할 대상의 정신성의 보급을 통한 도덕적 교육

과 제례적인 통로로써 초상화를 활용했다면, 필자는 다중화된 사회구조

37 인용 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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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대에서 이상적 개념이 한정되고 수직적이던 과거와 달리 훨씬 다양

한 이상적 기준이 포함되어 상호 융합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강조되는 다

양한 이상적 면모를 이상화를 통해 형태로 표현하여 좀 더 작가의 주관

을 강조하는 도구로써 활용을 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이상적 사람의 모

습을 포함하여 현대에서 새로이 변화한 사회구조적 이상적인 관점역시 

적용하여 현대인의 본질을 인물화를 통해 담아 보고자한다. 현대사회에

서의 이상적인 시각의 표현의 시도를 필자의 작업 <지름신병풍도>와 

<십이지생도>를 통해 소개하겠다.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이상화 표현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비를 권장한다. 더 이상 기존의 생산자 소비

자 일치의 시대가 아닌, 다중구성의 구조를 통한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예로부터 필요품을 자급자족하던 패턴에서 뭐든지 사야하는 새로운 소비

구조로서의 현재가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필요품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된 품목 중 하나는 의복이다. 의복은 필요에 의해 소비되던 과거와 달

리, 구매를 통해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 계급, 이상을 표현하게

하고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이다. 나아가 의복은 현대인

들이 되고 싶어 하는 염원의 대상과 가까워지기 위한 심적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유행에 있어 상류층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진 유행은 상류층의 지위를 가시적으로 상징하기 때문

에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

다38. 또 하나의 가까운 예시로 유명 브랜드 광고에는 항상 유명한 연예

인들이 등장한다. 이는 되고 싶어 하는 대상이 사용하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서 그 대상과 같은 미와 사회적인 위치를 소유할 수 있다는 

38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현대 의상사회 심리학』, 수학사, 2009,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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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로 하여금 구매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브랜드의 구매자는 특별한 

대상(사회 상류층)이 사용하는 물건을 자신역시 사용함으로 자신의 가치

를 올리려도 시도하는데, 자신의 물질적 능력에 과하다 할지라도 구매하

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를 복사한 모조품이라도 구매한다39. 현대

사회의 구조내의 아름다운 대상은 단순한 미적인 요소를 넘어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어 구매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이상에 다가가길 

시도하게 한다. 

<지름신병풍도>(【작품 1】,【작품 1-1】)에서 모피코트의 구매를 

유도하는 맨 오른쪽의 이상적인 대상인 모델인 지름신은 현대미의 기준

중 하나인 가느다란 몸매와 비현실적인 비율을 가지고 모피코트를 입고 

있다. 현대미에서의 이상적인 미를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

하게 하기위해 이상적인 비율과 얼굴을 가진 지름신을 모델로 내세워 지

름신이라는 모델 자체의 미의 추구뿐 아닌,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상화된 개념의 아름다움을 표방한다. 구매자들은 이런 이상의 추구를 

위해 의복을 구매하게 된다. [도판 19]에서 맨 오른쪽의 지름신은 나머

지 7명의 대상에 있어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닌, 이상화된, 닮고 싶

은 존재로써 결국 나머지 대상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대상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이상화된 개념의 미의 제시를 통한 소비 유도와 더불

어 비인격체의 인격화와 나아가 비인격체의 이상화를 통한 판매, 구매의 

구조가 등장한다. 최근 신문에서 백화점에서 사물에 높임말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대상을 사물이상으로 격상시키는 기사가 종종 보일 정도로 현

대인은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이 주는 가치의 이상화와 이상화된 대상과 

가까워지기 위해 소비하던 대상조차 이상화하여 사물과 미의 이상을 접

합 시켜 버린다. 필자는 현대인의 이런 모습을 모피코트를 홍보하는 글

귀를 통해 모델 뿐 아닌 사물 또한 인간화하여 이상적인 존재로서 제시

한다. [도판 23] 지름신 뒷면의 설명에서

39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 위의책,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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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저희 러블리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까지 한 아이에요.이 특별

한 아이는 남들과 똑같은 밤색 바탕에 검정땡땡이의 단조로운 호피가 아닌 총 

네 가지 칼라가 들어가 정말 실감나는 색감에 최고급 토끼털로 제작된 사랑스

런 아이랍니다... (중략).. 이아이의 엄마인 모 브랜드 품과 원단감만 살짝 다를 

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라고 묘사하였다. 위 글은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의 모피 선전을 참

고하여 제작되었는데, 대상에 인격부여,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브랜드품

과의 비교를 통해 사물 또한 이상화 시키는 모습을 묘사한다. 뒷면의 광

고 글과, 지름신의 이상화된 모습은 현대인의 이상적인 미에 대한 관심

의 증폭된 표현이며, 앞면의 지름신을 기준으로 왼쪽 사람들의 이상화된 

미와 성공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동일한 제품을 사게 만드는 현대인

의 미와 사회적인 욕구40를 추구하려는 소비적인 자세의 현대인의 모습

을 나타내고자 했다. 

2) 十二支生圖에서의 이상화 표현

개인의 정신적 고매함을 제일 중요시하던 과거사회와 달리, 현대 사

회는 다중적인 구조를 가진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과거의 생산 소비 

일치의 개념이 아닌, 탈 근대화된 현재는 여러 다중적인 생산방식을 통

해, 다양한 직업과 유통구조를 지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구조

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기준과 더불어 새로운 중요성의 기준과 그에 

따른 이상을 구축한다. 이러한 이상화는 정신가치적인 부분과 함께 물질

가치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십이지생도>연작[도판 25]의 현대인의 

다양한 직업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이상화를 통

한인물화를 활용해 표현해보도록 한다. 

40 Maslaow의 5가지 욕구계층 중 사회적인 욕구는 의상, 가구, 주류, 취미, 상
점등의 소비를 통한 지위, 우월성, 자기 존중의 동기를 가지고 소비를 한다. 
(정은경, 권수미, 『문화와 소비자 행동』, 에듀컨텐츠, 2011,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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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이지생도-未>【작품 9】에서 현대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직업

중 하나인 의사를 양과 결합시켜 묘사하였다. 한자의 ‘선善’, ‘의

義’, ‘미美’, ‘상祥’글자에 양羊자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양은 예로부터 선하고 의롭고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었다41. 또한 12간

지중 양은 벽사辟邪로써 마귀나 잡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고대 마귀 중 역신疫神 두려움을 받던 중요한 마귀 중 하나였고 이를 현

대에서 물리치는 것이 의사라고 생각했기에 선하고 의로운 의사의 성정

과 결부하여 양과 의사의 이미지를 병합시켰다. 묘사된 대상의 동세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 구체적인 실제 의사의 묘사를 한 개별화와 달

리, 의사라는 직업이 상징하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표현을 통해 상징으로

서의 의사의 모습을 이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전통적인 양의 긍정적

인 인식과 인명을 구하는 의사의 행동을 통해 현대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바라보는 의사의 정신 가치적 이상적인 모습을 영웅적으로 표현했다.  

<십이지생도-戌>【작품 12】개는 사람과 가장 친한동물로, 기질이 

영리하고 의리가 강하여 충견과 의견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며, 민

간에서는 벽사의 능력을 가진 동물로 인식 된다42. 충직하고 의리 있는 

수호자의 역할로 현대의 경찰과 개를 엮어서 표현했다. 예로부터 장군의 

인물화는 국가에 대한 수호와 호국충절의 상징으로 자주 제작되었다. 현

대 사회에서는 국가 대표적인 장군보단 현재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

을 지켜주는, 수호적인 존재로써 경찰이 존재한다. <십이지생도-戌>에

서 개와 경찰의 도상의 합체는  <십이지생도-未>와 마찬가지로 영웅적

인 자세와 과장 된 움직임으로 표현되어 있다. 경찰의 무기인 곤봉과 총

을 소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몸을 먼저 던지는 

자세를 통해 헌신적인 대상의 정신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를 위

해 몸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바라는 경찰의 이상화된 정신적 가치의 

본질을 표현해 보았다. 

41 허균, 위의책, P.61
42 허균, 위의책, P.64



- 42 -

 <십이지생도-未>, <십이지생도-戌>가 의사와 경찰이라는 직업의 

현대인이 생각하는 정신적 가치의 이상화를 표현을 했다면,  <십이지생

도-酉>【작품 11】과  <십이지생도-亥>【작품 13】은 현대인의 물질

적 가치의 이상화를 인물화로 표현해보고자 했다. 현대 소비문화에서 소

유에 대한 이상화는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다. 과거 소유과 무소유의 

관계가 비교적 고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매우 유동적인 모습을 보

인다. 이런 변화에 따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현대에 이르러 

급격히 팽창되고 물질적인 것의 소유가 하나의 획득 가능한 선망의 대상

으로서 비추어지는 현대인의 인식을 묘사하였다. 

<십이지생도-酉>에서는 대중의 관심과 부를 소유한 가수의 모습과 

닭을 합쳐보았다. 닭은 민속에서 어둠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

비로운 길조로 통한다43. 이와 같은 닭의 의미를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

고 전파하는 연예인과 결부하여 현대사회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수많은 

광고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되길 염원하는 이상적인 대상으로서 표현했다. 연예인으로 표

현된 닭은 현대 미의 기준인 길고 가드다란 몸과 화려하고 짧은 의상을 

입은 채 흥겨운 동작으로 대상을 즐겁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이

크로 자신을 표현하고 홍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는 자신감의 표

출을 통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신의 표현과 개성의 사회적 포용이라

는 이상적 부분을 표현한다. 

 <십이지생도-亥>의 돼지는 예부터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돼지가 

꿈에 나오면 길몽이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농업 기반의 사회와 

달리 부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운을 통해 

얻어지는 측면이 강조된다. 필자는 돼지와 벼락부자를 합쳐 현대사회에

서의 부에대한 열망을 표현하고자했다. 돼지의 손에 들린 금 열쇠는 돼

지의 금전적 안정의 추구를 뜻하며 외제차의 자동차 키와 모피를 통해 

43 허균, 위의책,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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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공을 외적으로 과시하고자하는 돼지의 도상은, 현대 소비사회

에서의 화폐의 중요성과 현대인의 물질에 대한 이상을 나타낸다.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존재하는 현대인들의 여러 이상의 기준과 시선

은 과거부터 존재했거나, 탈 근대화와 함께 부각, 생성된 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들은 상호 융합적인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현대인의 삶과 행

동에 반영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현대인의 기준을 상징적인 도상과 과거

의 이상적 대상을 묘사한 도상에서의 차용을 통해 묘사해보았다.  

3. 개별화된 인물화

고대와 비교하여 현대사회에서 한층 강조되는 점은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융합적인 탈근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따른 개인화, 도시

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개인의 개성은 주목받고 있고, 반대로 개인을 둘

러싸는 현대사회의 영향 또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이 

단락에서 <지름신병풍도>, <신신분도>를 통해 현대인의 개별성을 적용

하려는 설명해 보겠다.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개별화 표현

전 단락에서 <지름신병풍도>의 지름신의 이상화를 다루었다면, 이 

단락에서는 지름신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공통된 소비 내에서의 개별

적인 반응에 주목해본다. 상품의 광고 속 모델과 문구가 제시한 이상화

된 제품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7명의 고객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기

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같은 선택을 하지만 각기 다른 구매 결정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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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준다. 필자의 그림 속 7명은 각기 다른 연령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대량생산된 

같은 물건인 호피무늬 모피 코트라는 특정한 시각적 매개체와 개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병치함으로서,  대량생산되고 획일화된 사회속에서 확

연히 존재하는 개개인의 개별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개별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7명의 각 개인에게 각각의 틀을 부여함으로

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작품 1】에서 지름신을 제외한 7명을 오른쪽부터 간단히 살펴보

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할머니의 도상은 모피코트가 패션적 측면보다 

기능적인 용도가 더 부각되어있다. 지팡이를 짚고 슬리퍼에 모피를 입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어딘가 부조화를 이루며, 잠깐 문밖을 나오기 위

해 걸치고 온 동네 할머니의 모습이다. 표정은 시큰둥하며 어딘가 바라

보는 모습이다. 모피코트외의 다른 의복이 후줄근한 점을 미루어 보아 

자식들이 선물로 준 것이 아닐까 싶다. 은연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이 준 선물을 자랑하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을 묘사했다. 

할머니 도상 옆의 강아지는 모피코트를 구매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강아지의 이불이 되어버린 모피코트를 묘사했다. 푸근하게 뭉쳐진 

코트위에 매우 기분이 좋은 강아지가 앉아 주인의 낭비된 돈에 대한 비

린 감정을 대비한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아줌마는 더 이상 옷이 몸에 맞지 않아 거울을 

실망한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  아줌마의 실내복과 양말로 미

뤄보아 안방이나 옷 방 안에서 입지 못한 채 걸려만 있던 옷을 꺼내 걸

쳐보는 모습은 과거 날씬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으로 표현했

다.

왼쪽에서 4번째의 젊은 아가씨는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다. 이 중 

지름신을 가장 염원하는 대상이며, 현대인의 미의 기준을 충실히 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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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웨이브한 머리와 머리장식, 화장과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높고 불편

한 하이힐위에서 위태롭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외형적 기준을 자신에

게 더 강조하는 젊은 여성을 나타냈다. 

왼쪽에서 3번째 도상은 중년의 남자로, 비록 모피코트를 가지고 싶

어 샀지만 밖에서는 입을 용기가 없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다. 맨발에 실내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밖에서 입

어보지 못할 옷을 입어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 

엄마의 모피코트를 걸쳐 입고, 좋아하는 왼쪽에서 2번째 도상은, 엄

마의 화장, 의복을 모방하며 배우는 아이의 모습을 묘사했다. 엄마의 모

피코트를 입고 엄마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왼쪽에서 마지막 도상은 장년의 아줌마로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이다. 

오른손에 핸드백을 끼고 왼손에 구형 핸드폰을 쥐고 있다. 버스를 기다

리는 모습으로 전방을 아무생각 없이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모피를 

구매 했을 때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 이었으나, 어느 샌가부터 일상생

활에서 입고 있는 현대 아줌마의 모습이다. 

<지름신병풍도>에서는 같은 사물을 구매한 개개인의 개별적인 반응

을 병풍형식에 나열하여 풀어보았다. 대상의 반응은 공통된 사물을 원하

고 소비한 점은 공유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성정, 주변적 상황에 활용 

용도와 활용처가 각기 다르게 바뀌게 되며, 이는 대상으로 하여금 개별

화된 결과를 끌어내어 현대인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한다. 

2) 新神分圖에서의 개별화 표현

필자는 <신신분도新神分圖>시리즈(【작품 14】,【작품 15】,【작품 

16】,【작품 17】)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한 대상의 사회와 개인과의 관



- 46 -

계 사이에서 본인이 소유한 내적 본질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현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대상의 행적을 여러 과거와 현재의 신분증을 

통해 접해보고, 대상이 사회에서 수행한 여러 역할을 알아보았다. 하지

만 개인은 현대사회가 부여한 신분증내의 단순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개별적인 사람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몰개성화 되는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지만, 내적 본질은 개개인에 따라 고유한 것이다. 필자는 개개인

의 고유의 모습을 담는 과정에서 사회가 부여한 신분증은 역할의 상징일 

뿐이지 내적 본질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에 의도적으로 대상의 

신분증의 양식만을 차용하고 세부 내용을 삭제 시켜 강조한다. 또한 대

상의 현재의 모습을 초상화 기법을 통해 표현하기위해 최대한 대상을 마

주하며 오랜 시간 작업을 하여 대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고자 

함과 동시에 대상 개개인을 인터뷰 하고 대화하여 대상의 개성과 성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사회구조의 구성원으로서의 몰개성화와 일반화에 반해 개별적인 본

질과 특성을 찾으려 하는 과정을 위해 제목에서 비록 대상을 표현했지

만, 가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신신분도-

최씨>【작품 16】의 초상화의 경우 모든 과정이 최씨를 대상으로 개별

화되어 표현되었지만, 대상의 성만 표기함으로써 비록 현대사회에 있어 

대상이 축약되고 일반화 되어 인식되지만, 대상의 내적본질은 언제나 고

유한 것이며 분류표시에 의해 변질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신신분도-양씨>【작품 17】의 경우 신분증과 과거 이야기를 통해 

언제 대상이 졸업을 했고, 군대에 갔으며, 취직을 했는지의 사회구성원

으로써의 역할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그의 개인

적인 면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가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이야기

와 내무반시절의 일화 등을 공유하고, 학창시절의 꿈과 미래계획, 연애 

이야기 등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필자는 점차 대상이 다른 사회적인 바

탕을 가진 구성원 일뿐이 아닌, 개별성을 지닌 개성적 존재로써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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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됐다. 

<신신분도-김씨>【작품 15】또한 필자의 지인을 초상화로 표현한 

것이다. 예전부터 대상을 알고 지냈기에 대상의 성격은 알고 있다고 생

각했으나, 신분증을 통해 대상의 사회적인 역할과 진행을 보고 이에 관

해 이야기를 하면서 필자가 모르던 대상의 다른 면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필자가 알고 있다고 일반화한 필자의 지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고치면서 대상의 개별화를 심화 시켰다.  

사회구조 내에서의 일반화의 과정과 더불어 개인의 개별적 인식에서

도 대상의 일반화는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화와 대상의 개별화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임과 동시에 항상 서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화를 할 수도, 개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신분도>시리즈에서 대상에 집중하

는 개별화를 통해 사회구조와 인식 내에서 일반화된 대상 속에 항상 존

재하는 내적 본질을 표현하려 한다.

4. 가변화된 인물화

현대인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회의 구조를 통한 일반화와 이상화

된 사회적인 욕구, 개인을 더욱 강조하는 개별화적 측면을 대함에 있어 

낙후되지 않기 위해 현대인들은 다양한 관점에 맞추어 가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과거 사회의 비교적 고정적 사회구조를 벗어나 다구성적인 요소

의 보편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한 가지 성향만을 지닌 것이 아닌, 외부

적, 내부적인 의도성에 의해 끊임없이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부분을 부각 

시킨다. 이 단락에서 필자는 가변적인 현대인의 특성을 <지름신병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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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신분도>를 통해 표현해보고자 한다.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가변화 표현

현대인의 가변성은 직업, 사회적 지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개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지름신병풍도>에서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의 가변화를 통해 현대인의 변화하는 시선을 묘사하고자 한다. 더 

이상 필요성에 의한 구매보다 욕구와 필요 외적인 원인으로 소비를 하는 

현대인의 측면에서, 동일한 모피코트의 구매가 모든 구매자에게 보온성

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고 개개인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뀐

다. 처음 이상화된 대상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을 때의 당시의 대상의 모

피에 대한 인식과 결과는, 구매이후 실제 물건을 사용 했을 때의 대상의 

반응과 예상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미 전 단락에서 개개인별 반응의 

가변화를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지름신병풍도>의 형식에서 이전 단락

의 개별화된 가변성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살펴보겠다. 

【작품 1】과 【작품 1-1】를 보면 앞면의 묘사와 뒷면의 묘사가 

상이 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면과 뒷면의 표현의 차이뿐 아니라, 

앞면과 뒷면의 사이에 3센티의 공간을 띄워 앞과 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각적인 겹침을 유도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동일한 도판이 겹치지만 관

람자의 위치와 빛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

였다. [도판 30] [도판 31]을 보면, 앞면과 뒷면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

는 앞면과 뒷면의 시각적 묘사 차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크게 가변화 되

는데, 추가로 더욱 중요한 부분은 관람자를 이야기 서술 구조의 (앞면기

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 앞면과 뒷면의 거리차이와 병풍 구조의 

각도차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가 탄생한다. 

전통 비단 초상화 기법중 하나인 배체 기법44을 활용하여 작업의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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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배채 기법이 마련한 색감을 제공하고, 앞면은 고은 안료와 최소한

의 채색을 통해 뒷면의 배체 효과를 활용하여 회화의 투명함을 얻는 초

상화기법으로 묘사하였다. 전통회화에서는 같은 비단의 앞, 뒤에서 배채

기법을 활용하여 회화 내에서의 투명한 묘사를 추구했다면, 필자는 이를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떨어트림으로서 같은 도상의 다른 표현의 시각적인 

중복을 통해 강조해 보았다. 우선 [도판 30]의 앞면의 관점에서 대상의 

대부분의 묘사가 이루어져 있는 면이다. 대상의 묘사된 디테일을 관찰 

할 수 있으나, 반투명한 비단의 특성상, 뒷면의 배체의 블록화된 색 면

들이 둘의 거리 차이로 인해 앞면의 도상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각도

에 따라서 관람자는 묘사만을 볼 수도, 배체와 어울리는 그림을 볼 수도 

있다. [도판 31]의 뒷면의 관점은 배체기법의 배체 부분만 사용하여 최

소한의 묘사로 블럭화된 바탕색을 우선으로 제공하는데, 전채의 묘사가 

역시 비치지만, 비단의 반투명적 특성으로 앞에서 보는 것 보다 더 흐릿

하게 비추어진다. 또한 배체의 강한색이 앞면의 세밀한 묘사와 대비되어 

색의 블록이 앞면의공이 들어간 세부 묘사보다 먼저 관람자의 시선을 잡

는다. 뒷면의 경우 관람자는 앞면보다는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의 양은 

반투명한 비단의 특성상 줄어드나, 대상의 가변적인 성향은 앞면과 마찬

가지로 각도, 조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제공된다.   

본질은 한 대상이지만, 상황, 개인의 선택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의 가변성과 더불어 관람자의 경험을 강조하여 관람자/작가가 느끼

는 대상의 가변적인 모습이 세부적으로는 가변적인 과정을 끊임없이 겪

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관찰한 경험의 이해가 총체적으로 대상의 본질

이 될 수 있다는 천상묘득적인 관점을 적용했다. 

44 배채는 동양화에서 색이 곱게 보이기 위해 비단 뒤에서 채색을 가하여 앞쪽
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기법이다. 종이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 비단에서 
사용되며, 초상화, 불화, 세필화등 화원 화풍에서 사용된다. (이성미,김정희, 위
의책, P.96)



- 50 -

2) 新神分圖에서의 가변화 표현

현대인은 사회구조의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신분이 변화한다. 사회

구조 내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역할과 위치는 과거에

도 존재했던 부분이지만, 수직적 구조에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과거와 

달리, 현대에 이르러 다중구성적인 면에서 개인의 강조와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통해 가변성은 더욱 강조된다.  <신신분도新神分圖>시리즈(【작

품 14】,【작품 15】,【작품 16】,【작품 17】)를 통해 현대인이 사회

의 구성원으로써 존재하기위해 끊임없이 변하는 가변적인 대상의 모습을 

표현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신분은 신분증으로 증명을 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신분, 현재의 신분과 더불어 동일한 시간대 내에서 겹치는, 교집

합적인 신분들의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는 과거 학생

증을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대학생이었음을 증명 받는다. 

고등학교 때 제공받은 주민등록증으로 하여금  고등학생임과 동시에 대

한민국의 주민이었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증을 받았을 

때, 필자는 더 이상 고등학생의 신분이 아닌, 대학생의 신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민이었다.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증, 도서관 열람증, 헬

스장 회원증들은, 필자가 다중적인 현대사회에서 각기 기준에 따라 각기 

신분을 받고, 그 위치를 확인 시켜주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새로운 신

분은 각기 다른 만료일이 있으며, 여러 부분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현대

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가변성을 보여준다.  현대인의 여러 신분증

이 상징하는 대상의 가변적인 모습을 묘사하고자, 필자의 인물화에서도 

가변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신신분도>시리즈에서는 공통적으로 전통

적인 초상화 장황45의 양식에서 비단이 둘러지는 테두리 부분에 신분증

의 양식을 공통으로 적용 시켜 표현대상의 신분증을 상징했다. <신신분

도-최씨>[도판 28]【작품 16】을 보면, 대상의 아래위에 신분증의 형

45 그림의 뒤에 종이를 발라 두껍게 하고 앞면은 그림의 가장자리를 종이나 비
단으로 두르는 것 ⇒표배 . (이성미,김정희, 위의책,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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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나열되어있다.  묘사된 신분증들을 개별적인 내용이나 특성이 없이 

표현하여, 불특정 개체수의 신분증의 의미를 제시한다. 현대인의 일생에

서 수많은 신분증을 받고 거치는 신분의 가변성을 불특정 한 표현을 통

해 형상화하고 형식화하여, 비록 다양한 신분의 표현이지만, 결국엔 현

대사회에서 예견되는 가변화임을 강조했다[도판 26-29]. 

 양식적 측면에서 나아가, <신신분도>시리즈에 있어 본 비단 작업과 

장황을 분리하여 배채를 노출 시켰다. <신신분도-C씨>【작품 14-1】

의 뒷면의 모습을 보면 기존 종이에 정착 되어야 할 배채의 부분이 감추

어지지 않은 채 나타나 있다. 이후 본 작업을 기존의 종이를 덧댐으로써 

두루말이로 고정하는 것이 아닌, 비단을 이어 초상화 장황의 형식을 제

시하고 전시 시 공중에서 매달아 관람자로 하여금 벽에 붙어있는 회화가 

아닌, 주변의 대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같은 대상의 표현의 감상을 다양화 시켜 

현대인의 가변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본질은 천성적 후천적인 부분이 모두 존재한다. 이 중, 사회

구조와 역할에 의해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중화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관찰해 본다.  <신신분도>시리즈에서 신분증을 통해 현대사회에

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의 사회적인 역할과 위치의 가변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표현양식에서의 비고정적 방식을 통해 대상을 가변화하여 표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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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현방법과 제작의 과정

본 논문에서 다룬 필자의 작업 <지름신병풍도>, <십이지생도>, <신

신분도작>에서 사용한 표현방법은 초상화 채색기법, 과 실크스크린 기

법, 바느질 기법이다. 전신의 개념을 활용한 현대인의 인물화를 제작함

에 있어, 과거 대상의 표현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초상화 표현기법을 

현대 대상의 표현에 적용을 함을 통해 필자는 방법적인 통일성을 추구하

였다. 고개지의 전신傳神의 개념이 한국 회화에서 가장 강조되어 나타난 

양식은 초상화이다. 대상의 본질을 담은 초상화는 대상과 일치되어 동급

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진의 봉안과 보존의 배후에는 바

로 어진을 조종과 왕실의 상징으로 보는 입장46을 보아 한국에서 초상화

의 중요성은 회화적 측면을 넘은 대상의 분신으로의 인식을 볼 수 있다. 

형상을 통해 현대인의 본질을 전신의 개념을 통해 인물화로 표현하기 위

해 필자는 작업에서 조선 초상화에 쓰이는 비단 채색화 기법을 주로 사

용하였다. 주된 기법인 비단 채색기법 외에 단청기법, 현대 실크스크린 

기법과 가내 공예의 바느질 기법의 적용을 통해, 전통 적인 기법만의 활

용을 통한 표현 뿐 아닌, 복합적인 표현방법을 추구해 본다. 

1. 채색의 과정

필자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 주된 양식은 초

상화 양식이다. 한국회화에서 전신傳神의 관점이 가장 강조되는 회화는 

초상화이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 현대인을 묘사하고자 함에 있어 한국 

46 조선미, 『왕의 얼굴』, 위의책,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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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 기법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했다. 

필자의 작업에서 한국 초상화 기법 중 비단 채색기법이 가장 비중 있게 

사용되었다. 비단 채색기법은 본 논문이 다룬 필자의 작업 내에서 동일

한 과정을 통해 제작되어졌다. 이 단락에서는 초상화 채색기법이 필자의 

작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었기에, 개별적인 작업에서의 설명 보다 필자

가 어떻게 비단 채색 기법을 실행 했는지 공통된 과정의 풀이를 통해 소

개하겠다.

1) 밑 작업

⑴ 하도 제작(초본)

실제 작업크기의 화판을 준비하고 갱지나 한지를 깔아 밑그림작업을 

준비한다. 작업할 그림의 전체적인 계획은 스케치북의 습작을 참고하며, 

실제 참고할 대상의 경우 직접 보고 그리거나, 이전에 대상을 마주하고 

제작한 기록화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밑그림은 목탄을 사용하여 전체

적인 형세와 구도를 뜬 후, 연필로 다시 그리며 확정을 짓는다, 이 과정

에서 대대적인 수정과 더불어 대략적인 묘사정도를 통해 대상과의 비교

를 통해 추가 수정을 거친다. 연필로 제작한 밑그림은 반투명한 비단의 

특성상 다시 먹으로 테두리를 떠서 비단 뒤에 놓고 보았을 때 잘 보이도

록 한다. 간혹 옷이나 휘장에 들어가는 전통문양은 미리 개별의 종이에 

도판을 옮겨 반복하여 하도에 전사하고 다시 먹선을 떠서 완성한다. 먹

선을 뜰 시에는 겹선이 안 생기게끔 되도록이면 한 개의 선으로 떨어지

게 하여 이후 상초上草47시 혼란이 가지 않게 한다. 먹선이 완성된 하도

는 지우개로 목탄, 연필 자국을 지워 이후 상초 시 비단에 묻는 것을 방

지한다.  

47 초를 백반물에 깨끗이 씻고 나면 이 비단바탕위에다 초본을 옮겨 그려야하
는데, 이것이 바로 上綃이다. (조선미, 『왕의 얼굴』, 사회평론, 2012,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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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비단염색

오리나무열매는 초상화 제작 시 하얀 畵絹48을 부드러운 미색으로 

염색하고 방충의 효과를 준다. 건조된 오리나무 열매를 물과 함께 1:1의 

비율로 중中불에서 하루 정도 고아 원액을 만든다. 원액의 경우 오리나

무 열매의 염료 보유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진하게 만든다. 화

견은 찬물에 미리 담가 골고루 물을 먹인다[도판 32]. 물이 골고루 적

셔있지 않을 경우, 비단에 얼룩이 지거나 염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다. 염색 통에 40도 정도의 따듯한 물과, 동일한 온도의 원액을 

다시 1:1의 비율로 섞는다. 원액의 비율이 불규칙 할 경우, 비단 조각을 

미리 준비하여 담가보고 수세를 하여 원하는 진하기와 비슷한지 맞추어 

본다. 보통 원하는 진하기보다 약간 연하게 하여 수정의 여지를 두는 것

이 안전하다. 미리 찬물에 담구어 둔 비단을 건져서 염색 통에 차례대로 

넣는다[도판 33]. 염색 통은 화견이 구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이때 골고루 염색하기 위해 원단의 끝에서부터 순서대

로 넣는다. 물에 젖은 채로 뭉쳐서 한 번에 염색액에 담구면 겉만 염색

이 되고 속은 염액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아 골고루 염색이 되지 않는다. 

염액이 담긴 통의 크기에 비례하여 염약이 얼마나 고르게 천에 닿는 가

를 좌우한다. 보통 아주 고른 염색을 위해서는 염색하기 위한 비단과 같

은 폭, 길이의 통을 사용하지만, 본인의 작업에는 세월의 느낌을 내기 

위해 작은 통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공기 주머니를 생성하고 염액의 흐

름을 방해하여 주름과 같은 염색효과를 냈다. 20분 정도 염색 액 속에

서 비단을 골고루 주무른 후 흐르는 찬물에 수세49를 한다[도판 34]. 수

세된 비단은 백반을 찬물에 푼 통에 다시 담가 20분 정도 골고루 주무

르며 염료를 정착 시키는 매염50과정을 거친다. 정착이 끝나면 다시 흐

48 폭의 가장자리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된 부분에 색줄이 있는 그림용으로 직조된 
. (이성미,김정희, 위의책, P.236)

49 염색이 끝나면 섬유에 묻어있는 여분의 염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로 살짝 
씻는다. 섬유표면에 묻어있는 정도의 색소가 빠져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
성우, 『천연염색 50선』, 보성문화사, 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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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찬물에 수세를 하고, 첫 번에 원하는 색이 안 나왔을 경우 여러 번 

반복하여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염색과정이 끝나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최대한 길게 펼쳐서 자연 

바람에 건조한다.

[도판 32]

[도판 33]

[도판 34]

50 발색을 촉진하고, 색소가 섬유에 고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염을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재료를 매염제라고 한다. (남성우, 위의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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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아교阿膠51포수

염색된 비단을 틀에 맞은 사이즈로 제단 한 뒤 밀가루/녹말을 쑤어 

만든 풀로 비단용 쟁틀에 고정시킨다. 비단용 쟁틀에 고정하기 전 비단

에 가볍게 물을 뿌려 붙여, 건조 후 수축을 하면서 비단의 주름이 펴지

도록 한다. 희석된 아교와 백반으로 표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단

은 올과 올 사이에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먹이나 다른 채색을 정착

시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단의 구멍을 메우고 먹이나 채색의 

정착을 돕기 위해 비단에 아교포수를 하게 된다. 아교는 물에 불린 아교

막대를 녹인 것을 원액으로 기준 지었을 시 물과의 비율이 4%인 용액

을 준비한다. 이후 해충의 방지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백반을 물과 

1:1로 용해시킨 용액을 아교 희석액의 1/10비율로 제조하여 희석액에 

섞는다. 준비된 용액을 틀에 고정된 비단의 앞뒤로 고르게 도포한다. 아

교를 도포할 때 세워서 도포하기보단 뉘여서 아교 포수액이 밑으로 흘러 

자국이 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용액을 도포했을 

경우 그림을 뉘였더라도 중앙부분에 용액이 고여서 응어리를 지게 되므

로 조심한다. 도포 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을 반복하여 아교포수의 자국

을 최소화하고 구멍을 더욱 효과적으로 메운다. 작업 환경의 온도가 너

무 낮을 경우, 아교가 젤라틴화되어 굳어 버리므로 가급적 따듯한 기온

에서 작업한다. 간혹 물에 젖었을 때 잘 늘어나는 비단의 경우, 비단 틀 

중간에 동일한 가로 길이의 지지대를 넣어 건조 후 수축이 되는 것을 방

지한다[도판 35].       

51 갖풀, 짐승의 가죽, 뼈, 창자, 힘줄등을 고아 만든 황갈색 액체를 말린 단단
한 반투명 물체. 물에 끓여 접착제로 사용한다. 아교 물에 가루로 된 안료나 백
반 가루를 섞어 채색하거나 종이나 비단표면처리에 사용한다. (이성미,김정희, 
위의책,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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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작업

⑴ 초뜨기(상초上草)

하도를 뒤에 고정 시킨 채 위에 표면처리를 한 비단을 포개어 놓고 

본 작업에 먹선을 뜬다. 아교포수가 되어있는 표면을 누르지 않게 조심

해서 선을 긋는다. 이때 먹의 농도는 최대한 완성된 먹선의 농도로 작업

하여 이후 덧칠을 하지 않도록 한다. 살 선과 같이 본래 색이 옅어, 동

일한 먹선이 진 할 수 있을 경우 아교와 안료를 개서 건조한 봉채棒彩를 

사용하여 나머지 표현을 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바닥에서 작업을 하지만 

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세워서 초를 뜨기도 했다. 이 경우 반드시 비

단 틀과 같은 사이즈의 화판을 덧대 화면이 출렁이는 것을 방지 한다[도

판 36]. 

[도판 35]

[도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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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배채, 복채伏彩

  배채는 동양화에서 색이 곱게 보이기 위해 비단 뒤에서 채색을 가

하여 앞쪽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기법이다. 종이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 비단에서 사용되며, 초상화, 불화, 세필화등 화원 화풍에서 사용

된다52. 배채 시 묘사보단 면을 최소로 분할하여 한 색상으로 도포한다. 

배채는 앞면작업에 앞선 바탕 칠과 같은 과정으로서 균일하며 깔끔하게 

도포되어야 한다. <십이지생도-寅>【작품 4】의 과정의 예를 들어, [도

판 37]에서는 배채의 표현에서 완성본의 디테일이 아닌, 묘사가 없는 

블록화된 색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완성된 배채는 앞에서 봤을 때 [도판 

38] 과같이, 비단의 반투명한 특성을 통해 한톤 어두운 색감으로 화면

에서 전체적인 색감을 제공하여 이후 앞면에서 가볍게 채색을 통해 얇은 

비단에서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아교포수는 물이 통과하지 못

하는 단단한 막이 아닌, 젤라틴을 통한 유동적인 구조로, 실제로 배채는 

스며 나온 전채의 안료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더욱 그윽한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루 안료나 석채5354를 아교 액과 섞어 사용하는 안료는 도포 시 

한 번에 너무 두텁게 올리면 균열이 가고 떨어지기 쉬우며, 너무 얇게 

바르면 앞면에서 봤을 시 색이 얼룩져 보이고 균일한 색이 나오지 않는

다. 또한 번짐이 쉬운 주색계열은 앞면 작업과 이후 배접55 시 수분과 

접촉하여 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

52 이성미,김정희, 위의책, P.96
53 석채石彩는 발색이 선명하고 불변하며 불투명하고 진하게 사용되므로 진채
眞彩라고도한다. 암갈색과 군청群靑은 동광석銅鑛石 계통의 편청색扁靑色에서, 
암록청暗綠靑은 공작석에서, 주토朱土는 수은과 유황과의 화홥광물인 진사辰砂
에서, 석간주와 장단, 주홍 등은 천연산 흙을 분쇄하여 사용한다. (이성미,김정
희, 위의책, P.57)
54 최근에는 고가의 천연 석채 대신, 유약을 구워 분쇄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기도 한다. 
55 배접(배첩褙貼): 비단이나 종이에 그린 그림 뒷면에 두꺼운 종이를 발라 그
림을 빳빳하게 만드는 일. (이성미,김정희, 위의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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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도포시 아교의 농도는 안료에 따라 광물성 안료는 대체적으로 아교의 

농도를 4%, 수간水幹채색은 아교의 농도를 1.5%-2%를 사용하였다. 안

료마다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어 아교의 농도를 균일하게 할 경우 균열

이나 색이 씻겨 나갈 염려가 있다. 안료를 갤 때는 먼저 안료를 작은 접

시에 담고 점차적으로 준비된 아교용액을 첨가한다. 따라서 안료에 따라

서 세부적인 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배채가 고르게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아교포수를 통해 정착을 한다.

[도판 37] 배채의 예 (뒷면) [도판 38] 배채의 예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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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앞면 작업

 배채가 완성된 앞면의 묘사는 봉채나 안료를 통해 가볍게 채색을 

한다. 앞면 작업 시 배채의 색상을 너무 덮지 않을 정도로 채색하여 배

채가 제공하는 투명한 색의 효과를 덮어 버리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배

채는 어디까지나 비단의 뒤에 채색되어있는 것이기에 비단의 올이 보일 

수 있고, 색이 비단에 의해 탁해 보일 수 있는데, 전채 시 배체와 동 색

대의, 투명한 안료계열로 전체적인 색을 잡아 주는 것이 좋다. 이후 기

타 음영과 요철부분의 강조와 세부묘사를 진행한다. 배채를 덮을 정도로 

두텁게 올릴 시 이후 두루마리보관에 있어 균열이 가기가 쉽고, 색이 지

나치게 강조되어 균형이 깨질 염려가 있다. 채색과 묘사가 완료되면 마

지막 먹선을 긋고 금분을 입힌다.

2. 기타 매체를 활용한 제작의 과정

필자의 주된 표현방법인 전통 비단표현기법의 과정을 위 단락에서 

소개했다. 필자는 전통적인 개념의 활용을 통해 현대인의 초상화의 제작

을 추구하기에 전통적인 초상화 비단 표현기법이 알맞다고 생각했다. 하

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중적 현대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비단 표현기

법만이 아닌, 대상의 다각도적인 기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십이지생도>시리즈의 단청기법, <지름신병풍도>, <신신분

도>의 실크스크린 기법, <신신분도>의 바느질 기법을 적용시켜 알맞게 

대상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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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청기법

작업 <십이지생도>시리즈 중 <십이지생도-자丑>, <십이지생도-인

卯>, <십이지생도-진辰>, <십이지생도-미未>, <십이지생도-유酉>, <십

이지생도-해亥>의 작업은 단청기법의 활용을 통해 제작되었다. 현대인

의 이상화된 인물화의 강조를 위해, 초상화기법 뿐 아닌, 단청기법을 통

해 대상의 권위와, 가치의 표현을 추구했다. 단청은 각종안료를 사용하

여 건물의 벽과 부재에 도채圖彩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56. 예로부터 

건물의 보존과 용도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던 단청기법은, 궁궐이나 사찰

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일반 가옥과 궁궐, 사찰의 용도를 달리 설

정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통해, 경외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

상의 힘과 위엄을 상징한다. 과거 조선시기 왕의 비단 초상화가 왕의 전

신을 통해 왕 본인이라는 인식에서의 제례적인 대상으로써의 영향력의 

인지와 더불어, 단청역시 그러한 궁궐의 왕권, 사찰의 신권의 상징임을 

인지하고 현대인의 이상화의 표현에 있어 적용을 시켜보았다. 

우선 밑그림의 과정은 이전 단락의 하도 제작과 일치한다. 준비된 

나무판은 최소한 6개월의 건조가 된 나무를 사용하여 이후 뒤틀림을 방

지한다. 준비된 나무판을 고운 사포로 마무리한 뒤, 아교포수를 통해 보

호막을 생성한다57.  필자의 <십이지생도>시리즈 중 절반의 그림은 비단 

초상화 기법을 통해 제작했다. 여기서 나열시 채색의 이질성을 줄이고 

방충효과를 얻기 위해, 비단을 염색한 오리나무 염액을 도포하여 나열 

시 색감의 충돌을 줄이고자 했다. 준비된 하도 뒤에 목탄을 발라 나무판

에 밑그림을 전사한 후[도판 39], 중먹으로 먹선을 뜨고 채색을 시작한

다. 비단 표현기법의 경우 먹선의 농도는 전채의 옅은 채색에 의해 많이 

가려지지 않는 반면, 단청기법의 경우 진채기법으로 많은 양의 안료가 

도포되므로 완성된 후에 최종 선을 긋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청은 예로

56 곽동해,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2006, P.109
57 곽동해, 위의책,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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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용되는 색상이 정해져 있고, 같은 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에,  <십이지생도>작업 시 6개의 그림을 나열하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

였다. 예를 들어 [도판 40]를 보면 살색을 모든 판의 살 색부분에 칠한 

것을 볼 수 있다. 무늬 또한 색으로 구분을 지어, [도판 41]과 같이 색

에 따라 전체적인 과정이 진행되었다. 단청문양의 도채는 명도와 채도, 

색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채, 배색하는 규정에 따라 채색된다58. 필

자 또한 <십이지생도>작업 시 적용된 단청의 무늬인 금문 중, 쌍십자금, 

십자금, 쌍사각금, 십자질림금, 모닷줏대금의 채색에서 3빛59단계 로 표

현하였다. 단청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색을 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

에60, 동 명도 내에서 일정 공식을 따라 연하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도판 39] 

[도판 40]

[도판 41]

58 곽동해, 위의책, P.249
59 단청 채색에서는 특정 색의 명도를 2-3단계로 구분하는데, 바로 이것을 
‘빛’이라 부른다. (곽동해, 위의책, P.249)
60 단청문양의 도채는 명도와 채도, 색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채, 배색하는 
규정에 따라 채색된다. (곽동해, 위의책,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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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색감이 완성되면 개별 묘사에 들어간다. 개별묘사의 대상은 특

히 동물의 얼굴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토끼와 같은 털을 가진 동물의 묘

사의 경우, 영모화의 털의 표현방식을 참고하여 작업하였다. 세부묘사와 

얼굴의 표현이 완성되면 가장 진한 먹선과, 마무리선을 통해 완성한다. 

완성된 그림은 아교포수를 통해 최종 정착 과정을 거쳤다. 

   2) 세리그래피 기법

<신신분도>와 <지름신병풍도>에서 孔版畵기법중 하나인 세리그래피 

(Serigraphy)기법을 적용하였다. 세리그래피 또는 실크스크린(Silk 

Screen)으로 불리는 세리그래피 기법은 정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는 알기 어려우나, 저렴하고 쉬운 공정을 통해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사

용되던 기술이었다. 이전 실크스크린 기법이 직물염색과, 공업적인 생산

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193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점차 

스크린 인쇄가 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자 당시 필라델피아 

미술관장이었던 칼 지그로서(Carl Zigrosser)은 예술적인 실크스크린 

작업을 보다 세속적인 용도로 쓰이는 인쇄 기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

리그래프’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61. 세리그래피 기법은 산업사회에 다

방면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공판화 기법을 통해 부착을 할 수 있

는 표면이라면 어디든지 전사를 할 수 있는 편의성과, 대량제작의 용이

성이기 때문이다. 세리그래피의 표현기법은 이미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

으니 과정은 생략하고, 어떻게 필자의 작업에서 적용했는지 좀 더 알아

보겠다. 

세리그래피의 근대의 대량생산적이고 반복적인 도상의 표현을 필자

61 곽남신, 『현대 판화기법 2, 석판화와 스크린판화』, 도서출판 예경, 1994,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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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에 적용시켜 <신신분도>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정형적인 신분증

의 양식의 상징으로 주인공의 얼굴을 세리그래피로 제작하여 신분증에 

전사 하였다. 전 장의 대상의 일반화를 통해 사회구조에 의해 불가피하

게 신분증이 제공하는 일반화된 대상으로 묘사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구

조상 일반화 되어 반복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위해, 비록 필자가 표현대

상의 여러 신분증을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만을 

이용하여 세리그래피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

이면 누구나 받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일반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판 26]【작품 14】를 보면 세리그래피로 대상의 얼굴이 신분증

에 붙어야 되는 모든 면에 표현된 것도 있고, [도판 28]【작품 16】의 

불규칙적인 배열을 통한 얼굴의 표현을 통해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신분

증과 대입하여 대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신분증의 여러 종류와 현재의 

사회적인 위치를 표현하고자 했다[도판 26-29]. 

필자는 세리그래피의 원류인 광고와, 실용적인 면의 추구라는 점을 

미루어 산업사회에 있어 광고에 특히 많이 쓰이는 세리그래피의 상업적

인 용도를 <지름신병풍도>의 지름신 뒷면의 모피코트를 설명하는 부분

과 연계하여, 모피코트의 광고 글을 제작하여 적용하였다. [도판 23]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대상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들게끔 유

도하는데, 상업사회에서 반복적인 대상의 찬양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대상을 특별하게 인식 하게하는 광고방법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상적미를 가진 모델과 물건의 인격, 이상화된 설명의 제시를 통해 소

비자가 대상을 특별하고 가지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현대인의 

소비 특성의  관점에서 광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리그래피를 활용해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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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필자는 머릿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잡

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현대인의 삶의 전체적 조망을 그림에 담는 것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 필자 

주변의 인물상과 사회상을 인물화의 형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전통화를 이어 인물화를 통한 진정성 있고 효과적이며 

가장 진정된 표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개념인 전신사조를 

연구해야 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전신사조의 개념은 동양화의 근간 중 

하나로서 방대한 주제인 만큼, 필자의 작품제작 의도인 현세대 인물화의 

전신사조 확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신사조의 현세대 

구현에 대한 접근기법의 하나로서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네 가지 관점인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가변화에 집중하였다. 

‘제 II장 전신의 개념과 변화’에서 우선 ‘고개지의 전신의 개

념’단락에서 위진남북조 시기 동진의 인물화가 고개지가 제시한 전신의 

개념과 그 중요성, 그리고 전신개념의 확장과 천상묘득의 중요성을 연구

하였다. 이어 ‘인물 전신 표현의 4가지 표현유형’에서는 이 천상묘득

의 관점을 통한 전신의 획득이 형태적인 사실성에 비해 어디까지 적용이 

되었으며 받아들여졌는지를 장언원의 역대명화기 속 인물화들과 한국 회

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특히 필자가 선정한 네 가지 표현유형 관점인 

일반화, 이상화, 개별화, 가변화의 관점을 통해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

다. 일반화에서는 <교서도>와 <도련도>, <무용도>속 부주인공들의 선택

적인 일반화의 과정을 짚고 넘어갔으며, 이상화에서는 고개지의 <열녀인

지도>속 열녀들의 정신성이 무형의 정신을 형을 통해 담는 고개지의 전

신을 보여주는 예시와 함께 염립본의 <역대제왕>도 속 역대 제왕들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담아 표현하는 이상화를, <군선도>에서는 이상적인 

탈속의 선인들의 모습의 표현을 살펴보았다. 대상의 일반화 과정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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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상의 개별적인 부분의 부각도 가능해지며, 이런 의미에서 일반화와 

상호공존하는 개별화에 있어서는 그 예시로서 같은 <역대제왕도>속 1대 

세조 사마염이 다른 제왕에 비해 더 큰 비율과 화려한 모습으로 표현된 

점과 전한시대 말기 소제의 적게 표현된 화면상의 비율과 선의 여성적 

표현을 대비시켜 봄으로서 각 제왕의 역사적 성격과 비중을 통해 시각적

으로 달리 표현하는 전신의 개별화를 찾아보았다. 또한 개별화의 다른 

한 예로서 원제 소역의 <직공도>속 각기 다른 외국사절의 모습의 표현

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기해기사첩」에서는 개개인의 표현이 극대화

된 초상화 화첩의 예시를 통한 개별화된 초상화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변화의 특성으로서 두 가지의 측면을 연구하였다. 가변화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의 외부 상황으

로서 가변화되는 의미였는데, 이를 필자는 영조의 즉위와 연령의 가변적

인 지위와 성장에 맞추어 달리 표현된 <연잉군초상>과 <영조어진>의 차

이에서 찾아보았다. 가변화의 두 번째 의미로는 인물화의 대상의 의도적

인 가변화인데, 이것은 고개지 작으로 전해지는 <낙신부도>속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달라지는 용사 예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제 III장 현대인의 표현에서의 전신의 활용’에서 제 II장에서 살

펴본 전신의 개념, 특히 4가지 특성을 통해 바라본 전신의 특성과 활용 

예시가 어떻게 본인의 작업에서 활용되었는지를 더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에 앞서  우선 고대사회와 달라진 현대사회의 모습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현대사회에 비해 수직적인 모습을 띄었던 과거의 계급사회와는 달

리 민주주의의 수평적, 다중구조적 사회로서의 현대사회를 서술하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더욱 천편일률적인 교육과 세계화를 

통하여 끝없이 일반화되며, 그 속에서 이상화된 특정한 특성이나 욕망, 

그리고 그것을 지닌 현대인 서로를 숭배하는 사회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인은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끝없는 개별화를 원한

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은 이러한 개별화를 기반으로, 이상화된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며 개인으로서 개별화된 개성을 지니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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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러 역할에 맞추어 가변화된다. 또한 고대사회와 현대사회 속 인물

화의 역할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역사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인물이었던 인물화의 대상들을 기록화, 역사화 

혹은 제사의례용등 특정 사용의도를 위해 그림으로서 제작하였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작가인 필자의 역할이 달라짐을 지적하였다.

일반화된 필자의 인물화속 예시로서는 지름신병풍도 속의 모피코트

에 주목하였다. ‘특별한’제품으로서 선전되는 것과는 달리 대량생산되

는 같은 코트를 입은 군상이 되어버리는 인물들의 일반화된 개인적인 소

비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속 모델과는 달리, 개별적인 표현은 허

용 받았으나 비주인공으로서 통일되고 분류되어 예상 된 범주 내에서의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표현 시도하였다. 또한 개별적 대상 내에서

의 일반화를 다룬 지름신병풍도와 반대로 개별성을 삭제하여 일반화한 

현대인의 표현을 필자의 작품 <십이지생도>속에서 시도하였는데, 현대인

의 일반화된 직업,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12지신으로 상징하여 나

타냄으로서 개개인이 아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현

대사회의 개인을 묘사하였다. 고대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된 표현 양식인 

이상화는, 필자의 그림 지름신병풍도의 아름다운 모델의 선전문구와 모

습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나머지 7인의 개개인과 개인 대 개인의 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이상화되고 닮고 싶은 존재로서 나머지 대상들

의 행동을 유발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이상화된 모델의 모습을 묘사

하였다. 또한 <십이지생도>속 이상화된 직업과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각개 상징 동물의 표현 속에 담음을 서술하였다. 개별화의 측면은 지름

신도 속 7명의 각기 다른 개인의 외향, 연령 및 직업 등 사회적인 개별

성을 각기 민주적으로 배정된 각개 프레임 속에서 표현하고, 이것을 그

림 속 같은 대량생산된 일반화된 모피코트와 그에 따른 각개인의 개별적 

상황을 병치함으로서 표현하였다. 또한 <신신분도>속에서는 필자가 마주

앉아 초상화를 제작한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요구당

한 여러 신분증을 형식만 남기고 묘사하지 않은 채 개개인의 내적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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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초상화로서 세밀히 묘사하여 대상의 내적본질은 언제나 고유함을 

묘사하였다. 지름신 병풍도 속에서 각기 다른 7인의 이상화된 욕망의 상

징인 쇼핑몰 모델의 상징과, 그 모델이 판매하는 상품을 막상 구매 했을 

때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모델의 선전과는 다른 모습을 병치하여 항시 

달라지는 가변화를 표현하였다. <신신분도> 속에서는 또한 개개인이 겪

어온 신분증들을 형식만 비단 보자기로 남기되 뒤가 비치는 견을 사용하

여 뒤가 비치도록 하고 초상화 자체도 배접을 하지 않아 관객의 얼굴이 

겹쳐 보이도록 표현함으로서, 현재 초상의 대상인 인물의 가변성을 표현

하였다.

‘제 Ⅳ장 표현방법과 제작의 과정’에서는 필자의 작업에서 사용된 

표현방법을 설명하고 사용방식과 사용처를 묘사하였다. 먼저 주로 사용

된 비단 초상화 기법의 표현방법의 과정을 통해 필자가 어떻게 전통 채

색화 기법을 사용했는지 단계별로 서술하였다. 비단 채색화 이외의 기타 

매체를 활용한 제작과정에서는 단청의 기법의 사용이 인물화의 이상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적용을 살펴보았다. 세리그래

피 기법에서는 같은 기법인 실크스크린과 세리크래피의 예술적 차이를 

알아보고, <신신분도>에서의 사회의 정형화된 양식의 상징으로서의 세리

그래피의 적용을, <지름신병풍도>에서는 광고 매채로써의 적용을 탐구해

보았다.

 이렇듯 필자의 목표는, 현대인의 삶의 전체적 조망을 통한 이해를 

거쳐 인물화를 그리고자 하였으며, 전통 인물화의 전신개념을 잇고, 고

대사회와 달라진 현대사회의 인물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서 필자는 현대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화, 이

상화, 개별화, 가변화의 측면에 집중하여 전신의 개념과 고대회화 속 4

가지 측면의 전신 활용 예시를 연구하였으며, 그것을 필자의 표현 연구

에 적극 활용하였음을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필자의 전신 연구와 확대 

활용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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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지름신병풍도, 2011, 앞면 전체

【작품 1-1】 지름신병풍도, 2011, 뒷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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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9] 【작품 1】 지름신병풍도, 2011 앞면의 부분

[도판 20] 【작품 1】 지름신병풍도, 2011 앞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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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작품 1-1】 지름신병풍도, 뒷면의 부분

[도판 22] 【작품 1-1】 지름신병풍도, 뒷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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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작품 1-1】 지름신병풍도, 뒷면의 부분

[도판 24] 김유신묘 십이지신상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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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  십이지생도 연작,【작품 2-13】,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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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십이지생도-子, 2009 【작품 3】 십이지생도-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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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십이지생도-寅, 2009 【작품 5】 십이지생도-卯,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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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십이지생도-辰, 2009 【작품 7】 십이지생도-巳,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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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십이지생도-午, 2009 【작품 9】 십이지생도-未,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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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십이지생도-申, 2010 【작품 11】 십이지생도-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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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십이지생도-戌, 2009 【작품 13】 십이지생도-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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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신신분도-C씨, 2011,    
             앞면

【작품 14-1】 신신분도-C씨, 2011,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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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신신분도-김씨,          
             2011, 앞면

【작품 15-1】 신신분도-김씨,      
                2011,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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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신신분도-최씨,         
             2011, 앞면

【작품 16-1】 신신분도-최씨,       
                2011,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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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신신분도-양씨,         
             2011, 앞면

【작품 17-1】 신신분도-양씨,      
                2011,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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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작품 14】, 
신신분도-C씨, 앞면의 부분

[도판 27]【작품 15】, 
신신분도-김씨, 앞면의 부분

[도판 28]【작품 16】, 
신신분도-최씨, 앞면의 부분

[도판 29]【작품 17】, 
신신분도-양씨, 앞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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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0]【작품 1】, 신신분도, 설치 앞면

[도판 31]【작품 1-1】, 신신분도, 설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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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도판 1] 傳 楊子華, <校書圖>(권,북제), 송 모본, 비단에 채색, 
43×80.5cm, 베이징, 고궁박물관.

[도판 2] [도판 1] 부분
[도판 3] [도판 1] 부분
[도판 4] 張萱, <搗練圖>(당), 송 휘종의 모본, 비단에 채색, 

37×148cm, 미국, 보스턴 미술관. (부분) 
[도판 5] 舞踊塚의 舞踊圖(고구려, 5세기령), 주실동벽, 중국 길림

성 집안현 통구.
[도판 6] 傳 顧愷之, < 列女仁智圖 >(권, 부분, 진), 송 모본, 비단

에 담채, 25.8×470cm, 베이징, 고궁박물관.
[도판 7] 傳 閻立本, <歷代帝王圖>(권, 부분, 당), 송 모본, 비단에 

채색, 51.3×531cm,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판 8] 傳 閻立本, <歷代帝王圖>(권, 부분, 당), 송 모본, 비단에 
채색, 51.3×531cm,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판 9] 김홍도(金弘道,1745-?) ,<군선도群仙圖>(1776) , 
132.8×575.8cm, 삼성리움미술관. (부분)

[도판 10] 傳 閻立本, <歷代帝王圖>(권, 부분, 당), 송 모본, 비단에 
채색, 51.3×531cm, 미국, 보스턴미술관. 

[도판 11] 蕭繹, <職工圖>(권, 부분, 양), 송 희녕 10년(1077) 모
본, 난징 박물원.

[도판 12] 도화원제작, <김우항초상金宇杭肖像>(1719), 비단에 색, 
43.6×32.2cm,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3] 도화원제작,<황흠초상黃欽肖像>(1719), 비단에 색, 
43.6×32.2cm,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4] 박동보朴東普, <延礽君肖像>(1714), 비단에 채색, 국립
고궁박물관.

[도판 15] 조석진趙錫晉, 채용신(蔡龍臣) 이모, <英祖半身
像>(1900), 비단에 채색, 110×68cm, 국립고궁박물관.

[도판 16] 傳 顧愷之, <洛神賦圖>(권, 동진), 송 모본, 비단에 채색, 
27.1×572.8cm, 베이징, 고궁박물관.

[도판 17] [도판 16] 부분
[도판 18] [도판 16] 부분
[도판 19] 지름신병풍도【작품 1】 앞면의 부분 
[도판 20] 지름신병풍도【작품 1】 앞면의 부분 
[도판 21] 지름신병풍도【작품 1-1】 뒷면의 부분 
[도판 22] 지름신병풍도【작품 1-1】 뒷면의 부분 
[도판 23] 지름신병풍도【작품 1-1】 뒷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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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김유신묘 십이지신상 탁본, 허균, 위의책, P.100.
[도판 25] 【작품 2-13】, 십이지생도 연작, 2009-2011, 각 

203×94cm.
[도판 26] 【작품 14】, 신신분도-C씨, 2011 (앞면 부분)
[도판 27] 【작품 15】, 신신분도-김씨, 2011 (앞면 부분)
[도판 28] 【작품 16】, 신신분도-최씨, 2011 (앞면 부분)
[도판 29] 【작품 17】, 신신분도-양씨, 2011 (앞면 부분)
[도판 30] 【작품 1】 지름신병풍도, 2011, 설치 앞면
[도판 31] 【작품 1】 지름신병풍도, 2011, 설치 뒷면
[도판 32] 비단 염색과정
[도판 33] 비단 염색과정
[도판 34] 비단 염색과정
[도판 35] 아교 포수과정
[도판 36] 초뜨기 과정
[도판 37] 배채의 예 (작업 면)
[도판 38] 배채의 예 (앞면)
[도판 39] 단청기법의 제작과정
[도판 40] 단청기법의 제작과정
[도판 41] 단청기법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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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목록

【작품 1】  지름신병풍도, 2011, 비단에 채색 및 입체, 각 
55×168cm (앞면).

【작품 1-1】 지름신병풍도, 2011, 비단에 채색 및 입체, 각 
55×168cm (뒷면).

【작품 2】  십이지생도-子 2009, 비단에 채색, 203×94cm.
【작품 3】  십이지생도-丑 2011, 나무에 채색, 203×94cm.
【작품 4】  십이지생도-寅 2009, 비단에 채색, 203×94cm.
【작품 5】  십이지생도-卯 2011, 나무에 채색, 203×94cm.
【작품 6】  십이지생도-辰 2009, 비단에 채색, 203×94cm.
【작품 7】  십이지생도-巳 2011, 나무에 채색, 203×94cm.
【작품 8】  십이지생도-午 2009, 비단에 채색, 203×94cm.
【작품 9】  십이지생도-未 2011, 나무에 채색, 203×94cm.
【작품 10】  십이지생도-申 2010, 비단에 채색, 203×94cm.
【작품 11】  십이지생도-酉 2011, 나무에 채색, 203×94cm.
【작품 12】  십이지생도-戌 2009, 비단에 채색, 203×94cm.
【작품 13】  십이지생도-亥 2011, 나무에 채색, 203×94cm.

【작품 14】  신신분도-C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앞면)

【작품 14-1】  신신분도-C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뒷면)

【작품 15】  신신분도-김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앞면)

【작품 15-1】  신신분도-김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뒷면)

【작품 16】  신신분도-최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앞면)

【작품 16-1】  신신분도-최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뒷면)

【작품 17】  신신분도-양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앞면)

【작품 17-1】  신신분도-양씨, 2011, 비단에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74×210cm.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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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lying the concept

of JeonShin

to contemporary portraiture

-Based on Kim, Tae-Yeon's works-

Kim, Tae-Yeon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Sung Hee

This thesis will examine how contemporary portraiture employs

the concept of JeonShin (傳神, conveying the spirit). The main focus

for this examination will be the researcher’s own artworks,

specifically the paintings made between 2009 and 2011. To start with,

a theoretical framework from JeonShin is present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specified when representing members of

contemporary society. In the second chapter, the inseparable

connection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formal are explored,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irstly of the art theory of Gu Kaizhi (顧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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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07); this is followed by a theory of the formal and the spiritual

(形神論) that was introduced during the Han Dynasty in the

HoeNamJa (淮南子, a series of books published by Ryu Ahn (劉安)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HoeNam); this then leads to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JeonShinSaJo (傳神寫照) by Gu Kaizhi

during the Eastern Jin Dynasty. The concept of CheonSangMyoDeuk

(遷想妙得) is posited as having placed more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 of a subject through keen observation, as it is difficult

to convey the spiritual tone when only employing realistic

characteristics.

Based upon this proposition that the pursuit of realistic qualities

can hardly attain the idea of Jeonshin, in the second chapter the

researcher approaches the study based on four criteria adopted to

address the spiritual dimension. These criteria may crossover,

depending on certain views. The material for this phase of research

includes the ancient Chinese portraits seen by Jang Eonwon (張彦遠,

815-879) in Chronicles of Famous Paintings (歷代名畵記) as well as

Korean portraits. The generalization of Jeonshin, (which contrasts

with tendencies elsewhere to highlight specific characteristics) can be

seen in GyoSeoDo (校書圖) by Yang Jahwa (楊子華) and DoRyeonDo

(搗練圖) by Jang Hwon (張萱). The idealization of Jeonshin, which

presents the subject in the most perfect manner possible, can be seen

in Gu Kaizhi’s YeolNyeoInJ iDo (列女仁智圖) and Yeom Lipbon (閻立

本)’s YeokDaeJeWangdo (歷代帝王圖). The individualizations of

Jeonshin, where a highlight is placed on certain characteristics, can

be seen in YeokDaeJeWangdo and J ikGongDo (職貢圖) by So Yeok

(蕭繹). The variable expressions of Jeonshin, which explai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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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external influences, can be seen through the transition from

YeonIngGunChoSang (延礽君肖像) to YeongJoEoJ in (英祖御眞). The

characteristics of an artist’s intentional variation are seen through

NakShinBuDo (洛神賦圖) by Gu Kaizhi.

In the third chapter, the four criteria of Jeonshin that were

defined in the previous chapter are then applied to the researcher’s

work. The contemporary portraits by the researcher include

J iReumShin – Eight-sided Folding Screen (十二支生圖), Revived 12

Gods and The New God-Identification (新神分圖). In terms of the

generalization of portraiture, J iReumShin – Eight-sided Folding

Screen helps explain the generalized aspects of individuals in the

current society, while Revived 12 Gods helps present an

understanding of the generalization that occurs through the social

structures related to our occupations and relevant behaviors in

contemporary society. As an illustration of the idealization of

portraiture, J iReumShin – Eight-sided Folding Screen helps in

presenting an understanding of humankind’s desires, and the reflection

of idealization towards our material desires, while Revived 12 Gods

delineates the current society where idealized materialistic and

non-materialistic values co-exist. For the individualization of

portraiture, the individuality of contemporary people is portrayed

through the rendering of the personal characters from J iReumShin –

Eight-sided Folding Screen and The New God-Identification. For the

variation of portraiture, the ever-changing and fleeting aspects of life

are illustrated in J iReumShin – Eight-sided Folding Screen, through

the depiction of ready-to-change occupations and subsequent

experiences within The New God-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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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urth chapter the research begins to focus on an analysis

of the main criteria and production process employed in those works.

The coloration techniques used on silk are explained in regards to

their two phases, namely the preparatory foundational step and the

main phase of production. Alongside other media, dancheong

techniques are introduced, and explained through the making of

Revived 12 Gods. In the final part, the applications of serigraph

prints that were employed in The New God-Identification and

J iReumShin – Eight-sided Folding Screen are looked into,

respectively through the formalized aspects portraying the generalized

society and the practical aspects used for advertising media.

Keywords: J eonShin, contemporary portraiture, generalization,

idealization, individualization, variation

Student Number: 2010-21266


	Ⅰ. 머리말
	Ⅱ. 전신의 개념과 표현유형
	1. 顧愷之의 傳神의 개념
	1) 傳神寫照 이전의 神과 形
	2) 顧愷之의 傳神寫照

	2. 인물 전신의 4가지 표현유형
	1) 전신에서의 일반화 표현
	2) 전신에서의 이상화 표현
	3) 전신에서의 개별화 표현
	4) 전신에서의 가변화 표현


	Ⅲ. 전신의 표현유형을 활용한 현대 인물화
	1. 일반화된 인물화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일반화 표현
	2) 十二支生圖에서의 일반화 표현

	2. 이상화된 인물화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이상화 표현
	2) 十二支生圖에서의 이상화 표현

	3. 개별화된 인물화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개별화 표현
	2) 新神分圖에서의 개별화 표현

	4. 가변화된 인물화
	1) 지름신병풍도에서의 가변화 표현
	2) 新神分圖에서의 가변화 표현


	Ⅳ. 표현방법과 제작의 과정
	1. 채색의 과정
	1) 밑 작업
	2) 본 작업

	2. 기타 매체를 활용한 제작의 과정
	1) 단청 기법
	2) 세리그래피 기법


	Ⅴ. 맺음말
	도판 목록
	작품 목록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