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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창작의 동기와 목적 및 인식적 배경을 밝히고 그것의 형상

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는 환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환상이란 자유로운 상

상 혹은 그 산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상을 마치 존재하는 것

같이 지각하는 작용 및 그 형상이다. 이는 권태로부터 벗어나거나 결핍

된 것에 대한 갈망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현실이 갖는 제약

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로 생각된다. 즉 환상이란 인간의 상상력이나

잠재적 심리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숲이라는 소재를 빌려와 환상의 시각화를 꾀

한다.

본인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며 불확실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는

모호함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호한 것들은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주고, 상상이 자유로울수록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용이해지기 때

문에 환상적 이미지는 향유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자연은 가변

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서 본인의 상상력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이를 숲으로 설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숲을 매개로 한 환상적 이미지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환상의 의미를 정의해보고 이러한 이미지가 숲을 통해

발현되는 과정에서의 조형적 특징과 형상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본인 작업의 이론적, 학술적 기반을 다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

제를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본 논문은 크게 ‘Ⅰ. 머리말’, ‘Ⅱ. 환상의 개념과 예술’, ‘Ⅲ. 상상의 근

원으로서의 숲’, ‘Ⅳ. 환상적 이미지의 표현’, ‘Ⅴ,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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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숲을 통해 환상이라는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 창작의 동

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제 Ⅱ장은 ‘환상’의 어원적인 의미에서부터 문학 및 예술에 이르는 포

괄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의 작업과 부합되는 맥락을 서술하였

다. 또한 본인 작업과 연계하여 예술에서 어떻게 환상이 표현되었는지

찾아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환상적 이미지를 이끄는 상상력과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인 숲에 대해 다루었다. 상상을 통해 환상적 이미지를 찾

는다고 할 때, 상상력은 무엇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인은 어떤 것인

지, 그것이 왜 숲을 통해서 환상적 이미지로 발현되는지 개인적인 경험

및 성향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숲의 특징을 찾아 작업의

합당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제 Ⅳ장은 환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작업에서 진행되었

던 연구를 구성 요소의 특성과 조형적 특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작업에

서 표현되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의 의미를 찾고, 형태와 색채의 표

현연구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주요어 : 환상, 상상, 숲, 자연, 모호함

학 번 : 201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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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영화 ‘빅 피쉬(Big Fish)’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때로는 초라한 진실보다 환상적인 거짓이 나을 수 있다(Sometimes a

fantastic lie is better than a shabby truth).”

영화에서 아버지는 늘 자신의 삶에 믿지 못할 과장을 덧붙인다. 삶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

각하며 진실을 말해 줄 것을 원한다. 그러다 아들은 아버지가 병실에 누

워있을 때, 아버지의 주치의로부터 자신이 태어난 날의 실제 이야기를

듣는다. 그날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처럼 ‘큰 물고기’를 잡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

다. “물고기나 반지로 꾸며진 이야기와 그냥 진실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라도 더 환상적인 쪽을 택했을 것”이라는 주치의는 바로 위의 대사를

덧붙인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난 날을 가장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싶

다는 생각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진실을

원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가진 가치를 느끼게 된다.

물론 진실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며 올바른 이성적인 판

단을 내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삶에 오로지 진실만 나열되어야 한다

면 그 건조함에서 헤어날 방법이 묘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제대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무미건조한 일상을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본인의 삶도 더 이상 변화할 여지도 없이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때로는 삶이 의미 없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런 본인이 활력을 얻고 잠시 숨 돌릴 틈을 갖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

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 환상세계를 그려내는 일이다. 일상에 환상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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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대입함으로써 특별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주제와 소재는 주로 상상, 환상

과 같은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는 평소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일상이 어느 순간 새로운 장면과 이야기들로 전환되는 경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험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순간이라도, 그

리고 무심코 지나치는 너무나 평범한 장면이라도 상상이 덧입혀지면 자

신만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자신이 직접 경

험하지 못하는 상황과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자연’도 여기에 이어질 수 있다. 자연은

그 자체로도 경이롭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지고

있어 상상의 여지가 많다. 학부 과정부터 이어온 본인의 자연과 상상에

대한 관심은 작업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숲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는 환

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게 하였다.

환상이란 크게 상상 혹은 그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분야에 따라 다

양한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

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 논문은 환상이라는 개념을 고찰하여

본인 작업과 부합되는 맥락을 찾고, 이에 따른 창작의 이유와 의미를 정

리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상이라는 보편

적인 영역이 어떻게 사적 내면에 적용되어 환상적인 이미지로 표출되는

지 살펴보고, 다소 불분명하고 개인적으로만 여겨졌던 환상이 다른 이들

에게도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가진다.

본 논문은 연구내용을 서술하기 위해 전체 구성을 ‘Ⅰ. 머리말’, ‘Ⅱ. 환

상의 개념과 예술’, ‘Ⅲ. 상상의 바탕재로서의 숲’, ‘Ⅳ. 환상적 이미지의

표현’, ‘Ⅴ.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 Ⅰ장에서는 숲을 통해 환상이라는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 창작의 동

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앞으로 전개될 연구 내용의 순서를 소개한다.

제 Ⅱ장은 환상에 대해 어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고, 문학 및 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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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다양하게 제시되는 개념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인의 연구와 부합하는 환상의 범위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이해와 타당성

을 얻고자 한다. 이어서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 서양

예술에서 나타났던 환상의 이미지를 대표작품과 작가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본인 연구를 바탕으로 환상적 공간의 연출과 환상적 소재의 창작이

라는 분류를 통해 구성하고자 한다.

제 Ⅲ장에서는 환상의 표현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인 숲에 대해

다루겠다. 숲은 본인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

로서 존재한다. 그 원인을 본인 내면의 성향과 숲의 특성으로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인 개인이 지닌 자연에 대한 감성과 어디론가

떠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심리를 살펴보고, 수많은 생명체들의

집합체로서의 숲, 낯섦과 불명확함 속에서 설렘과 불안함을 안겨주는 숲

의 환상적 요소를 가시적으로 파악하여 본인에게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

으킨다는 의미를 갖고자 한다.

제 Ⅳ장은 환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

고 있는 조형적 특성과 구성 소재의 특성으로 나누어 연구할 것이다. 조

형적 특성에서는 왜곡과 모호한 경계 그리고 중첩을 통해 형태의 모호함

을 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색채와 붓질로 인한 색의 겹침을 통해 색의

모호함을 연구하였음을 보여주려 한다. 구성 소재에서는 응시를 통해 감

정을 보이는 동물, 움직임을 통해 공격적인 생명력을 보이는 식물, 그리

고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표현되는지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한 다음, 연구

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심화 시

켜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마무

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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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상의 개념과 예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환상’ 혹은 ‘환상적’이라는 말을 곧잘 쓴다. 어떤

것을 보고 “환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

이고, 어떤 일에 대해 “환상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는 다른 대

상에 대한 현실을 인지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환상’은 일반적인 맥락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적 현실이라고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의미이다.1) 이는 우리가 경험

하는 세계와는 다른 무엇이라는 점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시대의 철학으로부터 이어져 온 진실과 이성을 중시하는 서구

의 문화에서 환상은 실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형성

되어 있던 관념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낭만주의학파를 중심으로 새롭

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환상을 ‘대안적 현실’로서 바라보는 개념이 등장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주제인 환상 이미지의 표현에 대해 연구하기

에 앞서 환상에 대해 어원적인 의미부터 문학 및 예술에 이르는 포괄적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그 중 본인의 작업 목적과 부합하는 환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 서양 예술에서 나타났던 환상의 표현을 살펴봄으로서, 그 이해를 돕

고자 한다. 예술에서의 환상적 이미지는 공간의 연출과 소재의 창작으로

분류하여 다루겠다.

1) 이윤희, 「애니메이션의 환상성과 리얼리티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

구 Vol.12, 2007,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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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상의 정의와 개념

사실 환상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여러 시대와 여러 분야

속에서 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연구가들도 환상을 정의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상(fantasy)과 환상성

(the fantastic), 심지어는 환영(illusion)까지도 모두 ‘환상’으로 번역되고

다양한 맥락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어지러운

환상의 영역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2) 이에 환상의 어원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포괄적 개념을 정리해 봄으로써 본인의 작업을 이해하고 더 나

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1) 어원적 정의

환상을 뜻하는 Fantasy의 어원은 그리스어 Φαντασια, 즉 ‘판타지아

(Phantasia)’로, ‘정신적 이미지를 가시화하다’는 의미다. 이와 혼용되는

어휘 가운데 ‘환상적(Fantastic)’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Φανταζω, ‘판타

제인(Phantasein)’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역시 ‘가시화하다’, ‘명백하게 하

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지님

으로써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상상적 활동은 환상적이며,3) 예술적 결과물에 표현된 환상적 성질을 ‘환

상성(the fantastic)’이라 한다.

한자문화권에서 환상은 ‘기이함’이라는 내용으로 더 잘 표현되어 왔는

데, 이를 표현하는 기(奇), 이(異), 괴(怪)를 살펴보면, ‘기(奇)’는 ‘드물고,

2) 이윤희, 위의 논문, p.88.

3) 로지 잭슨, 『환상성: 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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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想像)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

으로 그려 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상이란

새로운 문제들이 특별한 전제 아래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곳이라면 정치, 학문 및 기술과 마찬가지로 일상

에서도 만날 수 있다.

환영(幻影)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라틴어 ‘누

군가를 우롱하고 조롱하며 속이다’라는 뜻에서 유래.

환영이란 현실이나 진리 또는 법칙과는 반대로 일반적

으로 감각의 기만이나 사기 이미지, 또는 공상을 의미

본래적이고, 놀랍고, 기묘한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異)’는 일차적

으로 ‘차이’, ‘구별 짓다’는 의미이며, 이차적으로는 ‘비범한, 현저한, 낯선,

이질의, 괴상한’ 등으로, 무엇이든 규범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괴(怪)’는

가장 편협한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묘한, 섬뜩한, 변덕스러운,

비정상적인, 불가해한’ 등을 뜻한다. 환상의 환(幻)은 ‘변화와 미혹, 요술

이나 허깨비’와 같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특성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졌

다.

불교적 의미에서 ‘환(幻)’은 실체가 없는 것을 능히 변화하여 보이는

것, 없던 것이 홀연히 있는 것,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종의 영상(影

像)이란 의미로 통용되었다. 실체를 촉각적으로 느낄 수 없고 눈으로 확

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모호하고 흐릿해 확

인될 수 없는 환상이다. 즉, 인간의 상상력에 기반을 둔 현상에 대한 인

식은 환상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4)

그렇다면 환상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여겨지는 상상, 환영, 공

상을 어떻게 구분하여야할까. 국어사전 및 미학사전에 기록된 뜻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4)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pp.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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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적 환영의 개념 아래에서는 유희 규칙이나 예

술적 생산과 수용의 관례 및 형식만이 아니라 예술적

생산물을 통해 산출된 현실과는 다른 표상이나 태도,

또는 감정 자체도 이해된다.

공상(空想)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또는 그런 생각. 공상이란 예술적 현실 묘

사의 한 방식인데, 거기에서는 현실과 비현실, 합리적

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서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결

합된다. 공상은 대부분 사회적, 정치적인 변혁과 위기

의 역사적 시기, 예를 들면 매너리즘과 낭만주의 및 초

현실주의시기에 등장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현실이 이

성으로 접근되거나 변화될 수 없게 보일 때에는 도피

적인 ‘반동적 경향’을 띠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 원리와

사회의 지배적 관점의 한계나 변화 가능성이 그 근저

에서 의문시 될 때에는 현실 변혁적인 유토피아로서

진보적 경향을 띤다.

5)

5) 볼프하르트 헹크만, 『미학사전』, 예경, 김진수 역,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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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개념

환상은 순전한 상상의 소산으로서 실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

이 오랫동안 널리 퍼져있던 관념이다.6) 진실과 이성을 중시하는 서구 로

고스 문화의 전통에 따라, 비현실과 비합리를 쏟아내는 환상은 오랫동안

주류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로서 소외되어 있었다. 조형예술에서의 환상

은 문학에서보다는 조금 나은 대접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예술의 목적이 ‘진실의 추구’라고 믿었으며7) 그러한 맥락에서 환

상은 흔히 그 진정성을 의심받곤 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낭만주의

학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환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함으로써 그 미

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전처럼 방탕하고 무절제한 현실회피

로 폄하되던 위치에서 벗어나, 근대적 합리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근대의 조건관계를 탈구축하는 대안적 현실로서의 환상이라는 개념이 등

장한 것이다.8)

예술에서의 환상에 대한 연구는 문학에서 깊이 이루어졌다. 환상에 대

한 논리적 기준을 제시한 자는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로,

환상을 하나의 장르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로즈메리 잭슨(Rosemary

Jackson)은 환상이 현실에 대한 위반과 변형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면서,

‘전복적 위반’의 요소에 주목했다.9) 환상은 실재의 본질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적인 상상력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합리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10) 캐서린 흄(Kathryn Hume)은 대상을 모방·묘사하는 미메

시스와 권태로부터의 탈출·놀이·환영(幻影)·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인 환상을 예술

6) 이윤희, 앞의 논문, p.88.

7) 예술과 진리가 특별한 친화적 관계를 가진다고 믿는 시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시작하며 독일 관념론 시기에 최대에 이르렀다가 점차 쇠퇴하였

으나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다.

8) 이윤희, 앞의 논문, p.89.

9) 최기숙, 앞의 책, p.15.

10) 김종수, 「환상의 조건과 효용」, 경희대학교대학원보 vol.19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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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결국 환상성이란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

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 일탈, 즉 등가의 리얼리티로부터의 모든 일

탈11)이다. 이로써 환상은 인간의 창조적 사유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으

로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영이 이미지 자체에서 발생되어 드러나

는 부분적이며 수동적 형태라면, 환상은 주체의 능동적 행위(상상력)가

개입되는 적극적이고 확장된 커다란 세계와 같다.12) 따라서 환상에는 환

영과 모호함 등의 개념과 이미지를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병철은 환상서사에 대해 다루면서 환상에는 ‘의미의 세계’, ‘놀이의

세계’, ‘가치의 세계’가 있다고 보았다. 의미의 세계는 일상현실의 문제를

탐구하는 서사로서 일상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가 교차되는 영역에서 삶

의 문제와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리얼리즘·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의

환상서사이다. 놀이의 세계는 모험적인 환상동화와 판타지 소설13)·영화

의 환상세계로서, 일상현실의 문제와는 연관이 없이 자유롭게 해방된 상

상력을 펼치는 모험적인 서사이다. 이들 환상서사에서는 균열을 통해 드

러난 현실과 교섭하거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보다는 답답한 일상현실에서 해방되어

미지의 낯선 공간에서 무의식적 욕망에 근거한 상상력을 마음껏 전개하

는 것이 목표이다. 가치의 세계는 서정적·동양사상적 환상서사의 세계인

데, 세속적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의 세계(자연과의

교감, 화해)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일상적 현실의 상처를 감싸준다. 아름다

운 가치들은 일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므로 빈번히 환상적인

이미지로 제시된다.14)

본인은 이 환상서사들 중 놀이의 세계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상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과 맞지 않는 부

분도 있다. 예를 들어, 외부 권력이나 억압에 저항하는 의미를 가진다든

11) 캐서린 흄,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푸른나무, 2000, p.36.

12) 국립현대미술관, <환영과 환상>전시 서문, 2015.

13) 여기서 판타지 소설은 본격문학의 환상적 소설과 구분되는 대중문학의 판

타지 장르를 말한다.

14)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1, pp.274~27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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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러니와 결합한다든가 하는 맥락은 현재 본인의 작업에서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환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알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장과 Ⅳ장에서 다루겠지만 본인 작업의

주요 소재는 숲으로서 그 안에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을 등장시켜 본인

만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본인의 자연에 대한 감성과 모험

심을 근원으로 한 상상이, 생명의 집합체이자 낯선 공간으로서의 숲과

부합하여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동화와 판타지 소설이 현실과의 연관을 긴밀하게 드러내지 않는 대신,

‘자연을 닮으려는 욕망(편협한 인간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과 자

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인간과 외부세계의 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

로 표현한다는 점과, 환상의 경험이 미지의 공간 위에서 전개된다는 점,

합리성이 미처 개척하지 못한 공간에서 모험과 탐험을 통해 내면의 무의

식적 욕망을 표현15)한다는 점 등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환상과 통한다고

생각한다.

2. 예술에서 표현된 환상

환상을 예술의 기본 충동으로 파악한다면 환상성은 미술가들의 확장된

사유의 태도이며 그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과

예술의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16) 예술에서의 환상성은 작품

안에서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 부분을 포함하는 대안적 현실을 재현적으

로 표현한 경향을 말하며, 조형 예술에서 환상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의 세계와 가능성의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야 한다. 현실성의 세계는 분명한 지시 관계를 밝히고 가능성의 세계는

그것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통해 관객에게 두 세계와

15) 나병철, 위의 책, pp.64~67.

16)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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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의 진동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환상 예술은 대상적이

고 재현적인 것이다.

환상예술은 매체 자체보다 매체를 통한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추

상 예술과 대립되며, 현실 세계와 대안적 세계를 둘 다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상 예술과 차별된다.17) 우리의 현실적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적 세계를 재현하며, 이렇게 서로 낯선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이야말로 환상의 핵심이다. 환상은 전혀 생소한 비인간

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가 가진 요소들을 절대적

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결합한다.18) 관람자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면서

재결합된 대안적 세계까지 아우르게 되고 이를 통해 모호한 무의식의 세

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적 이미지를 추구한 작품 및 작가를 통해 예술에서 어떻게

환상이 표현되었는지 소재의 표현과 공간의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

다.

1) 소재의 환상적 표현

본인의 작업의 주요 소재는 숲으로, 그 안은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으

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먼저 다뤄졌던 것은 바로 동물이다. 숲의 신비로

움과 원시성에 주목했을 때 생명력을 강하게 나타내며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업 속 동물들은 사실적인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때

로는 벽화에 새겨진 것과 같이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때로는 무엇에 가

려진 것 같이 희미하게 나타나있다. 그러다 식물과 함께 조합되어 그려

지는데, 이 때 식물은 움직이듯 유동적인 형상을 띄기도, 동물과 결합되

어 두 개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본인은 사실성에서

벗어나 소재의 결합과 변형, 왜곡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17) 이윤희, 앞의 논문, pp.90~93.

18) 로지 잭슨, 앞의 책,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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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 이미지를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환상의 이

미지를 창작한 예술의 예를 동, 서양에서 하나씩 찾아보겠다.

(1) 고구려 고분벽화 속 사신도(四神圖)

고구려 고분벽화는 생활풍속 뿐 아니라 사신(四神)이 주제로 그려져

있다. 사신은 본래 사방(四方)의 방위신으로 무덤칸 안에 그려질 때에는

방위, 혹은 방향에 맞추어 좌청룡(左[東]靑龍), 우백호(右[西]白虎), 전주

작(前[北]朱雀), 후현무(後[南]玄武)의 순서로 그려진다.19)

사신은 상상의 동물이며, 조합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청룡은 뿔은 사

슴, 머리는 낙타, 눈은 귀신, 이마는 뱀, 배는 대합, 비늘은 물고기, 발은

호랑이, 귀는 소 같이 그려져 이상적인 아홉 가지 동물의 부분들을 떼어

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합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고분벽화에

서 백호는 초기에는 머리와 세부적인 형상이 호랑이와 거의 비슷하게 표

현되었으나, 점차 몸체는 청룡처럼 목과 몸통, 꼬리가 가늘고 긴 파충류

같이 그려지기도 했다. 6세기 이후에는 과장된 아가리와 부릅뜬 붉은 눈,

위와 아래로 뻗은 희고 날카로운 송곳니, 앞으로 내밀어 쳐들어 올린 앞

발 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사실성을 지닌 존재로 호랑이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벽화에서 백호는 머리의 형상과 몸에 있는 파상형

줄무늬에 의해 청룡과 구별되며, 날개가 달려 서수(瑞獸)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주작은 『산해경(山海經)』에서 그 형태는 닭과 같고, 뱀,

사슴, 용, 거북 등의 각 부분을 떼어다 합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봉황에 그 형상과 관념의 기원을 둔 신수로 보인다. 현무는 뱀이 거북을

감은 형상으로 그려지는데,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은 맹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작은 이빨들과 코, 아주 길게 내밀 수 있는 목의 형태는 자라와

같다.

19) 전호태, 『고구려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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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 고구려 고분벽화 속 사신도 

후기 고분벽화에 이르면 사신은 부차적 제재마저 배제한 채 내세 삶의

공간을 지키고 지배하는 중심적 존재로 그려진다. 사신으로 말미암아 고

구려의 후기 벽화고분은 현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우주로 재탄

생되는 것이다.20) 강서대묘와 강서중묘에서 사신은 거의 아무런 배경 없

이 벽면에 그려졌다. 세련된 필치와 선명한 채색이 잘 어우러진 벽화 속

의 사신은 상상적 동물임에도 실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 나아가

사신이 획득한 ‘실재성’은 다시 무배경(無背景)에 가까운 벽면과 사실감

있는 사신 표현이 절묘한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당대 최고

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강서대묘의 현무는 뱀과 거북의 어우러져 우주적

질서의 재현을 위한 음양(陰陽)의 기운을 강한 필선을 통해 나타내며,

네 다리로 버티고 선 거북은 힘을 뿜어내며 움직이는 존재로, 거북의 몸

을 감은 뱀은 탄력과 긴장감으로 가득한 동물로 그려낸다.21)

이뿐만이 아니라 벽화고분의 천장고임은 흔히 하늘세계를 상징하는 해

와 달, 북두칠성 등의 별자리 및 별자리신앙과 관련된 선인(仙人), 천인

(天人), 상상 속의 상서로운 동물들로 장식되었다.

20) 전호태, 위의 책, p.67.

21) 전호태, 위의 책, p.2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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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무의식 세계에 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탐구에 영향을 받은 초

현실주의 화가들은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기억의 세계, 욕망의 세계,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무의식의 모든 세계에 걸쳐서 비현실세계를 통한

조형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22) 이 중 극적인 표현에 뛰어난 살바도르

달리는 편집증적 비판방법이라는 과장적인 상상력과 광적인 노력에 의해

개발된 회화적인 기법을 도입했다. 편집광적 비판방법은 달리가 제창한

초현실주의의 한 방법론으로, 편집광 환자가 환각능력에 의해 한 물체를

그대로의 상태에서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세

밀하고 사실적인 수법으로 마치 ‘상상 세계의 손으로 그린 색채 사진’처

럼 그려진 화면은 교묘히 구성되어 일거에 초현실적인 세계가 된다는 것

으로, 이중 영상이나 다중상(多重像)이 일으키는 환각을 조직적으로 활용

한 방법이다.23)

그의 사생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세밀화가의 정묘법에 필적할 정도지

만 그려진 사물은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되어 있고 비현실적인 꿈속의 광

경 속에 위치해 있는데, 달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꼽히는 <기억의

지속>(1931)은 이러한 편집적 망상과 비합리적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녹아내릴 듯 흐느적거리는 시계와 절벽의 날

카로운 윤곽선, 몸부림치는 개미떼들, 황량해 보이는 배경 속에 맑은 하

늘, 알 수 없는 온도, 시간, 표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각 속에 빠

져들게 하며, 늘어져 축 쳐진 시계의 형상은 단단하다고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물렁물렁한 형태로 변화 시킨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현실

로 이끌어내어 그려져 있다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구성 요

소들을 왜곡하여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영원과 소멸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흐물흐물한 물체

의 형상은 다른 그림에서도 등장한다. 꿈이나 기억에서 나오는 형상을

22) 사란 알렉산드리안, 『초현실주의 미술』, 열화당, 1984, p.10.

23)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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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되었던 것이 풀려나오는 듯한 광란의 상태처럼 경이롭게 펼쳐놓은

것이다.

[도판2]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기억의 지속(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이중 이미지나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에 해석은 보는 이의 시각과 개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이 다른 하나의 작품에 숨겨져

있어 또 다른 작품의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중첩되고 신비한 효과로 다

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품들이다.

달리는 ‘인간이 지각하는 형(形)이란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

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24)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

간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그 경험적 이미지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

과 변화를 주는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달리는 이러한 경험적 이미

지의 지각과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의 신비한 환상적 이미지로 작업

24)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홍성사, 1983,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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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마음을 담고 표현하면서 작품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2) 공간의 환상적 표현

동물과 식물을 위주로 이어지던 작업은 점차 전체적인 숲의 풍경도 표

현하게 되었다. 동식물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 대상 자체의 변형에 집

중하였는데, 거시적으로 숲의 공간을 보게 되면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 안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왜곡과 변형으로 비현실성을 강조하지 않고

도 공간의 연출과 분위기로서 환상적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몽유도원도와 조르조 데 키리코를 통해 환상적 공간을

그려낸 작품을 보고자 한다.

(1)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노닐었던 도원을

그리게 한 것으로 안평대군 및 문사들의 시와 글씨가 어우러져 삼절(三

絶)을 이루는 최고의 명작이다. 안평대군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몽유

도원도는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현실세계

보다 살기 좋은 이상향(理想鄕)’으로서의 측면과, 현실세계로부터 자유로

워지고 싶어 하는 도가적 측면을 담고 있다.

몽유도원도의 전개는 왼편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오른편 상단부로 펼쳐

지는데, 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동양화의 전통과는 다른 양

상이다. 보는 이의 시선이 왼편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따라가면서 점차적

으로 오른편의 도원에 이르게 하는 구조로, 산의 형상에 따라 현실세계

와 비현실의 선계를 암시하고 있다. 먼저 잠이 들자마자 도달한 골짜기

의 오솔길과 험하고 기괴한 바위산과 절벽을 지나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

싸인 복사꽃이 만발한 도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오솔길과 산은 둥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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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름하고 나지막하여 마치 우리의 산천을 떠올리지만, 갑자기 높고 가파

른 산줄기가 나타나 비현실의 선계를 암시한다. 사물을 배치한 시점도

다르다. 현실경의 산세는 수평으로 전개되는 반면, 이상경은 위에서 내려

다 본 부감법이 도입되었다.

오솔길은 터널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곳의 산은 가장 높고 기

이하여 시각적 고조감을 더욱 강하게 풍겨준다. 이 터널의 좌측 산은 불

안하게 매달려 있어 힘주어 밀면 와르르 무너질 듯 환상적이다. 그리고

그 터널의 윗 편의 기이한 산은 마치 어떤 괴물의 손처럼 돌기들이 뻗쳐

있다. 뒤의 먼 산들은 뾰족뾰족 솟아 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

준다.25)

[도판3] 안견(安堅),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 1447

안견은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산천의 형상과 풍경을 섬세하게 담아

냈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꿈 내용과는 다르게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꿈에는 길을 알려준 산관야복차람의 은사뿐만 아니라 박팽년, 최

항, 신숙주 그리고 안평대군 자신이 등장한다. 그러나 안견은 인물상을

과감히 생략하였다. 다른 도원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는 게 상례

였기 때문에 보기 드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안견은 사람의 손

길이 닿지 않은 더욱 환상적인 산수공간을 연출하고자 했다.

25) 안휘준, 『안견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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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거리의 우수와 신비(The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 1914 

(2)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그리스 출신의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는 초현실주의의 개척

자라고 불리며 형이상학적 몽환적인 화풍으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작가

이다. 그의 작품을 보면 사막과 비슷한 개방된 공간에 독특한 느낌은 완

벽한 형이상학적 배경으로 비춰진다. 좌우 대칭적이고, 종잇장처럼 얇은

건축물과 인위적인 관점, 구름 한 점 없이 휑한 검푸른 하늘, 잘려있는

기념물 등 작품에서 키리코의 대표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본인의 글에서 한 경험에 대해 “내 주위의 모든 세상이 빌딩의

대리석과 분수까지도 소생하는

듯이 보였다. 그 광장에는 이탈리

아의 시인 단테의 동상이 있었는

데, 강렬하고 뜨거운 가을 태양이

그 동상을 감싸고 교회의 벽면을

내리쬐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치

그 사물들을 처음 보는듯한 낯선

느낌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

다. 그 장소는 친숙한 곳이었지만

심리 상태가 변하여 그것을 바라

보자 그 친숙함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이다. <거리의 우수와

신비>는 그림 전체의 구성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신비하다. 언

뜻 보기에 견고해 보이는 화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대로 깨져

보리거나 산산조각 난 세계가 소

녀를 삼켜 버릴듯한 느낌을 준다.

대각의 등각투영으로 된 하나의 입체인 건물들이 실제의 왜곡으로 수렴

하는 것과 서로 상치되고 있다.26) 이 외에도 그의 작품에는 마치 사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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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낯설고 기이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안락한 친숙함을 빼앗겨버린 듯

이 모든 것들이 변형되어 있고 조금은 위협적으로 보인다.

아마도 키리코 작품이 관람자를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약간씩 모순되게 재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어

붙은 듯 보이는 기차의 움직임은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펄럭이는 깃발과

대조를 이루며, 또한 노란 비탈길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현

실적인 원근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27) 이는 연관성 없는 대

상물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몽환적인 고독의 세계를 재구성함에 일

조하고 있다.

26) 오경미, 「조르조 데 키리코 “형이상학회화”의 의미」, 기초조형학연구

Vol.15, 2014, p.376.

27) 박영란, 『(조르조) 데 키리코』, 예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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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상력 발현으로서의 숲

상상력이란 무엇일까? 상상력 또한 환상과 마찬가지로 분야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과 정의가 내려져 있다. 분명한 대상이나 경계가 제

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을 명확하게 정의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지만,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해된

다. 그래서 상상력은 흔히 불가능한 것,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환

상적이며 몽환적인 것, 그리고 때로는 아주 엉뚱하고 기이한 것과 동일

시된다.28)

Ⅱ장에서 언급 되었듯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환상에 대한 정의는 대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 행위와 결부되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세계

구성력으로서의 상상하는 힘, 즉 ‘상상력’과 연계된다.29) 때문에 본인의

작업에서 환상적 이미지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환상과 상상력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 환상성

은 대상을 전혀 새로운 코드로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상상적 인식 체계

자체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구성

하는 과정에서 비가시적인 원리나 법칙 등이 가시화되거나, 관념을 구체

적으로 형상하는 형태는 ‘환상’으로서 호소30)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상상을 통해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상상으로 구성된 모든 작품

이 환상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상상이 이성을 중시하는 고대그리스의 전통을 지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도 환상과 흐름을 같이 한다. 낭만주의

는 현실을 떠나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며 멀리 있는 것, 낯선 것, 무한한

것을 동경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되었고,31) 이로써 예술가는 상상력

28) 임정택,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전』, 21세기북스, 2011,

pp.15~16.

29) 최기숙, 앞의 책, p.23.

30) 최기숙, 앞의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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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현실을 한 단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되었다.

신화학자 뤼시앵 보이아(Lucian Boia)는 “인간은 현실세계와 상상력의

세계라는 두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32)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있어 상상력의 세계 없이 현실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며, 불행한 일일 것이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인간의 상상력은 세상을

변형시키고, 작가가 새로운 세계, 즉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힘이 된다.

숲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상상하고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형성하는 본

인에게 ‘숲’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다. 숲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유기적 관계에 의해 그 존재를 유지하며, 생명의 순환을 무

한 반복한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없기도 하고, 미지의 세계이

기에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는 곳이다. 본인은 숭고한

생명의 공간인 숲에서 현실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숲은 현실의 한계를

넘는 공간으로 재탄생 한다.

이 장에서는, 본인이 숲을 통해 상상력을 펼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먼저 자연에 대한 각별한 흥미와 관심, 모험과 같은 일탈에 대한

동경이라는 개인적인 기질을 찾아보고, 생명의 터전이자 설렘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는 숲의 특징을 통해 그에 부합함을 다루고자 한다.

1. 상상의 시작

이미지나 상상력과 같은 감성적 측면은 이성의 방해물인 “거짓과 오류

의 원흉”으로 오랫동안 서구사회에서 기피되어 왔었다. 17세기에 이르러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적 체험의 확실성을 주장하며

인간의 정신을 수동적 기관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성에 비해 열

등하게 인식되던 상상력은 감각과 지식의 매개 역할로써 평가되다가 ‘영

31) 임정택, 앞의 책, p.66.

32) 뤼시엥 보이아, 『상상력의 세계사』, 김웅권 역, 동문선, 200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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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서의 상상력’33)으로 부상하면서 예술창조의 핵심에 이른다.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는 상상력을 현상 세계가 감추고

있는 초월적 진리를 드러내는 능력으로 인식하였다.34) 이후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는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들

의 감성이고, 이 감성의 세계가 우리가 막연하게 짐작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35)을

깨닫고 이미지와 상상력의 주관적 세계가 이성의 우의에 있음을 처음으

로 주장한다. 특히 바슐라르는 작가의 작품 안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이미지들은 상상력의 발동에 의해서 나타나며, 그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품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의식을 밝혀 낼 수 있는 방법을 드러

내고 있다고 보았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단순한 정신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

의 ‘인식’(see)과 ‘앎’(know)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고 알 수 있

는 것만을 알게 되듯이 창조적인 상상력도 상상할 수 있는 것만을 상상

해 낸다는 능력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바슐라르는 인간은 결국 편

애하는 이미지, 하나의 원시적인 감정, 근원적으로 몽상적인 하나의 기질

에 지배당한다36)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인의 작업이 숲과

그 안의 생명체들을 다루고, 비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본인의 기

질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성질은 무엇일까? 본인은 그것을 자연에 대한 관심과 모험에 대한 동경

에서 찾고자 한다.

1) 자연에 대한 관심

33) 강성중,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과 디자인 창의성 연구」, 『한국디자인

포럼』 Vol.31,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p.384.

34) 장경렬, 『코울리지:상상력과 언어』, 태학사, 2006, p.199.

35) 홍명희, 『상상력과 바슐라르』, 살림, 2005, p.7.

36) 가스통 바슐라르, 『촛불의 미학』, 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7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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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에서 주요 소재가 되는 것은 숲이다. 본래 자연을 보고 느

끼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자연물은 일정한 틀이 없이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은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평소에도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나무를 보면서 이러저러한 모양들을 찾아내어 즐기기도

한다. 현대 도시 환경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자각시킨다. 거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

고 살아가는 나무와 꽃,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자연의 모습은

생명의 신비함을 일깨워 준다. 눈앞에 있는 생명체들은 생명력으로서 오

감을 자극하며, 이어 본인으로 하여금 그들과의 교감을 시도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작업의 밑바탕이 되어왔다.

자연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시대와 상황,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테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인간을 자연과

완전히 대립되는 존재로 보는 견해이다. 동양에서는 자연의 일부로써 순

응하려는 태도를 가졌으며,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는 자연을 극복하거나

이용해야할 대상으로 보았다. 일찍이 ‘인간은 땅의 법칙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에, 도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하여 순환적 질서를 말하였

던 노자(老子)나 ‘자연의 장생 변화와 운행을 이루는 현상의 근원적인 내

적 원리에 질서와 조화의 법칙이 있다.’고 보았던 장자(莊子)의 사상들도

동양의 자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는 근대 이후 과학

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연을 해체하고 분해해서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서양에서 모두 자연은 인

간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동양철학에 따르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을 품고 있다. 만물

은 ‘흐름’ 속의 한 점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주의해야 한

다. 이러한 기운 즉 ‘흐름’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장자에서는 ‘소

요유(逍遙遊)’가 중요시된다. ‘소요유’란 ‘한가로이 노니는 즐거움’으로 단

순히 주변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닌 녹아들어 하나 되는 ‘물아일체’

의 상태이며 이는 동양미학의 주요한 관점이다. 자신과 사물을 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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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사물로서 대하게 되고 이 경계에서 생명과 세계는 비로소 세속으

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때의 ‘노님’은 바로 일종의 순수체험의

과정이 된다. 특히 동양 산수화에서 소요의 미감을 찾을 수 있는데, 강희

암의 <고사관수도>에서 이러한 노님, ‘유(遊)’의 체험을 엿볼 수 있다.

관조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얻고 물화되는 선비의 모습을 통해 자연합

일, 곧 물아일체의 미감을 볼 수 있다.37)

소요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와유(臥遊)’를 살필 수 있겠다. 와유는 누

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위진남북조의 종병(宗炳)이 제시한 것이다. 종

병은 친히 많은 명산대천을 돌아다녔으며 “몸은 돌아다니고 눈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실컷 놀고 실컷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법으로 삼아 자연경물의 법칙을 탐구”하였다.38)

노년에 병이 들어 유람을 할 수 없게 되자 젊은 시절 그렸던 산수화를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며 정신을 육체로부터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여 무한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였다.

숲의 관찰자였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자연이 펼쳐

보이는 드라마는 언제나 새롭다. 왜냐하면 자연은 언제나 새로운 관객들

을 창출해 내기 때문이다. 생명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이다. 그

리고 죽음은 많은 생명을 갖기 위해 자연이 지니고 있는 기교이다.”39)라

고 서술하고 있다. 그에게 자연과의 교감은 작품구상의 동기를 제공하고,

사색을 조장하며,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를 주었을 것이다.40)

자연은 스스로 변화하면서도 한결같고, 모든 현상을 조화롭게 하며, 신

비로움과 순환의 질서를 통해 우주생명의 근원을 드러내고 있다. 일상생

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낮과 밤,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들

이 생성 변화하는 현상과 형상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자연의 무한하게

37) 박진하, 「베르그송 ‘순수지속’을 반영하는 회화의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

표현 연구」, 『조형미디어학』 Vol.19, 2016, p.98~99.

38)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역, 돌베개, 2010, p.109.

39) 요한 울프강 폰 괴테, 『색채론·자연과학론』, 장희창 역, 민음사, 2003,

p.363.

40) 김기원, 『숲이 들려준 이야기』, 효령출판, 2004,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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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끊임없는 생성의지인 힘은 그 강도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현상

으로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술이란 이런 생성하고자 하는 자연의 원리

를 닮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41) 이러한 자연세계에 대하여 본인은 근원

적인 생명력과 그 속에 내재된 생동하는 유기적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었

다.

【작품1】 안개 핀, 73x91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1】은 물 위에 떠 있던 나무줄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작업한 것

이다. 마치 물속에서부터 자라난 듯 보였던 나무 한 줄기에서 생명력을

잘 느낄 수 있었기에 깊은 물에서 피어나듯 자라는 나무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본인에게 이러한 생명력은 자연의 여러 소재들을 동적인 것으로

보게 하고, 상상을 불러 일으켜 다른 차원의 것들을 엿보게 해주는 것

같다. 또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스스로 감상함으로써 현실에서 잠시 벗어

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

41) 고자영, 「자연이미지의 조합을 통한 내면세계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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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험에 대한 동경

자연에 대한 관심이 소재로써 작용한다면, 그 안에 이미지로써 내러티

브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는 모험이나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호기

심 및 동경을 들 수 있겠다.

일상은 반복됨의 연속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여건 하에서 무

던히 이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일상은 일탈이나 모험을 허용하

지 않는 ‘보수적인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고함 속에서

도 개인의 비일상적 탈출과 비약은 끊임없이 일어난다.42) 일찍이 아도르

노(Theodor Wiesengrund Adorno)는 현대 일상의 단조로움과 권태가 소

외된 노동과 여가체계를 형성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결과이며 이것

이 기분 전환이나 단순한 즐거움에 대한 광범위한 욕구를 창출함을 지적

했다.43) 즉,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언제든 그것으로부터 이탈(離脫)하여 즐거움을 찾고자하는 욕구를 느낀

다는 것이다. 축제를 갖고, 여행을 떠나는 등의 일들이 그 예이다. 일상

에서 벗어남, 즉 일탈은 무엇보다도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경한 풍경을 접하면서 자연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과 동시에 그 풍경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꿈꾸

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은 일상 속에서 매개된 비일상적 일탈이나 모

험으로 친숙한 일상성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진화하기를

원한다.44)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일상 속에서의 변화와 해체를 자아의

내면적 긴장상태가 빚어낸 대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한다. 그는 자

아를 본래적 자아와 비 본래적인 일상적 자아로 구분하고, 이 둘은 창조

적 주체로서의 존재와 소외되고 구체화된 존재 사이의 갈등으로 대립한

42) 김보민, 「다중적 공간 구성을 통한 회화적 일탈」,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4.

43) 이영욱, 「키치/진실/우리문화」, 『문화변동과 미술비평의 대응』, 시각과

언어, 1993, p.310.

44) 김보민, 앞의 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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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즉, 일상적 자아는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일상적 세계의 친

숙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점차 불안을 느끼게 되는

데, 이 불안감은 일상 속에 열중하고 있는 일상적 자아를 본래적 자아가

있는 곳, 즉 기획적이고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보

았다.45)

사람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항상 그 너머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더 나은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욕망이라 한

다.46) 인간이 가진 욕망 중 하나는 개인의 지적, 정신적 구역의 벽을 넘

어서는 것일 것이다. 모험(冒險)은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

을 위해 위험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험을 통해 뜻

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깨고 성장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

라도 가본 적 없는 곳을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기회를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었을 것이다. 이는 여행을 통해 경험하기 더 용이

할지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며 탐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요구가 안전, 사랑, 존경의 요구만큼 기본적이고 강력한 경우도 있

을 것이다.

본인은 감사하게도 큰 사고 없이 자라왔다. 학업이나 다른 것들에도

크게 일탈 없이 생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남들

사이에서 튀고 싶어 하지도, 독특한 일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크

게 없다. 그러나 내면 한 구석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든가, 하

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험에 관련된 책이나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본인이 짓는 짧

은 이야기나 만화에서도 주인공들은 늘 어디를 떠나 모험을 즐겼다. 그

런 이야기를 만들면서 몹시 즐거워했던 것을 보면 이는 본인의 잠재욕구

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이라는

45) 조세핀 도노번,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이월영 역, 문예출판사, 1993,

pp.218~219.

46) 김보경, 「자연이미지를 통한 생명력의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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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

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

고 표현하였다. 정선은 평생 동안 전국 각지의 뛰어난 경치를 찾아 끊임

없이 여행하였다. 뛰어난 경치를 찾아가는 여행은 정선과 그 주변의 인

사들을 중심으로 유행하였고 주변의 선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들은 개성을 중시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흥취를 경험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선은 한양 시내의 뛰어난 경치와 한강변의 명승

지를 비롯하여 강원도의 금강산과 주변의 관동팔경, 영남의 명승지, 충청

도의 단양팔경 등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 아무리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

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다녔다.47)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 진경산수

화이며, <인왕제색도>나 <금강전도>와 같은 명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듯 다른 곳으로의 떠남은 일탈과 도피의 욕구도 충족시키며 다른

것을 경험하고 한계를 확장시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비단 여행을 떠나

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다. 상상 속에서, 혹은 가

상의 글을 쓰거나 꿈속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디론가의 도망을 꿈꿀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작품2】는 상상적 여행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어두운 밤, 허름한 조

각배를 타고 강물을 건넌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주

변은 온통 거대하고 무성한 나무들뿐이다. 나무 틈새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다. 그 별빛이 반사되어 강물 또한 반짝이게 느껴진다. 나무

들은 나를 집어 삼킬 듯 지켜보며 서 있다. 익숙한 풍경들이 아니라는

것이 다를 다소 쭈뼛거리게 만들지만, 지금 나를 막는 것은 없다. 조각배

를 젓던 노를 멈추고 다리를 뻗고 누워본다. 기괴한 듯 보였지만 아름다

운 풍경이다. 별은 쏟아질 듯 하고, 나무는 장막이 되어 감싸준다. 이 강

물은 나를 어디까지 흐르게 할까.

47) 안휘준, 『한국의 미술가』, 사회평론, 2006,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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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밤 산책, 65x46cm, 장지에 채색, 2015

2. 환상적 공간

본인의 기질이 이러하다면, 왜 숲에서 상상력이 발현되고 숲을 통해

환상의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능해진다. 숲은 자연의 많

은 것들을 담아낸다. 즉 수많은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것이다. 숲에서는

흙, 돌, 물, 나무,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까지도 생성되고 소멸

할 수 있다. 자연을 보며 여러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본인에게 숲의 이러한 점은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또한 숲은 친숙하지 않은 곳이다. 현대의 도

심 속에서 생활하기에 숲을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 종종 등산을 하기

도 하지만, 한국의 숲은 사람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고, 등산객을 위해

위험한 요소는 제거되어있는 상태이다. 본인이 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자 하는 숲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 정글이나 밀림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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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열대지역의 숲이다.

이렇듯 현실적 한계나 이해를 뛰어넘어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는 공간으로서의 숲은 본인에게 초월적인 공간이 된다. 수많은 생명체의

삶의 터전으로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숲이 본인에게 어떠한 양면

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존재인지 다루고자 한다.

1) 생명의 군집

일반적으로 숲의 정의는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국어사전에는 나

무가 무성하게 꽉 들어찬 곳, 또는 풀, 나무, 덩굴이 한데 엉킨 곳을 숲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에 있는 숲을 산림으로,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삼림으로 정의하고 있다48) 그러나 숲은 수풀, 즉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곳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수풀을 떠받치고 있는 대지인 토양, 대지를 적

시는 시냇물, 떠돌아다니는 바람, 버티고 있는 바위 등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까지 포함된 모든 동·식물과 미생물을

포괄하는 개념이 산림이며, 산림이고, 숲인 것이다49)

숲은 ‘인간존재의 최초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삶에 필요

한 대부분의 것을 숲으로부터 얻어왔다. 물질적인 것, 의식주를 해결해주

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철학, 문학, 예술

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숲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의 터전은 바로 자연

이고,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

부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사물들과 그것이 일으키는 현상에 일찍부터 생

태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가 생리

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전이 된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내면적,

외면적 영향을 받았고 자연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예술 활동

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 대문호 괴테는 식

48)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10 참조.

49) 전영우, 『숲과 문화』, 북스힐, 200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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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자이자 숲의 찬미자이고 작곡가 시베리우스, 베토벤, 슈베르트, 쇼스

타코비치 등 이들에게 있어서 숲은 악상의 원천이나 다름없었다. 그들

주변에 그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숲이 있었기에 대작을 남길 수 있었다.

숲의 생명들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라지기를 수

없이 반복한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항상 그

들의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시키는 숲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미생물, 동식물이 어우러져 끊임없이 순환한다. 울창한 숲에서 고개를 들

어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숲의 찬란한 빛깔과 청량함, 그리

고 초자연적 에너지와 생명력을 감지하게 된다. 이렇게 숲에는 우리 눈

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이 모두는 교류하

면서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 속의 숲은 계절에 따라 신비로운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면

서 생태의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는 곳이다. 숲의 낯선 식물들과 생명체들은 본인에게 태초의

것이 펼쳐지는 원초적인 세계를 선사하고,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는 본

인의 상상을 자극하고, 새로운 환상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감을 준다.

2) 낯섦과 설렘, 불확정성과 불안

앞서 언급되었듯이 본인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한 번

도 가보지 못한, 상상 속에 있을 법한 것들을 접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겪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을 것 같은 어떤 곳을 꿈꾸

고 상상해서 작품 안에 펼쳐 놓는다. TV 속에 여태껏 접할 수 없었던

밀림, 정글 그리고 생소한 동물이 나오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곤 한다. 숲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든

열대의 산림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생물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때문에 숲은 낯선 곳이다.

허나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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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낯선 만큼 본인에게 불확실한 존재이다. 아무리 책을 읽고 미디

어로 접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다. 해가 쨍쨍한

밝은 시간대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을 탐험한다고 상상해보자.

당장 바로 앞의 풀숲을 쳐내며 나가야 한다. 5m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

차 가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새롭고, 때문에

실재와는 다른 형상으로까지 보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닥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점차

커질 것이다.

불안이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미래의 가능성으로써 존재하고 있어

자기 안전이 깨어질 것이라는 감정을 뜻한다. 두려움에는 두려움을 일으

키는 위험물이 목전에 있지만, 불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불안

은 상상된 위험물에 대한 반응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으며, 이것이 언제 무너

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본인은 이를 숲이라는 공

간을 탐색한다고 가정할 때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 현실이 내가 인

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앞으

로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인지 등 점차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심신이 방

향을 잃고 헤매 일지도 모른다. 허나 오히려 이러한 혼란은 본인에게 다

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숲을 통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정신분석학자 어니스트 샤크텔(Ernest Schachtel)은 인간 발달의 일반

적 이론을 담고 있는 그의 저서 『변용(Metamorphosis)』에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서로 모순된 두 경향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그가 ‘안주의 원리(embedded-ness principle)’라고 부르

는 것으로서 유아기의 보호된 환경에 남아 있고자 하는 사람 본연의 욕

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개방성과 이 세상과의

해후에서 일어나는 자아실현을 촉구하는 ‘초월의 원리(transc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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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이다.50) 이처럼 인간은 현실에서의 현안하고 안정된 삶을 갈망

하면서도 동시에 설렘과 불안이 뒤따르는 자아실현의 세계를 꿈꾸며, 현

실의 혼돈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을 갈구한다. 본인은 초

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숲으로 상상의 여행을 떠난다.

사람들마다 그 기준과 성향, 성격이 저마다 다르기에 낯선 풍경을 받

아들이는 자세나 태도가 다르겠지만, ‘낯설다’의 단어는 마치 동전처럼,

두 가지 이면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대부분 낯선 무언가 보다도 익숙함

을 추구하고, 그 익숙함 속에 안정감을 얻으며 평안해 보이는 그 삶에

안주하기 원한다. 그래서 익숙함을 옆에 두기 위해 변화를 쫒지 않고, 다

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본인 또한, ‘낯섦’을 대하는 태도는 세월에 흐름에 따라 그 의미

가 본인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되고, 이제는 낯선 감정에 대해 어린 시절

의 처음 느낌 그대로 마냥 밝고 새롭지만은 않다. 앞서 언급한 동전의

양쪽 면처럼 한 쪽 면이 본인에게 있어 특별한 감정을 불러온다면, 다른

한 쪽 면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본인 또한 현대인의 한 사람

으로서, 현실과 이상의 갈등으로 인한 답답함이 불안함을 가져왔고, 본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내적 갈등을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함

과 동시에 특별한, 낯선 세계로 탈출하고자 하였다.

50) 김우창, 『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3,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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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상적 이미지의 표현

이 장에서는 환상의 이미지를 어떻게 작품에 풀어냈는지 구성 소재의

특성과 조형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숲 속 존재들인 동물

과 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 상상 속 환상 이미지를 구성하였

는지, 더불어 그들과 뒤섞여 인간의 형상까지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살펴

본 뒤, 형태로는 불분명함을 통해 모호함을 추구하고 색으로는 재현적인

색감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사용으로 환영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자 한

시도들을 다루고자 한다.

1. 구성 소재의 특성

본인은 초기에 숲을 표현할 때 동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는 본인

에게 자연 안에서 가장 접하기 어려운 것이 동물이기에 상상의 여지가

많고, 그들의 눈빛이나 자세 등에서 느껴지는 강한 생명력을 통해 환상

적인 표현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물은 동굴벽화와 같은

원시미술에서부터 나타난 상징적인 모티브 중 하나이다. 형상의 재현부

터 상상 속 이미지까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온 동물은 현대 예술가들에

게도 다양한 비유와 표현 등으로써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본인에게는

숭배의 대상이나 비유의 소재가 아니라 동물 존재 자체로 그림에 나타나

있다.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은 식물로 옮겨 갔다. 일상

에서 지나쳐버리곤 했지만, 식물에도 생존과 번식을 위해 능동적으로 생

장하는 에너지가 있음을 주목했다. 사전에서는 식물을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로, 대체로 이동력이 없고 체제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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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 없다고 정의한다. 우리 역시 식물을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정적

인 인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생

물 못지않게 본능적이고 확고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점차 동·식물뿐만이 아닌, 때로는 자아로 인식되는 인간의 형

상을 표현해야함을 느꼈고, 이로써 점차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1) 응시하는 동물, 움직이는 식물

중국의 소설가 심종문(心縱文)은 “고요한 아침에 새들이 지저귐을 들

으면 타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중국 문인들은 새

를 즐겨 그렸다. 청아한 자태며 아름다운 깃털, 감미로운 지저귐이 문인

들의 심미관과 맞아 떨어지고 자연과도 조화를 다루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예술가들은 대체로 강인하고 사나운 짐승을 묘사했으며 인간과

자연은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다.

본인의 작업에서 동물들은 양면의 모습을 느껴지게 한다. 동물의 등

의 굴곡은 유려한 곡선을 보이기도 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화려하고 신

비롭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

접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싶게 한다. 그

러나 반면, 동물들의 눈빛은 우리를 다가오게 할 것 같지 않다. 동물들은

화면 밖을 응시하고 있다. 이들은 딱히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멈춰있는 듯싶다. 그러나 나무나 덩굴로 보이는 것들과 섞여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세계에

쉽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보이며,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

는 공격적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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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숲, 그 안에…, 73x91cm, 
장지에 채색, 2011

【작품4】 숲, 그 안에…, 60x85cm, 
장지에 채색, 2011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동물은 항상 나무의 형상과 뒤섞여 있고, 또

그 뒤로 들어가 있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불분명한 경계와 형태를 표현

함으로써 더욱 모호한 환영과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물들

을 현실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존재, 더 미지의 존재로 보이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야생의 숲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치열한 삶이 살아지고 있다. 그러한 야성적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움직임이나 감정의 표현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생

각했기에 숲 안에 동물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여기에는 실재로 숲에 살지 않는 동물들도 그려졌다. 이를테면 초원에

서 서식하는 기린, 코끼리, 하마, 얼룩말 등이 그렇다. 그러나 나에게 숲

이라는 공간은 원시적 자연의 상징일 뿐이고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동식

물이 사는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실재로 이러한 공간이 있을지 없

을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그림 속에는 초식· 육식 동물이

구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심지어 우리가 초식동물이라고 알고 있

는 동물들 또한 공격성의 눈빛들을 띄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순한 존재

로 알고 있는 초식동물들에게서도 야성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들의 초식· 육식과 같은 구분이 없는 세계도 아주

오랜 예전엔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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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 중에서 중복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코끼리, 표범,

새 그리고 원숭이와 고릴라가 그렇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유독 이들이

내가 떠올리고 흥미를 갖게 되는 동물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단

코끼리는 개인적으로 유년 시절에 독특한 감정을 가지게 된 동물이다.

코끼리의 눈이 슬퍼 보인다는 이유로 코끼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생겼

었다. 그러나 순해 보이는 코끼리 또한 거대한 몸에 의한 어마어마한 힘

을 지니고 있다. 야성에서 발휘되는 그 힘에 대한 양면성으로 인해 작업

을 구상할 때 자주 떠올렸던 것 같다. 표범은 그 날렵하면서 공격적인

이미지로, 강렬함을 더 느낄 수 있는 동물이었다. 그림 속의 새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먹이를 찾듯 아래를 노려보고 있다. 어쩌면 시조새와 같

이 거대하고 위협적인 새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서 크기가 큰

새를 그려 넣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와 고릴라는 빈도수가 다소 더 높

았는데, 아마도 인간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인 점이 그림에 자주 사용했

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한 영장목 동물은 지능이 높을뿐더러

외형도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인간과 감정교류도 다른 종보다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야생 속 그들은 여전히 인간보다 강한 힘을 지

니고 거칠어질 수 있는 존재이며 마치 인간들처럼 더 교활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 여기에 따른 섬뜩함이 내가 원숭이, 고릴라에 느끼는 양면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강한 인상이 남은 동물들은 의도하지 않아

도 상상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린 채 정지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실제 식물의 생활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종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생장과 번식 등에

있어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인다.

오늘날 식물과 동물은 명백하게 구별되지만 최초의 생명체의 등장 이

후로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특히 하위단

계에 위치한 동·식물은 구별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과거 박물학자들은

돌처럼 단단하며 복잡하게 가지를 치고, 가지 끝마다 여덟 개의 혀가 달

린 하얀 돌기가 방사선으로 뻗어 나와 마치 꽃과 같은 외형을 가진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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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물군에 포함해왔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이것이 아주 작은 동물

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51)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식물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보다 생존에

더 성공한 유기체이다. 식물은 먼저 육지 생활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심

지어 오늘날에도 식물은 동물이 잠시도 살 수 없는 지역에서 번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들은 전적으로 식물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가장 확실

한 육식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식물은 제1의 주식은 아닐지라도

제2, 제3의 먹이가 된다. 모든 육신은 진실로 식물로 이루어진다.52)

이렇듯 우리가 식물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 식물세계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이전에 식물은 무감각한 단순한 자동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식물 역시 동물과 같이

감각하고 사고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한다.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

던 구스타프 레오도어 페히너(Gustav Theodor Fechner)는 그의 저서

『난나, 식물의 영적 생활』에서 “왜 우리는 식물이 동물보다 배고픔이

나 목마름을 덜 느낀다고 믿어야 하는가? 동물은 자신의 육체를 모두 동

원해서 양식을 찾아다니지만, 식물은 몸의 일부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작용은 후각이나 시각, 청각이 아닌 다른 감각에 따른다.”라고 주장53)하

기도 했으며, 생물학자 라울 프랑세(Raoul France)는 움직임이 없는 식

물이란 없다고 했다. 식물의 성장 자체가 일련의 움직임으로서, 식물은

부단히 굽히고, 방향을 바꾸고, 흔들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식물도 자신의 몸을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나 인간처럼 자유롭고도

쉽게,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움직임이 우리 인간에 비해 너무도 느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생존과 지배라는 목적을 위해 부

단히 움직이고 있다.54) 담쟁이나 인동 같은 덩굴 식물의 경우도 주변의

51) 자크 브로스, 『식물의 역사와 신화』, 양영란 역, 갈라파고스, 2005,

pp.20~21.

52) 데이비드 애튼보로, 『식물의 사생활』, 과학세대 역, 도서출판 까치, 1995,

p.9.

53) 자크 브로스, 앞의 책, p.173.

54) 데이비드 애튼보로, 앞의 책,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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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감고 오르며 자란다. 교살무화과 같은 나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올라탄 나무를 결국 말려 죽이기까지 한다.

식물의 발아에서 광합성을 위한 잎을 펼치고 수정을 위해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고 씨를 퍼뜨리기까지의 전 과정은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설

명할 수 없는 하나의 소우주와 같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들의 몸짓은 목적이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생의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유희하듯 느껴진다.

【작품5】 피어나다, 70x140cm, 장지에 수묵, 2013

【작품5】는 이러한 식물의 유희하듯 펼쳐지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

어 그려본 것이다. 가시덤불을 관찰하며 그 형상에 흥미를 느꼈는데, 줄

기 하나하나는 가늘고 힘이 없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엄청난 양

의 덤불을 형성하고, 쉽게 제거할 수 없게 엉킨 듯 불어나는 것이 자연

의 본성을 느끼게 했다. 그 후 점점 더 식물의 번식력이나 생존력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작업 안에서 식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당시 본인은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감정이 식물의 형상을 보고 느끼는데 영향

을 미치게 되었고, 식물의 형상을 불안한 내면심리를 반영하여 표현하게

되었다. 다음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몇 장의 드로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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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을 통한 나무 형상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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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을 식물에 압도되는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면서 식물은 더

욱더 동물과 같은 움직임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형상을 표현하

면서 점차 시간성을 느끼게 되었고,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마

치 식물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움직이지 않

는다고 생각했던 것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마주하는 느낌이었

고, 이는 본인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작품6】 짐작 못했던 존재, 
80x60cm, 장지에 수묵채색, 

2013

【작품7】 바람의 풍경, 130x163cm, 
장지에 수묵담채, 2013

그리하여 식물들은 움직이는 존재로서 표현되었다. 숲을 헤매다

어느덧 머리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니 무언가가

어른거린다. 춤을 추듯, 나를 유혹하듯 몸짓하는 듯하다. 다가가도

괜찮은 것일까? 두렵기도 하지만 분명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한발

다가서본다.

-작가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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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뒤섞인 존재들, 그리고 인간

결합(結合)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결합법은 여러 개체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

여 하나의 구조체로 결합하는 방법을 뜻한다. 결합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듯 사물과 사람 어느 쪽에서도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연, 우

주, 언어, 인간의 내면관계 등 외적인 형태의 결합과 내적 결합을 주변에

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미지의 결합의 방법 중 하나로 데페이즈망(Depaysement)을 들 수

있겠다. 데페이즈망은 초현실주의에서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

어내, 낯선 장소에 위치시키거나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사물을 한 곳에

결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주어 새로운 이미지와 낯선

경험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은 전혀 연관성 없는 것들의 결

합이 아니다. 다른 존재이긴 하나, 자연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되

는 것들이다. 이는 본인의 상상 속 존재의 이미지를 구현시켜 결합한 것

이다.

변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다. 변형이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성질이 변화된 현상을 말한다. 즉, 새로운 존재는 본인의 무의식

속 상상에 의해 변형되어 기존과는 다른 성질로 변하게 되었다.

【작품8】, 【작품9】, 【작품10】은 각각 동물과 다른 것과의 형태를

중첩시킨 것이다. 작품은 도마뱀과 넝쿨, 작품은 표범과 나무, 작품은 새

와 불을 형태적으로 결합시켜 구상했다. 이 또한 숲에서 새롭고 알 수

없는 것을 보는 장면을 상상하며 작업했는데, 불확실한 형태들로 이루어

져 있다. 넝쿨이 틈새로 움직이는 도마뱀, 나무의 껍질과 같은 모양의 무

늬를 가진 표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멋진 깃털과 긴 꼬리를 가진 어

떤 새. 각각의 것들은 멀리서는 식물, 혹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이

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거대한 동물들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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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숲에서 보다_순간Ⅰ, 
155x11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9】 
숲에서 보다_순간Ⅱ, 
155x11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10】 
숲에서 보다_순간Ⅲ, 
155x11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11】 숲, 숨다, 130x163cm, 장지에 수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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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의 모험은 도마뱀 형상을 닮은 나무를 마주치며 끝난다.

이제는 나무의 형상이 독특한 것인지 도마뱀이 실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언뜻 보이는 하얀 건 무엇일까? 인간의

다리같이 보인다. 어떤 존재가 미처 숨지 못하고 내 눈에 띄었다.

사람일까, 숲의 요정일까? 숨지 못했던 것일까, 숨지 않았던 것일

까? 키득거리는 웃음이 들리는 듯하다.

-【작품11】에 대한 작가노트 중-

또는 결합과 변형을 한 화면에서 구성하지 않고 환영과 실재를 두 개

의 작업에 나눠 담아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숲에서 헤매다 지친 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본다. 심신을 위로하고자 다가가서 꽃 향을 맡으려고 한다. 허나

곧 환영이 깨진다. 아름다운 꽃들은 식인식물들이었다. 식물들은

나를 유혹하기 위해 환영을 보게 한 것이다.

-【작품12】,【작품13】에 대한 작가노트 중-

이렇듯 결합과 변형은 환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결합과 변형으로 인해 작품 속 형체들은 더욱 모호해지고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작품11】을 기점으로 본인의 작업에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전까지는 본인이 숲이라는 공간을 모험여행 하면서 보는 것들을 그렸다.

그러나 점점 더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주체를 넣음

으로써 본인이 나타내고자 한 ‘환상의 숲을 탐험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자 하게 되었다. 그래서 숲 속의 인간은 본인을 나타내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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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빠져들다_홀리기, 
135x14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13】 빠져들다_다시, 
135x14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14】 숲의 은둔자, 53x80cm, 장지에 채색, 2014

숲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풀과 나무들로 뒤덮인 곳에서 그는

덤불로 움막처럼 보이는 옷을 해 입고 숲의 일부분이 되어 살고 있다.

이는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실이 힘들고 도피처를 찾고 싶을 때, 숲

은 본인을 받아줄 것 같다. 그 안에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치장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겨 살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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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인간의 형상을 넣음으로써 본인의 감정이나 내면을 더 표현하기 용이

해지고, 환상의 체험을 위한 방향도 명확해졌다.

【작품15】 이 밤, 91x117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16】 새와 아이, 91x117cm, 장지에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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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5】는 밤에도 환이 빛을 내뿜는 물을 그려 그 자체로도 비현실

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가시덤불에 밀려 땅으로 가지

못하고 물길을 따라 정처 없이 가는 모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림으로

써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한결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

다. 【작품16】에는 곤히 잠든 아이와 거대한 새의 머리가 보인다. 나뭇

잎은 깃털의 모양과도 비슷하다. 아이가 잠든 곳은 나무 위 잎사귀 틈일

수도, 거대한 새의 깃털 안 일수도 있다. 혹은, 나무 위에 잠든 아이에게

새가 다가간 것인지, 새가 잡아와 아이가 정신을 잃은 것인지도 잘 보이

지 않는다. 본인도 정확하게 장면을 설정하고 그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

람이 들어감으로써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

림을 읽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식물과 긴밀하게 엮인다. 식물의 잎은 살아

있는 듯 요동친다. 인간은 그 잎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살아있는 식

물에게 묶여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새로 태어

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얼굴이 가려져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어 어

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형태적인 조합에 이어 불명확한 상황의 제시를 통해 실재와 환

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환상의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숲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상상적 이미지들과 마음속

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상상과 감성 등을 통하여 재창조시

킴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신비롭게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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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7】 늪Ⅱ, 60.5x80cm, 장지에 수묵, 2016

【작품18】 섞인, 91x117cm, 장지에 수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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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형적 특성

곰브리치(Ernst Gombrich)는 예술이 자신의 의식적인 틀에서 해방되

어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할 때에만, 그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했다. 레오나르도(Leonardo da Vinci)는 구름 혹은 흙탕물 같은 ‘혼돈

스런 형태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새로운 창조력으로 이끄는

힘에 대해 논했다.55) 이는 이미지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설명해줄 필요

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흐릿한 양식으로도 보는 사람에게 대상을 상기

시키기에 충분하다. 상상력이 나머지를 메우기 때문이다.

즉 명확하고 사실적인 표현보다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이미지가 전달하

는 내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는 형태뿐만 아니라 색을 포함한 조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모호함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는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 가능한 포괄성을 가짐으로써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환상의 세계로 한결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불분명한 경계

본인은 이러한 모호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왜곡’, ‘희미한 윤곽’, ‘중첩’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왜곡(歪曲, distortion)이란 사실과 다르게 곱새김, 즉 모양을 찌그러뜨

리거나 뒤트는 것이다. 어떤 주어진 형상에서 벗어난 것을 모두 왜곡이

라고 할 수는 없다. 왜곡이란 항상 잡아늘이거나 짓누르거나 도는 뒤틀

고 구부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누르거나 잡아당긴 어떤 효과가 그 대상에

가해진 인상을 내포한다.56)

이러한 효과는 대상의 전체적인 형상이 그것의 공간 차원들 사이의 관

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왜곡된 대상은 무엇인

55)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열화당, 2008, pp.189~191.

56)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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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부터의 탈선 상태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주어진 형상이 그 자리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 것에 대한 기억의 흔적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다.57) 왜곡은 기존

에 알고 있던 것을 바꾸어놓아 의식을 흔들고, 시간성마저 느껴지게 한

다.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 모호함을 드러내고 환상성을 보일 수 있

다.

【작품19】,【작품20】은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연작이다. 비가 내리던

밤, 심신이 지쳐 창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며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

가고픈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흐르는 물을 통해 본인의 얼굴의 형

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작품19】 흐르는 자화상Ⅰ, 
60x90cm, 화선지의 수묵채색, 

2005

【작품20】 흐르는 자화상Ⅱ, 
60x90cm, 화선지의 수묵채색, 

2006

또한 【작품21】는 봄의 따뜻한 기운과 꽃의 향을 맡던 기억을 되새기

며 마치 봄의 향기가 다가와 본인과 물아일체 되는 것을 상상하며 그린

57)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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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 작품 모두 물 혹은 꽃 등의 형태와 결합하여 얼굴의 왜곡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태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형태는 모호해지며, 이러한 모호함으로 꿈속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작품21】 자화상, 117x91cm, 
순지에 수묵채색, 2008

【작품22】 기억 저 넘어, 160x115cm, 
순지에 수묵채색, 2007

【작품22】는 일상에서 본인을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것들, 그에 따른

감정, 기억 등을 표현한 이 작품은 재빠르게 그렸던 드로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의 조합뿐만 아니라 순간의 기억과 감정을 살리기 위

해 드로잉 선의 느낌도 옮기고자 하였다. 나무, 구름, 바람 등과 본인이

한데 섞여 그 안을 부유하고 있다. 드로잉 하듯 그어진 선은 역시 정확

한 형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형상이 흐트러져 형

태는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환영적인 효과는 강해진다.

모호함으로 존재의 본질을 찾았던 화가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빼놓

을 수 없다. 그는 유명한 작품인 <모나리자>를 통해 모호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그는 모호함을 ‘스푸마토(sfumato)’58)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58) 스푸마토(Sfumato)기법은 ‘연기’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스푸마레(sfumare)’에

서 유래된 말로 공중에서 사라지는 연기같이 색을 매우 미묘하게 변화시켜서

색깔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부드럽게 옮아가게 하는

기법. 물체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번지듯이 하여 형태의 윤곽이 엷은 안개

에 싸인 것처럼 차차 없어지게 그리는 명암법에 의한 대기 원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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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나리자가 오늘날까지 명작으로 꼽히는 근거로 작품 전체에서 풍

기는 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그는 그때까지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윤

곽을 정확하게 선으로 그리지 않고 불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윤곽이 명확

함으로써 인상이 하나로 고정되는 것을 막고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뒤섞여 들어가게 만들어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다. 베일에 싸인 듯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한 모호함 속에서 떠오르는 형

태는 더한 존재감을 불어넣어 준다.

본인의 작업에서 처음부터 희미한 윤곽을 다루었던 것은 아니다. 2010

년부터 본격적으로 숲이라는 소재를 그리면서 그림 속에는 나무나 동물

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림 속에 있는 그들의 형상은 사실적이지 않다. 처

음에는 원시시대 동굴벽화나 암각화와 같은 단순하면서 특징적인 형태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동물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표현이 절제된 표현을 하

였고 이에 따라 나무와 동물은 극도의 단순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또

한 돌 표면에 새겨진 그것의 요소를 차용해 【작품23】과 같이 테두리를

강조하였다. 오히려 명확한 윤곽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작품23】 
숲, 그 안에…, 
130x162cm, 
장지에 채색, 2010

그러다 나무와 동물이 명확한 형태 없이 이어지게 되었고 점차 테두리

가 사라지고 선이 아닌 면으로 구분되게 변화되었다. 붓의 사용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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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터치에서 벗어나 점차 세로의 일정한 터치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

한 이러한 붓 자국이 반복되면서 색이 섞이기도 하고 정확한 형태를 따

라갈 수가 없었기에 그림 안의 형상들은 더욱 불분명하게 됐다. 불명확

한 경계와 윤곽이 모호함을 부르고 이는 이미지를 눈앞에 어른거리는 환

영처럼 느끼게 하여 숲이라는 공간 속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래서 숲 밖의 존재들을 응시하고 경계하는 동물의 느낌은 나오게 되었

다.

【작품24】 숲, 그 안에…, 130x324cm, 장지에 채색, 2010

【작품25】 숲, 그 안에…, 56x77cm,
 장지에 채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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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7】 늪, 77x58cm, 
장지에 수묵, 2014

【작품26】 숲, 그 안에…, 160x260cm, 장지에 채색, 2010

미술에서 중첩은 화면 위의 선이나 이

미지가 겹쳐짐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각

각의 개별적 형태들이 특성을 유지하면

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첩에

는 불투명한 두 개의 형태가 서로 겹쳐

지는 과정에서 감추어진 형태의 일부분

이 보이지 않는 ‘덮어짐’과 두 형태가 투

명하여 교차된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는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겹쳐짐’이 있다. 중

첩은 화면에서 조형적인 변화를 창출하

는 방편 중의 하나로서, 대상의 부분들은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 통합하는 속성

으로 화면에 여러 대상이 공존할 수 있

도록 하는 특성59)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업에서는 투명성을 띄고 겹쳐지는 표현방법을 통해 이미지의 모호성

59)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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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겹쳐짐은 형태를 분명하게 볼 수 없게 하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 실재하는 것들의 투명한 결합은 기억에 의한 것들

을 혼합시키고, 새로운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은

더욱 모호성을 가지게 되었다.

2) 비현실적 색채

색채는 회화에 있어서 형태와 함께 표현의 중요한 요소이다. 회화에

있어 색채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 눈이 지각하는 외적 현실을 모방하고 재현하

기 위해 사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적 현실을 표현하고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좀 더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색이라는 조형요소는 객관적 색이 아닌 주관적인 색으로 드러나며 그 색

은 붓의 터치 기법이나 중첩과 함께 모호하고 환영적인 느낌을 표현해준

다.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그의 대표적 미술교육학 저서인 『색

채의 예술』에서 ‘색은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긍

정적 방식이든 부정적 방식이든 에너지로서의 색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

고 있으며, 그 형상은 자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가을 하늘의 투명

한 파랑이나 파헤쳐진 흙덩이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갈색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연에서의 색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우

리가 어떤 색에 부여하는 전이된 의미들도 역시 자연 경험에 근거한다.

색은 현대 예술에서 진리의 개념과 마찬가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야기된다. 빛의 현상으로서 색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발현된 것

이다. 표상으로서의 색은 개인적, 주관적 감정을 진솔한 감정으로 변화시

킨다. 또한 상징으로서의 색은 내적, 감정적 그리고 이상적 진리를 표현

한다.60) 또한 ‘심오하고 신비스러우며 꿈의 언어’인 색은 상상적 충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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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고, 무한함과 신비로움에 새로운 문을 연다. 고갱(Paul Gauguin)

은 색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색을 논리적으로 불가사의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61)’고 하였다. 또

한 색채는 화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

다. 화가는 자연을 모방하지 않고도 색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62)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화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다른 의도와

다른 결합을 통해 색들을 사용했다. 20세기 초 모더니즘의 선구자들에게

색은 자연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정과 정신적, 도덕적 가치의 지

향점이다. 그림 속에 발현된 빛은 자연의 빛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

신적인 빛이다.63)

본인의 작업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색, 그리고 중첩된 색의 혼합으로 인

한 자의적인 색은 본인의 정서가 색을 통해 다각적으로 표현됨을 의미한

다. 소재의 구성을 떠나, 평면의 색감 자체로도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자

전혀 연관성 없는 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색의 조화가 신비로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적인 색 표현들이 그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도록 작업 과정에서 붓질의 방향, 채색 안료 등을 적절히 활

용한다. 색을 미묘하게 연속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또는 색의 농담이나

명암을 서서히 다르게 바꾸기도 하는데, 색과 색을 투명성 높게 겹침으

로써 생기는 또 다른 색을 이용한다. 혼합된 색은 채색된 색과 겹쳐지는

색이므로 본인의 의도와 우연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처음과 완전히

다른 색이 아니므로 모호한 변화를 가져오며, 색채로 인해 환영적인 효

과를 가지게 된다.

60) 길라 발라스, 『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역, 궁리, 2002, p.419.

61) 길라 발라스, 위의 책, p.198.

62) 길라 발라스, 위의 책, p.233.

63) 길라 발라스, 위의 책,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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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8】 숲, 그 안에…, 130x162cm, 
장지에 채색, 2010

【작품29】 숲, 그 안에…, 91x117cm, 
장지에 채색, 2010

혹은 화면에 등장하는 소재를 의도적으로 상상의 존재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공간 안에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야광의 동

물이나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품30】은 동화의 한 장면이라 설

정하여 작업한 것으로, 어느 밤, 야광의 빛을 내는 신비한 오리가 평화롭

게 물길을 헤엄치고 있다. 물길 옆에는 불과 같이 타오르는 꽃들이 피어

있다. 이런 동화 같은 장면 너머로, 하이에나와 같이 생긴 동물이 오리를

잡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다.

【작품30】 
숲, 그 안에…, 
130x162cm, 
장지에 채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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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색의 물 표현 (【작품 1】, 【작품 2】, 【작품 15】 부분)

또한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물’도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물

은 보통 맑고 투명하거나 혹은 푸르른 빛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본인의 작업에서는 분위기나 상상하는 이미지에 따라 다른 설정을 가

지고 표현한다.

검은색은 본래 동양에서는 물의 색으로 보았는데, 태양이 사라진 어두

움을 나타내며 고요한 밤,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든 빛과 색을 흡수

하는 검은색으로써 본인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나타내고 싶었다. ‘칠흑’

의 ‘정의가 옻칠처럼 검고 광택이 있는 빛깔’ 이듯이, 실재로 이전에 옻

칠 작업을 통해 인상적으로 남았던 검은빛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재료의 차이 상 느낌은 달랐지만, 깊게 빠져들어 갈 것 같은 물과,

그 안에서 자라난 나무를 신비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황토빛의 물은 본인에게 맑은 물의 이미지는 아니다. 보통 잔잔한 물

을 저어서 가라앉은 흙이 퍼져나감으로써 황토색의 물이 되었던 기억에,

출렁이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작

은 조각배가 더 위태로워 보이게 하고자 황토색으로 물을 표현하였다.

반딧불과 같이 발광(發光)하는 물은 더 신비롭고 환상적이다. 주변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물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여 작업한 것이다. 길(途)임에는 분명하나 그 길이 어디로 통해있

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물을 헤쳐 나가고자 빛나는 물을 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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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상 속 여러 환상적인 장면들을 표현하면서 색을 다채롭게 사

용하였고, 장면 자체가 묘하고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과 개념,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작업의 소재와 전개 과정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예술은 환상과 미메시스 간의 차이에서 오는 충동의 산물이다. 미메시

스의 충동이 사건, 사람과 같은 현실의 것을 닮으려는 욕구라면, 환상에

대한 충동은 현실 억압 기제에 대한 일탈과 리얼리티를 가지지 않는 존

재들에 대한 표현 혹은 실제 세계의 왜곡과 변화에 대한 욕구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환상이라는 개념을 주제로 잡는다는 것

은 다소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모든 예술작품 자체가 환상적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본 논문에서는 작품 안에서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 부분을 재현적으로 표현한 경향으로서 환상을 다

루고, 그 중에서도 본인 작업과 연관된 환상을 동화와 판타지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자 했다.

환상의 기본요소인 상상은 현실세계에 뿌리내리면서 심미적 허구를 제

시한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작가가 새로운 세계, 즉 자신의 작품을 창조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환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본인에게 환상의 세계는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이유와 원동력이자, 고된 현실을 극복하고 에너지를 얻는 활력소이다.

상상 속에서, 본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어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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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을 바탕으로 숲을 여행한다. 숲은 수

많은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

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숲의 여행을 통해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낯선 숲은 불확실하고 불안감을 주기도 하지만 반

면 설렘을 안겨준다.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모르는 숲 속으로 들어가

자유인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면서, 환상적인 장면들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상상하며 본인의 작업은 이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들은 하나로 묶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많았고 중

복되어 설명해야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큰 범주로 묶어본다면 모

두 환상을 추구하기 위해 모호함을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형태의 왜곡을 통해 변형을 주고, 붓질의 표현을 강조해 경계가 불분명

한 형태가 나왔다. 또한 투명한 중첩을 통해 겹쳐진 이미지들로 모호함

을 나타내고자 했다.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원색적인 색채를 주로 사

용하여 환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고, 색의 겹침을 이용하여 색

의 모호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조형적 특성을 형과 색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면, 구성 소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으로 구분하였다. 숲

을 구성하던 동물들은 태초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초식, 육식 동물 나

뉠 것 없이 숲 안에 함께 존재하게 하고, 동물들은 화면 밖을 응시하면

서 화면을 바라보는 관람자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동물들의

운동감이나 속도감은 절제하여 고요하고 적막한, 그래서 더 잠재된 원시

성을 보이는 환상적 숲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고요함을 깬 것은 오히

려 식물들이었다. 환상의 숲에서 식물들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환

영을 통해 먹잇감을 불러오는 육식성도 보여준다. 동물과 식물은 합쳐져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였다. 이어 그 안을 탐색하던 자는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 동식물과 결합되어 새로 태어나는 것인지, 숨어있는 것인

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의중을 알 수 없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 대한 주제와 발상, 표현과 기법

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동안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던 환상성

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는 작품세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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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작업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구한 것들이 앞으로 작품 속에서 더욱 심화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환상의 다른 범주, 즉 일상현실의 문제

에 대한 탐구나 환상을 통한 세속적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넘어서는 단

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작업에서

환상이 점차 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빅 피쉬’는 결말을 통해 허무맹랑하기만 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이

야기가 어쩌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게 한다.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세계를 펼치는가에 따라서

삶은 더욱 특별해지고, 우리는 주인공이 된다. 본인은 앞으로도 환상적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특별함을 선물할 것이다. 언젠가 환상이

현실이 되고, 본인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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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숲에서 보다_순간Ⅰ, 155x110cm, 장지에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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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숲에서 보다_순간Ⅱ, 155x110cm, 장지에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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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 숲에서 보다_순간Ⅲ, 155x110cm, 장지에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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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숲, 숨다, 130x163cm, 장지에 수묵,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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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ntastic Image 

Expression through the Forest
- Based on Song Jeehyun’s artworks -

Song Jeehyun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my artworks from 2010 to 2016, 
systematically presenting my works by identifying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creation and the cognitive background of the 
subject of the work and analyzing the process of shaping it.
  This study starts from an interest in fantasy. A fantasy is a free 
and endless imagination or a product that perceives a  form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as if it existed. This seems to be a 
desire to free oneself from ennui, change what is given through 
the desire to fulfill the lacking portion and to break away from 
the constraints of reality. In other words, fantasy is deeply 
related to human imagination and potential psychological state. I 
borrowed a subject matter called forest to satisfy this desire and 
express it into 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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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interested in the unfixed, changing uncertainty, which can 
be seen as an ambiguity. Ambiguous things expand the range of 
imagination, and the more imaginative one becomes, the more 
one will be able to travel to a new world and enjoy fantastic 
images. Nature is a variable and unpredictable being so it 
became the source of my imagination, and  this is embodied into 
fores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e fantasy image 
expressed through the forest is examined, the meaning of the 
fantasy is explored, and the reason why the image is expressed 
through the forest is analyzed. 
Through this, I hope that I am able to present the subject that I 
want to express and have a theoretical and academic foundation 
to my work more clearly and accurately.
  This study largely consists of five chapters. ' I. Introduction', '
Ⅱ. The Concept and Art of Fantasy ', 'Ⅲ. Forest as the Origin of 
Imagination ', 'Ⅳ.  Expression of Fantastic Image', and 'V. 
'Conclusion'.
  Chapter Ⅰ describes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creation 
that pursues the image of fantasy through the forest, and briefly 
introduces the contents and research method of this thesis.
  Chapter II explores the notion of fantasy from the etymological 
meaning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fantasy from literature 
to art, and describes the context in which I work. I also looked 
at how fantasy was expressed through art in connection with my 
work.
  Chapter Ⅲ discusses imagination that leads to fantastic images 
and forests that are used to express them. In exploring fantastic 
imagery through imagination, I explained what imagin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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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factors stimulate imagination, and why it is expressed as a 
fantastic image through forest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and tendencies. I tried to find the proper meaning of the work 
by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that corresponded to 
it.
  Chapter Ⅳ divides the research conducted in my wor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xpress the fantastic image. I searched for the 
meanings of animals, plants and humans expressed in the works, 
and studied the expression of forms and colors.
  Finally, Chapter Ⅴ summarizes the main points written on the 
paper, describ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and also 
presents the direction of my future works.

keywords : Fantasy, Imagination, Forest, Nature,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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