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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동양회화에서 인물화의 연원은 오래되었다.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암각

화(岩刻畵)로부터 시작하여 현대 인물화로 오기까지 고분벽화, 그리고 견

이나 종이에 초상인물화 등의 다양한 기법과 재료들이 동원되어졌다.

대체로 기원(祈願)의 뜻을 담거나 권계적인 목적, 그리고 조상의 제사에

활용되는 제향(祭享)목적에 이르기까지 인물화는 광범위하게 제작되어졌

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 대체로 주술적 목적과 내세의 평안 또는 현세의

발복을 위해 그려지거나 후손으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한 교화

(敎化)나 감계(鑑戒)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 그 후 차츰 시대적 상황

이 드러나거나 내면적 성정이 드러나는 쪽으로 진행되어졌다.

인물화의 변화가 두드러지기는 근대에 들어서이니, 서구문화의 수용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미의식과 표현방법의 문제가 대두되어지게

된 것이다. 예컨대 유교문화적 가치체계의 시·서·화 일치를 근간으로 하

는 회화양식의 붕괴가 가속화되어지면서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여 내면적

상황과 자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구자의 논문주제 속 인물화가 등장하기 까지

있어왔던 기존의 전통인물화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인물화를 그리는

타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물화의 근대적 표현확

장에 이르기까지의 미술사적 과정과 화론의 관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근대이전에 이루어진 전통적 인물회화들을 중심으로 도판들과 함께

알아보았다.

또한, 전통회화 속 인물화의 개별자적이고 시대적인 특징들에 대해 서술

하였다. 전신론과 상외지상론을 중심으로 전통인물화 속 전신개념과 현

대인물화 속 전신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본 연구자의

회화 속 인물화 속에서 드러나는 허와 실을 통해 상외지상을 어떻게 드

러내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적 표현방식과 양식들

이 근대적 시대 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굴절되고 개인 개성화되어 나타



나는가를 다양한 참고도판들과 함께 고찰하였다. 또한, 전통인물화가 근

대인물화시기로 옮겨오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유, 불, 도 삼교(三敎)를 중

심으로 그려진 인물화들에 대해 비교 서술했으며 아시아 삼국을 비교하

며 근대시기에 그려졌던 인물화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시대 한국

의 선전과 국전에 드러난 인물화들에 대해 분석, 서술하였다. 그 시기 인

물화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현대인물화 속 나타나는 인문들의 표현방식과

비교 서술하였다. 그리고 사회, 인문학적 시선으로 본 현대사회의 단면들

과 연구자가 느끼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그 관점에 접근하였다. 이를위해 주제인물

화의 한 표현방법으로 연구자의 자의식적 인물표현을 동원하였다. 방법

적으로는 배경과 대상을 구획지음 없이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하려하였

다. 전통인물화에서 인물화에 집중하도록 중심과 배경 혹은 주변으로 설

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인물과 장소 혹은 상황이 등가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전통인물화에서 인물의 표현 방법속에 내포하였던 은

유적 가치체계와 양식을 탈피하여 상황과 인물이 유의미하게 함께 읽혀

지도록 시도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에서 인물화가 사회를 드러내는 방식들

에 대해 알아본다. 작가가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표현해내는 방식들을 도판들과 함께 알아본다. 이를위해 ‘취급

주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사를 통해 도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도

하였다.

결론을 통해서는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물화가 가졌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고 현대회화에서 작가의 인물화가 가지는

함의를 되새겨 보려 하였다.

주요어: 전통인물화, 초상화, 자의식, 내면, 자본주의, 소비사회

학 번: 2014-30424



Ⅰ. 서론

1. 연구목적

미술의 표현방법은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왔다.

동아시아 전통산수화 양식이 농경 사회적 미의식과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고 양식 변천을 해온 것처럼 인물화의 변천사를 보더라도 사

회체제와 시대와의 관련양상은 자명하다. 물론 동아시아의 인물 표현방

식과 그 흐름이 서구 회화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빈번하고 다채로운

양식변천을 해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설적

으로 시대적 미의식을 표현하며 전개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오랜 유교 사회적 미의식을 기반으로 한 집단

적 양식들의 변모가 가속화되어지게 되었고, 작가 개인의 내면적 자의식

을 드러내는 경향들도 빈번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화되고 양식화된 미

의식과의 충돌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

은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온 중, 한,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인물화

양식의 저변을 고찰하면서 이 양식들이 어떻게 근대적 격변을 거치며 그

양식이 굴절되고 더불어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는 작가적 자의식과 상충

혹은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에 입각한 문치(文治)중심의 보이지 않는 신분서열

속에서 형성되어온 지배층 구조의 미학이 1910년대를 기점으로 속속 변

모하게 되면서 기층민의 삶과 정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는가 하

면 사회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인물표현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특히 근대적 격변을 겪은 중국미술에서 두드러져보였다. 신해혁명

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문과 예술표현의 변화는 개인개성의 출로를 열었

고, 다양한 표현들이 가속화되어 나오게 되었다.1)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

1) 1911년, 부르주와 혁명가 손문과 황흥 등이 이끈 신해혁명에서는 “오랑케를
   내쫒고 중화를 회복하며 민국으로 수립하고 지권을 평등하게 한다(驅除韃虜, 

回復中華, 創立民國, 平均地權)”는 강령과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 혁명 
주장이 제출되었다. 이것은 부르주아 민주혁명강령이었기 때문에 이 혁명은 완
전한 부르주아 혁명의 물결은 신속히 전국을 휩쓸었다. 1911년 10월, 무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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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중국처럼 그러한 격렬한 변화는 없었지만 자생적이었건 타자

에 의한 것이었건 조형예술의 근대적 모색이 이루어지게 된 것 또한 사

실이다. 이 시기 특히 인물화에서는 두드러지게 서구문화의 수용과 갈등

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미의식과 표현방법의 문제가 대두되어지게 되었

다. 예컨대 시·서·화 일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인 회화의 붕괴가 가속화

되어지면서 개인의 내면적 상황과 자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물화의 근대적 표현확장에 이르기까지의 전

통양식과 화론의 관점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전통적 표현방식과 양

식들이 근대적 시대 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굴절되고 개인 개성화되어

나타나는가를 다양한 참고도판들과 함께 고찰하였다. 특히 급속하게 산

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사회와 그 속에서 부대끼고 갈

등하는 인간 군상들을 조망하면서 성장과 생산 일변도로 치닫는 흐름 속

에서 개인이 어떻게 상처받고 소외 받으며 동시에 내면적 불안감에 쫓기

고 있는가를 자의식적 회화표현을 통해 드러내려 하였다.

왕왕 사회심리학자들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와 피로사회, 단절사회 등으

로 명명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대량생산과 과잉소비 그리고 획일화된 전

자시스템의 생활방식 속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많이 드러

나는 징후는 불안과 갈등과 소외이다. 특히 세계적 I.T산업을 선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만연되어있어 보인다. 집단과 개인의

갈등, 욕망과 소외의 분출, 불안과 혼란의 가중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병리적 징후들이다. 청년실업과 빈부의 양극화문제, 거기에 긴장 속에 대

서의 봉기가 성공하자 혁명의 물결은 신속히 전국을 휩쓸었다. 1912년 1월 1
일 남경에서 손문을 임시대총통으로 만드는 임시정부를 성립시켜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260년 간 지속된 청조통치를 타도하고 2000년을 이어온 
봉건제제(封建帝制)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곧 제국주의와 중국봉건세력이 결합
하고 부르주아가 다시 자신의 동요성과 타협성을 보임으로써, 혁명의 승리는 
결국 북양군벌의 두목인 원세개에게 빼앗기게 되어 신해혁명은 실패하였다. 태
평천국, 무술유신으로부터 신해혁명이 실패된 시기까지를 보면 중국의 부르주
아, 쁘띠부르주아, 농민계급은 중국의 반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승리
로 이끌고, 나아가 중국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책임은 역사적으로 19세기 후
반기부터 20세기 초반기에 걸쳐 생산되고 점차 장대해진 중국 무산계급에게 
부여되었다. (廖蓋隆, 『中國共産黨史』, 199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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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남북 문제 등은 인물화에 있어서도 더 이상 평온을 가장한 전통적

심미표현 속에 안주할 수 없도록 작가를 내모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

에서 볼 때 미술이 시대와 사회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예민

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물화가 아닌가 싶고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의식적

인물표현을 통해 시대의 알고리즘으로서의 개인의 내면적 풍경을 드러내

보려 한 것이다. 의관을 갖춘 위풍당당한 정면 초상화나 장신구로 치장

하여 신분의 위엄을 과시하는 과거의 전통적 유교양식 대신 방호복을 통

해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나약해진 개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2) 우리사

회 도처에 도사린 위험 요인들은 시시각각 실시간 정보를 통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만한 사회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야 말로 위

험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호복

인간연작은 전원과 산림으로 도피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문명의

와중에 서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방호복을 입고 지하철역에

선 인간은, 그러므로 슬프지만 오늘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자화상인 것이다. 물론 오늘의 세계는 지구촌 어디고 할 것 없이 테러와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등으로 시달리며 과거 평화롭고 신비한 산수

화 속의 이상향을 꿈 꿀 수 없다. 그러나 이 잠복한 위험요인들 중에는

사전에 조정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

다.

과도한 생산라인의 가동을 조절하고 지나친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

안들이 모색되어지다면, 더불어, 시스템의 조종을 통해 지나친 경쟁 일변

도의 풍토를 개선해 나간다면 오늘의 우리사회가 처한 병리적 징후의 상

당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드러낼 뿐 처방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한 개인의 움츠려들고 나약해진, 그리고 불안과 겁

에 질린 모습을 방호복으로 은폐시킨 채 다소 기이해진 모습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 연출을 위해 배경과 대상을 구획지음 없이 하나의 장면으로

2) 양현옥, 「조선시대 초상화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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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하려하였다. 전통인물화에서 인물화에 집중하도록 중심과 배경 혹은

주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인물과 장소 혹은 상황이 등가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개인의 불안하고 스산한 자의식과 내면

풍경이 실은 옥죄어드는 외부적 상황과 흐름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불안과 소외에 내몰리는 나 개인은 이미 일방적으로 펼쳐지

는 상황 논리와 시스템 속에서 왕왕 항거할 수 없는 존재처럼 무력해진

다. 특히 고도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 속에 선 개인일수록 그 무

력감은 깊다.

더 이상 주변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며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있는

인물일 수 없는 것이다. 조직과 시스템의 광속적 속도감과 비정한 경쟁

구도 속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급급한 왜소하고 나약한 인간이 그나마 방

호복속에 자신의 실존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

적 상황 속에서도 의관 정제하여 잘 차려입고 후덕한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위와 위선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다. 연구자의 인물표현

이 왜곡되고 굴절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본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묘사와 표현의 방법들 또한 전통적 준묘법이나 골법

용필미학에서 벗어나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혹은 기하적인 구성을 하도록

의도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여백과 공간표현도 지양하여 화면 자체가 인

물의 자의식과 유기적으로 얽혀드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황속에 던져진 나의 모습을 하나의 피동체로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본연구자의 관점에서 작품제작을 통해

현대사회를 분석·비판하기 위해서는 동양미학과 화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신사조(傳神寫照)의

대상이자 수단과 목적으로서 존재한다.3) 전신이란 그려내고자 하는 인물

혹은 그 어떠한 상(象)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이다. 이 정신성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작가가 관찰 대상을 바라봄으로써(寫照), 그리고

3) 『세설신어(世說新語)』 교예편(巧藝篇)에 보면 고개지(顧愷之)은 인물을 그려놓
고, 간혹 몇 년 동안이나 그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
은 즉, 고개지가 말하기를, “사체(四體)의 아름다움이란 본래 묘처(妙處)와 무
관한 것이다. 전신사조(傳神寫照)란 바로 이것 중에 묘미가 있는 것이다. 최병
식, 『동양회화미학』 (서울:동문선, 1994), p.4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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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라봄을 바탕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신성(神)은 바라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조(照)를 통해서 불가시적인 정신이 드

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찰자가 대상을 오래바라보고 묘사함으

로서 그 대상이 갖는 사조의 가치를 얻게 됨을 이른다. 4) 고개지(顧愷

之,345-406)는 이러한 전신성을 통해 인물화의 정수가 얻어진다고 생각

하였다.

고개지(顧愷之)가 매번 사람을 그릴 때마다 간혹 수년 동안 눈동

자를 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 사연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신체

(팔,다리,머리,몸)가 아름답거나 추한 것과 오묘한 것은 본래 무관

한 것이다. 내면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표현하는 길은 곧 눈동자의

묘사에 있다.5)

본 연구자의 작업역시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현 사회를 드러내

고 특히 인물들의 표정, 행동묘사 등을 통해 은유적으로 사회현상에 대

해 서술하고 있다. 오대(五代)의 화가이자 화론가였던 형호(荊浩)는 필법

기(筆法記)에서 육요(六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첫 번

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운(氣)이다.6) 이는 사혁(謝赫,500년 경-535년

경) 의 육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운생동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비록 그림에는 육법이 있지만 여섯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중에 한가지

만을 잘 할 따름이다. 육법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기운생동을 말

하고 둘째는 골법용필을 말한다. 셋째는 물체에 따라서 형상을 부

여하는 것을 말하고, 넷째는 물체에 따라서 채색하는 것이다. 다

섯째는 경영위치이고, 여섯째는 전이모사이다.7)

4) 김미희, 「顧愷之의 傳神論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1, p.5

5) 愷之每畵人成, 或數年不點目精. 人問其故, 答曰, 四體姸蚩, 本無闕少於妙處. 
傳神寫照 , 正在阿堵中. 『晉書』 「文苑傳 · 顧愷之」, 中华书局, 1974

6) 갈로 저, 강관식 역,『중국회화이론사』, 서울: 미진사,1993,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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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은 여기서 기(氣), 즉 정신적인 것을 얻지못하면 아무리 상을 얻어도

이는 참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8) 다시 고개지로 돌아와서 고개지

는 형상으로서 정신을 드러내는 이형사신(以形寫神)을 강조하였다.

무릇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손을 모아 조아리고 앞을 보는데 앞

에 마주하는 대상이 없는 경우는 없다. 형태로서 정신을 그리는데

그 실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을 헛되이 하면 생기를 포착하는

작용이 어긋나게 되고 정신을 전하는 뜻을 잃게 된다.9)

상외지상론과 허실론 등을 언급하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

끼는 공허함을 화면 속에 나열할 때 동양화론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백

의 의미를 함께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대회화에서 그려지는 인물화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유추하고 해석해본다. 또한,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

로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영향을 받은 인물

들을 알아본다.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만연한 현대사회

를 살아가는 작가가 바라본 현대사회, 그로부터 이야기 되어지는 시대정

신과 이로 비롯되는 다양한 인물화 작업들의 목적과 표현방식에 대해 연

구해본다. 본 연구자의 회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위, 즉 상

(象)을 통해 그려지지 않은 새로운 상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경(境)을

만들고자 하였다.10) 본인은 논문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작가 본인

의 관점에서 사회 속 한 인간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그 과정 안에서 갈등

하는 인간군상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 사회를 살아나가며 느끼게 되는

내면적 불안감이나 상처받고 소외받는 상황에 놓인 인간을 회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은 대량생산과 소비사회 그리고 획일화된

7) 사혁, 『古畵品錄』 「古畵品錄序」, “雖書有六法 罕能該盡 而自古及令 各善一節 
六法者何? 一曰氣韻生動是也 二曰骨法用筆是也 三曰應物象形 是也 四曰隨類
傅彩是也 五曰經營位置是也 六曰傳移模寫是也.”

8) 갈로 저, 강관식 역,『중국회화이론사』, 서울: 미진사,1993, p.167 참조.
9) 顧愷之,「論畵」, 凡生人亡有手揖眼視而前亡所對者,以形寫神而空其實對, 荃生之

用乖,傳神之趨失矣.
10)김윤찬, 「象外之象론에 근거한 수묵의 현대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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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스템의 생활방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내몰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징후는 불안과 갈등과 소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

간과 인간의 거리를 좁혀준 인터넷의 발달은 되려 인간소외현상을 낳게

되었고 그 과학적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집단속 개인이 느끼는 소외

감과 불안감은 가중되게 되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과 빈부의

양극화문제, 거기에 한국사회만 가지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긴장고조는

사회적 불안과 압박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 사회학자들이 현 사회

를 피로사회로 일컫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11)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집단

과 개인의 갈등, 욕망과 소외의 충돌,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되는 불안과

혼란의 가중은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병리적 징후이다. 이러한 현상을 느

끼는 본인은 더 이상 평온을 가장한 전통적 심미 표현 속에 안주할 수

없도륵 느끼게끔 한다. 미술은 시대정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

야기를 하고자 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인물이 등장하는 인물화로 정해지

게 되었다. 본인의 인물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장신구로 치장하지도,

의관을 갖추지도 않고 있다. 대신 방사능 노출지역에서 입는 방호복을

입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안감과 소외감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

고 있다. 테러나 환경문제로 비롯되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작가들은 더 이상 과거 우리가 꿈

꿔온 이상향을 그려낸 산수를 그려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소들

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

다. 과도한 생산일변도를 조절하고 지나친 소비사회를 억제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면 , 더불어 지나친 경쟁 일변도의 시스템

을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처한 병리적 징후도 상당부분 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예술가는 이 사회가 가진 상처들

에 대해 드러낼 뿐 직접적 치료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

은 방호복을 입고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군상들을 그려낼 뿐이다. 고대에

서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그려지던 인물화 들 속 등장하던 왕이나 벼슬

11)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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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인물들의 모습처럼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앉은 인물화는 본인

의 연구 작품 속에선 찾아보기 힘들다.12) 비정한 경쟁 구조 속에서 적응

하고 살아남기 급급한 나약한 인간이 방호복 속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자의 인물표현이 비참하고 괴로워 보이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동양회화의 역사는 길다. 선사시대의 암각화로부터 무덤 속 고분벽화를

거쳐 견이나 종이에 그려진 초상인물화, 그리고 현대에 그려지는 다양한

인물화로 오기까지 다양한 회화사조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늘 인물화

가 중심에 있었다.13) 이는 비단 동양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서양과 동

양은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다양한 인물화가 그 나름의 목적을 가

지고 제작되어져 왔고 현대미술에 와서도 꾸준히 제작되는 장르 중 하나

이다. 서양의 경우 신화나 종교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는데 이는 종교

가 정치와 결탁하여 인물화를 통해 종교의 내용을 전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서양에서 제작되었던 대부

분의 인물화들은 신화나 종교의 네러티브를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동양

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인물화가 주로 그려졌는지 알아보면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동양의 경우 과거 역사의 기록, 혹은 신화의

내용들 뿐 만 아니라 기원의 뜻을 담거나 권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상의 제사에 활용되는 제향목적을 담고 있는 초상화

도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이처럼 과거 동양에서 제작되어온 인

물화는 그 시대적 상황과 함께 몇가지 목적을 안고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회화도 이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의 연구물로써,

또 제작물로써 시대정신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12) 신재호, 「조선시대 초상화의 표현기법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7

13) 김정선, 「高句麗 古墳壁畵 人物象의 服飾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p.7

14) 박미란, 「한국회화에 묘사된 인물 형상의 의미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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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방법과 내용

본 연구자는 인물화를 통해 현대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

하고 그 안을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불안과 고통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현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혹은 환경적 문제들

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이며 연구자는 그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연구자

의 관점에서 시스템 속에 놓인 개인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논

문은 동양인물화의 연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인물화로서의

본 연구자의 작업을 분석해본다. 이를 위해선 동양화론 중 전신론에 대

해 분석하고 본인의 작업과의 연관점을 잡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통인물화에서 전신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본다. 전신론에

대한 연구는 형신론과 전신론을 비교하여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신과

형사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전신론이란 중국의 고개

지가 처음 주장한 화론으로, 화가가 대상을 연구하고 그 외형을 따를 때

는 비단 외형 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성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함을 말

한다. 또한 현대인물화를 그리고 있는 본인의 작업이 전통화론인 상외지

상론을 응용하여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전통화론에 대한 연결지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상외지상론이란 겉모습으로 보이는 형상을 뛰어넘어선 상

을 의미한다.15) 본 장에서 다루어지는 상외지상론을 통해서 연구자의 그

림에 등장하는 대상들에 대한 은유적 대상들이 갖는 함의관계에 대해 파

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속 인물들이 입는 옷, 존재하는 공간 등을 이해할

때 대상이 하는 행동의 우스꽝스러움이나 대상의 코스튬이 주는 의미는

분명 보이는 의미가 아닌 하나의 은유체계이기 때문이다.16) 또한 본장에

서는 상외지상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자의 회사후소론과 연결하여 결국

작가가 그리는 대상과 작가의 연결성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 사회를 바라보는 연구자가 그려내는 대상과 그 대상을 그리는 연구자

15) 김윤찬, 「象外之象론에 근거한 수묵의 현대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6

16) 박미란, 「한국회화에 묘사된 인물 형상의 의미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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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성이 유리됨이 아닌 것, 즉 하나로 연결되어있음을 의미하기에

중요하다. 또한 본 장을 통해 근대 이전에 제작되어진 인물화들의 연원

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그 시기 그려진 인물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근

대시기로 넘어왔는지를 화론을 통해 알아본다.

또한, 전통회화의 인물표현을 삼교(三敎)를 통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

인물화의 연원에 대해 연구하며 종교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에는 동양

미술의 특징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고대 동양회화에서 초상인물화는 주

술이나 기원의 뜻을 담고 있거나 제사를 위한 제향목적, 또는 감계적 목

적을 갖고 제작된 경우가 많았다. 주로 내세의 평안이나 현세의 복을 빌

목적으로 제작 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동양미술에서 인물회화는 그

배경에 종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우선 도교의 경우 원시도교를 중심으로 도교의 원리를 인물화로 표현하

는 도석인물화가 일어나게 된다. 본래 난해한 도교의 원리를 인물화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데 대체로 난세를 피해 명산에 들어간다는 피세적 의

미가 강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에 들어가 기거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상태로 무엇에도 의존함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게 된다. 이

러한 자유를 『장자』에서는 ‘유(遊)’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

해주는 것이 「양생주(養生主)」의 포정해우(庖丁解牛)에서 기와 도를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다.17)

요리를 잘하는 포정이 문혜군(梁의 惠王)을 위하여 소를 잡은 일이

있었다.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고, 무릎을 구부

리는 동작에 따라 소의 뼈와 살이 갈라지면서 서걱서걱 쓱싹 소리

를 내고, 칼이 움직이는 대로 삭삭 철썩 고기 발라내는 소리가 울

었다. 그 소리는 모두 음률에 맞아 은나라 탕임금 때의 명곡인 상

림의 무악에도 조화되며, 또 요임금 때의 명곡인 경수의 음절에도

잘 들어맞았다. 문혜군은 그것을 보고 매우 감탄하면서 “아!훌륭하

구나. 기술도 어찌하면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느냐?”고

17) 신중용, 「道釋人物畵에 관한 硏究 : 조선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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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 이에 포정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기술이 아

닙니다. 신은 기술을 넘어 도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이

처음으로 소를 다룰 때는 소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어디에 어떻

게 칼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겨

우 소가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

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과 지각이 멈추어진 채 정신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천리를 좇아 소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 몸의

생긴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번도 칼놀

림의 잘못으로 티끌만큼도 살이나 뼈를 다친 일이 없습니다. 하물

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위있겠습니까…?” 살이 뼈에서 털썩하고 떨

어지는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칼을 든

채 일어서서 둘레를 살펴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득의만면한 채

한없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칼을 씻어 챙겨 넣었다.18)

당시 그려진 도석인물화 속 인물들은 도의 경지에 오른 선자, 선인들을

주로 그려내었고 특히 불로장생하는 과일로 대표되는 천도복숭아가 등장

하는 이미지를 통해 도교의 교리를 쉽게 전파하였다고 할 수 있다.19) 따

라서 도교의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면서 도석화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

해 분석, 연구해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의 경우는 불화뿐 아

니라 불상, 즉 불교조각이 성행하면서 동양인물화의 주요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도석인물화에 등장하는 선인들은 주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방향

성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불교인물화들은 주로 정적인 포즈로 앉아있거

18) 庖丁爲文惠君解牛,手之所觸,肩之所倚,足之所履,膝之所踦,砉然嚮然,奏刀騞然,  
  莫不中音 ;合於桑林之舞,乃中經首之會.文惠君曰 :譆,善哉,技 蓋至此平?庖丁  
  釋刀對曰 :臣之所好者道也,進平技矣.始臣之解牛之時,所見無非牛者.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止而神欲行.依平天理,批大  
  却,道大窾,因其固然.技經肯綮之未嘗,而況大軱平…?謋然已解,如土委地.提刀而  
  立,爲之四顧,爲之躊躇滿志.善刀而藏之.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동문선,1990) p.82
19) 홍원표, 「道釋人物畵에 관한 硏究 :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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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는 불교 교리와도 연결되는데 결국 불교에

서 열반에 오르기 위해선 순례가 필요치 않고 좌선의 상태에서도 가능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아는 불상들이

석가모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앉아 열반에 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불화에 등장하는 염화시중의 미소와 도석인물화에서 등장하는 선인

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다름은 각 종교가 갖는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바라 할 수 있다. 유교는 도교나 불교에 비해 일찍부터 개인의 형상이나

개성, 기질 등을 표현하였다. 그 당시 유교초상화는 사진으로서의 초상화

가 제작되는가 하면 권계적 목적으로 열녀나 효부를 기리는 초상화도 제

작되어졌다. 이시기 제작된 유교초상화들의 경우 관모를 쓰거나 의관 정

제하여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양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데 이러한 인물화의 양식 설정 또한 현대미술에서 그려지는 인물화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20)

또한 근대시기 제작된 인물화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근대시기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인물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연구해본다. 이는 현사회를 모

니터링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의 방법론에 대한 과거연구방법을 참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진 1911년의 신해혁명이

나 1919년의 5.4 운동 등을 예로 들며 당시 문예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반제국, 반봉건주의개념이 회화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21)

이 당시 이루어진 인물화의 변혁은 당시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는데

이러한 인물화 경향의 변혁을 정태형에서 동태형으로의 변화로 정의하고

삼국을 비교하며 연구를 진행해본다. 주로 이 시기 그려진 인물화의 과

거로 부터의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대상들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

었다. 즉, 의관을 갖추고 시선을 정면으로 한 지배층이 아닌 윗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에 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에 그려지던 정면 초상화로부터 획기적인 변화였는

20)양현옥, 「조선시대 초상화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p13

21)董必武传 撰写组, 董必武传: (1886-1975), 中央文献出版社, 2006, p.189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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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 것이었다. 기존

존재하던 정면초상화들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즈와 여러 군중이 등장하는

군상작업으로의 이행은 기존의 선 중심 회화에서 면 중심의 회화로 변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시기 그동안 중국을 유지해왔던 황제체제가

끝나고 공화제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근현대사는 엄청난 변혁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시기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미술분야인데 이러한

미술분야에서 나타난 변화상들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즉 이 시기 집단의

가치체계에서 개인의 가치가 우선되는 변화가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미술

또한 개인의 삶이 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의 변화는 중국사회의 엄청난 변화였다. 근대시기 미술의 변화를 겪은

것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경우

당시 일본문학과 비슷하게 개인의 사적취향이나 삶의 소소한 모습들이

생활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형식은

우리가 잘 아는 우끼요에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22) 삼교를

통해 인물을 분석하고 한중일의 인물화를 분석하며 근대시기의 인물화들

을 개괄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근대시기 그려졌던 인물화들을 근대시기의

인물 표현장에서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

생적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제에 의해 진행된 선

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제의 영향을 받은 화가

들의 작품이 역사에 남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전에서 인물화로 이

름을 올린 김은호, 김기창 등의 그림을 중심으로 근대시기 제작된 인물

화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그 후, 국전시대로 와서 진행된 근현

대인물화의 경향도 들여다본다.23)

22) 일본의 풍속화를 대표하는 우끼요에는 일본 민족 특유의 현세관을 나타내는  
 언어로 ‘우끼요’와 ‘우끼에’의 합성어이다. ‘우끼요’는 불교적 세상에서 나온  
 용어로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정토성불하는 것으로 여기는, 즉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한낱 슬프고 덧없음을 의미하며 불교에서는 ‘그 당시’ 혹은 ‘근심스런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윤세희, 「우끼요에 작품 연구- 목판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4

23) 유희승, 「‘선전’과 ‘국전’의 인물화 연구 : ‘동양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  
 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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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식적 인물표현의 장에서는 인물화의 표현범위가 확장된 배경에 대해

연구해본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생겼던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해 비롯된 회화예술의 변화를 되짚어보고 사회적 변화가 인간내

면에 일으키는 변화들에 대해 다양한 사회분석도서들을 통해 알아본다.

현 사회에서 생기는 다양한 불안요소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본 연구자의 작업을 사회학자들의 눈을 통해 재해석해본다. 종

교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티머시 켈러(Timothy J.Keller) 가 분석한 자본

주의시장에서 현대인들이 우상화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우상화가 현 사회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24) 여성들이 아프로디

테의 신전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

여 성형수술을 계속하거나 외형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 등

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현상 중 하나인 것이

다.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호킨스(David R. Hawkins)의 경우 자본주의가

극으로 갈 경우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불안요소 또한 함께 커짐

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으며 느끼

는 상대적 박탈감을 정확히 관통하는 이론이며 이를 통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과 그로인한 상처들을 볼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이다.25)

또한,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과도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들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쟁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을 땐 실패할 경우 다시 재

기하기 어려움이 있고 성공을 한 경우도 잠시 지체한 사이에 다시 뒤처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독일철학자인 한병철씨의 저

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6) 즉 한국사회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

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피로함을 느끼고 그 피로함으로 인해 결국 저성

장, 혹은 파생범죄등이 비롯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자의 회화는

이처럼 현사회에서 생기는 밝은 면이 아닌 어두운 면을 조망하고 이러한

면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민낱을 드러내고자 하기

24) 티머시 켈러, 이미정 옮김, 『거짓신들의 세상』, 베가북스, 2012
25) 데이비드 호킨스, 문진희 옮김, 『나의눈』, 한문화, 2001
26)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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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현상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작가가 드러내는 작업들에 대해 사회 현상학적으로 분석해본

다. 성과사회를 살고 있는 작가는 지치고 무기력한 인물들을 그려내고

그 인물들이 현 상황에 면역력이 생겨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냈

다. 이러한 드러냄은 사회학자들의 사회현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시대

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작품들을 심화해서 개괄하면서 작가가 동양화를 전공하고 그중에서도 인

물화를 그리게 된 과정을 나열한다. 방호복 인물연작이 나오기 까지 진

행된 다양한 회화들을 분석하고 연구해본다. 2012년부터 작업해온 ‘취급

주의’의 키워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나열하고 텍스트로부터 어떻게 현

재의 방호복연작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열해본다.27) 작가가

바라보는 사회에 던지는 물음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형되어오는가

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

관적견해로 바라보고 회화적으로 서술하는 일종의 보고서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27) 김지훈, 「문자의 회화적 표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16 -

Ⅱ. 전신론과 상외지상론의 변용

1. 인물화의 형신과 전신

   고장강(顧長康)은 인물을 그려놓고, 간혹 몇 년 동안이나 그 눈동자를 그

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은 즉, 고장강(顧長康)이 말하기를,

“사체(四體)의 아름다움이란 본래 묘처(妙處)와 무관한 것이다. ‘전신사조

(傳神寫照)’란 바로 이것 중에 묘미가 있는 것이다.”28)

‘전신’이란 동진의 고개지(顧愷之,344-405)가 전신사조론을 주장하며 처

음 등장한 단어로, 이는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대상의 외형 뿐만 아

니라 내면까지 그려내야 함을 말한다.29) 전신사조의 말 뜻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전신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즉 정신성을 형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며, 사조란 작가가 그릴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즉 불가시적인 것이고, ‘조’

는 가시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정신성은 가시적인 것을 통하지 않

고는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사조는 전신을 위한 것이고, 그 가치는 바

로 이 전신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작가가 그리는 대

상에서 전해지는 정신적 작용에 의해 사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0)[참고작

품1]

[참고작품1] Fragile the Fragile 中 R(Religion)과 세부이미지

28) 최병식, 『동양회화미학』, 동문선, 1994, p.47. 재인용. 敏繹 著,『中國美學思  
 想史』 (1989,濟惫書社, 濟南) 1卷, p.631

29) 유홍준,『조선 시대화론 연구』, 학고재,1998, p.64
30) 趙善美, 『韓國肖像畵硏究』, 열화당, 1994,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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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문신 겸 학자인 허목31)(1595-1682)의 논화「미수기언」중 자

신의 초상화에 쓴 글 「사영자찬」을 보면 “형태는 유형이나 정신은 무

형이다. 유형은 그려도 무형은 그리지 못한다. 형체가 잡혀야 정신이 온

전해지고, 유형한 것이 쇠하면 무형한 것도 물러가며, 형체가 다하면 정

신도 떠난다.”32) 라고 하였듯이, 당시 동양회화에서 형신론의 인식이 큰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청대의 심종건(沈宗騫,1750년경-1830년경 활동)의 『개주학화편(芥

舟學畵編)』33)「전신총론」을 보면 그는 “초상화는 전신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형(形)을 얻으면 신(神)은 저절로 온

다.”고 하여 형과 신을 겸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의 외형이란

시간이 지나면 그 겉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지지만 초상화 속에선 그 인물

이 외향의 모습을 넘어서서 불변의 특성을 드러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

다.34)

무릇 형체(形體)는 정신(精神)의 집이요, 기(氣)는 정신의 충실(充

實)이며 정신은 생명의 제어이다. 어느 하나라도 제자리를 잃게 되

면 이들 세가지가 모두 다치게 된다.35)

요컨대 회남자에서 언급하는 전신의 개념은 이 시기 철학적 토대에서

형성됨과 동시에 나아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일상의 개념으로 까지 보

31) 眉叟 許穆(1595∼1682)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겪은 학자이자 文  
 人이며 書畵家로 부각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대외적인 면으로  
 볼 때,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明·淸의 정권교체가  
 가속화 된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정권교체가 있던 시기였다. 또 병자호  
 란 후에는 淸과의 단절로 인해 서예를 비롯한 문화적 측면은 심한 침체적 시  
 기였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 격변의 시기임에도 사상과 문학, 예술을 겸

수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러한 인물 가운데 미수도 한 사람 이었다.
    이동하,「미수 허목의 사상과 서예술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2012
32) 유홍준,『조선 시대화론 연구』, 학고재,1998 앞의책, p.89
33) 『개주학화편』 : 중국 청대(淸代) 심종건이 저술한 전4권 29편의 논저이다. 그  

 내용은 1권 전신(傳神), 2-3권 산수(山水),4권 인물쇄론(人物瑣論)으로 구성되  
 어있다.

    김미희,「顧愷之의 傳神論에 관한 硏究」,p.6
34) 趙善美, 『韓國肖像畵硏究』, 열화당, 1994, p.426
35) 유홍준, 앞의책,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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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참고작품2][참고작품3]

족자로 제작된 ‘숲속에서’의 경우 ‘Fragile-man Project, 공원에서’의 사

진작업을 모태로 한다. 숲속에서의 경우 인도에서 작업한 후라질맨 사진

연작의 한 장면이다. 화면 안을 가득 채우는 나무와 자연은 보이는 그대

로 실제 존재하는 풍경이다. 사진 가운데 위치한 나무가 내뿜는 기운은

사진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주된 에너지이다. 이러한 기운이 족자 작

업으로 전해질 때는 역으로 나무를 생략하여 표현되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심종건의 “초상화는 전신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형을 기초로 하여

야 한다. 형(形)을 얻으면 신(神)은 저절로 온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응

응용하여 그 대상을 사라지게 함에도 정신성의 전달이 쉽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가득한 나무의 기운은

족자 속 인물화에선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나무가 사라지고 없는 자리

의 여백은 후라질맨 프로젝트사진을 본 사람에겐 그 기운으로 하여금

여백의 공간을 채우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전신사조론에서 정확한

형태의 묘사를 통해서만 그 정신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응용

함으로서 형사를 완전히 배제시킨 화면에서도 기존의 기운이 전달되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과정이다.

[참고작품2] 숲속에서, 30x55cm, 비단에 족자, 2018 (왼쪽)

[참고작품3 ] F r ag i l e-manP ro j ec t [후라질맨프로젝트,공원에서 ] ,

Delhi-India, 2018(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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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사조의 전신은 형사의 사조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는 곧 전신과 형사

의 관계로 놓고 볼 수 있다. 족자로 그려진 ‘숲속에서’는 ‘후라질맨프로젝

트’의 이미지와 같으나 다르다. 즉 전신과 형사의관계가 꼭 형사로부터

전신을 이룰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신

과 형사는 사의론36)과 사실론의 관계와 같이 결코 대립개념이 아니며

형사를 넘어 신(神)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름있는 화가들은 작은 소와 호랑이를 그릴 때 비록 털을 그리

나 대충대충 흉내만 낼 뿐이다. 만약 세밀하게 그리기를 힘쓴다면

오히려 용렬하게 될 것이다. 대충대충 흉내만 내게 되면 저절로

신관이 있게 되고 훨씬 생동적이다.37)

이 글에서 언급된 대충 그려진 소와 호랑이 털은 형과 신이 서로 융합된

털의 모습이고, 이는 정신과 융합된 형사만을 남기고, 정신과 무관한 나

머지 세세한 점은 생략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장언원은 역대명화기에서

아래와 같이 기운과 형사에 대해서 설명했다.

무릇 사물을 그리는 것은 반드시 형사에 있으며 형사는 모름지기

36)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한 미학적 논술 중 가장 이른 것은 춘추시대(春秋
    時代 BC 770~403)콩쯔(공자孔子 BC551~479)2)의 미학사상에 관한 약간
    의 논술이다.당시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戰國時代 BC403~221)로 들
    어서는 시기로 전반적인 사회변화로 계급과 의식형태가 변하면서 다양한
    미적견해들이 생겨났다.콩쯔를 비롯한 멍쯔(맹자孟子),한페이쯔(한비자
    韓非子)등 인문학자들의 예술의미와 형상에 관한 견해는 이후 화가들의
    미학적 이론에 근거가 되었다.이러한 견해는 작품제작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비평이라기보다 문인들의 저술에 드러난 단편적인 글들을 바탕으
    로 하고 있으며 당대의 회화역시 전문화가라기보다는 낮은 신분의 화공
    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魏晉南北朝時代 220~589)
    에 이르러 도가(道家)에 중점을 두고 미를 즐기며 이를 통해 진리를 탐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의론이 형성되
    기 시작하였다.“이형사신(以形寫神)”3),“천상묘득(遷想妙得)”4),“기운생동
    (氣韻生動)”5)등과 같이 현대의 창작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화
    론들이 등장한다. 
    김수민,「현대 동양회화에서 재현(再現)과 사의(寫意)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2012
37) 徐復觀,권덕주 역, 『중국예술정신』, 동문선,2000,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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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기를 완전하게 해야 하는데 골기와 형사는 모두 입의에 기

본을 두고 용필로 귀착된다.38)

이는 비록 형사를 얻기는 하였으나 기운은 살아있지 못하며 기운으로써

그림을 구한다면, 형사는 그 사이에 있게 된다고 한 것이다. 만일 두루

미치지 못하면 헛되이 형사만 늘어놓게 되고 필력이 강하지 못하면 헛되

이 색채만 드리우게 되니 이는 오묘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기운과 형사

라고 하고 미학 개념에 일종의 변증법적 고찰을 하였다.39) [참고작품2]과

[참고작품3]속에서 드러나는 회화의 연결고리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해

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당말 오대의 화가이면서 화론가이기도 한 형호는 그의 필법기에서

무릇 그림에는 육요가 있으니 첫째는 기요 둘째는 운이요, 셋째는

사요, 넷째는 경이요, 다섯째는 필이요, 여섯째는 묵이다.40)

라고 하여 사혁의 육법41), 특히 기운생동을 연상하게 한다.42)

그는 형사와 진실의 요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써 “사란 그 형은 얻었으나

그 기는 잃은 것이요, 진이란 기와 질이 모두 성한 것이다.”43)라고 답하

여 진실이란 신사와 형사가 겸비된 것을 말하는데 기(氣)를 버리고 화

(華,외형)만을 취하는 것은 참된 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38) 온조동 저, 강관식 역, 『중국회화비평사』, 미진사, 1994, p.134
39) 허영환, 『중국화론』 ,서문당,1988, p.39
40) 荊浩,《筆法記》, 夫畵有六要 一曰氣 二曰韻 三曰思 四曰景 五曰筆 六曰墨
41) 사혁의 육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섯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첫째는 氣韻生動이요,둘째는 骨法用筆이
   며,셋째는 應物象形이고,넷째는 隨類賦彩이며,다섯째는 經營位置이고,
   여섯째는 傳移模寫이다.”
   “六法者何?一氣韻生動是也,二骨法用筆是也,三應物象形是也,四隨類賦
   彩是也,五經營位置是也,六傳移模寫是也.”
   謝赫,『古畵品錄』.
   張彦遠,조송식 譯,『歷代名畵記』,上,시공사,서울,2008,p.81
42) 葛路 著, 姜寬植 譯, 『中國繪畵理論史』, 미진사, 1993, p.149
43) 위의 책,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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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언원은 『역대명화기에서』

혹자(或者)가 나에게 고개지(顧愷之), 육탐미(陸探微), 장승요(張僧

繇),오도현(吳道玄)의 용필(用筆)은 어떠한가 하고 묻기에 대답하

기를, 고개지(顧愷之)는 굳세면서도 견밀(蜸密)하게 이어져 있고

제대로 순환하여 心隋筆運 取象不感하다. 격조는 빼어나서 바람과

번개가 치는 듯 빠르다. 뜻이 붓에 앞서 있으며 그림이 완성된 뒤

에도 작가의 의도한 바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보이는데 이것은

신기(神氣)를 온전하게 다 해냈기 때문이다.44)

라고 하여 필(筆)과 기(氣)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인의 회화에 등장하

는 인물들의 묘사 또한 서양의 회화와 다르게 동양의 필을 운용하여 선

을 통한 면의 구성을 진행한다. 이는 생명력 없는 색면이 아닌 기운생동

한 획의 구성으로서 보여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방호복 속 인물의 방호복

묘사또한 생명력을 갖는다. 방호복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결

국 현대적인물화 속 터럭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않다.

[참고작품4]

[참고작품4] 정렬,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오른쪽)과 세부

(왼쪽)

즉, 장언원은 어떠한 대상의 특징을 잡아 그릴 수 있다면, 그 대상의 근

44) 張彦遠,『歷代名畵記』, 卷2,「論顧陸辰吳用筆」, 惑問余曰 顧陸張吳用筆如河 對  
 曰 顧愷之迹 緊經聯先循環超忽 調格逸易風趨電疾 意存筆先 畵盡意存 所以全  
 神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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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그려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국 형상과 정신이 통일성을 갖게 된다

고 하였다. 또한, 고개지는 『위진승류화찬(魏晋勝流畵贊)』 에서

무릇 그림은 인물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은 산수이며, 그 다음은

개와 말이다. 망루와 누각은 일정한 기물일 뿐으로서 그리기는 어

렵지만 좋아하기는 쉬운데, 遷想妙得(생각을 옮겨 妙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 재주로 그 품등을 나눌 수 없다.45)

라고 하여 인물화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의 회화 속 방호복은

이러한 인물묘사의 중요함을 부각시켜주는 존재로서 회화 속에서 나타난

다.[참고작품5]

[참고작품5] 쉬다, 130x9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참고작품5]의 쉬다 속 인물이 입은 방호복은 그러한 맥락에서 인물이

45)顧愷之, 『魏晋勝流畵讚』. 凡畵,人最難,次山水,次狗馬.臺榭一定器耳,難成而易
好,不大遷想妙得也.[此以巧歷,不能差其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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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 어려운 상황, 혹은 그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 제목과 상

반되는 인물의 불편한 포즈는 방호복의 주름묘사와 명암의 대비로 인해

더욱 그 상태를 도드라지게끔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물화에서의 전신성은 과거 그 인물의 눈동자, 혹은 터럭의 묘사

등 얼마나 대상의 형사를 자세하게 묘사하는가 였다면 현재 본인의 작업

속 인물화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대상의 아도를 방호복으로 옮겨오며 동

시에 대상의 방호복은 인물의 감정, 상태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특징

으로서 존재하게 된다.[참고작품6] 이때 방호복의 자세한 묘사는 전신 그

자체이다.

[참고작품6] 후라질맨-Goal, 장지에 먹과 채색, 130x97cm, 2018

위작품은 전신론에서 고개지가 강조한 눈동자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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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다. 즉, 실제 눈동자는 존재하지않으나 얼굴부분에 그려진 과

녁의 형상 중 만점에 해당하는 가운데노란부분은 새로운 고개지가 말한

눈동자가 되어 그림을 보는이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눈동자가 바라보

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 인물화에서 중요시 했던 기운생동 또한 이러한 방호복, 즉 形

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신성과 형사의 관계는 기운과 무관한 형사

를 생략시키면서 형사를 초월한 정신성을 얻을 수 있다. 唐 張彦遠의

『歷代名畵記』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 언원은 시험 삼아 이렇게 논한 적이 있다. 옛날의 그림은 형사

를 버리고 골기(이것은 기운의 기이다)를 숭상하여 형사 밖에서

그 그림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속인과 함께 말하기 어려운 일이

다. 요즈음의 그림은 설령 형사를 얻더라도 기운이생동하지 아니

한다. 기운에서 그림을 추구하게 되면 형사는 저절로 그 사이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 만약 기운이 두루 미치지 못하면 헛되이

형사만을 늘어놓게될 터이고, 필력이 굳세고 힘차지 않으면 하릴

없이 채색만을 잘하게 될 터이니 신묘한 그림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화가들은 대체로 겉모습은 잘 그려 낸다.

그러나 형사를 얻으면 기운이 없고, 채색을 갖추면 필법을 잃고

마니 어찌 그림이라고 하겠는가?46)

결국 장언원은 형사와 기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 형사는 기운을

담을 수 없으나 기운은 형사를 담을 수 있다.그리고 이때 기운을 담은

형사는 대상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47)

46) 張彦遠, 兪劍華 注釋, 『歷代名畵記』권1, 「論畵六法」, 29~30면, “古之畵, 或  
 能移其形似, 而尙其骨氣, 以形似之外求其畵, 此難與俗人道也, 今之畵, 縱得  
 形似, 而氣韻不生, 以氣韻求其畵, 則形似在其間矣 …… 若氣韻不周, 空陳形  
 似, 筆力未遒, 空善賦彩, 謂非妙也 …… 今之畵人, 粗善寫貌, 得其形似, 則無  
 其氣韻, 具其彩色, 則失其筆法, 豈曰畵也?”

47) 양창석, 『동양 회화의 意境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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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사조론과 상외지상론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개지의 사상의 정수는 바로 전신이다. 또

한 이는 이형사신, 즉 그 형상으로써 정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설신

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정신성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지 알아볼 수 있

다.48)고개지가 배해(裵楷.?-3세기초중경)의 초상을 그리는데 뺨 위에 터

럭 세 개를 덧 그리고 이르기를 “배해는 명찰한 식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식견의 표현이다” 라고 하였다. 보는 사람이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뺨 위에 털 세가닥이 그려짐으로써 신명(神明)이 뛰어남을 느낄 수 있었

다.”49)이는 대상이 가지는 실체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려내야 그 대상의

정신성을 오롯이 전달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사실적인

부분들의 묘사가 완벽할수록 그림 속 대상 또한 생명력을 갖는 인물화가

된다는 내용이다. 고개지가 추구했던 그림도 결국 대상의 기질이 그림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 하여야 했다. 그랬기 때문에 형과 신이 분리

된 그림들은 수준 낮은 그림이라 하여 비판하였고 형과 신이 함께 겸비

된 그림들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무릇 그림은 인물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은 산수이며, 그 다음은

개와 말이다. 망루와 누각은 일정한 기물일 뿐으로서 그리기는 어

렵지만 좋아하기는 쉬운데, 遷想妙得(생각을 옮겨 妙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 재주로 그 품등을 나눌 수 없다.50)

고개지는 위의 글처럼 그림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인물을 그리는 것

48) 『유의경세설』『세설신서』라 불렀으나,북송이후로 현재의 명칭이 되었으며,德   
 行,言行부터 惑溺,仇隙까지의 36門으로 나눈 3권본으로 정해졌다.志人小說의  
 대표작이다.이 책은 선행하는 동류의 재료와 晉나라 裴r啓의 『語林』이나 郭  
 頒의 『魏晉世語』등을 바탕으로 하여,유의경을 중심으로 한문인들이 선택,수록  
 한 것으로 보인다.당시의 지식인과 중세 豪族의 생활태도를 생기발랄한 콩트  
 식으로 묘사하였으며,한말부터 위진 무렵의 귀족계급 주변의 사상풍조를 후세  
 에 상세히 전하고 있다.

   권순영, 『顧愷之의 繪畵論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5,p1
49) 갈로, 앞의 책, p.84. 장언원 『역대명화기』 권5.
50) 顧愷之,『魏晋勝流畵讚』.凡畵,人最難,次山水,次狗馬.臺榭一定器耳,難成而易好,  

 不大遷想妙得也.[此以巧歷,不能差其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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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물은 대상이 갖는 정신성을 그대로 본떠야 하기

때문인데 단순히 누각의 형태 등 을 본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일컫는 말이다. 본인의 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

이 방호복들의 묘사가 그림 속 다른 것들의 묘사보다 더 치밀하게 그려

짐을 볼 수 있다. 본인의 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은 방호복의 묘사

에 중점을 둔 것도 이러한 연유에 있다.

무릇 살아있는 사람은 손을 모아 조아리고 눈으로 보면서 앞에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형태로써 정신을 그리는

데 그 실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을 헛되이 하면 생기를 포착하

는 작용이 어긋나게 되고 전신을 전하는 뜻을 잃게 된다. 그 실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을 헛되게 대하게 되면 크게 잃고, 마주 대하

되 바르지 못하면 곧, 조금 잃게 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51)

그림 속 인물 앞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람, 혹은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

고 이는 그림 속 인물의 행동이 곧 주변의 상황을 반증한다는 이야기이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혹은 동태의 치밀한 묘사가 그 인물의 정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물의 묘사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2)

[참고작품7]후라질맨-유치하게유치권행사중,장지에먹과 채색, 162x390cm,2018

51) 顧愷之,『論畵』.凡生人無 有手揖眼視而前無所對者.以形寫神而空其實對,筌生之  
 用乖,傳神之趣失矣.

52) 권순영, 『顧愷之의 繪畵論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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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회화에서 등장하는 방호복 인물들 또한 그러하다. 이들은 모두

한방으로 걷거나 한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등을 볼 수 있는데

그림 속 인물들이 한곳을 바라볼 때에 인물이 바라보는 곳은 그림 속에

존재하지 않으나 이들의 움직임이나 동세 등으로 그 공간, 혹은 시간의

생생한 상황을 전달시키게 된다.

본인의 회화 속 등장인물들이 입은 방호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인들이 겪는 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이다.

물론 이러한 옷을 입는 다고 하여 사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부터 보호

받을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옷을 입는 그림 속 인물들은

어딘가 우스꽝스럽고 안쓰럽기 까지 하다. 이러한 방호복은 그 묘사가

치밀할수록 방호복을 입는 행위가 주는 느낌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

묘사에 주안점을 두었다.[참고작품6] 그렇게 함으로서 시대속에 투영된

자의식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옛 신선도의 치렁치렁한 의복속 인물이

자연을 갈구하는 그 시대 인물의 의식을 투영한 것이라면 방호복 역시

또하나의 시대적 산물이라 할 것이다.

[참고작품8] 정렬,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고개지의 전신론을 자세히 보면 神을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그 정신성을 작가자신이 아닌 회화 속에 등장하는 대상에게만 적용시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럴 경우 작가가 자유롭게 정신성을 회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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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림 속 대

상, 즉 인물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주변 풍경이나 자연으로 그 대상을 옮

겨갈 경우 정신성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다. 이를 심종건(沈宗騫)은

『개주학화편(芥舟學畵編)』에서 인물의 본성은 결국 외형의 특징을 통

해 취할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53)

화법(畵法)의 유(類)는 많지만 그 유래에 있어서 전신사조(傳神寫

照)가 가장 오래이며, 대개 이것으로서 옛 성인(聖人)이나 선현(先

賢)의 神(精神)을 후세(後世)에 전할 수 있다. 형(形)이나 모(貌)라

하지않고 신(神)을 일컬었던 것은 천하(天下)의 사람에는 형(形)이

같은 자(者)가 있거나 모양이 비슷한 자가 있으나 神에 이르러서

는 능(能)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인 까닭이다. 작자(作者)가 만약

에 그것을 형사(形似)에서 구하려 한다면 모나고 둥글고 살지고

마른 외형에 있어서 수십인 중에도 또한 닮은 자(者)가 있을 것인

데, 어찌 전신(傳神)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54)

이 글에서 보면 결국 심종건(沈宗騫)은 인물화를 그림에 있어서 인물의

외형에서 드러나는 형사를 넘어서서 그 대상이 가진 성정인 정신성을 전

달하는 것까지 표현해야함을 일컫고 있다. 즉 이러한 정신성이 우주의

道와 통하게 된다.55) 바로 이것이 상외지상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시인 사공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넘어선 상을 상외지상,

경외지경 이라고 하였다. 이는, 화가가 대상의 실체로부터 파악할 수 있

는 형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미

학자 장파에 따르면 형상의 층위에는 세가지 개념, 즉 ‘경(景)’, ‘상(象)’,

‘경(境)’ 이 있다. 이 중 경(景)은 눈앞의 실체를 그대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내 눈앞에 있는 형상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다. 상(象)역시 이

와 같은 성격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겉모습 자체를 보이는 대로 인

53) 권순영, 『顧愷之의 繪畵論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5, p.14
54) 淸,沈宗騫, 『芥舟學畵編』: 畵法門類至多,而傳神寫照,由來最古,蓋以能傳古聖先  

 賢之神搜諸後世也.不曰刑曰貌而曰神者,以天下之人,形同者有之,貌類者有之,至  
 於神則有不能相同者矣.作者若但求之形似,則方圓肥,卽數十人之中,且有相似矣,  
 烏得謂之傳神?

55) 김기주, 「중국산수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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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경(景)과 상(象)의 차이점이 존재 할 텐데

경(景)이 보이는 대상의 실제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면 상(象)은 그 대상

의 허구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56) 만약 본인이 어떠한 풍경을 보

고 와서 그 풍경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이야기를 듣는 이는 본인의 이야

기를 토대로 그 풍경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그 풍

경을 보고 느꼈던 감흥을 더해 풍부하게 설명한다면 듣는 이는 좀 전과

다른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풍경을 의상(意象)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작품9] 고속도로의 9월, 160x130cm, 장지에 채색, 2016

위 그림의 경우 9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를 지나던 당시의

풍경이다. 당시 고속도로는 한여름의 열기를 아스팔트로 뿜어내고 있었

56) 장파(張法), 백승도 역, 『장파교수의 중국미학사』, 푸른숲, 2012,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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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차 안의 에어컨을 켜두어도 그 열기가 너무 강해 등에 땀이 흘렀

다. 고속도로 1차선은 아스팔트 공사로 비워져 있었고 시속 80키로로 달

리는 나의 차 밖으로 도로공사 직원들과 인부들, 그리고 차선을 피해가

라는 의미를 담은 화살표를 등에 업은 트럭이 종종 보였다. 당시 자동차

의 계기판에 찍힌 외부온도는 38도였는데 도로의 풍경은 불지옥 같았다.

본인은 당시의 풍경을 묘사함에 있어 하늘의 풍경을 붉게 묘사하고 그

외 풍경은 그리고 난 후 설백으로 지워버렸다. 이는 그날 찌는 듯이 더

웠던 풍경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함이었다. 위 그림에서처럼 감

흥을 더해 상상해낸 풍경은 의경(意景)이 된다.57) 그렇다면 삼교에서의

상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양철학과 미학

에서 도가와 함께 중요한 뿌리가 되는 유가 미학에서 형상(象)에 대해

이야기할 때 회사후소(繪事後素)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그림을 그리기

전 흰 비단으로 바탕을 깔 고 난 뒤 그린다는 것으로 예술적 행위를 하

기 전 그 작자의 심성 또한 깨끗한 후 시작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58)

자하가 물었다. “‘예쁜 웃음에 보조개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여!

흰 비단으로써 채색을 한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이 있은 뒤에 하

는 것이다.”(자하가 말했다) “예가 뒤인가 봅니다.”공자께서 말씀

57) 의경의 발생에는 주체가 형상과 마주하기 이전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요소들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동시에 반영되는 것으로서 감상
    주체의 의경은 주체마다 갖고 있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자체의 차
    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수한 생명의 존재와 인연의 수만큼 의경의 세
    계는 넓고 방대하다 할 수 있다. 
    또한,하나의 감상 주체가 개별적인 내면의 자아와 마주하는 시각에서 의경을  

 바라보면 감상 주체의 삶속에 체험한 의경으로부터 예술형상과 마주하기 이  
 전에 형성된 정감이 바탕이 되어 예술형상과 조우하는 순간에 촉발되는 의경  
 은 파도와 같은 물결로 다가와 존재 자체를 삼키고 순식간에 녹여낸다.이는   
 예술작품에서 느끼게 되는 감동의 연원과도 상통하며,파도의 일렁임과 같이   
 존재의 심상 속에 움직임을 심어놓고 존재의 감각을 일깨운다.깨워진 감각으  
 로 존재의 의식은 새롭게 전환되며 이를 거처 의경은 존재에 각인된다.

    장혜란, 『회화에서 의경意境과 경계境界의 표현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2015, p.27

58) 심현섭,「孔子 禮樂思想의 미적 탐구 - 禮事後素의 해석과 興觀群怨의 함의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25권,2006, 한국 유교학회,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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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나를 일으킨 자는 상이로다. 비로소 가히 더불어 시를 말

할 수 있도다.”59)

‘회사후소(繪事後素)’는 그림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떤 것인지를 자하와 공자의 대화로 나타내주고 있다.60)

즉 예술을 하는 이의 심리상태가 제작되어지는 예술품에도 고스란히 전

해진다는 것을 강조하여 예술을 하는 것도 내면의 수양과 같다고 생각하

였다. 그렇다보니 예술이 도덕적 측면과 그 괘를 함께 하게 되는데 미선

일치(美善一致)의 개념이 유가미학의 특징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그렇다

면 불교에서의 상(象)의 개념은 어떻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유가미학이

예술에서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격을 수양한 후

상(象)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불교에서는 서양의 음

영법을 받아들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암을 사용하여 입체감

을 내게 되었고 양감을 특징으로 하여 상(象)이 가지는 실체를 과학적으

로 드러내게 된다.61) 위진(魏晉)시대에 불교가 발전하며 회화에서 중심

사상이 되었다. 이 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개지(顧愷之)또한 출현했

다.62) 이시기 불교는 선종불교였는데 미학적 특징으론 예술가 개개인의

59) 동양고전학회 편, 『논어집주』, 유도회출판부, 1998, pp. 43-44, “子夏問 巧  
 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禮後乎 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백범영, 「『논어』의 ‘繪事後素’에 관한 미술학적 고찰」,  
 2009, pp. 107-108에서 재인용.

60) 박시내, 『素·絢의 美學的 개념을 통한 造形表現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7, p4

61) 본격적인 서양화의 소개는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로 리치(MatteoRicci,1552
   〜1610)가 1582년에 명의 만력제에게 성모상,예수상,조판화 등을 전달하면서
   이루어졌다(강재언,이규수,1998:27).마테오 리치가 1601년(만력 29년)북경에
   도착하여 만력의 신종제를 처음으로 알현할 때 헌상한 물품 가운데에 서양 그
   림이 3폭 포함되어 있었는데,이 그림 모두가 천주 내지 성모상을 그린 종교화
   였다.서양화의 표현상 특징인 기법적인 면에 대해서 당시의 기록인 고기원의
   ‘객좌췌어(客座贅語)’를 보면,인물상이 금방이라도 살아서 손발이 움직일 듯이
   표현된 거에 대해 리치는 “중국 그림은 밝은 면만 있는 평면의 정면상뿐인 데
   비해서 서양화는 소위 명과 암의 파악에 의한 둥근 입체감,면의 고하를 상대
   적으로 살려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서양화의 특징이 명암

법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정, 『서양화법(西洋畵法)이 반영된 조선시대 후기 회화작품 연구』,한국교

원대학교 대학원, 2010, p50
62) 김윤찬,「상외지상론에 근거한 수묵의 현대적 연구」,2016,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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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서 상(象)을 인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학적 개념은 예술가

가 상을 인지하는데 그 영역을 넓혀주었는데 이는 유가와 비교하면 더욱

그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가의 개개인의 마음을 통해 외

부의 상(象)을 인지함은 선불교가 자신을 중심으로 외부에 깨달음을 얻

는 노력을 하는 종교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相)이

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상

(象)의 개념보다 훨씬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상(相)은 현실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선

현상세계에 집착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상을 완전히 떠날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놓고 집착하거나 혹은 완전히 떠나버리

지 않고 다른 개념으로 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상계를 선종을

통해 마음에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서 상을 새롭게 인지함을

일컫는다.63)

유가와 도가는 비록 모두가 인생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하

더라도, 공자는 입을 열기만 하면 곧 의식적으로 음악 예술을 인생

수양의 바탕으로 여기면서 이와 함께 인격완성의 경계로 삼고 있

다. 이 때문에 공자는 음악 그 자체에 대하여 음악을 말할 뿐만 아

니라, 아울러 또한 음악 그 자체에 대하여 음악이 지니고 있는 최

고의 의경까지 체인해야 한다는 음악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 내기

도 한다. 따라서 선진시대 유가의 예술정신에 관한 파악은 비교적

분명하면서도 용이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장자의 경우는 근대 미학 건립자들처럼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곧 미를 목적으로 삼고, 예술을 그 대상으로 삼아 사고와 체

인의 과정을 거쳤던 것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유가처럼 어떤 하

나의 특정한 예술 대상만을 파악하여 한 가지 목적만으로 추구해

나가지도 않았다. 노자와 장자는 그들 사상의 출발점에 있어서 근

본적으로 삼은적도 없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를 수 있는 한 최

고의 경계인 도를 추구한다.64)

63) 주성옥, 「중국 산수화 발전에 끼친 선종의 영향」, 『미학·예술학 연구』, 미학
예술학회, 제23집,2006,p.129

64) 서복관(徐復觀), 권덕주 外 역,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1990,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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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미학을 공부하다보면 노장사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주의사상이 결국 세속적인 인간생활

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즉 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신적 해방은 예술활동에 있어서 정수로 일컬어 졌을 것이 분명하다. 이

는 수묵화 미학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허(虛)와 실(實)의 개념인데 즉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곳을 통해 보이는

곳을 드러냄을 이야기한다. 도교에서 유무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않는 것, 즉, 유상(有象)과 무상(無象)은 서로의 존재를 드러

내주고 있는 것이다.65)

[참고작품10]앉아서, 130x9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그림 ‘앉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방호복을 입을 준비를 하는 것, 혹은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방호복을 벗은 인물의 모습은 기괴하다.

머리가 뒤로 자라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에일리언’의 모습처럼도 보

인다. 헌데 그러한 인물의 두상 형태와 함께 시선을 끄는 것은 인물과

인물 뒤의 벽과의 관계이다. 인물의 모습은 벽의 색깔과 비슷해 얼핏 자

65) 김형효,『老莊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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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보지 않을 경우 그 형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속 인물은 방호복을 벗는 순간 본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허와 실의 개념처럼 보이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더 보이게 되

며, 또한 시각적으로 관찰자의 눈에 인물이 보여짐으로서 왜 보이지 않

게 표현하려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끔 한다. 이러한 것이 불교의

상(相)개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독특한 식견을 가진 장인처럼 의상에 의지하여 창작을 진행한다.

정신은 물상에 의해 소통되고 정감은 변화, 배양된다. 물상은 자

신의 형상으로써 시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인은 마음 속 이치

로써 그것과 조응한다.

위 글은 상(象)의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고대 중국의 유협(劉勰)이 주장

한 의상(意象)개념이다. 66) 그가 이야기 하고자 한 것은 예술가가 창작

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상을 내부의 심상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 현상에 작가의 주관성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미적 의

상(意象)에 속한다. 한편 이러한 심미적 의상은 사혁(謝赫)의 육법에서

기운생동(氣運生動)으로도 이미 언급되어졌다.67)

66) 유협(劉勰, 465-521) 남조 양(梁)나라 동완(東莞)쥐씨앤사람으로 자는 언화   
 (彦和)고, 대대로 징코우에 살았다. 만년에 출가하여 법명을 혜지(慧地)라 하  
 였다. 저서로 『문심조룡(文心雕龍)이 있다. 

   임종욱,『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67) 기운생동(氣韻生動)은 중국 육조시대 남제(南齊)의 화가인 사혁(謝赫,
    495?-532?)이『고화품록(古畫品錄)』4)에서 27명 화가들의 우열을 판단하는데  

 활용한 ‘화육법(畵六法)’ 중의 첫 번째 기준이다. 기운생동의 개념이 나오기   
 전인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의 회화미학은 동진(東晉)의 화가인 고개지  
 (顧愷之, 344?-405?)ㆍ종병(宗炳, 375-443)ㆍ왕미(王微,415-443)를 거치면서  
 그 초석이 닦여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수묵미학의 형성에 한층 더 가깝게 접  
 근하게 된다. 사혁은 비록 궁정화가였지만 이와 같은 전성기의 사상에 영향   
 받아 선진(先秦)ㆍ한대(漢代)로부터 연유되어지는 미학의 흐름을 보다 더 구체  
 성을 띠면서 회화적 시각으로 연결시켰다. 사혁은 『고화품록』에서 왕필(王弼,  
 226-249)과 고개지의 회화미학을 도입하고, 이어서 종병과 왕미가 확립한 창  
 작의 자세와 그 목적 등을 배경으로 하여 다시금 구체적인 화론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도유연, 『동서양 미술비평의 보편적 원리로서의 ‘기운생동(氣韻生動)’』, 영남  
 대학교 대학원,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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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는 비록 육법이 있다고 하지만, 능(能)히 이것을 다 겸비하

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고,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중의 한 가지만을 잘 할 따름이었다. 육법이 무엇인가하면: 첫째

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이요, 둘째는 골법용필(骨法用筆)이이요, 셋

째는 응물상형(應物象形)이요, 넷째는 수류부채(隨類賦彩)이요, 다

섯째는 경영위치(經營位置)이요, 여섯째는 전이모사(傳移模寫)가

그것이다. 오직 육탐미와 위협만이 그것을 겸비한 사람이다.”68)

또한 당대 왕창령은 상(象) 외에 경(境)을 함께 사용하며 상과는 다른

의미의 경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의경이 거론되어지는데 후대

로 갈수록 의상보다는 의경의 개념을 사용하는 비평가들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시기 경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념을 규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대의 유우석이다.69) 유우석은 경(境)은 상외(象外)에서 생성된다고 주

장하였는데 이들이 말한 경은 곧 유한한 상이 아닌 이를 초월한 어떠한

무한한 상으로서 허와 실이 함께 결합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象)이란 시각적으로 잡아낸 어떠한 것 혹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

미한다. 하지만 상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가지고 있다. 상이

나타나는 공간 역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해

서 경(景)을 드러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경(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미학에서는 보

이는 것, 즉 상(象)과 비어 있는 곳의 중요함이 같다.

동양미술에서 여백공간의 비중이 중요하게 된 시기는 보통 남송대 때부

터, 마원(馬遠,1160-1225), 하규(夏珪,생졸미상)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70)

68) 雖畵有六法, 罕能盡諧, 而自古及今, 各善一節. 六法者何. 一曰氣韻生動是也.  
 二曰骨法用筆是也. 三曰應物象形是也. 四曰隨類賦彩是也. 五曰經營位置是也.  
 六曰傳   移模寫是也. 唯陸探微ㆍ衛協備該之矣

    김인환, 『동양예술이론』, 안그라픽스, 2003, p. 6
69) 오태석, 「중국시와 의경미학」, 『중국어문학』, 제 44집, 2004, pp.51-53
70) 이 두 화가는 화면 전체를 경물(景物)로 채우는 당송(唐宋)의 산수화와는
    대조적으로 여백, 즉 무한공간의 이용으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였다. 마
    원(馬遠)의 산수화도 힘찬 필치의 적은 획수를 이용하여 세부를 생략한 간단
    한 변각구도로써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원경(遠景)은 간단하고 청결하며 중경
    (中景)의 문제는 근경(近景)을 참신하게 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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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원은 공간속에서 드러나는 허와 실에 집중하였는데 풍경화 속 비

대칭 구조를 통해 여백을 여실히 드러내려 하였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나누어 한쪽에 치우친 구도로 풍경을 드러내고 나머지 반대쪽은 남겨놓

아 그림을 맞는 관객들이 상상의 여지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남김과 동

시에 존재하는 공간과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팽팽한 대립을 이루도록 하

였다. 이런 여백을 남기는 방식을 ‘마일각(馬一角)’으로 불렀다.71) 그림

속에서 남겨진 여백의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바다로, 또 누군가에게는 하

늘로 보여지면서 오히려 존재하는 것보다 무존재함으로 인해 상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작품11] 미술관, 130x9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데 삼각형법(三角形法)으로 중심적 표현을 하였으므로 ‘마일각(馬一角)’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종태, 《중국회화사》(서울: 일지사, 1989/7쇄), p.29. 하규(夏珪)는 간단
    한 형태를 웅장하면서도 기이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화가로써 뛰어난 변각구  

 도법(邊角構圖法)을 구사하여 공간미를 창출해냈다. 그는 보다 큰 화면조차   
 안개속에 흡수시켜 주제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근경을 단순화하면서도  
 처리를 매우 풍부한 미로 표출하였다. 따라서 하규의 회화공간, 즉 여백의 아  
 름다움은 다양하며 종횡(縱橫)으로 분방하고 세밀하게 표현하여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상쾌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71) J.Cahill,조선미 역 『중국회화사』, 열화당, 2002,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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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면을 가득 채우던 북송의 산수화와는 대조되는 화면표현으로서

이러한 변각구도는 당시로는 과감한 화면의 생략이자 허로써 실을 이루

는 혁신적 방법이었던 것이다.72) [참고작품11]에서 보여지듯 화면의 70퍼

센트는 허(虛)이지만 그림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70퍼센트

의 허(虛)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그림 속 인물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미술관이다. 미술관의 걸린 그림은 미술관 벽과 다르지 않

다. 하지만 금색 액자, 즉 프레임에 씌어진 채로 벽에 걸리자 미술관의

한 벽면을 차지하는 명화가 된다. 이는 어떠한 프레임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 사회적 시선을 달리하는 현대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허(虛)로서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외지상(象外之象)에서 앞의 상(象)이란 그림 속 화면 안에서 등장하는

풍경 혹은 인물 등 그려진 어떠한 개체를 이야기한다.73) 그리고 이러한

상을 통해 그림을 보는 이가 본인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뒤의 상(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상이

기존의 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상으로서의 ‘경(境)’이 되는 것이다.

72) 변각구도에 나타난 여백은 근경에 역점을 두어 화면 한쪽에 치
    우치게 하는 일각구도(一角構圖)이며 대개 원경(遠景)을 무한공간으로 처리하
    여 안개 속에 잠긴 듯 정적이고 시적인 시각적 여운(餘韻)을 살리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전래식, 「동양회화에 있어서 여백의 미가 갖는 조형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29

73) 상외지상(象外之象)의 상(象)은 상(象)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따로 분리된
    개체로서, 유한성을 돌파한 무한한 상(象)이며 경(境)이다.
    양창석, 「중국산수화의 의경(意境)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4권 2  

 호, 2010,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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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교(三敎)와 표현양식의 변천

동양회화에서 인물화의 연원은 길고 오래되었다.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암각화(岩刻畵)로부터 시작하여 고분벽화, 그리고 견이나 종이에 초상인

물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까지 다양한 기법과 재료들이 동원되어졌다.

대체로 주술(呪樹)과 기원(祈願)의 뜻을 담거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감

계적(鑑戒的)인 목적, 그리고 조상의 제사에 활용되는 제향(祭享)목적에

이르기까지 초상인물화는 광범위하게 제작되어졌다.

      
[참고도판1]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안악삼호분의 서측실벽화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초상인물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여 고구려 고분

벽화 ‘안악삼호분安岳三號墳’과 ‘덕흥리고분벽화德興里古墳璧畵, 백제의 ’

아좌태자阿佐太子‘가 그렸다는 일본의 쇼토쿠태자 초상화가 전해진다.74)

74) 안악3호분 회랑의 대 행렬도는 앞장에서 서술하였지만 요약하면 고구려에서 
가장웅장하고 등장인원이 많은 행렬도이다. 3줄로 된 선두는 5줄로 증가하고 
총 지휘자인 기마인물이 있다. 주인공 수레의 주위는 7열로 보병과 기병, 부월
수, 궁수등 6개 병종이 호위한다. 행렬의 가장자리에 중장기병의 모습이 보이
는데 말과 병사 모두 철갑으로 무장한 모습이다. 이러한 철기군은 대열의 최전
방인 가장자리에서 대열을 호위하고 있다. 문, 무관들이 적지 않으며 그들의 
복식과 의장 기구는다종다양하다. 이는 신분상의 차이를 강조한 것으로 고위층
과 주요 관작을 지닌인물들도 행렬에 참가한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임
을 암시하고 있다.

   남포 덕흥리 벽화의 행렬도와 중장기병에 대하여 알아보면, 안악3호분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행렬을 보여준다. 행렬도가 그려진 위치는 전실 남벽에서

   시작하여 동벽이 중심이 되며 북벽 동쪽이 행렬의 후미를 이루고 있다.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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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주술적 목적과 내세의 평안 또는 현세

의 발복을 위해 그려지거나 후손으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한 敎

化나 鑑戒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차츰 시

대적 상황이 드러나거나 내면적 성정이 드러나는 쪽으로 진행되어졌다.

원래 인물화는 중국 동진東晋시대의 고개지顧愷之(345-406)가 “무릇 그

림 중 인물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은 산수이며 그 다음이 개와 말”75)이

라고 했을 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상의 형상 뿐 아니라 그 형상

에 내면의 성정性情까지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었다.

                          
                 [참고도판2] 덕흥리고분벽화德興里古墳璧畵

즉 “닮게 그린다”는 것의 의미가 외형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과 기질

까지를 핍진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어렵다고 본 것이

 의 방향은 남쪽인 연도를 향해가고 있다. 행렬에 기록된 묵서명을 보면 유주  
 가 위치했던 지역의 현령이 앞서 행렬을 선도한다. 남벽 동측의 행렬선두는   
 고취악대로 그뒤에는 철노를 든 기마인물이 뒤따르고 있다. 행렬의 중심인 묘  
 주가 탄 마차는 동벽 북측에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2대의 꽃수레와 말을 탄  
 인물들이 있다. 그 좌우 양쪽에는 평복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행진하며,  
 바깥 열에는 갑주로 무장하고 장창을 쥔 개마무사가 행렬을 호위하며 전진한  
 다.

   유호선,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p.89
75) 顧愷之, 『魏晉勝流畵贊』 (兪崑,『中國畵論類編』 上,華正書局, 1984,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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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관해서는 莊子(B.C369-286년경)의 <齊物論>에서까지 언급하고

있다.

무릇 정신이 온전하고 형체가 제대로 갖추어져 함께 합해지면 비

록 변화가 생긴다 하여도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님이 없

다.76)

외형의 특징과 내면적 성정이 조화되어 하나의 인격체로 그려져야 하는

것이어서 고개지 같은 출중한 화가도 인물 그리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미술을 중심으로 한 동양미술에 있어서의 인물회화

사는 그 배경에 종교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도교

시대에 있어서는 교리를 실천궁행하는 교의적 인물화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교는 크게 장생불사론을 골자로 한 원시도교와 노장철학을

중심으로 진행해가면서 철학화하는 후기 도가로 나뉠 수 있는데 특히 원

시도가를 중심으로 도교의 원리를 인물화로 표현하는 도석화가 일어나게

된다. 난해한 도교의 원리를 인물화를 중심으로 하여 해석하고 풀어가는

도석인물화가 그것이다. 원시도교는 주로 명산 대천을 순례하면서 자연

의 이법을 삶에 적용하려 하였는데 장도릉(張道陵)같은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77) 대체로 난세와 고궁(固窮)의 시대를 피하여 명산에 귀의한다

는 피세(避世)적 의미가 강했는데 원시도교의 지도자들은 수십 수백의

무리를 이끌며 오악(五嶽) 즉, 태산(泰山), 화산(華山), 항산(恒産), 상산

76) 徐復觀,權德周 譯 『中國藝術精神』, p.122 夫神全形具 而體與物冥者 雖涉至  
 變而未始非我

77) 장도릉은 2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인물로, 강소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
다. 그는 장생(長生)의 도를 구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사천성 곡명
산(鵠鳴山)에 들어가 살며 모두 24편의 도교 서적을 집필했다. 어느
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천계에서 노자를 비롯한 많은 신들이 그의
앞에 내려와서 정일명위(正一明威)라는 술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이 술법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비법으로, 눈에 띌 만큼 탁월한 효
과가 있었다.장도릉의 치료법은 주문이나 호부(護符=부적), 기도를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정신요법이었다.
마노 다카야, 이만옥 역,『도교의 신들』, 들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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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山), 쑹산(嵩山)을 순례하기도 하였다.

.

 
                           [참고도판3] 일본의 쇼토쿠태자 초상화

죠셉니담78)의 대표적 저서인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 보면 이 당시

원시도가의 무리가 꿈꾸었던 장생불사(長生不死)에 대한 근대과학적 관

점에서의 접근이 드러난다.

도법자연(道法自然) 즉, 자연의 이치를 법도로 하여 인간의 삶을 그 이치

속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도석인물화들 속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

는데, 도인 즉 도의 경지에 오른 인물을 선자(仙子), 선인(仙人)으로 그려

냄으로서 그 신선다운 풍모를 보고 수련하여 이르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도석 인물화에서는 자주 신선이 천도복숭아를 안은 동자(童子)와

더불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천도(天桃)는 먹으면 불로장생하는 과일로

상징화되는 것이다.

78) 죠셉 니담(Josep Needham):1900년 1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아  
 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음악교사였다. 1921년 케임브리지대학교          
 (Cambridge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1925년 같은 대학교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케임브리지대학교 곤빌 앤드 키스 칼리지     
 (Gonville and Caius College)의 홉킨스연구소(F.G. Hopkins's laboratory)  
 에서 생화학 분야를 연구했다. 하지만 1937년부터 생화학과는 동떨어진 중국  
 역사 연구에 헌신하였다. 영국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중국인 루퀘이전(魯桂  
 珍)을 통하여 중국의 문명과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졌고 연구 조수였던 중국인  
 왕링(Wang Ling 王玲)과 함께 방대한 중국의 문명을 연구하였다. 1954년    
 《중국의 과학과 문명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이라는 대저작을  
 집필하였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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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판4] 김홍도, 낭원투도閬苑偸挑 지본담채 102x49.8cm

자연에 내재하는 힘의 근원에 자아를 맡겨 마침내 일치하고 싶은 염원은

그러한 염원을 이룬 늙었으되 아이와 같고 죽지 않는 노인으로 표상되기

에 이르런 것이다.79)

자연과의 합일의지는 나중에 노장학(老莊學)으로 체계를 이루기까지는

명산과 대천의 순수로 이어지면서 실천궁행하는 것인데 이자발성과 자율

79)  ‘道’는 老莊思想의 최고의 개념으로서 사상의 출발점이자 眞理의 本體이
     다. 老莊思想에서는 항상 지켜야 할 도덕으로 인식된 전통적 관념에서의
     道를 부정하고,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 自由境地인 정신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사유되어온 槪念으로 道를 정의하였다. 老莊思想은 이러한 道의
     정신을 體得하여 道와 一體가 됨으로써 현실 속 생활에서 안식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광순, 『道家思想과 道敎』, 범우사, 199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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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80)

우리가 도가(道家)의 변화개념(變化槪念)을 두고 얘기할 때, 그 변

화(變化)가 어떤 힘의 결과(結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事物)과 상황(狀況)속에 내재(內在)하는 경향(傾向)으로서 보

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도(道)는 강요돼서 움직이

는 것이 아니라. 자연(自然)스럽게 자발적(自發的)으로 일어난

다.…

…人間行爲의 特性이기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家들에게

있어서 自然과 조화(調和)하는 행위(行爲)란 자발적(自發的)인 行

爲, 곧 스스로의 진정한 本城에 合致되는 行爲를 뜻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事物속에 變化의 법칙이 內在하

듯이 人間의 마음속에 內在해 있는 直觀的 知性을 믿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道敎 賢者들의 行爲는 그의 직관적 지혜(直觀的

知慧)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그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

는 것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나 자기 주변의 어떤 것도 강제할 필

요가 없으며 다만 道의 運動에 자기의 행위를 순응시켜 나갈 따

름이다.81)

도석화에 나오는 도인들은 대개 헐거운 옷을 입고 맨발에 지팡이를 지녔

으며 만면에 미소를 띄고 있는 원만한 모습들이 많은데 이것은 후에 유

교회화시대에 관복을 입은 정좌의 정면시 인물화와 좋은 비교가 된다.82)

80) 道家思想은 자연과 인간의 원리를 道에 의해 糾明하고자 하였고, 儒家思
    想의 인위성과 형식성을 거부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無爲를 숭상하였
    다.
    김병종 저 『中國畵의 造形意識 硏究 3』, 공간, 1988, p.130 
81) F.카프카. 李成範,金鎔貞 譯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汎洋社,1981. p.138
82) 팔선으로 남채화(藍采和)는 꽃의 수호신이며 꽃바구니 혹은 꽃을 든 젊은 남  

 자로 회화상에 나타난다.항상 누더기 적삼을 풀어헤쳐서 입고 다니면서 녹색  
 의 띠와 묵목(墨木)으로 된 허리띠를 찼다.한쪽 신발은 벗고 한쪽은 신고 거  
 리를 걸식하며 다녔는데 걸식하러 다닐 때는 박판을 가지고 다니며 남채화라  
 고 자칭 했다고 한다.후에 홀연히 학을 타고 사라져 갔다고 하는 내용이 『홍  
 씨선불기종(洪氏仙佛寄蹤)』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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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로운 도교인물화의 내용을 드러내주는 예로 「양생주(養生

主)」의 포정해우(庖丁解牛)를 들 수 있다. 포정해우에서는 도가에서 이

야기하는 자유, 즉 무사(無私)․무심(無心)의 자유를 설명한다.

요리를 잘하는 포정이 문혜군(梁의 惠王)을 위하여 소를 잡은 일

이 있었다.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고, 무릎을 구

부리는 동작에 따라 소의 뼈와 살이 갈라지면서 서걱서걱 쓱싹

소리를 내고, 칼이 움직이는 대로 삭삭 철썩 고기 발라내는 소리

가 울었다. 그 소리는 모두 음률에 맞아 은나라 탕임금 때의 명곡

인 상림의 무악에도 조화되며, 또 요임금 때의 명곡인 경수의 음

절에도 잘 들어맞았다. 문혜군은 그것을 보고 매우 감탄하면서

“아! 훌륭하구나. 기술도 어찌하면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포정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은 기술을 넘어 도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

다. 신이 처음으로 소를 다룰 때는 소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어디에 어떻게 칼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3년

이 지나자 겨우 소가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손에 잡히게 되었습

니다. 이제는 소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과 지각이 멈

추어진 채 정신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천리를 좇

아 소가죽과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

리고 움직여 몸의 생긴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번도 칼놀림의 잘못으로 티끌만큼도 살이나 뼈를 다친 일

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살이

뼈에서 털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칼을 든 채 일어서서 둘레를 살펴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가 득의만면한 채 한없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칼을 씻어 챙겨 넣

  『洪氏仙佛寄蹤』은 明代에 洪自誠에 의해 저술되었고 도교․불교의 신선전
  기이며 삽화와 함께 도교의 神仙을 비롯한 불교의 尊者들의 전설적인 일화가
  전하고 있다. 
  洪自誠, 『洪氏仙佛寄蹤』 卷二,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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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83)

[참고도판5] 석경(石敬), 마고채지, 비단에 채색, 19.0x21.9cm, 간송미술관

홋겹 옷에 의관이나 신발을 갖추지 않은 도인의 모습은 그대로 세족의

어떠한 규례나 권위에도 예속되지 않는다는 상징이 된다. 이 도인은 때

로는 진인(眞人)이라는 용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연의 순환불멸의 원

리에 자기의 존재를 의탁하여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룬 사람을 뜻함으로

서 도인과 진인은 하나의 인격체를 이르는 다른 명명일 뿐이다.[참고도

판5]

어쨌거나 원시도가에서부터 노장에 이르기까지 도의 실체를 찾고 궁구하

여 마침내 합일하는 것이야말로 도인 혹은 진인이 되는 첩경이었던 것이

83)庖丁爲文惠君解牛,手之所觸,肩之所倚,足之所履,膝之所踦,砉然嚮然,奏刀騞然,莫
不中音 ;合於桑林之舞,乃中經首之會.文惠君曰 :譆,善哉,技 蓋至此平?庖丁釋刀對曰 :

   臣之所好者道也,進平技矣.始臣之解牛之時,所見無非牛者.三年之後,未嘗見全牛
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止而神欲行.依平天理,批大却,道大窾,因其
固然.技經肯綮之未嘗,而況大軱平…?謋然已解,如土委地.提刀而立,爲之四顧,爲之
躊躇滿志.善刀而藏之.

  서복관,『중국예술정신』,(동문선,1990)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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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道」는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재적인

조직체계였고, 따라서 만물은 각기 스스로의 지능(知能)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런 종류의 「道」는 眞人만이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다. 음양설과 결합된 오행설이 이러한 「道」의 작용을 설명해 주

는데, <淮南子>같은 책에는 이것이 평이한 내용으로 잘 나타나

있다. 「道」에 순응하면서 그 원리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기만 한

다면 인간의노력은 성공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연질서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

으면 안된다. 만약 인간이 이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재난을 당할

뿐이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욕망을 충족시키면 곧 자연계를 황폐

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84)

그런데 이 궁극의 진리인 도(道)가 개념화, 철학화 되기 시작한 것은 노

장에 와서이다. 자연의 질서에 조화 순응하면서 고요와 화평을 얻고 언

행과 마음을 이에 합함으로서 다툼도 분쟁도 없는 상태. 이것은 단순한

장생불사에서 나아가 보다 참다운 삶을 얻는 한 방법이자 그 목표였던

것이고 그 핵심의 개념이 바로 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道)가 세속 속에서는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는데

있다.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의 쟁투와 탐욕상태에서는 이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한사코 도가들은 속진(俗塵)이 닿지 않은 깊고 그윽한 자

연 속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다음의 시는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슬프도다 時俗의 각박함이여 가볍게 몸을 날려 멀리 떠나고 싶구

나.

바탕이 비루하여 빌붙을 길이 없구나!

84) 마이클 로이 이석규 역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지식산업사, 1988,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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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타고 하늘을 날을 것인가?

더럽고 혼탁한 세상을 만나,

홀로 답답할 뿐 누구에게 하소연하랴.

(非時俗之追阨兮 願經擧而遠遊

質非薄而無因兮 焉託乘而上浮

遭沈濁而汗穢兮 獨鬱結其誰語)

여행 중 이 순례자는 과거에 자기처럼 이승의 세계를 도피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을 회고하면서, 자기는 그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여행을 계속하던 중 그는 피안의 세계를 통과한다.

단구丹丘에서 우인羽人(날개달린 仙人)을 만나

不死의 구향舊鄕에 머물도다.

아침에는 탕속湯俗(日出之處)에서 머리를 감고

저녁에는 하늘의 가에서 몸을 말리도다.

비천飛泉의 현모한 물로 입술을 적시고

꽃같이 아름다운 琬琰(옥)을 삼키도다.(玉을 씹거나 삼켜 養身하는

방법)

얼굴은 옥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정기는 순수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네.

육체는 부드럽고 가냘프게 변하고

정신은 표연히 멀리 떠나려 하네.

(仍羽人於丹丘兮 留不死之舊鄕

朝濯髮於湯谷兮 夕晞余身兮九陽

吸飛泉之微液兮 懷椀琰之華英

玉色頩以脕顔兮 精醇粹而始壯

質銷鑠以汋約兮 神要眇以淫放)

이 순례자가 하늘의 문으로 가서 天帝의 궁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이런

즐거움 때문이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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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모든 짐을 벗어 버린 듯한, 일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한

그러한 진인(眞人)의 모습은 따라서 도교 인물의 한 표상이 되었던 것이

다.

그런가 하면 불교적 인물표현은 회화로서의 불화뿐 아니라 불교조각이

성행하면서 동양인물화의 주요한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도가 회화에 나

오는 그 유유자적한 선인(仙人)과 도인(道人), 진인(眞人)등 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있거나 걷는 인물이었던데 반해 불교의 도상학적 인

물표현은 석가모니 부채라는 형상적 이데아가 틀을 잡게 되면서 하나의

보편적 틀로 형상화하게 된다.86)

좌선의 상태에서 삼매경에 든 모습이 많고 이것은 더 이상 명산 대천을

순례하지 않고서도 선(禪)의 삼매경속에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반

증이기도 했다. 석가가 보리수 나무 아래의 좌선 상태에서 열반의 깨달

음을 얻게 됨으로서 앉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삼매에 빠져있는 인

물화가 널리 대두되어졌던 것이다.

85) 마이클 로이 이석규 역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지식산업사, 1988, p65~66
86) 고려 불화에 보이는 불·보살의 안면중 정면관의 경우, 대부분이 둥근 얼굴과  

 넓은 이마, 가늘고 긴 눈과 눈썹 아담한 코와 작은입 두터운 턱 큰 귀와 두툼  
 한 귓 볼, 짧은 목 등이 특징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눈은 생기에 찬 듯 보  
 여 마치 살아 있는 듯 기운생동의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  
 시대의 화사(畵師)들이 기(氣)에 대한 이해와 점정(点睛)에 대한 기량을 늘 갖  
 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홍조가 감도는 얼굴과 작은 입술은 붉어  
 서 귀티를 더해 주며 측면관의 경우 얼굴이 대단히 살쪄 보이고 볼이 매우   
 두터워 둔중한 느낌을 더한다.

   정경화, 『고려 불화의 양식적 특징과 색채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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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6] 아미타불도, 고려후기, 비단에 색, 1630x870mm, 일본교쿠린

인(玉林院)소장

   佛教는 여러 世紀에 걸쳐 스리랑카, 티베트, 中國, 韓國, 日本은 물

론, 인도차이나의 제국(諸國)을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배적인 精神的 傳統이 되어왔다. 인도에서의 힌두교처럼 佛敎는

이들 나라에서 知的인. 文化的인, 藝術的인 生活에 강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힌두교와는 달리 불교는 소위 歷史上 붇다인 싣

달타 고타마(Siddhartha Gautama)라는 단일한 창시자(創始者)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기원전 6세기 중엽 中國의 孔子와 老子,

페르시아의 짜라투스트라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와 헤라클레이토스

등 수많은 精神的, 哲學的 天才들의 탄생을 보았던 그 범상치 않

은 시기에 인도印度에서 생을 누렸다.

흰두교가 신화적(神話的)이고 의식적(意識的)인 風味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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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佛敎는 분명히 心理學的 취향(趣向)을 띈다. 붇다는 이 世界의

起源이나 神의 本性, 혹은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한 人間的 好奇

心을 충족시키는 데는 흥미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인간존재(人間

存在)의 고뇌(苦惱)와 좌절(挫折)등 人間的 狀況에 관심을 쏟았다.

그러므로 그의 敎理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것이 아니라 精

神療法的인 것이었다. 그는 이 人間的 좌절의 起源과 그 克服方法

을 敎示하였는데 이 目的을 위하여 마야, 카르마, 니르바나

(nirvana) 등과 같은 印度의 전통적 개념(傳統的 槪念)들을 받아들

여 그것들에 새롭고, 生動하는, 맞바로 들어맞는 心理學的 해석(解

釋)을 가하였다.87)

따라서 불화에 나오는 석가모니 불타의 미소는 그야말로 「염화시중」의

미소이고 오랜 고행과 고뇌 끝에 진리를 터득한 그러한 심중의 미소였던

것이다. 도가 미술에서 나오는 그 해맑고 천의무봉한 미소의 인물과는

그림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87) F.카프카 李成範, 金鎔貞 역 『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 汎洋社 198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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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7] 아미타불도(부분), 고려후기, 비단에 색, 1630x870mm, 일본
교쿠린인(玉林院)소장

도가의 경우에는 직접 자연 속에 들어가 그 자생자화하는 이치를 터득한

후 자기화 하려했던데 비해 불자들은 순례와 수행을 하지만 오히려 온갖

오욕칠정과 고뇌로 차있는 누항과 세속 속에서 선(禪)을 통해 그 모든

삶의 과제들을 내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

하여 그 삶의 고뇌를 자기문제로 짊어지고 수행하는 좌선과 좌망(坐忘)

이야 말로 불자들의 화두가 되어 그 전통을 동안거(冬安居)하안거(夏安

居) 심지어 토굴 수행이나 면벽 10년 수행 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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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판8] 아미타삼존도, 164.9 x85.6cm, 일본사찰소장

고통과 고뇌 갈등과 욕망을 끝없이 내향화 함으로서 불교인물화는 지극

히 정태적이며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형상이나 개성, 기질 등을

주로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유교문화에서였을 것이다. 초상화가 때로는

사진과 같은 역할을 했는가 하면 공신과 열녀, 효부를 기리고 배우게 하

는 교육목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졌다. 시교(詩敎), 악교

(樂敎)와 더불어 유교적 효용성을 위해 초상인물화가 그려지게 된 것이

다. 조식(曹植192~232)의 다음 글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3황5제를 보면 우러러 받들지 않을 수 없고,

포악한 임금을 보면 슬퍼하고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제위

를 찬탈한 것을 보면 이를 갈지 않는 사람이 없고, 높은 절개를

지닌 사람과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선비를 보면 식음을 잊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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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으며, 충신이 재난을 만나 죽는 것을 보면 머리 들어 탄

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하가 쫓겨나고 자식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음란한 지아비와 질투하는 지어

미를 보면 눈을 흘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름다운 황비와 순종

하는 황후를 보면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로써 귀감과 권계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림임을 알 수 있다. 88)

그런데 차츰 성정(性情)과 위엄을 외형적 유사성 못지 않게 중시하면 관

리등용이나 궁중의 사녀(仕女)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초상화가 활용되

어졌음을 문헌을 통해 알수 있게 된다.

    서시(西施)의 얼굴을 그렸는데 아름답기는 하나 즐거움을 줄 수

없고,孟賁의 눈을 그렸는데 크기는 하나 두려움을 줄 수 없다면

君形을 잃은 것이다.89)

서시는 당대의 미인이었지만 초상인물화가 그저 예쁘게만 그려짐으로서

그 내면적 아름다움을 함께 드러내지 못했음을 비판하였으며 맹분의 눈

에서는 “군형(君形)”의 위엄이 없다고 직시한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대상인물의 외형은 물론 정신과 기질까지를 오롯이 드러

내야 되는 화가의 기량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전신사조傳神寫照”라는

독특한 인물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長康 顧愷之는 사람을 그리는데 간혹 수 년 동안 눈동자를 그리

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몸체

의 美와 醜는 본시 그림의 관건이 되는 묘처(妙處)와는 상관이 없

88)曺植, 『畵贊書』, 觀畵者, 見三皇五帝,莫不抑載, 見三季暴主, 莫不悲惋, 見簒臣
賊嗣, 莫不切齒, 見高節妙士, 莫不忘食, 見忠節死難, 莫不抗首, 見放臣斥子, 
莫不歎息, 見淫婦拓婦, 莫不側目,見令妃順后, 莫不嘉貴. 是知存乎鑑戒戒圖畵
也.

89)劉安, 『淮南子論畵』卷16<設山訓>. (兪崑, 上揭書,p6.) 
   畵西施之面 美而不可說(悅) 規孟賁之目 大而不可畏 君形者亡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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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傳神寫照는 바로 눈동자(아도阿堵:당시의 방언으로 이것이라는

뜻인데, 눈동자를 가르킴)에 있다. 90)

傳神寫照야 말로 동양회화가 후육(厚肉)형태의 정형적 유가인물풍(儒家

人物風)에서 벗어나 개성적 인물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를 통해 미묘한 心理나 기운을 감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傳

神할 수 있는 화가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세한 묘사력은 물론 보

이지 않는 정신적 영역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었다. 張彦遠은 『歷代名畵記』에서 이렇게 이른다.

만일 장단(長短), 강연(剛軟), 심천(深淺), 광협(廣悏)과 눈동자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위아래, 크고 작음, 짙고 옅음에 한 터럭 만큼

의 작은 실수라도 있게 되면 곧 神氣는 이와 더불어 변질되어 버

리고 말 것이다.91)

이미 위진남북조시대의 顧愷之에 이르러 내면적 정신의 묘사가 중요한

초상인물화의 과제가 되었으니 그 연원이 실로 길고 오래 된 것이라 할

수있다.

비록 감계적 목적이나 교육적 덕화(德化)의 용도로 그려진 경우라 할지

라도 초상인물화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내면적 정신의

드러냄”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외형만 닮게 그린다면 화공의 기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그토록 전신(傳神)을 중시했던 것이고 특히 대상의 神을 옮겨 내기

위해서는 눈동자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아도전신(阿堵傳神)이라

는 용어까지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눈동자에 감도는 신운(神韻)을 옮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90) 張彦遠, 『歷代名畵記』 卷5, 上揭書,pp349-350
    畵人嘗數年不點目晴 人問其故 答曰 :四體硏蚩 本無關於妙處 傳神寫照 正在  

 阿堵之中
91) 張彦遠, 『歷代名畵記』 卷5, 顧愷之 『論畵』 ,中國美術論著叢刊, 上揭書, p118
    若長短剛軟深淺廣狹 與點晴之節 上下大小濃簿 有一毫小失 神氣與之具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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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기는 하였지만 부수적 상황 또한 소홀히 취급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협상가삼모(頰上加三毛)이다.”즉 “귀밑머리털 세올”까지 대상

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묘사의 적확

성을 이르는 말이다.

[참고도판9] 윤두서, <자화상>, 20.5 x 38.5cm, 국보240호

고개지가 배해(裴楷)의 초상을 그렸는데 닮아 보이지 않더니 귀밑 뺨에

털 세 개를 더 그리고 나니 그제야 사람들이 모두 배해(裴楷)의 얼굴인

지를 알아보고 미소지었다 92)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천상묘득(遷想妙得)

이 대상을 핍진하게 옮겨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어진다.

92) 張彦遠, 上揭書,券5,顧愷之. 中國美術論著叢刊, 上揭書 pp.112-113
    又畵裵楷眞 頰上加三毛 云 楷俊朗有識具 此正是其識具 觀者詳之 定覺神明  

 殊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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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0] 강세황영정 보물 제 590-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응물상형(應物像形) 즉, 모필을 움직이기 전에 대상의 특징을 간파한 후

입의(立意)의 과정을 거쳐 그 특징을 옮겨 내어 그려 나간다는 묘사법인

것이다.

그런데 대체로 유교시대의 초상인물화는 관모를 쓴 관리이거나 여성의

경우 궁중에서 사역하는 특정인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남성상은

한결같이 정면상에 근엄한 모습이기 일수이고 여성의 경우 부덕을 표현

하기 위해 두툼한 살집과 머리와 의복에 장신구들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정형화 하기 시작한다. [참고도판10]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천여년동안이

나 계속되어진다. 물론 청대의 건륭년간 (1736~95)에는 양주팔괴(楊洲八

怪)93)등 일군의 개성파 화가들에 의해 정형적 화풍에 구애받지 않고 실

험적이고 자유로운 산수, 화조화나 인물화가 그려지기도 하였지만 이러

한 흐름은 지속되어지지 못했다.

93) 양주팔괴(揚州八怪)는 청대 건륭(乾隆, 1736-1795) 연간에 양주에서 활
    동했던 대표적인 화가들에 대한 총칭이며 ‘팔괴’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어 폭넓게 ‘양주화파(揚州畵派)’라고 부를 수
    있다.
    지순임, 안영길, 김연주, 『명청대 회화예술』, 서울: 아름나무, 2009,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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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작가미상의 元太宗像이나 蘇軾像, 일본화 花園天皇像이나

우리나라 조선조의 다분히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혹은 자의식이 드러나

있기도 한데 이는 정통 儒家나 士大夫 혹은 皇室의 어진 초상 등의 화풍

과는 사뭇 다른 개성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도판11] 고토바천황상, 40.3x30.6cm, 122194)

94) 고토바 천황은 가마쿠라 시대 일본의 제82대 천황으로, 천황 3대에 걸친 원  
 정을 행했다. 일본 고유 형식의 시가인 와카에 조예가 깊어 황위를 쓰치미카  
 도 천황에게 물려준 뒤 와카에 열중하여 『신고금화가집』을 완성하기도 했다.

   이유진, 『일본 천황』, 세손출판사, 일본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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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물화표현의 근대적 확장

1. 근대인물화의 형성

중국 중심의 초상인물화는 근대에 들어 큰 전환을 맞는다. 儒, 佛, 道敎

와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되어온 회화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혁명

적 시대적 상황들이었다.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소용돌이치는 근대

사속에서 인물화로 변혁을 겪게 된다.

인(仁)과 덕(德) 그리고 선(善)을 미(美)가 구현시킨다는 흐름에 큰 제동

이 걸리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미관(美觀)에도 일대변화가 일어난 것이

다. 그간 정형화된 유가미학(儒家畵風)의 인물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

는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인데 마치 老子의 한 구절을 연상시킬 듯 한 전

복적 사고였던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미라고 하는 그 미는 추일 뿐이며 모두 선이

라고 하는 그 선은 사실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95)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 1919년의 (五四運動) 등을 겪으면서 중국

사회가 반제국, 반봉건주의의 기치를 들면서 문예사조에도 큰 변화가 일

어났고 이는 회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것이 호적胡適(1891-1962)96)의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

였다. 백화문학운동의 선구자였던 그는 그동안의 지배계층을 위한 문학

95) 『노자』,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己,皆知善之爲善, 斯不善己
96) 중국 현대사에서 지대한 업적을 이룬 계몽학자로서 胡適(1891-1962)은 ‘대담  

 한가설과 세심한 고증’1) 이라는 실용주의적 철학을 사용하여 문학․철학․역사․  
 도덕․교육․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학술적 성과를 남겼다.특히 그는 다윈  
 (CharlesDarwin)의 진화론을 학술과 문화 영역에 도입하였고,문학에 있어서  
 는 특히 문학혁명론을 제기하였다.즉 그는 문학진화론이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중국의고전 시가,소설,희극 등의 문학장르 및 각 작품들을 심도 있게 분석했  
 고,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체계적인 문학진화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국문  
 학의 현대적 전환에 있어 커다란 이론적 공헌을 했다.

   양린, 『胡適의 文學進化論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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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비판하면서 1917년 유명한 8개항의 문학개량요소를 발표한다. 말

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고인을 모방하지 말라, 진부한 상투어를 버리

려 노력하라 등등을 들어 진부한 옛 문학의 폐해를 들면서 계몽적인 새

로운 문학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문학가인 루쉰(魯迅1881-1936)은 문학과 미술로 중국인의 의식

을 개조하리라 결심하면서 목각운동을 일으키는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을

통해 필묵 중심의 회화사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게 된다. 루쉰은 목판화

의 연구·수집·번역·전시·출판·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1929년에 소

련·동유럽·북유럽 및 서양의 진보적 작가들의 문학작품과 목판화 작품을

소개할 목적으로 조화사(朝花社)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조화사97)는 당

시 문학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화사가 소개

한 목판화는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어 주었다.98) 그는 문학과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역설함으로서 특히 초상인물화 양식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켰다.

97) 朝花社는 魯迅, 柔石 등이 조직한 문예단체이다. 이 단체는 동유럽과 북유럽  
 의 문학을 소개하고, 외국의 판화를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1928년 11월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으나 1930년에 해체되었다. 첫 번째로  朝  
 花旬刊 이 출판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근대 세계 단편소설집 ,  藝苑朝華 가  
 출판되었다.  朝花旬刊 은 문예 정기 간행물이었고,  근대 세계 단편소설집   
 은 동유럽과 북유럽 나라와 민족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있었다.  藝苑朝華   
 는 최국미술 총서이다. 1929년 魯迅은  근대목판화선집1 ,  근대목판화선집2
 ,후키야 고지 목판화선집 ,  비어즐리 목판화 선집 ,  러시아의 새로운 목판  
 화 선집  미술 서적 총 5집을 출판했다.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역, 『루쉰전집8』, (서울: 그린비),2015, p.83
98) 정균선, 『루쉰(魯迅)의 문예사상에 나타난 예술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  

 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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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판12] 자오옌니안,아큐정전 중 1번,1978-1980

계급주의적 문예사조를 수용한 그는 시각예술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

로 대중의 인물에게 호소하고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목각운동

을 통해 그러한 흐름을 조장해갔다.99)

99) 루쉰은 목판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국
    의 판화들을 수집하고 소개하였다. 민중의 현실을 대변하는 진실한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공감을 이끌어내서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마음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였다.

   魯迅은 艾思奇(1910∼1966)가 주장한 연환도화는 대중의 절실한 문제를 건드  
 려야함을 동의한다. 나아가 魯迅은 어떻게 해야 대중의 절실한 문제를 예술을  
 통해 건드릴 수 있는지의 방식에 대하여 답한다. 그 답은 이해할 수 있는 예  
 술을 창작하는 것이다. 魯迅에게 예술이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이었다. 艾思奇는 중국의 철학자이다. 그의 저서는  대중철학 ,  사상 방  
 법론  등이 있다. 그는 1934년에 발표한 연환도화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라는 글에서 대중을 매혹시키려면 대중에게 절실한 문제를 건드릴 것을 주장  
 한다. 연환도화는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제작되었기에 민중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루쉰,루쉰전집번역위원회 역, 『루쉰전집8』 ,(서울: 그린비), 2015,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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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3] 서비홍,<우공이산>, 종이에 채색,144×421cm, 1940년,서비홍
기념관

호적과 루쉰이 문예이론가이거나 문학가였던데 반해 서비홍(徐悲鴻

1895~1953)은 유럽에 유학하고 돌아온 다음 북경 국립예술학원장, 남경

국립중앙대학 예술계 교수, 중앙미술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기관을

통해 신중국화운동(新中國化運動)을 펼쳐나갔다. 전통적 지필묵에 서구

재료와 기법을 혼용하면서 수묵화에서 유화까지 폭넓게 작업해나갔다.

화가이면서 미술행정가와 미술교육자로서 전통적 음양화법보다는 음영화

법을 즐겨 쓰며 새로운 사실주의 화풍을 열어나갔다. 그는 필묵과 전통

기법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끝없이 자기만의 회화기법을 연마하였고 동,

서의 기법을 혼용하기도 하는 등 관념적 화풍이 아닌 다분히 현실에 기

초한 그림세계를 열어갔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철학은 근대적 교육기관

을 통해 차세대 작가들로 이어져 가면서 신중국화의 시대를 열게 된

다.100)[참고도판12][참고도판13]

신중국화에서는 적어도 인물은 神情을 갖춰야하고 산수는 지역이

반드시 판별되어야 한다. 종파와 문호는 그 다음일 뿐이다. 소위

사물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일에도 시작과 끝이 있으니, 先后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이치에 맞게 따를 이다. …(중간생략)… 신중

100) 서비홍의 대표적인 인물화들은 역사적인 내용에서 모티프를 얻었다면, 장
     조화의 인물화에서는 주로 사회 저층의 사람들인 유랑자, 인력거꾼, 행상인,
     눈먼 걸인, 노동자였다. 장조화의 인물화는 당대의 시대성과 생활상을 표현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홍성영, 『徐悲鴻(1895-1953)의 人物畵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1,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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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개량하고, 중국화와 서양화를

合壁하고, 옛 화법을 배우고 자연의 조화를 따라야 한다. 다만 자

연의 조화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이 空言이 되어서는안 되고, 바

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묘를 중시하여 郎世寧이나 일본

화가의 그림과 닮는다면, 옛사람의 굳어버린 의견만 모방하는 것이

되고말 것이다.101)

이러한 흐름 속에서 획일적인 의고풍(擬古風)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이 일

었고 정신주의 일변도로부터 현실을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었다.

특히 호적(胡狄)에 이은 진독수(陳獨秀:1880-1942) 는 신문화운동이 문학

뿐 아니라 여타예술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면서 유교적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

물화도 관료나 선비 혹은 사녀(仕女)일변도에서 벗어나 노동자, 농민 등

의 기층민들을 즐겨 다루게 되었다.

[참고도판14] 장조화_유민도(流民圖), 종이에 먹, 200×1,202cm, 1943년,

중국미술관 소장

101) 徐悲鴻, 徐伯陽・金山 編, 「新中國畵建立之步驟」, 『徐悲鴻藝術文集』(台北:  
   藝術家出版社),1987, 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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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화(蔣兆和: 1904-1986)는 중국 서민들의 모습을 주로 그려냈던 인물

화가이다.102) 그의 유민도 속에는 100명이 넘는 남녀노소 다양한 인물들

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정처없이 떠돌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

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시 중국문예계에 일반적인 주제였는데 미술로

서 이러한 현실을 폭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0년동안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정신이 무너져 악몽에 시달렸

으나, 어떤 행운을 만나 오히려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가는 세월

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니, 짧은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붓

을 단단히 쥐고, 인민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103)

102)蔣兆和에 대한 연구로는, 孟慶江, 「苦渡藝海,爲民寫真—談蔣兆和的成功之    
 路」,『美術大    觀』, 1994年 5期, pp. 8~9; 劉曦林, 「蔣兆和與《流民圖》」,『新  
 文化史料』, 1998年 5期,    pp. 50~55; 馬振聲, 「大師風範-紀念蔣兆和誕辰  
 90周年」, 『美術』, 1994年 7期, pp. 10~13; 王新倫, 「回望經典-蔣兆和、周思  
 聰作品的啟示」,『文藝研究』, 2005年 7期, pp. 149∼152; 陳傳席, 「評現代名  
 家與大家·蔣兆和」,『國畫家』, 2004年 6期, pp. 4~5; 白苓飛, 「論蔣兆和人物畫  
 的悲憫情懷」,中國藝術研究院博士論文(2010) 등이 있다.

   김아란, 『近代 中國의 自畵像 硏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22

103)‘十年惡夢, 心顇神摧, 相逢何幸, 受敎猶深, 流光似箭，珍惜寸陰。緊握禿筆，  
 爲民寫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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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5] 장조화, 쓰레기 줍는 노인, 장지에 먹, 1938, 중국미술관

소장

장조화에게는 위 글처럼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그 당시 사회상을 담는다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작품제작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기존의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목적성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림을

그리는 대상에 대한 전도를 의미한다. 즉 생산을 부리는 쪽이 아닌 생산

의 주체와 그 동력을 주목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생긴 회화 예술의 변

화였다.

의관을 갖춘 지배층이 아닌 웃통을 벗고 일하는 노동자의 억센 팔뚝과

그 표정에서 참다운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야

말로 획기적인 변화였고 요동치는 역사 앞에서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

겨난 변화라고 할 수 있었다.104)

정면 초상(肖像) 위주에서 동세(動勢)를 살린 다양한 포즈의 동태적(動態

104) 김아란, 『近代 中國의 自畵像 硏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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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인물화로 변하면서 기법 또한 필획위주에서 면과 양의 측면으로 확

산되어 갔다. 중국이 외세에 의해 괴멸될 위기에서 자구책의 하나로 나

온 것이 바로 변법자강(辨法自强)과 중체사용(中體西用)이다.

[참고도판16] 이쾌대, 군상Ⅳ-조난, 캔버스에유채, 177x216cm, 1948, 개인

소장

문자 그대로 법을 변혁시켜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의식인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오랜 시간동안 중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내린 유교적 전통의

변화 없이는 강한 국가와 민족을 만들 수 없다는 사고 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중체사용은 중국의 정신에 서양의 다양한 방법론을 접합시켜 새

로운 중국을 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사

실 문화적 운동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열강의 각축 속에서 중국인들이 통

일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민족의 국민주의 지향은 19세기 중엽의 제1차 중염전쟁(아편

전쟁)이래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며 청일전쟁, 의화단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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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한 시기에 고조된 중국 분할위기로 더욱 뚜렷해졌다. 여러 제

국주의 열강에 의해 중국이 분할되어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분할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주권을 잃는다는 정치적 위기

만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의 바닥 아래로 수 천년 동안 관류해 왔

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으로서의 중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 더욱 강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105)

이런 역사, 정치적 흐름 속에서 문학 및 예술에 드러난 첫 번째 특징이

이른바 백화문(白話文)의 등장인데 이러한 새로운 문장세계의 출현은 사

회 기층민들의 부상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미(美)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

키는 요체가 되기도 하며 차츰 예술 전반으로 확산되어져 갔다.

…문장생활에 있어 <하층인>을 상대로 한 백화문(白話文)의 유행

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시작>과 무관하지 않았으니

1903년의 러시아에 저항하는 운동의 열정적 전개 과정 속에서 상

해에서 발간된 <중국백화보中國白話報>의 발행자 임해(林獬)는

채원배, 장병린과 더불어 中國敎育會를 창시한 혁명운동가인데,

그의 <중국백화보>발행 취지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병사, 어린

이, 부녀 등 사회적 하층사람(소외계층)도 백화문을 통해 식견을

넓혀 중국의 자강(自强)을 실현하여 상층인사와 서로 합하여서 청

조를 배척하고 외국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중국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106)

특히 황제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공화제 형태가 대두되면서 중국

근, 현대사는 격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신해혁명 전후의 이러한 변

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미술 분야였던 것이다. 학문과

덕을 갈고 닦아 도달하게 되는 문인사상(文人思想)에 기초한 문인화정신

이 궤멸되면서 산수론(山水論), 사의론(寫意論), 일품론(逸品論) 등 기초

105) 민두기 『辛亥革命史』 ,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76, 서울민음사.p20
106) 앞의 책,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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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의 가치의식도 현실적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와 함께 집단의 가치와 체제 윤리가 아닌 개인의 삶이 하나의 미술 주

제가 될 수 있음을 인물의 개별자적 표현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고도판17] 장샤오강,혈연: 대가족, 179㎝ x 150㎝, 1994 

중국회화사와의 관련 양상 속에서 남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미술사는

1910년대로부터 독자적인 일본화의 맹아를 보게 된다. 오카쿠라 텐신(岡

倉天心:1862~1913)의 신일본화운동과 함께 독특한 세밀채색화 기법을 일

본의 습윤한 기후, 토양과 조화시키는 독특한 양식과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미술원展」이라는 관전을 통해 이런 경향이 확산되어졌

다. 서구의 근대문물을 수용하고 토착화시키는 메이지 유신과 함께 다양

한 서구회화들이 선보이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활발해져갔다. 급기야는

조선 합병과 함께 「日展」과 같은 「조선미술전람회」를 두어 우리미술

에까지 일본화의 영향력을 확산시켜갔던 것이다.107)

일본화는 소설 문학에서와 비슷하게 개인의 사적(私的)취향이나 삶의 모

습들이 生活美術이라하여 종래의 중국풍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와는 사

뭇 다르고 다양하게 표현되어졌는데 이러한 일종의 이야기그림은 우끼요

107) 이에 관해서는 谷信一,「槪觀日本美術史」, 美術公論社, p339~389 中 江戶狩  
  野波, 生活美術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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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전통과 일맥상통되어지는 바있다.108) 독특한 것은 이런 생활미술

속에 자연스럽게, 매난국죽(梅蘭菊竹)등 사군자화(四君子畵)가 배경 혹은

소품으로 등장된다고 하는 점이다.[참고도판18]

 [참고도판18] 카츠시카 호쿠사이-가나가와의 큰 파도, 1823-29

[참고도판19] 이인성, 가을 어느날, 캔버스에 유채, 96x161.4cm, 1934

108) 우키요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우키요에를 창시한 히시카와 모로노부
     (?~1694년)의 새로운 화풍이 에도에서 대평판을 불러일으켰던 덴나(天和)연
     간(1681~84년)무렵이었다.때마침 그 무렵 오사카의 이하라 사이가쿠에 의해
     『고쇼쿠이치다이오도코(好色一代男)』이라는 소설을 통해 우키요죠시라 하
     는 새로운 소설양식이 나타났다.
     박설민, 『조선시대 후기 풍속화와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의 해학성 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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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미술은 근대사의 파행 속에서 많은 굴절된 모습을 보이게 된

다. 채용신109) 등의 새로운 감각의 초상인물화가 어진(御眞)이나 사대부

(士大夫)일변도의 초상으로부터 일반인들로까지 그 대상이 확산되고 부

녀의 초상도 보이는 등 남성과 지배층 위로부터 서서히 개인개성을 드러

내는 작품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한 자생적(自生的)인 흐름은 크

게 확산되어지지 못하게 된다.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의해 민족적 미의식과 고유한 표현 방법들이 위축

되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말기 왕조시대까지 이어지던 전통 회화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서 새로운 근대적 대체 미학이 대두되지 못한 채 정

치적 격변기 속에 함몰되게 된 것이다. 양화(洋畵)쪽에서는 몇몇 일본 유

학파들에 의해 간접 체험 되어진 이른바 외광파(外光波)에 의해 서구 미

술에 새롭게 일어난 인상주의화풍이 일부 유입되어지기도 했다. 당시 오

지호는 이러한 회화 속 빛에 대해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태양광선의 광채는 수증기에 흡수되어 자연의 색채의 미묘한 색

조와 섬

109) 채용신의 본관은 평강으로 조상은 완산(전주) 난전방(薍田坊)에 살다가 그의 
조부 가선대부홍순(弘淳)이 한양 북부 삼청동으로 이사하였고, 채용신은 이곳
에서 출생하였다. 10대조 인필(仁弼)이 문과 급제 후 삼례찰방(종6품)을 지낸 
것이 전주에 입향(入鄕)한 동기로 본다. 우선 그의 선대의 묘가 전주군 난전면 
석불리(薍田面 石佛里 : 현 전주시 삼천동 우전 초등학교 인근)에 있었으나 전
주시의 도시개발에 의해 현재는 익산군 왕궁면 동촌리 포전마을 평강 채씨 선
산에 있다. 채권영∼채용신 등이 모셔져 있는 옆에 인필을 비롯한 그의 선대 
묘도 집단 이장한 것으로 그의 후손 규곤(奎坤)이 전하고 있다. 채용신은 10대
가 전주, 익산, 정읍 등 전북에서 살아왔고, 가문의 선산은 ‘오포(오산과 포전)’ 
마을에 있다. 채용신의 부친 권영(權永 :1828∼1901) 의 묘에는 ‘첨절제사 평
강채공권영 숙부인 밀양박씨지묘’라는 묘갈과 함께 합장되어 있다. 권영의 묘 
바로 아래에 채용신의 묘가 있다. 묘 앞에 세워진 묘갈 전면에는 ‘통정의관 평
강채공 동근 숙부인 전주이씨지묘(通政議官平康蔡公東根 淑夫人全州李氏之
墓)’ 라 새겨져 있고 음기는 ‘字大有 號石江 庚戌生 丙戌武科 戊子司果 辛卯
禁都外歷突山兩鎭水軍合節制使陞議官 出宰漆谷定山 陞資副卿 子璟黙 善黙 尙
黙 應黙 官黙’이라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채용신(東根)의 부인은 전주 
이씨이며 아들은 5남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엽「인물화가 蔡龍臣의 재조
명」『全州藝術』19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전주지부. 1996. p.21. 이용
엽「채용신 생애와 미술사적 의의」탄생 160주년기념 어진화가 채용신 학술대
회.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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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광택은 거의 소실되고, 색과 색은 뽀얀 베일로 덮인 듯 확연

한 구별이 없고, 윤곽은 애매하여져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다.110)

광복과 함께 진정한 한국적 미의식의 새롭고 자생적인 미술이 싹틀 기회

를 맞았지만 곧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이 또한 부진하게 된다.

[참고도판20] 이인성, 경주 산곡에서, 1935, 130.5 x 195.6cm, 캔버스에
유채, 호암미술관 소장

110) 김윤수, 「오지호의 인상주의회화 및 민족미술의 성격」, 『한국근대회화전집   
  양화3 오지호』, (금성출판사, 1990) p.7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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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시기의 인물표현

한국의 인물화의 시작점을 이야기 할 때 보통 선사시대부터 그 시작점을

잡는다. 하지만 이시기에 제작된 것들을 인물화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는 사실 어렵다. 그 후 삼국시기에 와서 벽화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인물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고려시대 도화원111)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초상화나 종교화

등이 그려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불교의 성행으로 인해 도석 인물화가 유

행하게 되었다. 그림의 제작이 활발하던 조선 초기를 지나 중기에는 부

분적으로나마 서양화법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이 후 풍속화가 유행을 하

지만 조선 말 외세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 그 흐름이 끊어지며 추사 김정

희를 중심으로 하여 남종문인화가 재 유행하게 된다.112)

이 후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일본화풍의 인물화로 인해 투시법과 음영법

이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던 서양의 근대적, 과학

적 투시도법은 근대시기 한국 인물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한

이시기 서양화법이 가미된 일본화는 선전의 입선작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11) 고려시대 도화원(圖畵院)은 송(宋)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다.고려시대도화원  
  (圖畵院)이의 명칭을 볼 수 있듯이 한림도화원(翰林圖畵原)에서 제도에서 원  
  형을 찾을 수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의 신라의 채전(彩典),고려시대의 도화원  
  (圖畵院),조선시대에 도화서(圖畵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들처럼 긴 역  
  사만큼 화실(畵室),화원(畵院),화국(畵局),황문(黃門),상방(尙方),도화국(図畵   
  局),도화원(図畵院),무영전(武英殿),등으로 불리었고 화원인 어용화가는 화사  
  (畵師),화공(畵工),화원(畵員),대조(待詔),상방대조(尙方待詔),지화사(知畵事),화  
  직(畵直),공봉내교박사(供奉內敎博士),소입공봉(召入供奉),한림화사(翰林畵史)  
  등으로 불리어졌다. 허영환 <중국화원제도사 연구>,서울 열화당,1982,p.11

112) 김정희가 추구한 예술세계는 세기의 겸재나 단원의 화풍이 유지되는 가운
     데 그 위에 더욱더 부각된 회화양상인 남종화 이념과 형식이었다 이는
     사실주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더 나아가 회화에 대한 가치기준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가치기준은 화면위의 우리만의 조형이라는 질서를 확립시킨다 예술가 이전  
  에 탁월한 이론가였던 김정희는 특히 글씨나 그림의 이론에 있어 탄탄했는  
  데 이는 그가 이룩해 놓은 예술이 하나의 신념 있는 이론 위에서 소산된 것  
  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일종의 이론적 논리들은 한국적인 문인  
  화 조형성 이론의 근거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권미희, 「조선말기 문인화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 추사 김정희 일파를 중심  
  으 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논문, 2011,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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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양한 미술조직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다.

<표 1> 1927~1936 의 미술단체

이와 같은 많은 미술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중

민중예술의 고조를 목적으로 조직된 창광회가 있었다.113)

이 당시 이당(以堂)의 제자들이 모여 후소회를 발족하고 그 외 영과회

등이 만들어져 대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114)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은 문화통치를 정책으로 삼아 ‘조선미술전람회’,

113) 『조선일보』, 1927.8.29
114) 김은호는 제자들이 자기발전을 위한 동문모임을 만들자 위당(爲堂) 정인보   

  (鄭寅普)에게 부탁하여 후소회(後素會)란 이름을 받았다. 정인보는 ‘회사후소  
  (繪事後素)라, 회사(繪事)란 흰 바탕이 있는 연후(然後)란 뜻이겠다. 공자가   
  그림을 말한 유일한 명구지. 소(素)를 흰 종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맑고 깨  
  끗한 정신적 바탕으로 푸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청년화가들의 모임이라니  
  무엇보다 먼저 정신이라는 공자의 그 말을 빌어 후소회라고 하면 그야말로  
  적절한 이름이겠는걸....’ 이라 그 뜻을 전했다.

     김은호, 이구열, 『畵壇一境』, (동양출판사,1968), p.122 

연도 미술단체 동인

1927.8.31 창광회 김복진 김은호 이승만 안석주 김창섭 
유경묵 임학선 신용우

1927 영과회(대구)
이상춘 주정환 이갑기 김영호 이원식 서동
진

1930. 4.
동경미술학교(동미
회)

김용준 임학선 홍득순 길진섭 이마동

1930. 7. 향토회(대구)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 김성암 이인성
1930.12. 백만 양화회(동경) 김용준 구본웅 이마동 길진섭 김웅진
1933.10. 청구회 도상봉 공진형 이마동

1934.5. 목일회
김용준 이종우 이병규 김응진 손병돈 
황술조 구본웅 길진섭

1936.1.18. 후소회
백윤뮨 김기창 장우성 한유동 이유태
조중현 장운봉 조용승 장덕

1936.3 백만회(동경) 길진섭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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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전을 창립하게 된다.115) 초기에는 총독부의 정책적 사업이었기 때

문에 당시, 안중식, 조석진, 김규진, 오세창 등이 결성한 서화협회와 대립

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식민 통치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신

진 예술가들의 등용문으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20년에 들면서

과거 중국의 화보를 답습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던 형태에서 벗어나는 새

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바로 선전을 통해 유입되어진 일본인 화가들

의 서양식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시기 인물화도 새로운 주제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회화에서 인물화의 연원은 오래되

었다. 이들은 모두 종교화나 역사화의 성격을 가지고 그 시기 제작되었

다. 주로 역사를 기록하거나 종교적 예술성을 찬미하는 작품들이었고 이

는 사건 혹은 인물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선전이 거듭되

면서 일본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인물화는 당시 조선에서 초상화를 제작

하던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야기하였다. 제작되어지던 인

물화 속 대상을 역사적 인물, 혹은 사건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116)

전통회화에서 다루어지던 소재들을 피하고, 주변의 하찮은 대상들을 그

림 속 주제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당시로서는 일종의 혁신이었다.

선전에서 인물화를 통해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로는 김은호, 노수현, 김기

115)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것은 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미전이었다. 미즈노는 조  
  선미술전람회를 문화정치의 가장 모범적인 방법으로 여겼다. 1921년 그는   
  교육국장이었던마쓰무라(松村松盛)에게 조선예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구상  
  해줄 것을 요청했다.마쓰무라는 예산의 제약을 감안하여 미술전람회를 생각  
  해냈다. 이에 따라 미즈노는총독관방의 참사관이던 와다 이치로(和田一郞)를  
  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임명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미술학교 교원들  
  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일본과 조선의미술가들에게 작품 제출을 부탁했다.   
  ‘문화정치’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위해서도 식민국가와 일  
  본 엘리트 교육 제도 사이의 협력이 필요했다. 168명의 미술가들이 참여하  
  고 215점의 작품이 출품된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가 1922년 6월 서울에서   
  열렸고, 이 전람회는 그 후에도 1940년대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한국인들이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낀 미즈노는 그들의 에너지를 예  
  술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 이충호 외 譯, 『朝鮮統治秘話』(1937년 京城府 帝國地方行政學  
  會 朝鮮本部), 형설출판사, 1993, pp251～253, pp 284～285참조.

116) 이경성,「한국 근대 미술의 양상」, 『한국 현대미술의 형성과 비평』,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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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장우성, 천경자 등이 있다. 당시로는 파격적이었던 작가들의 작업들

중 이 당시 선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당 김은호의 <간성>을

살펴보면 그림 속 여인은 전통인물화 속 성현이나 도석화에 등장하는 인

물과 달리 일상적 삶의 풍경을 포착하여 그려짐을 알 수 있다.117) [참고

도판21]

이는 당시 조선에서 그려지던 인물화로는 파격인데 전통적 어머니상을

대상으로 그려내던 당시의 인물화 속에서 이러한 인물의 등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117) 동경유학 당시 잠시 귀국하여 출품한 <간성>은 마작(麻雀)을 하는 여성을 
소재로 한 미인도이다. 활짝 열린 분합문(分閤門) 너머로 대나무가 보이는 정
원을 배경으로 한다. 인물을 강조하여 얼굴을 화면한 가운데로 배치하였고 그 
양옆에 대나무를, 앞뒤로는 새장과 마작을 대각선으로 포치하여 인물이 더욱 
돋보이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대나무가 있는 밝은 배경에 화면 오른쪽 위에 
설정한 새장과 나팔꽃 덩굴은 인물을 돋보이는 역할과 함께 안정적인 화면 구
성을 보여주는 장치다. 인물 표현도 이전 작품에 비해 완성도가 높다. 여성의 
치마저고리를 표현한 섬세한 곡선들은 부드러운 채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진행형으로 편안하게 앉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잡아내
었다.

  송지숙, 「以堂 金殷鎬 회화세계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6,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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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1]김은호,<간성(看星)>,1927년,선전입선,견본채색, 86.5x138cm,

호암미술관

그림 속 여인이 피우다 내려놓은 담배나 성냥의 모습에서 이 대상이 부

잣집 아가씨가 아닌 기생이라는,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상의 선정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윤두서나 신윤복의 그림에서 보듯 인물

과 여백으로 구성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화면 전체를 빽빽하게 채색

해 나가고 있다. 전통적 여인화의 형식에 일본화의 영향이 깃들고 있는

것은 배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118) 화면의 배경이 벽인지 아니면 뒤가

트인 밖인지 알 수 없는 동시에 시선의 중심이 인물을 향해 맞춰지는 이

와 같은 몽롱체의 구조 또한 새롭다.119)

118) 박용숙,『한국현대미술사 이야기』, 예경, 2003, pp.86-87
119) 몽롱체(曚朧體):20세기 초에 나타난 일본회화의 한 양식. 미술원의 급진파인  

  요코야마 타이칸, 히시다 슌소오 등이 동양화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인 선묘  
  를 없애고 먹과 색채의 농담만을 구사하여 공간감의 표현을 시도한 이러한  
  새로운 양식을 당시 도쿄의 일일신문(日日新聞)이 조소하는 의미로 ‘몽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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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2] 김기창,<고완(古翫)>, 선전 무감사 특선, 종이에 채색, 1939

소장처 미상전통적 인물화의 새로운 변화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작품은

18회 선전에서 특선을 한 김기창의 <고완>이다.[참고도판22]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여인을 그린 이 작품 역시 소

재는 한국적이나 기법적인 면에서 전통일본화의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김은호나 김기창의 작업을 통해 전통회화에서 강조하던 전신의 세계가

약해지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무의미한 인물이 화면을 채워가는 경향

이 강해진 것이다.

이런 주제의 변화는 풍속화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제작된 풍

속화들은 조선시대 제작되었던 서민들의 풍경을 드러내주고 있었다.[참

고도판23]

라고 명명한데서 유래한다. 즉 이들의 작품이 ‘긴장하지 않은 몽롱한 인상’이 
강하다고 하여 비하(卑下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성미,김정희『한국 회화사 용어집』, 다할미디어,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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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3] 이영일, <농촌의 소녀>, 1929년, 견본농채, 선전 특선, 국립

현대미술관

동일한 곡조와 같은 느낌이 있고 꿈속 같은 채색으로 모든 흠점

을 제거한 듯한 느낌조차 없지 않다...폭은 크고 선은 섬세하고 채

색은 꿈속 같아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화폭과 같은 느낌이 있음

은 유감이다.120)

당시 제작되었던 이런 인물화들은 시대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그

시대가 갖는 분위기와 성격을 회화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인물화는 결국

시대의 얼굴로서 당시의 인물상과 사회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사료

인 것이다.

40년대 인물을 주로 그린 월전 장우성의 22회 출품작 화실 또한 근대시

기 변화하는 인물화의 좋은 예시가 되는 작품이다.121) 입체감을 살린 인

120) 권구현, 『매일신보』, 1930.5.23, 5면
121) 1943년 특선작인 <화실>은 월전의 초기 시대 그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실적인 구도로서 대단히 현실감 있는 주제이고 표현도 자유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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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계획적 구도의 활용 등을 볼 때 근대화 되어가는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림 속에 등장하는 화가의 모습을 통해 당시 화가로서

의 사회적 위치가 인정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로는 고가였던 파

이프를 입에 물고 고민에 잠긴 듯 한 작가의 모습은 그 전에 그림 그리

는 직업을 기술자에 빗대어 표현하던 사회적 통념과는 많은 변화를 보이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기술자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작해 나가

는 창조자로서의 화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전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특색은 여성 화가들의 등장이다. 그 전에도 여

성 화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하는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22회 선전에서 특선을 한 박래현의 <장粧>

은 경대와 인물을 각각 한 화판에 그려 넣고 배경을 생략하여 작품의 완

성도를 높이고 있다. 평면적 인물구성을 통해 작가가 일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참고도판24]

섬세한 필선을 살렸고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색조의 분위기를 보    여주고 있
다. 화실이라는 소재는 화가들에게는 퍽 친숙한 자신의 생활의 일    부를 다
루는 것이기도 한데 그만큼 의식되고 꾸미지 않은 자유스러움이 드   러난다
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부인과 자신을 모델로 한 작품으로, 입체감    을 
살린 설채기법과 화면구성의 방법이 이전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화
가 스스로의 자의식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근대기적 화가상을 엿보게     
한다. 모델을 그리다가 휴식을 취하는 순간의 화가의 모습을 소재로한 작품    
이다.

  박석규, 「월전 장우성의 예술세계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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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4] 박래현, <장(粧)>, 선전 특선, 131x154.5cm, 1943

비슷한 시기 천경자의 <노부(老婦)>역시 근대적 인물화로 가고 있는 과

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을 제외한 배경의 사물

을 그리지 않고 여백으로 남기는 공간구성은 근대이전부터 조선화에서

흔히 봐오던 구성이다. 여기에 의습선의 묘사나 음영처리는 조선인물화

의 전형이나 이와 대립되는 평면적 인물구성에서 일본 유학시절 받은 일

본화의 영향에 대해 짐작케 한다. 실제로 천경자는 고바야 이와요시라는

화가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본인의 자서전에서 회고하고 있다.122)

“학생시대에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 공교롭게도 노인들만 등장

한 그림 <노점>,<조부상>,<노부>등 세 점의 대작을 그렸고 날로

치열해진 전쟁 때문에 종전을 눈앞에 두고 귀국해 버렸다.작품

<노점>은 ‘선전’에 출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작품 <조부

상>과 <노부>는 22회,마지막 23회 선전에 입선하였다.작품 <노

부>는특선 후보에 올랐으나 모발이 너무 희다는 것이 흠이 되어

122) 한수민, 「천경자의 인물화 연구 : 양식적,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기대  
  학교 대학원, 200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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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으로만 그쳤었다.”123)

선전에서 거듭 입선되던 인물화의 경향은 해방 후 국전시대에도 비슷한

경향을 띄게 된다. 인물화의 경우 사회적 주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124)

서구에서 추상화가 유행하다가 192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사실주의화풍

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화풍 역시 형이상학적인

것을 다루기 보다는 현실적인 것으로 그 주제를 바꿔가고 있었다. 그러

면서 자연스럽게 화제 역시 일반 대중으로 변해갔다. 1960년대에 들어서

면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겪은 한국사회는 1972년 새마을 운동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나게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것

을 추구하며 역동적으로 사회를 재구축하려는 분위기 일변도였고 이러한

변화는 ‘동양화’인물화에서 노동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물화 속 등장인물들의 계층이 다양해지고 인물의

모습들도 변화하게 된다. 대표적 작가로 김은호, 장우성, 김기창을 들 수

있다. 선전시절 순수회화로서의 인물화는 산수화에 비해 적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윤복이나 윤두서가 그렸던 미인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대시기 화가들이 미인도를 많이 그려내기엔 한

계가 있었고 이 시기 유입된 일본화 속 미인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

피하였을 것이다.125) [참고도판25]

123) 천경자,『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자유문학사, 1989, p308
124) 오광수,『시대와 한국미술』, 미진사, 2007. p.102
125) 「탄금」은 조선 시대의 금공 촛대와 석상이 한 쪽에 놓여진 조용한 방안에서 

기녀가 거문고를 뜯고 있는 정경으로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기법으로 표현
되고 있다. 여인의 우아한 자태와 단아함을 강조하였으며 고전적인 복장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게 보여 진다.거문고 연주에 몰두해 지긋이 아래로 내리 깔은 
시선, 여인의 우아한 자태, 단아함을 강조하는 구석에 놓여진 단순한 조형의 
촛대 등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라 앉혀 조용한 정태미(靜態美)를 연출하고 있
다.또한 화면의 단순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화면 
전체로 무게를 분산시키는 유학 이전 작품들과 달리 하나에 중점을 두는 다른 
형태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이당 김은호는 탁월한 기교에 구도의 세련
미를 더하였지만 한국 여인을 소재로 삼았으되 풍기는 분위기와 구도에 있어
서는 일본 미인도에 가까움을부정할 수 없다.

   박지은, 「이당 김은호의 세필채색 인물화 연구 : 미인도를 중심으로」, 전북대
학교, 200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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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방 후 김은호의 인물화 속 대상이 변화함을 주목해야한다. 일

제 강점기 때의 미인도 속 인물들과는 다르게 전통무욕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근대 인물화 영역의 화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참고도판25] 김은호, 탄금(彈琴), 1926

인물화의 확장은 수묵인물화를 그렸던 작가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기 시작한다. 그 작가들에는 정탁영, 송영방, 이종상,126) 이철주127)

등이 있다. 이들은 인물화로 선전 때와 비교해 소재와 내용의 다양화가

126) 이종상(一浪 李鍾祥, 1938-) : 충남 예산에서 출생. 호는 일랑(一浪). 서울대
     학교를 졸업(196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취득(1989년). 서  

  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를 역임. 명예교수. 문화재관리국 박물관 분과  
  전문위원. 한국벽화연구소 소장. 초대개인전 15회, 초대단체전 400여회.     
  2003년 은관문화훈장, 제1회 안견미술문화대상. 2008 제8회 자랑스런 한국  
  인대상수상.

     유희승, 「‘선전’과 ‘국전’의 인물화 연구 : ‘동양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118

127) 이철주(逸初 李澈周, 1941-) : 충남 청양 출생으로 호는 일초(逸初). 서울대
     학교 회화과 졸업(1967년). 신인예술전 최고 특상 수상(1966년). 예총 예술  

  문화상 수상(2005년). 옥조 근정 훈장(2006년). 중앙대학교 한국화과교수를  
  역임.현재 명예교수(2006-). 회화 2000 회원. 개인전 7회, 단체전 다수

     유희승, 「‘선전’과 ‘국전’의 인물화 연구 : ‘동양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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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게 된다. 초기 인물화에서 보이던 한복이나 중국식 복장에서 평

상복이나 일할 때 입는 작업복 등이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림 속 인물들의 포즈등도 정적인 자세에서 동세가 커져 움직임이 느껴

지는 인물들이 늘어나고 특히 노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기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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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물화의 표현 확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사회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였다. 이 양자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관 혹은 사회관의 정체성이 수립되

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자본이 과거 권력을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비대

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데 있다. 예컨대 전제 왕권이 지닐만한 지배적 힘

을 소비사회와 시장경제가 갖게 된 것이다.128) 개인의 행복권은 왕왕 국

가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졌고 이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또한 확대

재생산되어졌던 것이다. 전통 미술에 있어서도 당연히 집단적 가치창출

에 기여하는 흐름보다는 개인의 삶과 가치를 주목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

났다.

이것은 中, 韓, 日이 거의 동시에 겪게 되는 변화였지만 처해진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갔다.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

이후 개인의 삶과 그 존재 방식이 문화예술에서 하나의 주요한 테제로

부상하기는 했지만 중국사회에 있어서는 아직 서구적 자본주의와 민주주

의의 체험은 더딘 상황이었다.129) 그것은 중국이 서구열강과 일본제국의

128) 폴라니(Polanyi)에 의하면 시장 경제란 시장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자기조정  
  체계를 가리키며 이것은 오로지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경제를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는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인간과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조직 자체도 자기조정적 시장  
  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이윤생, 「한국경제전개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 p12

129) 손문은 그의 혁명전략을 1905년에 발표한 바, 그에 따르면 혁명의 전개과정  
  은 3단계로 설정되었다. 그 내용은 ‘군정(軍政-軍法의 治), 임시헌법(約法의  
  治)에 의한 정치, 그리고 헌법에 의한 정치로 되어 있다. 제1단계에서는 청  
  왕조와 그 치하의 모든 바람직스러지 아니 한 정치적 사회적 관습-관리의   
  재물 늑탈, 터무니없는 중세,혹독한 형벌, 전족, 아편 흡식, 미신, 풍수설 같  
  은 것을 일소한다. 둘째 단계에서는인민들은 自治를 하도록 허락받고 지방의  
  의회의원과 행정관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권력과 기능은 물론 인민의  
  권리와 의무도 임시헌법으로 규정된다. 이 단계는6 년 동안이며 최종단계가  
  선포되면 군사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입헌정부에   
  넘겨진다’( 孫文, 1960,<國父全書>, 臺北國防科學硏究所,: 393)

    최자웅, 「마오이즘과 손문주의의 인간이해와 실천전략 연구 : 중국 혁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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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각축장이 되어지면서 역사적 자긍이었던 중화주의(中華主義)가 위기

를 겪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국가적 안위와 민족적 위기 앞에서, 문화예술은 과거 전제 군주의 통

치권 하에서의 상황과 비슷하게 개인 개성보다는 집단개성의 표출을 우

선시 하게 된 것이다. 사회, 국가, 혁명 같은 큰 틀 아래서 새로이 노동,

저항, 단결 같은 언어가 미적(美的)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일찍부터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회사를 중심으로 독특한 유교자본주의적 형태를 띄며 전개되어 갔고, 왕

왕 서양화풍과 전통미술이 절충된 미의식을 보이며 진행되어 갔다. 즉,

중국보다는 훨씬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혹은 집단 개성적 성향이 약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0)

한국의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이지만 유례를 보기 어려운 압축

성장으로 단기간 내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본보기 사회라

할 수 있다. 서구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해

간 두 체제,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가 놀라울 정도

의 속도감 속에서 진행되어갔던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은 전후의 절대빈

곤을 벗어난 지 얼마 안되어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울 정도의 고

도성장을 거듭함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서구 자본주의가 정착되어지면서 거쳤던 다양한 이익집단, 혹은 정체세

력간의 갈등과 조정 국면의 기간들이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보다 단축

되어 지거나 건너뛰어지기 일 수 였던 것이다. 더구나 한국이 I.T 기술

의 선두주자가 되면서 자본과 과학의 동반상승은 가공할 만큼의 초스피

두 사상의 연속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2011, p.56

130) 이렇게 전쟁의 종식 이후, 패권 다툼의 결과로 형성된 냉전구조는
     한국의 성장에 제약과 동시에 기회를 부여하는 이중적 틀로 인식되었
     다. 냉전구조로 인해 한국의 국내 사회에 대한 자율성과 정치경제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내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였고, 한국정부가 대미ㆍ대일 외교에 관해 가진 교섭능력이 강
     화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였으며28 , 이와 같
     은 강력한 국가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금혜성, 「한국경제의 성장과 위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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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한 정보화 사회의 문을 열게 된다. 여기서 한국사회는 서구 고도 자본

주의사회가 봉착한 때 이른 위험사회증후군, 피로사회증후군과 직면하게

된다. 고도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적 안전망과 도덕적 가치를 준비하지 못

했을 때 결국에 봉착하게 되는 여러 종국적 위험인자들을 한국사회 역시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회학자이자 종교학자인 티머시 켈러 (Timothy J.Keller)131)는 그의 “거

짓신들의 세상”에서 현대 자본시장에 노출된 적나라한 탐욕의 징후들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우상숭배로 몰고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직

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자체적인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

는 ‘성직자’와 성상, 의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모시는 사당

이 있어서 풍족한 삶을 기원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곳에 제물

을 바쳐야 한다. 여기서 사당이란 고층 건물이나 스파, 체육관, 스

튜디오 혹은 경기장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서

신화 속의 미와 권력, 돈, 성공의 신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

까? 오늘날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프로디테의 신상 앞에서 실

제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

는 바람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로 고통받는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

131) 팀 겔러(Timothy J. Keller) 팀 켈러(Timothy J. Keller, 1950년 9월 23일 
- )는 미국의 목사, 신학자 및 기독교 변증가이다. 그는 뉴욕시 리디머 장로 
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설립 목사이다.  펜실베이아 알렌타
운에서 태어난 켈러는 버크넬 대학, 고든 콘웰 신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한국에서도 선교사와 교수를 했
던 하비 콘(Harvie M. Conn)이었다. 후에 이 학교에서 교수도 하였다.뉴욕타
임지 베스트셀링 북 <마르지않는 사랑>(The Prodigal God: Recovering the 
Heart of the Christian Faith , 2008)의 저자이다. 그는 1989년 아내 케시 
사모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20년 동안 다양한 
젋은 직장인들을 지도하며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여러 도시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도시문화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나 자료들을 
출판하는 ‘리디머시티투시티’(Redeemer City to City)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8개 도시에서 250개 교회를 개척했다. 존 파이퍼와 
더불어서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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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과 경력이

달려 있을 때는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쟁

취하기 위해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가족과 공동체를 소홀히 한

다.132)

그런가하면 자아(自我)를 자본주의적 욕망의 에고 형태로 파악한 데이비

드 호킨스(David R. Hawkins)133)는 자본의 욕망이 극대화될 때 불안을

넘어 결국 인간을 소외의 상태로 몰고 간다고 보았으면 그런 조합들로

구성될 때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위기 상태를 맞게 된다고 진단한 바 있

다.

에고는 스스로를 분리된 존재로 보고, 따라서 외적인 공급원에 의

존하기 때문에 ‘얻고’, ‘지키고’,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런 외적인

공급원은 에너지와 관심, 소유물, 지위, 안전, 보호, 이미지, 금전적

인 이득, 이점, 권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기본적

132) 티머시켈러,이미경 옮김『거짓 신들의 세상』, 베가북스, pp18-19
133) 데이비드 호킨스(David Ramon Hawkins) 박사는 1927년 6월 3일에 위스

콘신 주 밀워키에서 태어났으며, 1979년 이래로 세도나에서 살다가 2012년 9
월 19일 애리조나 주 세도나에 있는 그의 집에서 향년 85세로 임종했다.그는 
의사(정신과/내과), 저자, 강연가 그리고 의식에 대한 연구가로 명성이 높았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미해군으로 복무한 후, 1953년 위스콘신 의과대학을 졸
업했다. 그 후 25년 동안 뉴욕에 거주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선구적인 업적
을 남겼는데, 특히 정신분열증과 알콜중독증에 대해 임상적이고 중대한 돌파구
들을 마련한 일이 그것이다. 그의 연구결과들은 의학, 과학, 정신분석 각 방면
의 학술저널에 널리 발표되었다.뉴욕주 정신위생부 지도의사를 거쳤고, 뉴욕시 
최대 규모의 정신건강센터(North Nassau Mental Health Center)를 설립하
고 의료국장(1958~1980)으로 근무했으며, 1973년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과 함께 <분자교정 정신의학>을 공돌 저술했으며 이 저서는 정신의학분야
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유명 TV 프로그램인 '멕네일/레
러 뉴스 아워', '바바라 월터스쇼', '투데이쇼', '오프라 윈프리쇼' 등에 출연하
기도 했으며, 개신교, 카톨릭 수녀원, 카톨릭 주교 관구, 성공회, 불교 사원 등
에서 자문을 맡았다.마지막 삼십년의 생애는 애리조나에서 서로 이질적으로 보
이는 과학과 영성을 상호 연관시키는 연구를 하며 보냈는데, 80년대에는 아드
바이타(Advaita)와 기적 수업(A Course in Miracles) 등을 강연하였으며, 
1983년 비영리 기구인 영성 연구소(Institute fot Spiritual Research)를 설립 
하였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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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은 결핍이며, 결핍 때문에 두려움과 욕구와 탐욕이 일어납

니다. 심지어는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격렬한 분노와 함께

상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에고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134)

한편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한 국가의 도시화 비율도 동반상승하는데

그것은 집단적 이익추구의 방법이 농경이나 목축과 같은 가족적 협업상

태가 아닌 일의 효율성 위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의 산과 물 그리고 나무와 흙 같은 자연 요소들이 회사나

공장 같은 새로운 매개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하는 장소

와 주거를 분리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첫째, 두 경향은 일의 장소와 주거 장소를 분리한다. 둘째, 일을 점

점 더 관료적인 조직의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셋째, 일을 종

교적인 성격에서 해방시키는데, 이러한 성격은 정신적인 규율로 일

을 해석하던 시대 이래로 유지되어왔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변화

를 사람들은 놀란 마음으로 바라보아왔으며 종교인들은 이를 자주

비판했다. 현대 기업의 생활 속에 가족적인 요소들을 재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비인격성이 두드러진 조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

었다. 일에서 소명의식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노래가 울려퍼졌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기술도시 시대에 일에 일어난 문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각각의 경우마다 문제를 낳으면서

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알

아보는데 있다. 도심에 둘러싸인 쇼핑센터의 번쩍거리는 유리와 강

관으로 된 진열장 뒤에 자리잡았다. 구두 장수, 약 장수, 옷 장수와

철물들도 재빨리 뒤를 이어 그렇게 한다. 잡지를 팔러 다니는 중학

생들처럼 풀러 브러시 맨(Fuller brush man[솔이나 집안 세척 도구

134) 데이비드 호킨스, 문진희 옮김, 『나의눈』, 한문화,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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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 판매하는 플러 브러시 회사의 외판원])도 여전히 초인종을

누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는 이제 에어컨디셔너 장치가 되어 있

는 특별 매장이 딸린 커다란 백화점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활동들도

똑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학교들은 특별히 구획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더 큰 단위로 통합되고 있다. 도로 안전과 교육 철학의 관점

에서 -또한 경제적인 이유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교육

자들은 사물함이 끝없이 늘어선 복도와 엄청나게 크고 썰렁한 교실

을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아이들을 작아 보이게 하고 낯설게 하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작고 붉은 벽돌의 학교로 돌아가자는 생각은 하지 않

는다. 오늘날 고등학교의 화학 실험실은, 적어도 20여년 전 대학교

화학과 교수라도 사치스럽게 보았을 수준의 시설을 요구하는데, 수

없이 많은 작은 학교들에 하나하나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다른 부분에도 통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집 한 모퉁이에 진찰실을 차려 울타리, 잔디마당, 가옥이라는 단조

로움에 비주거 공간의 특색을 덧붙여 살던 의사도 역시 정기 통근

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는 도심지 의사들이 쓰는 큰 건물이나 메디

컬 센터에 나타나는 일이 잦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는 비싼 장

비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을 낮출 수도 있

게 된다. 또한 그는 도시에 의료계와 치과계 동료들을 가까이 두고

있어 신속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을 누린다.135)

이러한 공간의 재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 구성원의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가장 중요한 관계망이었던 가족의 단위는 잘

게 쪼개어 지는 대신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거나 소멸되어진다. 예컨대 부모와 자식 혹

은 스승과 제자, 군주와 신하, 친구와 친구 등의 종적 횡적 관계들이 여

러개로 분화 혹은 파생되어지면서 개인의 그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스스

135) 하비콕스, 이상률 옮김 『세속도시』, 문예출판사,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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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정체성을 쉬임 없이 형성시켜가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새롭게 구성되는 관계들은 이익창출을 위해 경쟁 혹은 보완하

거나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전통적 가족 사회가 갖는 것과 같은 사

랑과 이해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고 심지어 가

끔은 적대적이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에서는 긴장과 불

안이 거의 필수적으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경제 지표가 상승하면 할수록

이러한 피로사회의 경쟁과 불안 또한 가속도를 타는 것이다. 전설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했다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야 말로 이 고도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 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

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

다.136)

과도 경쟁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에서 패한 낙오자는 말할 것도 없

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승자 또한 순식간에 또 다른 패배자가

될 수 있다.

136) 티머시 켈러,이미정 옮김, 『거짓신들의 세상』, 베가북스, pp.114-115



- 90 -

[참고작품12] 다리가 긴 여자, 90x72cm, 장지에 채색, 2015

왕왕 우리는 한 기업가의 신화적인 성공담을 조간신문에서 보게 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아 그는 패배자, 심지어 범법자의 신분으로 TV화

면에 모습이 비추이게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자본의 욕망이 극대화되고 경쟁이 가열화 될수록 이러한 사회적 현상 또

한 빈번해지는 것이다.

마돈나에게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

켜주는 마약과도 같다. 그 약효는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복용해야 한다. 마돈나는 자신을 증명하고 또 증명해야 한다. 이

러한 삶의 원동력은 기쁨이 아니라 차라리 공포다.

영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에서 올림픽 달리기 선수로 나오

는 주인공 한 명도 마돈나와 똑같은 인생철학을 웅변조로 이야기

한다. 왜 달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달리기가 좋아서 달

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 중독자에 훨씬 가까워요….”나중

에 올림픽 100미터 달리기에 출전하기 전에 그는 한숨을 쉬며 이

렇게 말한다.“만족감! 전 스물네 살인데 아직 한 번도 만족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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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했어요. 언제나 그걸 따라다니죠. 하지만 내가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요….두 눈을 들어 1.2미터 너비의 트랙을 내

다보며 고독한 10초 동안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137)

인간소외의 문제는 이미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후기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가열되었다.

한병철138)의 『피로사회』에서는 성과 위주로 치닫게 되면서 과잉소비,

과잉생산, 과잉 커뮤니케이션 의 부정적 측면이 야기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게 된다139)고 언급했거니와 울리히벡

(Ulrich Beck)140) 은 그의 『위험사회』에서 이러한 소외와 고립이 불안

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결국 산업사회는 위험사회로 이행된다고 경고

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이라는

이중성을 갖게 되면서 과학에 대한 새로운 제어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과학은 때로 위험의 확산과 심지어 파멸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직시한

137) 앞의 책, p115
138) 한병철(1959~)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프라이부르크와 뮌헨에  

  서 철학과 독일문학, 천주교 신학을 공부하고, 1994년 하이데거에 관한 논  
  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에는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데리다에 관  
  한 논문으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그 후 바젤 대학에서 철학과 사강사로 재  
  직하며 동시에 독일 및 스위스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다. 2010년에 독일   
  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교의 철학/미디어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12년  
  이래 현재까지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 및 문화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점적 연구분야는 18세기-20세기 철학, 윤리학, 사회철학, 현상학, 문화철  
  학, 미학, 종교철학, 미디어철학 등이다. 위키백과

139)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2010
140)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당시 독일 포메른 주의 슈톨프(현재  

  폴란드의 스웁스크)에서 태어났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뮌헨 대학에서 법   
  학, 사회학, 철학, 정치학 등을 수학하였다. 뮌헨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를 받았으며, 뮌헨 대학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뮌헨 대학 사회학연  
  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초빙교수로 있다.         
  1995~97년 독일 바이에른 및 작센 자유주(州) 미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  
  도 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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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단계에서는 개인이나 국가가 쌓아올린 부(富)라는 것도 해결책

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의 가속될수록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이나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지만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 있어서 결

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141)

굳이 이런 저서들이 아니라도 피로사회를 넘어 시시각각 진행되어지는

위험사회증후군은 여러 방면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릴뿐더러 위협하게

된다. 동시다발적인 국제사회의 테러문제와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환경문제로서의 지진과 대기오염 등은 개인과 집단을 불안하게 함으로서

근대사회에서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흐

름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거나 대답, 또는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작품 역시 그러한 질문과 대답과 반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파국을 몰고올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중심적인 문제이다.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한 번의 사고로도 절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그 가능성은 너무나 큰 것이다. 그러나 양적인

위험개념은 사고의 발생가능성에 집중하며, 그 영향이 제한되어

있는 비행기 충돌과 여러 나라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이의 차이를 부정한다. 더

욱이 공적인 토론에서 위해의 질에 관한 논의는 위험연구에서 전

혀 다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실을 한다. 가령 핵무기 확산, 민수용 화학 및 원자기술을 군수

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팽창하는 위험산업과 시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일반 상품 및 전쟁물자 사이에 위치하는 회색

141) 울리히 벡, 홍성태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2006, pp138-150



- 93 -

지대 물품, 인류(실수와 실패)와 안전 사이의 모순, 후세의 생명을

가지고 농락하는 거대기술 결정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과 그

불가역성 등을 들 수 있다. 완벽한 체계는 없으며, 그 필요요건에

적합한 완벽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체계와 같은 것을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완벽한 통제, 일상생활 속의 독재와 같은 것을 수립하려

는 것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위험 논의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문명의 위해한

잠재력을 다루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균열과

격차이다. 양자는 서로의 능력범위를 넘어서서 이야기한다. 사회

운동은 위험 기술자들이 전혀 답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기

술자들은 실제로 질문한 요점과 대중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놓친 답변을 제시한다.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은 실제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서

로 결합되며 의존한다. 엄격히 말해서 이 같은 구분은 점점 더 불

분명해지고 있다. 마치 위험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이 과학적

논쟁에 의존하는 것처럼, 산업발전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사실상 사회적 기대와 가치평가에 의존한다. 위험연구가 그것을

제한하도록 요청받았던, 그리고 더욱이 위험연구가 그로부터 최근

에 꿈도 꾸지 못한 커다란 물질적 지원을 받았던 ‘기술공포증’의

발걸음이 위험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흔들리게 된다. 대중의 비판

과 불안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과 반(Counter)-전문지식의 변증법

에서 발생한다. 과학적 논증과 과학적 논증에 대한 과학적 비판

없이는 대중의 비판은 무디기만 한 것이다. 사실 대중은 자신들이

비판하고 두려워 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식조차 할 수 없다. 유명한 문귀를 빌어서 말하자

면,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

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142)

142) 앞의 책,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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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다수의 대중에게는 은폐되어있거나 알 수 없는 무수한 위험들이

산업사회도처에 숨어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저자는 또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위험요인들의 충돌과 갈등, 방어와 공

격의 시스템을 주목한다.

위험의 이론적 내용과 가치유관성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암묵적으

로 전제한다. 즉 문명의 위험에 관한 다종다양한 정의들이 서로갈

등을 빚고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위험이 과잉생산되

고 있으며, 이렇듯 과잉생산된 위험들은 때로는 서로를 상대화하

고, 때로는 보완하며, 또 때로는 압도한다. 하나의 위해한 생산물

이 다른 위험들을 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방어된다 (예를 들자

면 기후변화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험을 ‘최

소화’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는 위험을 정의함으로써 자신을 방어

하고자 하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토양, 식물, 대기, 물, 동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그것이 공동선 및 스스로는 투표하지도 기권하지

도 않는 것들의 표를 표현하는 만큼, 이 같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아마도 풀과 벌레의 수동적인

선거권만이 인류를 정신차리게 할 것이다.)143)

말하자면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도래한 각종 위험사회속에 던져진 피로

한 인간 군상들인 것이다. 문명의 가속화와 생산의 증대, 그리고 과당경

쟁이 빚은 참사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 청소년, 청년 층으로부

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피부로 공감하는 문제들이다. 생산과 소득

이 증대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불어 안전과 건강도 증진되리라는

환상과는 반대로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할수록 불안과 위험의 가중

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143) 앞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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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대체로 친화적 관계였다. 친화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때로는 자연이 예배

와 숭모의 대상이 되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자

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론은 균열되어지기 시작했다. 자생자화(自生自化)

하는 자연의 이치에 삶의 기준이나 도리를 맞추려하고 그 방법으로 물아

일체(物我一體)를 꿈꾸었던 조화와 균형상태가 와해되어지기 시작한 것

이다. 자연을 친구나 스승으로 생각했던 동아시아적 사유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왔다. 산업의 자원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을 활용한 부

의 증대 방안에 골몰하게 된 것이다. 각종 사업폐기물의 처리가 문제화

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자동차 배기가스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들로

미세먼지나 황사처럼 심각한 대기오염 현상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효과

적인 제어장치 없는 과학기술의 경쟁적 개발로 인한 일종의 환경재앙인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구촌에서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와

핵실험등은 불안과 위험의 지표를 시시각각 상승시키고 있다.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

를 만들어낸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빈둥거

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 스스로 노

동하는 노예가 되는 노동사회를 낳는다. 이러한 강제사회에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노동수용소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그 노동수용

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동시에 포로이자 감독관이며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에 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자신을 착취한다. 이로

써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 우울증,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나치 강제수용소의 무젤만과 유사

한 증상을 나타낸다. 무젤만은 탈진하여 완전히 무력해진 수감자

들로서, 극심한 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 심지어 육체적인 추위와 감독관의 명령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우리는 후기 근대에 신경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노

동하는 동물 역시 일종의 무젤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물론 이들은 강제수용소의 무젤란과 달리 영양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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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몸에 지방이 과다한 경우도 드물지 않긴 하지만 말이다.144)

재독철학자인 한병철은 그의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정의한다. 그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 주체인 자기 자신까지 마비시키

고 탈진시키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타인뿐아니라 왕왕 자기자신도 경쟁하고

뛰어넘어야 주체가 된다고 정의한다. 문제는 여기서 다양한 정서적, 정신

적 신체적 위험지수가 상승한다는 데에 있다. 각종 보험약관으로 많은

보호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인데, 작가의 감성은 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병원, 정신병자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푸코의 규율

사회(Disziplinargesellschaft)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

율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빌딩, 은행, 공항, 쇼

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사회(Leistungs-gesellschaft)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Gehorsamassubjekt)"가 아니라 ”성

과주체(Leistungssubjekt)" 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

하는 기업가이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갈라놓는 규율

기관들의 장벽은 이제 거의 고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권

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변모하면서 일

어난 심리적·공간구조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주 사용되는

“통제사회Kontrollgesellschaft"와 같은 개념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것이 못 된다. 그런 개념 속에는 지나치게 많

은 부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145)

저자는 같은 공동체 중심의 배타적 규율사회를 면역사회로 명명하면서

144) 한병철 저,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2012, p.44
145) 앞의 책,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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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과잉생산과 과잉성과에 중독되어 있는 사회를 피로사회로 정의한

다. 이 만연된 피로사회 증후군 속에서는 두드러지게 우울증이 늘어나는

데 저자는 이를 상당부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폭력으로부터 야기된다

고 진단한다. 성과사회에 내재하는 시스템의 폭력이 심리적 경색을 야기

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간다고 본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성과를 향한 압

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그렇게 본다면 소진증후군은 탈진

한 자아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랭베르에 따르면 우울증은 규율사

회의 명령과 금지가 자기 책임과 자기 주도로 대체될 때 확산되

기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책

임과 주도권이 아니라 후기 근대적 노동사회의 새로운 계율이 된

성과주의의 명령이다.146)

그렇다면 피로사회와 우울증을 야기하는 새로운 노동사회의 성과주의,

명령주체는 누구인가.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본인 스스로라는데 있다. 그

런데 자신이 명령주체이자 실행자가 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이완계를 야

기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과잉생산과 과당경쟁으로 몰아가는 자본

과 정보의 시스템이다.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

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

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강제구조로 인해 폭력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147)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

146)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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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사회, 탈진되어가는 개인에 대해 속수무책인 시스템.

도처에 발생하는 테러의 소식들. 과연 고도 자본주의는 행복의 이

상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한 풍경이고 풍속도이다. 그 와중에 한 인간, 작가는

서 있는 것이다.

147) 앞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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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분석

1.취급주의 연작

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는 내용물에 따라 취급주의, 즉 Fragile 표지를 붙

이게 된다. 파손의 위험성이 있거나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물건

일 경우 짐에 이 표지를 부착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출국 수속을 하

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표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9.11테러사건 이후 공항마다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왕

왕 지나친 검색으로 인권침해 문제까지 제기 되기도 하지만 정작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대비책은 뚜렷하지가 않다. 특별히 미주와 서방의 주요

항공노선과 공항마다 보안 및 검색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지만 항공기 납

치사건이나 승객 인질사건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예

측 불허의 위험사회에서 정작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대비

책이 막연한 것이다.148)

[참고작품13]Fragile the fragile, 150x1050cm, 장지에 먹과 채색,2012

148)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방첩에82) 바탕을 둔 방첩활동을 위
해국가방첩전략을 제시하였다. 국가방첩전략의 입안 및 시행은83) 미국의 방첩
활동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였으며, 방첩활동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정확히 
하였다. 또 방첩의 기능이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는 점에서 미국 방첩활동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가방접전
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전략적 방첩활동의 방어수단은 
테러리즘 영역까지 확장한다. 미국의 방첩활동은 사후에 반응하는(reactive) 
자세로부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사전조치(proactive)를 취하는전략으로 전
환하고, 국가안보에 근간이 되는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조력하며, 정
보공작과 분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어하며, 외국의 정보공작을 와
해시킨다. 기업이나 산업이 외국 정보공작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
제활동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정보체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정책팀에게 방첩 
분석의 결과물들을 제공해야 한다. 방첩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방첩체제를 
구축한다.

   김연지,「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정보체제 개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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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주의, 후라질 연작은 인간이야 말로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지고의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혹은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의 상충된 이해와

소통부재 혹은 이질성과 적대감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위협

에 노출되고 있다. [참고작품13]

과도한 경쟁 체계 속에서 상처받고 혹은 소외되고 있다. 집단적 갈등과

문명의 출돌 또한 쉬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 21명의 여성을 살해한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149)의 발생은

우리사회 속에 뿌리내린 증오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것은 증오가 만들어 낸 범죄의 한 사

례에 불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증오심은 사회 속에

퍼져 있고, 어느 누구든 증오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150)

증오 범죄 속에서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유약한 계층들이 희생되

어지기도 한다.151) 도대체 인간은 어떤 사회적 제도와 안전장치에 의해

149)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부유층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갖가지    
  잔혹한 방법으로 21명을살해한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남게 된 살인 사건이다.공식적으로 확인된숫자만 21명이며,유영철 자신은 5  
  명을 더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인이 이혼 소송을 한뒤로 여성 혐오  
  증이 생겼다고 알려졌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막연한 복수심이 생  
  겨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2」,형사정책연구원, 2003, p84
150) 임미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대  

  학원,2006,p11
151) 또한 증오가 내면적으로 표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데 이러한 자기혐오는 특히 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  
  쳐, 10대의 자살률은 세 배나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2005년  
  5월 3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5～19세 청소년  
  10만 명당8.2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이것은 운수 사고 사망률 1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청소년 사망률이다. 증오는 타인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과자살로 표출되는 자기혐오를 통해 자신의 목숨까지 쉽게 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임미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대  
  학원,2006,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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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대접은 둘째치고라도 기

본

             [참고작품14]where, 30호, 장지에 먹과채색, 2012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현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매

겨지는 인간의 고유한 값어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152) 이런 질문과 의문

을 바탕으로 영어발음 후라질(Fragile)을 한국어의 비속어인 우라질과 중

의적으로 사용하여 그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이는 경쟁과 과속사회

를 살아가면서 날로 인간성이 함몰되고 위험에 직면한 현생인류의 독백

이나 한숨소리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리 치이고 저리 부대끼며 상처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군상들, 이들을 소중히 다루고 취급할만한 사

회적 제도와 가치, 그리고 안전망의 절실함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연작에서 나타나는 기하적 혹은 나선형 구조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

152) 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시간과 언어,1997,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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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15] 레지스탕스2,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참고작품16] 채집,중국, 90x90cm, 캔버스에 혼합채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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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배경으로 나오는 인물과는 달리 숨막히는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소

모품처럼 다루어질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보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형적 시도는 나는 하나의 구조 속에 던

져진 피동체가 아닌가 하는 회의론에서 출발한다.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 민주주의 사회는 현재 우리의 삶이며, 자본

주의를 바탕으로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경쟁적 태도는 스

스로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 반세

기 동안 이런 상황이 방대한 규모로 펼쳐지면서 경쟁이 심해질수

록 불평등 또한 심해져 사회적 문제들은 날로 늘어나고 복잡해지

고 있다. 자본주의에 따른 노동의 인식 변화는 인간의 경쟁적 태

도로 삶의 영향을 끼쳤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현시대의 문

제점들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인간의 경쟁적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통해 개인의 삶의 표현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153)

세계 속의 나와 내 속의 세계는 과연 행복하게 만나질 수 있는가의 질문

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내가 세계를 보는 창(窓)은 무엇인가. 강

하게 구획 지워진 틀과 구조 속에서 나의 자의식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153) 표영은, 「경쟁적 삶의 속도에 관한 시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      
   원, 201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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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17]위험표시산수, 91x91cm, 혼합재료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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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험사회 인물연작

동물원의 원숭이는 종종 구경꾼의 표정이나 몸짓을 흉내낸다. 그렇게 함

으로서 가끔은 비스켓을 얻어먹기도 한다. 구경꾼이 원하는 대로 몸짓을

함으로서 일종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관

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원숭이의 관점에서 이 양자의 관계를 본다면

어떨까. 역설적이게도 원숭이는 음식물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을 이용내

지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 자화상 연작을 통해 내 안의

자의식, 즉 흉내내고 모방함으로서 이득을 취하고 생존을 영위하는 한단

면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참고작품18] 자화상-나는 원숭이로소이다, 65x84cm, 견에 먹과 채색,

2011



- 106 -

        [참고작품19] 어디로,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길을 잃은 인간. 미로와 미궁 속에서 갈바를 몰라

방황하며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식의 창(窓)에는

잔뜩 안개와 수증기가 서리어 있다. 이 거대하고 치밀한 산업사회, 정보

화 사회의 톱니바퀴 속에서 나는 저만큼 던져진 채 덩그러나 존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새로운 통신시스템의 보급은 기술에 의한

인간에삶의 방식과 인식에 또 다른 변화를 야기한다. 과거 과학기

술은 일방적으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변화를 의미했다면,

현 시대에는 기술의 변화에 사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인간에

삶의 과거와는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풍요와 삶

의 질 향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삶의 모든

면에서 분산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 또 다른 이면에는, 삶의 노동을 거래하는 것에서 현 시대 인간

의 경험을거래하는 것으로서 경험의 상품화가 자리 잡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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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단순히 노동 자체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

념과 가치, 경쟁적 태도에 의한 노력 등을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

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서 출발

해 스스로 규범과 규칙을 확립하려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현 시

대에서의 규범과 규칙은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 확

립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인

해 인간은 스스로 규범이나 규칙을 확립하기 전에 또 다른 변화

를 맞아야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에

맞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경쟁(노력)

해 왔지만, 미래만을 바라보고 경쟁(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의 경쟁(노력)으로 인한 스스로의 고립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문제점들로 나타나고

있다.154)

번쩍이며 명멸하는 광고와 출렁이는 상업적 이미지의 홍수속에서 동시대

를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회의와 혼돈을 표현하

기 위하여 경계지음과 배경을 모호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형상이 비형상

속으로 파묻히게도 하며 원근과 광선을 지워버리곤 한다.[참고작품18]

154) 표영은, 「경쟁적 삶의 속도에 관한 시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      
   원, 2017, pp.8-9



- 108 -

              

      

       [참고작품20] 레지스탕스,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참고작품21] 앉아서, 130x9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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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공간과 구획지음으로 규정된다. 아파트와 사

무실 등, 자연과 함께 공존했던 과거적 삶의 패턴과 사뭇 달라져 버렸다.

자연을 향해 개방적인 태도로 물(物)과 아(我)의 일체화를 꾀했던데서

자연과 인위를 경계짓고 차단함으로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호와 보호벽은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키고 소통의 절연을

야기한다. 공간과 구획지음이 운반수단을 겸한 것이 엘리베이터이다. 이

것은 제한된 짧은 시간 동안만을 편의상 공유하는 공간인 까닭에 함께

있으나 의식의 공유나 소통은 일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의 폐쇄적

자기 보호의식과 긴장감이 상승하는 공간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성폭력범죄 가운데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

한 비율이 평균 5.2%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내부공간이

외부공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리베이터, 계단

등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비율이 70%로 놀이터 등 외부공간보

다 성범죄 비율이 높았다.

유독 엘리베이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이는 엘리

베이터 설치장소가잘못되었고 엘리베이터의 방범장치 또한 허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이유로는 건축물의 활용공간에만 중점을

주다보니 정작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한쪽 구석의 으슥한공간에

배치된 경우가 허다하다. 어쩌면 엘리베이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

는 단순한 이동수단으로만 생각을 해 범죄자를 증가시킨 원인인

지도 모른다.

다른 이유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인들은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시선이 없고 공간 자체가 폐쇄돼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갈 방법이 없다. 엘리베이터 안의 범죄는 아무도 개

입할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도 밖

으로 들리지 않는다. 목격자도 없어 범행에 자주 이용된다. 반면

에 언제든 다른사람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과 같은 우발적

인 범행도 자주 벌어지게 된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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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현대사회는 마치 거대한 엘리베이터와 같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최대한 무표정한 모습으로 간섭하거나 침해받지 않으려는 자의식

이 예민하게 긴장의 촉수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는 공포와 불안의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고층건물일수록 그렇다. 조석으

로 이용하는 이 첨단의 운송수단이 대형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다는 은폐

된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156)  [참고작품22]

   
    [참고작품22] 엘리베이터안에서,130x97cm,장지에 먹과 채색,2015

종종 이와 관련된 영화나 소설이 그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155) 신혜인, 「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연구 : 아파트 생활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p.5

156) 현재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크게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현엘리베이터의 내부적인 문제점을 보자면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  
  가 의무적으로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식별하는데 기대효과가 크  
  지 않으며 기능적인 한계가 따르고, 감시카메라 한대만 가지고 의존하기엔   
  보안성의 문제가 많다. 또한범죄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비  
  상버튼을 누르기가 불가능하다.엘리베이터 안에서 범죄 상황이 일어나는 순  
  간에도 엘리베이터는 정상운행을 하고있다.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때 즉시 정  
  상운행을 멈추고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혜인, 「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연구 : 아파트 생활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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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비인간

적으로 환한 인공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 편리한 엘리베이터는 금세 위험

과 불안이 극대화되는 공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험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익명의 군상

들은 그 잠재된 불안을 은폐한 채 이 공간 안에 담기게 된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복잡한 현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학생때는 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며 졸업후에는 나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돌이키기란 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험보다는 안전한 공무원시험을 선택

하는 이유 또한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

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중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60.4%로 절

반을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청년(13∼29세)의

선호 직장은 단연 공무원(25.4%)이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네명

중 한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실 전

혀 새로울 것도 없다. 30만명에 육박하는 공시낭인에 올해 9급 지

방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21.4 대 1이었고 지난 6월 서울시 9급 공

무원 공채는 82대1이다.157)

157) [사설]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해럴드경제,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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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23] 방향성2, 320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본인의 회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가지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

다. 방향성2 속 등장하는 인물은 지하보도처럼 보이는 공간속에서 어느

곳의 출구를 선택할지를 놓고 고민하며 우두커니 서있는데 이는 늘 어떠

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는 현대사회

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의 모습이며 동시에 과거와 미래의 나의 모습이

다.

            

                 

         [참고작품24] 기다림, 90x72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현세대를 놓고 3포세대라는 말을 왕왕사용하곤 한다. 3포세대란 연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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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육아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도판의 기다림은 본인이 대학교 재

학 시절 도서관 계단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은 대학생을 보았던 기억을

되살려 제작한 그림이다. 계단에 앉아 관악산에 내리는 노을을 바라보는

한 나이많은 대학원생의 모습은 그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벽들을 헤쳐나

가야 하는 모습에 많이 짓눌린 모습이었다. 3포세대라는 말이 자연스러

워 진 요즘의 젊은 세대의 모습은 그래서인지 어딘가 짓눌려진 모습들을

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엄청난 응시생이 모이는사회, 나이많은 대학원

생들이 가득찬 대학 캠퍼스는 현사회의 젊은세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

표가 된다.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의 방향성은 안정된 공무원을 향해 맞춰

져 있는것만 같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세대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있어 ‘포기’라는 단

어만큼 자주 동원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청년세대를 ‘무언가를

포기한 세대’로 규정하는 담론들은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문제

를 지적하기 위해 제시된 ‘삼포세대(三抛世代)’ 담론을 그 시작점

으로 두고 있다. 삼포세대담론은 2011년 경향신문이, 취업난과 부

채 그리고 높은 생활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세대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제시한 신조어였다. 이후 삼포세대 담론은 한국 사회의 만성화된

만혼,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데 동원되는 주요 담론으로 주목 받

았으며, 사회 각계에서는 삼포세대 현상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삼포세대 담론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지 6

년이 지난 오늘날, 삼포세대 담론이 지적한 문제들은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삼포세대 현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진단된 청년 실업률은

2011년7.4%에서 2016년 9.7%로 2.3% 증가한 가운데,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329,087건에서 302,828건으로, 출생아 수는 471,265명에

서 433,700명으로 감소했다(통계청, 2016).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함께 ‘누군가와 짝을 이루

고 싶다’는 기본적인 바람에서도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있음을 짐

작하게 한다.158)

158) 손지성, 「한국 빈곤층 남성들의 연애와 결혼 포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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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포세대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지면서 세대의 에너지는 더욱 위축되

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세대는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채 계속해서

침전되는 듯한 경험을 한다. 이는 결국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테면 자살율의 증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국가의 청년

들 (25-34세)에서는 고용 불안정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델

에서는 이러한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자살률의상관관계가 다른 OECD 국가에서보다 더욱 강

하게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 이외에 고령화, 이혼율도 일관되게

청년층 자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다른 사회적

변수들 또한 제한적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경

제적 변수는 유의성이 없었던 반면에 사회적 변수들은 자살률과

높은 상관성을 맺고 있었다. 세부적인 변수의 설명력의 크기와 방

향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상이했다.159)

[참고작품25] 방향성, 100x8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대학원,2017
159) 김청아, 「고용 불안정이 OECD 국가들의 청년층 (25-34세) 자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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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표시산수 연작

위험사회와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도시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위로의 탈출

구가 된다. 자연의 생명력이 그들의 피로와 긴장 그리고 불안을 어느 정

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이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은 그토록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 경우도 자연이 해

갈은 시켜줄 수 있을지언정 항구적인 처방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

면 대부부의 삶은 다시 자연과는 절연된 인위공간과 구조물 그리고 구획

지음 속으로 함몰되어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적 공간

뿐 아니라 심리적, 계층적 다양한 공간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위험사회와 피로사회증후군의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경우도 불안이 내재된 음산한 풍경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내

면의 상황이 자연 속에 투사되는 까닭이다. 해변의 벤치에 앉아 바라보

는 바다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마치 불만이 끓어오를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참고작품24]

[참고작품26] 정암해변-속초, 72x60cm, 장지에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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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27] Fragile the oriental painting-금강전도, 160x113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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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28] Fragile, 91x116cm, 한지에 먹과 채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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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작품29] 위험표시산수, 73x91cm, 한지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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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대자연 앞에 섰을 때 호연지기를 느끼게 되고 자연의 기운과 하

나됨을 기대하게 된다.

천지와 나는 함께 생기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 이미 하나

인데, 또 다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160)

그래서 허다한 문인, 화가, 지식인들이 산수 자연을 즐겨 찾았고 그 아름

다움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예찬하거나 재현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에서는 산수화나 전원시처럼 하나의 장르로 형성되어지기도 하였다. 그

러나 산업사회에 오면서 산수는 더 이상 유유자적할만한 대상으로 인식

되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 공간 또한 도시화되면서 대폭 축소되어져갔

다. 그와 함께 산수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과거의 친화적 자연관에서 보

다는 자본의 가치측면에서 인식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산수화

역시 왕왕 차용된 또 하나의 가상현실처럼 어색하고 낯설게 다가오는 경

우가 많다. 격자산수연작은 바로 이처럼 낯설게 규정지워진, 그리하여 심

리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산수 자연의 의미를 짚어본 것들

이다. 하나의 오브제화 된, 사물화 된 산수. 도형화된 산수, 삶의 정서와

유리되고 박제된 산수의 의미를 형상화 하려한 것이다.

160) 天地與我竝生, 而萬物與我爲一, 旣已爲一矣, 且得有言乎.『장자』 「대종사」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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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0] 취급주의-갤러리에서,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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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1] 취급주의2-갤러리에서, 162c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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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2] 미술관, 130x9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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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3] 작업중, 162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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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4] 쉬다, 130x9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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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라질 맨 연작

현대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 정치, 환경, 인권 등 사회가 복

잡해 질수록, 그리고 발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록 그 문제 또한 다

양해지며 빈번해지기 마련이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물질문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로 맞벌이 가

정의 증가, 부부중심 핵가족의 진전,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고

실업율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등은 청소년에 대한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의 기능을 약화시켰다.161) 계속해서 가열되는 경쟁사회의 분위기 속

에서 대졸자들도 취업을 하지못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 비

재하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러한 현상황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기존의 사회적 문제들은 그 심각성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

다.

“2005.2.22일 발표한 통계청의 「2005년 1월의 고용동향」에 따르

면 전체 실업자 904천명 가운데 15세～29세의 청년 실업자는 431

천명으로 전체 실업률 3.9%보다 두 배가 넘는 8.5%의 비율을 보이

고 있다. 이렇게 전체 실업률 대비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1997～200

4」의 보고내용처럼 1998년도 이후 전체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

는 것과는 다르게 전체 실업률 대비 두 배가 넘는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고착화 추세에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는 청년층의 고 실업 문제가 단순히 마찰적․경기적 요인만이 아

닌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고도화된 산업구조는 오히려 고용흡수력을 저하시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growth)'을 유발시켜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하여

청년실업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162)

161) 배근상, “중소도시에서의 청소년비행의 특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  
  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

162) 나성숙, “한국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원 석사학위논문,200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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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아예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원하지 않는 젊

은 세대가 늘어나 신캥거루족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고 있다.163)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작가 본인의 세대의 문제인 동시에 본세대와 연결된 다

양한 세대간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 가령 앞서 이야기 되어지는 신캥

거루족 역시 자식세대의 문제를 부모세대가 떠안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

이다.

[참고작품3 5 ] F r a g i l e -m a n P r o j e c t [후라질맨프로젝트,올드델

리],Delhi-India,2018

그러한 의미에서 [후라질맨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상황속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진다. 후라질맨프로젝트 인디아의 경우 인도사회의 심각

163)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캥거루족이 생겨났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자립 
분가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가구실태를 보면 신(新)캥거루족이 전체 가구의 4.4%나 된다. 젊은 부부들의 이
러한 가치관 변화 이면에는 청년 실업과 만혼 세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 학자금과 
스펙 쌓기 비용, 결혼 자금은 물론 주택 마련 비용과 육아 비용 등 생활비의 상당액이 
할배-할매 부담으로 돌아간다. 젊어서는 내 아들딸, 늙어서는 자식의 아이를 돌봐야 하
는 게 요즘 노부부들이다. 문화일보, 2016년1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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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빈부격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주로 이슈로 다루며 진행되

었다. 본 프로젝트는 인도 델리의 올드델리와 델리 역, 그리고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프로젝트에서 후라질맨은 도시를 캔버스삼아

본인이 하나의 붓, 혹은 안료가 되어 사진 속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한국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참고작품36] 밀다, 밀리다, 장지에 먹과 채색, 91x72cm, 2018

이러한 사진작업은 곧 잘 회화의 소재가 되곤 한다. 후라질맨 프로젝트

는 사진작업을 먼저 진행 한 후 이들 중 몇 개를 선택하여 회화화 한다.

이는 사실(사진)과 사의(그림)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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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완벽한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빛을 포착함으로서 대상이 드러내

는 형상을 약간의 왜곡을 제외한 모든부분에서 완벽하게 보여준다. 본인

은 이러한 사진을 바탕으로 사의적 해석을 거친 사실의 재현, 즉 회화를

그려낸다. 이는 풍경을 작가만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인

은 사회가 처한 현실과 풍경을 스냅사진으로 담아낸다. 제한적 연출(방

호복을 입은 후라질맨의 등장)을 제외한 공간적 연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인은 이러한 후라질맨의 작업을 통해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가

담고있는 이데올로기 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회화

가 한쪽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성향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의도를 갖는

프롤레타리아적 작업을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 그저 사회의 분위기와 흐

름을 드러낼 뿐이다.

[참고작품37] 후라질맨-유치하게 유치권행사중, 장지에 먹과 채색,

162x390cm, 2018

실존하는 사실(사진)이 사의(그림)로 재탄생할 때는 사실에서 드러나지

않는 선택된 공간과 그안에서 작가의 의도를 담은 레이어의 결합, 색의

선택 등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진과는 다른 화면의

장식과 연출만 더해질 뿐이다.

본인이 작업으로 캐치하는 일상의 풍경은 후라질맨이 등장함으로서 생경

해지는데 그 이유는 방호복이 주는 느낌 그 자체에 있다. 주로 방호복이

란 방사능 피폭지역이나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등 신체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을 때 입는 옷이다.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방호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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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될 경우 주변인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후라질맨프로젝트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사회적문제, 환경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동시

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

구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참고작품36]

[참고작품38] Fragile-manProject [후라질맨 프로젝트,유치하게 유치권행

사중], 경기도 , 2018

[참고작품35]는 [참고작품36]을 사진으로 작업한 후 이를 다시 회화로 진

행한 것이다. 후라질맨들이 사진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곳은 유치권행사

중인 비닐하우스 안이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토지보상을 받으려

는 사람들이 화원 형태를 만들어놓고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회문제중 하나

이다. 보통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이 투자를 받지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경우나 토지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놓았다가 토지가 개발

되게 될 경우 그 보상액을 바라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후라질맨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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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공간을 이용하여 무의미한 행동들을 할 뿐 어떠한 정치적 견해

나 한쪽에 치우치는 의견을 연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

저 사진을 회화적으로 재해석하며 레이어의 결합을 통한 시각적운동성을

갖게 하는 것에만 그 목적성을 갖는다.

[참고작품39] 친구,후라질맨-재열이,장지에 먹과채색, 91x72cm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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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9] 후라질-재열이 속에 등장하는 풍경은 앞서 본 유치하게 유

치권 행사중의 배경이 되는 비닐하우스와 동일한 비닐하우스다. 비닐하

우스의 바닥은 잔디와 각종 잡초와 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묘사

를 초록의 면으로 밀어서 평평한 화면을 만듦으로서 구상안에 추상적 면

을 집어넣는다. 이러한 면은 화면 좌측의 묘사된 구상화면과 대칭을 이

루며 시각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동시에 화면 좌측에서 올라오는 하얀

삼각형은 묘사된 비닐하우스 실내풍경을 한번 가리면서 또다른 레이어를

설정한다. 이러한 복잡한 겹겹의 설정은 정적 회화를 시각적 운동성을

갖게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화는 그 구조를 좀 더 견고히 할 수

있다. 동시에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주관적 해석의 결과들을 보게 됨으

로서 사실과 사의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작품40] 후라질맨-자아, 장지에 먹과 채색, 145x112cm,2018

후라질맨-자아 역시 마찬가지다. 회화는 크게 하얀면(상부)과 녹색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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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두면으로 나뉜다. 그리고 하얀면의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세히 보는 과정을 통해 이미 그림을 보

는 관객은 시각적 운동성을 갖게된다.

[참고작품41]Fragile-manProject[후라질맨프로젝트,유치권행사중],경기

도,2018

[참고작품40]은 [참고작품41]를 촬영한 후 그려졌다. 작품39의 경우 빛에

의해 포착된 후라질맨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다. 이는 잘 재현된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작품40의 경우 이를 주관적 해석을 거쳐 레이

어에 의한 시각적 운동성을 갖게 하는 장치들을 넣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사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사진이나 이를 은유적으로 묘사하며

재해석 하는 것은 결국 회화이다. 이러한 회화의 시도는 사진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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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진행되므로 사진이 완성된 시기와 회화가 제작에 들어가기 전 시간

적 여유가 존재하고 본인은 이 기간을 통해 사진 속 공간을 어떻게 재해

석해 레이어를 조직할 것인가를 놓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는다. 그

리고 이러한 과정 후 제작되는 회화는 사진속 네러티브를 갖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의 재현(사진)이 이미 존재하

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회화적 재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

[참고작품42]후라질맨-소풍,장지에 먹과 채색,162x130cm,2018(좌)

[참고작품43]Fragile-manProject[후라질맨프로젝트,유치권행사중],경기

도,2018(우)

레이어의 설정을 위해 사실(사진)속에서 불필요한 대상들은 과감히 걷어

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화는 좀 더 주관적으로 선택한 대상들

을 집중 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회화 속 레이어 조합을 통해 한층

더 운동성을 갖는 회화적 완성도를 갖는다. 하나의 그림 속에 명암이 들

어간 대상과 명암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함께 혼재시킬 때 느낄 수 있

는 회화의 긴장감은 평면회화만이 가질 수 있는 회화적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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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질맨 프로젝트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그 사회가 갖는 문제성도 간접

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도의 사회적 상황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

다.

[참고작품44 ] F r ag i l e-m anP ro j e c t [후라질맨프로젝트,빠하르간

즈],Delhi-India,2018

인도의 사회적 격차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고 이러한 빈부격

차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들은 2차,3차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인도의 뉴델

리는 현재 그러한 빈부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을 가진 도시로 특히

올드델리의 경우 그 격차는 충격적이었다. 후라질맨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인도인들은 호기심과 함께 종종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무

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는 반면 왜 이런 옷을 입고 서있느냐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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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러하다.

“인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10배를 훌

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 뉴델리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

다.지난 7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 거주 중인 네티즌들은 자신의 소

셜미디어 계정에 뉴델리의 현 공기 상황을 알리는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

장 올렸다. 뿌연 안개로 뒤덮인 도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 '파키

스탄 랩' 설립자 어바인 자씨는 "우리 정부는 일 하고 있나?"라는 문구

를 첨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뉴델리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미세먼지가 혈관을 따라 이동할 정도의 크기)가 742㎍/㎥로, 이

는 WHO 일평균 오염기준치 60㎍/㎥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뉴델리 주(州) 수상은 "뉴델리는 가스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164)

[참고작품4 5 ] F r a g i l e -m a n P r o j e c t [후라질맨프로젝트,공원에

서],Delhi-India,2018

빈부격차와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로 연일 신문과 뉴스를 채우는 인도는

164) “인도 뉴델리, 초미세먼지 WHO 기준치 10배 초과”, 조선일보,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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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베이징 다음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겪어내고 있다. 이

는 산업화에서 비롯된 녹지의 사막화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

면서 만들어내는 매연으로 인한 것인데 베이징과 함께 매우심각한 수준

의 공해를 앓고 있다. 하지만 델리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문제에도 불

구하고 마스크를 쓰거나 한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방호복을 입

고 마스크를 쓴 외국인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참고작품46] Fragile-manProject[후라질맨프로젝트,델리역], Delhi-India,

2018

후라질맨 프로젝트는 이처럼 일상의 공간을 회화의 배경처럼 이용하며

그 공간안에서 네러티브의 중심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방호복을 입고 등

장한다. 이는 우리가 큰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일상의 공간을 생경하게

만들며 동시에 후라질맨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관객의

궁금증도 유발시킨다. 결국 후라질맨 프로젝트는 어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 한장 한 장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게 된다. 어떤 권선징악이나 기승전결의 플롯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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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닌 후라질맨이 그 당시 있던 상황, 혹은 어떠한 장면을 좀

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시대의 문제점들을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함으로서 그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열어두고 있다. 이는 현시대

의 환경적 문제, 세대간의 문제, 종교, 성별 등 그 해석의 영역에 대해

비제한적이다. 후라질맨의 행위는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식을 들추는 것 일수도 있고, 그저 하나의 몸짓일 수도 있다.[참고작품

47]

[참고작품47] Fragile-manProject [후라질맨 프로젝트,유치하게 유치권행

사중], 경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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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48] Fragile-manProject [후라질맨 프로젝트,유치하게 유치권행

사중], 경기도 , 2018

후라질맨의 옷은 그 자체로 시각적 특수성을 지닌다. 어느 공간이건 후

라질맨의 등장은 시선을 끌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

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풍경 속에 후라질맨이 들어가 개입되는 순

간 상황이 갖는 문제적 서사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 등은 모두 사라지고

후라질맨의 몸짓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집중의 과정은 부정적 사

회비판서사를 유머러스하게 도치시키는데 이는 본인의 작업 목적과도 일

치하게 된다. 주로 사회 속 소외된 개인성을 주제로 하는 본인에게 사회

문제들은 다루고 싶은 주제로 다가오는데 그러한 의미가 예술로서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프롤레타리아적 다짐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

다. 본인은 동시대의 사회현상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며 동시에 이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것 까지를 작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작업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제의

시간 혹은 공간을 미적 서사로 승급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요소에 대한

부정적 감정, 혹은 요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예술활동에 임하

는 자세는 작가들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의 영역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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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주관의 거울로 비추는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작품49] 피에타, 91x117cm, 한지에 먹과 채색, 2013(왼쪽)

[참고작품50] 피에타, 가변설치, C-Print, 2018(오른쪽)

화면 속 방호복인물은 일상의 화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후라질

맨들은 일상의 공간을 연출된 공간으로 만드는데 후라질맨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개념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체성의 발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도 볼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

하지 못하고 사회 속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살아가곤 한다. 2012년도에

진행한 작품 “Fragile the Fragile”의 경우 그러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단어“Fragile”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의 알파벳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형상을 담고 있다.

[참고작품51] Fragile the fragile, 150x1050cm, 장지에 먹과 채색,2012

가령 F의 경우 개구리의 영단어인 Frog가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각자의 알파벳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어, 즉 Fragile로 결합될 때는 각자 지녔

던 이미지들 보다는 Fragile로 먼저 읽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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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체, 혹은 어떤 집단에 속할 때 그 본연의 정체성을 잃고 구성요

소로서만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Fraagile 속 Frog의 그림은 잘 보이

지 않고 먼저 Fragile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2012년에 작업

했던 “Fragile the Fragile”을 2018년 후라질맨 프로젝트에서 재현하게

되었다. 각자 알파벳들을 등신대 사이즈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데 각자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 상이하다.

예를들어, 2018년에 진행중인 후라질맨 프로젝트 속 Fragile the Fragile

의 경우 F는 개구리(Frog)가 아닌 꽃(Flower)로, R은 종교(Religion)가

아닌 빨강(Red)으로, G의 경우 금(Gold)이 아닌 성소수자(Gay)로,I의 경

우 아이스크림(Icecream)이 아닌 철(Iron)로, E의 경우 지구(Earth)가아

닌 전기(Electronic)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평면회화보다 좀 더 적극적

표현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알파벳으로 바뀌었는데 가령 E의 경우, 네

온사인으로 좀 더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참고작품52] Fragile-man Project [후라질맨 프로젝트, Fragile the

fragile], 경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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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은 동일하다. 2012년의 경우 그림이었고 2018년의 경우 이를 실제

사이즈로 만든 것이란 차이점을 제외하곤 작가가 이야기하고자하는 바인

Fragile을 입간판으로 제작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 각 알파벳이 서로 다

른 이미지를 담고 있고 하나의 단어로 묶일 때 그 알파벳 본연의 정체성

을 잃는다는 것까지 동일하다. 후라질맨 프로젝트에 와서 굳이 그러한

동어반복적 작업을 진행함은 회화의 영역확장을 위한 시도이다.

후라질맨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Fragile the Fragile 의 경우 그 준비과정

을 회화화한다. 이는 하나로 완성된 Fragile 조형물을 만들어 관객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을 회화로 진행할 경우 회화가 실제 존재하는 설치미술품의 매뉴얼,

혹은 지도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현대회화에서 주로 소재화 되는 일

상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소재선택과정이 됨과 동시에 회화가 입체적 에

너지를 갖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작품53] Fragile the Fragile 중 F, 2012년작(좌)

[참고작품54] Fragile man Project 속 F, 2018년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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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술이 분명 시대와 상황에 반응하는 예술의 하나임이 분명하다면 미술

의 여러 장르 가운데에서도 인물화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술사의 흐

름을 살펴보아도 이는 자명하다. 동서를 막론하고 인물화는 그 당시의

풍경과 생활상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치이다. 역사극의 경우 인물

화를 가장 신뢰하는 사료로 모아서 현실고증반영에 쓰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또한 단순히 의복이나 장신구를 참고하는 것을 떠나 인물화 속

에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상이 오롯이 담겨있음을 알수있다. 인

물의 얼굴이나 표정, 혹은 그 인물이 서있는 공간이나 풍경의 묘사는 ,사

진과는 또 다른 당시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묘사해준다. 본 논문은 이러

한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한 청년작가의 불안과 혼란 그

리고 복잡하게 굴절되고 분열된 내면적 풍경을 자의식적 인물을 중심으

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가 그려내는

시대의 단상에 대한 연구이며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시대정

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와 <피로사회>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모습

이 어떻게 전통적 표현 양식과 부딪히며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가

를 드러내고 싶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전통재료부터 사진, 설치까

지 다양한 방법론으로 현 사회의 단면을 카테고리화 해보고자 하였다.

회화연구 논문에서 사진이나 설치작품은 평면회화의 영역을 화장시켜주

는 매개체가 되었다. 가령 회화 ‘Fragie the Fragile(2012)’ 은 2018년 설

치미술 ‘Fragile the Fragile(2018)’로, 회화 ‘어디로(2015)’의 경우 사진작

업인 ‘후라질맨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졌는데 이는 기존회화가 사진이나

설치미술의 매뉴얼이 되어줌과 동시에 다시 회화자체가 그 의미적 당위

성을 갖게끔 하는 시도가 되어졌다. 또한 후라질맨 프로젝트의 경우 작

가 본인의 연출과 함께 작업취지에 동의하는 일반인 참여자들을 모아 작

업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단면을 드러냄에 있어 좀더 인터렉티브한

시도로도 읽힐 수 있다. 작가 개인의 서사가 아닌 참여미술은 사회의 목

소리를 반영하는데 더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단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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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을 주체로 이루어짐에서 더욱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물화를 주제로 하여 인물화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미술 속 인물화의 연구와 함

께 과거 있어왔던 인물화들을 자료로 찾아보게 되었다.

동아시아 특히 중·한·일 삼국이 근대와 탈근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

적 미의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표현하였는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당시 삼국에서 함께 공유하던 유불도, 즉 삼교를 통한 종교화를 분

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알아본 것은 바로 전신성이다. 동아시아

미술에서 특히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져왔던 전신의 개념은 당시의 시대정

신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키워드였다. 전신개념에서 비롯된 인물화의

기본구조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만큼 정확한 기본개념이다. 본인은 주로 방호복을 입은 인

물이 등장하는 회화를 작업한 만큼 이러한 전신개념을 인물화 작업설명

의 뼈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인의 회화 속에서 등장하는 방호복인물은

그림 속인물의 상황을 통해 그 상황 이면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상외지상 장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본인의 인

물화 속 방호복 인물은 후라질맨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작업과 함께 병행

되었는데 이는 작업의 내용이 회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서 시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함 이었다. 이는 사회적 현상과 문제

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법론이었고 결

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회화의 영역을 확장시켜주었다.

또한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도 자본주의와 소비사회, 그리고 정보

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자의식적 세계가 어떤 형태로 전통적 양

식과는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조망해보려 하였다. 과거부터 현재까

지 늘 인물화는 그 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있다. 인물의 의

복부터 사회분위기, 그 사회의 배경들 까지 그 범위는 무한하다. 과거 인

물화 속 의복을 통해 그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듯이 본인의 회화에서

등장하는 방호복인물은 그 의복이 주는 의미자체로 현사회의 모습을 드

러내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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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속에 가리워진 익명성의 인물은 따라서 개인의 실존적 가치를 박

탈당한 다중의 동시대 인물일 수 있고 <나>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모

습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자의식적 인물은 엄밀히 말하면 인물이

면서 동시에 상황의 부수물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실존적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이 무시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방호복은 나를 보호하는 개체인 동시에 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도구

로서 존재한다.

본연구를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 이루어진 후라질맨 프로젝트는 회화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회화가 갖는 의

미를 좀더 명확히 설명해주는 보충기재가 되기도 하였다. 본인의 연구과

정에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회화예술은 설치예술이나 사진과 함께 연결되

어 그 유동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현상을 스케

치하는 예술가에게 적극적 방법론으로 적용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회적 문제는 늘 주관적 해석에 입각한다. 그리고 예술가는 이러한 주

관적 해석을 미학적 견해로 표현해내는 일을 한다. 앞으로 본연구를 진

행하면서 더욱 다양한 방법론으로 사회를 비추는 작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 145 -

참고작품

[참고작품1] Fragile the Fragile 中 R(Religion)과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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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고작품46] Fragile-manProject[후라질맨프로젝트,델리역], Delhi-India,

2018

[참고작품47] Fragile-manProject [후라질맨 프로젝트,유치하게

유치권행사중], 경기도 , 2018

[참고작품48] Fragile-manProject [후라질맨 프로젝트,유치하게

유치권행사중], 경기도 , 2018

[참고작품49] 피에타, 91x117cm, 한지에 먹과 채색, 2013



- 147 -

[참고작품50] 피에타, 가변설치, C-Print, 2018

[참고작품51] Fragile the fragile, 150x1050cm, 장지에 먹과 채색,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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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6] 아미타불도, 고려후기, 비단에 색, 1630x870mm,

일본교쿠린인(玉林院)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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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5] 장조화, 쓰레기 줍는 노인, 장지에 먹, 1938, 중국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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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8] 카츠시카 호쿠사이-가나가와의 큰 파도, 1823-29

[참고도판19] 이인성, 가을 어느날, 캔버스에 유채, 96x161.4cm,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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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호암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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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1> 1927~1936 의 미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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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Self-conscious Expression of

Figure– Focusing on My Works

Kim Ji Hoon

The history of portrait painting has been a long one in the

Oriental painting. Various technics and materials have been

used over rock, silk or paper in the arts ranging from ancient

petroglyphs and mural painting to contemporary portrait

painting.

Portrait paintings have been widely produced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prayer or wish, discipline or rites to the

ancestors.

In Korea and China, portrait paintings have been often used as

shamanistic goals or good luck in this life or as discipline or

education to descendants. Then, as the period changed, portrait

painting was gradually changed in a way to express the

situation of the time and the internal state of mind of a person.

In modern times when the change in portrait paintings became

distinct, issues in the traditional meaning of beauty and

expression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acceptance and

dispute with the Western culture appeared. For example, as

there was an accelerated collapse of the painting style which

put priority on the consistency between poem, writing and

painting in the Confucius cultural value system, and works

which showed internal state of mind and self-consciousness

started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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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e trend of the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 which had existed until the portrait

painting under this study appeared and then described the

validity of modern portrait painting. In addition, the study

described the process in fine art history of up to the time of

the modernistic expressive expansion of portrait painting and its

viewpoint in the painting.

For this purpose,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s which had been

produced until modern times along with the painting board were

studied.

In addition, individualistic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of portrait painting in traditional painting were describe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concept of the

whole body in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 focusing on the

whole body theory and the ‘things out of view” theory and the

whole body concept expressed in the modern portrait painting

were described and how the ‘thing out of view’ was expressed

using the weak points and strong points expressed in the

portraits of this researcher’s paintings In addition, studies were

made on how the traditional expression methods and styles

were distorted and individually expressed in the period of

modern times along with the various reference painting boards

In addition, the process showing how the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s has changed to the modern portrait paintings was

described. Comparison and description of portrait paintings

drawn focusing on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were

made and the trend in the portrait paintings drawn in three

Northeastern countries in modern times was researched. In

addition, the portrait paintings displayed in the exhibitions in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were analyzed and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rtrait paintings in each period as

well as the expression methods expressed in the figur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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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ortrait painting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cross section in modern society shown from a social and

humanistic view and various modern issues which were felt by

the researcher were researched from the view of a person who

live in this contemporary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expression method of self-conscious figure was

adopted as a way of expressing the portrait of the subject. As

a method, the trial has been made to show the background and

the subject in one scene without any distinctive difference. So,

the painting was made in a way that put equal weight to the

figure, place or situation unlike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

which set the center and the background or surrounding in a

way that the viewers can focus on the portrait painting. For

example, it has tried to escape from the metaphorical value and

form which was contained in the expression method of figure

in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 in a way that the situation and

the figure can be understood and read in a more meaningful

way.

The researcher’s works would be studied in a way of showing

how the portrait painting expresses the society in contemporary

paintings. In addition, how the researcher expresses the various

issues exposed between society and individual would be studied

along with the painting boards. For this purpose, the trial has

been made in a way that the painting is created through the

narrative using the keyword “handle with care”.

In conclusion, the meanings and purpose of portrait paintings

from modern times to contemporary times would be studied

once again and the implication of portrait painting for the

artists in the contemporary painting would be described.

Key words: traditional portrait painting, portrait,

self-consciousness, internal state of mind, capitalism,

consump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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