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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전통적 소재로 표현된 억압된 욕망을 주제로 삼게 된 동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억압

된 욕망 표현의 전개과정, 전통적 소재의 표현을 연구 분석하여 본인의 작업을 체

계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욕망들은 우리 삶 주변에 놓여있

지만 드러내어 논의되기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욕망이란 소재를 좀 더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바라본다면 이전까지의

논의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물론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표면화시켜 좋을

것이 없는 사회악이라 여겨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권위주의, 보수성, 편견 등에 의해

억압되어 비정상적인 곳에 놓여 필요 이상으로 가려진 욕망은 건강하지 못할 것이

다. 우리 삶 이면에 있지만 그동안 없는 척 치부해왔던 억압된 욕망을 이야기 하고

자 한다.

사회라는 집단이 갖가지 욕망으로 점철되어 형성되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욕

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솔직한 담론이 없어왔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

다. 욕망이라는 소재를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욕망으로부터 파생한 숱한 갈등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서 엄격하고도 모호한 사회의 윤리관 아

래 억압된 현대인의 욕망을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시대

의 담론을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전통적 소재로 표현된 억압된 욕망의 의미를 파악하고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 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에 드러나는 형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작업해 나갈 큰 흐

름 모색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전체 논문은 ‘Ⅰ. 머리말’, ‘Ⅱ. 억압된 욕망의 의미와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 ‘Ⅲ.

억압된 욕망 표현의 전개 과정’, ‘Ⅳ.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 ‘Ⅴ. 맺음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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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억압된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다루게 된 창작 동기와 전통적 소재

의 선택 , 작품 연구 목적을 서술한다.

제 Ⅱ장에서는 억압된 욕망의 의미와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에 대해 설명한다. 억

압된 욕망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본다. 전통적 소재가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

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제 Ⅲ장에서는 억압된 욕망 표현을 세 가지 전개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1절에서는

문제 인식의 단계를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 측면에서 살펴본다. 2절에서는 문제

해결의 시도를 외적 시도와 내적 시도로 나누어 설명한다. 3절에서는 욕망이 억압

된 결과로 무기력한 자아가 드러나는 모습을 젊지 못한 젊음의 표상과 수동적인 자

세로 설명한다.

제 Ⅳ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나는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에 대해 서술한다. 이

에 본인이 억압된 욕망을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통해 표현함에 있어 공간 구성, 색

채 표현, 선의 표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Ⅴ 장에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의 요약, 정리하며 연구의 성과들을 서술하

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

이상의 작품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작업

과정을 정리하게 됨으로써, 작업이 앞으로 지속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기반을 닦고자 한다.

주요어: 억압된 욕망 , 금기, 경계, 전통적 소재

학번: 2006-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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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현대화된 세상에서 모든 것의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에 둘러싸인 채로 21

세기를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급변하는 시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만을 보더라도 사회는 거의 모

든 분야에서 큰 변화, 발전을 이뤄내었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과 사회 체제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얼마나 동시대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편견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

하는 시행착오와 오류들이 많이 목격되었다. 본인 또한 기존의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종종 있다. 변화된 삶

의 배경과 상이하게 내면에 자리한 삶의 원칙들이 과거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

은 점이 매우 이상하게 다가왔다. 현실에서도 그 둘 사이의 괴리는 크게 자리 잡

고 있으며 그 괴리로 인해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보수적이다. 사대부 중심

사회였던 조선 시대부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여

겨져 왔으며, 현대에도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

하다. 욕망이란 요소가 인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론화

시키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욕, 수면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배설

욕, 성욕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성욕 등에 대한 논의는 음지에서

기형적으로 변질, 왜곡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억

압된 욕망의 여러 단면에 대해서 성찰해보았다.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를 상실한 모습, 획일화된 삶의 방식들은 무척이나 견고해서 변화는 물론 그 현실

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자의 개성을 지닌 개인들이 일정한 틀에

맞춰 무비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편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획일

화된 삶의 방식의 강요는 개인의 성향내지 자아 탐구를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박탈하며 삶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의 진출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률적인

사회구성은 각자의 다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로인한 소외, 고통

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이하게 개인의 은폐된 공간에서만 발현, 논의되

고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

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인은 엄격한 윤리원칙이 제시한 사회의 틀과 드러내기

꺼려지는 일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담론들을 하나씩 제시해 보기 시작했다. 개인



- 2 -

의 은밀한 사적영역에서는 욕망으로 인한 많은 갈등과 반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인 편견, 억압에 의해서 공론화되지 못하는 소재들이 많았다. 이러한

소재들을 작품 구성에부터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중간자적 입장에 화자를 배

치하여 바라보려 노력하였다. 전통가옥의 공간 구조는 보수적인 가치관 틀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은유하기 시작하며 차용하였다.

학부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배설과 성(性)에 관해 작업

하기 시작해서 욕망, 그 중에서도 외부의 힘에 의해 억압된 욕망이란 주제 아래

놓인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 해왔다. 엄격한 사회의 틀 속에서 인간이 욕망의 억압

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크게 말하기 꺼려지는 문제들을 양지로 끌고 나와 논의한다

면 좀 더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다. 동시대의 주제를 전통적인 기법을 통

해 표현함으로써 작품상에 드러나는 욕망의 갈등들을 더욱 역설적으로 부각시키고

자 한다. 전통적 소재로 현대적 주제를 해석하는 실험적 시도를 통해서 전통회화

의 시대적, 공간적 영역을 확장시키고 전통기법의 정체성과 계승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을 서술하기 위해 ‘Ⅰ. 머리말’, ‘Ⅱ. 억압된 욕망의 의미와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 ‘Ⅲ. 억압된 욕망 표현의 전개과정’, ‘Ⅳ.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 ‘Ⅴ.

맺음말’ 의 다섯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창작 동기,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억압된 욕망의 이론적 배경 연구를 통해 의미와 전통적 소재의 상

징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억압된 욕망의 사전적, 철학적 의미를 알아보

고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의 경향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억압된 욕망 표현의 전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억압된 욕망을 인지한 문제인식 단계를 사회적, 개인적 측면으로 나눠

서 살펴보고 2절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외적 시도와 내적 시도로

분리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외부에 힘에 의해 무기력해진 자아의 모습을 젊지 못

한 젊음의 표상과 수동적인 자세 표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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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장에서는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전통 가옥 구조 차용과 관음적 시선장치를 통한 공간구성을, 2절에서는 채색 기법

을 통한 색채 표현을, 3절에서는 털의 묘사를 통한 선의 표현을 서술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며 작품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된 작업이 지니는 한계점을 알아보고 앞으

로 작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방향과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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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억압된 욕망의 의미와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

이번 장에서는 작품 주제로서 억압된 욕망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론적 배경에 대하

여 서술하겠다.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에 관해 살펴보고 본인 작품이 어떻게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1. 억압된 욕망의 의미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농경사회의 삶의 모습은 가부장적 사회, 종법적 사

회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보다는 집단의 이해를 우선시 하는 사고가 우선시 되어왔다. 동양사회의 이러

한 경제적인 배경은 사회 윤리적으로 중용과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강조하는 것으

로 발전되었다. 극기를 통하여 복례를 강조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월시하는 사

고방식은 예술정신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즉 인간의 욕망 표현, 예술 행위도

예(禮)에 합당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예술적 매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과도한 욕망의 표현은 억제되었다.1)

예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욕망을 드러냄 없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왔던 유

교 문화권2)의 영향은 현대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20세기 이후 자본의 가치가 모든

사회 체계를 전복시키면서 자본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것을 얻기 위해 개인의 야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

다. 과거 선비3)라는 이상적 인간상 아래 드러내지 못했던 욕망들을 표출하기 시작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욕망4)은 존재했으며 그 욕망

1)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도서출판 예문서원, 1998, p.82
2) 1392년에 창건된  조선왕조(1392~1910)는 ‘숭유배불’(崇儒排佛)의 통치이념을 내세우면서 정치

와 교화의 기본을 유교, 그 가운데서도 주자학에 두었다.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1910년 8월~1945년 8월), 거기에 이어 남북 분단의 시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신 풍토와 생활습관, 나아가 대인관계 속에는 유교적인 색채가 짙게 각인되어 있다. 강재언,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 한길사, 2003, p.31

3) 전근대사회에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
분계층을 가리킨다. 선비는 한자어의 ' 사'(士)와 같은 뜻이다. 우리말의 '선비'는 몽골어에 어원을 
둔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설이 있다. 한자의 '사'는 '사'(仕 : 벼슬하다)로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사'(事 : 일하다·섬기다)로서 낮
은 지위에서 일을 맡는 기능적 성격으로 보기도 한다. '사'는 주대(周代)의 봉건사회에서 하급관리
에 속하는 계급이었으나, 춘추시대부터 '사'의 인격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사'는 신분적 의미에서 
대부와 결합하여 '사대부'(士大夫)라 일컬어지며, 인격적 의미에서 군자와 결합시켜 '사군자'(士君
子)로 일컬어진다. '유'(儒)도 선비와 같은 뜻으로 유교이념을 담당한 인격을 의미한다. 한편 '사'는 
독서로 학문을 연마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농·공·상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서민들
과 병칭되어 사민(四民 : 士·農·工·商)의 첫머리에 놓인다. (출처: 브리태니커. 
www.britannica.co.kr)



- 5 -

의 본질적인 성질 또한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것이 직접

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면서 그 표현 형태를 달리해 왔다. 우리나라

의 경우 유교사상이 사회 전반을 지배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엔 제약이 있어왔다.

상구는 꾸밈이 극에 달한 것이다. 꾸밈이 극에 달하면 인위적인 화려함과 꾸밈에

서 본질을 잃게 된다. 오직 그 꾸밈을 질박하게 해야만 과실의 허물이 없다. 백이란

흰 것(素)이다. 바탕이 소한 것을 숭상하면 그 본의 참됨을 잃지 않는다. 이른바 바

탕의 소素를 숭상한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화려함이 실질을 매몰시

키지 않게 함을 말한다.5)

여기서 비賁라는 것은 백白의 비이기 때문에 이른바 무색無色의 식飾이라고 할 수

있다. 바탕이 소素한 것을 숭상하면 그 본의 참됨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른바 바탕의 소素를 숭상한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화려함이 실질을

매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바탕으로

서 백白은 있는 것을 펼쳐내고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

현하면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것에 비하여

꾸밈을 질박하게 한다는 것은 감추고 수렴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을 최대한 절제한다는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는 만큼 자연스러운 미는 그만큼 쇠퇴해지고, 인위적인 미가 자연스러움이 쇠퇴하

는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6)

장자가 심재와 좌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다음 두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생리적인 면으로부터 생겨나는 욕망을 해소하여 욕망이 마음을 노예

처럼 부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욕망의 억압과 강요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용지용無用之用에 도달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왜냐하면 실

4) [ desire , 欲望 ] 생물의 행동을 야기시키는 개체의 동인(動因)이것을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본능이라고 한다. W.M.분트나 W.맥도갈은 식욕 ·성욕 ·군거(群居) ·모방 ·호기심 ·투쟁 ·도피 등을 
본능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K.마르크스는 식욕을, S.프로이트는 성욕을, F.W.니체나 A.아들러는 
권세욕을 근본으로 하여 학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심리학은 개체의 동인을 단순히 선천적
인 것으로 보지 않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여 기본적 욕구라고 하였다. 레빈은 진정한 욕
구와 준욕구(準欲求)로 구분하였고, 프레스코트나 게이츠는 생리적 ·생물적 욕구와 사회적 ·인격적 
욕구의 2가지로 크게 구별하였다. 생리적 ·생물적 욕구는 식욕 ·배설욕 ·수면욕 ·활동욕 ·성욕 등이
며, 사회적 ·인격적 욕구는 사회적 인정의 욕구, 집단소속(集團所屬)의 욕구, 애정의 욕구, 성취의 
욕구 등이다. 마스로는 생리적 욕구를 기초로 하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존(自尊)의 욕구,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욕구 등 5가지 욕구가 계층적 구조(階層的構造)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두산백과)

5) 조민환, 앞의 책 p.83
6) 조민환, 앞의 책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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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는 관념은 실제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욕

망이 해소되면 「용」이라는 관념은 곧 머무를 곳이 없게 되므로 정신은 바로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장자는 심재를 이야기하면서 다만 지식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말하며 좌망을 이야기하면서는 지식과 욕망, 이 두 가지의 속

박을 완전히 벗어나야 정신이 곧 철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인들이 말하는 「아我」나 「기己」는 실제로는 욕망과 지식의 집적을 가리키는 것

이다. 욕망과 지식의 속박에서 동시에 벗어나는 일, 이것은 곧 이른바 「허虛」요

「정靜」이요 「좌망坐忘」이며 「무기無己」이자 「상아喪我」라고 할 수 있다.7)

이렇듯 욕망을 부정하는 사상과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은 유교사상의 바탕

이 되었던 중국문화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왔다. 욕망과 표현과의 상충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지역적으로, 고대에서 현대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보편성을 띄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논의를 통해서 욕망과 표현, 억

압 등에 대해서 보편적인 고찰을 해보려한다.

인간이 욕구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결핍감을 느낀

다. 결핍에는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약 있지 않으면 기본 생활을 유지하

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저 소유욕 때문에 느

끼는 것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아 ‘결핍감’을 느낀다면,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노력과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8) 욕망은 본질적으로 무

언가를 갈구하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얻

고자하는 마음이다. 생물학적이던 사회적이던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욕망은 욕구9), 요구와 구별되며 완전히 충족되기 매우 힘든 것이다.

욕망이란 스스로에게 결여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욕망에 해당하는 단어나 번역

어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desire와 appetite라는 두 계통이 있다. 욕망과 욕구를

구별하여 욕망을 desire, 욕구를 appetite로 정의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데

카르트 이전까지의 철학 논저를 살펴보면 라틴어의 appetitus에서 온 appetite는 근

대에서는 식욕의 의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욕망은 때때로 인간의 생리

적 욕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욕망을 욕구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좋을까. 무

엇을 먹으면 식욕은 해소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또 공복을 느끼고 먹

을 것을 찾는다. 한번 충족된 것이 다시 결여되고, 거기에 욕구가 나타난다. 욕구는

7) 서복관(徐復觀), 『중국예술정신(中國藝術精神)』, 권덕주 외 옮김, 동문선, 1990, p.106
8)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살림, 2005, p.11 
9) 라캉은 욕망의 열정, 욕망의 충족 불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은 라캉이 욕구(besoin)라고 부른 것과

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욕구라는 표현은 유기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기체의 생리적 
자극이 만족되었을 때 욕구는 사라진다.  페터 비트머, 『욕망의 전복』, 한올아카데미, 1998,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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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지면 해소된다. 그것이 생리적인 욕구 개념이다.10) 욕망은 환유이다. 대상은 신

기루처럼 잡는 순간 저만큼 물러난다. 대상은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대상을 향해가고 또 간다. 죽음만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이다. 욕

망은 기표이다. 그것은 완벽한 기의를 갖지 못하고 끝없이 의미를 지연시키는 텅빈

연쇄고리이다. 그렇다면 기표의 특성이 은유와 환유이듯 욕망의 구조도 은유와 환

유가 아닌가. 욕망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것도 욕

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11) 이렇듯

욕망은 욕구와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

구별되는 개념이다.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욕망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많은 인간들로 이뤄진 사회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욕망하는 대상이 중복되어 타인

과 경쟁하기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런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

해 욕망의 억압12)은 시작된다. 본능의 대표적 표상은 만일 그것이 억압에 의해 의

식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그 후로는 방해를 받지 않고 더욱 활발하게 발달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중 하나이다. 이 경우 그 본능의 표상은, 이를테면 어둠 속에서

더욱 더 확대되어 극단적인 표현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능이

보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허위의 힘은 본능이 환각 속에서 제멋대로 발달된 결과이

며, 만족의 좌절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히 만족의 좌절에서 비롯된 결과가 억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억압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13) 어떤 본능의 만족은 한 곳에는 쾌락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곳에는 불쾌를 안겨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만족을 통해 얻는 쾌

락보다 불쾌의 원인이 더 강한 힘을 획득하는 억압의 조건이 생겨난다.14) 한정된

자원과 공간 안에서 분쟁 없이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고 표출하지 않

10) 나카야마 겐, 「사고의 용어 사전」, 박양순 역, 북바이북, 2012, pp.496-497
11)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p.19
12)  [억압, repression ] 원하지 않는 생각·욕구·감정등을 의식으로부터 끌어내어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버리
는 과정으로 방어기제의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타협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정신적 과정이다.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예로는 히스테리성기억상실증을 들 수 있는데, 환자는 불안하게 될 만한 일을 행하
거나 목격하고 난 뒤에 그 일 자체와 그때의 주위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억압Verdrängung> 개념의 도입은 정신분석 운동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1893년에 프로이드가 브로이어와 함께 발표한 「히스테리 현상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관하여: 
예비적 보고서」란 글레서 <억압>이란 개념이 처음 지면(紙面)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보다 앞서
서 <억압>이란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초의 심리학자였던 헤르바르트J.F.Herbart였다.    
(출처: 브리태니커백과 ) 

13) Sigmund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1997, p.142
14) Sigmund Freud, 앞의 책,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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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체제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봉건 제도 아래서 이러

한 억제는 권력층의 지배논리에 부합하며 동시에 명분을 얻었다. 근대화 과정을 거

치며 자유 논리, 개인 삶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욕구 표출

이 가능해 졌다. 매스컴에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며

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중들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듯 본능15)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분위기 속에

서도 여전히 열린 공간으로 나오지 못하는 억압된 욕망들이 있다. 인간의 본능이거

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삶에 큰 부분인데도 대외적으로 말해지지 못하

고 밀폐된 공간으로 숨겨 넣거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척 치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힘에 의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욕망이 억압된 모습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본

인은 배설, 성(性), 남녀의 성 역할, 획일화된 삶의 가치, 사회에 부적응, 개성, 젊음

의 상실 등에 대해서 작업하였다.

2. 전통적 소재의 상징성

예술은 인간의 삶과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그 시

대마다 사회상을 반영하며 정치 이념에 따라 국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하였

다. 유교 문화권 내에 전통회화에서 인간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찾

아보긴 쉽지 않다. 고대 벽화에서 동물화나 인물화가 자주 등장했다면 문명이 발달

하고 사회제도가 자리 잡으며 산수화가 회화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사유 속에는 ‘산수’공간과 ‘현실’공간이 분리되는 틀이 만들어졌다. 이 틀 속에서 산

수공간은 고결한 곳이라면 현실 공간은 세속적이고 저차원적인 곳이라는 구분이 뿌

리 깊게 자리 잡혔다.16)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산수화 속에는 탈속의 이상향이 주

로 표현되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물질적 풍요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모습도 찾

아 볼 수 있다. 또 인간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기보다 은유와 상징의 방법

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보인다.

“직설적인 말로 묘사해 버리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멀어진다. 소략한 말이 오히

려 여운을 남기니 말하고자 한 뜻을 깊이 전달할 수 있다.”17)

당대唐代 유지기劉知幾의 이 말은 ‘회晦“의 개념을 설명한 것인데, 이는 곧 함축과

15) Sigmund Freud, 앞의 책, p139
16) 고연희,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6
17) 임태승, 『상징과 인상』, 學古房, 2007,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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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뜻이다. 정작 하고픈 말은 직설이 아닌 여운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이 ”장

이불로藏而不露“의 기법은 동아시아 미학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다면 여운이란

장치를 만들어 내는 관건은 ”은隱“과 ”장藏“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장藏은 혹은

은隱은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회삽晦澀과는 전연 다르다. 은隱은 의미의 함축

인데, 그 의미는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 한편 은隱의 맞은 편 개념인

”수秀“는 사실 그대로 살아있는 형상을 말한다. 경(景:외면의 세계)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수秀이고 의(意:내면의 세계)가 여운에 담겨 있으면 은隱이다. 의意는 상象

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고, 상象은 의意를 싣고 있는 감성형식이라 하겠다.18)

동아시아 회화에서의 형상의 특징은 눈앞의 자연만물세계를 그 자연만물세계 너머

의 의미로 이해하려는 데서 만들어지는 단순한 매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연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높은 인생 경계로만이 가능하다. 자신의 인생경계와 세계만

물의 자연경계는 동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도로 수양된 인품과 사생력은

함께 엮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만물과 세계만사의 본질을 체득하여 이

를 형상화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눈앞의 자연만물은 실상으로서의 대상이 아닌 일

종의 상징이 된다. 그렇다면 사실양식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사실寫實로

서의 형사形似(형상의 사실적 재현)란, 사의의 화면 속에 그저 모종의 “코드code"를

내장한 일개 ”아이콘icon"으로서 양식화되는 것이다.19) 전통 회화에서 화의畵意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외형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을 대상에 투영

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다. 그러기에 자연을 통해 심상을 은유하거나 이

상향을 대입시키는 간접적인 형식이 주를 이룬다.

조선 후기(약1700~약 1850)는 회화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실학이 대두

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들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

중 회화에서 진경산수와 풍속화는 관념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 표현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큰 흐름이다. 겸재 정선은 다양한 실경을 화폭에 그려냈는데 금강산을 비

롯한 실경을 그린 회화이념의 핵심은 음양의 조화였다. 화면구성이나 형상화 혹은

필법에서도 그 음양의 조화로 재해석한 조형논리를 충실히 적용하였던 것이다.

18) 임태승, 앞의 책, p.117
19) 임태승, 『아이콘과 코드』, 미술문화, 200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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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의 음양산수도 본인의 작업

남성의 
성기를 
은유한 

자연 표현

여성의 
성기를 
은유한 

자연 표현

【도판 1】

음과 양을 상징하는 남녀의 성기 모양을 염두에 두고 그려낸 <음양산수도>에선

성기형상을 통한 정선의 해학적인 운치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20) 풍속화는 그 시대

의 실제 생활상을 그려내었고 욕망을 화면에 상징적으로 등장시키며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김홍도와 함께 풍속화에 큰 흐름을 보여주는 신윤복은 한량(閑

良)과 기녀(妓女)를 중심으로 한 남녀 간의 애정 또는 춘의(春意)를 특히 즐겨 그렸

다.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소재를 택하여 섬세하고 멋들어지게 처리한 것이 눈에

띈다. 젊은 양반이 하녀의 손을 잡아끄는 그림

【도판 1】<소년전홍(少年剪紅)>을 보면 인물

들 주변으로 그려진 배경은 많은 것을 은유한

다. 거대하게 큰 괴석은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

고 초목들도 성애를 상징하는 듯 보인다. 신윤

복은 그의 작품에 짤막한 찬문(贊文)을 쓰고 자

신의 관지(款識)와 도인(圖印)을 덧붙이고 있다.

유교적 도덕관념이 아직 강했던 당시에 이처럼

속된 그림들에 자기의 작품임을 떳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신윤복 자신의 대담성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사회적 추

이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사실상 신윤복이 활약했던

정조(正祖)와 순조(純祖) 연간에는 쾌락주의적(快樂主義的)인 경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치하고 유흥을 즐기는 풍조가 팽배했었다. 신윤복의 이러한 시대적 조류

20) 이태호,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도서출판 여성신문사, 1998,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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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21) 그의 그림에서 묘사된 사의 색정적 풍류와 남녀간의

풍정에서는 주자학적 명분론이나 유교적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는 색태의 자유분방

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화사조 일각의 취향에 부응하여 그를 화폭

에 올림으로써 풍속화의 새로운 성격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주자학적 질

서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화거족22)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전통적 가치관

의 복구와 변용이 모색되었지만, 다수의 정신세계는 아직 확고한 정신적 기준이 없

이 혼란 속에 표류하였다. 그러므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진 상황 위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 새로운 사회조건, 곧 도시적 상황과 그 속에서의 자유분방한 생활과

유흥이 그들의 감각적인 흥미를 자극하고 이를 풍속화가 포착함으로써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23) 봉건사회 체제가 흔들리고 근대적 기운이 이는 가운데, 성문화

가 개방되는 당시 추세에서 당대의 도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성이 금기시되고 엄격

한 유교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발랄한 남녀의 풍류를 담은 신윤복의 풍속화는, 조선

시대 사대부적 윤리관에 비추어 보면 비도덕적이고 외설적인 것이다. 반면에 그러

한 양반층을 향해 ‘당신들도 인간이다’라는 유교사회의 허위의식에 대한 풍자적 야

유가 실려 있는 듯하다.24) 풍속화에서처럼 은유와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욕망을

드러내 보인다.

21)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7, pp.280-281
22) 경화거족(京華巨族), 번화한 서울의 권력 있는 큰 겨레붙이. 화려한 서울의 세력가. 한자성어•고 
    사명언구사전, 이담북스, 2011
23) 최완수 외,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2』, 도서출판 돌베개, 2003, pp.246,248
24) 이태호,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도서출판 여성신문사, 1998,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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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억압된 욕망 표현의 전개과정

이번 장에서는 본인이 진행해 온 작업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앞의 장에서 설

명한 억압된 욕망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작업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작업의 표현 전개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

째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억압된 욕망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률적

인 사회 규범과 틀 안에서 끊임없이 개인의 가치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

상들을 고찰해본다. 개인의 욕망이 전통 관념과 보수적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표출되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을 띄는지에 대하여 사회

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두 번째는 문제인식의

다음 단계인 문제 해결 시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부딪히며 발

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여러 가

지 시도를 한다. 현대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탈출해보기도 하고 개인 내면 공간으

로 들어가 개개인의 관념 속 문제를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한 상태, 내지

체념의 단계가 되는데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개인의 모습을 보인다. 젊은이가 젊지 못하고 체제 순응적이며 수동적인 현

세대의 일면을 말하는 것이다. 억압된 욕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된 초기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고 구조적 변화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문제 인식

1) 사회적 문제

기본 욕구와 본능만이 존재하는 동물성의 세계와 사람이란 동물이 인간으로 사회

화된 세계의 중간에, 비무장지대처럼 그 두 세계를 넘나드는 서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 가정하였다. 사회체제에 눌려, 억압된 그 이야기들은 양쪽 세계 모두에서 노골

적으로 드러날 수 없고, 낯선 두 세계에서 조심스럽지만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식, 배변, 생리 작용을 하는 동물로서 자연의 합성물 등을 몸

에 걸치고 살아갈 뿐인데도, 본능이 발현되는 과정과 결과는 좀처럼 겉으로 드러내

이야기 하지 않게 된다. 【작품 1】에서 관념적인 형태로 묘사된 나무와 바위 물

등은 멀리 보았을 때 고요한 풍경인 듯 보인다. 뿌옇게 안개 낀 새벽녘에 어슴푸레

뭉게지듯 묘사된 나무 아래엔 남, 여 여러 쌍이 배경과 대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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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도판 2】에서는 개개인은 얼굴만

을 나무 아래로 숨긴 채 정체를 드

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무 아래

로 훤히 보이는 그들의 행위는 인간

본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주

희25)는 천리와 인욕의 구분을 말할

때 인간이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욕망을 천리라고 말한다.

즉 생존 조건을 위한 음식에 대한

욕망은 합당하므로 욕이나 인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이며 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정

정도 내에서 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긍정하였다.26) 우리 주변에서 명백하게 일어

나는 일들이지만, 동물로서 인간의 모습을 체면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기피하는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 보았다. 관념적 산수풍경의 배경 안에서 인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보수적인 사회 구조와 억압된 인간의 본능의 관계와 유이하다.

【작품 1】에서 나무, 바위, 물, 산 등은 각기 관념적으로 조합되어 비현실의 공간

을 만든다. 각기 다른 곳에서 사생하고 한 화면에서 다양한 시점을 갖게 된다. 관

념적 산수 공간 내에서는 주로 세속의 이미지 보다는 당대의 정치적 이상 혹은 탈

속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전통 회화의 표현 목적은 이상화된 세계 구현이었기에 현

실의 일들이 중요하다 해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작품 1】에서는 관념

회화처럼 보이는 풍경 속에 본능을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서 대비를 통해 내용을

강조한다. 이상적인 관념 산수의 요소를 재조합하고 배치하면서, 한편으로는 현 시

대의 단면을 이야기 한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고정관념과 보수

적 통념에 의해 가려진 이야기들을 표현하게 된 시발점이 되는 작품이다.

인간의 본능을 시각화하는 대상으로 동물들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다. 【작품

2】에서는 호랑이와 사슴이 포식자와 피식자로 은유되어 권력 구조 내에서 강자와

약자의 역학관계를 보여주게 된다. 약자가 강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 피해를 입고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종속되어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말

25) 주희(朱熹)(1130-1200). 송나라 휘주(徽州) 무원(婺源) 사람. 자는 원회(元晦) 또는 중회(仲晦)
고, 호는 회암(晦庵)과 회옹(晦翁), 운곡산인(雲谷山人), 창주병수(滄洲病叟), 둔옹(遯翁) 등을 썼
다. 존칭하여 주자(朱子)라 한다. 주송(朱松)의 아들이다. 선조는 대대로 휘주 무원의 호족으로 아
버지는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 진회(秦檜)와의 의견충돌로 퇴직하고 우계(牛溪)에 우거했다. 
이곳에서 14살 때 아버지가 죽자 유언에 따라 호적계(胡籍溪)와 유백수(劉白水), 유병산(劉屛山)
에게 사사했다.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지만, 24살 때 이동(李侗)을 만나 사숙하면서 
유학에 복귀하여 그의 정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26) 조민환, 앞의 책,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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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작업에서 동물 이미지는 사회 통념에 의해 본래 가진 성질을 표출하

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

이 표현하는 것이 금기27)시 되는 것들이 있다. 권력, 권위 이면에 숨겨져 절대 드러

내 보일 수 없는 약한 모습들이다. 권위와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

슬픔, 외로움 등은 뒤돌아선 선비, 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정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고한 자태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후면으로 이동된 시점에서는 하반

신을 여지없이 클로즈업하여 보여준다.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속으로만 감내해야

할 내적 고통은 둔부에 극도로 긴장된 핏줄의 상태로 암시된다.

남성적 헤게모니28)에 의해 표현 되었던 성을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해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에 의해 결정지어진 여성, 남성의 역할이 현

시대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는지 말한다.【작품 5】의 시선은 창문 안 공간(방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설정이다. 관념적 집의 형상을 한 공간 안에 남여(서있는 남

성, 누워있는 여성)가 있는데, 누워있는 여성은 남성의 성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개

인적인 공간 (가정, 집) 안에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

성 성기는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권한 등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만이 지녀야 할 것들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둘은 필시 한 공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어우러지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형상을 한다. 과거의 가부장적인

틀이 크게 바뀌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변화된 남여의 모습이 얼마나 기이한 모습

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집 형상의 배경은 물 위이고 방 안과 대조적으로

평온한 듯 보인다. 하지만 방 안의 일이 상처가 되어 피가 흐르듯이 가옥 아래쪽으

로 배설물이 조용히 흘러 고이는 모습은 마치 가정 내부에 문제들을 쉬쉬하며 밖으

로 꺼내지 않고 겉으론 멀쩡한 척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같다.

2) 개인적 문제

27) 금기는 금지된 행동이 그 자체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의미를 금기의 대상에 부여한다. 금
기는 위반을 자극하거니와, 위반이 없었다면 금지된 행동은 유혹의 사악한 섬광을 지니지 못했으리
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금기의 위반인 것이다.. 죠르주 바타이유, 『에로스의 눈
물』, 유기환 역, 문학과 의식, 2002, p.63

28) 헤게모니 [hegemony] 사전적인 의미는 한 나라의 연맹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覇權)  
   을 말한다. 오늘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  
   을 가리킨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용어는 정  
   치적 지배라는 함의(含意)를 지니게 되었다.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국가기구나 정치사  
   회가 그들의 법률적 제도, 군대, 경찰, 감옥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들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함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자  
   발적인 동의(同意)를 어떻게 창출해내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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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대청마루29)에서 방 안과 방 밖의 공

간을 바라보는 구조로 이루어진 삼면

화【작품 6】, 【작품 7】,【작품 8】

에서는 암사자의 형상이 나오는데,

【도판 3】에서 이는 개인이 내면 공

간 (방 안)에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자

아의 모습이다. 마루는 방 안의 사적

인 영역과 방 밖의 공공의 영역의 중

간에 위치하며 안과 밖의 시선을 넘

나들게 하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이렇게 열리기도 닫히기도 한 공간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꺼내기 힘든 문제들을 꺼내어 이야기 할 수 있다. 방 안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공간, 그 안의 동물은 자아를 상징하는데, 동물은 방 안을 손톱을 한껏 세워

상처내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물리적인 자해가 아니더라도 자신 내면에서 스스

로를 학대하는 개개인의 숨겨진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물의 이미지는 계속하

여 등장하게 되는데 교미하는 동물 형상은 산수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상은 인간의 동물성, 본능을 은유하는 대상이 된다. 【작품 9】화면 중앙에 잔뜩

웅크린 동물이 있다. 가옥은 뼈대만 남은 채 연기처럼 사라져 가고 벽도 없고 울타

리도 없는데 문만 있다. 여기서 상징적인 집안 공간 안에 대상은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면에 틀 안에 갇혀버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미 열린 공간에 놓여

져 얼마든지 자유로워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상일 뿐 자물쇠로 굳게 문을 걸

어 잠근 채 좁은 공간 안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와 현대의 가치관 속

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일면이기도 하다.

2. 문제 해결 시도

1) 외적 시도

29) 대청마루는 집의 중심이면서 모든 동선이 거쳐 가는 가장 넓은 공간이다. 안방과 건넌방, 사랑방
과 누마루, 채와 마당 사이의 매개공간이자 완충공간이었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가 주로 대청에서 행해졌으며 취침도 마루에서 하였다. 취침, 노동, 여가, 독서활동 등 일상생
활의 중심공간이자 접객, 연회 등 비일상 생활도 영위되었다. 지역에 따라 대청의 문 설치 여부는 
달랐지만 앞과 뒤를 모두 터놓으면 뒷마당의 찬 기운이 대청으로 밀려와 더욱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다.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옥의 중심에, 가장 넓게 자리한 대청은 방의 분합문을 올리
면 더욱 확장되는 가변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조전환, 『한옥의 구성요소』, 주택문화사, 200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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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테두리 경계쯤에서 그 안 밖을 넘나들며, 앞에서 논의한 문제로부터 자유

로워지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을 해보게 된다. 중간적 공간에서 금기30)의 엄격한 권

위는 누그러지고 조금은 편하게 다뤄질 수 있다. 주류사회에서 벗어난 주변인의 시

각으로 금기를 넘어서보기도 한다. 남성성31)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여성인 본

인은 이미 ‘타자’이다. 이를 통해 철저히 구성된 가치 체계에 의문을 던지고 체계가

갖는 틈새를 좀 더 용이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사회 곳곳을 가린 장막을 시각화

하여, 중립적 공간에서 안과 밖을 오가며 억압되고 변형된 형상들을 끄집어내고자

했다. 엄격한 가치관에 의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을 꺼내어 놓는 작업을

한다. 강압적 힘에 의해 쳐진 얇은 막을 표현하는 장치들을 화면에 배치시키고, 그

뒤에서 나오지 못해 기이하게 변형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전통 가옥구

조가 해체되고 변형되는 중립적 공간에서 과거의 틀과 현재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면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마치

비합법적인 공간에서 야합하듯, 저 세상(저승)에서 관조적 자세로 바라보며 이쪽 이

야기를 할 수 있어 편하다.

여러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은 많다. 천장은 뚫려있고 심지어 발아래도 허공이다.

하지만 애매하게 문과 문 사이 공간의 경계에서 고민을 한다. 어디로 갈지, 어디를

향해 외치고 살아갈지… …

슬픔, 고통, 힘겨움, 사라짐, 감정의 죽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면 기저에 깔린

약간의 우울함 탓인가, 분석해 보자. 일종의 순환이다.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야

기가 있다.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되었던 재료들 위에 불씨는 떨어졌다. 그것은 명

확히 끝이 보이는 것이었다. 불이 나고 타오른 뒤 늘 재가 남고 연기로 사라지기

에... ... 그냥 불타오르지 않았고 많은 연기와 동물의 체취들이 흘러나왔다. 근본적

으로 불타오르는 것은 자신이었고 인간 존재였다. 장중한 슬픔과 우울, 처절함을 카

타르시스를 겪음으로 즐긴다.

_2008년 본인의 작가노트

30) 적대자의 모습을 금기로 삶는 건 결코 현명한 짓은 아니다. 금기는 신비로운 광휘를 낳기 때문이
다. 어쩌면 적대감과 공포감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그 모습을 숨기려는 심리가 그런 금기를 낳은 
것이리라. 신성함에 대한 금기 또한 그것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벌어질지 모를 저주에 대한 두려
움일 테니, 금기의 바탕에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포는 합리적인 설명에 
완강히 저항한다. 금기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연식, 『아트파탈』, 휴먼아트, 2011, p.55

31) 남성성(masculinity)은 강력한 비판의 초점이 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 남성적 특권은 많이 연구되
어왔다. 최근 연구들은, 이 겉보기에는 확신에 찬 듯한 남성적 헤게모니의 권위가 실제로는 불확실
성에 흔들리는 것임을, 주어진 시대의 남성성들은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패트리샤 
매튜즈,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조선령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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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작품 10】에서 인간은 개인적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자 인간으로서의 허

울을 벗어보는 극단적인 시도를 한다. 남성, 여성의 정체성을 넘어서 가죽이 벗겨

진 자아의 본질은 한 없이 여리고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다. 본질

앞에서 관념과 사회의 틀은 스러져 가듯 사라지고 해체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작품 11】은 개인이 사회에 부딪히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자신이 속했으나 자신의 실제 내면보

다도 좁고 작은 물리적 공간에서 뛰어내리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순간의 모

습을 보인다. 자아의 크기에 비교해 턱없이 협소한 공간에서 탈출하려는 시도이다.

자아는 뛰어내리기 위해 몸을 숙여 머리카락을 한껏 아래로 한 채 있지만 발끝은

그 곳에서 떨어지지 못한 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인이 사회의 가치와 대립

하는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여러 방법으로 반복된다.

2) 내적 시도

이전까지 개인이 사회 속에서 갈등을 겪고 부적응의

기제를 보이는 원인은 사회적 가치 체계 등 외부에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여러 시도들을 했다면, 역으로

개인 자아를 들여다보는 시도를 한다. 타인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은 내면 깊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설정을

하고 자아 속으로 들어가 본다.

【도판 4】에서 한 인물이 투시되어 안이 보이는 자

신의 몸속을 들여다본다. 직설적 방법으로 우리가 직

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면의 진실을 보여준다. 기

이하게 형상화된 인물은 진정한 자아 찾기를 다소 거

친 방법으로 해내는 모습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튀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개성과 자아 탐구는 번번히 묵

살된다. 체계가 강하고 엄격해 질수록 개인을 억누르던 문제는 더 심각하게 악화되

어 썩어 들어간다. 이것은 밖으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불편해서 굳이 보고 싶지 않았던 문제를 실제로 대면하게 된다.

【작품15】는 어떤 곳으로의 탈출이 아니라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 본인에게서 문

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이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멍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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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그러나 결국 내면의 바닥에 깊이 들어가서도 진정 원하는 답을 얻지 못

하고 문턱에 서서 고뇌하는 모습이다. 문 안과 문 밖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못하고 중간적 경계에서 머무르는 형상이다. 결국 두 작업에 나오는 자아의 형상은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하나 문턱과 같은 중간적 위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 무기력한 상태

1) 젊지 못한 젊음

그 상태가 애매한 만큼 분명하지 않은 수면의 경계에서【작품 21】은 불안한 젊음

의 모습을 보여준다. 색이 중첩되고 명확한 이미지가 보여 지지 않는 화면에서 수

면의 경계에 걸쳐져 드러나지 못하는 동물의 형상이 있다.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

지도 못한 채 일부만 물 밖으로 나와 있다. 개성을 말살시키는 집단 속에서 살아남

는 방법은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감추고 시류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자아가 지닌 본색은 수면아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만 발현될 뿐 물 밖으로는 무색

무취의 희미한 형상만 드러낼 뿐이다. 명확한 존재가 아닌 외부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상태의 젊음이다. 어떤 문제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는 움직임을 재현하였다. 화면 안에 자신 없는 젊음의 형상이 그 위치적 애

매함으로 표현되었고 불안함의 정서가 가득하다. 관조적 시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를 끄집어냈던 전작들과 달리 화면 속 대상에 이입하여 문제에 한층 더 다가가

보았다. 화면 속 모든 요소가 열려있다. 하늘도 열려 있고 땅 속도 열린 곳을 찾을

수 있다. 단지 수평적 시야는 얇은 막으로 에둘러져 있는데 그것에 집착하고 빠져

나오지 못한다. 일정한 길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경계가 있기에 젊

음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젊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 분명 모두 다 다른 모습들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다.

일정한 테두리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한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가

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수많은 의문들로부터 ‘애매한 젊

음’에 관한 작업은 시작되었다.

일정한 삶의 분계선과 같은 사회 질서가 단순히 삶의 양상을 제한하는 것인지 안

전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모두를 보호하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환상

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분계선은 분명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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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간다. 하지

만 그러한 사회질서가 현대인들의 다양

성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획일적이고,

유연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보호하려고 창조해낸 사회구조가 오히

려 그 삶을 구속하고 제한할 수 있으며

왜곡된 형태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 현대 사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표상하는 야생성을 상실하고 사회구조가 규정한 틀 안에만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은 가히 젊음이라 할 수 없었고 “애매한 젊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도판 5】을 보면 넓은 공간을 에둘러 쳐져있는 성벽이 아닌 또 다른 좁은 공간을

형성하는 관념적인 성벽의 구조가 있다. 이 구조 안으로 머리만 밀어 넣으며, 본인

의 진정한 자아 탐구의 과정 없이 그저 사람들이 그어놓은 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다. 자아에 대한 성찰 없이 군중 속에 소속됨에 안도하는 젊은이들

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세상이 다 얇은 막에 둘러싸인 것 같이 막에 가려서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위들은 이루어진다. 물 표면의 눈부심은 모든 것을

가릴 수 없다. 현대사회의 어느 부분까지 얇은 막에 의해 둘려싸여 있기에 많은 젊

음들이 진정한 내면을 탐구, 발현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작업하였다.

그 표상들을 찾아보며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막을 들추는 작업을 하였다.

2）수동적 자세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많은 욕망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개는 사회

의 보이지 않는 벽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삶을 보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삶을 규정짓고 한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벽을

경계로 일상적인 삶과 비일상적인 삶으로 나누어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명확히 보

이지 않는 제한적 범주 설정이다. 이를 설정하고 별도의 논의없이 내버려 두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의 안팎이 크게 다르지 않

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그 한계를 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습기로 가득한 화면 속에 배치된 모호한 형상들은 막에 가려져 많은 것을 보지 못

하고 그 방향성과 혈기를 상실한 ‘애매한 젊음’의 표상이다. 2010년 작품들은 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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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하는 사회규범의 틀로 인해 애매모호하게 자리 잡은 ‘젊지 못한 젊음’에

대한 진술임과 동시에,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신체적, 사

회적 나이는 젊은데 정신적으로 젊지 않은 우리 젊음의 모습을 수동적인 남성성기

로 표현한 【작품 20】은 무기력한 모습의 표상이다. 닫힌 생각의 틀 안에 살아가

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딘가에 갇히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일정

한 정답에 맞춰 살아가는 평범함 삶의 방식에 편안함을 느낀다. 특정한 기준 아래

적정히 검증되고 적절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일정한 방향을

알려주며 모두를 방목시키는 사회가 있다. 그 속에서 조금 다른, 그런데 잘 교육되

어진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질은 분명히 다른 것을, 모두와 함께 흘러

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안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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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

이 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설명된 요소들이 전통적 소재와 기법의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시각화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작업이 그림 안에서

어떤 장치들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공간 구성, 색채 표현, 선의 표현

으로 나누어 그림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1. 공간 구성

1) 전통 가옥 구조의 차용

본인 작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보는 이와 화면 안을 분리하기 위해 배치

했던 창문과 문틀 등 전통가옥의 구조들이 있다. 그 건축 구조들은 전통적 권위주

의와 보수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차용되기 시작했다. 사회 규범과 관습을 상징하는

틀로써 이미지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대외적이며 공공의

측면인 방밖과 비공개적이며 개인적인 “방 안”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겉과

속이 구분되는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회의 암묵적 규칙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

급이 꺼려지는 행위 등은 “방 안”으로 은폐되어 간다. 그리고 그 ‘방 안’의 공간에서

더 노골적으로 발현되기도 왜곡되기도 한다. 분명 일상에 존재하는 일들이 사회의

암묵적 규칙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발현되지 못 할 때는 잠시 드러나지 않을 뿐, 후

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더 큰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다.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본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고 겉과 속의 괴리를 더 크게 만드

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회적 금기와 맞닿아 있기에 보는 이들에게 조심히

드러내고자 전통 가옥 구조를 차용하여 은유하였다. 때로는 방 안의 일들이 불쾌하

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방 밖과 안을 자유롭게 넘나

들며 개인의 숨겨진 면을 직시하고자 했다.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창문을 통해 몰

래 들여다 봄 으로써 보는 이는 그 틈에서 사회적 권위의식의 혼란과 관음증적 욕

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동시에,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 일종의 동질감과 배

출욕의 충족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은 전통 가옥과 산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전통의 모방

이 아닌 개인적인 일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고요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 22 -

공간으로 형상화 하는 장치이다. 산수의 평온함은 고상하게 본능을 감추는 사회의

암묵적 규율을 나타낸다. “방 안” 공간 즉 개개인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산재한 문

제들로 매우 번잡스럽지만 “방 밖” 의 산수의 평화롭고 정적인 풍경은 공간을 가르

는 장치를 경계에 두고 방 안과 충돌하는 효과를 낸다. 전통 산수의 차용은 우리

“방 밖”을 열린 공간(자연)으로 넓혀주며 때로는 개인과 자연의 일부를 동화시키게

도 한다. 전통 가옥은 고정관념, 권위의식을 상징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가지 못하고 여전히 오래된 생각 속에 머무르는 맹목적 보수성을 나타

내기도 한다.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건, 사고로 보일만큼 치명적이지도 대단한 일들이 아

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문제의 크기는 변한다.

문제를 가리고 또 가리며 자신들조차도 일상이라 넘기며 눈을 감고 가려졌다 생각

한다. 본인의 그림 속에서는 그 문제들이 드러나 보인다.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모

습을 가옥 구조로 비유해서 표현하였다.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은

유하는 가옥 구조물의 지붕, 벽, 바닥, 기둥들은 어느새【작품 16】과 같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잘못 조립되고 해체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멀쩡하지 않은

데 명분을 앞세워 멀쩡한 척 한다. 그 뒤에 혹은 안에 있는 집의 형태는 뒤틀리고

변형된다. 전통의 보수성과 변화된 현대 사회의 틀 속에서 오히려 관념적인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시각화 하고자 가옥이 변형되고

신체로 은유되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다.

가옥 구조 건축물이 전통과 사회규범을 상징한다면 건축 공간은 사회와 본인이 만

나는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끊임없는 공간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통 건축물은 본인이 바라보는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며 화

면 안의 건축 공간은 가치관에 따라 변형된다. 이전 2006년에 제작된 작업인 【작

품 5】를 통해 보면 가옥 구조물이 감상자와 화면 안 내용을 분리하는 경계의 역할

을 하였다. 2008년에 제작된【작품 9】와 【작품 10】속의 공간은 전통 건축물은

봉건적 사고의 틀로 등장하는데 서서히 희미하게 사라져가며 동적인 요소를 갖게

되었다. 【작품 12】에서는 전통가옥이 해체되고 재조합되며 안이면서 밖이 되는

초현실적인 화면 구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초기 작업이 한 사건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2008년 작품들부터는 움직이

는 시간을 더한 차원32)의 성격을 갖게 된다. 사라져 가는 가옥 안에서 잔뜩 웅크리

32) 차원[ dimension, 次元 ] 요약일반량의 측정값이 길이, 시간, 질량 등 기본량의 측정값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공학이나 물리학, 화학에서 사용된다. 역학적인 양은 기본량을 이
   용하여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  
   일반량의 측정값이 길이·시간·질량 등 기본량의 측정값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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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오지 못하는 동물의 형상은 몸 안이 투시되어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 한다.

벽도 없어져 바깥공간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문에 자물쇠를 걸

어 잠가져 있고 또 다른 문이 화면 바깥쪽에 위치하며 공간을 구획한다.

【작품 13】작업에서는 신체 구멍을 상징하는 털이 표현되는데 한 부분을 확대하

여 보게 되고 연작으로 구성된 【작품 14】,【작품 15】로 순차적으로 연결된다. 줌

인, 줌아웃이 되며 이미지는 자유롭게 변형된다. 이는 감상자가 화면의 근경, 중경,

원경을 넘나들며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화면 속에 대상도 거죽

을 벗는다던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동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움직임은 【작

품 13】【작품 14】【작품 15】3개의 연작이 순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간

을 이동하는 초현실적인 서사를 가능하게 한다.

2) 관음적 시선의 장치

화면에 창문을 배치시킴으로서 보는 이가 창문 안 공간에서 바깥 풍경을 몰래 보

는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창문은 ‘몰래 보기’의 도구이며 관음

의 장치이다. 그것을 통하면 크게 말하거나 대놓고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마음껏 말

하고 볼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오래된 형식의 집과 자연, 창문, 아랫도리 이야기들

은 각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응당 지녀야 할 모습들을 지니지 않은 채, 말하

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크게 말하며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게 된다. 사회 금기들이

‘공공의 공간’과 ‘개인의 공간’에 존재할 때 각기 다르게 보는 이중적 관점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창문이라는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는 장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방 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금기시하며 방 밖의 대외적인 일을 구분 짓는 모습

에 의문을 던진다. 공론화되지 못하는 금기들은 보수성을 나타내는 전통적 장치 사

이에서 역설적으로 배치되며, 숨어서 썩어 들어가던 이야기들을 열린 공간으로 나

오게 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해나간 결과 행동, 생각들

이 기존의 질서와 계속해서 상충하였다. 금지된 것에 대해서 더욱 관찰하고 싶고

數)이다. 역학량(力學量)은 길이·질량·시간을 기본량으로 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을 L, M, T
라 하면 일반적으로 [Lx, My, Tz]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x, y, z를 각각의 기본량의 차원이
라고 한다. 이를테면, 넓이는 [L2], 속도는 [LT-1], 에너지는 [ML2T-2]이라는 차원을 가진다. 
열(熱)에 관한 양에서는 열량 H, 온도 θ를 독립량(獨立量)으로 하여 도입한다([표 2]). 또 같은 
물리량에서도 기본량의 채용방법에 따라 다른 차원으로 나타내어진다. 특히, 전자기적(電磁氣的) 
양에 있어서는 관용의 단위계(單位系)가 4개인 것에 따라 4로 한 차원식(次元式)이 쓰이고 있다. 
(출처: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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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도판 7】

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구와 같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금지된 것들이 의도

적으로 가려지고 은폐된 화제일 때는 더욱더 그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이는 엄

격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와 어울리지 않지만 본능적인 욕구가 강렬할 때는

이성적 판단마저 힘들게 하기도 한다. 말초적인 배출 작용들은 쾌락과 고통을 동

반하며 그 사이에 많은 담론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담론을 풀어내기에는 외부와

차단되며 안정적인 공간인 “방 안”이 편하다. 사회적인 권위의식은 “방 안”의 일과

밖의 일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이중적 잣대를 만들어내며 드러난 둔부, 성기, 발등

과는 조그만 틈을 두고 어색하게 공존하게 한다. 금기시 되어 회자되지 않을 뿐,

방 안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바깥의 점잖음과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공간

구성 방법 중 실내에서 실외를 쳐다보는 시선이 있는데 실내의 창틀 너머로 바깥

을 응시하는 안 사람의 관점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여성은 성에 관해 직접적 개입

할 수 없으며 관음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가능했다. 화면에서 감상자가 응시한

대상은 보여 지기 금지된 일들과 관련 있

고 그것들은 방 안에서 타자의 시선을 의

식하지 못한 채 보여 지고 있다.

【도판 6】, 【도판 7】에서와 같이 화면

의 맨 앞쪽에 전통가옥의 열린 문과 문지

방을 그려 넣어 관객이 그림 안에 참여한

다고 하기 보다는 그 장면을 훔쳐보는 관

음적인 위치에 놓아두고 그림에서 벌어지

는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

지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화자인 본인에게

도 해당되어 그림 안 내용과 분리되어 바

라보기 시선을 갖는다. 금기시 되는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자칫 춘화33)와 유사성을 지

니고 있지만 은폐되는 내용들을 사회적인

공간에서 공공연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건축 공간의 구조들은 현대 사회의

33) 오늘날에는 춘화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그림들의 제목은 대부분 운우도
(雲雨圖:운우는 성교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나 건곤일회(乾坤一會: 건곤은 우주의 4괘 
중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춘투도, 일소도, 원앙비보 등 다양하게 붙여졌었다. 이러한 그림들의 
총칭으로 춘화(春花, 春和)또는 춘의(春意)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왔고, 현재는 춘화(春畵)라는 명칭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봄을 의미하는 춘(春)이라는 글자가 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은 봄이라
는 계절적 성격, 즉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성의 계절이란 의미를 성과 결부시킨 은유적인 표현일 것
이다. 서정걸, 『韓國의 春畵』, 미술사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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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도판 9】

여러 모습들을 대변하며 전통적인 기법들은 동시대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과거와

현대의 괴리, 부조화를 극대화 시킨다.

몰래 들여다보는 관음의 시선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모든 상황은 직접적으로 표출되

지 못하고 무언가를 거쳐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보는 이는 조심스레 곁눈질로 훔

쳐보는 입장을 취한다. 창문 혹은 문틀은 관객과 화면 안 내용을 분리시키고 작가

조차도 한 발짝 떨어져 이야기 할 수 있게 한다. 문은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게도

하고 어떤 공간에 고립되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졌다. 창문 프레임은 공간을

방 안과 밖으로 양분하는 역할을 한다. 방 안쪽에서 보는 위치를 갖는 감상자는 일

종의 안전장치인 창문을 통해 방 밖을 본다. 또한 방 밖의 대상은 누군가 보는 이

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숨겨진 사정들을 마음껏 꺼내어 놓는다. 이와 같

은 구조를 통해 외부의 시선(감상자)을 관음의 시선으로 만든다.

2. 색채 표현

안료를 여리게 물에 희석하여 여러 번 종이에 흡수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

에 붓 터치가 명확히 남지 않는다. 그 때문에 그 정확한 모양새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고 음습한 분위기가 강조된다.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물, 안개, 구름과 같은 장치

를 통해 표현하고 여린 채색이 쌓아가며 외곽선을 뚜렷이 남기지 않음에 모호한 느

낌을 나타낸다. 채색과 동시에 세필을 주로 사용하여 불안하고, 음흉한 습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 19】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기운은 느껴지지만 눈앞은 안개인지 운무인지

모를 것들이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

다. 옅은 채색은 수많은 붓 터치에도 명확한 선을 남기지 않고 뿌연 이미지를 만들

어 낸다. 【도판 8】는 능호관 이인상의 <와운>인데 【도판 9】의 구름의 위치

와 형상이 매우 유사한 점이 보이기도 한다. 물결을 그릴 때 바람도 함께 그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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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채색에 

따른 변화

2회 채색 6회 채색 15회 채색 18회 채색 25회 채색

강해파도법34)의 정신을 담고 있다.

운(韻)은 중국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며, 최고의 미적 범주로 여

겨진다. 운은 느낄 수 있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예술적 매력을 부르

는 별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운은 철저히 이성을 떠난 것이며, 이성은 이미 직각적

감각 가운데 융합되었기 때문에 운의 매력은 직접적인 것이다.35) 뿌연 형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움직임의 미학을 그려내고자 했다.

화가의 뛰어남은 모두 안개와 구름이 변화하고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

하는가에 있다. 미호아(즉 미우인)는 “왕유의 그림을 가장 많이 보았다. (그의 그림

은) 모두 각획한 것 같아서 배우기에 부족하다. 오직 구름 낀 산을 묵희로 삼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 비록 편벽된 듯이 생각되더라도, 그러나 산수 중에 연

운(煙雲) 처리에 뜻을 두는 것이 마땅한 일이되, 연운은 호분으로 칠해서는 안 되

고, 마땅히 먹으로 적시어 먹이 스미어 나오게 해야 한다. 설령 예를 들어 증기가

모락모락 나는 경우라도 아래로 늘어져 떨어지듯 하게 해야 곧 생동하는 운치가 있

다고 칭찬할 만하다.36)

먹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적묵법의 형식을 따른다. 이는 먼저 담묵을 칠하고 이것

이 마른 뒤에 다시 담묵을 입히며 이렇게 여러 번 중복하면서 이상적인 효과를 얻

는 것이다. 먹색을 차례차례 칠하여 색이 깊어짐에 따라 물체의 형상은 매우 세밀

하게 나타난다.37)

34) 강해파도법(江海波濤法)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산석보(山石譜)」에 나오는 강과 바다의 파도를 그리는 법. 이에 

의하면 산에는 험한 봉우리가 있듯이 바다 속에도 기이한 봉우리가 있어 바위를 물고 소용돌이치
는 큰 파도가 일 때나 바다 위에 달이 비쳐 파두(波頭)가 백마처럼 치달을 때의 모습은 험하고 거
칠게 솟아있는 산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당(唐)의 오도현(吳道玄)이 그린 물은 밤새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는 물을 그렸을 뿐 아니라 바람까지도 훌륭하게 묘사했음을 극찬한 말이다. 즉, 파도를 
묘사할 때는 물결 자체만이 아니라 바람의 효과도 묘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미,김정희, 『한국회화사용어집, 다할미디어/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p.14

35) 동병종, 『서법과 회화』, 김연주 역, 미술문화, 2005, p.125
36) 장언원, 『중국화론선집』, 김기주 역, 미술문화, 2002, pp.194-195
37) 탕조기, 『회화백문백답』, 곽노봉 역, 동문선, 2006,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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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채색은 작업의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밑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작업 바

탕에 어느 정도 깊이 감을 준 뒤 세필로 선을 긋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 선의 굵

기가 화면과 대비했을 때 매우 얇아 명확하지 않은 외곽선을 만들어 낸다.

본인은 오랜 전통의 동양화 공간의 초현실성을 기꺼이 수용하되 또 다른 방식의

초현실성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전통회화의 투시도법에 국

한되지 않고 운무와 잔털로 화면을 가득 채워 추상적인 초현실성을 시각화 하고자

하였다. 파도와 안개로 습기가 가득 들어찬 화면 속 움직임은 여백38) 과 함께 몽롱

체39)의 시각적 표현과도 다소 비슷한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3. 선의 표현

인간의 동물적, 본능적인 면을 크게 다루다 보니 털의 묘사가 많아지고 어떤 작품

들에선 부분이 확대되면서 털 표현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털은 성적인 연상을 일

으키기도 하는데 본인의 작업에서 털은 인간의 본능, 동물성을 표현한 것으로 의미

가 크다.【도판 10】에서와 같이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멍을 마치 숲과도 같은

털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전 작품들보다 좀 더 추상화 되어 신체의 구멍을 통해

서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털로 뒤 덮인 구멍의 이미지는 신

체의 구멍을 은유하는 역할을 한다.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덮여진 채, 꺼내어 보려

38) 여백(餘白) (空, 空白). ‘공(空)’, ‘공백(空白)’을 ‘여백(餘白)’으로 옮기기로 한다. 직역하면 ‘공간’
이나 ‘공백’이라 해야하나, 우리 미술계에서는 작가가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남긴 공
간은 ‘여백’이라 칭하고, 이와 달리 조형적 고려가 충실하지 못한 상태로 남은 허(虛)한 공간은 ‘공
백’이라 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관습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용례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여백’으로 옮긴다. 다만, 저자가 말하는 ‘공’이나 ‘공백’에는 우리가 말하는 ‘여백’의 개념보다 다소 
넒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여백’ 개념은 주로 제재(題材) 밖의 공간이나 제재
와 제재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으나, 저자의 ‘공’이나 ‘공백’은 제재 밖의 공간은 물론
이요 제재와 제재 사이 및 하나의 제재 안에 남긴 크고 작은 모든 공간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것
이 그것이다. 왕백민, 『동양화구도론』, 강관식 역, 미진사, 1991, p.63 

39) 몽롱체(朦朧體) 20세기 초기에 나타난 일본회화의 한 양식. 미술원(美術院)의 급진파인 요코야마 
타이칸(橫山大觀, 1868-1958), 히시다 슌소오(菱田春草, 1874-1911)등은 동양화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인 선묘(線描)를 없애고 먹과 색채의 농담(濃淡)만을 구사하여 공간감의 표현을 시도하였다. 이 
새로운 양식을 당시 도쿄의 일일신문(日日新聞)에서는 조소하는 의미로 ‘몽롱체’라고 명명하였다. 즉 
이들의 작품이 ‘긴장하지 않은 몽롱한 인상’이 강하다고 하여 비하(卑下)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다. 몽롱체 화풍은 청신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동양화 본연의 힘 
있는 필선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으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회화에도 일본화의 
영향이 미치면서 일부 화가들의 그림에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몽롱체 화풍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화(日本畵)가 서양회화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흥미로운 단계를 보여준다.
   이성미,김정희, 앞의 책,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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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 【도판 11】

하지 않아 가라앉은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보려는 시도의 과정이다. ‘금기시 되는

것들’을 큰 주제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은 얇은 세필로 그려진 얇은 선이

된다. 세밀하게 다가가면서 하나하나의 작은 선들이 군집해 덩어리가 되어간다.【도

판 11】는 삽살개의 부분이다. 당대 일류의 초상화가이던 김두량의 전신(傳神)40) 수

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온몸의 덥수룩한 털 묘사는 넓적한 붓을 사용하였는데, 붓

끝을 살짝살짝 들어가며 터치하면서 삽살개의 동세를 정확하게 잡아내었다.41) 선은

서화가의 정감의 흔적도 필요로 한다. 예술은 서정적인 것이며, 서화가들은 자신의

정감과 사상과 예술 감각 등을 융합하고 승화시켜서 선 속에 주입하여 선의 강하고

부드러움, 완급과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 작가 마음의 즐거움과 초조함 등의

다른 감정과 정서를 전달해낼 수 있으며, 작가의 정신과 의지, 개성과 풍모도 비추

어낼 수 있다.42) 털이 형상화하는 선의 모습을 통해 작품 안에 역동성을 부여하였

고, 이는 본인 혹은 작품속의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데 효과적

으로 작용하였다. 털을 얇은 선으로 쌓아 나가는데 준법43)에 사용에 있어서는 우모

준(牛毛皴)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는 가로로 향하여 가늘고 구부러지는 준법

으로 형태가 마치 소털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우모준은 피마준44)의 변체로 용필

40) 전신(傳神), ‘정신을 전한다’는 뜻의 동양회화 용어. 전신의 이론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중국 동
진東晋(317~420)의 고개지顧愷之(꾸 카이즈, 346~407)가 처음이다. 고개지는 회화 창작시 여러 
인물의 전형적인 정신과 마음을 파악할 것을 중시하였다. 그래야만 비로소 형(形)과 신(神)이 겸비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전신을 회화비평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신론은 중
국 회화미학의 중심이론인데, 전신을 획득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어 주목된다. 처음에 고개지는 전
신을 얻는 방법으로 ‘이형사신(以形寫神)’을 제기하였다. 즉 형상으로써 정신을 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형(形)’과 ‘신(神)’을 아울러 중요시한 것이다.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
술

41)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도서출판 학고재, 1996, p.350
42) 동병종, 『서법과 회화』, 김연주 역, 미술문화, 2005, p.63
43) 준법(皴法), 중국의 회화 기법으로 산이나 바위의 주름을 그려 입체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진한(秦漢)시대의 산악문(山岳文)을 구성하는 평행 곡선으로부터 비롯되어, 성당(盛唐) 무렵 
흥기한 산수화의 자연주의적 경향에 의해 다양화 되었다. 오대, 북송 무렵에는 남북 각지에서 나타
난 산수화가들이 실제 경치에 입각하여 그림을 제작하면서 자연주의 경향이 촉진되었다. 동기창, 
『畵眼』, 변영섭 외 역, ㈜시공사, 2003, p.28 

44) 피마준(披麻皴 ). 동양화 준법 중 가장 기본적이며 많이 사용하는 준. ‘마피준(麻皮皴)’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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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 【도판 13】

이 부드러우면서도 굳세고 쪼개지는 것 같다.45)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도판 12】은 화면 상단에 그려진 강세황의 소나무 그림과

함께 두 사람 합작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의 일부이다. 김홍도의 호랑이가 주

는 부드러운 세련미는 호피(虎皮)를 표현한 세선(細線)의 흐름에서도 느낄 수 있지

만 배와 뒤 넓적다리와 꼬리 부위에 흰 선 필치를 가미하여 몸체의 부피감과 피모

(皮毛)의 유연함을 구사해낸 데 있다.46) 실제로 본인의 작품 안에서 전통적 기법,

세선의 흐름을 차용하여 다양한 감정, 느낌 등을 선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의

터치와 방향성 등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본인 작품 안에서 세밀한 배

치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서사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사용되었다.

한다. 마(麻)의 올을 풀어서 늘어놓은 듯이 약간 구불거리는 실 같은 선들을 엮어놓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다소 거친 느낌을 준다. 대체로 흙이 많은 토산(土山)을 묘사할 때 쓰며 남종화와 관계가 깊
다. 오대(五代)의 동원董源(똥 위앤)으로부터 비롯되어 원말(元末)의 황공망黃公望(후앙 꽁왕, 
1269~1454)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정립되었고 명明, 청淸의 남종화가들이 많이 활용하여 남종화의 
정도(正道)로까지 칭해졌다.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45) 탕조기, 『회화백문백답』, 곽노봉 역, 동문선, 2006, pp128-129

46)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도서출판 학고재, 1996,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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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논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 작품의 주제를 이루는 ‘전

통적 소재로 표현된 억압된 욕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통적인

요소를 단순히 차용하고 은유의 대상으로 삼던 본인의 초기 작업이 시간이 진행됨

에 따라 그 요소들을 내면화, 추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전통이라는 거대한 유산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많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 가능성을 동시대에 통용되는 언어로 표현하고자 여러 전통

적 소재를 화면 속으로 끌어 들였다. 형식과 내용의 상충됨이 있었지만 회화적 실

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화면 속에서 전통 가옥의 공간이 현 시대 사회의 일

면에 빗대어 은유 혹은 변형되었고 전통 기법을 통한 표현은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

는 방향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주제로써 다뤄진 금기에 가

까운 억압된 욕망을 일관되게 서사적 형태로 진행시키는 과정의 흐름을 볼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화면 내에서 선의 활용과 채색에 있어 깊이감이 더해짐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명확한 주제를 일관되게 견지해왔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 묘사를

한 작품들을 객관화시켜 분석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매체와 양식이 예술적 표현의 주류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전통 회화의 명

맥을 이어나가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미 선대에서 회화 수

준의 정점을 찍고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다. 하지만 전통회화

가 단순히 옛 것으로만 치부되어 놓여 지기엔 그 안에 너무도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변화된 형식에 문을 열어 변화

를 모색한다면, 전통의 뿌리를 이어나가며 건강하게 동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통과 상반되는 현시대의 움직임, 현상을 더욱 대

비시켜 부조화 안에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 우리나라 미술계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려

는 복고주의적 경향과, 반대로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외면하거나 배척하

려는 탈 전통주의적 경향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경향을 배타

적으로만 추구하는 것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47) 굳건한 전통 회화의 양식 위에 동시대의 주제를 갖고 끊임없

이 실험하고자 전근대적인 과거의 방법을 모방, 차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현대화

하려는 고민에서 본인의 작업은 출발하였다. 욕망과 같은 자유로운 속성의 주제를

견고한 전통적 소재와 틀 속에서 다룸으로 그 곳에서 상충되어 나오는 이질감을 자

47) 안휘준, 『한국 그림의 전통』, ㈜사회평론, 20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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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 작업의 큰 틀인 억압된 욕망, 경계, 불안 등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서사를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나가는

중이다. 작업은 단순히 사회의 모순된 양상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회의

세필을 통해 보수적인 관념과 이 관념이 만들어낸 질서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내, 외적 갈등들을 동적으로 시각화하였다.

현대 사회의 곳곳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잠재된 욕구들이 현실적인 윤리질서와 상존

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잠재된 욕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공론화

시키기 꺼려한다. 실제로 욕구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수면 위와 아래를 오고

가고 있으며 욕구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와 가치(positioning)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욕구의 사회적 평가와 가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욕구의 발현, 그

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편견 등이 계속 순환구조를 이루며 욕구에 대한 공개적인

성찰을 저해하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우리 사회 수면 아래에 있는 욕망들을

끄집어 올려서 그 욕망의 양상만이라도 서로 인정, 공감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변화의 직전 단계는 인정과 공감이라고 판단했다.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

도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단면들을 화면을 통해 노출시키고, 관찰하게 함으

로써 인정과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그만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다루어지지 않아왔던 왔던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단순한 도발이 아닌 한국화 표현

에 있어서 고정관념의 탈피와 다양성의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한국화에서 전

통 소재와 표현 방식을 단지 옛 것의 답습이 아닌 전통기법을 현대적 주제에 맞게

발전시켜 전통의 연계와 한국화의 동시대성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기존 전통 산수

화를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며 접근하여 현재의 우리 이야기와 연결을 시도하고

자 한다. 가려진 장막을 살짝 들춰내어 숨겨진 개인 영역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

하며 전통 산수화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2 -

참고문헌

강재언,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 한길사, 2003.

고연희,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나카야마 겐 『사고의 용어 사전』, 박양순 역, 북바이북, 2012.

동기창, 『畵眼』, 변영섭 외 역, ㈜시공사, 2003.

동병종, 『서법과 회화』, 김연주 역, 미술문화, 2005.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서복관(徐復觀), 『중국예술정신(中國藝術精神)』, 권덕주 외 옮김, 동문선, 1990.

서정걸, 『韓國의 春畵』, 미술사랑, 2003.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7.

왕백민, 『동양화구도론』, 강관식 역, 미진사, 1991.

이성미, 김정희, 『한국회화사용어집』, 다할미디어/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이연식, 『아트파탈』, 휴먼아트, 2011.

이정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하나』, 살림, 2005.

이태호,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도서출판 여성신문사, 1998.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도서출판 학고재, 1996.

임태승, 『상징과 인상』, 學古房, 2007, p.116.

임태승, 『아이콘과 코드』, 미술문화, 2006, p.19.

장언원, 『중국화론선집』, 김기주 역, 미술문화, 2002.

장준석, 『중국 회화사론』, 학연문화사, 2002.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도서출판 예문서원, 1998.

조전환, 『한옥의 구성요소』, 주택문화사, 2008.

죠르주 바타이유, 『에로스의 눈물』, 유기환 역, 문학과의식, 2002.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1997.

최완수 외, 『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2』, 도서출판 돌베개, 2003.

탕조기, 『회화백문백답』, 곽노봉 역, 동문선, 2006.

패트리샤 매튜즈,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조선령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페터 비트머, 『욕망의 전복』, 한올아카데미, 1998, p94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이담북스, 2011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 33 -

월간미술(편),『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



- 34 -

【작품 1】“다들 화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 2005, 장지에 수묵채색, 97×2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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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Desire, 2005, 장지에 수묵채색, 97×2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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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사정지통, 2006, 장지에 수묵채색, 160×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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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The other’s pain, 2005, 장지에 수묵채색, 130×1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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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대치, 2006, 장지에 수묵채색, 130×1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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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Self-injury, 2007, 장지에 수묵채색, 128×1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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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Self-injury, 2007, 장지에 수묵채색, 128×192cm



- 41 -

【작품 8】Self-injury, 2007, 장지에 수묵채색, 128×1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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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Out, 2008, 장지에 수묵채색, 115×200cm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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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Into the hole, 2008, 장지에 수묵채색, 130×19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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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4】Into the hole, 2009, 장지에 수묵채색, 194×13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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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Into the hole, 2009, 장지에 수묵채색, 225×1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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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Formal house, 2010, 장지에 수묵채색, 179×2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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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Shy #1, 2010, 장지에 수묵채색, 61×40cm



- 51 -

【작품 18】Delicate confidence, 2010, 장지에 수묵채색, 169×2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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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Emerging, 2010, 장지에 수묵채색, 122×2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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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Inertia, 2010, 장지에 수묵채색, 141×18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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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Underneath, 2010, 장지에 수묵채색, 149.5×24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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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가라앉은 진가, 2013, 장지에 수묵채색, 149.5×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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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가장 외로운 .., 2013, 장지에 수묵채색, 161.5×12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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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흔들리는 불안, 2013, 장지에 수묵채색, 59×13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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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참았어야 했는데, 2013, 장지에 수묵채색, 137.5×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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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나도 간다... ...!, 2013, 장지에 수묵채색, 4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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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곤두선 사람, 2013, 장지에 수묵채색, 83.5×5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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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of Suppressed Desire by

Means of Traditional Materials

-With a Focus on My Works-

Lee Eunsil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based on author's paintings producted in 2005-2011. The author

tried to explain the purpose of depicting "suppressed desire" in a traditional way

of korean art. By analyzing artistic pattern and expression of "suppressed

desire", this thesis was intended to access to her paintings objectively.

The desire is an imperative factor in maintaining human society. Though the

desire exists everywhere, it's hard to express itself and disclose in reality. If we

place the issue of "desire" on the stage, prior discussions relating to desire

would proceed in a different way as it did before.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ocial order, some desires can be deemed as social evil, keeping

them undisclosed. But when the desires are excessively suppressed by

authoritarianism, conservatism and prejudice, they would be expressed in

abnormal way.

It doesn't make sense that, even if society has been managed by various kinds

of desires, we couldn't bring the issue on the stage. The fact we don't touch

the issues doesn't mean that all the conflicts incurred by desires disappear

without any difficulty. Under traditional way of paintings, author tried to

express the aspect of desires suppressed by ambiguous standard of ethics. I

focused on intermingling these contemporary issues with traditional way of

paintings.



- 62 -

Through this thesis, author intended to grasp the meaning of suppressed desire,

and analyzed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patterns. And this research will be a

guideline for reflecting myself and pursuing artistic activities in the future.

The body of thesis will be followed by :

This thesis consists of "Chapter 1 : headings", "Chapter 2 : meaning of

"suppressed desire" and symbolization of traditional material, "Chapter 3 :

"process of development of "suppressed desire", "Chapter 4 : "expression of

traditional material" , "Chapter 5 : closing"

Under Chapter 1, it will describe the motivation of depicting the desire in

human being, the selection of traditional material and the purpose of researching

paintings.

Under Chapter 2, it will describe the meaning of "suppressed desire" and

symbolization of traditional material. "Suppressed desire" will be analyzed by

theoretical basis. Also it will describe the implied meaning of traditional material,

and analyze how the traditional material has been expressed in paintings in the

past.

Under Chapter 3, it will describe the expression of "suppressed desire" in three

steps. Section 1 will divide the issue into social and individual aspect. Section 2

will divide the issue into interior and exterior aspect. Section 3 will discuss the

passive attitude of the youth caused by the suppression of desire.

Under Chapter 4, it will describe the traditional way of material in the

paintings. It will also discuss how factors such as color, line, space were used

to express the "suppressed desire" in a traditional way.

Under Chapter 5, it will summarize all the discussions and put forth the artistic

path in the future.

Through this academic research in paintings, I intend to put my paintings on a

theoretical basis and make it step-stone to proceed to next stage in the future.

Keyword : Suppressed desire, taboo, boundary, traditional material

Student No. 2006-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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