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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불편한 현실과 사회 시스템 속

에서 연구자는 끊임없이 자아를 지켜내고 창작하며 세상과 부딪쳐

왔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경험하고 느꼈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불합리,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 받았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정신적인 불안과 부정적 정서로부터 자신을 지켜

내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에는 실제 공예작업 과정에 몰입한 경험들

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심리적 기능의 방어기제에 대한 연구목표는 스스로를 외부의 낯

선 시선들로부터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자아를 지켜내는데

있으며, 여성으로서 겪는 내면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

구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선 인간이 겪는 불안 심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실존철학과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불안의 유형

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내 자신의 불안과 강박적 행

위의 정체 파악과 자기 방어기제를 통한 치유방법을 알아보았다. 연

구 과정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통한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

하고, 내가 어릴 적 겪었던 분리불안과 외로움, 상처의 트라우마를

내면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창작 과정에서 그동안 스

스로를 고질적으로 괴롭혀 왔던 강박적 불안과 내면적 상처를 완화

시키고 은유적 카타르시스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었다. 드로잉과 반

복되는 옻칠작업 그리고 색채와 패턴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색채의 상징성을 연구하고 생활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색채에 대

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주술적 효과나 심리적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채색도료는 옻칠이다. 옻칠은

색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이전에 옻칠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 의미와

시간성, 재료의 특수성에 가치를 두었다. 옻칠은 작업조건과 환경이

잘 맞아야 완성할 수 있기에 끊임없는 재료 탐구와 인내가 필요했

다. 옻칠은 작업자와 교감하고 작품 제작과정의 전반을 통제하기 때

문에 반복과 몰입의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결과적

으로 옻칠의 물성과 작업과정은 본 연구 작품을 수행하는 본질이

되어 은유적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옻칠에 의한 성형 방법에서는 협저태칠기법과 3D프린터를 주로

활용하였다. 협저태칠기법은 전통옻칠기법 중에서 까다로운 기술로

간주되고 있으며,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고급의 일품공예품의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3D프린터는 연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모양과 크기에 자유롭게 형태를 성형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서 현대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의 기술을 융합함으로서 옻칠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연구 작품

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옻칠을 소재와 기법으로 선택하여 제작한 연구 작품들은 과장된

형태, 강렬한 색채 대비, 그리고 상징적 문양 구성으로 주제의 전달

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장신구와 기물 그리고 추상적 입체구조

물의 다양한 형식에 표현 메시지를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연구된 작품을 연구자의 심리적 변화와 치유의 발전방향에 따라

서 Ⅳ, Ⅴ, Ⅵ장에, ‘자연을 통한 화해’, ‘Theatrical Jewelry’에 의한

소통’, ‘카타르시스의 공간과 치유’로 각각 나누어 서술하였다. ‘자연



을 통한 화해’에서는 고통과 억압, 병(病)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소녀

와 현대 여성들의 모습을 장신구의 형식으로 드러내려고 하였으며,

특히 식물의 생명력과 리듬감에 주목하였다. ‘Theatrical Jewelry’에

서는 사회 속에서 억압받고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여성들을 치유의

공간으로 인도(引導)하는 소통의 장신구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장신

구를 착용한 배우는 마임의 형식을 이용해서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

달하고, 지속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

의 공간과 치유’의 장에서는 도피의 공간을 통해 삶의 비밀과 고통

을 작품 속에 담아 소멸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식을 느끼게 하고 궁

극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안내하고자

하였다.

공예 창작행위에는 강박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키고 마음의 상처

가 정화되는 마치 종교를 통해 인간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치료받

고 평안해지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주는 면이 내포되어 있다. 옻칠

을 소재로 한 작업을 지속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

던 시간들이 그동안 내가 경험하였던 불편한 현실에서 벗어난 평온

함의 안식이었다. 연구 결과물들은 사회 속에서 여전히 성 소수자로

서 억압받고 있는 현대여성들의 불안감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면서

감상자들을 심리적 안정의 공간으로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

대한다.

주요어 : 억압받는 성(性), 여성, 불안, 치유, 공예, 옻칠, 3D프린팅

학 번 : 201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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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사회의

관계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좁히고 있다. 거미줄처럼 뒤얽힌 온라인

의 통신망들은 수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타자를 찾아내며 소통한다. 우리는 많은 타인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타자들로부터 소외된다. 사회 속에서 배척되는 나의 모

습이 두렵고 외로워서 우리는 극한의 상처를 숨기고 스스로를 무의

식의 동굴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싫

은 개인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자멸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Me Too’ 운동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숨

어있는 자아를 용감히 드러내고 알림으로써 스스로를 혹은 타인을

노출시키고 연대(連帶)한다. 이제는 사회의 관계망을 역이용하여 감

시와 권력에 억압받았던 성(性)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호하기 시작

한 것이다.

나는 유년시절 겪었던 개인적 가정사의 트라우마를 통해 강박적

신경증과 봉인된 성(性)적 장애를 겪고 있다. 평소 불안한 심리와

대인관계의 불신으로 스스로를 차단하고 공격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때로는 강박적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과 비현

실,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강박

적 불안의 병리적 현상은 옻칠 공예작업에 몰입하면서 많이 치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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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소될 수 있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예술미학에서 인간의 불

안은 예술로 승화하고 창조해 낼 수 있다1)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불안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공

예 창작행위는 부의 상징이나 단순한 미적 꾸밈이 아닌 사회적 메

시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안 심리를 치료하고 현대인의 사회적

공존과 창의적 예술행위로 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석사과

정에서도 심리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어기제를 연구하였으며,

결국 지금과 같은 주제로 연속해서 연구하는 동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의미하는 ‘억압받는 성(性)’의 사회적 불평

등과 불안 심리를 표면적으로 들춰내고 이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하

여 창작자 혹은 관람자에게 심리적 위로와 치유를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예소재나 기법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한 장신구나 입체조형물을 제작하여 감상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특히 전통 옻칠

의 미적 특질을 잘 살리고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여 연구하는 새로

운 조형형식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고통, 불안을 치

료하고 위로하는 심리적·정신적 해방의 공간을 제공하고 타인 또는

세상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1) 잭 스팩터, 신문수 역,『프로이트 예술미학』, 풀빛, 1998,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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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이 담고 있는 정서와

미학적 방법론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과 각 작품에 대한 실기, 즉

공예행위를 기반으로 한 기록을 담고 있다. 본론에서 자아와 타자

간의 심리적 마찰과 트라우마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작품에 따른 소

재, 주제, 표현방법과 색상의 상징적 의미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현대 미술사 속에서 연구자 작품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보고,

동시대의 작품들 사이에서 독자적 요소와 정체성도 규명하고자 한

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2013년부터 제작되어 온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작품들도 논문의 자료로 논의될 수 있

다. 이 기간 동안 제작한 작품들은 소녀로서, 여성으로서, 현대인으

로서 안고 있는 상처와 치유, 자생과 방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

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 소재의 변화, 기능의 확장 등을

통해서 변모하고 발전해 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

에 제작한 일부 작업들을 추출하고 분석해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실험한 작업과정을

전체 연구의 범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업은 결과물뿐만 아

니라 작업이 진행된 생각의 흐름과 공예행위를 통해 불안한 감정들

을 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자는 공예행위를 통

하여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파편화된 상처와 트라우마를 서서히

치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작품과 작업과정, 물성

의 이해와 소재연구, 작업자의 심리와 철학 등이 모든 연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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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와 같은 주관성과 객관성이 혼재된 연구는 예술이라는

영역이 객관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접근 이외에 창조와 감상, 심리

적인 표출이라는 주관적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명확한 검증을 위하여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한 인문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심리상태 즉 강박적 불안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타자관계 속의 불안과 성(性)적 장

애로 인한 거부감, 피해의식으로 발현되는 자기방어기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찰할 것이다. 연구자 개인사적인 접근과 병

리학적 해석을 통해 스스로가 안고 있는 불안상태의 근원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색채의 개념과 역할, 옻칠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

색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색채를 선택하는 사용자의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색채의 주술

성과 한국인의 정서와의 연관성도 연구한다. 본 연구작품의 주요 소

재인 옻칠에 대한 연구도 빼 놓을 수는 없겠다. 옻칠에 관한 많은

학술적 연구 논문들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기법에 관한 부분은 생략

하면서 다만 전통적인 옻칠의 색채와 질료가 주는 상징적 의미를

좀 더 깊이 고찰하고자 한다. 주칠(朱漆), 흑칠, 녹색칠, 청색칠을 중

심으로 작품을 분류하고, 각 작품마다 의미하는 색채의 상징과 은유

의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앞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의 분리불안과 타자관계의

장애에서 비롯된 자기방어기제의 조형작업들을 통해 연구자의 심리

가 단계적으로 치유되는 방향과 작품의 개념 및 제작방법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선행적으로 현대예술사 속에서 살아생전 불안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이를 극복한 여성 예술가들을 조사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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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핍박(逼迫) 속에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예술 창작으로 실천

한 배경과 방법들을 고찰한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장신구와 합

(盒)을 제작하면서 작품의 영역과 기능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작업

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완성된 작업의 형태와 기능을 통해 정신적 위안과 슬픔을 해

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공예행위 과정은 사물의 소유와

부의 창출이 아닌 정신적 수련과 심리적 해방의 기회를 제공해 주

면서 동시에 제작자 자신의 우울과 상처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다.

작품제작의 개념을 형태, 색채, 패턴의 구성요소와 마임을 비롯한

다양한 연출기법과 설치방법을 활용하여 다중적 의미를 갖게 시도

해 본다. 외부의 부정적 시선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주술적·

심리적 방어기제가 되도록 자연과의 화해를 모색하면서 샤머니즘적

행위들도 수반한다.

작업의 방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불안을 좀 더 확장시켜 현대를 살

아가는 여성의 모습이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과 꿈틀거리는 종족번식의 강한 욕구, 환상

적으로 아름다운 색채 이면에 숨어있는 식물의 공격성을 방어기제

로 형상화하였다. 연구자는 여성의 장기나 뼈, 신체 일부분, 식물의

뿌리, 열매의 모티브를 활용하여 확대, 반복, 나열하면서 장신구로

제작하였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장신구에 관한 연구이다. 장신구를

착용한 배우는 몸짓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고 반응한다. 이는 공포와

두려움, 소란스러운 타자관계를 해소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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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부림이자 관계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의 장신구들은

사이즈가 크고 착용이 매우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자는 행동

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장신구를 통해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

면서 언어를 만들어 낸다. 나는 배우를 통해 움직임을 연출하고 장

신구의 의미를 재해석해 봄으로써 연구자의 작업의지와 장신구의

언어적 기능이 얼마나 상통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위한 혹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을

이용한 ‘합(盒)’시리즈이다. 자연의 이미지와 여성의 신체를 모티브

로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합’시리즈 작업은 여성의 모습이면서 연구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가정사로 상처 입은 10대 소녀와 낯선 어른

의 모습을 흉내 내는 불안정한 20대 청춘, 지친 육아와 불행한 결혼

생활로 힘겨워하는 30대 여성, 남성중심의 위계(位階)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40대인 그녀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본 논문에서는 협저태칠기법2)과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

작했다. 대부분의 작업들은 천연재료인 옻칠로 형태를 만들고 색을

표현했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색채는 자연의 본질이자 미적 표현요

소이면서 상징적 언어를 함축하고 있다.

2) 협저태칠기법(夾紵胎漆 = Hyeopjeotae Ottchil technique, 탈태(脫胎)옻칠, 건칠

(乾漆))이란, 점토나 석고, 스티로폼 등으로 원하는 형태를 성형한 후, 완성된 기

물 위에 삼베를 호칠(糊漆)과 토회칠로 여러 번 겹쳐 바르고 옻칠을 하여 형태

를 단단히 굳힌 다음 내부의 성형물을 제거하는 옻칠기(漆器) 제작 기법을 뜻한

다. : 성 용,「목리를 응용한 옻칠함(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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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의 불안 심리와 방어기제

2-1. 불안 심리의 개념

불안은 인간 삶의 일부분이자 세상에 태어나 죽음의 순간까지 우

리와 동반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 상태이다. 불안(不安,anxiety)의 어

원은 라틴어 ‘angere’의 의미인 ‘목을 조르다’에서 유래되었다. 불안

은 안심이 되지 않는 심리 상태, 혹은 감정을 뜻하는 말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공포와는 달

리 어떠한 위험이 본인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인지함으로써 생겨나

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태

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

안의 근원이자 원형3)이라고 언급했다.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는 불안을 자유가 경험하는 현기증4)이라고 표

현했다.

공포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통해 상황을 벗어나려는 기능을 한다면, 불

안은 위협적인 외부적 자극이 없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염려와 긴장

등 불편한 정서적 경험을 겪게 된다.5) 이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불안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 주지만

반면에 부적응적인 양상으로 작동하는 경우 병적인 불안을 갖게 되

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고, 사소

3) 정도언,『프로이드의 의자』, 웅진 지식하우스, 2012, p.87.

4) 위의 책, p.88.

5) 위의 책,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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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험 가능성에서도 강한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된다.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불안과 공포를 대비되는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포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지시 가능

한 대상이 있으며, 이는 공동현존재의 존재방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공포의 대상은 곧 위협의 대상이 된다. 위협의 대상이 더

욱 강해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능력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 공포가 이렇게 위협적이고 두려운 이유는 나의 현존재가 허

약하고 상해 가능한 존재임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본질적으로 지시

가능한 무서운 대상에게 심리적 반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은 지시 가능한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감정이 아니며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상적 자아의 욕망이나 목

표가 무의미해진다. 결국 불안은 공포와 달리 뚜렷한 존재인식이 어

렵고 원인의 방향과 근원 지점을 찾아내기 어렵지만 우리의 근저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된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르틴 하이데거

가 말하는 불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으스스한 느낌

을 받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현재의 존재에게 닥쳐왔을

때 느끼는 감정 상태인 동시에 세상의 무의미함을 인지하는 인간의

근본적 마음상태인 것이다.6) 즉 불안이란, 무언가에 압박을 당하는

상태이며 그것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가 불안을 생산한

다.

인류의 근본적 감정 상태인 불안은 오랫동안 실존철학의 연구대

상이었으며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실존철학에서 불안

6) 홍혜옥,「신경증적 이미지로 나타난 불안극복에 관한 연구: 본인 작품의 몸과 투

명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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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존재방식의 불가피한 근원적 정서로 정의한다. 덴마크의 철

학자이자 실존주의 사상의 선구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실존의 근본이라 정의하고 인간자신의 선택적 의지를 통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감정상태가 불안이라고 보았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분석을 통하여 존재의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

하였다.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 자체로 이해함으로써 존재의 가능성

에 직면하는 자기 개시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느끼게 되는 죽음

의 감정을 불안으로 보았다. 장 폴 샤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실

존이 본질을 앞선다고 보았다. 자유를 통해 인간의 자기 결정성이

주어지는데 자유 앞에서 불확실한 존재를 인지하는 감정을 불안으

로 보았다.

실존주의 철학을 계승한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지그문트 프로이드

는 실존철학에서 정의한 불안의 원인과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불안의 주체를 원초아(id)와 자아

(ego), 초자아(superego)와 자아(ego)의 충돌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로 정의했다.7)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인간이 욕망하는 존

재임을 인식하고 인간의 욕망이 물질로서의 대상 추구가 아닌 욕망

하는 존재인 타자를 욕망함으로써 불안을 느낀다고 말한다. 인간은

타자를 통해서 욕망을 실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의

질문에 답하지 못함으로써 주체는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8)

다음은 인간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기본적인 심리상

태를 불안으로 규명하고 그 원인과 유형을 정신분석이론, 실존철학,

7) 위의 논문, p.9.

8) 홍준기,「불안과 그 대상에 관한 연구 : 프로이트ㆍ라캉 정신분석학과 키에르케고

르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17, 한국현상학회, 2001,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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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이론, 생물학적 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분석 이론

(psychoanalytic theory)에 따르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본능적 충

동이 활성화되어 의식으로 표출되려는 감정을 자아에게 경고성 신

호체계로 내보내는데 이를 불안의 원인으로 보았다. 불안의 경고를

받으면 자아는 다양한 방어기제를 활용하는데 이때 성공적이면 심

리적 안정을 유지하지만 방어에 실패하면 각종 불안장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실존철학(existential philosophy)에서는 인간존재의 불확실성과 삶

의 유한성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는 실존의 자각이 정서적으로 불안

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특별한 대상과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만성적으로 느끼는 불안장애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었다.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은 특정 환경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

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행동하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개인의 성격, 심리적 특성도 대인관

계를 통해 학습된다는 인지이론(cognitive thery)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부모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모방하여 자식도 같은

상황에서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았으며, 인지이론은 자기 패쇄

적 고착화된 비적응적 사고유형 때문에 생기는 심적 고통을 불안의

원인으로 규명한다.

생물학적 이론(biological theory)에서 불안은 기본적으로 불안장애

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뇌구조가 정상인들과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약물치료를 통하여 불안을 가라앉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9)

9) 홍혜옥,「신경증적 이미지로 나타난 불안극복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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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 리만(Fritz Riemann)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불안의 요인 중

하나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며 인간의 인성은 ‘우울적 인성’, ‘강박

적 인성’, ‘히스테리적 인성’, ‘정신분열적 인성’으로 나뉘며 이러한

인성 이면에는 특정한 불안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0) 우울증

적 인성은 고립과 안정감의 상실로, 강박신경증적 인성은 불확실함

으로 인해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히스테리적 인성은 자유

의 제한에서 오는 불안으로, 정신분열증적 인성은 자아 상실에서 겪

게 되는 불안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프리츠 리만은 결국 모든 불

안은 위의 네 가지 양상의 변형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불

안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각기 상이한 다른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불안에 쉽게 공감하거나 동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개인적 성향과 태어난 환경, 유전적 요인에 따라 각각 다른 삶을 살

아온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특정한 불안을 키우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정상인도 위험이나 고통이 예기치 않게 닥쳐왔을 때 불안을

느끼며 이를 통해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성장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11)

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은 바라보는 관점과 유형에 따

라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명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12-14.

10) 프리츠 리만,『불안의 심리』, 전영애 역, 문예출판사, 2007, p.27.

11) 홍혜옥,「신경증적 이미지로 나타난 불안극복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의 몸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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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억압받는 제2의 성(性)

2-2-1. 사회와 여성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xx염색체를 가진 인간종의 암컷이고, 남성은

xy의 염색체를 가진 인간종의 수컷이다. 이렇게 성염색체에서 오는

두 가지 갈림길은 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

난 차이와 차별을 수반한다. 한쪽은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낳아야

되지만 한쪽은 그저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sex)

만 하면 된다. 또한 출산자는 자연스레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게 되

지만 다른 한쪽은 먹을 것을 사냥하고 도구를 만들고 자연을 지배

하는 사회 속 주체로 나아간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조건

은 ‘여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규정을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유였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 것이다”의 명제로 유

명한『제2의 성』의 저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소설가, 철학자, 사르트르의 동반자, 저널리스트, 극작가, 회고록 작

가, 참여지식인, 급진적 페미니스트 등 다양한 호칭으로 전 생애에

거쳐 지칠 줄 모르는 정열적 삶을 살았다. 그녀가 1949년『제2의

성』을 출간할 당시 가부장적인 프랑스 사회에 선전포고와도 같았

으며,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의 해방을 목표

로 했던『제2의 성』은 여성을 남성 주체의 타자로서 종속적인 상

황에 놓여있도록 만든 신화, 모성, 사랑, 성차(性差) 등에 대해 허구

성을 파헤치고 양성간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장함으로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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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독자성을 강조했다.12)『제2의 성』에서 여자의 생물학적 조건

은 여자를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남

녀의 상하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인간이라는 개

체는 자연 속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를 의식하고 실현하

는 주체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책 제목에서와 같이 그녀는 이 질문에

여자는 ‘제2의 성’이라고 답한다. ‘제2의 성’이란 무엇일까? 제2의 성

이 있다면, 제1의 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성’이다. 여기서 1

번이 남성이라면 두 번째가 여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에는 수많은 은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수학적인 의미의 1번 다음

의 2번, 이번이 아닌 다음, 지금이 아닌 나중, 서자, 세컨드, 꼴찌 등

결국 여자는 1번 다음의 성(性)으로 치부된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억압받는 여성을 실존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가치를 설명하

고자 했다. 여성이 ‘타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타자에 의해 자리매

김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가치는 실존자가 존재를 향해 자기를 초월하는

기본적인 투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 또한 자기를 초월하

는 투지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한다.

『제2의 성』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가 언급한 여성의 사회적 가

치는 69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성은 아직도 제2의 성으로 남아 있다. 성폭력방지법이나 차별금지

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현실 구석구석에는 남성에 의한 여성 살인

과 강간, 폭력, 추행, 차별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은 가해자

12) 이정순,「시몬 드 보부아르의 삶, 작품, 사상의 변증법적 관계」,『지식의 지평』,

Vol.4, 대우재단, 2008, pp.241-242.



- 14 -

를 두려워해야하는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다.13)

최근 일어나고 있는 ‘Me Too’ 운동14)은 숨어있던 여성들의 수갑

을 벗기고 당당히 그녀들을 무대 위로 향하게 만들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범세계적인 폭로는 강자인 제1의 성이

약자인 제2의 성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어

두운 곳에서 떨고 있던 약자들을 서로 연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격성을 갖게 해 주었다.

소녀시절부터 안고 살았던 성인 남성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이

불안과 공포의 씨앗이 되어 트라우마15)로 남게 되었을 때 연구자는

타자의 시선과 동정이 두려워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숨겨왔다.

성인이 된 지금도 사회의 권력구조와 강박적으로 주입된 사회가 바

라는 여성성 그리고 모성애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홀로 지

13)「제2의 성을 읽고」, 2017.09.27, http://blog.aladin.co.kr/mumuin/9621976.

14) 미투(Me Too)운동은 2017년 10월,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저지른 성 추문의 폭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비 와인스틴은 수십 년간 자신

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여배우들을 대상

으로 자신의 추악한 성욕을 채워왔다. 여배우 애술리 저드(Ashley Judd)의 공

개적 폭로를 시작으로 과거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유명 여배우들

이 자신의 SNS에 직접 그녀들의 고통을 알리면서 시작된 운동이다. 지금은 하

비 와인스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유력 인사들의 과거의 성추행이나 성

폭력 등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통해 ‘직접’ 밝혀지고 있다. 미투 운

동은 나이, 성별, 국가 등의 구분 없이 범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

신승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음지에서 양지로: 미투운동의 물결」, 정신의학신

문, 2018.02.26, http://www.psychiatricnews.net.

15) 트라우마는 병리학적으로는 외상(外傷),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영구적인 정

신장애), ‘충격’ 등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충격을

경험하는데, 신체적인 폭행, 성폭력, 재난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 외에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소한 경험들도 충분히 트라우마로 발생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동반하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기억되는데,

당시와 비슷한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때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욕구를 표출하는 동작을 취하거나, 이로 인해

생성된 감정의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연하는 현상

을 의미한다. : 피터 A. 레빈, 권수영, 양희아 역,『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하기』,

소울메이트 2016,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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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가고 있다. 성(性)적으로 추행하고 폭행을 했을 때만이 여성을 짓

밟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녀들의 버거운 삶이 위로받지 못

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여성의 노동과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무시당

할 때에도 제2의 성들은 또 다시 공격받는다. 남성 우월주의와 위계

질서 속에서 여성이 권력에 지배당하고 버려질 때, 순수한 사랑과

결혼 서약으로 족쇄에 묶여 여성의 삶이 짓밟힐 때에도 제2의 성은

여전히 고통받는다. 여성이 속한 사회 속 작은 단위체인 가정은 사

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고 위로가 되며 제일 많은 시간과 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

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여성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침해

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존과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이나 위기에 노출된 여성들은 신체적 상처와 더불어 불안

과 대인관계 장애, 우울증상을 나타내며, 그들 중 폭력에 노출되거

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성인기와 결혼생활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가정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은 자녀의

공격적 행동과 상호작용하며, 나아가 폭력과 불안이 세대 간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여성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과 우

울, 낮은 자존감을 보이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또한 자기비난과 자책감, 부끄러움 등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고 비

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랜 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그

들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쌓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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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에도 분노 및 공격성을 드러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

는다.16) 이렇게 만들어진 분노의 양상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보다

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성역할의 고착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가정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은 다양한 위험과 폭

력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시화하고

이에 저항하며 성폭력반대운동이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로, 성폭력

이 사회적인 문제로 호명되면서 강간, 구타, 매춘, 인신매매 등을 여

성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권력구조나 조직

사회 내에서 성차별, 임금차별, 직위 강등 등을 통해 여성들은 불평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의 결여, 대인

관계의 불안을 겪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반부터 북미의 여성

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여성주의 자기방어(self defense)훈련’

을 실시하였다. 이는 어떤 종류의 외부자극을 ‘나’ 혹은 여성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실

제적인 언어와 비언어적인 몸의 반격을 함양하는 훈련을 뜻한다. 정

조(貞操)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술의 목적과는 달리 여성주의 자기방

어훈련은 몸의 통합성과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훈련으로 누구보

다 강한 몸을 만들어 상대를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험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황파악과 협상의 기술로 그에 적절한

선택을 하는 훈련과정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여성에게 삶의

통제권을 직접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자아 찾기가 주된 목적인 것이

16) 강미자,「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불안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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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여성이 사회 속에서 공격적이고 외적 위협을 통해 그녀들을 보호

하고 방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 스스로를 연약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존재로 가장(假裝)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도 있

다. 1929년 조안 리비에르(Joan Riviere)가 정신분석학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에 실은 ‘가면’으로서의 여성성(Womanliness

as Masquerade)은 ‘마스커레이드’라는 용어를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

념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마스커레이드는 가장무도회, 가식, 가장

을 뜻하는 말로, 남성성을 소망하는 여성들 하지만 남성으로부터 위

협을 받아 공포와 보복을 회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방어책으로 가

면을 쓴 사람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남성성을 강탈했다고 믿는 지적인 여성들 즉

자신이 남성성을 발휘할 경우 아버지가 위해를 가하고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를 여성스

러움이라는 가면으로 위장(僞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인 여성

들은 자신의 남성성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성임을 강조

하는 의상, 여성스러운 행동, 음성, 말투 등을 동원하여, 남자 동료들

에게 더욱더 여성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순진한 척, 죄

없는 척 하려는 일종의 여성들만의 방어 행위로 남자들로부터 보복

당하는 위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성스러움으로 가장하는 일

종의 방어책인 것이다.18)

한국의 현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낮은 임금, 더 나쁜 일자리,

17) 이현정,「여성의 몸을 둘러싼 의미와 실천에 관한 연구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

련’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10-14.

18) Seon-ji Park, Eun-Hyuk Yim, “Types of fashion photography investigated

through sexual masquerad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23 No.1,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2015,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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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시달린다. 비정규직 여

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연령대별 비중이 월등히

높고,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

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편견인 여성, 엄마의 역할로 관행되는 육아 때문에 오는 경

력 단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불안을 재생산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속에서도 성폭력피해와 폭행, 범죄발생, 신종

질병, 정보노출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일상생활 속 스트레

스를 받아들이는 정도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이 나타났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적지 않은 여성들이 여전히 임금차별과

조혼, 일부다처제, 여성할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

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의 묵인 아래 공포와 불안에 노출되어 있

다.19)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신장되고 개선되었

다고는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끊임없는 불안은 정신

적 우울과 공격성, 방어본능으로 표출된다.

19) 김양균,「갈 길 먼 여권신장... 한국여성은 불안하다」, 쿠키뉴스, 2018.07.13,

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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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불안한 자아

불안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불안이 해소되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우리의 곁에 머무르며 일

생을 함께한다. 인류는 불안을 줄이고, 해소하며 극복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 주술로, 종교를 향한 믿음으로, 논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으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불안은 계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가정폭력과 부모로부터의 학대, 공격성 및 대인관계의 불안은 특

히 더 강한 불안감으로 작용하며 두려움과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복잡함과 다양성에 노출된 개인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와 일에 시달리

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분노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직면하게 된다. 현

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같은 사회적 책무에 놓이게

되고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개인의 분노

가 행동적, 신체적, 정신적 병리와 연결되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

게 된다.20)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실존적 좌절의 공허와 위험사회, 평온의 결

핍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실존적 좌절의 공허는 현대사회

의 시대적 심리상황 중 하나인 권태와 무력감, 우울증을 동반한다.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에 따르면 인간은 생명을 둘러싼 본능적

인 안정감의 상실과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전통의 상실로

인해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데 본능적 안정감과 전통을 상실

20) 강미자,「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불안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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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은 결국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존재의미는 각기 개별적이고 유일한 것이

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실현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스스로가 실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존적 좌절에서 오는 고통은 신경질환이라

기보다는 인간의 고행과도 같으며, 실존적 좌절이 주는 내면의 긴장

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이 성취한 것들과 성취해야할

것들의 간극에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통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긴장 없이 유지되는

항상성은 정신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이며 정신적인 역동성이

실현되어야만 인간 존재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21)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는 새로

운 형태의 위험을 만들었다. 근대의 경제적 풍요를 동반한 위험은

대형 사건과 사고를 일상으로 끌어들였다. 울리히 벡(Ulrich Beck)

은 이러한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한다. 슬라보에 지젝(Slavoj

Zizek)은 위험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처한 위협상황이 모름

을 통해 궁극의 불안을 생산한다고 말한다. 오존층의 구멍, 지구 온

난화, 유전변이, 핵 에너지의 공포 등이 대표적인 위험사회의 사례

들이다. 이와 같은 위험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전문가들에 의해 개념화된 위험들이다. 위험의 확실성을 인지

하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척도를 알 수는 없다. 이처럼 위험사회의

주체인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하는 강박적인 자유를 강요받게

되며 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을 야기한다.

21) 홍혜옥,「신경증적 이미지로 나타난 불안극복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의 몸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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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보에 지젝은 자유 선택에 좌절감을 안기는 요소들을 ‘초자아의

불안‘이라고 언급한다.22)

롤로 메이(Rollo May)에 따르면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공허감, 고

독감, 불안으로 특징짓고 이는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상쇄시킨다고 보았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홀로 남게 된다는

불안을 생산하며 자신의 삶의 좌표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을 만든다.

문명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의 경제, 정치, 환경적 위협은 우리의 삶

을 혼란에 빠뜨렸다. 현대인은 분주함, 자아몰입, 무정신성, 자아정체

성의 문제로 소통의 부재를 통해 고통을 느끼며 이는 실존적 의지

의 상실로 이어진다. 과잉활동에 의한 닦달과 성과사회, 피로사회로

인한 경계선에서 현대인은 진정한 자아 성찰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다. 현대인은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유물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스스

로를 표현하거나 불만과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자아 존

중감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현실 속 세속적 가치에 안주

하지만 진정한 자아와 괴리되면서 내적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에 이

는 불안의 신경증을 만들어낸다.23) 이전의 문화사에서 인지하지 못

했던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의 불안은 이처럼 우리들 곁에 존재한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강압적인 내적 힘을 가리켜 ‘강박’이라고 정

의했다. 강박증은 신경증의 일종으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강박관

념,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강박, 이런 생각에 반

대하는 심리적 갈등과 투쟁, 주술적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강박사

고와 행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완벽함을 추

22) 위의 논문, pp.19-20.

23) 위의 논문,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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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결과의 집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강박관념, 방어

작용, 일정한 행위 또는 반복 기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주체

는 불안감으로 괴로워하게 되며 이를 ‘강박증’이라고 부른다.24)

나25)의 강박적 불안 증세는 평범한 일상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행

동하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에 집착하며 이를 지속적

으로 고민하는 성향을 띤다. 어릴 적 경험했던 가족의 붕괴와 학대,

어머니의 신경증과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분리불안은 연구자

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자아의 폐쇄적 성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위해 뾰족한 물체나 이미지를 지속적

으로 떠올리고 이를 만짐으로써 느끼는 안도감과 평안함은 연구자

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해 주는 강박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현실을 탈피하고 싶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자아를 현실세계로 노출시키고 사회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소통이 가능한 인간상을 꿈꾼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여기에 없다’, ‘이건 꿈이다’라는 현실도피적인

망상적 자기 체면을 통해 지나치게 자기화되어 버린 이기심으로 스

스로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강박적 자기애’라고 판단했다.

한병철은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자아의 계속성, 자아의 운동성이

완결될 수 없다고 보고, 나르시시즘적 장애를 겪는 사람은 자기 자

신 속으로 끊임없이 침체되고 이로 인해 타자관계가 소실되어 안정

된 자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26) 자기애(自己愛)는

정신분석학에서 나르시시즘(Narcissism)27)으로 표현한다. 프로이드

24) 조유나,「강박증의 형상화에 대한 작품 연구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3.

25)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논문의 서술자를 지칭한다. ‘나’는 작품의 작가를 뜻하

며, ‘소녀’는 필자의 과거를 의미한다.

26) 한병철, 김태환 역,『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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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르시시즘을 지나치게 자신을 강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종의

인격장애로 보았다. 자기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결국은 타인과 원만

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리처드 세네트(Richard Sennett)는 나르시시즘적 장애와 타자관계

의 결핍이 스스로를 보상하거나 인정하는데 있어 위기의 요인으로

보았다. 성격장애로서의 나르시시즘은 뚜렷한 자기애를 대립의 구도

로 만들며 자아에게 고통을 준다고 언급한다.28)

소녀의 가족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족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

며 아버지와 어머니, 두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녀는 장녀이며

여동생이 있었고 주된 생활의 양육자는 어머니였다. 두 딸은 아버지

와 친밀한 교류와 감정의 교환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자식을 교육

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아버지에게 없었다. 어머니는 가

문의 장손과 결혼했다는 압박감에 첫 번째 자식이 아들이기를 바랬

으나, 그렇지 못해 많은 서러움을 겪었으며 둘째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상실감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져 갔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좋아했고 장손으로서 물려받은 집안의 재산과 어머니

가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모두 탕진하며 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써 부부 간의 관계에서 남편으로서의 자리와 존경심을 점차

27) 나르시시즘이란, 프로이드가 그리스 신화인 나르시스의 이야기에서 따온 학술용

어로 나르시스는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스스로 반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의미

를 갖고 있다. 나르시시즘 환자는 자기 신체를 사랑한 나머지 온종일 자신의 두

통, 가슴 뛰는 일, 소화가 되어가는 일, 허리가 간질간질한 일, 다리가 와락와락하

다는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심지어는 간(肝)이 간지럽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를 병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 캘빈 S. 홀, 백상창 역, 『프로이드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pp.137-138.

28) 한병철, 김태환 역,『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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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게 만들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의 실망감과 허탈감을 자식

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가족구성원에서 아버

지의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증오와 갈등으로 관계에 금이 가기 시

작하면서 아버지는 자식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폭력과

폭행으로 어머니와 두 자녀를 학대하게 되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스스로 갖게 된 어머니와 동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은 일반 또래들이 겪었던 고민과 반항과는

차원이 달랐으며, 당시 소녀가 겪었던 무한한 공포는 외부적 고통을

내적으로 숨기고 고스란히 무의식 속에 저장되었다. 폭력적이고 비

이성적인 성인 남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켜야 한

다는 강박의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지

금도 의식이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정한 신경질과 공격

성을 자주 드러내곤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후에도 아버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는 공포심과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의 재혼과 새로

운 아버지와의 만남은, 청소년기의 소녀에게 성씨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과 외부에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되어 대인관계의 단절을 가져

왔다. 계속되는 거짓 행위와 표정 속에 자아를 가둔 채 지극히 정상

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가족을 지켜내고 자아를 포장해야 했던

소녀는 이중적이고 위장된 모습으로 지나친 자기애를 형성하게 되

었다.

어머니의 두 번째 이혼은 결국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불신과

가족구성원 간의 불안정성, 타자로 인한 강제 이별과 단절을 경험하

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성인 남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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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분리불안이라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강박적 신경질로

예민해진 소녀는 늘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형성된 성인 남성

에 대한 거부감과 실망감은 이성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각과 상대

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성향으로 발전하였다.

연구자의 이러한 강박적 분리불안과 타자관계의 결핍은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숨겨져 있으며 제어가 불가능한 의식의 틈을 뚫고

나와 매 순간 고통의 감정을 혼돈에 빠뜨린다. “강박증은 자신의 내

면에 트라우마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할 수 있

다”29)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주장했듯이 본 논문의 작품제작과 공

예작업을 통하여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고 창작함으로써 불안의 극

복을 시도하였다.

29) 임정아,「정신분석학적 트라우마를 통한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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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어기제와 카타르시스

2-3-1. 방어기제의 정의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따르면 불안이나 공포는

성적 출구를 찾지 못한 리비도가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 생기는 현

상이라고 보았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분리불안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고자 했으며 이러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방어기제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30)’는 자아의 평정심과 회복, 안

전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응행위를 말한다. 해리 스택 설리반(Harry Stack Sullivan)은 불안

을 상대방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 자존심과 자기 존중이 위협받았

을 때 발생한다고 언급했다.31)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예술작품을 작가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꿈,

좌절로 인해 발전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예술작품은 종이나 다

양한 재료 혹은 매체를 통해 상상력, 유희, 공격성 등으로 표현되고,

최종적으로 예술작품이 결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무의식적 욕망을 현실화 해주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32)

30) ‘방어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에 놓이거나 욕구불만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행위를 말한다. 방어기제는 불안,

수치심, 죄책감을 일으키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충동을 소멸시키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킨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제시했던 방어

기제의 개념은 그의 딸이자 정신분석가였던 안나 프로이드(Anna Freud)가 아버

지의 뒤를 이어 방어기제의 개념을 더 크게 확장시켰다. : 정도언,『프로이드의 의

자』. 웅진 지식하우스, 2012, pp.51-53.

31) 박용천,「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불안」,『대한불안의학회지』, Vol.1 No.1, 대

한불안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 p.16.

32) 김영진,「프로이드와 예술심리치료」,『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Vol.2012 No.1,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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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문트 프로이드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학자이자 정신

분석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무의식’의 정신

적 영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접근한 무의식

의 세계는 창작행위와 예술결과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는 정신분석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식’의 영

역보다 억압되고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강조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과 현실에서의 마찰을 통해 불안을 느끼고 갈등하는

인간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의식

(consciousness)영역을 개인의 지각, 의지, 사고, 행동 등으로 분류한

반면에 무의식(unconsciousness)은 정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

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들이나 본능, 소망, 욕망과 같은 영역이라

고 정의했다. 무의식은 인간의 비합리성과 비도덕적으로 간주되는

모든 영역을 담고 있는 인간 내면의 원초적 세계이기에 예술의 근

원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3)

창조적인 행위는 많은 고뇌와 노동, 인고의 시간이 수반된다. 예

술가들은 힘겨운 창조적 행위에 따른 물질적인 결과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며

고된 작업들을 이어나간다. 이러한 상황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용된 사례로 해석한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인간의 ego

(자아)34)는 불안을 두려워하며 유쾌하지 않은 상황들로부터 자신을

33) 이유경,「프로이트 美學: 예술에 관한 심층심리학적 접근의 의의와 문제점」,

『美學·藝術學硏究』, Vol.10, 한국미학예술학회, 1999, pp.119-120.

34) 자아(ego)란, 이드와 초자아를 통제하고 외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작동한다. 자아는 외부세계와 상

호관계를 맺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며 인간의 경험, 교육, 훈련을 통해

성숙을 향하고 있다. : 캘빈S. 홀, 백상창 역, 『프로이드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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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한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끊임없는 위협과 불행의

형태로 존재하며 양심과 도덕의 기준인 초자아(super-ego)35)와 내면

의 만족을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이드(id)36)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

았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

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삶의 욕구인 성 에너지인 리비도

(Libido)37)와 죽음의 욕구인 공격성을 가진 타나토스(Thanatos)이

다.38) 그는 리비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외부의 억압으로

흐름의 방향이 바뀔 때 원래의 본성을 잃고 불안으로 바뀌게 된다

고 보았다. 이때 리비도는 흥분으로 바뀌어 적대성, 공격성, 분노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불안과 공포를 구별하

여 정의하는데, 외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성 심리상태가 공포라면,

불안은 내적 위험에 관한 신호이자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

와 겪게 되는 갈망과 좌절의 분리불안 즉 대상상실에서 오는 두려

움으로 보았다. 결국 모든 불안의 근거는 끊임없이 대상의 상실을

경험하고 그리워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비애, 두려

움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불안은 자아의 무의식에서 오는 반응이며 경고성 메시

지이다. 무의식 속의 자아와 쾌락의 본능을 추구하는 원초아, 완벽

35) 초자아(super-ego)란, 인격의 도덕적 배심(陪審) 역할을 한다. 현실보다는 이상

세계를 나타낸다. 초자아는 인간의 도덕성을 의미하는데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

회화 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 위의 책, pp.56-62.

36) 이드(id)란, 인간의 이성 혹은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직 쾌락의 원칙에

따라 본능을 충족하고 쫓기만 한다. 이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 원망(願望)과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 : 위의 책, pp.48-50.

37) 리비도(libido)란, 삶의 본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초기에 프로이드

는 리비도라는 말을 단지 성 에너지에 대해서만 사용했으나 나중에 동기에 대

한 이론을 수정할 때 이 리비도의 개념을 확장시켜 삶의 본능 전반에 관계되는

에너지라고 새롭게 정의 내렸다. : 위의 책, p.108.

38) 정도언, 『프로이트의 의자』, 인플루엔셜, 2016,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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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요구하는 초자아의 갈등 관계는 결국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갈등인 것이다. 방어기제들은 억압(抑壓),

억제(抑制), 합리화(合理化), 동일화(同一化), 승화(昇化), 행동화(行動

化), 투사(投射), 부정(不定), 왜곡(歪曲), 전치(轉置), 반동형성(反動

形成) 등으로 나타난다.39)

39) · 억압(repression) :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거북한 욕망, 충동, 생각을 무의식 속

에 저장해 버리는 행위이다. 억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속에 지속적

으로 존재한다.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

타나 꿈에서 보이거나 현실에서 증상으로 나타난다. : 정도언,『프로이드의 의

자』. 웅진 지식하우스, 2012, pp.53-54.

· 억제(suppression) :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알면서도 의식

적으로 미루거나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나 본인에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도피행위와 같다. : 위의 책, p.54.

· 합리화(rationalization) :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믿음, 행동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 중 하나이다. : 위의 책, p.54.

· 동일화(identification) : 자아가 만들어지고 초자아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기 위하여 작동하는 심리상

태를 의미한다. 동일화는 집단적으로 체험을 공유하고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다. :

위의 책, p.56.

· 승화(sublimation) : 금지된 욕망이나 충동을 사회가 용납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어 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욕망은 무의식으

로 파묻는 억압행동을 하지만 승화는 욕망을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 의식 세계로

풀어주는 특징이 있다. : 위의 책, p.59.

· 행동화(acting-out) :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동

적으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의식의

욕구나 충동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무의식의 환상을 직접 행동

으로 드러내서 본능적 충동은 만족시키지만 후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

위의 책, p.61-62.

· 투사(projection) :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내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로 나의 나쁜 점이나 내가 잘못한 것을 타인의 나쁜 점으로 말함으

로써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 위의 책, p.64.

· 부정(denial) :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무의식적으로 ‘절

대 그럴 리가 없어’라며 내가 나에게 강하게 말하는 심리작용이다. 이는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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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승화(sublimation)’란, 허용되지 않는 성적욕

구와 공격성이 용납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되어 외부에 배출되는 무

의식적 심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성적욕구는 문학작품의

‘시’로, 공격적 욕구는 ‘스포츠’로 표출되는 것이다. 승화는 원초아의

욕구를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재생시키는 긍정적인 방어기제40)인 것

이다.41) 승화작용은 본능적으로 분출되는 에너지를 사회가 허용하는

의 작용이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 위

의 책, p.65.

· 왜곡(distortion) : 방어기제 중 아주 심한 종류의 심리행동으로 이는 내적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외부세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행동을 말한다. 주로 스토

커들이 겪는 심리기제가 이런 경우와 같다. : 위의 책, p.67.

· 전치(displacement) : 내가 느끼는 노여움과 같은 감정을 예매한 다른 데로 옮

기는 심리작용이다. : 위의 책, p.67.

·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을 극복하기 위

해 정반대의 방향으로 세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납치된 사람이 처음

에는 증오하고 무서워하던 납치범을 결국 마음으로 따르고 사랑까지 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 있다. 이는 미워하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행동을 의미한다. : 위의 책, pp.68-69.

40)인간의 ‘방어기제’는 연구자가 2007년 석사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신적인

방어기제’와 ‘물리적인 방어기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방어기제는 정신적 방어기제로써 사회와 타인

과의 소통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반사행동을 의

미한다. 하지만 외부의 공격과 위험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인간에게는 뿔, 집

게, 침, 껍질 등과 같은 방어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스

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장치가 동원되었다. 이를 물리적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부의 공격을 피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 도구를 개발해왔다. 신체에 의복을 걸침으로써 자연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동물의 뼈, 가죽, 문신 등과 같은 장식물을 비

롯하여 갑옷, 무기, 건축물 등을 이용해 보호 장치를 고안해 냈다. 불시에 닥칠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체에 착용이 가능하고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미적 효과와 함께 공격과 호신이 가능한 신체장신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신체 방어용 장신구는 인간의 미적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으며,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얼굴이나 신체의 중요부위에

그림을 그려넣거나 물건을 이용해 치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그림 1]

사진자료 : 윤상희,「방어를 위한 아름다운 공격-옻칠을 이용한 방어개념의 장

신구 제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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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방식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자아를 보호해 줌과 동시에 창조

적인 결과물로 불안을 충족시킨다.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사

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히 표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42) 불안장

애에 시달리는 많은 예술가들은 불안을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최

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강박으로 인해 감성발달과 지적발달이 동시

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적발달이 감정을 추월했을 때 자아의

성숙은 지속되고 합리화, 상징화되어 예술적 창조성에 이바지한다고

보았다. 강박증 환자의 경우 지적발달의 우위적 성향은 혼돈과 충동

의 이드(id)와는 대조적이며 감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의 희생을

통해 지성을 높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43) 강박증은 단

순히 방어기제의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 행위를 막

[그림 1] 신체 방어용 장신구
(원시 부족장들의 장신구 / 동물 뼈를 이용한 장신구)

41) 선민아,「현대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적 특징과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

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15-16.

42) 위의 논문, p.25에서 재인용.

43) 앤서니 스토, 배경진, 정연식 역,『[예술창조와 현대심리학(2)] 창조성과 강박

증』, 현대미학사, 2013,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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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능을 제어하는 변화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는 충동과 본능을

순화시키고 조절하는 상징화된 행위이며 사회적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되며 통제가능하다.

예술행위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자아를 치료하려는 욕망을 건

전하게 분출하는 하나의 출구와도 같다. 어쩌면 불안은 우리를 힘들

게 하는 동시에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구자의 강박증상은 부정적인 의미 이면에 긍정적인 요소 또한 내

포하고 있다. 강박증상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의식적 행위를 통해 정

신적 기조를 만들어 주었듯 강박적 행위는 창조성을 위한 의식의

틀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인간은 원초적인 본능추구와 성적

행위를 통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렇듯이 나는 창조적 예

술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상징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였다.

2-3-2. 카타르시스의 경험

오늘날 미술표현 활동은 자기표현방식과 함께 시각적 언어로서

일종의 의사소통의 기능을 갖는다. 미술을 심리치료에 활용함으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병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미

술이 언어를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도출해 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 것이다.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을 주장한 에디스 크레이머(E.

Kramer)는 미술의 창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경험과 승화의 과정

이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았다.44) 심리학자인 루

44) 전영선,「현대미술이 갖는 치유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현대 미술 작가 4人을 중

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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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은 “지각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가

치 있는 수단이 예술”45)이라고 주장했으며, 롤로 메이(Rollo May)는

“미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창작과정과 시

각적 표현의 잠재력에 도달하여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46)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술은 인간의 불안과 긴장,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고, 규

율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마음속에 감추어둔 감정들을 가시화하여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가능한 생각들을 표출하게 만드는 치유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다. 예술작업은 창작자에게 큰 만족감과 함께 내적

보상을 주었으며 결국 미술활동은 자기를 이해하는 자아탐색과 개

인의 성장, 자가 능력부여의 기능을 하게 된다. 창작과정을 위한 상

상력과 미술행위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

과 동시에 우울과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여 안정감을 주며 상

실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공예는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다뤄진 재료와 기법들로 누구에게

나 친숙함과 편안함을 제공하였으며 생활의 기본을 지탱하게 만들

어 주었다. 흙, 나무, 금속, 종이, 천 등은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기초적인 생활의 요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낯선 재료들에 비하

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다. 공예 고유의 기능과 재료,

기법 등에 담긴 친숙함과 특별함은 전문적인 고급 미술행위의 표현

이기 이전에 일상의 반영이자 삶 그 자체이다. 미술의 학문적 배경

을 뛰어넘어 공예는 더 오랫동안 인간의 정서와 미적경험을 체험하

고 공유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해소

45) 위의 논문, p.20에서 재인용.

46) 위의 논문, p.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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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줌과 동시에 치유가 가능하다.47)

연구자는 공예의 기능적, 미적, 생산적 기능 외에 사회적, 공적(公

的) 가치로서의 치유와 심리적 승화, 즉 카타르시스(catharsis)48)로

서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공예는 일정한 재료의 탐색과 오랜 시간

기법연구를 통해 물성과 감성의 조화를 경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하다. 이는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기성찰 과정과 숙련의 시간을 통해 밀도 있는 자기완성 단계를

거쳐 불안 심리를 치료하게 만든다. 이처럼 자기내부의 갈등을 인지

하고 자각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연구자의 경우 자신만의 언

어를 표현하기 위해 재료와 기법을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수공(手

工)의 즐거움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카타르시스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거나 격정적인 웃음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절제된 반응과 조용한 인식의 순간

에도 발생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심리적이고 사회 갈등적인 모순을

인지하고 자기 안에서의 충돌, 생각, 말, 느낌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49)

47) 김혜란,「공예의 창조성이 지니는 미술심리치료의 잠재성 : 본인의 바늘땀 작품을

중심으로」,『조형디자인연구』, Vol.9 No.1,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06, pp.4-8.

48) 아리스토탈레스는 『시학』 제6장에서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

을 통하여 감정을 카타르시스 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학』 제8권 ‘음악

론’에서는 “음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마음은 신비적인 선

율의 효과 덕분에 마치 의술의 치료나 몸의 청결을 받은 것 같은 평정으로 돌

아간다,”며 음악의 카타르시스에 대해 언급하였다. 카타르시스는 도덕적 의미의

순화(purification)라는 뜻과 종교적 의미인 깨끗하게 함(lustratio), 또는 속죄

(expiatio)의 뜻으로 사용되며 의학적인 의미로는 배설(purgatio)이라는 뜻이 있

지만 때로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피타고라

스 학파는 ‘의술을 통한 육체의 정화’로 히포크라테스는 ‘고통스러운 요소의 제

거’의 뜻으로 사용했다.『시학』과『정치학』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리스토탈레스는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배설’을 위주로 하는 의

학적 치료술과 유사한 ‘정서적 요법’으로 정의한다. : 신원선, 『사이코드라마 음

양 카타르시스』, 푸른사상, 2004, pp.23-24.

49) 로버트 랜디, 이효원 역,『악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극치료』, 울력, 2002,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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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의 순화, 종교적 의미의 정화 또

는 속죄라는 뜻이 담겨 있고, 의학적 의미로는 배설을 뜻한다. 때때

로 이런 의미들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카타르시스를 피타고라

스(Pythagoras) 학파는 ‘의술을 통한 육체의 정화’로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는 ‘고통스러운 요소의 제거’로 사용했다.50) 아리스토탈

레스(Aristoteles)는『시학』과『정치학』에서 언급했듯이 카타르시

스의 개념을 배설로 보고 의학적인 치료술과 유사한 정서치료 요법

으로 사용하였다. 카타르시스는 치료요법의 개념으로 요제프 브로이

어(Joseph Breuer)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초기 논문인「히스테리에

관한 연구」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환자의 치료 도중 서로의 의견

차이로 결국 카타르시스 방식의 심리치료연구는 중단되었다.

1920년대 치료요법으로서의 카타르시스의 개념은 심리극에서 재

발견되었다. 제이콥 레비 모레노(Jacob Levy Moreno)는 연극기법을

활용하여 행위가 중심이 되는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드라마

(Psychodrama)51)’를 발전시켰다.52) 제이콥 레비 모레노는 심리극에

대한 핵심요소로 정신적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주장했으며 그의 정

신적 카타르시스의 주체는 그리스 시대의 비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나 배우 대신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코드라마에서 육체적, 정신적 카타르시

50) 마광수,『카타르시스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사, 1999, p.19.

51) 사이코드라마는 1921년 제이콥 레비 모레노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알

려져 있다. 심리극(心理劇)을 뜻하며, 사회부적응이나 인격 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극이다. 사이코드라마의 주인

공은 주로 환자를 의미한다.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 디렉터, 보

조자, 관객, 무대 등이 기본요소이고, 역할교환, 이중자아 기법, 미래투사 기

법, 마술가게 기법, 빈 의자 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 신원선,『사이코드라마

음양 카타르시스』, 푸른사상, 2004, p.27.

52) 김맹하,「치유극으로서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와 브레히트의 학습극」,『외국문학연

구』, vol.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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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강렬한 감정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육체적 카타르시스로, 잊혀졌던 기억을 재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을 정신적 카타르시스로 설명했다.53)

현대 연극의 고전적 극작가로 알려진 베르톨트 브레히트(Brecht

Bertolt)는 연극의 치료효과를 ‘거리두기’ 즉 ‘미적거리’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거리두기 개념은 정서로부터 사고

를, 역할에서 배우를, 기대된 반응으로부터 관객을 떼어놓는 분리시

키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의 목표는 친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만

들어 정서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고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54) 사

회심리학자인 토마스 쉐프(Thomas Scheff)는 정서와 사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거리조절 이론이 불완전하다

고 주장하며 색다른 관점의 거리조절 개념을 정신분석과 연극의 모

델로 제시했다. 그는 분리의 반대편에 극단적 밀착상태인 억눌린 감

정의 반격이 존재하며 밀착형 인간은 고통스런 정서에 압도되고 매

우 강한 불안을 체험함으로써 단순히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닌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산다는 것이다.55)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불균

형은 불안과 갈등의 순간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불안에 대해 분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자극에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억누를 것이며, 반대로 밀착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압도된

다. 토마스 쉐프는 분리와 밀착의 두 극단적인 감정의 중간지점에 ‘미

적거리(aesthetic distance)’56)가 있는데 인간은 이 미적거리를 통하여

53) 신원선,『사이코드라마 음양 카타르시스』, 푸른사상, 2004, pp.24-25.

54) 김맹하,「치유극으로서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와 브레히트의 학습극」,『외국문학연

구』, vol.5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p.67.

55) 로버트 랜디, 이효원 역,『악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극치료』, 울력, 2002, pp.165-166.

56) 사회심리학자인 토마스 쉐프(Thomas Scheff)는 연극치료와 관련하여 거리의 균

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색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카타르시스를 거리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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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 균형 잡힌 관계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불안의 감정에

침체되지 않고 카타르시스를 통해 안전하게 긴장을 방출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57)

공예는 시각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출이나

실험, 우연의 효과가 아닌 자기완성을 향한 인내와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공예를 통한 창조과정은 수많은 정신적, 기술적 수

련(修鍊)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예행위는 절제와 몰입, 반복과 인내

를 통해 미적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힘겨운 순간의 과거를 지우고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경계하며

괴로운 감정을 억압하는 분리행동은 과거 속 불안에 떨고 있는 소

녀와 닮았다. 반면에 현재의 모습 속에 과거를 투영하고 극도의 불

안 증세를 보이는 밀착행동은 연구자와 같다. 이 두 간극 사이에 만

들어진 미적거리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자아를 만나게 해줌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소통을 통해 화해를 시도한다. 두 자아는 거리조절

기능을 통해 감정의 균형을 잡고 슬픔을 소멸시켜 카타르시스를 경

험하게 된다. 공예의 작업 행위도 이와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불안의 감정에 사로잡힌 공격적인 과거의 소녀를 벗어

나기 위해 소녀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분리과정은 공예

작업의 시작점이 된다. 지속적인 인내와 반복을 통해 재료를 연구하

고 이해하면서 심리적, 물리적 한계를 경험하는 공예작업 과정은 매

우 고통스럽다. 극한의 집중과 재료의 완성을 통해 만들어진 최상의

형을 성취할 때 나타나는 존재 상태로 새롭게 규정하고 정신분석과 연극을 모델

로 거리조절(distancing)의 패러다임을 설명한다. 거리조절은 분리와 밀착의 두

극단을 모두 벗어난 곳에 균형점이 존재하는데 그 지점에 있을 때에 개인은 생각

하면서 느낄 수 있고 신체와 정서, 지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조화를 찾게 된다

고 보았다. : 위의 책, p.165.

57) 위의 책, pp.16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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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즉 완성된 소녀상은 밀착행동에 해당한다. 재료를 다루고

기술을 수련하는 공예행위 과정은 연극치료의 미적거리와 비교할

수 있다. 두 간극이 함께 공존하는 중간지점에서 우리는 몰입을 거

치면서 감정을 방출하고 불안을 소멸시킨다. 토마스 쉐프의 미적거

리로 비교해본 공예행위는 감정의 분리와 밀착을 조절하고 거리의

균형지점을 인지함으로써 불안을 카타르시스로 배출할 수 있었다.

토마스 쉐프의 미적거리와 정서적 반응표58)를 중심으로 공예행위

를 통해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의 거리관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오늘날의 현대공예는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재료와

기법의 미학적 가치를 재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창작자의 정서와 독

창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작업자가 더 많은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상처를 자신 안에서 찾아내고 작품으로 표출하게 됨

으로써 개인의 불안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미적거리의 균형지점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듯이

공예행위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불안 심리를 치료할 수 있었다.

공예행위를 통한 심리치료는 개인과 사회를 중재해 줌으로써 충동

적 발산과 강박적 억제에서 해방되는 건전한 자아 찾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58) 위의 책,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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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타르시스를 위한 미적거리와 공예행위 과정 비교

연극치료 분리행동 미적거리 밀착행동

감정의 유형

엄격한 경계

동일시 기피

통제

단절

소외

억압

카타르시스를 

방출하는 지점

(신체적, 정서적, 

지적인 면에 안정과 

조화를 경험)

경계선의 결여

고도의 감정이입

여러 역할의 융합이 

가능

공예치료

공예작업의 시작 공예행위 과정 공예작업의 끝

 과거의 불안한  

소녀를 작품으로  

만들고자 함

카타르시스를 

경험

과거와 현재의

만남

현재의 불안한 나 

+ 
작품으로 완성된 소녀

감정의 유형
불안의 분리

감정의 차단

고통의 억압

화해

소통

감정의 배출

감정의 정화

자아의 융합

조화

고통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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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리적 방어를 위한 옻칠 색채

3-1. 색채를 통한 방어 심리

인간에게 색채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존재 실현의 일차적 의미

를 갖는다.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매개체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

만 아니라 계층과 계층, 계급과 계급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소통구

조를 형성한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원시 자연 상태에서

색채문화는 ‘자연의 색’으로 자연을 직접적으로 반영했다. 제정일치

(祭政一致)의 시대에서는 종교를 표현하는 ‘종교의 색’으로, 절대 권

력의 시대에는 영웅의 힘을 과시하는 ‘지배의 색’으로 색채문화가

형성되었다. 민주주의 사상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지배층에 저항

하는 ‘저항의 색’, ‘민중의 색’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자아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의 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59)

상고시대에 있어 자연의 색은 자연과 천신(天神)을 숭배하고 풍요

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갖는다. 색채 자체가 감각의 측면이 아

닌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샤머니즘적 색채관’을

이루고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색채관은 가시적, 과학적, 광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개념적, 관념적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색채 자

체의 미(美)적 기준보다는 종교적 대상과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특

히 한국은 애니미즘60)과 샤머니즘61)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공

59) 박현일,「한국문화에 나타난 색채의식(3)-상고시대부터 근대까지-」,『동서철학

학회』, 제33호, 한국동서철학회, 2004, p.313.

60) 애니미즘(animism)이란, 아니마(anima)라는 말이 어원이다. 아니마는 라틴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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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감성과 본능을 공유하며 숭배, 기원, 벽사(辟邪), 장식과 같은

용도로 쓰였다.62)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이자 안정된 삶의 영위(營爲)와 길상(吉祥)

을 바라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고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가장 원초적인 간절함과 염원을 담아 색채를 이용해 벽사부적

을 만들어 왔다. 특히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바

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시한 한국인의 색채관은 오방색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복을 빌고, 흉화

귀(凶禍鬼)를 물리쳤다.

특히 신비함과 주술적 목적으로 쓰인 색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적색(赤色)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에 활용되었다. 적색은 밝고 고

귀하며 남쪽 방향의 붉은 태양을 의미한다. 양의 기운이 강한 상징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기운을 내

포하고 있다고 여겨왔다.63) 붉은색은 태양과 불, 동물의 몸속에 흐

르는 피, 땅 속에 묻힌 붉은 흙과 광물, 양자리와 전갈자리, 우주의

화성 등과 연관되어 있다.64) 이들은 모두 주술적 상징과 신화, 전설

생명, 정령, 혹은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 중 영혼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게 사용

된다. 자연물에는 아니마가 깃들여 있는데 정령 혹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

는 사고방식이 곧 애니미즘이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종교의 시작은 바로 애니

미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야마오 산세이, 김경인 역,『애니미즘이라

는 희망』, 달팽이, 2012, p.10.

61) 샤머니즘(shamanism)이란, 샤먼(주술사, 무당)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주술이나

종교를 의미한다. 샤먼은 치유자이자 사제, 사회사업가, 신비주의자로 초자연적

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엑스터시(ecstasy)와 같은 의식의 변이상태에서

복을 빌거나, 예언을 하고, 귀신을 불러내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한다. 샤

머니즘은 단일하게 통합된 종교가 아니라 감수성 혹은 비교문화적인 관습의 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피어스 비텝스키, 김성례, 홍석준 역,『샤먼』,

창해, 2005, pp.10-11.

62) 고원수,「회화에 나타난 상징적 이미지와 전통적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29-30.

63) 이종규, 남용현,「벽사부적(辟邪符籍)의미와 색채상징 분석」,『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53,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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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비로운 힘을 내포하고 있다.

인류학자나 고미술사학자들에 의하면 구석기인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자신이 사냥하고 싶은 야생동물들을 벽에 그리며 소원

을 빌었다. 이러한 행위는 주술이나 마법의 성격을 띠는데 들소나

야생동물들을 붉은색으로 칠함으로써 그림 속의 들소나 동물들이

피를 지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65) 구석기

시대(기원전 15,000～10,000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코(Lascaux)

동굴의 들소사냥 벽화 역시 포획과 정복의 주술적 상징을 담고 있

다. 피(血)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벽사의 기운을 담

고 있다. 피는 생명의 모체로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의미하는 길(吉)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가 지닌 양이성(兩異性)은

종교적 의미로 점차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관묘(石棺墓) 중 군장의 무덤으로 간주

되는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과 청동검, 청동방울은 절대 권력자

인 왕이 지닐 수 있는 치국(治國)의 사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 거울,

칼, 방울은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의 특성상 종교적 도구이자 정

치의 산물이었다. 특히 방울은 오늘날의 부적과 유사한 상징성을 갖

고 있으며 현재 무속신앙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청동방울은 관리나

귀신을 호령케 한다는 벽사부적으로써의 효용성을 갖고 있으며 외

부에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66)

붉은 보석은 신의 빛을 감춘 광물로 신성하게 여겨져 왔다. 붉은

보석의 대표적인 석류석, 홍옥, 루비는 모두 불의 열정, 피의 생명력

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 보석을 몸에 지진 사람은 불과 전갈이

64) 김융희,『빨강』, 시공사, 2005, p.45.

65) 위의 책, p.15.

66) 김영자,『한국의 벽사부적』, 대원사, 2008,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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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서 몸을 지켜주고 내면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또한 승

리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시 부족의 권력자나 주술사들이 사

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67)

[그림 2] 라스코 동굴의 들소사냥벽화 / 전남 함평 초포리에서 출토된 청동방울

[그림 3] 홍옥과 마노 / 조개껍데기로 만든 장신구68)

67) 김융희,『빨강』, 시공사, 2005, p.45.

68) 위의 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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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한국의 붉은색은 적색, 빨강이며 오방정색(五方正色) 중

하나였다. 적색은 기쁨과 예(禮)를 나타내는 색으로 주술적 의미가

강해서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붉은색이 액막이가 된다는 풍습과 간

장을 담글 때 빨간 고추를 띄웠고, 아들을 낳았을 때 문 밖의 금줄

에 빨간 고추를 달아 귀신을 쫓는 풍속이 있었다. 한국의 전통 혼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지(臙脂)는 여자의 볼과 입술에 칠하는 붉

은색의 화장품인데 연지를 이마에 동그랗게 바르면 곤지라고 불렀

다. 연지는 화장술로서 몸에 붉은색을 바르면 잡귀를 쫓는다는 샤머

니즘적 사상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연지는 초혼인 신부에게만 사

용했으며, 산간지역의 일부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 이마에 연지칠을

해서 질병을 쫓기도 하였다.69)

산이 많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민족은 자연스럽게 산을

숭상하게 되면서 산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산신(山神)에 대한 주술

적 믿음이 있어 왔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뿌리내리고 있던 산신

신앙은 민중 속에 신앙적 형태로 자리매김 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

었다. 자식을 점지해 주고, 그 생명을 악귀로부터 보호하고 길흉화복

(吉凶禍福)을 관장한다고 믿는 산신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70) 조

선시대 왕들이 입었던 곤룡포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

지로 이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며 절대 권력자의 염력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71) 마왕퇴고분에서 출토된 붉은 옷과 ‘무량한 수명

을 가잔 자(無量壽)’, ‘한량없는 광명을 가진 자(無量光)’의 의미를 담

고 있는 아미타여래도의 의상도 붉은색을 띤다. 이는 불멸의 몸과 영

혼을 얻고자하는 소망을 담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69) 이재만,『한국의 전통색』, 일진사, 2011, pp.16-44.

70) 윤열수,『산신도』, 대원사, 1998, pp.7-9.

71) 이재만,『한국의 색』, 일진사, 200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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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곤룡포 /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3호 석남사 산신도 

[그림 5] 석간주색을 칠한 선운사 대웅전

/ 마왕퇴 고분에서 출토된 붉은 옷과 고려시대 아미타여래도72)

부적에 주로 사용하는 붉은 물감인 주사(朱砂)는 인주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주사는 수은 광맥에서 캐낸 붉은색 돌을 의미하는데

천연상태의 주사는 가벼운 광택을 지니고 거울처럼 매끄럽다고 하

여 경면주사(鏡面朱砂)라 부른다. 이처럼 빛나는 붉은 빛이 귀신을

쫓을 정도의 힘을 지녔다고 믿어 부적에 주로 사용되었다.73) 부적은

72) 김융희,『빨강』, 시공사, 2005, p.50.

73) 위의 책,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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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자(梔子)로 물들인 노란색 한지 위에 경면주사(鏡面朱砂)로 붉게

쓴 글씨나 그림, 기호 등을 그린 것으로 주술적 도구이다. 부적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도 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이다. 부적은 인류의 염원이 형상화된 이미지의 결과물로 복

을 기원하는 길상부적과 사악한 기운을 막는 벽사부적으로 나뉜

다.74) 부적은 가독성보다 상징자체로 문자를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개인이 바

라는 주술내용과 염원을 담아 몸에 지니기도 하고 일정한 장소에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악몽퇴치부 부적’은 악몽을 꾸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예감이 있을 때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이다. ‘안택부

부적’은 가정의 평안과 재난, 우환을 막고 집안의 귀신을 몰아낸다

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6]는 불교와 관련된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설팔만대

장경에 수록된 부적목판이다. 1916년 국가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팔만대장경은 거대한 호국부인 동시에

벽사부라고 할 수 있다.75) 이와 같이 다양한 장소와 사물, 일상의

풍습을 통해 강력한 소망이나 염원을 담은 글씨, 이미지, 상징적 도

구들은 대부분 붉은색을 사용하고 있다. 빨간 줄을 그어 쓰여진 글

씨나 그림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부정의 힘을 나타내고 있

다. 붉은 인주를 찍어 사용하는 도장처럼 빨강은 약속의 위반에 대

한 물리적 대가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피로써 맹세하는 것

과도 같은 효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을 상징한다.76)

74) 이종규, 남용현,「벽사부적(辟邪符籍)의미와 색채상징 분석」,『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53,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7, p.87.

75) 김영자,『한국의 벽사부적』, 대원사, 2008, p.39.

76) 김융희,『빨강』, 시공사, 2005,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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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궁궐이나 사찰 등 건물의 기둥이나 벽에 석간주(石間硃)

색을 칠하여 잡귀의 출입을 막고 양기를 보존하기도 하였다. 석간주

색은 단청에 주로 사용하는 색으로 처음에는 높은 채도였으나 점차

홍송(적송) 줄기와 비슷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옛 문헌에는 석간주

색을 황토와 주사(朱砂)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77) 천연주사는 수은

과 유황의 결합물로 서양에서는 ‘현자의 돌’로 불렸다.

[그림 6] 불설팔만대장경목록판 / 안택부 부적

[그림 7] 조선시대 왕가의 먹과 중국 건륭제의 주묵

/ 중국 증나라의 천상의 지도와 고대이집트의 부적 / 건륭제의 인장78)

77) 이재만,『한국의 색』, 일진사, 2005, p.56.

78) 김융희,『빨강』, 시공사, 2005, p.47,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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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재료의 결합은 단순히 화합물이 아닌 우주에 퍼져 있는 상

반된 모습의 에너지가 서로 결합한다는 의미로 달과 태양, 여성과

남성, 차가움과 뜨거움, 습함과 건조함 등 서로 섞일 수 없는 양극

적 속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음과 양의 합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음양의 합을 생명의 탄생으로 보았으며 생명을 잉태하는 정기는 곧

불사의 몸을 지닌다는 뜻으로 붉은색의 영험함을 의미한다.79)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한국인에게 형성된 관념적 색채관은 ‘색즉

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처럼 색자체가 본래 있었던 것

이 아닌 관계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사상을 의미한다. 결국에 색은 궁극

의 본질을 통해 지식화되고 관념화된 결과인 것이다.

색은 사물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 기호로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추상적 개념이나 공간, 사회, 종교적 규범과 같은 관습을 직접

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소통의 수단이 된다.80)

79) 위의 책, pp.48-51.

80) 김선현, 『색채심리학』, 이담, 201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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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옻칠 색채와 상징

오래 전부터 옻칠은 주술적인 의미나 왕권을 상징하는 권위를 나

타내는 물건들에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옻칠의 붉은색인 주칠(朱

漆)은 악귀를 물리치고 나쁜 액운을 쫓아준다는 의미로 신성한 곳이

나 신성시 되는 물건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림 8] 중국 진(秦)–주칠 된 동물그릇 / 중국 진(秦)-물고기 그릇81)

[그림 9] 한국의 홍살문 / 일본 신사 입구에 세워진 도라이(鳥居)

81)「유물은인류의귀중한자산입니다」, 2014.07.18, http://blog.daum.net/nhk2375/7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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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의 붉은 그릇은 중국의 진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오늘날

의 그릇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조형미와 기능미에서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 아마도 당시의 귀족이나 최고 권력자가 사용했을 생활도구

나 제기(祭器)로 추정할 수 있다. 주칠의 붉은색을 사용하였으며, 동

물 형태의 그릇이나 접시 안에 그려진 학과 물고기의 문양은 부(富)

와 풍요를 상징한다.

홍살문(紅箭門)은 능(陵), 원(園), 묘(廟), 궁전, 관(官), 또는 열녀

효자문 등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사당 앞에 세워진 붉은 나

무문이다. 주로 주칠을 사용하였다. 옻칠은 나무의 방수(防水), 방부

(防腐), 방충(防蟲)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형태를 보존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성한 장소의 입구에 붉은색을

칠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시거나 궁전, 관과 같이 중요한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상징으로 건물의 입구에서 악귀를 몰아내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전문(紅箭門),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일

본의 신사 입구에 세워진 도라이(鳥居) 역시 같은 의미로 주칠이 사

용되었다. 기둥 뒤편에는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이 새겨져 있다.

전북 익산시의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莊嚴俱․사

리호와 사리봉안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의 금판(金版) 사리봉안기

(舍利奉安記)에 새겨진 기록은 미륵사의 창건 내력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으로 제작된 사리봉안기는 순금판에 글자

를 음각하고 그 안에 주칠을 새겨 넣었다. 앞면과 뒷면에는 창건 연

대(639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백제 무왕(재위 600∼641)때 미륵사(彌勒寺)가 창건되었

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중요한 기록을 붉은색으

로 새긴 이유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천연 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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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로 만든 붉은색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멸에 대

한 믿음과 외경심을 상징한다.82)

[그림 10]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심주에서 발견된 금제 사리봉안기(舍利奉安器)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옻칠의 붉은색은 영원성과

보호, 방어, 승리, 권력, 생명과 같은 상징성과 주술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색이 변하지 않고 기물의 형태가 유지되

는 기능 덕분에 주칠은 더욱 신비한 도료로 취급 되었다.

나는 불안한 자아를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 상징적이고 주술적

인 의미로 색채를 사용한다. 사물의 표면에 강렬한 색을 부여한다는

것은 나의 심상을 타자에게 드러냄으로써 내적 자아를 외부에 알리

고 스스로의 베일에서 탈출하려는 해방과도 같다. 이는 색채가 전달

82) 조남준,「나주에서 발굴된 금동신발의 주인은?」, 2014.11.04, http://pu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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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에너지의 파장을 통해 작품의 숨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수

단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불안한 감정에 시달리고 공격적인 본능

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내적 자아는 외부세계와의 도피와 차단, 특히

성(性)에 대한 불신과 공격으로부터 망가진 내면의 자아를 보호하고

치유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색채가 스스로 나

를 지켜주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자아를 격리시켜주는 강한 힘을

갖길 원했다. 의지할 무엇, 믿고 맡길 무엇, 안식처가 되어줄 무엇으

로 나는 색채가 필요했다. 색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통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방어해 줄 주술적 힘이 절실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옻칠을 선택하게 되었다.

나의 불안한 감정의 방어기제로 시작된 옻칠과의 만남은 자신만

의 독특한 시각적, 공간적 감수성을 통해 작품으로 귀결되었다. 옻

칠을 이용한 공예행위는 나에게 있어 괴롭고 불안한 시간을 이겨내

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치유책이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옻칠

이라는 재료 자체가 시간과 조건을 맞추면서 오랜 기다림을 통해야

만 실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비현실의 물성이기 때문일 것이

다. 나는 옻칠에 몰입하는 순간, 사물과 색채의 결합에 집중하게 되

면서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자아의 내적 울림을 탐구하게 되었다.

연구자에게 옻칠은 자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성이면서 동시에

색을 표현하는 선택적 도구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모든

작품에 사용되었다. 기초에서부터 마지막 광(光)을 내는 단계까지

짧게는 여덟 번에서 길게는 수십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복 행위는 단지 최종의 결

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닌 누에고치가 실로 자신의 몸

을 수없이 감아 결국은 자신을 소멸시켜 덩어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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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의 시간을 버티듯 그렇게 절박하게 나의 상처를, 심리적 불안을

강박적으로 승화하고 치유하려는 행위였다.

논문의 작업을 진행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자는 어떤 색

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색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상징적 메시지

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2, 3, 4, 5>를 만들어 보았다.

그동안의 작품들을 색채별로 분류하고, 연구자의 심리적 변화과정과

색이 전해주는 상징적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다. 적, 흑, 녹, 청색을

기준으로 자주 사용하는 색, 특히 연구자의 심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했던 색상별 작품과 제작년도, 작품별 주제어를 중심으로 나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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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적색과 상징

적색칠(주칠(朱漆))은 피 흘리며 아파했던 연구자 본인을 상징한

다. 출산의 진통처럼 그리움과 이별, 그리고 병과 싸우면서 아파했

던 고통을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붉은색은 연구자에게 부적과도 같

다. 외부세계와의 차단과 괴로움, 심리적 악마들과 싸우기 위해 나

만의 방어 장치로 붉은색을 사용했다. 나에게 붉은색은 외부세계와

내부세계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이자 장벽이면서, 동시에 가식적인

외적 자아와 욕망을 담고 있는 내적 자아 사이의 현존재이다.

나의 작업에서 붉은색은 꽃의 형상에 자주 등장한다. 꽃은 피어있

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불태우고 빠르게 사라지

는 욕망과 슬픔을 동반한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 뒤에 빠르게

죽음을 맞이할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꽃은 언제나 불안하

다. 소녀가 그리움에 지쳐 이별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분노와 공

포가 소녀를 엄습하고 있었으며, 결국 그녀는 강한 공격성과 방어본

능으로 붉게 물들어 버렸다. 붉은 꽃이 된 소녀는 외로운 공간에서

자주 울곤 했다. 그녀의 눈물은 그리움의 무게만큼 강이 되어 내 안

에 흐르고 있다.

나에게 붉은색은 슬픈 자아를 과감하게 노출하면서 기어코 타자

에게 나의 불안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심적

피로와 이별의 슬픔을 피하려는 듯 이제는 붉은색이 나의 작품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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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적색칠(주칠(朱漆)) 작품 분류표

적색(赤色) 작품 제작 시기 (2013년 ~ 2018년)

적

赤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3 2013 2013

주제어 사이보그, 뼈, 
공격, 방어 자궁, 피, 꽃, 죽음 유혹, 열매, 자연, 

독(毒), 죽음 자궁, 피, 꽃, 생명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3 2013 2013

주제어 그리움, 이별, 죽음 차단, 탄생, 피, 
공격

피로, 공격, 관계, 
무게, 신체 
장기(臟器)

꽃, 생명, 유혹

작품

제작
년도 2017 2016~2017

주제어 피로, 죽음, 피, 공격, 분노 이별, 차단, 감시, 그리움

연구자의 적색(赤色)에 대한 상징적 키워드

피(血), 죽음, 공격, 이별, 분노



- 56 -

3-2-2. 흑색과 상징

흑색칠(흑칠(黑漆))은 어둠속에 나를 가두고 슬픔의 장막을 덮는

다. 고통이 반복되고 그리움이 재가 되어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낼 수

없음을 흑색으로 표현했다. 진정으로 슬플 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

고 목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모든 감정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순간

나는 흑색 바다에 빠져 버린다. 감정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통이

극대화되어 스스로의 이성으로 이겨내지 못할 때 나는 심적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죽음은 하나하나 덩어리가 되어 바닥을 메운다.

폭력과 공포는 어떤 권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으로 나

를 짓눌렀다. 개인의 폭력이 가중되고 반복되어도 나를 지켜줄 이웃

도, 사회도, 국가도 없었다. 소녀가 홀로 견디는 고통은 처절하고 외

로워서 검은 장막 밑으로 그녀를 숨게 만들었다. 칠흑(漆黑)같은 밤

이 되면 소녀는 그가 찾아올까봐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어

둠 속에 숨어 밤새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이별도, 그의 죽음도, 권력에 대한 굴욕도 나에겐 모두 흑빛 기억

속에 머문다. 외부에 불안을 노출하지 않고,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나는 흑색 사물로 만들어 낸다. 모든 빛을 차단하고 덮어버리는 흑

칠은 공포에 떨고 있는 지친 자아의 모습이자 나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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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흑색칠(흑칠(黑漆)) 작품 분류표

흑색(黑色) 작품 제작 시기 (2013년 ~ 2018년)

흑

黑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3 2013 2013

주제어 뼈, 죽음, 공격, 
고통

사이보그, 뼈, 공격, 
방어 뼈, 재생, 반복 권력, 공격, 죽음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3~2017 2013~2014

주제어 이별, 눈물, 고통, 
방어

고통, 족쇄, 피, 
반복, 방어 반복, 죽음, 방어, 날개

작품

제작
년도 2014 2016~2017

주제어 반복, 리듬, 죽음 결혼, 고통, 외로움, 공격, 감시

연구자의 흑색(黑色)에 대한 상징적 키워드

공격, 고통, 죽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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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녹색과 상징

녹색칠(綠色漆) 작품들은 연구자의 불안 심리를 치유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색채심리 이론에서 녹색은 고요함과 안정, 부

드러움을 지닌 색으로 인간에게 심신의 안정과 치유의 효과를 준

다.83) 특히 불안 증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녹색은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 이처럼 녹색은 연구자에게도 치유의 의미를 갖는 색으로 불안

한 심적 우울과 상처받은 트라우마를 보듬어 준다.

나에게 녹색은 자연을 대표하는 색이면서 태고의 신비로움과 원

초적 생명력을 지닌 여성의 색이다. 이는 짓밟히고 잘려나가도 다시

금 되살아나는 생명의 신비와도 같다. 여성이 아이를 낳아 인류의

끈을 이어나가듯, 자연의 파괴도 언젠가는 다시 복구되고 자생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연구자의 상처도 불안함도 결국

은 재생되고 복구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치유의 주술적 소망

을 녹색으로 표현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자연은 비인간의 세계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과 ‘비인간 자연(자연환경)’ 모

두를 지칭한다.84)”고 말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비인간 사

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두 가지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연구자가 표현한 자연은 여성이자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모두를 의미하며 이 둘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든다.

녹색칠은 자연과 자아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

연과 동화되고, 뒤섞이면서 생명력을 분출한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83) 김선현,『색채심리학』, 이담, 2013, pp.184-186.

84) 존 배리, 허남혁, 추선영 역,『녹색 사상사』, 이매진, 2004,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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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고 힘겨워 했던 나는 끊임없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상처

를 치유한다. 녹색칠은 자생과 재생의 반복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호

해주고 방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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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녹색칠(綠色漆) 작품 분류표

녹색(綠色) 작품 제작 시기 (2013년 ~ 2018년)

녹

綠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3 2013

주제어 뼈, 재생, 자연 자궁, 여성, 재생, 
생명 자궁, 여성, 자연, 생명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3~2014 2013~2014

주제어 봄, 자연, 생명 반복, 자연, 생명, 
소리, 공격 반복, 생명, 방어, 날개

작품

제작
년도 2016~2017 2016~2017

주제어 재생, 생명, 죽음, 탄생, 신체 꿈, 자연, 뿔, 생명, 감시

연구자의 녹색(綠色)에 대한 상징적 키워드

자연, 재생, 여성, 생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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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청색과 상징

청색칠(靑色漆)은 연구자의 멍든 심장을 상징한다. 멍은 부러진

뼈마디와 피로 물든 그녀의 살점 위로 푸르게 올라온 상처의 흔적

이다. 멍은 오랜 시간 피부를 덮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상처

의 흔적일 뿐이다. 멍은 우리에게 인고의 기다림을 요구하지만, 시

간이 흐른 뒤 없어질 것을 알기에 나는 인내하고 참아낸다.

연구자에게 청색은 상처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치

유될 희망의 꽃이다. 여성의 몸을 푸른색으로 묘사한 것은 상처와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되고 재생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원을 의미한다. 작품에 사용된 청색은 슬픔의 공간을 사물로 가시

화하는 동시에 치유의 기원과 생명력을 발현한다. 그녀의 병든 몸

도, 피 흘리던 내면의 상처도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는 주술적 힘과

간절함을 청색으로 표현했다.

소녀는『파랑새85)』를 즐겨 읽었다. ‘나에게 파랑새가 있다면 우

리에게도 행복이 찾아올까?’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나는 틸틸과 미틸

처럼 소녀도 파랑새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이 길을 따라왔다. 나에

게 파랑새는 내가 만든 청색 사물들로 존재한다. 하나하나 작품을

완성해 나갈 때 마다 나는 행복을 느끼고 삶의 동력을 제공받았다.

그렇게 나는 파랑새를 찾았고, 과거의 고통을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영원한 불안도, 영원한 고통도 없기에 나는 파란색을 칠하며 행복을

꿈꾼다.

85)『파랑새(L'oiseau bleu)』는 프랑스의 희곡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

1862-1949)가 지은 아동극이다. 틸틸과 미틸이라는 두 아이가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

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행복

이 무엇인지 작가의 성찰이 상징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깊은 철학적 의미가 깃

들어 있다. : 고전해설ZIP, “파랑새” 검색,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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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청색칠(靑色漆) 작품 분류표

청색(靑色) 작품 제작 시기 (2013년 ~ 2018년)

청

靑

작품

제작
년도 2013 2014

주제어 뼈, 재생, 반복, 멍, 우울 반복, 리듬, 꿈

작품

제작
년도 2016~2017

주제어 여성, 가슴, 멍, 피(血)

연구자의 청색(靑色)에 대한 상징적 키워드

재생, 여성, 멍, 반복,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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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4, 5>를 통해 유추해 낸 연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색

채의 메시지는 적색은 피 · 죽음 · 공격 · 이별 · 분노를, 흑색은 공

격 · 고통 · 죽음 · 방어를, 녹색은 자연 · 재생 · 여성 · 생명 · 반

복을, 청색은 재생 · 여성 · 멍 · 반복 · 희망 · 꿈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색상별 주제어는 모든 작품의 공통된 키워드는 아

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작업자가 색으로 표현하고 싶은 내

적 언어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색상분류표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매우 불안정하며

현실에 처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색채를 상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자를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작품을 통해 표현

한 색채는 그들과 공생하기 위한 간절함의 선택이었다. 스스로의 심

리적, 정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공예행위를 통해 감정을

소통하고 배출함으로써 상처받고 슬퍼하는 스스로의 심상을 치유하

고 승화하려는 것이다. 작품마다의 고유한 색채는 바로 나에게 있어

외침과 절규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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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연을 통한 화해

4-1. 식물과 여성

식물은 많은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준다.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소설, 영화 등 예술영역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영역

등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소재로 활용되며 재탄생한다. 특히 여

성 창작자가 식물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섬세하고 성(性)적이며 자

아를 투영시키는 경우가 많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는 그녀의 전 생애를

자연 속에서 지냈으며 자연을 모티브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

하였다. 그녀는 식물 모티브를 유기적으로 단순화하며 자연의 생명

력과 리듬감을 표현했다. 특히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꽃의 이미지는

확대, 반복되면서 화려한 색채로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조지아 오키

프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지탱해주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 시각과 그녀의 남성관계로 인해 참된

가치보다는 꽃에서 느껴지는 섹슈얼러티(sexuality)와 성적 차별화로

왜곡된 해석과 비평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녀의 작품은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86) 조지아 오키프는

20세기 초 미국의 모더니즘 미술계에서 남성 중심의 제도권 아래

타자로 취급되는 여성 예술가들이 창조의 주체로서 자신의 조형언

어를 개발하고 여성 자신의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

86) 이윤주,「조지아 오키프 繪畵에 나타난 페미니즘的 特性 硏究」, 전남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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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조지아 오키프가 바라본 ‘여성-몸’의 시선은, 남성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인 자신을 타자화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자연물과

꽃을 대상화하였다.

[그림 11] 조지아 오키프, <검은 붓꽃(Black Iris Ⅲ) 1969>, <붉은 칸나 1924>,

<여름날(Summer Days) 1936>

[그림 12] 알폰스 무어, <아르누보 양식 포스터> / 르네 랄리크, <아르누보 쥬얼리> 

/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물의 내부>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 대표적인 디자인양식으로 아르누보(Art

Nouveau)가 있다. 아르누보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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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장의 물건들을 비판하며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중세장인을 동

경하는 수공예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양식이다. 아르누보를 ‘여성

예술’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식물과 꽃 등을 주제로 내용을 구

성하는 방식이 매우 여성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르누보에서

보이는 꽃무늬와 자유로운 곡선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걸친 억

제되지 않는 자유분방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87) 아르누보 예술가

들은 관념적으로 혐오와 불쾌감의 대상들을 유혹적인 미(美)로 변형

시키고 상징화하였다. 아르누보의 모티브는 동·식물의 형태나 인간

의 모습 등에서 영감을 얻고 유기적인 패턴들을 장식적으로 표현하

면서 꿈틀대는 생명력을 담고 있다.88)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는 평생 동안 자신이 겪어

왔던 외부적 상처와 내적인 슬픔을 자신의 예술작품에 담아내고 기

록함으로써 육체적 고통과 삶의 고독을 예술로서 극복한 화가이다.

그녀의 작품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화상에는 그녀 인생의 이야기

와 고통, 인간 존재의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

다. 그녀의 자화상 속에 담겨 있는 인체의 민낯과 해부학적인 표현

에서는 극심한 고통과 당시의 솔직한 심경이 생생하게 표출된다. 프

리다 칼로의 그림은 충격적이면서 처절하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외적 외침이자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강박적인 수단이었다. 프리다 칼로는 47년

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척추성 소아마비, 전차 충돌사고, 사

고 후유증으로 인해 서른 두 번의 수술, 세 번의 유산과 낙태, 남편

87) 송부경,「식물이미지로 표현된 자연의 생명성: 본인작품 <Infinite>시리즈를 중

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23.

88) 윤성희,「아르누보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꽃과 유기적인 곡선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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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끊임없는 외도, 다리 절단 등 생의 전반에 걸쳐 잔인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절박함에 시달려야만 했다.89) 그녀가 선택한 미술행위

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선택한 절박한 보상이자 투쟁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의미와 내면적 이야기를 담아냈고

자신의 처절함을 고백했으며 죽음과 싸워왔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

에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초현실

주의 기법과 환상적인 요소가 곳곳에 담겨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

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개인

적 고통과 삶의 처절함이 지극히 인간적인 보편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마와 죽음, 탄생과 소멸, 자연과 신화, 사랑과 여성 등의

이야기가 그녀의 작품에 심층적으로 녹아 있다. 그녀의 미술행위는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이자 기록이기에 마치 일기와도 같다. 그녀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고통과 좌절은 그녀의 그림 속에서 강

박적으로 치밀하고 반복적인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출되며, 이는 궁

극적으로 인간 성숙의 자기실현과 심적 치유를 통한 예술로서 승화

되고 발전되었다.

프리다 칼로는 1925년 9월 17일 그녀의 나이 18세에 버스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녀가 타고 가던 버스가 도심 경전철과 부딪치면서

쇠로 된 버스 손잡이 기둥이 그녀를 관통했다. 오른다리에 11군데

골절, 오른발 탈골, 요추, 골반, 쇄골, 갈비뼈 골절상 등 그녀는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받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90) [그림 13]의 고

통 받는 육신은 항상 보정기구를 착용해야 했던 그녀의 만성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은 1946년 대규모 허리

89) 강미화,「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작품세계」,『美術

治療硏究』, 제14권 No.2, 한국미술치료학회, 2007, p.350.

90) 클라우디아 바우어, 정연진 역,『프리다 칼로』, 예경, 2007,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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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그녀를 위해 그린 ‘용기’라는 작품이다. 그림

속의 그녀는 ‘희망의 나무여, 용기를 잃지 말기를’이란 문구가 적힌

깃발을 상징적으로 들고 있다. 그녀는 삶이 주는 고초와 슬픔, 역경

속에서도 그녀 특유의 낙천적 사고와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을 통해 본인이 겪고 있는 불안과 상처, 고통을 표현하

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그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에서는 프리다 칼로가 항상 그리워했던 고국과 자신을

뿌리로 연결하고 있으며 자신이 고국과 하나로 이어져있음을 묘사

한다. 프리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녀의 육체적인 고

통과 병마로 인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애정

행각과 외도로 그녀는 남편인 디에고와 이혼, 재결합 그리고 또 다

시 결별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프리다 칼로는 그녀의 짧은 일

생을 통해 극도의 불안과 아픔으로 괴로워했으며 이별의 고통을 그

림으로 표현했다.

[그림 13] 프리다 칼로, <고통 받는 육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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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프리다 칼로, <페데그랄의 용암지대 위에 누워있는 프리다의 자화상>

[그림 15]의 Body Ornament는 미적 기능을 갖는 동시에 어깨와

허리를 고정하는 척추용 장신구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작

업량으로 연구자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을 때 수술한 허리를 보호하

기 위한 제작한 허리보조기구이다. 병원에서 나눠주는 신체 밀착형

허리디스크 보조도구는 너무 답답하고 딱딱했으며, 옷 속에 숨어있

어 나의 아픔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

도 연구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도리어 젊은 나이에

그 정도의 고통도 참지 못하느냐는 질문으로 연구자를 비웃었다.

<아름다운 족쇄>는 연구자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게 공격적인 형태로 접근을 금지한다. <아름다운 족쇄>장신구는 사

이즈가 크고 화려해서 타인의 눈에 잘 띄고 상대방이 쉽게 다가서

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방

어용 어깨 장신구의 역할을 한다.

[그림 16]의 <검게 피어오르는 웨딩반지>는 2009년에 제작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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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장신구 작품이다.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연구자의 불안과 고

통, 불편함을 대변하고 있다. 한 여인이 결혼반지를 착용한 순간 검

은 물결이 그녀의 몸을 뒤덮고 가시로 돌변하여 강렬하게 집어삼킬

듯 신체를 압박한다. 그녀가 원하던 결혼은 어느덧 덫이 되어 그녀

를 가두고 공격한다.

[그림 15] 윤상희, <아름다운 족쇄 : 허리 교정기(waist brace) 2014-2017>

[그림 16] 윤상희, <검게 피어오르는 웨딩반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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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Han Kang, 1970～현재)의 소설에서는 남성중심의 가족관계

와 가부장적인 폭력으로 인해 타자화 되어버린 여성이 자연 속 식

물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은 스스

로가 혹은 타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을 발견

하고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저항 의식이 담겨있다.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지 알아?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땅 속으로 파고들었

어, 끝없이 끝없이····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없어, 물이 필요한데....

- 한 강, 『채식주의자(2007)』 (內) 나무 불꽃, p.180. 

아내의 희끗한 입술이 오므라들며 신음에 가까운 외마디가 새어 나왔다. 

나는 홀린 듯이 싱크대로 달려갔다. 플라스틱 대야에 넘치도록 물을 받았다.  

········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끼얹는 순간, 그녀의 몸이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

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났다. 

- 한 강, 『내 여자의 열매(2000)』, p,234. 

『채식주의자』의 영혜와『내 여자의 열매』의 아내는 적극적이면

서 평화적으로 남성주체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근대문명에 저항

하고 있다. 한강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순종적인 육체는 남성의

지배를 벗어나 스스로 대안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공간이 되며 주체

성의 회복을 도모한다.91)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폭력적인 현

91) 주은경,「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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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선택

한다. 식물의 세계를 통해 한강이 그리고자 했던 세계는 환상적이고

격정적이며 태고의 신비를 담고 있다. 남성 중심의 지배적 현실에서

한강이 말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모습은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것

이다. 그녀의 여성들은 자아를 인식하고 ‘식물-되기’ 과정을 통해 여

성억압, 동물학대, 자연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강은 단순히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탈피나 공격적 저항으

로 여성의 위계질서를 서열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녀를 같은 인간으로 통합하고 화합하여 인간과 자연

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원하는 미래의 여성상이

자 메시지이다.

연구자의 식물 모티브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자연의 이

미지에 투영한 것이다. 그녀들은 도시에 갇혀있지만 자연의 근원으

로 돌아가 스스로를 땅에 묻고 하늘을 향해 꿈틀거린다. 연구자는

소녀시절부터 나무를 그려왔다. 소녀는 울적하거나 반항하고 싶을

때면 수업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학교 뒷산에 숨어 나무를 그렸다.

소녀에게 나무는 어떤 존재였을까.......

성인이 된 소녀는 지금도 나무를 만든다. 나무의 뿌리, 나무의 열

매, 나무의 줄기로 여성의 몸을 표현하고 슬픔을 형상화한다. 나의

작업은 여성의 신체를 확대하고 분해하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나열

한다. 씨앗의 생명력은 여성의 자궁과 연결되고 또 다른 자아를 생

성하며 결국은 소멸한다. 내 몸을 타고 흐르는 혈관 속 세포들과 망

가진 뼈의 모양을 이용해서 장신구를 구성하였다. <작품 1-1, 1-2,

1-3, 1-4, 1-5, 1-6, 1-7, 1-8>의 작업은 자연과 여성의 모습이자 연

구자 자신의 삶을 사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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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윤상희, <나 (自),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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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품제작

<작품 1-1, 1-2, 1-3>은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장신구 작업

이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되어 몸을 타고

기어오른다. 도시의 콘크리트 온실 속에서 식물화 되어가는 나를 먹

이 삼아 애벌레는 밖으로 자신을 노출시킨다. 애벌레는 도시의 잿빛

과 자연의 초록빛으로 뒤섞여 있다. 애벌레의 몸통은 협저태칠기법

으로 제작하였다. 애벌레의 꼬리는 황동봉을 망치로 성형하여 몸통

과 결합하였다. 애벌레는 탈피를 위해 식물을 뜯어 먹고 스스로의

몸을 실로 감아 또 다른 자아를 생성한다. 나의 어린 시절 빨리 어

른이 되어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처럼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날아

갈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이겨낸다. 나의 팔을 타고 꿈틀거리는 애

벌레는 처절하고 애처롭다.

<금단의 붉은 열매>는 어깨를 타고 내려와 여성의 가슴을 덮는

목걸이 장신구이다. 여성의 가슴은 빨갛고 둥근 덩어리면서 생명의

에너지이다. 붉은 열매는 원초적인 삶의 근원이자 유혹을 의미한다.

어릴 적 나를 키워준 어머니의 젖가슴과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미(美)적 상징물 사이에서 붉은 열매는 오늘도 삶을 유혹한다.

화려한 자연의 속삭임은 언제나 독이 되어 상대를 공격한다. 나는

여성의 무기이자 그녀들의 갑옷인 젖가슴을 붉게 물들인다. <금단

의 붉은 열매> 역시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착용이 편한 형

태와 크기는 아니지만 인체의 비례에 맞게 제작하였으며 과장된 크

기와 색으로 공격성과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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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한 장신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두께를 얇게

만들지만 <금단의 붉은 열매>는 두께를 10mm이상 겹겹이 올린 후

형태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하단의 붉은 열매부분은 내

부를 비우고 상판과 밑판을 따로 제작해서 결합하였다. 연구자가 그

동안 제작했던 협저태칠 장신구 중에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다.

<아름다운 족쇄>는 허리수술 후 나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

작한 바디장신구이다. 어른이 되어버린 내게 이젠 누구도 허리를 펴

고 다니라고 지적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스스로 허리를 펴고 걸어야

만 한다. 2013년 겨울 나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우산을 지팡이 삼

아 절인 다리를 겨우겨우 끌면서 걸어 다녔던 나는 참으로 미련하

게 스스로 허리를 끊어버린 셈이 되었다. 신체의 중심부인 허리가

고장 나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

볼 뿐 사람들은 이제 내 허리에 관심을 갖는다. 자세가 불량해서,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빠져서, 허리에 근육이 없어서, 허리가 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등등 참으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병원에서 제공한 플라스틱 판재

가 허리의 앞뒤를 감싸고 강력한 고무줄이 허리를 타고 돌아 칭칭

묶였다. 나는 꼿꼿한 허리를 갖기 위해 틀 속에 갇혔다. <아름다운

족쇄> 허리교정기는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무게가 가벼워야하기 때

문에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내부의 구조가 마디마디 굴곡이

있고 양쪽으로 대칭이며 시작점과 끝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기본 형틀은 아크릴로 뼈대를 작업하고 점토를

이용해서 덩어리를 만들었다. 양쪽의 구조물이 대칭이면서 형태가

뒤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노끈으로 감았다. 기본 틀 작업이

마무리 된 후 호칠과 삼베를 겹겹이 바르며 장신구의 두께를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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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아름다운 족쇄>는 전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두께

를 얇게 올리려고 노력했으며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황토대신 탄분

을 사용했다. 삼베 올리기 단계가 끝난 후 내부의 석고를 모두 제거

하고 협저태칠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장신구 앞부분은 자개로 장식

하였으며, 바디 전체는 홍역이 나서 물집이 올라오듯 붉은 점을 그

려넣었다. 본 작업의 꼬리부분이자 공격적 상징성을 담고 있는 송곳

모양의 캡은 벌의 꼬리침을 모티브로 하여 뾰족하게 제작하였다. 꼬

리침 캡은 적동을 고깔로 말아 망치로 성형했으며, 금속 표면 위에

옻칠을 부분적으로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도금하였다.

[그림 18] 윤상희, <아름다운 족쇄 제작과정 : 형태성형과 문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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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봄을 기다리는 마음 (Look forward to Spring) : Bracelet

협저태칠, 옻칠, 적동, 삼베, 925은, 두부, 금도금 / 270x130x120(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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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금단의 붉은 열매 (Forbidden red fruit) : Neck-piece

협저태칠, 옻칠, 삼베, 은, 금도금, 두부 / 465×555×110(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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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아름다운 족쇄 (Beautiful shackles) : 허리 교정기(waist brace) : Top view

협저태칠, 옻칠, 삼베, 적동, 금도금, 자개 / 630×360×500(H) mm / 2014-2017



- 80 -

< 아름다운 족쇄 - 허리 교정기(waist brace) : 측면(側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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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부분의 작품을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해 왔다. 하지만 협

저태칠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의 장신구는 일정한 형태가 반

복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며 대칭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기

술이 요구되었다.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을 조사하던 중 3D프린터의

제작을 시도하게 되었다.

3D프린터를 이용한 형태제작은 전통공예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

결해주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조형가능하

고 손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형태를 보다 간편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복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작업 주제와도 상통한다.

이처럼 본 논문작업에서 3D프린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3D프린터기의 보급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완성도 높은 출력물을 만들

어 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FDM92) 3D프린터기로 출력한 결

과물은 반드시 표면의 후처리가 요구된다. 표면의 후처리연구는 앞

으로 3D프린터기의 보급과 대중화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

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공예가의 손을 통해 완성도 높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선택이었다. 나는 3D프린팅 결과물

의 후가공에 옻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다 완성도 있고 아름다

92) FDM 방식이란, Fused Deposition Modeling 또는 Fused Deposition Method 를

뜻하는 용어로 융합수지 압출 적층 조형(FFF: Fused Filament Fabrication)을

의미한다. FDM의 경우 Stratasys Inc.에서 상표 출원한 명칭이며, 3D프린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자 유일하게 Extrusion-밀어내기 방식을 적용한 프린팅

기술이다. FDM 출력방식은 하나의 동일한 액화원료(플라스틱, 왁스, 금속 등)를

지정된 범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적층으로 형태를 완성하는 원리이며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다. : R & D 정보센터,『3D 프린팅 산업시장/기술동향과

주요 산업분야별 활용사례분석』, 지식산업정보원, 2014, p.31.



- 82 -

운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활용해 보고자 한다.

3D프린팅 장신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Rhinoceros 3D모델링 프로그

램을 이용해 장신구를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FDM 방식의 Up-Plus2

3D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출력과정은 <표 6>93)과 같다.

93) 윤상희,「Personal Portable 3D 프린터를 이용한 장신구 제작 연구」,『기초조

형학연구』, Vol.14 No.5,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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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D Printer를 이용한 장신구 제작과정

1단계 : Rhino 3D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신구

모델링

2단계 : 최종 화일을 STL파일로 변환

3단계 : G코드 생성하기 4단계 : 출력을 위해 프린터 셋팅하기

(노즐의 수평과 지지대 설정하기)

5단계 : 3D Printer 작동하기 6단계 : 1차 완성

7단계 : 인쇄결과물을 지지대와

주제부로 분리
8단계 : 장신구 최종 완성



- 84 -

다음의 장신구 작업들은 복제성과 영원성, 파편화한 여성의 신체

를 재구성한 것이다. 나이 들고 병든 여성의 뼈와 장기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재생산하고 싶은 욕망을 장신구로 대체한 것이다. 그녀들

의 혹은 연구자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노동과 피로, 약자들만이 가

지고 사는 불안을 막아내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강렬하고 단단한

방어 장치가 필요했다. <작품 1-4, 1-5, 1-6, 1-7, 1-8>은 작은 뼈

마디가 서로 끊어지고, 세포가 엉겨 붙어 둥글게 말린 나의 신체 내

부의 모습이다. 이는 망가진 여성 신체의 일부분이자 일그러진 여성

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3D프린터로 출력한 장신구 위에 옻칠을

올려 색을 표현했다.

[그림 19] 윤상희, <나의 혈관(血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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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복제 시리즈 (Clone Series Cone brooches) : 3D printed Ottchil brooches

옻칠, 삼베, ABS, 925은, 두부, 자개, 금가루, 금박 / 98×65×20(H),

105×34×22(H), 120×28×21(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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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복제 시리즈 (Clone Series Symmetry brooches) : 3D printed Ottchil brooches

옻칠, 삼베, ABS, 925은, 두부, 자개, 금가루 / 107×82×26(H), 70×53×18(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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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사이보그 (cyborg bangles Ⅰ, Ⅱ) : 3D printed Ottchil bangles

옻칠, 삼베, ABS / 113×72×100(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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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윤상희, <그녀의 자궁(子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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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복제된 자궁 (Replicated uterus bangle) : 3D printed Ottchil bangle

옻칠, 삼베, 자개, ABS / 119×58×126(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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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복제된 뼈 (Cloned bone bangles Ⅰ, Ⅱ) : 3D printed Ottchil bangles

옻칠, 삼베, ABS / 119×119×42(H), 145×146×29(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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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heatrical Jewelry에 의한 소통

5-1. 행위와 소통

장신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개념과 가치, 의미가 점차 변화되었

으며 인간의 삶과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다. 장신구는 생활에 꼭 필

요한 필수품은 아니지만 신분의 과시, 부의 축적, 주술적이고 제의

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상징적이고 기호적이며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장신구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까? 연구자는 장신구와 ‘몸’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한국을 포함

한 동양에서 장신구는 ‘몸’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몸

과 공간 속에 장신구가 중첩된 매개체로 공존하여 공간과 몸을 하

나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구자는 장신

구를 치장의 부속품이 아닌 언어를 대신 전달해 주는 매신저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나의 장신구는 착용하는 방식과 착용자의 행위,

착용 후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장

신구는 ‘고정된 사물’에서 ‘마임’을 통하여 움직이는 생명력을 얻게

되며 동시에 ‘동작하는 사물’로 변이된다. 장신구가 인체를 통해 에

너지를 얻는 순간 몸과 동일시되며 은유적 언어가 된다.

나는 장신구를 재료나 기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몸의 주체적 움직

임이나 혹은 몸을 통한 언어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장신구가 주체가 되어 메시지를 표

현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장신구가 내재하고 있는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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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장신구와 ‘몸’의 만남을 시

도하고 유동적인 움직임을 활용하여 소통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Theatrical Jewelry>는 인간의 신체를 무대로, 혹은 장신구가 놓

아진 장소가 바로 무대가 된다. 장신구 자체가 배우가 되어 이야기

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며, 장신구를 착용한 배우가 장신구의 영향을

받아 극의 흐름을 주도하기고 한다. Theater(연극)란. ‘보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연극·극장은 그리스어의 어원인 ‘theatron’

즉 ‘지켜보는 장소’란 뜻이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극은 ‘행동하

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이며 공연(performance)과 공연을 바라보는 ‘관

객’을 전제로 한다. 연극학자 오스카 G. 브로케트(Oscar G. Brockett)는

연극의 기본요소를 대본, 공연 그 자체, 관객으로 정의한다. 즉 공연

이란 말에는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 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

이다.94) 연극은 ‘보여지는 예술’로써 말과 행동을 표현 수단으로 우

리의 삶을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고 모방한다. 그것은 현실을 단순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진실 가운데 선택된 우리의 모

습이며 농축된 삶의 거울인 것이다.95)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점이지만 연극의 목적이란 자연에다 거울을 비추

는 일,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며,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데 있지......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햄릿』, 3막 2장96)

이처럼 연극은 예술의 형태로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94) 김동권 외 4명 공저,『연극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p.14.

95) 위의 책, p.5.

96) 밀리. S. 배린저, 이재명 역,『연극 이해의 길』, 평민사, 201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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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성된 선택적 삶의 일부분이며 삶의 재발견인 것이다.

Jewelry(장신구)는 몸을 치장하는 도구로, 인류는 금속이나 돌을

자유롭게 가공하기 전부터 씨앗, 곡식, 조가비 등 단순한 모양의 비

드(beads)를 이용해 몸을 장식했다. 사냥꾼들은 동물의 뼈와 이빨로

팬던트나 목걸이를 만들어 장식물로써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는

아마도 사냥의 성공과 위협에서 몸을 보호해 주길 바라는 기원을

담는 부적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97) 금속기의 시대에 이르

러 장신구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금속세공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장신구는 부의 상징물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장신구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기존의 상업적

이고 고도의 세공기술로 집약된 금과 고가의 보석 장신구는 알루미

늄, 플라스틱, 종이, 천, 사다리, 나무, 튜브 등 전혀 다른 소재와 형

태로 표현되었으며 장신구의 기존 관념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

게 되었다. 장신구란 무엇인가?, 장신구 영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가?,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수많은 논의가 생겨났으며 소재

와 기법, 사용 목적에 대한 편견도 점차 극복되었다. 이제 장신구는

장식성을 탈피하여 인체의 부속품이 아닌 조각, 행위예술, 패션 등

의 영역에서 주인공이 되거나 주인공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기능적

사물로 영역을 넓혀나가게 되었다.

이 장에서 언급한 <Theatrical Jewelry>는 연극적 요소와 장신구

와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보여지려는 행위와 착용되는 사물간의 결합은 장신구를 착용한 배

우를 무대라는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장신구를 착용한 배우는 관객

에게 보여지고, 배우의 동작은 장신구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새롭

97)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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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돌발적인 몸짓으로 표현되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관객은

더더욱 배우에게 집중하게 되고 배우는 목소리가 아닌 몸짓으로 배

우가 원하는 혹은 장신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자연스레 관객에게

전달한다. 연구자가 시도한 <Theatrical Jewelry>는 장신구를 통하

여 배우와 관객이 만나게 되고, 장신구를 제작한 공예가와 대중이

소통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나의 장신구는 벽과 벽을 허무

는 중간자이자 매개체로써 차단되고 고립되어 있는 내적 자아를 외

부세계로 인도하고 타자와 만나게 해주는 오작교가 되었다.

<작품 2-1, 2-2, 2-3, 2-4, 2-5>에서 나는 배우의 연출과 몸짓을

통해 장신구의 메시지를 다각적으로 전달해 보고 싶었다. 이 실험적

연극은 장신구가 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신구의 집중

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특히 배우와 관객의

목소리는 언어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장신구의 본래 목적을 방해

하는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의 몸짓과 관객과의 상호작용

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극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인 ‘마임’을 선택

하게 되었다. 나의 장신구는 조각적이며, 연극의 도구이면서 언어를

표현하는 오브제가 되었다.

나는 마임을 통해 장신구와 몸의 근원적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마임98)은 그리스어의 미모스(mimos)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원래는

‘흉내’를 뜻하는 말로 촌극 등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대사 없

98) 마임(Mime)이란, 대문자로 된 단어(Mime)로 연기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이해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적인 신체기술과 심적 태도를 말한다. 소문자

로 된 단어(mime)인 마임은 마임이라는 예술 형태 안에서 연기자를 의미한다.

마임가는 완전한 신체조정과 같은 기술을 개발시켜 무게, 활동, 긴장 등의 환영

을 만들 뿐 만 아니라 선택된 역할의 개성과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능

력을 바탕으로 마임가는 소품이나 무대장치 혹은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방

식의 이야기, 정서,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 : Cindie and Matthew Straub, 김동

규 역,『판토마임, 이렇게 시작하자』, 예니, 1998,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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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를 뜻한다. 현대에 이르

러 마임은 희극적 요소가 짙은 노래와 춤, 익살이 가미된 기존의 팬

터마임과는 다른 진지한 예술장르로 체계화되었다.99) 마임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동물의 흉내를 따라하거

나 종교적 의식의 주술적 행위와 함께 발전하였다. 마임은 인간의

삶 전체에 깊이 있는 표현양식이며, 인간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100)

캐서린 소를레이 워커(Kathrine Sorley Walker)는 “마임은 언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에 의한 몸짓으로 원시적인 생각이나 감

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몸짓은 동물처럼 무의식적인 행위

였다.”101)고 언급했다. 레이몬드 맨더(Raymond Mander)는 “마임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해당하고 인류 공통의 몸짓 언

어로써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를 뛰어넘는 폭넓은 의사 전달의 대표

적인 표현수단이다.”102)라고 말했다. 이처럼 마임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사상과 감정의 무언의 소통방식이기 때문에 암시적이면서 추

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초기 수렵시대의 무당은 병을 고치는 치료사이면서 예술가였다.

안드레 롬멜은『샤머니즘 : 예술의 출발(1967)』에서 무당은 병을 치

료하는 의사와는 달리 내적인 강박관념의 지배를 받으며 이러한 강

박관념은 춤, 마임, 노래, 주술적 행위를 예술로 표현했다고 서술한

다. 무당은 제사장, 영적 지도자, 의사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몽환적 상태에 있으면서 텔레파시, 투시력, 사라짐, 재생과 같은 신

99) “마임 [mime]” 검색, https://terms.naver.com.

100) 김만중,『움직이는 연기-마임, 상황극, 즉흥연기』, MEDIA, 2003, p.12.

101) 위의 책, p.14.

102) 위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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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러운 힘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 개인이나 부족을 그들의 신화나

영적인 힘, 세계관으로 접촉하게 해주는 창조적 치료사였다. 당시

무당은 자신의 연극적인 재능과 연극적 효과들(마임, 가면, 의상, 북

치기)을 이용해 동물보다 우월한 힘을 과시하였으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부족들의 맹목적 믿음을 받으며 권위를 누려왔다.103)

이렇듯 초기의 원시연극은 종교적 믿음과 신비한 주술적 행위로

시작되었으며, 연극적 행위는 관객에게 심적 안정과 치료제의 역할

을 하였다. 연구자의 장신구는 원시연극의 주술적 힘과 관객과의 소

통처럼 그들의 심적 고민을 치료해 주는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고자했다. 장신구를 착용자한 배우는 원시연극의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나의 장신구는 배우의 행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관

객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신구를 착용한 배우는 지속

적인 몸짓언어를 통해 관객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나는 각각의 장신구마다 목적과 의미를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하

였으며 표현방법과 기능 또한 다르게 설정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장

신구를 착용할 때마다 배우는 장신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장신구를 표현했다. 배우는 돌발적 행위와 얼굴표

정, 몸짓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새로운 반응을 유도해 냈다.

이렇듯 <Theatrical Jewelry>는 공예가, 배우의 표현 언어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무대에서는 결국 하나로 통합되며 새롭게 결속한다.

이에 반응하는 관객들 또한 각자 자신들만의 이해방식으로 장신구

를 해석한다. 결국 이 모두는 장신구를 통해 하나가 되며 만남과 화

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의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사(臺詞)가

무대 위에서 배우와 관객을 이어주고 그들을 소통하게 만들어 주듯

103) 밀리. S. 배린저, 이재명 역,『연극 이해의 길』, 평민사, 2017,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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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Theatrical Jewelry>는 행위를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을 연결해 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간다.

조새미의 조각적 장신구는 인체와 조형물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며 새로운 이미지와 언어를 만들어 낸다. 신체를 과장되게 둘러싸

고 있는 조형물은 구조적이면서 돌발적이다. 그녀의 <토르소>는 여

성 척추 측만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 디자인인 <보디자켓>시리즈의

연작 중 하나이다. <보디자켓>과 같이 의료용 목적과 섹스 심볼을

연상하게 하는 토르소는 신체적인 억압의 도구이자 극단적인 신체

변형이라는 화두를 담고 있다. 여성공예가의 몸을 원형으로 제작한

토르소가 남성 마임 퍼포머에게 입혀짐으로써 결핍과 풍요, 공격과

방어, 억압과 보호라는 대비와 충돌을 통해 타자와 주체를 전복시키

며 서로의 경계를 침투한다.104)

피에르 드장(Pierre Degen)의 장신구는 커다란 사다리와 검은 풍

선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게 주변의

사물은 보다 폭넓은 해석을 통해 보석과도 같이 신체를 장식할 수

있다. 피에르 드장은 친숙한 일상의 물건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면

서 장신구의 범주를 확장시켰다.105)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신체에 착용함으로써 장신구의 기능적 의미와 가치에

질문을 던진다. 몸에 걸려있는 사물은 모두 장신구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장신구는 연극적이면서 유머러스하다. 그의 작품은 장신구보다

는 오히려 조각이나 행위예술에 더 가까워보인다.106)

이민경의 장신구는 기호적 의미로써 수화를 이용해 인간의 감정

104) 김주원,「비평적 극장 Ⅱ」, 조새미의 전시도록 서문, 2012.

105) Peter Dormer, Ralph Turner,『The New Jewelry』, Thames And Hudson,

1994, pp.149-150.

106)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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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지를 전달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

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듣지 못해도 수화를 통해 타인과 소통함으

로써 인간적 교감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시도했다. 그녀의 장신구는

상징적 표현으로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

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기호화된 언어를 몸짓으로 유도해낸다.107)

[그림 21] 조새미, <토르소-체인 2012>, <멜대 2012>

[그림 22] Pierre Degen, <Personal environment 1982>,

<Ladder piece and balloon 1983>

107) 이민경,「‘手話’-기호에 관한 금속조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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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민경, <Number one : 최고라는 상징>, <Nice : 찬성, 동의, 만사해결이

라는 OK 싸인>, <Promise ; 새끼손가락을 걸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정하는 약속>

이불(Lee Bul, 1964～현재)은 1990년 이후 한국에서 가장 독특하

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하나이다. 그녀는 현실과 기억 속에서,

삶과 죽음 속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비판적

으로 공격한다. 어린 시절 총알택시와 스쿠터간 교통사고로 스쿠터

에 탄 연인의 죽음을 목격한 이불은 아름다운 사랑이 잔혹한 현실

로 바뀌는 순간의 양가성(ambivalence)108)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갖

108) 양가성(ambivalence)이란, 사랑과 증오, 복종과 반항, 금기와 욕망, 쾌락과 고통 등

서로 대립적인 감정상태가 공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E. 블

로일러의 ‘양가성에 대한 소고’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랑과 증오에서 오는 갈

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양가성,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의 의지적

측면의 양가성, 상호 모순되는 전제를 모두 받아들이는 지적인 측면의 양가성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정서적인 측면의 양가성에 주된 관심사를 두고

논의되고 있다. : 문학비평용어사전 “양가성” 검색,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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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불은 그녀가 목격한 교통사고와 다리가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도시의 공포, 재앙 속에서 흔들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녀는 ‘기계의 결함’과 ‘인간의 실수’109)가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판단하며 사랑의 인연도 세상

의 잔인한 물질성으로 파괴된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이불은 기억

에서 사라진 충격의 순간을 트라우마로 간직했다. 트라우마는 공포

를 일으키는 실제 상황 속 현실이 아닌 충격을 경험한 주체의 지속

적인 이상반응이라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정의한 것처럼 그녀의

작품 속에 끊임없는 잔상으로 구현된다. 상실된 기억은 스스로가 인

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 속에 억눌린 채 지속적으로 주체를 괴롭

히고 공격한다. 이러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가 바로

트라우마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이다.

1987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이불은 당시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미술계를 비판한다. 이불은 남성 중심적인 위대한 조각

의 창조성 이면에 출산의 도구로 치부되는 여성조각가들의 성차(性

差)에 반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시도한다. 그녀 스스로 알몸으로 전

시장에 거꾸로 매달려 낙태의 고통을 연기했다. [그림 24]의 갈망은

여성의 몸이 창작의 모티브가 되거나 노출되는 것이 사회전체에 금

기시되고 하위문화로 비하되던 시기에 과감하고 치명적으로 신체의

장기를 밖으로 돌출시켜 괴물 같은 옷을 입고 논에서 퍼포먼스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는 몸에 대한 사회의 통제와 문화에 반항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자 외침이었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주체로서 존재

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것임을 그녀는 자

신의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109) 우정아,『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 Humanist, 2015,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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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시작된 이불의 사이보그 연작 시리즈는 머리가 없고

팔과 다리가 하나씩 잘린 채 실제 여성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 불

안전한 신체는 일본애니메이션의 소녀와 고대 그리스의 여신상, 미

술사에 등장하는 마네의 올랭피아 등 다양한 대중문화와 미술에서

착안된 이미지의 조합이다.110) 그녀는 사이보그를 통해 문화적 경계

를 허물고 있다. 또한 비인간적인 기계적 신체를 공중에 매달고 부

유하게 함으로써 현 사회의 극단적인 테크놀로지의 맹목성에 의문

을 제기한다. 이불은 <사이보그 선언문>을 통해 포스트-젠더를 제3

의 성으로 주장한 도나 헤러웨이(Donna Haraway)의 초월적 성에

반기를 든다. 그녀가 표현한 사이보그는 여전히 제2의 성인 여성인

것이다. 도나 헤러웨이가 주장한 사이보그는 성차의 경계를 깨고 부

상하는 제3의 대안적 성이다. 하지만 이불의 사이보그는 마치 우주

전쟁을 끝내고 고요한 우주를 떠돌고 있는 실패한 잔재물, 욕망을

좌절시킨 불안한 존재의 상징물로 여성을 대변한다.

[그림 26]는 연구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장신구와 마임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연약한 여성이 사회와 소통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까이 다가오는 타자를 멀리하고 일정한 거리

를 두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친

근하지만 결국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가 타자로 전복(顚

覆)되기도 한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

간관계성에 대한 연구자의 보호장치이다. 관계를 엮고 풀고 다시 엮

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체가 소멸되고 권력구조가 붕괴되며

성차(性差)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이처럼 장신구를 착용한 배우는

행위의 우연성과 현장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110) 위의 책,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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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해간다. 배우의 언어는 추상적인 몸짓과 장신구의 움직임으로

전달되며 관람자는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이에 응대함으로써

새로운 소통을 시도한다.

연구자가 제작한 장신구는 마치 이불의 사이보그와도 같다. 무기

로 무장한 전쟁터의 여전사처럼 나의 장신구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

해 제작되었지만 동시에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공격

성과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아이를 안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집안

을 청소하고, 직장에서 뛰어다니는 여성들의 몸과 마음은 늘 힘겹고

고달프다. 그녀들에게는 초월적 힘과 세속적 아름다움이 동시에 요

구된다. 나의 장신구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일 수 없다. 인간의

신체를 감싸고 방어해 줌으로써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는 보호

장치이자 치유의 상징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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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불, <Cravings-1989-Outdoor performance>, <Amaryllis 1999>

[그림 25] 이불, <The Divine Shell-1999>, <Cyborg W4-1998>

[그림 26] 윤상희, <인간의 거리 2014>, <인간의 성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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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품제작

이번 장에서 제작한 장신구 작품은 모두 착용자의 몸짓과 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장신구의 크기와 소리, 형태와 색을 통해 바라보는

관람자의 감성을 제약하고 피곤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연구자가 일

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타인과의 거리감과 고립된 외로움을

장신구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 이를 착용한 배우 또한 자연스럽게

장신구의 메시지를 직감하고 창작자가 원하는 언어적 행위를 몸짓

으로 실행한다.

본 연구는 장신구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과 이를 착용한 배우의

움직임까지 모두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작품 자체의 제

작공정과 연출방법, 배우섭외, 장소섭외, 의상설정, 영상촬영준비 등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작업으로 귀결되었다. 연구자는 배우에게 장

신구의 목적이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을 뿐 그 외의

몸짓이나 행위는 모두 배우의 몫이 되었다. 제작자의 의도를 잘 알

지 못하더라도 배우가 실제 장신구를 착용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신구의 의미를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연

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과 요

구는 되도록 피하고 배우의 몸짓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과정은 극의 연출방법 중 ‘마임’의 형식과 일치한다.

<작품 2-1, 2-2, 2-3, 2-4, 2-5>는 모두 마임으로 진행하였다. 마

임은 공예가, 배우, 관람자에게 생각의 기회와 표현의 자유, 행위로

인한 소통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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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인간의 거리 - 시끄러운 관계 (Noisy distance)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필요한 거리는 얼마일까. 

그 거리만큼 우리는 실제로 안전할까. 

상대가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혹여 나를 아프게 만들지 못하도록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밀쳐내고 있는가. 

- 작업 노트 2014

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늘 외롭고 두렵다.

내 안의 나를 외부 세계로 연결하는 것은 항상 나를 힘들고 곤란하

게 만든다. 어쩌면 나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더 강하게 밀어내기 위한 이중적 행위는 아닐까. 그들과 나, 세상과

나는 늘 일정한 거리로 존재한다. 그 거리가 내가 세상과 탈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값인 듯, 그 거리만큼의 안정감을 느낀다. 혹여

상대방이 나와의 일정 거리를 무시한 채 좁혀 온다면 나는 늘 그래

왔듯 관계에서 도망치거나 공격적인 몸부림을 시작한다. 나는 미치

지 않았지만 늘 불안정하다.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나는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며 그 순간 내 삶의 호흡은 지극히 평화롭다.

나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공격적이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인

간을 사랑할 줄 모른다. 가장 근본적인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사랑

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나는 세상 속에서, 사람

들 속에서 치열하게 도망 다니는 못난 인간상이다.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벌거벗은 자아를 용감하게 드러내고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인간의 거리>장신구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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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거리 - 시끄러운 관계>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2m

안에 사물 혹은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차 경적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두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거리를 장신

구가 대신 공격적인 소리로 방어해 준다. <인간의 거리>는 협저태

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아크릴로 기본 뼈대를 만들고 점토로 살을

붙여 틀을 만들었다. 삼베와 노끈으로 장신구의 두께를 만들었으며

두께 작업이 끝난 후, 내부의 점토를 모두 제거하였다. 장신구 내부

에는 12F 675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LM 386N 녹음칩이 들어있어

소리를 증폭시킨다. 나팔부분의 캡은 3D프린터로 출력하였으며,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밧데리의 교환이 용이하다.

※ 마임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마임영상 : https://www.youtube.com/

: YouTube 검색어 < Theatrical Jewelry, 오브제마임전, 인간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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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인간의 거리 (Noisy distance) : Shoulder-piece

협저태칠, 옻칠, 삼베, 3D modeled printed ABS, 자개, 925은, 소리센서 / 62×33×13.5(H)cm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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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퍼포먼스 동영상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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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인간의 무게 (Complicated Human weight)

<인간의 무게>장신구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려는 배우의 목에 걸

려있다. 배우는 <인간의 무게>를 통해 내가 악수하는 사람의 수만

큼 무게를 느낀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

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내가 악수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

한 반가움이자 외로움을 달래는 몸짓이다. 인간의 무게가 무거운 만

큼 우리는 행복할까. 배우가 상대방을 불러내고 터치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무게를 견뎌야만 한다.

그녀의 목걸이가 무거워질수록 그녀의 삶은 힘겹다.  

존재의 가치는 이렇듯 양면적이다.

우리는 왜 본인을 기억해달라고 명함을 줄까. 

명함은 언제까지 ‘나’일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명함으로 기억되는 내가 너무 우습다. 

그저 악수만 했을 뿐인데...... 

그 무게만큼 우리는 깜깜한 통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 작업 노트 2014

<인간의 무게> 목걸이 장신구는 인간의 장기(臟器)를 닮았다. 많

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 속에 그녀는 홀로 서있다. 그녀는 악수

를 하고 싶다. 그들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내 슬픔을 나누고 싶을 뿐

인데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계속해서 그녀의

목걸이 통 속에 넣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 통

속에 복잡한 인간관계를 담게 된다. 장신구는 점점 무거워지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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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무게’가 버거운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는다.

<인간의 무게>의 통 부분은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하이

폴로 형태를 성형하고 삼베로 두께를 올렸다. 삼베의 최종두께는

3～5mm 정도로 만들었다. 장신구의 표면은 인체의 실제 장기처럼

연출하기 위하여 교칠기법을 이용해 거칠게 만들었다. 장신구의 통

부분은 표면을 연마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 투박한 느낌을 살렸

다. 목걸이 체인은 일정한 타원 형태의 황동 고리를 여러 개 만들고

롤러에 밀어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형태를 긴 쇠사슬처럼 엮어 만들

었다. 각각의 통은 명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단에 구멍을 뚫었다.

통에는 뚜껑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명함은 다시 빼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의 무게는 계속 증가하고 <인간의 무게>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 마임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마임영상 : https://www.youtube.com/

: YouTube 검색어 < Theatrical Jewelry, 오브제마임전, 인간의 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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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인간의 무게 (Complicated Human weight) : necklace

협저태칠, 옻칠, 삼베, 황동, 925은 / 46×80×11(H) cm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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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퍼포먼스 동영상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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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들리지 않는 헤드셋 (Silent headset)

그는 마치 나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듯 귀를 막고 홀로 중얼거린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않는 것처럼..  

사실은 아니면서......   

  - 작업 노트 2014

아무리 불러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에게 나는 홀로 외친

다. 눈짓과 손짓으로 그를 불러보지만 그는 뒤돌아 볼 뿐 내 목소리

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

의 귀를 막아버린다. 우리가 선택한 세상의 소리는 무엇일까. 자기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은 욕망을 헤드셋으로 대신하여 스스로의

귀를 덮어버린 것은 아닐까. 나의 고집과 아집, 세상과의 차단막을

나도 당신도 헤드셋으로 우아하게 포장한다.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

럼...

그녀의 주변은 항상 시끄럽다. 헤드셋을 착용한 배우는 무표정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배우는 그녀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듯 

그저 혼자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의 노래는 그녀에게 들리지 않

는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듣지 못한다.  

- <들리지 않는 헤드셋> 영상의 일부분

<들리지 않는 헤드셋>은 3D프린터로 형태를 제작했다. 협저태칠

기법으로 제작하기에는 굴곡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가늘어서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 또한 양쪽의 형태를 완벽하게 대칭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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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자 했기 때문에 3D프린터의 도입이 절실했다. 3D프린팅 장신

구는 형태가 견고하지 않고,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ABS로 출력한 출력물은 너무 얇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옻칠과 면천을 이용하여 장신구의 형태를 감싸고 탄분으로

두께를 주었다. 적층으로 출력되는 FDM 3D 출력물의 표면을 사포

로 정리한 후 옻칠로 표면을 마감하였다. <들리지 않는 헤드셋>의

보라색은 활동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슬픔과 우

울을 상징한다.

※ 마임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마임영상 : https://www.youtube.com/

: YouTube 검색어 < Theatrical Jewelry, 오브제마임전, 들리지 않는 헤드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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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들리지 않는 헤드셋 (Silent headset)

3D 프린팅 오브제, 옻칠, 3D modeled printed ABS, 황동, 천 / 68×20×10(H) cm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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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퍼포먼스 동영상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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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인간의 성씨 (Human relationship family name

necklace)

인간의 역사에서 성씨(family name)는 결속과 구속, 소유와 부

(富), 역사, 의무, 직업 등을 상징한다. 이렇듯 성씨는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혈통의 상징이자 소속을 나타내는 대표명사이지만 누군가

에게는 종속의 장치이자 낙인된 표식으로 족쇄와도 같은 기능을 갖

고 있다. 각 나라별로 사회제도와 전통에 따라 결혼한 여성은 아버

지의 성씨 혹은 남편의 성씨를 따라 소속이 바뀌어 종속된다. 여성

들은 성씨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지만 반면에 성씨

를 통해 편견과 의무, 사유화된 재산적 가치로 전락해 버린다. 한때

본인의 성씨를 사고 팔았던 조선후기 시대와 최근 어머니와 아버지

의 성씨를 이름에 동시에 넣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제외하고 대부

분은 주어진 성씨를 평생 간직한 채 살아간다. 유년시절 성씨는 내

게 있어 숨기고 싶은 단어였으며 불안정한 가족관계에서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콤플렉스였다.

나의 성씨는 제도권과 현실사이에서 늘 충돌했다. 청소년시절 나

의 성씨는 불편함과 수치심,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기에 늘 불안하고

복잡했다. 연구자의 성씨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사이에서 계속 부유(浮游)한 채 불안

정했으며, 여전히 남편의 성씨와 내 아이들의 성씨 사이에서 나는

스스로의 역사성과 존재를 찾지 못한 채 소멸해간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은 성씨로 기억되고 불리고 있지만 성씨로 인해 각자

의 특징과 본질은 잊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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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윤상희, <나의 족보 2013> 

<인간의 성씨> 목걸이는 구슬의 바닥면에 다양한 성씨가 새겨져

있다. 각각 도장처럼 성씨를 찍을 수 있다. 본인의 성씨가 새겨져

있는 구슬 가운데에 구멍이 나있는데 이곳에 손가락을 끼우고 착용

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도장을 찍으면서 순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인간군상의 동일화와 획일성을 표현하기 위해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반지를 계속 복제했다.

배우는 다양한 인간의 성씨를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간다. 그녀는

200여 가지나 되는 한국인의 성씨를 바닥에 뿌리거나 하나로 이어

간다. 이것은 우리네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기다란 끈에 구슬을 엮

어 관계를 형성하고, 구슬을 풀어 관계를 해체시킨다. 하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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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묶기 위한 것이다. 그녀

에게 주어진 성씨는 끊임없이 그녀를 맴돌고 떠나고 다시 찾아온다.

※ 마임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마임영상 : https://www.youtube.com/

: YouTube 검색어 < Theatrical Jewelry, 오브제마임전, 인간의 성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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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인간의 성씨 : stamp beads Necklace-piece : 3D 프린팅 오브제

3D modeled printed ABS, HIPS, 나무, 고무도장, 마끈 / 총길이: 316cm 높이: 5.5cm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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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퍼포먼스 동영상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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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퍼포먼스 동영상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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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체스 반지 (Chess rings)

우리의 인생은 게임판 위를 걷는 듯하다. 누가 먼저인지 확인하긴

어렵지만 나는 항상 상대방을 향해 긴장하고 있다. 꼭 무엇인가를

빼앗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무던히 애쓴다.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

한걸음 물러나라고 강요한다. 마치 체스판 위의 반지들처럼

두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물러난다면 우리는 전쟁도 슬픔도 이별

도 없을 텐데 체스판 위에 놓인 반지들은 결국 서로를 공격하고 밀

어낸다.

<체스 반지>는 체스게임의 형식을 빌려 대립되거나 대비되는 인

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각각의 chess piece말의 형태는 연구자가

기존의 체스말을 참고하여 디자인 했으며 반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두 배우는 각자 자신만의 게임을 한다. 서로를 사랑하는가 하면 증

오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한다.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집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체스판을 벗어나 사라지기도 한다. 두 배우는 손짓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서로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

하지 못한다. 배우의 언어는 손짓으로 표현되고 체스판 위의 흑백

chess piece말들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

※ 마임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마임영상 : https://www.youtube.com/

: YouTube 검색어 < Theatrical Jewelry, 오브제마임전, 체스 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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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체스 반지 (Chess rings)

3D 프린팅 오브제, 3D modeled printed ABS, HIPS, 나무 / 체스판 : 71×61×2.5(H) cm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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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퍼포먼스 동영상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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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카타르시스의 공간과 치유

6-1. 여성의 공간

불안한 심리상태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공간적 요소를

작업으로 끌어들였다. 이 공간은 지극히 ‘개인적 공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심리적 보호장치이자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

고 싶어 하는 행위, 도피의 공간까지 의미한다. 작업을 통해 연구자

는 사회로부터 도피와 합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사회부적응 심

리, 은둔 심리, 불안 심리를 ‘개인적 공간’에 담고자 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공간은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이나 숨겨두고 싶은 재물을

담는 기능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소망

의 본능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절대 자유와 갈망의

원인인 불안이 소멸된 완벽한 성취의 귀환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탈

레스는 예술은 필연성의 현실에서 가능성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했

으며,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예술은 현실세계에서 이상세

계를 그린다고 언급했다. 결국 예술은 굴곡지고 억압된 삶의 현실

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마취상태를 제공한다.111)

연구자의 작품 속 개인적 공간은 유토피아적 공간이 되며 현실세

계의 존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은 현실과 이상, 억압과 자유, 결핍과 부조리한 위계구조를 극

복하고 승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두려운 대상과 작금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담고 있다. 불안한 자아를 보호하

111) 이경재,『프로이드와 종교를 말한다.』, 집문당, 2007,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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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초현실적인 공간은 공격의 대상을 파괴하

지 않으면서도 심리적 안정과 평화적 쾌감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균형을 지켜내는 대안의 공간이 된다.

‘합(盒)’ 시리즈의 작품들은 연구자가 바라본 불안의 대상과 연구

자를 지켜보는 감시의 대상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바라보는 행위는

연구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상처주는 물리적 행위보다 더 초조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심리적 파괴행위로 다가왔다. 연구자는 감시

의 시선을 피하고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지극히 사적인 공간, 아무

도 찾을 수 없는 도피의 공간을 필요로 했다. 타자의 시선과 연구자

의 시선은 이제 상대방을 감시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감시하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내부의 자아로부터 지속적인 통제와 탈출을 시

도한다. 연약한 존재이자 제2의 성(性)인 여성을 향한 감시는 눈과

눈동자의 형태로 작품에 표현했다. 나를 숨기고 남을 엿볼 수 있는

눈동자는 연구자에게, 그녀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으며 타자로

부터 도망가고 스스로를 폐쇄시키는 불안감과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게 만들었다.

이번 장에서 연구자는 자아와 현대인 즉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관음증적 시선과 불안, 공격성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변의

상황과 일상의 사건들을 토대로 관찰자의 시선이 자아이면서 동시

에 타자로 끊임없이 변주한다. 눈동자의 시선은 주체와 객체를 오가

며 강박적 불안과 공포, 방어본능을 극대화하였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길 바라며 투명인간이 되길

바란 적이 있었다. 친구들의 시선도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도 연구

자는 동정의 대상이면서 회자거리였기 때문에 나는 늘 피해 다니고

숨고 소리 죽여 울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에만 있어도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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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고 상처주며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긴장된다.

과도한 관심과 시선은 감시가 되어 생각과 행동을 구속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고 연구자는 본인이 원하던 원하

지 않던 간에 우리 주변에 설치된 CCTV나 타인의 카메라에 모습이

노출되고 저장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공개

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수집되고 빼앗기면서 타인을 훔쳐보고

또는 나를 노출시키면서 비정상적인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공개와 정보 노출은 스스로 혹은 타자로 인해 주체

와 객체를 넘나들면서 자기노출과 관음증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나르시시즘적 시선과 타자로 인해 관찰

되고 쾌락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타자의 시선은 이제 모두

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현 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개인의 정서와 생활을 구

속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일상을 공격한다.

연구자에게 억압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시선은

감시가 되고 구속이 된다. 타인을 향한 경계는 자아를 불안하게 만

들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감시

의 효과는 미셀 푸코(Michel Foucault)가『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

생(1975)』에서 제시한 판옵티콘의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규율권

력의 사회는 규율에 의해서 개인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통제하는 감

시사회이다. 푸코는 이러한 감시사회의 도래(到來)를 직시하면서 군

주권력이 규율권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판옵티콘(Panopticon:다 본

다는 의미)으로 설명한다. 판옵티콘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

미 벤담(Jeremy Bentham)이 고안한 이론이다. 판옵티콘은 개인을

권력의 기능적 장치로 훈련시키고 순응하게 만들면서 생산력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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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더 많은 권력을 창출하게

만드는 기계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무차별

적으로 기록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관찰과 감시의 일상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112)

관음증(voyeurism)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따르면 성기를 보고

싶어 하는 본능에서 나온 심리적 성향이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행

동을 바라보는 쾌락적 행위와 충동적 성질을 포함하며 어떤 것은

정상으로 취급되며 때로는 도착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관음증은

직·간접적으로 성적 대상이나 성행위를 보고 싶어 하는 본능을 의미

하지만 도착적 관음증은 만족을 모르는 욕구와 강박적인 충동과 관

련이 있다. 바라보는 행동 그 자체가 가학적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는 극심한 불안 · 죄책감 · 피학적 행동 등을 불러일으킨다. 바라

보기는 자신을 타자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동시에 방어적 기

능을 하는 행위이다. 눈을 통해서 본능적 충동을 해소하는 과정은

과학적 호기심, 예술 창조 등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시각

적 본능에 과잉된 집중은 예술가, 체스 선수, 사상가, 수학자들에게

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직관적 인식능력과 상징적 표현능력은

일반적인 관음증과 매우 유사하다.113)

나는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과 스스로가 자신을 구속하는 윤리적

감시 속에서 매번 상처받고 위축되며 현실을 부정해 왔다. 자아를

비판하고 구속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상의 공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가상의 자아를 찾아 연극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상상의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대화하고 눈물

112) 미셸푸코 지음,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 2016, pp.12-13.

113) 정신분석용어사전, “관음증” 검색,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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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며 심리적 위안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했었다. 어른이 되어버

린 지금의 나에게 거울과도 같은 위안의 공간이 필요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 뒤에 사실은 슬픔의 핏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의 공간 속에 숨기고 싶었다.

20세기의 중요한 미술가 중 하나인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설치미술가이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해 불행했던 가정환경에 대한

상처는 고스란히 그녀의 작품세계로 표현되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파리의 유명한 태피스트리(tapestry) 작업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절대군주 같은 가부장적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행복한 유년시

절을 보내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 그

녀에게 아버지와 관련된 불우한 유년시절의 성장과 가정사는 작품

의 주요한 주제로 귀결된다. 아들을 원하던 집안에 셋째 딸로 태어

나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치부되었던 그녀는 결국 남자아이의 이름

을 물려받는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유년시절에는 두 명의 중요한 여

성이 등장한다. 그녀의 가정교사이자 아버지의 정부인 세이디와 그

녀의 어머니이다. 이 둘은 아버지의 공통의 짝이면서 동시에 그 자

리를 지키기 위해 루이즈 부르주아를 이용하는 치명적 존재였다. 가

정교사인 세이디는 그녀의 가정을 위협하는 불손한 존재이자 아버

지에게 가기 위한 통로로 어린 루이즈 부르주아를 이용하는 교활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적 위

치를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정부인 세이디와 불편한 동거를 묵인

하는 욕망의 인물로 그녀의 인식체계를 괴롭힌다. 때로는 냉혹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자식들을 훈육함으로써 어머니는 그녀의 가족체

계를 존속시켰다. 유년기의 기억과 상처는 그녀의 모든 작품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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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재현된다. 가장 소중하고 가까워야 하는 그녀의 가족은

모순과 갈등 속에 그녀를 타자화하고 배타시한다. 남성이 아닌 여성

으로서의 출생과 삶은 평생 동안 그녀가 지고 가야할 무게로 그녀

를 압박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그녀의 작업들은 그녀를 자연스럽

게 페미니즘의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아버지=남성’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이자 동시에 ‘어머니=여성’에 대

한 분노와 증오, 사랑이 공존한다.114) 그녀의 작업은 외형적으로 아

버지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원초적인 내면에는

어머니와의 화해, 같은 여성으로서 애도와 연민을 담고 있다.

[그림 28]은 그녀의 대표작품인 <아버지의 파괴>이다. 그녀의 어

린 시절 가족들이 함께 모인 식탁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

의 대표적인 장소였으며 억압적인 분위기였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이

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 대상을 처참

하게 파괴한다. 일상의 삶의 무대인 식탁 테이블과 침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아버지의 조각난 신체를 파편화하고 갈기갈기 찢어

철저하게 파괴한 모습을 담고 있다. 1994년부터 제작된 그녀의 대표

작인 거미 시리즈 [그림 29]는 프랑스어로, <Maman=엄마>를 뜻하

며 실제로 그녀 자신의 어머니를 상징한다. 거미는 자신의 배에 알

을 품고 다닐 정도로 헌신적인 보호자이며 계속해서 실을 만들고

영역을 구축해 간다. 이는 직업적으로 태피스트리를 수선하고 바느

질하는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루이즈 부르주아에게

어머니는 강한 연민의 대상이자 과도한 애착의 존재이다.115) 루이즈

114) 박선영,「루이즈 부르주아론-승화와 치유로서의 예술」,『한국예술치료학회지』,

제15권 No.2, 한국예술학회, 2015, p.94.

115) 정영인,「미술치료 관점에서 본 자기고백미술의 치유성 = 루이즈 부르주아와 트

레이시 에민의 작품을 중심으로」,『美術治療硏究』,Vol.22 No.2, 한국미술치료

학회, 2015,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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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의 다양한 작품과 예술관은 공격성과 자기 보호를 위한 고

백적 표현이며 현실에서 실행 할 수 없는 분노를 작품에 표출함으

로써 카타르시스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정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승화하는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주었다.

[그림 28] Louise Bourgeois, <The Destruction of the Father 1974>

[그림 29] Louise Bourgeois, <Maman>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아시아 여성 예술가인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1929～현재)는 고통, 불안, 공포와 매일같이 싸우고 있으며

예술행위를 계속하는 것만이 그녀를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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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116) 쿠사마 야요이는 1929년 3월 29일 일본

나가노 마츠모토시 지방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집안의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녀

의 어머니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화목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쿠사마 야요이의 어머니는 아

버지와 아이들을 억누르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설 자리가 없었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그녀의 어

머니는 엄격한 훈육자로서 순종적이고 여성적이기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쿠사마를 때리거나 창고에 가두는 등

매우 가혹하게 벌하였다. 그녀는 1931년 제2차세계대전의 참혹한 공

포를 경험하고 반 강제적으로 군수공장에서 낙하산 재봉작업을 하

게 된다. 이렇듯 쿠사마 야요이는 유년시절 부모님의 무관심, 아버

지의 부재, 어머니의 냉소적인 양육방식, 전쟁의 불안과 공포, 봉건

사회의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 여성에 대한 멸시 등의 경험을 통

해 신경질적인 강박장애를 갖게 된다.117)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따라다녔던 강박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생동안 작품제작과 예술 활동에 매달려왔다. 그

녀가 60여 년 동안 매달려온 점(Dot)과 망(Net)의 무한 반복은 다양

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

다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히 예술창작이 아닌

그녀의 정신적 안정과 유일한 친구의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쿠사마의 어머니는 그림을 빼앗고 찢어버리는 등 폭력

과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23세에 개인전을 열었으며 점과 망의 묘

116) 김순자,「강박장애의 관점에서 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세계」,『美術治療硏

究』,Vol.23 No.2, 한국미술치료학회, 2016, p.634에서 재인용.

117) 위의 논문 p.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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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강박환영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조지아 오키프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동기를 얻게

되고 미국행을 반대하며 그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뒤로하고 예술의

활동무대를 1957년 미국으로 옮기게 된다. 낯선 환경과 극도의 가

난, 무명의 서러움으로 시작된 그녀의 미국생활은 일본에서와 마찬

가지로 환영과 환각, 신경질적인 강박으로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

다. 그녀의 작업방향은 회화로 시작하여 조각과 퍼포먼스로 변모하

였고 그녀의 편집증적인 망과 점을 이용한 예술표현은 환경설치 및

길거리 퍼포먼스, 해프닝, 영화, 패션 작업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되

었다. 뉴욕에서의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과 친구의

죽음,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 그녀는 다시 일본으로 돌

아오게 된다. 일본에서 그녀는 소설과 시를 써서 자신의 존재를 알

렸고 여러 차례 전시회 및 개인전을 통해 강박증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녀의 엄청난 작업량은 그녀가 스스로를 예술 속에 가두는 강박

적 행위이지만 동시에 강박환영과 불안, 공포, 아픔을 소멸시키는

치유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인생과 예술작품은 강박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치료방식이자 예술의 승화과정이기에 예술을

통한 건강한 자아 찾기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

녀의 이러한 다변화된 예술행로는 자아를 발견하는 정체성의 확인

과정이자 자전적 이야기로 함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자신의 병

을 이겨내기 위한 고통, 욕망, 강박, 환각에 지친 삶과의 투쟁이자

치유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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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쿠사마 야요이, <호박>, <스티커 퍼포먼스>

[그림 31] 쿠사마 야요이, <A Dream>, <Dots Obsession 2013>

[그림 32] 쿠사마 야요이, <Manhattan Suicide Addi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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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에 삶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

다. 심리적인 공격성을 장신구에 표현하기 위하여 장신구에 가시나

뿔,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으며 크기를 과장되게 키우거나 화려하게

제작했다. [그림 33]과 같이 연구자의 장신구는 신체를 과도하게 감

싸면서 연약한 자아에게 공격적 에너지와 방어의 힘을 제공해 준다.

이는 ‘남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이자 무의식 속에 내재되

어 있는 나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 되었다.

[그림 33] 윤상희, <A red wing 2005～2006>, <초록뿔의 공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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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업은 각각의 작품마다 표면에 장식이 들어간다. 때로는 공

격적이고 돌출된 입체물이고 때로는 반복된 문양으로 존재한다. 돌

출된 형태는 사용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려한 색과 문

양으로 시각적 장식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연구자에게 있어 장식의

반복은 내면에 억압된 감정의 강박적 표출이다. 과거의 기억들을 무

의식적으로 반복 재생시킴으로써 스스로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얻고자 함이다.



- 138 -

6-2. 작품제작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 합 시리즈는 연구자의 삶과 불안한

심리를 대변해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연구자의 ‘합’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상처받아 슬퍼하는 마음 속 비밀스러운 공간이자 여자의 공간이다.

합의 형태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

결합과 분리, 하나가 둘되기처럼 연구자는 합을 통해 삶의 모습을 구

체적 형상으로 실체화시킨다. 이는 멀어진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고 닫혀있는 그녀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

다. 억압받고 상처받은 여성들의 삶을 연구자와 동일시하여 합의 형

상을 통해 그녀들의 절규를 표출하였다. 합 시리즈를 통하여 나는 공

예라는 예술행위가 삶을 표현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는 대안의 공간임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림 34, 35]의 작품들은 합을 단계별로 분리한 사진이다. 연구자

는 일반적인 2단 분리구조의 합 형태에서부터 다단계의 4단 분리

형태까지 여러 방식으로 합을 제작해 보았다. <작품 3-1, 3-2, 3-3,

3-4>는 천연 옻칠을 이용해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하이폴

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삼베를 5회에서 8회 이상 붙여 기물의 두께

를 만들었다. 기물이 대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황토 대신 탄분을 사용했다. 탄분은 알갱이의 입자가 작고

중량이 가벼워 미세한 공간을 메우기 적당하며 생칠과 잘 섞이기

때문에 협저태칠기법에 자주 쓰인다. 삼베로 원하는 두께를 모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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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후 베면을 톱으로 잘라 형태를 조각낸 후에 내부의 하이폴을 완

전히 제거하고 다시 재조립하였다. 재조립한 전체 형태의 면을 고르

게 맞추고 그 위에 생칠을 칠하여 강도를 높였다. 완성된 기물은 뚜

껑부분과 몸체부분으로 다시 디자인 한 후 톱으로 잘라 분리하였다.

협저태칠로 제작한 기물은 일주일 이상 칠장에서 더 건조시켜 혹시

마르지 않았을 미세한 부분의 칠까지 완전히 건조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다시 일주일 정도 자연건조 시키면서 삼베 두께층의 수

분을 모두 제거해 준다. 이와 같이 후처리를 하는 이유는 칠면과 칠

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협저태칠한 기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뒤틀리거나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작품 3-5, 3-6, 3-7, 3-8, 3-9, 3-10, 3-11, 3-12>는 3D 프린터

로 형태를 제작하였다. 이는 협저태칠기법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대

칭구조와 길게 뻗어 나온 자유 곡선을 구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연구자는 원하는 기물을 스케치 한 후, 라이노 3D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형태를 모델링하였다. FDM 3D프린터로 모형을 출력한 후 조

각된 출력물을 재조립하였다. 조각된 출력물은 순간접착제로 아주

작은 표면만 살짝 붙인 후 호칠(糊漆)118)을 이용해 전체 면을 붙여

나갔다. 출력된 기물은 호칠과 면천으로 싸면서 최종적으로 형태를

결합하였고, 이렇게 표면이 후가공 처리된 합은 다시 전통 옻칠기법

과 같은 방식으로 색을 도포하고 문양장식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

성하였다.

118) 호칠이란, 찹쌀풀과 생칠(生漆)을 6:4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백

골표면에 베를 붙이기 위해서 만든 옻칠 풀(접착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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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비밀 공간 (Secret space) : 몸통과 뚜껑 2단 분리

[그림 35] 검은 삐에로 (Black Pierrot) : 몸통과 뚜껑 4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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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출력한 합은 협저태칠기법에 비해 제작 시간이 빠르

고 조형이 자유롭다. 또한 복제가 가능하여 제품을 양산(量産)해 판

매할 수 있다. 이는 공예가 다른 산업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는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타 산업과 융·복합적으로 결합이 가능하

다는 비젼을 제시해 준다. 형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후에는 각각의

주제에 맞는 상징적인 색채를 선정하고 다양한 옻칠기법을 이용해

표면을 장식하였다. 3D프린터와 전통 옻칠과의 만남은 협저태칠기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완성도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화학재료인 3D프린팅의 ABS

출력물의 표면을 자연재료인 옻칠로 마감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표

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친환경적이면서 심미적인 공예품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이는 3D프린팅 출력물의 후처리를 위한 마감재로서

옻칠이 하나의 대안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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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비밀 공간 (Secret space)

봉긋 솟은 두 산은 우리가 둘인지 숨기려 한 몸이 되었다. 

어미가 아이를 안 듯, 슬픔이 눈물을 안 듯, 그리움이 시를 안 듯, 그렇게 

둘은 하나가 되어 비밀을 품었다. 

나의 불안은 언제나 비밀에 숨어있다. 

나의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은 도리어 나를 폐쇄적으

로 만들고 불안에 떨게 했다. 

소리 없이 가슴으로 우는 버릇은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오래도록 고치

려 해도 여전히 똑같다. 

소리 내어 엉엉 울고 싶은데.....

숨어서 울던 소녀는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숨어있다. 

소리 내어 우는 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 작업 노트 2013

나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비밀 공간 속에 불안을 담고 싶었다.

아픈 기억들을 아름다운 공간에 담아 소중히 품에 안고 소리 내

어 울어보고 싶었다. <비밀 공간>는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의 공간

이다. 삶이 힘들어 지친 어미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을 때 그녀의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곤 했던 모습을 닮았다. 어린 소녀는 그녀

가 왜 우는지 몰랐지만 함께 슬퍼했다. 그녀의 눈물이 소녀의 빰에

닿을 때면 소녀는 더 큰 소리로 엉엉 울곤 했다. 소녀는 어미의 슬

픔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달랬다. 그렇게 둘은 늘 하나가

되었다. 어른이 된 소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슬픔을 달래곤

한다. 혼자만의 슬픔보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포옹’은 마

음의 안정과 불안한 마음의 평정(平靜)을 가져다준다. 연구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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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의 포옹이 그리워 오늘도 ‘비밀 공간’ 속에 슬픔을 숨긴다. 아무

도 나의 불안과 외로움, 두려움을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마음을 치

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비밀 공간’을 찾는다.

<비밀 공간>은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하이폴로 형태를

성형 한 후 삼베를 덧붙여 두께를 올렸다. 제작 시간은 총 6개월이

걸렸다. 수십 번의 사포질과 칠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상단의 보

라색과 하단의 노란색은 보색대비를 이룬다. 이는 명시성을 강조하

면서 동시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이다. 신비로움을 상

징하는 보랏빛을 따뜻하고 노오란 손길이 안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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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비밀 공간 (Secret space)

협저태칠, 옻칠, 삼베, 자개, 두부 / 265×205×350(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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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붉은 산 (Red Mountain)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밤이 오려나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있다. 

어찌나 빨갛고 커다랗던지 산을 불태운다. 

붉은 산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나에게 산이 말한다.  

이젠 걱정 말라고..... 다 산에 두고 가라고... 

어릴 적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버릇이 있었다. 

아무도 몰래 밤이 되면 베란다 창을 열고 밖을 지켜보았다. 

창문을 열고 혹시나 올지도 모를 그를 걱정하며 기다리곤 했다. 

오늘은 오시려나... 혹여나 멀리서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슬픈 기다림은 소녀를 빨갛게 불태웠다. 

그 소녀가 이젠 붉은 산이 되어 그를 마음에 담았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둠에 묻혀 길을 잃을까봐 

그녀는 붉게 서서 그를 기다린다. 

언젠가 한번쯤은 나를 보러 오겠지.... 

슬픔과 아픔, 불안과 공포, 기다림과 눈물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붉은 산이 

되었다.....    

- 작업 노트 2013

<붉은 산>의 외부에는 검은 강이 흐른다. 검정색 강은 기다림을

의미한다. 밤이 깊어지면 붉은 산을 등지고 걸었던 소녀의 기억 속

에 해 질 녘 검게 물든 강물은 고요했지만 무섭고 두려웠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등지고 걸어 나오는 소녀의 이별에는

항상 검은 강이 흐른다.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 두

자매는 늘 강둑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놀곤 했다.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어야만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두 소녀는 항상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무서운 그가 낮에 찾아와 두 소녀를 데리고



- 146 -

갈까봐 자매는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웠다. 아무도 모르게 강둑에 앉

아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밤까지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모두가 어둠에 묻혀 두 소녀를 찾지 못하는 순간 자매는 마

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별과 두려움, 심리적 안정과 공포는 항상 그

렇게 공존했다. 해가 지는 붉은 산은 소녀에게 불안의 끝 시간이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안정의 시작이었다. 어른이 된 그 소녀는 오

늘도 밤을 기다린다. 붉은 노을이 땅거미 질 때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은 서서히 아물어간다. <붉은 산>은 치유의 시간을 의미한다.

해가 지고 그가 떠나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안정의 시간이다.

<붉은 산>은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한 합이다. 하이폴로 형태를

성형한 후 삼베를 3～5회 이상 덧붙여 합의 두께를 만들었다. 검은

강의 형상은 한지를 이용해 장식했다.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사용하

여 그리움과 그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다. 해 질 녘 산 그림

자와 맞닿은 검은빛의 강을 황금색과 섞어 환상적인 기대와 설레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연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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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붉은 산 (Red Mountain)

협저태칠, 옻칠, 삼베, 한지, 925은, 금도금, 금가루 / 260×240×335(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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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검은 삐에로 (Black Pierrot)

매일 웃어야 하는 삐에로는 가슴 속 깊이 슬픔을 숨겨둔다. 

매일 광대짓을 하며 살아야만 하는 검은 삐에로....

감정이 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도 마음을 보여 줄 수 없는 나는 재(灰)가 되어 검은 눈물을 흘린다. 

그가 나를 두고 갈까봐 灰가 된다. 

그가 내게 다시 올까봐 灰가 된다.

灰가 된 나는 오늘도 웃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웃지만 뒤에 숨은 나는 흑색 눈물을 삼킨다. 

검은 삐에로는 잿빛 덩어리.........

그와 나는 검게 변해 서로를 사랑한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기다리는 나는 검은 삐에로.....

- 작업 노트 2013

<검은 삐에로>는 슬픔을 담고 있다. 소녀 때부터 가슴에 담은 슬

픔을 거짓웃음으로 위장한 채 나는 늘 혼란스러웠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싶지만 어느덧 나는 삐에로가 되어 나의 인생을 연기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삐에로의 가면을 쓴 채 서로에게 다

가간다. 나의 진짜 얼굴은 가면 뒤에 숨어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

고 상처받고 슬퍼하는지 상대는 모른다. 나는 매일 가면 뒤에서 그

렇게 그를 바라본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나는 이런

것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를 위로하지만 사실 나는 위로받고 싶었

다. 거짓으로 검게 변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아파하다가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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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했다.

삐에로는 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버린다. ‘타

인의 행복을 위해 나를 버리는 이의 마음은 얼마가 병들어 있을까?’

그 슬픔과 아픔을 <검은 삐에로>로 표현해 보았다. 감정을 버리고

태연하게 웃는 그녀의 잿빛 슬픔을 합에 담아본다.

<검은 삐에로>는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일반적인 합의 2

단 분리 구조가 아니라 상·하단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 합의 전체를

검정색으로 표현하여 우울과 슬픔, 응어리진 마음을 상징적으로 연

출했다. 자개를 이용하여 꿈틀거리는 눈동자를 표현하였으며, 유기

적인 형태는 생명력을 느끼게 해 준다. 그녀의 내면에 흐르는 따뜻

함과 소중한 기억들은 황금색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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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검은 삐에로 (Black Pierrot)

협저태칠, 옻칠, 삼베, 자개, 두부, 금가루/ 260×225×470(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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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금줄 (Gold Strings)

 

내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대문에 고추가 달린 금줄은 걸고 싶었다. 

그녀는 딸만 둘이다. 

나는 아들을 낳고 현관문에 고추가 달린 금줄을 걸고 싶었다. 

나는 딸만 둘이다. 

우리 아기 너무나 소중하여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대문에 금줄

을 건다. 

우리 아들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 금줄에 고추를 마디마디 엮어 대문에 건

다.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여 아무도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마음에 금줄을 

건다. 

금줄은 나를 보호해 주지만 나는 혼자가 된다. 

금줄은 나를 외롭고.... 외롭고.... 외롭게 만든다.  

홀로 그 안에 갇힌 나는 비밀이 된다. 

아무도 모를 슬픔을 품에 안고 눈물이 된다. 

내 마음의 금줄은 언제쯤 잘려나가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을까

금줄에 묶여 있는 나는 울고 있다.  

나는 칼(刀)이 되어간다. 금줄을 자르기 위해 나는 刀이 되어간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나는 刀이 되어간다. 

- 작업 노트 2013

<금줄>은 소중한 아기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금줄은

소중한 나를 지켜내기 위한 마음의 선(線)이다. <금줄>은 외부의

공격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아기가 오

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금줄이 지켜준다.

소녀는 어느덧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보호한다. 소녀는 어느덧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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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낸다.

<금줄>은 협저태칠기법으로 제작한 3단 분리형 합이다. 생명과

관련된 신비로움을 연출하기 위하여 어둡고 붉은 계열인 와인칼라

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출산문화 중 하나인 ‘대문 앞

에 금줄걸기’를 모티브로 착안하여 황금빛 줄무늬를 합의 표면에 장

식함으로써 강렬한 색의 대비효과를 주었다. 긴장감 있는 형태와 장

식구조는 내부세계와 외부세계를 강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금줄>은 여성을 담는 공간이자 여성을 보호하는 공간이 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어 스스로를 지켜왔듯,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차단해주는 평안의 장소가 된다.

[그림 36] 악마를 쫓기 위해 대문 앞에 걸어놓은 금(禁)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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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금줄 (Gold Strings)

협저태칠, 옻칠, 삼베, 한지, 금가루 / 285×230×480(H) m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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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줄 : 몸통과 뚜껑 3단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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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뚱뚱한 그녀는 죽음의 다이어트 중이다. (Death diet)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내 몸을 도려내며 죽음을 향하고 있다.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벌에 쏘여 피가 고이고 곪아 패여도 좋으니....

나는 곧 죽을 꽃이 되길 원한다. 

그녀는 다이어트의 감옥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꽃이 되어 죽어간다.

 - 작업 노트 2016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나는 사회가 규정해 놓은

미(美)의 완전체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인간의 욕망을 거세하

고 스스로의 감정을 차단해 버리는 행위는 참으로 잔인하다. 그녀에

게 강요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한 죽음의 고통이다. 유독 덩치가

큰 벌레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길을 걷는데

뒤뚱거린다. 뚱뚱한 벌레는 몸이 무거워 겨우 움직이는 듯하다. 뚱

뚱한 벌레는 마음이 무거워 겨우 그 자리를 피한다. 그녀의 삶은 매

일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기 위해 마음이 멍

들고 지쳐가도 그녀는 자신을 도려내며 꽃이 되길 원한다. 끊임없는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편식은 그녀를 병들게 하지만 아름다운 꽃이

되길 꿈꾸며 현재를 인내한다. 사춘기 소녀 때도, 푸르른 청춘에도,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쳐 힘겨울 때도, 중년을 바라보며 인생을 즐

길 때도 그녀는 다이어트를 시도한다.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미

(美)를 위해서 그렇게 그녀들은 스스로를 죽여 가며 상처를 입는다.

<Death diet>는 그녀들의 자화상이다. 벌에게 쏘여 피가 흐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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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어코 꽃이 되려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허황된 꿈과 거짓된

모습이 그녀를 병들게 한다.

<Death diet>는 FDM 3D프린터를 이용해서 형태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협저태칠기법으로 조형한 작업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

잡하거나 대칭인 형태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크

기의 복제품을 양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시도

가 절실했다. <작품 3-5>에서부터는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합

들이다. <Death diet> 합은 Cubicon Single(3DP-110F) 장비로 총

78시간 출력하였으며 재료는 PLA를 사용했다. 합의 사이즈가 프린

터기의 출력범위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 파트로 나누어 프린팅 하였

으며 최종에는 각각의 파트를 결합하여 마무리하였다. 3D프린터로

출력한 결과물의 표면은 거칠고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을 사포

로 정리한 후 옻칠로 도포하였다. 작품 전체의 색과 장식은 전통 옻

칠기법으로 진행하였다. <Death diet>는 무리하고 힘겨운 요가 동

작을 통해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면을 착안하여 디자인하였

다.

[그림 37] 죽음의 다이어트 드로잉 / 고난이도 요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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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뚱뚱한 그녀는 죽음의 다이어트 중이다. (Death diet)

옻칠, 삼베, 자개, PLA, 황동, 금도금 / 425×460×300(H) mm /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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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그녀는 죽음의 다이어트 중이다. (Death di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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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나는 30대 슈퍼맘 (I am in my 30s Super Mom)

[작품 3-7] 나의 20대 일기 (My diary in my twenties)

[작품 3-8] 나의 10대 사춘기 (My teenage years at puberty)

나는 왜 팔이 두 개 밖에 없을까........     

나는 늘 팔이 부족하다. 그래서 등에 메고, 목에 걸고, 허리에 차고, 양 손에 

든다. 

좋은 딸과 좋은 엄마와 좋은 아내와 좋은 선생, 좋은 ‘나’로 산다는 것은 괴

롭고 힘겹고 처절하다. 

포켓 속에서 튀어 나온 몬스터처럼 나는 변해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포켓몬. 

필요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 포켓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갈래갈래 뱀으로 꿈틀거린다. 

나의 팔도 마치 꿈틀거리는 뱀처럼 어지러이 움직인다. 

맞춤형 진화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처럼 나는 슈퍼맘이 되기 

위해 꿈틀거린다.

나도 때론 다 놓아버리고 싶다. 

정상적인 팔.. 두 개의 팔 만으로 살아가고 싶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다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한계치를 넘어선 무거운 짐을 양팔에 들고 21세기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

는 ‘나’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 작업 노트 2016

<나> 시리즈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있는 한 개체로서의 여성

들, 나의 모습을 대변한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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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존재가치를 찾는다.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가정, 직장, 사회 등 수많은 관계 속에

서 상대적 가치를 추구한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나의 팔들은

이러한 상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심리적 표출이다.

‘나’는 강한 여자이지만 그 속에는 나약한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

다. <나는 30대 슈퍼맘>은 연구자의 30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여성들의 모습을 닮고 있다. 일과 육아, 나보다 중요해져 버린 가족

으로 상실한 자아, 변해가는 신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30대

슈퍼맘>은 바쁘고 버거운 30대를 살아가는 현대여성을 표현했다.

3D프린터로 형태를 제작했으며 옻칠로 표면을 마감했다. 지치고 화

나고 불안한 30대 여성의 심리를 빨간 팔로 연출했다.

[그림 38] 윤상희, <슈퍼맘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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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20대 일기>는 연구자의 20대 청춘시절의 모습이다. 새롭게

닥친 낯선 환경과 갑자기 성인이 되어 버린 어리숙한 여자어른의

혼돈과 감정을 표현했다. 사랑도, 공부도, 일도, 서울살이도 연구자에

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다. 푸른 청춘이기에 모든 것을 이겨

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매 순간 연구자는 복받쳐 오르는 힘겨움

에 울곤 했다. 우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동굴 같은 어

두운 자취방에서 홀로 우두커니 있었던 <나의 20대 일기>는 화려

하지만 슬픔을 담은 그 시절을 이야기 한다.

<나의 10대 사춘기> 작품은 연구자의 10대 시절 모습을 조형적

으로 디자인한 합이다. 여드름 나고 신경질적인 10대 소녀를 만들고

자 했다. 불우한 가정 속에서 방황하던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

는 마음이 빨간 소녀를 표현했다. 심하게 우울하고 상처받아 힘들어

했던 사춘기 시절 소녀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해주려는 소망이 담겨

있다.

<나> 시리즈는 10대, 20대, 30대의 모습을 같은 모양으로 1.2배씩

확대하여 3D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었다. 3D프린터의 복제기능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여정을 표현했다. 40대, 50대 그 이상의 모

습도 3D모델링 파일을 확대해서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다. 개체수

의 복제는 작품의 제작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양산이 가능하게 만들

어 주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형태의 오브제를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작

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대의 모습은 언제나 변화무쌍하

고 가변적이어서 한가지의 모습만을 작품으로 제작하기에는 아쉬움

이 많았다. 논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연구자는 10대의 모습을 여러

개 출력해서 색, 문양 등을 각기 다르게 디자인하여 작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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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20대, 30대의 모습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복제하고 확대하면서 다양한

자아를 발견하고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진정한 나를 들여다

보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림 39] 윤상희, <라이노 3D모델링 30대, 20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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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나는 30대 슈퍼맘 (I am in my 30s Super Mom) / 옻칠, 삼베, 자개, ABS, 황동, 금도금, 두부, 금박 / 710×485×270(H) mm / 2017



- 164 -

[작품 3-7] 나의 20대 일기 (My diary in my twenties) / 옻칠, 삼베, ABS, 자개, 황동, 금도금, 두부, 금분 / 550×200×400(H) mm /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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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8] 나의 10대 사춘기 (My teenage years at puberty) / 옻칠, 삼베, ABS, 황동, 금도금, 두부/ 400×150×300(H) mm /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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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 붉은 젖가슴 (Red breast)

[그림 40] 윤상희, <붉은 모유(母乳) 2017>

사회가 내게 강요하는 모성애란 무엇일까.

시스템 속에 가쳐 버린 나는 어떤 어머니로 존재해야 하는가.

아이를 낳고, 내 살을 도려내어 젖을 물려

모유를 먹이는 나는 진정한 어머니인가.

가슴이 아프다. 젖가슴이 아프다. 

나를 잘라 아기에게 먹이고 나면 나는 점점 사라진다. 

어릴 적 어린 자매를 두고 일터로 떠나시는 어머니를 보며 참으로 냉정하다

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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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가 어린 자매를 두고 집을 나선다. 두 아이가 느끼는 분리불안은 

되물림 되고 있다. 

젖가슴이 붉게 변하도록 나는 어머니여야 하고 그녀도 어머니여야 했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하는 일은 누가 결정 하

는가.

피 흘리며 지켜온 그녀의 어린 자매도 어느덧 어머니의 길을 따라 가고 있

다. 

양팔에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던 과거의 그녀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그녀들

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의 모성애는 과연 누가 만든 어머니의 상(像)인가 

나의 젖가슴은 피로 물든다.   

 - 작업 노트 2016

[그림 41] 윤상희, <붉은 쌍둥이 젖가슴 2017>

젖가슴은 일반적으로 둥근 형태인데 <붉은 젖가슴>은 나선형이

다. 연구자의 <붉은 젖가슴>은 뾰족하고 과장되어 있다. 붉은 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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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가슴은 더욱더 분출하고 싶은 또는 어딘가로 빠져들고 싶은

욕망을 향하고 있다. <붉은 젖가슴>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자아의 불안과 슬픔, 공격성이 담겨

있다. 저돌적인 모습은 그만큼 강한 욕망을 분출한다. 젊은 시절 미

(美)의 기준으로 가슴을 치장하고 어머니가 되어서는 생명의 에너지

를 뿜어내고 늙어 병이 들면 도려내야 하는 그녀들의 젖가슴은 항

상 붉게 피멍이 들어 있다. 그녀들의 젖가슴 안에 생명의 젖줄이 아

닌 그녀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 힘들 때면 과감히 내 안으로 들어와

쉬었다 가라고 그녀들의 젖가슴을 비워두었다.

<붉은 젖가슴>은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옻칠 합이다. 쌍둥이처럼

좌우가 대칭을 이루며 서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여성의

유방을 표현하고자 했다. 양쪽 끝으로 붉게 솟아 오른 것은 합의 뚜

껑이다. 나선형의 붉은 장식은 젖꼭지를 상징한다. 아기에게 젖을

물려 피부가 곪아터지고 피가 흐르는 어머니들의 젖꼭지를 붉은색

으로 강렬하게 표현했다. 어머니라는 사회적 책무와 모성,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미지 속에 갇혀버린 여성들이 결국은 멍들어 가고 있음

을 푸른빛의 거대한 유방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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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 붉은 젖가슴 (Red breast) / 옻칠, 삼베, 자개, ABS, 황동, 금도금 / 350×600×220(H) mm /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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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0] 결혼의 악몽 (The bad dream of marriage)

여자의 결혼은 ‘뿌리박힌 감옥’이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 나오기 힘들다. 

여자의 일생은 땅속에서 검은 덩어리로 썩어간다. 

너무나 많은 시선과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 숨어 여자는 썩어간다. 

나의 뿌리는 하늘을 향해 싹을 피운다.  

나는 푸르고 화려하게 솟아오른다. 하늘에 닿고 싶은 녹색 손가락들은 태양

에 닿아 황금빛으로 물든다. 

여자의 절규와 공포, 폭력과 폭행, 외로움과 슬픔은 나무가 되어 솟아오른

다. 

거꾸로 거꾸로 바람을 따라 뿌리는 춤을 춘다. 

- 작업 노트 2016

<결혼의 악몽>은 결혼의 틀에 갇힌 불행한 여성들의 모습을 형

상화하고 있다. 결혼은 남녀가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의 연(緣)을 맺는 의식행위이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에 있어 인

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체의 운행과도 같은 자연의 섭리이

다. 하지만 결혼은 제도권 안에서 남성의 권력구조 속에 여성이 억

압되고 통제되면서 모든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결혼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자유의 박탈과 침략은 여성을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면서 가족과 모성애라는 수갑으로 평생을 희생하도록 강요했다.

<결혼의 악몽>은 땅 속에 묻혀 썩어가는 뿌리처럼 타인의 시선 속

에 자신을 맞추며 점점 검게 변해가는 여성들을 조형적으로 묘사하

고 있다. 작품에서 표현한 ‘악몽’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불길하고

예사롭지 못한 징조로서, 또는 현재의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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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끔찍한 심정을 나타낸다. 하단의 검붉은 뿌리로부터 상단의 푸르

른 녹색 빛을 향하여 작품의 색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어둡고

불안한 현재를 새롭고 평화로운 밝은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소망

이 담겨 있다.

[그림 42] 윤상희, <악몽 2017>

<표 7>은 3D프린터를 이용해 <결혼의 악몽> 옻칠 합을 제작하

는 과정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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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3D프린터기를 이용한 옻칠기(漆器) 제작과정

1
단
계

라이노 3D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합 디자인 모델링하기

2
단
계

FDM 3D프린터를 사용하여 모형 출력하기  

3
단
계

3D프린팅 출력물의 표면 정리하기 
▼ 

3D프린팅 출력물 조립하기

<표 7> 3D Printer를 활용한 옻칠 합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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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3D프린터기를 이용한 옻칠기(漆器) 제작과정

4
단
계

출력물 표면 위에 
토회칠 바르기 2회～3회

▼
생칠 바르기2회～3회

▼
호칠 바른 후 

삼베붙이기 2회

▼
토회칠로 천의 눈 

메우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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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3D프린터기를 이용한 옻칠기(漆器) 제작과정

▼

사포로 표면 다듬기

5
단
계

생칠하기 2회

▼
흑칠하기 3회～4회

▼
원하는 색깔 옻칠 

올리기
(3회～5회)

▼
문양 장식하기

6
단
계

광내기

▼ 
기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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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0] 결혼의 악몽 (The bad dream of marriage)

옻칠, 삼베, 자개, ABS, 황동, 금도금, 두부, 금분, 금박 / 340×340×785(H) mm /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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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1] 그녀의 잠재의식 (Her subconscious mind)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피해 다니든지...

아무도 모른다. 내 꿈속이니까....

프로이드가 찾아낸 무의식의 세계는 꿈과 연결되어 있다. 꿈속에서 나는 먼 

과거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미래의 나를 스치듯 마주하기도 한다. 

그를 만나 공포를 느끼고 피해 다니면서 소녀는 소리를 지른다. 

깨어나면 나는 그대로다.... 

검붉은 내 모습, 황소의 뿔처럼 현실 속의 나는 그대로다. 

땅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자아는 눈동자가 되어 나를 노려본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다. 

꿈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욕망과도 만난다. 현실에서 잊고 지낸 나의 원초적 

욕정(欲情)과 욕구는 꿈에서 속삭인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고, 너를 지우고, 너를 가두지 말라고....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나를 슬며시 들춰본다.    

 - 작업 노트 2016

꿈은 참 고맙다. 꿈속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기고 하고, 관찰자가

되기도 한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수많

은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나 자신’을 형상

화하고 있다. 여러 눈으로 여러 곳을 응시하고 있으며, 어디론가 향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무의식의 세계를 자연의 원초적인 색과 뇌 신경계의 뉴런처럼 복잡

하게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무의식의 세계

인 하단부분과 현실세계의 상단부분을 경계 짓기 위하여 상단에는

교칠(膠漆)기법을 이용해 검고 응어리진 텍스처를 주었다. 본 작업

에서 눈동자는 자아를 상징한다. 순수하고 아이 같은 자아가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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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숙이 들어가면서 숨어있는 인간의 본능과 욕구로 서서히 변모해

간다. 세상 속에 본능을 숨긴 늙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붉은 눈동자

로 표현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3D프린터로 형태를 제작한 옻칠 합이다.

ABS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하단 부분의 크기가 기존의 3D프린터

기의 출력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4개의 파트로 분리해서 출력한

후 조립하였다.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하단부분에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빨간 눈동자를 그려넣었다. 눈동자의 외부

를 자개로 장식하여 신비스럽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으며, 패

턴으로 표한한 색채들은 혼란스러운 자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윤상희, <그녀의 잠재의식 2017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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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1] 그녀의 잠재의식 (Her subconscious mind)

옻칠, 삼베, 자개, ABS, 금가루 / 590×475×460(H) mm /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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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2] 수리수리 신(神)수리 (Red eagle)

[그림 44] 윤상희, <눈물의 날개 2017>

항상 기도한다. 제발 이루어지라고.... 

수리수리 신(神)수리 요술램프를 향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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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미 어른이고, 엄마이고, 선생이지만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다. 누군가를 향한 서러움과 미움, 그리움과 기다림이

이제는 점점 퇴색되어 간다. 공격의 대상이 사라지면 좋으련만 이제

공격의 화살은 나를 향하고 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향해 기도했다. 제발 나를 붙잡아달라고... 

어릴 적 겪었던 불안함과 극도의 외로움, 분리 단절되는 공포를 멀리 날려 

보내고 나를 감싸 안아달라고 부탁해본다. 

바다 위를 날던 붉은 독수리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내가 데려가고 싶었다.   

 

나를 쏘아보던 독수리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두려워말라고 나와 함께 날아 보라고 매섭게 쏘아보던 독수리의 눈동자가 

낯설지 않다. 

붉은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내게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 안아주라고.......

멀리 날아간 그 붉은 독수리가 이제는 내 곁에 잠들어 있다. 

  - 작업 노트 2017

<수리수리 신(神)수리>는 하늘을 날던 독수리 연(鳶)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합이다.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커다란 연

을 날려보았다. 매서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붉은 독수리 연은

강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며 멀리멀리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연을 따라 달리고 서고 달리며 계속 하

늘을 바라보았다. 구름도 없는 푸르른 하늘을 거침없이 날고 있는

독수리가 어느 순간 나는 부럽기 시작했다. ‘너도 나처럼 날수 있냐

며, 너도 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냐’며 질문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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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독수리는 나의 영혼을 자극했다. 결국 독수리 연은 바람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멀리멀리 날아가 버렸다. 아무도 그 연을 찾을 수 없

었지만 그 붉은 독수리 연은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불안과 슬픔으

로 뒤엉키고 그리움과 미움으로 혼란스러운 나에게 독수리는 마법

을 걸어주고 떠났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겨우 이런 일들로

그렇게나 아파할 필요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 진다고’

그 붉은 독수리는 나의 마음을 보듬고 정화해 주었다.

합의 뚜껑을 열면 합의 내부에 독수리의 눈동자가 그려져 있다.

이는 사용자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겨져 있는 권력이나 감시, 두려

움을 지켜주기 위한 상징적 존재이자 심리적 수호신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3D프린터기를 이용해 형태를 출력했다. FDM 3D프린

팅 출력방식을 이용해 ABS를 적층구조로 조형했다. 사포로 표면을

정리한 후 옻칠로 색을 도포하였고, 문양은 독수리의 날개를 모티브

로 디자인하였으며 자개로 장식했다. <수리수리 신(神)수리>는 오

랜 세월 연구자의 곁을 지켜주면서 힘들 때 마다 고민과 슬픔을 합

속에 담아 마음을 치유해주는 안정의 공간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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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2] 수리수리 신(神)수리 (Red eagle)

옻칠, 삼베, 자개, ABS, 금분, 황동, 금도금 / 355×355×250(H) mm /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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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 신(神)수리 (Red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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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 속 약자들, 억압받고 있는 제2

의 성(性)은 나와 동일시된 표상이자 위계구조 속 피해자들이다. 나

는 사회 제도와 외부의 규제보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억압과 자라

온 성장과정, 심리적 트라우마가 강박적 불안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치료하고 해소해 왔다. 특히

옻칠 작업에 입문하면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경험은 외

부의 부정적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은유적 형태 연구

를 나의 창작행위의 본질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었다.

내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은유적 사물과 색채로 풀어나가는 과

정은 진정한 나의 실존방식이었으며, 방어기제로 발현된 처절한 몸

부림이었다. 결국 사회 혹은 타자와의 소통을 도모하면서 자아를 찾

으려는 의도가 장신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오브제들로 표현된

것이다. 특히 장신구를 정지된 사물의 영역에서 벗어나 소통의 도구

이자 상징적 언어를 담고 있는 움직이는 사물로 이해하고 마임을

이용한 배우의 행위를 통해 타자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공예가들

의 일반적 창작 태도와는 다른 행위로서 토마스 쉐프의 연극심리치

료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식물을 바라보고 여성의 신체와 연결하는 등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해 온 주술적 행위들의 본질을 바탕으로

오브제를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만끽하는 태도도 작품

의 결과를 독특하게 이끌어 주었다.

한편, 전통옻칠기법과 재료에 대한 실험 그리고 3D 프린팅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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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등이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주제에 걸맞는 독특한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칠(漆)의 끊임없는 재생능력과 반복성, 강력한 차단기

능이 유약하고 힘겨워 하는 자아를 보호해 주는 심리적 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3D프린팅으로 출력한

사물의 외형을 몰드로 활용하여 협저태칠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

한 연구에는 자유로운 형태의 제작과 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년시절 경험했던 아버지와의 이별, 딸로 태어나 환영받지 못했

던 가족 안에서의 자괴감, 그리고 어머니의 강인한 모성애 등에 대

한 기억들과의 화해에 대한 시도가 이 연구 작품들의 미적 특질을

이끌어내고 있다. 스스로를 괴롭혀 왔던 불안의 감정은 작품제작에

몰입할 때마다 카타르시스, 해방, 화해, 치유 등의 언어로 정화되어

나갔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경험한 내부적 상처와 슬픔을

작품에 기록하면서 치유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큰 소득이

었다.

마지막으로, 현대 미술사에서 여성의 삶을 어렵게 하는 억압적 요

소들을 제거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는 치유의 방어기제

들이 다양하고 특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옻칠기법과 소재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

식이 예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비평의 언어들이 만들어

지는 기회가 빈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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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ttchil Works Designed to Escape

from the Anxiety of Repressed Sexuality

Yun, Sa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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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ve continuously impinged against the world, incessantly

defending myself and creating things in the uncomfortable reality

and social system encountered while living as a woman. So, I have

made efforts to escape from women’s social roles and

unreasonableness that I have long experienced and felt and the

memories of injuries and torments. My immersion in actual craft

processes has been helpful in safeguarding myself from mental

anxiety and negative emotions and communicating with the society.

The goal of the research on the defense mechanism of the

psychological functions is to protect oneself from strange looks from

outside, dispel anxiety, and keep oneself and it implies the desire to

heal the internal conflicts and wounds suffered by a woman.

The research proceeded first with the examination of the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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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experienced by human beings. I surveyed the types of

anxiety and its social backgrounds with the theories of existential

philosophy and psychoanalysis, identifying my own anxiety and

compulsive behaviors and exploring possible treatments in defense

mechanisms. Through my research, I understood the world of

unconscious through Freud’s psychoanalytic theory and thereby

discovered deep inside myself the trauma of the separation anxiety,

loneliness, and wounds that I suffered when I was young. And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I could externalize the compulsive

anxiety and internal wounds that had chronically tormented me and

explore means for metaphorical catharsis. Drawing, repeated ottchil

application, and my research on colors and patterns enabled the

expression of the message that I wanted to get across.

While studying the symbolism of the colors and figuring out the

meanings of the colors traditionally used in daily life, I investigated

the magical effects and psychotherapeutic possibilities as well. The

coloring paint used in this research paper is ottchil(Korean

traditional Lacquer). Ottchil is a tool for color expression, but I laid

store on the magical significance, temporality, and the peculiarity of

the materials. Since completion of ottchil requires suitable

operational condition and environment, I had to conduct ceaseless

inquiries into the materials and exercise endless patience. As ottchil

involves rapporting with the operator and controlling the full gamut

of the creative process, its repetition and immersion deliver

psychological stability. In effect, the physical properties and work

process of ottchil made the ess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earch project, serving as an indispensable factor for constit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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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phorical message.

For forming methods in ottchil, I mainly used traditional

Hyeopjeotae Ottchil technique and 3D printer. Traditional

Hyeopjeotae Ottchil technique is considered the most tricky of the

traditional lacquering methods, and as it takes long and mass

production is out of the question, it is used to make top-of-the-line

premium craft pieces. 3D printer is a digital technology that can be

freely formed to the shape and size chosen by a researcher’s

preferences and is frequently used in modern industry. Thus,

combining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technologies, a new

research project in a new form provided by ottchil was possible.

For the works which I built with ottchil as its subject matter and

technique, I wanted to ensure a clear delivery of the theme with

exaggerated form, the intense contrast of colors, and the

construction of symbolic patterns. In a nutshell, I wanted to

incorporate a message in the diverse forms of accessories, fixtures,

and abstract stereoscopic structures.

I describe the research projects as ‘Reconciliation in Nature’,

‘Communication through Theatrical Jewelry’, and ‘Cathartic Space

and Healing’ in Chapters Ⅳ, Ⅴ, and Ⅵ,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my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and healing.

In ‘Reconciliation in Nature’, I wanted to present in the form of an

accessory the looks of girls and modern-day women who have

suffered from pain, suppression, and diseases, especially with a

focus on the vitality and rhythmicality of plants. In ‘Theatrical

Jewelry’, I wanted to create accessories of communication that guide

women who are suppressed and psychologically exhaus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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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for healing. The actress who wears the accessories delivers

the message with bodily gestures in the form of mime, thus

continuously attempting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in the

chapter of ‘Cathartic Space and Healing’, I wanted to delive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ultimately take the audience to the space

for healing where they can experience catharsis by using the space

of escape and putting and dissolving the secrets and sufferings of

life in it.

The creative craft work involves relieving the symptoms of

compulsive anxiety and purifying the mental wounds, that is,

providing, as in religion, catharsis in which people get their internal

sufferings and wounds healed and thereby recover their calm. The

time in which I could regain psychological stability while continuing

with my ottchil work meant a peaceful rest away from all my

uncomfortable experiences of the reality. I hope that the research

outcomes will serve as means to heal the modern-day women of

their anxiety that they experience while being still suppressed as a

sexual minority and help guide the audience to the space for

psychological stability.

Keywords : repressed sexuality, women, anxiety, healing, craftwork,

Ottchil, 3D printing

Student Number : 201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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