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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에게 작업의 목적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불안한 감정을 치유하

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본인의 작업에서 자아인식과 정체성

은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 작업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논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본인의 작품 제작 동기와 제작 과정 그리고 결과물 

속에 내제되어 있는 원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수행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나감으로써 본인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불안의 원천은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과 채워지지 못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인의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

고자 하는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과 비례해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

는 불안과 타인에게 잊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환경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정의되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그로인해 억제되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적 

자아가 약해졌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의식세계로 올라오려고 할 때에는 오

히려 자아가 위협받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원의 상징을 활용한 만다라 작업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심적 에너지에 집중을 하게 되고, 정서적인 것은 물론 

인지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신성한 상징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

게 된다. 만다라를 보며 명상에 잠기거나 직접 만다라를 창작할 때에 감

정과 정신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자기의 내적 고요에 침잠할 수 있게 됨

으로써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된다. 만다라의 작업과정은 ‘지금 

그리고 여기’의 순간으로 존재를 끌어냄으로써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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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자아, 불안, 원, 만다라, 치유, 반복

학  번: 2013-21196

신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본인이게 분열된 자신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중심으로 이끌어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본인은 특히 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자유, 시간, 

수행, 축적성이 결합되어 심층의 가장 순수한 자아와 만나 완전히 몰입

하는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런 반복적 행위는 무의식속에 

갇혀있던 내면의 억압된 자아와 만나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감정의 승

화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또한 본인은 명상과 요가를 병행함으로써 마음

의 안정을 가지려 했으며 이와 같은 수행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작업

에 접목시키려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동안에 

동요나 흥분 혹은 불안 등의 내면세계의 갈등들을 잠재우려는 의지를 상

징적으로 표현하여 객관화시키고자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며 만다라를 작업하는 과정이 자기의 존재를 하나의 완

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작업인 “중도(中道)”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해주는 안내자이자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상징적 표현 의도가 뚜렷해짐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더욱 심화시

켜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시각 언어를 개발하고 

작품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노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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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의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역대로 만물에 대한 막대한 지식의 보

유와 인류 문명의 찬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

서 각각의 존재는 사회가 정의하는 외적인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독립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회 구조 속에서의 파편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파

편화된 개인은 소외와 고독, 상실감과 자괴감 등은 불안한 감정 상태를 

겪게 된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 즉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자아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으며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억압된 나의 모습은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에 대

해 고민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의 

자아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근

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탐구는 본인의 작업을 발전시

켜 나가는 동기가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무의식에서 나온 작업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원(圓)’의 모양이었다. 원은 본인의 작업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 동시에 본인이 자아를 인식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바의 완전한 상징적 표현으로써 작용한다. 원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에 기대어 본인만의 만다라를 제작함으로써 자아의 

중심을 찾아가고자 했으며, 그로인해 자아상실로 인한 불안의 마음을 치

유하고자 시도했다. 자아의 참 모습을 찾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다

는 욕망을 버릴 때 가능하였으며, 호흡조절과 명상과 같은 방법이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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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Ⅰ. 머리말’, ‘Ⅱ. 원의 상징성’, ‘Ⅲ.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표현’, ‘Ⅳ. 색상 및 재료기법’, ‘Ⅴ. 맺음말’ 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

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작품창작의 동기를 서술하며 앞으로 전개될 연구내용의 순

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Ⅱ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나는 상징 언어이자 직접 언

어인 원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만다라의 상징성과 치유력에 대해서 고

찰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본인이 경험한 불안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러

한 감정들이 투영된 무의식적 작업에서 나타난 원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반복적인 원과 선의 작업을 통한 본인의 마음의 안정과 본인 

실존의 경험들을 서술하며, 이러한 반복적 작업과 원의 상징성과의 관계

성을 작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작업으로 마음의 중심을 찾

아나가면서 병행했던 명상과 요가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작업에 어떤 영

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본인의 수

행과정으로서의 만다라의 의미를 작품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Ⅳ장에서는 상징의 개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색의 연구들

과 작품 의도를 살리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한 재료들을 활용한 작업 과

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원을 활용한 만다라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안정과, 자아의 중심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작업으로서의 의

미를 다시 언급하며 글을 끝마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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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과 만다라의 상징적 의미

  인간은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변형된 

상징을 통해 종교나 예술로 표현해왔다. 해와 달, 물, 불같은 대자연 속

에서 어떤 상징을 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집, 작은 배, 자동차 같은 인

간이 만들어 놓은 것, 심지어는 숫자, 세모꼴, 네모꼴, 원과 같은 추상적

인 형태에서까지도 의미심장한 상징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

주 전체가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중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과 문화의 구성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보

편적인 상징 언어이자 직접 언어인 원의 상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원을 활용한 만다라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 만다라가 가

지는 치유력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원의 기원과 의미

 원은 인간 대 자연의 교섭을 포함해 모든 각도에서 보는 영(靈)의 총체

를 상징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숭배로서의 원, 꿈이나 신화 속의 원, 

티베트의 승려가 그리는 만다라(mandala),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원, 

고대의 천문학자가 생각했던 우주 개념으로서의 원, 이러한 모든 원의 

상징은 예외 없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궁극적인 완전성을 표상한다.1)

 또한 원(圓)은 공간, 방향, 시간, 에너지 외에도 우주, 영원, 신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의미로도 상징 된다. 원은 공간을 둘러싸 그 안에 있는 것 

등을 보호 내지 강화하거나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  

1) Aniela Jaffe, 『미술과 상징』, 이희숙 옮김, 열화당, 1995, p.30.



- 4 -

 [도판 1] 독일 원형도시 뇌르틀링겐  [도판 2] 우로보로스

                                       

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동일한 힘, 에너지, 빛과 

같은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원은 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위

성, 물을 휘저을 때 나타나는 둥근 모양, 그리고 나선형 형태로 치러지

는 모든 제 의식, 예배, 놀이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고대의 신

성한 장소, 그리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체들의 형태를 상기시

킬 뿐 아니라, 점성학에서 태양을 나타내는 기호로써 영원한 에너지를 

상징한다. 즉 원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을 상징

하는 것이다.

“태양의 신인 아폴론(Apollon)은 퓌톤(Python, 거대한 구렁이)을 죽이고 정죄의

식을 치르며, 페르세우스(Perseus)는 거울을 통해 태양빛이라는 강한 양의 에

너지로 메두사(Medusa),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으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인 

괴물을 죽인다. 그리스 신화에서 뱀은 양의 에너지, 남성적 에너지가 승리함과 

동시에 죽음을 맞는다. 한편 뱀은 스스로 허물을 벗으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

난다.” 

 이러한 재생의 이미지는 탄생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우주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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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양태를 나타내는 형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제 꼬리를 물고 있는 우

로보로스(Ouroboros)라 불리는 뱀의 형상은 거의 모든 민족에게 공통으

로 등장하는 이미지이다. 우로보스는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이 제 자신

을 먹으면서 다시 탄생하고 사라져가는 우주의 영원성과 모순성을 나타

내는 징표로 자리 잡는다.2) 

 신지학(神智學,theosophy)3)에서 말하는 스스로의 꼬리를 물고 도는 뱀

은 움직임을 동반한 시간으로서의 원을 나타낸다. 끝없는 선으로 이루어

진 원은 영원을 상징하며, 퍼거슨(Ferguson, Marilyn, New Age 사상 

저술가)에 의하면 "신의 완벽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끝없는 세계의 처음

과 지금 그리고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신을 대변"하기도 한다. 중국인들

에게 있어 중심이 비어 있는 원은 하늘의 상징으로 그 중심부에 비어있

는 구멍은 신성력(神聖力)을 향하는 길을 나타내며, 서구의 연금술에서

의 원은 "영원한 창"이다. 이 '창문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내부에 잇는 

영원성과 연관을 지니며, 동시에 영원히 그가 살고 있는 시간에 얽매인 

세계인 비인과적 동사성적 사건들의 형태로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다.4) 

 한편 아라비아 숫자 0은 '원'의 형태를 차용한 것이므로 '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13세기에 이르러 '갭(gap) 혹은 '공백'(empty)을 나타내는 아랍어 'sifr'가 라틴

어에 들어와 'cipher'(ziphrium)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탈리어인 'zero'가 되

었다. 제로는 본래 그 장소가 공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제로가 '무한

2) 김융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p.56.

3) 신앙이나 추론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오한 본질이나 행위에 관한 지식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알게 되는 철학적, 종교적 지혜 및 지식.

4) Susanne Fincher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김진숙 옮김, 학지사, 1998,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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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 밀교의 만다라

'이라는, 오늘날에 있어서 불가결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르네상스의 그림에 '원

근법'과 '소실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르네상스 그림의 새로운 시각적 공간은 

그보다 몇 세기 전에 나타난 글자의 선형성과 마찬가지로 수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5)

  이 모든 예에서 발견되는 것은 원의 비어 있음은 단순한 공백이 아닌 

신성, 혹은 무한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만다라의 상징성과 치유적 의미

 불교에선 원으로 '윤회'라는 용어를 상징

화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시간과 계절, 방

위에 이르기 까지 원을 사용함으로써 원적

인 인식을 보여준다. 인도와 극동아시아의 

시각예술에서 사(四)방위선 또는 팔(八)방

위선이 그어진 원은 종교적인 명상을 상징

하는 기본형이다. 이러한 원은 힌두어로 

만다라(mandala)6)라고 하며 이는 우주의 

영역을 나타내는 원을 의미한다. 만다라는 

주로 티베트에서 기원하였으며, ‘본질

5)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박정규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p.169.

6) 티베트 밀교(密敎)의 만다라는 불⦁보살 등의 형태를 신체, 수인(手印), 의상, 장신구 등의 도상

으로 나타낸 것이 많이 발견된다. 또 밀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성적 우주도(宇宙圖)로써 

등장하였으며, 밀교 전통에서 회화로 표현된 대표적인 종교적인 상징물이다. 4C초에서 7C 중

반기에 인도 탄트리즘(Tantrism) 시기에 깨달음의 영성체험이 회화 형식으로 상징적 표현이 

활성화되면서 만다라 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만다라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방법 중의 하나이며,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진리를 깨닫는 수행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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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을 소유(la)한 것’이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심상(心象)을 시각 형

식으로 나타낸 그림을 일컫는다. 만다라는 '우주의 진실'이라는 원상(圓

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만다라의 원을 그리는 행위는 원 바깥의 

세계와 원안의 세계를 구별하는 일이다. 원을 그림으로써 원안의 세계는 

초월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이다.7) 이 때 원을 그리는 일

은 일종의 우주적 중심을 설정하는 일로 우주 안에 인간의 존재를 정립

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원으로 상징되는 우주의 무한한 영역과 사각

형이 상징하는 의식의 경계를 하나의 도상 안에 표현함으로써 만다라를 

그리는 행위는 그리는 사람이 자신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와 우

주의 이미지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8) 

 한편 만다라는 윤원구족(輪圓具足)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낱낱의 살이 

속 바퀴 측에 모여 둥근 수레바퀴를 이루듯이 모든 법을 원만히 다 갖추

어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 수레바퀴는 영원히 윤회(輪廻)하는 시간

을 의미한다. 

 밀교를 통해 소우주의 진실을 형상화하는 도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만다라의 종류는 땅에 그리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하다. 이는 만다라

의 디자인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 뜬 산치(Sanchi)9)의 둥근 천장과 네 

개의 벽으로 둘러진 공간의 패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각 대문에는 자신

의 일부인 집착, 욕심, 두려움 등을 상징하는 문지기가 중심에 도달하기 

전에 기다린다. 이런 종류의 만다라는 정신적인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

들을 심리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내면세계의 지도라고 할 수 

7) 김융희 , 앞의 책, pp.67-68.

8) 김융희, 앞의 책, p.68.

9) 인도중부의 마디아프라데시주 동마르와르 지방 (지금의 조드푸르)에 있는 불교유적. B.C 3세

기~ A.D 11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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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인도의 산치(Sanchi) 대탑 [도판 5] 영국 스톤헨지(Stonehenge)

[도판 6] 12지신 
[도판 7] 아즈텍 달력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만다라 형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의 암각화에서 보이는 동심원이나, 고대 영국인들이 만든 것

으로 추정되는 스톤헨지, 미국 인디언 나바호족의 치유를 위한 모래 그

림에서도 만다라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만다라의 기본 형태인 원

은 고대의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모든 창조의 역사

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주의 근원적인 형태이며, 고대로부터 

문화의 믿음, 관습, 예술, 치유의 의식이 퍼져있는 것이다. 그 특별한 쓰

임새와 각 사회 내에 영혼적인 유대감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만다

라는 균형과 치유의 상징이다10)

10) Susanne Fincher, 앞의 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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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만다라는 성스러움의 표상 기제로서, 고대로부터 성스러움을 집중

적으로 담아내고 표현하는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신화,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의 전통문화에서 

만다라는 우주를 상징하며 창조신화를 표현하고 있다.11)

 원으로 표시한 12개의 동물자리, 원으로 표현한 사계절, 태양과 달과 

별의 원형적 운행, 멕시코의 원형 태양석인 아즈텍 달력, 그리스 크레타

의 미로(迷路), 스톤헨지나 동굴벽화의 그림 등이 대표적 만다라 상징 

형상이다. 

 만다라를 정신적 삶, 초월적 존재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문화권에서 원

의 형상은 기도와 명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만다라 불화, 중국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태극 형태, 그리스도교 미술

의 성화(聖畵)에 표현되는 예수과 성인(聖人)의 후광 등이 그러한 것들이

다. 나스카피 인디언들은 그들이 숭상하는 초월적 존재인 “위대한 분”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만다라 형상으로 나타낸다.12)

 동양의 불교와 서양의 중세 신비주의자들에게 만다라는 주로 명상과 내

적 조화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만다라를 보거나 그리는 것은 종교적 전례행사로 되었으며, 이러한 의례

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에 필수적 요인이다. 불교의 승려들은 만다

라를 통한 수행에서 만다라를 그릴 동안이나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상

징성에 마음을 모아서 자기 안에 깊이 침잠하여 명상에 잠긴다. 즉 자신

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색과 형태를 통하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며 우

주적 표상인 만다라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인도인과 티베트인은 종교생

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도 항상 정해진 장소에 만다라를 걸어두고 

11)김용화 , 『만다라 깨달음의 영성세계』, 설화당, 199, p.49.

12) C.G.Jung, 『상징과 리비도』,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올김, 솔출판사, 2005,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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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을 한다. 또한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나 독

일 쾰른 성당의 색유리 원화창(圓華窓)도 천주교인들의 종교적 명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만다라는 기독교의 십자가, 원불교의 일

원상, 불교사찰표시인 만(卍)자, 그리고 심지어 나치의 표시로 사용되기

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만다라는 어느 일정 종교의 상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와 종교적인 구원 사이를 오가는 인

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중심과 범우주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만다라가 종교적 의례, 창조신화의 전례, 자연과의 합

일, 자기발견을 위한 영성체험, 혹은 치료적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만다라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인성을 

더 잘 알게 되며 자신의 내적 갈등과 긴장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로 인

하여 심신의 조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다라는 심

리적인 치유와 종교적인 구원 사이를 오가는 중심적이고, 우주적인 상징

이라 할 수 있다. 

  만다라가 가지는 치유적 힘을 기반으로, 본인은 원을 활용한 자신만의  

만다라를 그리는 작업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심적 에너지에 집중하

면서, 정서적인 것은 물론 인지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신성한 

상징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투사를 통한 

객관화의 과정을 가리키는데, 만다라 제작 행위 자체에서 생겨난 투사의 

내용물들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뒤따르는 화합과 평온의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만다라 작업 과정을 통해 심리치료가 표방하

는 치유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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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표현

 인간은 누구나 삶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불안은 인간 조건으

로서 갖게 되는 정서 상태로 개인의 내적인 욕구와 외부 압력에 대한 무

력감, 사회적 환경에 의한 열등감, 고립감, 가치상실 등에서 발생하며 누

구나 경험하는 유기체의 긴장을 수반하는 무의식적 정서 상태다. 본인은 

본인의 삶을 잠식하는 불안이라는 심리를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해소

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아의 확립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 불안

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로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1절에서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본인이 경험한 불안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투영된 무의식적 작업에서 나타난 원의 의미를 알아보

고자 한다.  2절에서는 반복적인 행위의 작업을 통한 본인의 마음의 안

정과 본인 실존의 경험들을 서술하며, 이러한 반복적 작업과 원의 상징

성과의 관계성을 작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작업으로 마

음의 중심을 찾아나가면서 병행했던 명상과 요가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본인의 수행과정으로서의 만다라의 의미를 작품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무의식적 드로잉을 통한 원의 발견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과의 경쟁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노력으로 인해 얻은 성취감은 본인

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원동력을 갖게 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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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뒤처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주위와의 비교를 통해 사

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계속 확인해나갔다. 이런 끝없는 

경쟁 속에서 본인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지쳐갔고, 중심이 없는 자신

에 대한 판단력으로 인해 늘 주위의 판단과 반응에 휩쓸리며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본인은 불안감이 절정에 다다를 때 불안감의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작정 마음이 가는대로 그림을 그려내고는 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사

이에서 원의 모양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내었고, 이 원이 비단 개인을 넘

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원형(原形)적 상징체임을 깨닫게 된다. 1장에서는 

불안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을 시작하게 된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2장에서는 마음의 기저에 깔린 무의식

속의 불안이 원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참고 자료를 통해 살펴보며, 

이 원이 가지는 치유의 의미와 상징에서 나타나는 그 근원에 대해 탐색

해보도록 한다.

     

1) 불안에 대한 개인적 경험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그리고 그것

을 향한 마음’을 말한다. 인간은 무엇이든 더 소유하기 위해 끝없는 욕

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13) 본인의 불안의 원천은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

과 채워지지 못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크고 작은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

면서 그 욕망들을 순간순간 채워나가게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경쟁이

13) 박진영, 「욕망에 따른 불안과 공포의 그로테스크적 표현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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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든 자신이 성취한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

고 있는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씩 더 낫다고 생각될 때 안도감을 느꼈다. 

이러한 욕망은 현대사회가 가져 온 물질문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증가하

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는 인간 욕망의 근사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항상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남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본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을 

뿐 아니라 경쟁적이고 자기이상기준을 높게 설정하게 하였다. 이는 자신

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짐으로써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불안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며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간의 불일치를 느낄 때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타인의 관

심 밖으로 밀려나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더해지게 된다.

 경쟁에서의 도태되는 불안이 일차적 불안이라면 고독은 무한경쟁 속에

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과시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허무함에서 

오는 이차적 불안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에 따르

면,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에 

있으며 산업사회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 평가된다. 그는 

‘소유’란 삶의 방식은 서구 산업 사회의 생존방식이며 현대 산업사회는 

이 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병들게 한다고 본다. 

 자신이 얼마나 소유하였는지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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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현대사회는 소유만큼 한 인간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이 없다. 그렇기에 현대인은 각종 수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

려고 한다. 예를 들어 sns에 여행간 곳, 비싼 음식을 먹는 것, 자신의 활

동 업적들을 남김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리

고 그런 일부분의 삶이 마치 자신의 전체적 삶의 양상인 듯 암시하여 포

장한다. 

 이러한 과시적 행동과 실제 본인의 삶의 괴리감은 본인을 고독 속으로 

밀어 넣는다. 화려함과 경쟁적 과시로 인해 역설적으로 발생한 고독은 

실체가 소외되는 불안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타인의 시선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정작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념은 무엇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에는 무관심하였다. 타인의 평가는 곧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였기에 마음속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

득했다. 언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앞서나가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생각은 늘 마음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이러한 불안은 삶을 전반적으로 잠

식해나감으로써 늘 초조하고 안달하는 삶을 살게 했다. 불안은 자아와 

본능 사이의 내적인 정신적 갈등에서 야기되었으며 무의식적인 정신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그로인해 억제되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적 자아가 약해졌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의식세계로 올라오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자아가 위협받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2) 불안에서 기인한 무의식적 행위

 본인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

세웠으며 욕망이 자신의 삶을 잠식해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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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8] 불안에 대한 무의식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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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작품 2】구원의 빛을 

향하여, 80x80cm, 순지에 

채색, 2013

[도판 10]무의식 

드로잉

었다. 

 슬픔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눈을 뜨고 일상과 다름없는 정상

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예고 없이 마음속으로 엄습해 들어온

다. 이 감정들은 처음에는 심연에서부터 조금씩 타고 올라와 내면을 혼

란스럽게 만들며 나중에는 본인도 파악할 수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 자신을 내버려두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럴 때마

다 이런 감정들을 손가는 대로 그려내는 것으로 풀어내려했다.

이러한 그림들을 당연히 보통의 작업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시간의 제

약, 재료의 제약, 의식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어느 순간 이런 그림들

이 나의 눈에 익혀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발견되는 공통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원’이었다. 그림은 대체적으로 화면

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한다. [도판 8]을 보면 화면의 중심 혹은 원의 중

심에는 자아에 해당하는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은 주변의 소용돌이에 자

신의 몸을 내맡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을 부여잡고 본인의 모습을 유

지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담겨있는 작업들이다. 당시 상황이 마음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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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본인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었

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부터 무작정 옆에 있는 종

이들에 그 순간의 감정을 쏟아내려 했다. [도판9]는 바다 심연에서 물고

기 떼들을 바라본 모습이다. 물고기들은 물 바깥의 외부세계에서 보이는 

빛을 느끼고 그 빛에 닿고자 하는 맹목적인 바람으로 떼를 이루어 다가

가려 한다. 그러나 결국 그 빛은 자신들이 숨 쉴 수 있는 물의 바깥세계

로 그 빛에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본인들은 생명을 잃어간다. 여기서 이 

빛은 구원이다. 본인은 구원이라는 것은 본인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 이

었으며, 구원을 바라는 것조차 이상적인 과분한 상태임을 은유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결국 물고기 떼들의 상황은 본인이 당시 느꼈던 상황인 것

이다. [도판10]은 컴퓨터 그림판으로 그려나갔던 것이다. 딱히 무엇을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 불현듯 그림판을 키

고 무작정 그려나간 원들이다. 개체의 형태들 모두 원이었으며, 이 원들

은 중심에서부터 화면 밖으로 확장되는 구도들을 대부분 갖고 있다. 점

점 이러한 무의식적 작업이 누적 되어가면서 ‘원’의 형태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했고 원래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에게 궁금증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 많은 모형 중에서 하필 원을 반복되게 그리고 

있는 것인가? 왜 원의 중심으로 시선이 집중되도록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나? 이 원은 혹시 학습된 원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원을 그릴

까?

 이러한 경험은 비단 본인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심층심리학자인 융

(C.G.Jung, 1875-1961)은 20세기 초기에 서구문화에서 최초로 만다라

가 지니는 우주적･영적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만다라가 인간정신에 주는 

의미를 탐구한 결과로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세계를 열어준다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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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겼다. 융은 만다라를 단순히 이론적･객관적으로 연구를 한 것만이 아

니라, 자신이 직접 만다라를 그리는, 소위 생생한 자기체험을 통하여 만

다라가 주는 치유적 의미를 정착시켰다.14)

 융이 만다라를 치료적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 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융은 당시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였던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융은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프로이트와는 다른 견

해를 가짐으로써, 프로이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우정을 포기하

였다. 융은 프로이트와 결별을 한 후에, 개인적으로 심한 정신적 위기에 

처했으며 사회적인 만남도 점차 기피하여 은둔생활에 빠져들었다. 융은 

이러한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만다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매일 자신의 내적 상황을 나타내는 원 형태의 그림을 그렸다. 융은 

그 당시 무의식적으로 항상 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점차 원이 자신의 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다라를 그림으

로써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가 만다라를 처음으

로 그리기 시작한 시기는 1916년이며, 몇 년이 지난 1918-1919년에야 

자신의 만다라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1916년에 처음으로 만다라를 그렸다･･････물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1918-1919년에 나는 매일 아침 그 날의 나의 내적 

상황에 어울리는 작은 원, 만다라를 그렸다. 나는 그림을 보며 매일 나의 심리

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점차 만다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

다. 이것은 모든 것이 원만하고 조화로우면서 자신에 대한 기만이 없는 자기(自

己, Selbst), 인성의 통합체이다･･････내가 그린 만다라 그림들은 나에 대한 매

일의 상태를 나타내는 암호문들이었다. 나는 나의 전체성이 그림에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보았다. 물론 처음에는 단지 암시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14) 정여주, 『만다라와 미술치료』, 학지사, 200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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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그림들은 나에게는 이미 아주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

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림들을 귀한 진주처럼 보관했다. 나는 그 그림들이 어떤 

중심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가졌으며, 그것은 나에게 마치 나와 

세계가 분리할 수 없는 전체와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만다라는 이러한 분리

할 수 없는 것을 그린 것이며 영혼의 소우주적 본성에 해당한다."15)

 융은 심리적 중심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만다라의 구조를 인디언들의 표

현을 빌려 ‘마법의 원’이라고 하였으며16) 만다라는 모든 인간에게 각인

된 원형(原型)17)으로 통일체의 상징이며, 정신적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꿈이나 그림의 형태로 즉흥적･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심코 만다라 형태를 그리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의식화

하고, 자기 치유력과 내적 조화를 얻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원을 그리는 행위는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망라한 원에 관련된 공통적 행위, 옛 선조들의 문화유적 에서도 공통점

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순례자들이 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의 해탈

을 의미하는 원을 그리는 것, 한국 여인들이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

술래를 하는 것, 미국 소년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원을 그리는 것 등

이 그것이다. 여기에 묘사된 여러 인간들의 모습에서 공통된 점은 무엇

일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억제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원형(圓

形)적인 것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원형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며 태어날 때부터 이미 

15) C.G.Jung, 『칼 융 자서전』, 이경식 옮김, 범조사, 1986, p.27.

16) C.G.Jung, 앞의 책, p.38.

17) 원형(原型)이란 문학과 사상 전반에 보편적인 개념이나 상황으로 여겨질 만큼 자주 되풀이하

여 나타나는 근본적인 상징･성격･유형을 가리키는 문학 평론 용어이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한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유전 암호가 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논리 이전의 사

고에 기원을 둔 이 원초적인 심상 유형과 상황은 독자와 저자에게 놀랄 만큼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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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어있는 인간의 선험적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원형은 시간과 공

간, 지리적 조건, 인종의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성의 조건으로 태

고적 부터 수없이 반복 되었으며 또한 반복되어갈 인류의 근원적인 행동

유형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인 것이다. 

 융에 따르면, 원형은 그 자체로는 재현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상징

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원형은 모든 인간체험의 무의식적인 침전

물이며, 잠재적인 생명력과 창조적 가능성으로서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형상화할 때 그것은 의식에 의해 어떤 형태로 지각되는데 이것

을 상징 또는 상징적 이미지, 원형상(archetypischebilder)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상징이 동시에 원형이며 지각되지 않은 원형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나 원형이 반드시 상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

며 하나의 잠재적인 상징으로서 적합한 의식적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자

신을 상징으로서 현실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원형자체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으며 그것이 하나의 원형적 상징으로서 나타날 때 간접적으로 만

나게 된다.18)

 

 이와 같이 본인이 시작한 무의식에서 발현된 원은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시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징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원은 본인의 작업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인

류가 지속되어 오면서 세월에 걸쳐 각인된 상징이며 이는 본인이 원을 

활용하여 만다라 작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타당성과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이러한 탐색을 바탕으로 본인은 원의 상징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인 

힘을 반복된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업을 발전시켜 나

가고자 했다. 

18) 이부영,『분석심리학-C.G.Jung의인간심성론』, 일조각, 1998,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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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된 원과 선을 통한 몰입의 체험 

 반복(反復)은 사전적 의미로 같은 것을 되풀이함을 의미한다. 반복은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안에서 끊임없

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들뢰즈(Gilles eleuze)에 의하면 반복

의 의미 속에는 자유성, 시간성, 수행성, 축적성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반복은 이전의 반복을 반복하고, 두 번째 반복에서 변화를 통해 자신의 

기억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기억의 심층을 회복하며 변화하여 나타난

다. 그 사이에 내재된 시간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 수행적 측면의 반복

은 그 행위 속에 자기 수행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반복을 통한 수행

의 의미는 불교의 윤회(輪廻)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니체의 영겁회귀(永

劫回歸)사상19)과도 연관이 있으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윤회를 언

급한 바 있다. 윤회는 시간과 공간의 반복적인 순환의 과정이라 할 수 

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은 흘러나가거나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 쌓이는 것으로 축적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축적은 일상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시간의 흔적이 된다.20) 그 중 미술 

작가들의 창조적인 작업 과정 속에서 자유성, 시간성, 수행성, 축적성이

라는 반복의 고유한 역량을 발견할 수 있다. 드러냄을 두려워하거나 세

상의 잣대에 억압 받고 의식적으로 걸러지는 심층적 내면을 미술이라는 

언어를 이용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 자아와 소통을 

하고 심층을 형상화하는 과정은 시간성을 내포한다. 시간의 축적을 통해 

획득되는 내적인 수행이 창조 작업으로 실현된다.

19) 영겁회귀(永劫回歸)는 똑같은 것이 그대로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실상(實相)이다. 이 

사상에서는 모든 점이 중심점(中心點)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이 순간이 영원한 과거와 미래의 

응축시킨 영원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된다.

20) Gilles Deleuze, 『차이와반복』, 김상환 옮김, 2004, pp.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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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行爲)의 사전적 의미는 반사적, 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목적)을 하고자 결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라 한

다.21) 신체의 움직임은 있지만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행위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무조건반사(無條件反射)처

럼 무릎을 쳤을 경우 무릎이 저절로 올라가거나,  신체의 일부분의 떨

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데에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의도가 있을 경우

에만 이것을 행위라 할 수 있다. 미술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행

위라 볼 수 있는데 형상화된 표면적인 것은 심층의 내면이 무의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작품을 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동은 행위라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정신과 물질로서의 몸 

사이의 구분을 없애며 정신을 신체의 이면으로 만든다고 했다.22) 신체를 

통한 반복행위는 정신세계 즉 내면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인 반

복적 행위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적자아에게 접근을 

시도하게 되고, 표출구를 찾은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게 된

다. 반복적 행위는 문제를 안고 닫혀있는 심층의 내면에 스스로 관심사

를 반복해서 말하게 함으로써 내적자아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보다 효과

적으로 돕는다.

 1절에서는 반복 행위를 통해 무의식속에 갇혀있던 내면의 억압된 자아

를 발견하고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감정의 승화를 경험하는 치유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자연물에서 발견한 반복과 확산된 

구조를 활용해 원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무한대의 소우주와 같은 형상

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한 경험과, 본인 또한 무한

대의 우주 속에 속해있다는 안정감의 경험을 본인의 작품을 토대로 풀어

21)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22) 송석랑,『메를로 뽕띠의 철학』, 문경출판사, 2005,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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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한다. 3절에서는 선의 반복과 중첩을 통해 원 형태를 만들어냄으

로써 행위에만 집중된 시간 속에서 존재의 실재함을 느끼며 본인에게 주

어진 시간과 공간에서의 무아지경에 대한 체험을 작품을 통해 서술해보

고자 한다.

 

1) 반복 행위를 통한 치유

 “의식은 심리적인 내용과 자아와의 관계의 기능이며, 지속적인 생활과

정에서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갖지 않는다. ･･･ 어떤 의식 상태란 자아

의 의식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어느 한 경계점에 불과하다. 그러므

로 자아란 알 수 없으며, 모든 미술은 이러한 점에서 자아의 드러냄이

다.”23)

 예술가의 행위가 정신을 연결시키는 근거로써, 추상회화가 “감정, 이성, 

그리고 직관이건 무의식이건 예술의 순수한 원천과 절대성의 언어”로써 

미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내적인 마음, 즉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

로서, 내면세계를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며, 그 예술적 

영감은 무의식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반복적인 미술행위는 자유, 시간, 수행, 축적성이 결합되어 형상 혹은 

내면의 반복을 통해 무위(無爲)의 상태에 접근하여 심층의 가장 순수한 

자아와 만나 완전히 몰입하는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23) 에드워드 루시-스미스, 『전후 현대 미술』, 임영방, 김춘일 옮김, 세운문화사, 1979,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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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슈탈트 미술치료에서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 미술은 내적인 것을 자각하고 접촉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타인과

의 교류와 접촉을 촉진시켜 준다고 한다.24)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심

리장애를 알아차리는 것을 접촉의 결손이라고 본다. 억압되어 있던 내적

욕구의 감정이 미해결로 남아있으면 강박적으로 되풀이 되어 심리적 문

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게슈탈트 치료는 알아차림과 접촉의 증진을 궁극

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빌헬름라이히(Wilhelm, Reich)도 우리의 심리적 방어는 신체적으로 나

타난다고 하여 신체의 심리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는 내담자들의 신체

에 집중되어있던 긴장 에너지들을 발견하여 이를 신체 작업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25) 작가들은 내적 표현을 위해 재료와 도구들을 처음 마주

하게 될 때에 작품을 망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처음에는 상승

하지만, 작품을 조형화하는 행위로 서서히 긴장감이 풀어지고 심층의 표

출구에 더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

지하게 되면서 반복 횟수만큼 내적 자아와의 소통을 시도 하게 된다. 무

덤덤하게 반응하던 내적 자아는 반복된 것들이 형상화 되어감에 따라 점

차 심층적인 면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신체에 각인 

된 경험이 드러나게 되고, 심층에 숨어있던 문제를 직시하며 자아와의 

소통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문제를 인지하고 나니 해결은 생각보

다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 한 예로 든

다면, 발바닥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가시가 박혀 아프다고 가정할 

경우,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고, 가시

의 크기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심하면 환상통26) 으로 걷

24) 김정규,『게슈탈트심리치료』, 학지사, 1995, pp. 347-350.

25)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pp. 3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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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루이wm 부루즈아의 드로잉 

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시를 발견해 제거한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고, 제거를 했기에 상흔은 남지만 고통은 사라진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 문제를 인지하고 난 후 반복적인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내적인 문

제는 점차 가벼워지고 내안의 나를 용서하고 응집된 응어리를 풀 수 있

는 것이다.27)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서 반복이라는 동작 과정을 통해 심리 치유의 경

험을 이끌어 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반복적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방

법은 작가마다 기법, 의도가 다다르게 나타나지만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반복적인 동작과정을 통해 작가는 마음을 비우고 정신적 평정상태인 무

위에 접근 한다.

 불우한 성장 배경을 겪어온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아

26) 환상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통증을 말한다.

27) 박소연, 「반복적 미술행위를 통한 자아치유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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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에 대한 반감이 작품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고, 어릴적 경험이 그

녀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은 정신적 외상의 경험이다’ 

라고 말했다.28) 부르주아 작업에서 반복적 행위를 찾아보면 바느질이다. 

어린 시절부터 바늘을 접하던 그녀에게 바느질은 신체적 행위를 통해 과

거의 고통과 공포를 표출하며 내적 자아 치유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

단이었다. 

 반복적 미술행위는 반복적인 동작 과정으로 각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다. 인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각성이 필요한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도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을 

하는 등 자신의 각성 수준에 맞는 긴장과 스릴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데도 작업을 멈출 수 없고 지속적

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각성수준을 맞추기 위함일

지 모른다.

 각성효과의 반복은 내적자아에게 위로를 전하며 보듬어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과 내적자아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면

서 자아개념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과정을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라 볼 수 있다..29)  인지치료는 자기 진술을 통하여 스스로 깨

닫고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인지의 변화는 행동으로, 행동의 

변화는 다시 인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행동을 이용한 미술치료는 

더 효과적으로 치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8) 국립현대미술관편,『루이즈부르주아:기억의공간』, 삶과꿈, 2000, P. 49.

29) 강현식,『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소울메이트, 2010.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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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자연에서 발견한 

원

2) 규칙적 반복과 확산을 통한 ‘원’

 원에 내재된 상징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원은 우주와 자연의 근본적인 

생명, 창조, 시작과 끝, 영원 등을 나타내며, 끊임없이 회전하는 힘을 통

하여 리듬과 순환, 규칙, 연결, 행성들의 궤도 등 변화하는 반복의 상징

성을 가지고 있다.30) 또한 원의 상징으로 씨앗이란 꽃이 피고 열매가 피

기 전까지의 생명력의 첫째 단계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

을 그리기 시작하면 시작점과 끝이 만나면서 끝없이 돌아가듯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원의 형태와 상징적 의미에 의한 조

형적 특징은 생명의 시작과 끝의 의미가 아닌 지속과 순환의 체계를 표

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형언어라 할 수 있다.31)

 원과 구는 자연 속에서 친숙한 형태이다. 생명력이 있는 형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를 띠며, 저마다의 곡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연 

속에서 생명과 형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원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생명이 시작하는 형태는 점과 같은 

작은 원형으로 보여 진다는 점에서 자연과 만물의 시작이라는 근원적인 

30) 오수향,「맷돌을 모티브로 한 원의 조형성연구」, 제주대학교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9, pp.10~13

31) 송부경, 「식물 이미지로 표현된 자연의 생명성」,홍익대학교미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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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작품 6】생명, 그 

이상의 의미, 80x80cm, 옻칠에 

혼합매체, 2014

의미를 원의 형태에 부여하기도 한다.

 특히 본인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중심점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꽃잎들이 반복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원의 형태를 이루는 이러

한 규칙적이고 반복된 형태들을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원의 완전성에 대

입하여 볼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자연은 끊임없는 생명활동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자연들을 살펴보면 자연물 나름대

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형태가 형

성됨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원리들에 흥미를 

느꼈고 이렇게 광활하고 아름다운 

무한대의 우주 속에 생명의 원리

를 담고 있는 무한대의 소우주와 

같은 형상들이 도처에 존재하는 

현상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도판

13]은 대우주 안의 소우주를 암시

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화면의 중심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가운데 정점

으로 빠져 들게 하고 싶은 의도의 작업이다. 배경을 흑칠의 우주라 하면 

꽃은 우주 안의 생명체로 흑칠과 보일 듯 안보일 듯 조화를 이루게 하였

으며 가운데로 갈수록 은색을 섞어 넣어 미지의 느낌을 배가시키고 싶었

다. 또 꽃을 탐색하는 곤충은 그들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꽃이 상대적

으로 확대되어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물의 크기가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이든 간에 상대적 크기의 우주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싶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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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작품15】작은 우주Ⅰ, 

20x20cm, 장지에 채색, 2016

[도판 15] 【작품16】작은 우주Ⅱ, 

20x20cm, 장지에 채색, 2016

[도판 17] 【작품18】작은 우주Ⅳ, 

20x20cm, 장지에 채색, 2016

[도판 16] 【작품17】작은 우주Ⅲ, 

20x20cm, 장지에 채색, 2016 

[도판 18] 【작품20】우주의 질서, 

20x20cm, 장지에 채색, 2016 

[도판 19] 【작품19】깊은 곳 

어딘가, 20x20cm, 장지에 채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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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방향 원의 모양을 갖춘 

꽃들 중 국화를 모티브로 하여 중심부분을 확대한 작품이다. 사진기를 

통하여 온전한 대상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인 부분 확대를 

통해 대상의 두드러진 특징을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통해 파악하려는 본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또 꽃잎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진 

심지로 시선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색깔을 단계별로 어둡게 하여 

화면의 중심에 배치했다. [도판15]는 [도판14]에서 더 나아가 자연물의 

반복성과 규칙성을 활용하면서 대상의 소우주적 느낌에 좀 더 다가가고 

싶었던 작업의 결과물이다. [도판14]가 확대를 통해 중심에서 뻗어나가

는 자연의 모습에 핵심을 두었다면 [도판15]는 실체의 모습이 아닌 본

인이 대상을 보고 느낀 무한한 확산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싶었다. 또한 

미지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색을 원래의 꽃 색깔이 아닌 임의의 색을 섞

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그림으로써 미지의 소우주를 그리고자 하

는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싶었다. [도판16]은 꽃의 형태를 분해해

서 구조적으로 체계화시키고 화면 전반에 흰색의 원의 테두리를 확장시

켜 나갔다. 꽃이 하나의 우주임을 이전 작품들에 비해 더 강조하고자 했

다. [도판17]은 화면의 중심부에 확실한 초첨을 맞추기 위해 참고할 꽃

을 고르는데 있어서 심지로 모여들수록 색이 진해지는 꽃을 선택했다. 

꽃의 심지부분을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중심에 배치했으며 심지의 형

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원이 구획별로 반복적으로 작아지는 형상으로 표

현했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공통점인 부분은 화면의 중심에 심지를 배치한 것, 

그리고 화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꽃잎들의 반복과, 그 반복됨이 누적되어 

형성된 원이라는 형태이다. 본인은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꽃잎들의 반

복성에 주목하였으며, 그러한 반복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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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식물 줄기 단면 

을 얻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원이라는 형태로 이어짐으로써, 본인의 

형태를 이뤄내기 위한 반복 행위가 결국 완전함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다.  

 [도판18], [도판19]는 자연이 갖고 있는 원 형상의 구조적 특성을 파

악하고 이를 새로운 질서를 통해 대상의 형태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자

연의 본질을 시지각32)에 입각하여 개성적으로 구조화 시키고 단순화하

고, 생략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상력과 지각에 따른 감정으로 대상을 재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고자 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세포에

서도 원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생명

체의 세포 형태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 다

양하지만, 식물줄기의 단면([도판20] 참고)

을 보면 세포는 전반적으로 구형에 가깝고 

상호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며, 세포의 분열

과 확산 과정에서 변이가 있어도 전반적으

로 원형의 모습은 계속된다. 세포는 주변세

포에 의하여 상호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

로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크기가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구성

요소가 연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세

포 조직은 세포의 발생 시 일어나는 패턴형성으로, 본인은 이러한 특성  

32) 시지각의 개념은 ‘보다’와 ‘이해하다’의 두 개념이 함축하여 구성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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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작품 8】그 어떤 

느낌-안(安), 70x70cm, 순지에 

채색, 2015

[도판 22] 【작품 9】그 어떤 

느낌-녕(寧), 70x70cm, 순지에 

채색, 2015 

[도판 23] 【작품 7】우주의 

단면, 70x70cm, 순지에 채색, 

2015 

 을 작업의 바탕으로 활용하였다.

 [도판21]와 [도판22]는 세포모양의 특징

을 활용하여 각 원에 세포의 핵을 표현했으

며 이들 세포가 유기적으로 반복되고 연결

되어 점점 확장되는 과정을 재해석해 나타

내었다. 원의 투명함을 포현하기 위해 아교

를 활용하였으며 임의의 색을 통해 신비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가운데에 있는 나비날

개를 단 사람 형상은 이전 무의식 작업에서 

보였던 자아의 형상이자 소우주를 깨치는 

존재를 접합하여 표현했다. 세포안의 자아의 

존재는 즉, 거대한 우주, 그리고 그 안의 소

우주 안에 속한 존재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도판23]도 

세포 특징에 대한 발견의 확장된 작업이다.  

원 사이들의 글자들은 불안을 느끼는 본인

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우주 안에 

속해있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미미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로인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다. 

 인간은 자연의 규칙적인 변화와 질서를 의

식적, 무의식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왔으며, 

그러한 체험을 이미 오래 전부터 원을 활용

하여 만다라 형태로 표현해 왔다.33) 특히 



- 33 -

자연물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형상은 본인에게는 자연의 경

이로움 뿐 아니라 이러한 형상의 자연을 만든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생각이 들게 했다. 또한 재구성한 자연물의 중심으로부터 확산된 규칙적 

반복성을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한 반복된 행위는 더욱더 화면의 중심에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집중된 마음은 어지러

웠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외적 세계와 단절을 하게 함으로써 자체적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3) 선의 반복과 중첩을 통한 ‘원’

  사실상 우리는 현재를 거의 움직임 없는 무엇인가로 보려는 경향이 있

다. 즉 현재를 진행 과정이라기보다는 존재 상태로 보려 한다.34) 인간의 

삶이야말로 시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이다. 인간 내면세계로 접

근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반복성은 모든 시간을 포함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영원의 순간으로서의 

승화작용이며 한없는 자유의 계속된 공간 속으로 들어감을 느낀다.35)

 시간의 질서는 공간의 질서가 갖지 않는 영역, 즉 개별적 인간에 있어

서의 심리적 경험의 세계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시간의 경험이 의식적 

경험 중에서 제 1의 위치를 할당받으며, 또 공간의 경험보다 더 직접적

인 것으로 여겨지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이유이다. 사실 우리가 일생 동안

에 느끼는 시간의 흐름과 같은 직접적 의미에서의 공간의 경험은 존재하

33) 전영옥,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6.

34) Robert Grudin, 『시간 그리고 삶의 예술』, 박창옥 옮김, 정음사, 1987, p.58.

35) 이실구,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적 표현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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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시간의 경험은 자아의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존재 한다”는 항상 “나는 지금 존재 한다”와 같다.36) 시

간은 실존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인 것

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실존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행위를 통해 시간

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시간개념은 실존의 시간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실존은 근본적으

로 시간을 생성하는 근원적 시간이며, 일상적으로 정의되는 시간은 평면

화 된 1차원적인 연속적 시간 개념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서 체험하는 시간은 현실의 기계적, 물리적 시간과는 달리 인간 개개인

의 여러 종류의 체험에 따라 어느 시기에는 빠르고, 어느 시기에는 느리

게 인식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 시간인 동시에 

내면의 시간을 말한다. 

 한편 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적일 수 없다. 시간은 결국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어휘는 결국 관계적인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결국 시간을 인지하는 자의 세계관과 분

리해서 행각할 수 없다. 화이트헤드의 말대로 진리가 결국 진리를 인식

하는 자의 생물학적 “몸”의 기능이라는 전제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것

이라면, 시간도 인간 존재의 “몸”을 떠나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37)

  반복된 선의 작업은 선 자체로서는 그 표현된 형상이 불분명하다는 특

징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반복

된 행위는 축적된 선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그 기록은 신체를 통한 움

직임의 궤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흔적을 보여준다. 곧 축적된 선은 반복

36) 한스 라이헨바하, 『시간과 공간의 철학』, 이정우 옮김, 서광사, 1986, p.86. 

37) 오명환, 도올 김용옥 역,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 경험』 서울; 통나무, 199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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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원을 그리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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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 원을 그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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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한 시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행위와 시간의 연관

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도판24]는 백지 위에서 원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초반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사각형 

화면에 열십자를 긋고 정중앙에 중심점을 찍는다. 이 중심점은  한 점과 

대칭점에 있는 점을 긋게 될 선의 연결고리가 된다. 그 다음에는 열십자 

그은 선들의 끝 지점들을 서고 연결해 그 변의 중심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 변의 중심점과 화면 정중앙의 점을 화면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긋는

다. 변과 변의 중심을 찾고 화면의 중심과 연결해 나가는 과정은 총 32

번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화면에 원이 될 형태의 균등 분배된 지점들에 

64개의 점들이 찍히게 된다.

 [도판25]는 [도판24]에서 찾은 점을 다른 모든 점과 선으로 연결해 나

가며 서서히 원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본인은 이 과정에서 처음 선을 연

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초반에는 선을 긋는다는 목적만이 있을 뿐 이 선

이 연결되어 형성하게 될 것들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저 앞

서 그은 행위의 결과물들을 보며 그 행위들이 이루어진 시간을 느끼게 

된다. 시간을 비연속적인 순간으로 본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는 

‘행위란 것은 순간적이다, 행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간에 있어서의 결

심이다.’라고 말한 바 있듯, 이러한 결심에 의한 행위의 순간들이 선이라

는 ‘흔적’의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 지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그은 하나

의 선을 행위의 한 단위로 보았을 때 그 행위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간의 매 순간마다 행해진 행위가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한편 시각예술의 경험에 있어서 시간의 연속성(連續性)과 현재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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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持續性)은 작품의 정체성을 토대로 현재에 대한 동시적 체험을 가능

하게 한다.38) [도판25]를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선을 긋는 데 필요한 오

른손과 팔 등의 신체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로써 신체는 작품이 완성되는 제작시간동안 움직임 없이 캔버스 앞에

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게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림에 선의 흔적

들만을 남기고 모든 상황은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부동인 

상황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의 그 행위만이 중요성을 갖

는 무아지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루카치(Lukács, 1885~1971)는 행위는 운동, 시간, 공간을 내포하

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본래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다.39) 시간에 

대해 절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순간을 공간･시간의 한 점으로, 그 

통합적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달리 말해서, 존

재를 공간에도 시간에도 동시에 기대어 있는 하나의 총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장소와 현재, 즉 ‘여기’와 ‘지금’의 결합

으로써, ‘여기’와 ‘내일’의 그것도 아니고, 저쪽과 오늘의 그것도 아니다. 

이러한 장소, 시간 자체에서 동시성은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된다.

 이로써 인간이 존재하는 본래적인 환경에서 행하는 작가의 예술적 작업

이 행위･시간･공간의 일체(一體)가 되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재

형식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인의 작업은 ‘실제의 장소에서 

그 시간에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선을 긋는 반복된 행위는 중첩이 되면서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

38) 김지예, 「시 ･ 공간 통합에 의한 이미지 평면화 연구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9, p.1.

39)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2010,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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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결국 마지막 점을 이음과 동시의 하나의 완성된 원이 존재하게 

된다. 몸에 기운을 넣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해 어느새 종이는 선으로 채워지고 작업을 마치는 순간 어느새 잠잠해

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 속의 의식의 흐름은 작업 안에서 숨을 

쉬게 해주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시간은 스톱워치에 의한 객관적 시간이라기보다 작품을 제작

하는 동안에 주어진 본인만의 주관적인 심리적 시간이다. 여기서 심리적 

시간이란 현상학자인 후설(E. Husserl)40)이 말했듯이 물리적 객관적인 

시간과는 구분되는 의식의 흐름으로 절대적 시간인 것이다. 행위를 통한 

감정의 해소나 표출로 시간에 따라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의식의 흐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계속해서 선을 긋는 

행위를 반복해 가는 제작과정 동안의 시간은 본인에게 자신의 마음에 집

중하며 마음의 안식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40)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lur, 1859-1938)은 현대철학의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인 현상

학의 체계를 놓은 철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의식에 드러나는 그대로의 “현상”을 지향하였다. 

그는 우리의 의식은 항상 어떤 무엇(즉 대상)을 향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상 역시 의

식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후설의 이러한 주장을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at)”이라고 한다. 후설 이후의 대부분 현상학자들은 그들이 추구하

고자 하였던 인간관과 세계관의 이상적 모습은 객관적인 한계로서의 경험을 반성하기 보다는 

그 자체의 본질, 즉 세계에 직면한 인간의 주체적, 구체적, 직접적 의식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은 인간의 생생한 체험을 중심으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세계와 모

든 대상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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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작품10】원형(原形)Ⅰ-본디의 모양, 100x10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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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각(自覺)을 통한 자아의 상징화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자유가 내적 충동 및 욕구들과 외적 압력 및 유혹

이나 도덕적 구속들을 ‘자기다운’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통합함으로써 고

유한 자기 동일성을 경지해 나가려고 하는 자각이며 동시에 의식·무의식

적 노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체감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중

요한 문제라고 밀튼 에릭슨(Milton Erickson)41)은 강조하였다. 

 본인은 자아를 성찰하는 데 있어 명상과 요가를 통한 정신적 안정이 최

우선으로 실행해야 할 행동과제였다. 1장에서는 본인이 꾸준히 명상과 

사색을 했던 경험 등을 풀어낸 작품을 통해 본인의 존재성에 대한 고민

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요가라는 동작을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정신의 

합일을 본인의 만다라 작품과 연계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만

다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삶의 중심을 찾고 자아의 의미를 상징화해가

는 수행 과정으로서의 작업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명상과 요가를 통한 접근

 본인은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한 상태에 놓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졌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명상과 요

가는 늘 본인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본인은 명상과 요가를 할 때가 

유일하게 잡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그

러한 과정에서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에게만 집중을 함으로써 생각

의 중심이 타인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하게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

41) 밀튼 에릭슨(Milton Erickson)은 최면치료로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의 지평을 넓히는데 커다

란 기여를 하고, 단기치료와 가족치료에 종사하는 많은 치료자에게 심리치료 분야의계의 선구

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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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작품 1】자화상, 

그리고 진짜 나, 120x180cm, 

순지에 수묵담채, 2012

[도판 28]【작품 3】진리의 

수수께끼, 80x150cm, 

순지에 수묵담채, 2013

[도판 29] 【작품 5】이상향, 130x10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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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판27]은 중첩을 통해 본인의 자아에 대한 탐구를 나타낸 것이다. 본

인 내면에 대한 탐색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나타난

다. 본인의 여러 모습을 겹쳐 표현하기 위해 아교를 섞어 선의 느낌으로 

면과 면이 교차되도록 표현했으며, 그 중 에서도 현재 생각의 주체가 되

고 있는 자아를 중심에 배치하였다. [도판28]은 자아에 대한 탐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생의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며 그 의문을 해소하고자 작업한 것이

다. 의문의 과정에서 본인은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나를 둘러싼 세계

가 아닌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더 큰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

지의 궁금증은 내 존재의 이유를 넘어선 자연생성의 원리와 태초의 원리

를 품어냄으로써 그 안에서의 작디 작은 존재인 나의 삶을 품어줄 수 있

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작품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수학책과 양파로 암시를 했다. 본인은 수학이라는 우주 안에 숨겨진 진

리를 수치화해서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학으로는 모

든 우주의 모든 원리를 파악할 수 없으며, 지금 밝혀낸 원리조차 큰 우

주의 작은 부분을 입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생각이었다. 때문에 수

학책을 통해 아직 풀려지지 않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밝혀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양파는 겉을 까도 계속해서 그 안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무한대의 우주의 진리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도판29]는 명상을 통해 본인이 그 순간의 시･공간을 잠시 잊고 쉴 수 

있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 본 것이다.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의 외부세계화 명상의 

주체는 분리되어 진다. 작업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이 상상한 공

간으로 날아가 있는 자아의 정신을 표현하였고, 그 아래 풍경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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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0] 요가의 여러 자세 

그림자처럼 데칼코마니처럼 투영된, 이 세상에 없는 풍경이다. 

 헨릭스 콜리모우스키(2002)는 “모든 삶은 하나의 위대한 요가라네, 요

가라는 것은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호흡하는 것이라네.”라고 말하며 삶 

전체를 다루는 것이 요가라고 말하였다. 명상에서 더 나아가 동작으로써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요가는 더욱

더 마음으로의 집중을 단련시킨다. 요가

는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에 부과된 한계

들을 뛰어넘게 하는 심리기관의 변형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고차적인 의식의 상

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은 요가를 통해 몰입의 순간을 종

종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몰입이란 무

엇에 대해 깊이 몰두해서 주체가 어떠한 

대상이나 활동에 빠져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한

다. 요가를 통한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물아일체(物我一

體)의 상태’,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무아경(無我境)’, 화가와 음악가가 말

하는 ‘미적 황홀경(怳惚境)’과 같다고 하였다.42) 즉, 아무런 외적 보상

(external reward)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행

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상태로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행

위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다.   

 [도판35]는 요가 과정에서 점점 몰입해가는 사람들과 본인의 모습을 

42) 원정혜, 「요가수행 경험의 현상학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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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 얼굴 드로잉

드로잉 한 것으로 요가 자

세를 수행하며 몰입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통해 그 경

험들을 간직하고 그 순간을 

되새기려 남긴 작업들이다. 

재료들은 다양하다. 연필, 

크레파스, 벽화, 옻칠 등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벽화는 색을 단계적으로 쌓

아올려 나중에 조각칼로 층

층이 파내면서 나타나는 겹

겹의 색들이 독특한 색감을 

자아냈다. 또 옻칠기법에는 

은색가루로 배경의 흑칠과 대비시키며 엄숙하고도 깊이 있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했다.

 본인은 이러한 요가의 몰입과정이 [도판25]의 반복 작업에서 경험했던 

시･공간을 탈피한 자아에 대한 집중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

다. 다음은 본인이 요가에 대해 적은 일기 노트다.

"내 자신을 조절, 통제하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도시 

한 가운데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 잡념이 

있었던 것도 잠시, 수련에 몰입하면 모든 것을 완전히 잊은 채 아무 생각도 나

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느낌을 받지만 깨어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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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2] 【작품12】의 작업 과정

 본인은 요가를 통해 체험한 몰입의 과정을 선을 반복하고 중첩하여 형

성한 완전한 개념의 원과 결합시킴으로써 작업과정과 함께 작품 그 자체

로서도 마음의 치유에 대한 염원이 집대성한 결과물로 남기고 싶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인

이 수행하는 요가 동작들을 원안

에 결합시킴으로써 만다라 작업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그리하여 

달성된 완전한 정신 집중 능력이 

사념이 없는 마음 상태로 본인을 

인도하는 경험을 하였다. 반복된 

선을 긋는 행위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면 그 안에 요가의 지향점

을 염원하는 본인의 의지를 담음

으로써 본인의 부정적 마음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수행 과정으로서의 작

업이 될 수 있었다. 다음은 일기노트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멈춤과 움직임의 반복으로 몸에서 열이 나고 너무 덥다. 등줄기에서 땀 흐르

는 것이 느껴진다. 나 땀이 잘 나지 않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왠지 몸속의 

노폐물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되는 기분이다. 더 열심히 동작에 임해야겠다. 더 

이상 거울 속으로 비춰지는 내 모습에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내 몸이 느껴지고 

내 몸속이 느껴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요가는 자세 한 동작 한 동작을 진행해갈 수록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

면 너무나도 당연히 취했던 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내 복부 속 내장기

관 움직임 하나하나, 근육이나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 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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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걸림이 느껴지는지에 집중을 해가며 좀 더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애정이 생기는 느낌이다.”

“구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내가 분명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내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몸을 움직

이고 있는 것처럼 몸이 가볍고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

다...약간의 초월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요가 수행은 몸과 마음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신

체적인 수행법으로써 몸을 닦고 심리적인 수행법으로써 마음을 닦음으로

써 일상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를 초월한 절대자유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심신(心身)수행법이다. 요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본인의 

의지가 결합된 만다라는 중심의 상징으로 자기 삶의 중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무한 공간과 시간을 포괄하는 영원성의 상징이며. 분

명 2차원의 도형이지만 다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복합적으로 짜여있어 

행자는 단숨에 우주공간으로의 명상여행이 가능하다.

2) 성찰 과정으로서의 만다라 표현

 본인은 사회생활에서의 고단함과 자아상실, 그리고 여러 욕망과 그로인

해 발생하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을 명상과 요가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

려 했고,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생각들의 발현으로 자신만의 만다라를 

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은 자신

의 삶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우주의 섭리 안에서 순

환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왜곡된 자아

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본인의 의지였으며, 만다라 작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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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지와 염원이 담긴 수행과정으로서의 작업이다.

 본인은 타인의 시선에 좋게 평가받기 위한 페르소나적43)인 자신의 모

습에 염증을 느꼈으며 그로인해 중심을 잃어버린 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였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평가 절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다라를 제작하기 시작

했다. 본인은 만다라를 통해 행위에 집중하는 온전한 자신을 주목하게 

되었고, 점에서 점으로 연결된 무수한 선의 반복으로 원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여러 개로 분산된 자아의 모습을 중심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순

간이었다. 

 

  플라톤에 의하면 원은 성(性)의 대극까지도 포함한 합일된 정신세계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고, A야페(Aniela-Jaffe)는 원을 마음의 전체를 표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항상 삶의 유일지상의 측면인 살의 궁극적인 전체

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 폴 프란츠(M. L. LonFranz)는 원을 자아

개념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44) 이처럼 원은 인간과 자연의 교섭을 

포함하여 모든 각도에서 보는 영(靈)의 총체로 상징화 되어진다. 또한 

완전한 영혼, 즉 의식세계는 물론 무의식 세계까지 포함한 통일체로 실

존의 본질로서, 다시 말해 자이 중심 세계와 무한한 비(非)자아 세계와

의 통일을 위한 모티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완전성을 표현하

기 위하여 사용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11세기 중국의 주돈이 그린 <최

상극도(最極圖)>에서는 우주의 생성의 근원을 상징하는 원이 보이고, 연

금술사들은 네모꼴의 원형으로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완전성을 

43)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 자아가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영역을 통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라

면 페르소나는 일종의 가면으로 집단 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수행한다.

44) C.G. Jung , 『존재와 상징』, 소영환 옮김, 동천사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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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로버트 들로네, <해와 

달>, 1912년 작 

표현했다. 서양에서의 경우를 보면, 로버트 들로네(Robert Delaunnay)

는 <해와 달>에서 일그러진 원으로 자아를 상징하는 원을 그렸다. 칸딘

스키(Kandinsky)는 “원은 최대한으로 대립하는 것의 총합이며, 구심성

과 원심성을 하나의 형태로 균형을 갖추면서 통일을 이룬다. 세 가지의 

기본형태인 삼각형, 사각형, 원 중에서 원은 4차원에로의 가장 명료한 

자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원은 예로부터 완성이라

는 상징적 의미와 시작과 끝이 

없는 계속되는 영원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도형으로 사용되어 왔

다. 만다라를 상징하는 원은 어

디서나 동일한 법칙과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근

본적인 형태는 전체를 상징하는 

원, 혹은 장방형이며, 명상의식을 

돕는 그림으로서의 만다라는 열

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다라는 

자기의 내면적 현실과 외면적 현실을 통합하는 양극으로 원형적인 자연

의 힘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작업인 “중도(中道)”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자아의 상징화로서의 작업들이다. 본인은 이 작업들을 하면서 

원이 지닌 둥근 형태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원만하게 해주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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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4] 【작품13】자기(自己)Ⅱ-내 마음의 중심, 150x15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5

    [도판 35] 【작품14】자기(自己)Ⅲ-내 마음의 중심, 150x15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5

    [도판 36] 【작품21】굴레Ⅰ, 100x10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6

    [도판 37] 【작품23】굴레Ⅲ, 130x13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6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만다라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내지 강화하

거나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원형 안에 

무의식적으로 선을 그리는 동안 동요나 흥분 혹은 불안 등의 내면세계의 

갈등들을 잠재우려는 의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이것을 바깥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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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여 객관화시키고자 했다. 더불어 화면의 중심점과 인물의 배치   

 또한 가운데로 맞춤으로써 초반 무의식적으로 원을 작업했을 때와 마찬

가지로 비슷한 구도를 성하고 있다. 결굴 중심에 배치된 사람의 형상은 

자아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

한 선들은 전작들의 소용돌이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은 

전작들이 불안과 방황을 암시하는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 만다

라 작업은 그러한 감정 상태를 잠재우고자 한 일련의 수행과정이라는 것

이다.

 

 이 작업들에 등장하는 중심의 인물들은 대체로 팔 다리가 생략된 토르

소에 가까운 인물상이다. 그 이유는 굳이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인 특정 

인물의 모습보다는 인간 보편에 해당하는 존재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었

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색깔의 색연필들을 활용하여 서로의 색깔

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전의 흑백 작업들이 

검정색 콘테를 사용하여 우주의 깊이와 같은 중후함을 살리고자 했다면 

색이 들어간 작업들에서는 다채로운 색깔이 섞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색

들이 드러나는 효과를 통해 미지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배경에 채

도가 높은 색을 활용함으로써 원 안의 색채들이 화면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한 작업과 배경과 원 안의 색채들이 모두 어우러져 조화 된 

느낌을 추구하며 표현하고자 한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다라를 그리는 사람은 만다라를 그리는 동안 일상의 일거리, 근심, 

걱정 등을 잊어버리고 편안해지며 그리는 것에 몰두하게 되며 자신에 침

잠하게 된다. 그에 따라 호흡도 규칙적인 리듬을 타게 된다. 만다라를 

보며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갖거나 만다라를 직접 창작하는 시간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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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38]【작품30】합일(合一)Ⅰ-만물의 조화, 80x8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6

    [도판 39]【작품31】합일(合一)Ⅱ-만물의 조화, 80x8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6

    [도판 40]【작품33】합일(合一)Ⅳ-만물의 조화, 120x120cm, 장지에 혼합매체, 2016

은 감정과 정신상태가 아주 빨리 균형을 이루고 생동감을 얻을 수 있었

으며 내적 충만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만다라를 그리기에 몰두하는 시간

은 바로 본인이 얼마나 자기의 내적 고요에 침잠해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요의 상태가 자신과 합일되는 순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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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코넬이 만다라가 잠재된 정신력을 활성화하는 재생력과 치료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45) 화가로서 미술을 심

리학 철학, 과학 영성과 통합하려는 코넬은 수많은 만다라 워크숍을 통

해 만다라가 마음을 집중하게 할 뿐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열게 하며,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이완하는 효과를 주어서 치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다라를 통한 깨달음의 영성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김용환은, 현대문화

의 부정적 면들에 대안으로써 만다라 체험이 시사 하는 바를 다음과 같

이 요약하고 있다.46)

 첫째, 진리에 대한 다양하고 유연한 자세를 보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수용은 첨예화된 현대인의 분열양상을 극복하는데 귀감이 된다.

 둘째,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 자신의 상호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예지, 

정관적(靜觀的) 자각(自覺)의 계기가 된다. 이는 곧 정신 치료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인식 내용과 인식 대상과 의례수행자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전체

적인 조감능력이 생긴다.

 넷째, 만다라의 그림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상적으로 표현하여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다섯째,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여러 종교의 상징과 표현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

 

 본인은 만다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삶의 중심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가

고 있다. 만다라는 그리는 동안의 과정은 본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의 

45) (cornell,1994:2 cornell,j:mandala, wheaton)

46) 김용환, 『만다라: 깨달음의 영성세계』, 서울:열화당, 1988



- 54 -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주며, ‘지금 그리고 여기’의 

순간으로 존재를 끌어내어 정신적 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불안으로 인

해 심리적･정신적으로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했던 본인에게 명상과 

만다라 작업 활동은 혼돈 속에서 분열된 자신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

도록 자신의 중심으로 이끌어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

서 본인에게 있어 원은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수단과 목적 그 자체이

며, 그 형상을 통한 표현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해주는 안내

자이자 개성화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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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색상 및 재료기법

 앞서 언급한 작품들의 형성 과정에서 상징의 개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들을 담은 장이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판들

을 첨부하여 설명하였다. 

 1절 ‘색채의 상징성’에서는 만다라에서 쓰이는 색의 의미를 종교적･심

리적 의미를 알아보고 특히 흑과 백을 중심으로 본인이 색을 선택한 의

도를 알아본다. 2절 재료 및 기법에서는 본인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표

현하고 싶었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세심하게 

선택한 재료들을 활용한 작업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색채의 상징적 표현

 

 만다라에 나타나는 색상은 무궁무진한 생각과 느낌, 그리고 직관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만다라에 나타나는 색깔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

은 바로 무의식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7)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작품 하나하나에 영감이 되는 모티브가 되며, 본인이 그림을 대

할때의 감정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준다. 이것은 색채의 상징성이 가

진 의미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색채들은 특히 밀교적 

만다라에서 사용하는 5가지 색상들(청, 적, 흑, 백, 황)에 영감을 받았으

며, 특히 흑과 백이 색이 상징하는 심리상태에 대한 분석을 참고해 나갔

다. 

47) Susanne Fincher, 앞의 책,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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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1] 색상 참고 작업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색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은 

모든 과정들의 시작단계에 나타나는 원

칙이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또는 풍요롭고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통관과정의 시작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에너지의 근원을 시

사한다. 만다라 속에 있는 검은색은 어

두우면서도 얽매인 곳이 없는 무의식의 

창조성, 또는 미지를 향한 유혹과 새로

운 삶의 모체를 상징하는 듯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어두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8) 검은색은 때로는 이미 익숙

해 있던 어떤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두

려움이나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지만 검은색이 가지는 위력을 가

장 잘 요약한 것은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어둠 즉 검은 색이라는 점이다. 본

인은 이러한 검은색의 상징성이 본인이 

만다라를 통해 느끼고자 하는 미지의 

대상의 신비성을 표현하는데 맞아떨어

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쳐다보고 있으면 잡다한 생각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는 이 검은색은 작업의 의도를 더욱 심도 있게 드러내는 효과를 줄 수 

48) 석도열, 『만다라 이야기』, 맑은소리, 2000m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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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본인은 그림이 그려지는 처음의 백지 상태에 주목하기도 했다. 색

이 칠해지기 이전의 하얀 종이는 완전무결한 원과도 많이 닮아 있었다. 

직관에 의해 선택된 다채로운 색원들의 중첩된 화면 아래에 흰색의 바탕

면이 빈번히 등장한다. 여기서 흰색은 모든 색채들이 첨가될 수 있는 모

든 풍요함의 통합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색상의 결여, 즉 생명의 결

여상태이다. 흰색은 아직 생존해 본 일이 없는 순수자(innocent)의 순결

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이 끝나버린 사자(死者)의 허무함을 가지고 있

다.49) 즉 흰색은 완점함이요, 허무함이다. 원의 형상과도 같이, 다양한 

생동하는 힘을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통합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원처럼 완전하고 공허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 적색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불태워 해탈에 이름을 의미

할 때 쓰는 색으로 심리학적으로는 기쁨과 행복한 상태뿐 아니라 싸움, 

분노, 폭발과 같은 화가 난 격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상반된 경향이 있

다.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황색은 의식의 상징성의 성장 및 자기와 자신의 개별성에 깨달음을 암

시하며 청은 종교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임을 나타내주고 있

다. 또한 만다라에서의 보라색은 신비주의, 영성, 초자아, 인도주의의 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녹색은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는 강한 능력, 자연

과의 밀접한 관계나 그에 대한 동경, 내면에 있는 치유의 힘과 창의적 

힘을 드러낸다. 만다라에서 녹색은 무엇보다 정서적 영역이 주제가 되거

나 감정과 정서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길을 찾고자 하는 동격을 나타내기

도 한다.50)

49) 석도열, 앞의 책, p.33.

50) 정여주, 앞의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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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어떤 색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다라를 그릴 때의 심리적 느

낌이 달랐다. 검은색으로 그림을 찬찬히 채워 나갈 때는 마음의 심연으

로 빠져들었다면 각각의 색이 들어갈 때는 좀 더 자아의 모습을 표출하

고 싶으며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반복된 선

을 그어나가며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각각의 색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심리상태에 

세심한 초점을 맞추어 선택을 하려 애썼다. 만다라의 색상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은 집단적 무의식의 구성요소인 원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만다라에서 색을 선택하는 과정은 결굴 본인이 반복을 통해 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본인의 모습을 원하는가에 많은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재료 및 기법

 미술표현에 있어서 재료는 그 표현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재료의 감각적 체험 또한 중요한 것이다.

 기법이란 창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알맞은 수단

을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표현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법은 

합리적이고 목적에 어울려야 하며 의도적인 숙련을 필요로 하는 특수 능

력이라 할 수 있다.

 작업에서 활용한 재료들은 장지, 연필 콩테, 색연필, 프리즈마 색연필, 

자, 아크릴 물감, 유광 바니쉬 등이다. 

 반복적인 선을 그어야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이 되었던 재료는 건식 

재료였다. 각 지점의 위치에서 정확히 선이 시작되어야 하고, 중심점을 

지나 대칭점까지 정확히 선이 그어지기 위해서는 선의 정확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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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도판 25]의 작업 과정 

[도판 43] 【작품 13】의 작업 과정

제어할 수 있는 재가 필요했다. 

그 중 본인은 연필 콩테 검정색과 

일반 시중에 보급되는 색연필을 

선택했다. 검정색 선을 긋는데 있

어 검정색 색연필이 훨씬 다루기 

쉬울 텐데 굳이 연필 콩테를 고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선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선이 독립적으

로 존재하기 보단 서로 유기적으

로 연결된다는 의도를 내포하여 

작업과정을 진행하고 싶었고, 그

런 이유로 콩테가 서로 중첩되면

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선과 선끼

리 비벼지는 느낌을 바랬다. 반면 

색 선의 중첩은 선끼리 중첩되는 

지점에서 서로 다른 색들이 섞이

는 교차점을 뚜렷이 만들고 싶었

기에 상대적으로 번짐이 적은 색

연필을 택하였다. 

 작업은 선택한 건식재료와 자를 

활용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 때 그림사이즈에 

맞게 선 하나를 그릴 때마다 자를 이어붙이기도 하며 과정을 진행해 나

간다. 철제 자는 는 여타 자보다 상대적으로 선이 깔끔하게 그어지고, 

또한 그림에 있는 콩테나 색연필 가루가 덜 묻어나와 작업에 활용하기 

안성맞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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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작업에 있어 핵심적인 재료 중에 하나는 장지라고 볼 수 있다. 

장지는 전통화법의 재료로 다소 콩테와 색연필, 그리고 아크릴 재료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장지를 선택한 

이유는 장지에서 발생하는 보풀에 있다. 보통 장지에 그림을 그리기 전

에 아교포수를 해서 장지에 도포 겸 종이를 안정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작업을 진행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작업에서는 장지가 가지고 있는 종이 

섬유의 보풀의 특성을 그림 전반에 활용하려 했다. 앞서 말했듯이 선의 

유기적 연결을 암시하기 위해 서로가 딱 떨어지기 보단 적절히 섞이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그 안에 자아를 상징하는 인체를 그려 

넣을 때 이 또한 선들과 독립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닌 선과 유기적 연

결을 통해 투영되는 듯한 조화의 느낌을 지향하였다. 인체를 그릴 때 약

간의 명암을 넣는데 이때 보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보풀들이 선들과도 

섞이게 되면서 선이 사라지는데도 있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도 있게 하

고자 의도했다. 또한 콘테로 그은 선 위에 인체를 그릴 때는 특별히 프

리즈마 색연필을 활용한다. 이 프리즈마 색연필은 다른 색연필들 보다 

상대적으로 살짝 미끄러지며 칠해지는 느낌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콘테 

위에 더해졌을 땐 살짝 더 미끌어 지면서 장지의 보풀과 어우러져 재료

와 선, 그리고 인체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작업과정은 원을 그리는 것과 인체의 형상을 그리는 것을 동시에 진행

해 나간다.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원을 모두 완성한 다음에 인체를 그리

려면 서로가 일체가 되지 않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선을 어느 정도 

그을 때마다 같이 인체의 형상을 진행함으로써 유기적 연결을 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도판43]의 경우 

인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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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44] 【작품 29】의 부분

그으면 인체의 형상이 침

해되어 원하는 형상을 얻

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초

반에 원 가장자리의 지점

들을 찾은 후 그 안에 형

상 스케치를 잡는 것이 

우선이 된다. [토판44]는 

인체의 명암에 따라 그어

지는 선의 진하기도 달리

했다. 대칭점에 있는 선을 

그을 때 인체 형상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힘주어 다시 긋

는 방식인 것이다. 명암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으로 선의 진하기의 정

도에 따라 인체의 굴곡이 잘 설명될 수 있기에 간과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 

  배경에 있어서는 배경을 전체적으로 기본 채색을 하고 들어가느냐, 아

니면 다 그린 후에 배경만 따로 채색을 하느냐에 있어 재료가 달리 사용

되었다. 전자는 아교포수를 충분히 하고나서 물감을 묽게 게어서 여러번 

중첩해 색을 서서히 쌓아올리는 방식이었다면 후자는 전자처럼 배경을 

칠한다면 건식재료들이 다 흐트러질 수 있어 물을 타지 않아도 되는 아

크릴을 선택했다. 또한 작업의 특성상 완성 이후에도 그림이 외부의 접

촉에 의해 번질 가능성이 많아 마지막 과정으로 유광 바니쉬로 그림을 

코팅했다. 유광 바니쉬를 칠했을 때 아크릴이 더 선명해지면서 광택이 

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리고 깔끔한 완성도를 위해 바니쉬를 넓게 

칠해 나갈 때 선들과 그림들이 번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고루 펴 바

르는 것으로 작업의 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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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원의 상징성을 내포한 자신만의 만다라를 제작함으로써 자신

의 내면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고가 팽배하고 소비적 삶이 일상화된 현실

실로  인류 역사에서 역대로 만물에 대한 막대한 지식의 보유와 인류 문

명의 찬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역실적이게도 인간은 다른 눈

부신 학문적 업적에 견주어 말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서는 무지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의 사회는 높

은 수준의 가치로 올라가 있지만, 정작 인생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존재는 

사회가 정의하는 외적인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독립의 주체가 되지 못하

고 사회 구조 속에서의 파편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파편화된 개인은 소

외와 고독, 상실감과 자괴감 등은 불안한 감정 상태를 겪게 된다. 스스

로의 존재 가치, 즉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타

자와의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자 하는 욕

망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과 실제 자아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일으키며 자아를 위협했으며, 그로인해 자아는 해체

와 함께 상실감과 자괴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불안은 무의식적인 그림을 통해 그 감정이 발현되었으며, 이것은 본인이 

만다라를 제작하게 되는 시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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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참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은 본인의 주된 관심사이

다. 본인은 자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되물어 오는 과정을 겪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은 주로 이러한 내용을 다뤄왔으며, 작업에는 대부분 

실제 본인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자아라는 개념으로 대변되어 표현되었

다. 

자아의 모습은 무의식적인 그림에도 등장하며 그 이후의 작업에도 직·간

접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전의 실제 본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아 성찰

의 상징으로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자아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화면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상징의 핵

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 <굴레>, <합일>의 작품에서는 인체

의 모습을 토르소로 나타냄으로써 자아라는 것이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

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본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의 상징화 과정에서 본인은 불안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다. 자연물의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본인이 대자연의 일부라는 소속

감을 느끼며 안정을 느꼈으며 선의 반복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실재에 존재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예술은 인간의 자기 확인의 행위이다”

 영국의 고전주의 문학비평가 제인 엘렌 해리슨(Jane Ellen Harrison, 

1850-1928)은 예술이란 현실을 수용하는 감성의 행위도 아니고, 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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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추구하는 이성의 행위도 아닌,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자기

인식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51)

 이러한 자아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자아개념과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아개념은 신체적 특징, 개인적 기술, 가치관, 희망역할, 사

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뜻하며 

자존감이라 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신

의 존재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자아개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을 자존감이라 한다. 이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각 개인의 내면에 지니게 되는 강력한 힘

이며 미래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천이다.  

 인간의 삶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그 변화의 물

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가장 원초적인 ‘나’에 대한 관심의 출

발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내면에 대한 물음으로 예술가들로 하여금 작품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

라테스의 말은 이미 자아가 철학 또는 형이상학의 중심테마로 등장할 수

밖에 업음을 시사해 주는 말일 것이다. 이처럼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인

생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원리

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 삶의 

성찰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쯤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삶과 예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예술의 이런 창조 행위는 인간

51) 콘래드 피들러, 야마자키, 『예술활동의 근원』, 이병용 옮김, 현대미학사, 1997, p.66



- 65 -

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본성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된다.

 본인도 논문을 쓰면서 그동안의 작품들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작품들의 

제작 동기와 표현된 형식들을 분석하면서  나를 돌아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창조적이고 폭넓은 작품세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재료 및 

조형에 대한 꾸준한 실험과 연구, 계속적인 자아성찰을 통한 자아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논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으며, 이는 점진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다 발전한 조형세계

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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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bolic Expression of Self-discipline 

through Repetition of Circles and Lines

-Based on Choi, Jin Ha's artworks-

CHOI, Jinha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my work was to discovery myself and heal 

the anxiousness inside. Therefore, self-recognition and identity 

are both the theme and the motivation of my work. 

    The topic of this study was my own creations from 2012 

through 2016. The purpose was to analyze the symbolism of 

circles inherent in the motivation, process, and outcomes of my 

work and search the meaning of proces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my work. 

    The source of my anxiousnes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desire I pursue and the desire that cannot be fulfilled. My ego 

was repeatedly threatened while the value of my existence was 

defined by others' evaluation. Then I focused all of my mental 



- 86 -

energy on the creation of mandala using the symbolism of circles 

and experienced the creation of holy symbols with both the 

emotional, cognitive, and spiritual aspects. I was internally fulfilled 

as I was able to balance my emotional and mental status while 

meditating in front of the mandala and creating the mandala 

myself and immerse in my internal silence. The creation of 

mandala hauled the existence to the moment of ‘now and here’ 

and to the center of life so I could adjust and integrate my ego 

that was psychologically and mentally lost and divided due to 

anxiety. 

    In particular, I combined freedom, time, execution, and 

accumulation through the repetitive act of creating the circles and 

experience the realm of complete immersion with my purest ego. 

Moreover, this repetitive act allowed me to meet with my 

suppressed ego in the subconscious level to overcome the 

internal problems and resolve my emotions. Also, I performed 

meditation and yoga for the stability of heart and attempted to 

bring the discipline and condition of my heart into my work. As I 

was cognitively drawing lines in this process, I symbolically and 

objectively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internal conflicts, such as 

agitation, excitement, or anxiety.

    Finishing up the thesis, I was able to realize that the creation 

of mandala was the expression of "moderation," which was a 

process of making efforts to make my existence a complete 

whole. What I intended to express was the process of gui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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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ation in search of my true self, so I am planning to 

further intensify this symbolic expression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I will make efforts to develop a visual language that 

reflects my personality and make various attempts to clarify my 

intensions.

Keywords: Ego, Anxiety, Circles, Mandala, Heal, Repetition

Student ID: 2013-2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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