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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

로 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들은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을 회

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상징적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기억과 무의

식에 관한 탐구,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

으로써 억압된 무의식의 표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의 조형적 특

징을 분석하는 작품 연구논문이다.

  무의식에는 과거의 상처, 불안한 기억들이 억압되어 있다. 보통 이러

한 기억들은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쉽게 넘어오지 않으나,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계기로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의식 영역에서 발현된

다. 즉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 있던 것이 의식 영역으로 회귀하는 것이

다. 억압된 것의 회귀는 강박적이고 반복되는 기억으로 표현되는데 이 

기억에는 은폐된 기억이 변장, 변형되어 감춰져 있다. 강박적으로 떠오

르는 기억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은 은폐된 기억의 단서를 형상화하는 것

으로써 이를 통해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근원적 기억을 유추할 수 있

다. 

  본 논문은 강박적이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통해 

기억과 무의식의 상호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인지 

규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무의식의 탐구를 통해 

실현된 예술적 결과물이 언캐니 개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가를 확인

하고, 반복적 예술 실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박적 감정을 해소하며 이

것이 작품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 연구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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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Ⅰ장에서는 기억과 무의식에 관한 관심을 서

술하며 이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정

신분석 미학과 언캐니 개념을 다루는 기존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본 논

문이 갖는 목적과 의의를 밝힌다. 

  Ⅱ장 1절에서는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남은 기억, 특히 어린 시절에 겪

은 끔찍한 상처, 금지된 소망, 불안으로 남겨진 기억들이 무의식의 영역

에 은폐되어 있다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의 조우를 계기로 의식영역으

로 소환되고 있음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동시에 

이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은 작가의 무의식에 억압된 것의 표현임을 확인

한다. 그리고 불편한 기억의 회귀가 언캐니로 설명되고 이러한 언캐니가 

미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2절에서 논한다. 3절에서는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써 예술 활동은 감정의 해소, 치유의 기

능이 있음을 확인한다. 

  Ⅲ장에서는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의 형상과 의미에 대

해 정리한다. 1절에서는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에 대한 개인

적 경험을 밝히며 무의식에 관한 탐구가 본인 작업의 핵심임을 서술한

다. 이어서 2절에서는 기억 회귀의 상징적 형상에 대해 정리한다. ‘죽음

의 환기’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껍데기 얼굴’, ‘단절’의 의미가 있는 것

으로 ‘물’, ‘자아의 투영’으로 ‘유영하는 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무의식의 탐구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는 

감정의 해소와 치유를 안겨준다는 논거를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난 회복

의 흔적들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한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나타난 불편한 기억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형상들과 회복의 흔적으로 나타난 형상들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에 

관해 서술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낯설게 하기’는 대상을 새로운 공간에 

‘접합’하거나 이질적 두 형상을 조합함으로써, 또는 역설적인 제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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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1절에서 서술한다. 2절에서

는 연결과 흐름의 ‘선’이 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정리한다. 3절에서는 자개와 한지의 콜라주 기법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한다. 본 연구는 강

박적이고 반복되는 기억에 관한 논의, 정신분석학적인 접근, 무의식에 

대한 탐구, 언캐니 개념을 하나의 체계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작

품연구들이 정신분석 미학을 단편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보완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 탐구가 추구했던 최종 목적이 환자의 

치료였던 것처럼 예술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작가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해소와 치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부여했다.

주요어 : 기억, 무의식, 정신분석 미학, 언캐니, 지그문트 프로이트, 

초현실주의, 할 포스터

학  번 : 2009-2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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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체

성의 혼란, 타인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다. 이런 개인적 사건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적

으로 떠오르고, 그것에서 파생된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괴로움을 

안겨 주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을 회화적으로 재구성

하여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본인 작업의 시작점이다. 반복적으로 떠오르

는 불편한 기억은 객관적인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정신

적 충격을 줄 만한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억은 본인의 심

리상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반복적으로 떠오르

는 기억은 자기복제가 아닌, 자기 변화 과정에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고, 

이 기억의 변이와 재생산에는 현상 이면의 어떤 다른 문제나 힘이 존재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은 무의식

에 관한 탐구로 이어졌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에 의해 학술적 용어

로 정리된 무의식은 인지될 수는 없지만, 끝없이 의식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정신영역이다. 무의식에는 생명력, 창조력과 더불어 의식이 견딜 

수 없어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상처, 불안들이 담겨 있다. 대게

의 경우 무의식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면에 숨겨져 있다. 그런데 현

실에서 어떤 작은 사건이나 물건, 공간 등과의 조우 통해 억압된 기억, 

즉 무의식의 기억이 의식의 영역으로 귀환되는 경우가 있다. 프로이트는 

이는 일상적인 정신 활동은 아니며, 그 기억의 귀환이 반복될 경우 정신

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진단했다.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심

리 상태의 치료를 위해 불안과 강박적 심리상태의 원인을 잠재된 무의식

의 기억에서 찾고자 했다. 무의식은 의식 세계에서 변형되거나 은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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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환자의 기억이나 말, 행동 등의 드러난 단서를 통해 은폐된 무의

식의 실체를 찾아내고자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작품을 

창조한 작가의 무의식의 표상이다. 프로이트와 시대를 함께한 작가들 역

시도 프로이트를 통해 무의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시도한 대표적인 작가들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다. 무의식에 

관한 탐구를 단순히 트라우마(trauma)1)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

지만, 무의식에 억압된 기억은 사건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

고, 변형되거나 은폐되어 있다. 작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억의 편린

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이것으로 재차 본인의 무의식을 탐구한

다.

  기억을 추적하고 형상들을 구상하는 것만큼 기억이 회귀 될 때의 감정

을 분석하는 것도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분석학에

서 억압된 무의식의 회기를 일컬어 언캐니(uncanny)라고 한다. 언캐니는 

독일어 운하임리히(unheimlich)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운하임리히가 

의미하는 바는 ‘으스스한’, ‘스산한’, ‘섬뜩한’과 같은 어떠한 명확한 대상

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등골 서늘한 섬뜩함’이란 의미에 

더 가깝다.2)3) 언캐니는 결국 익숙하고 낯익은 것에서 섬뜩하고 낯선 느

낌을 받는 감정의 이중성에 대한 것인데 이런 감정은 예술 작품에서 나

1) 트라우마란 주체의 삶 속 사건으로, 그것이 심리조직에 야기하는 대혼란과 지속적인 

병인의 효과에 의해 정의되는 사건을 말한다. 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주체의 내성과, 

자극을 제어하고 심리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자극의 쇄도로 특정지어진다.

(장 라플랑슈 ·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공저,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사전』(열린책들, 

2005) p.139.)

2) 운하임리히를 영어로 번역할 때 ‘아늑하지 않은, 낯선’이란 뜻의 언홈리(unhomely)의 

사용도 고려되지만, 프로이드의 의도를 살려 ‘이상한, 기이한’이란 뜻의 언캐니를 학

술적 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프로이트 전집(열린책들, 2003)에서는 언캐니를 ‘낯설은 두려움’으로,  『정신분석용

어사전』(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에서는 ‘기이한 느낌’으로, 다른 몇몇 책에서는 

‘두려운 낯설음’, ‘낯익은 두려움’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운하

임리히’ 독일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최근 논문과 

서적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어인 ‘언캐니’를 사용한다.(진중권, 김전희, 유경희) 본 논

문에서도 주로 영어 번역어로 채택된 ‘언캐니’를 사용하였으며, ‘언캐니’의 감정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진중권이 제안한 ‘낯익은 낯설음’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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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형상에서도 느껴진다.

  언캐니는 오늘날 포스트모던의 시각예술에서 나타나는 표면성의 회귀, 

신체로의 회귀, 트라우마의 탐닉이라는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줄 수 

있는 개념적 장치이다. 정신분석학적 미학이라는 큰 범위 안에 언캐니 

미학이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언캐니 미학에 관한 연구는 프로이트

부터 시작하여, 할 포스터(Hal Foster, 1955~), 니콜라스 로일(Nicholas 

Royle, 1957~)4)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포스터의 

Compulsive Beauty(강박적 아름다움)(1995)는 시각예술에 있어서의 언

캐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국내 시각예술에서 언캐니 미학에 관

한 논의는 유경희의 「‘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2007)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의 주요 연구로는 김진엽의 「프로이트의 레오나르도」

(2010), 임용덕의 「현대 미술에 표현된 복식의 언캐니」(2012), 김전희

의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 – 할 포

스터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국내에서 언

캐니 미학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 중 · 후반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작품연구 논문으로는 제소정의 「자유연상을 통한 심리적 풍경의 형상

화에 관한 연구」(2012), 성안나의 「이미지의 전치를 통한 하이퍼리얼

리티의 회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2014), 최민영의 

「기억의 형상화를 통한 고독한 심리의 공간 표현 연구」(2015), 이상정

의「잠재된 공포의 해소를 위한 불편한 기억의 회화적 재구성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2016), 성필하의「회화에 나타난 언캐니의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2016) 등에서 기억과 심리에 관해 다루고 있다. 

작품연구 논문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작업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

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강박적이고 반복되는 기억에 관한 논의, 정신

분석학적인 접근, 무의식에 관한 탐구, 언캐니 개념을 하나의 체계로 다

루기보다는 언캐니 개념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가깝

4) Nicholas Royle, The uncanny(New York, NY : Routledge,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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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각예술 비평이나 작품 연구에 있어서 정신분석학과 언캐니 미학은 

꾸준히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이다. 이는 현대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포감, 불안함, 기괴함 등을 언캐니 미학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여지

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강박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통해, 

기억과 무의식의 상호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인지 

규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무의식의 탐구를 통해 

실현된 예술적 결과물이 언캐니 개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가를 확인

하고, 반복적 예술 실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박적 감정을 해소하고 이

를 작품의 진행 과정 속에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기억, 심리, 정신분석에 대해 단편적으로 서

술한 반면 본 연구는 강박적이고 반복되는 기억에 관한 논의, 정신분석

학적인 접근, 무의식에 관한 탐구, 언캐니 개념을 하나의 체계로 다루었

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정신분석, 무의식의 탐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예

술작품 연구들은 형상에 감춰진 무의식 속의 상처를 작가 개인사와 연결

짓는 것으로 연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무의식 탐

구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환자의 치료였던 것처럼, 예술 작품을 반복

적으로 제작하는 작가에게 미묘할지라도 감정의 해소와 치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기억이 의식으로 회귀되면서 불편

한 감정과 강박적 기억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고, 본

인의 작업이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힌다. 본인은 강박적이고 반복되는 기억에 관

한 논의, 정신분석학적인 접근, 무의식에 관한 탐구, 언캐니 개념을 하나

의 체계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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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캐니 개념을 미학적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이어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밝힌다.

  Ⅱ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출발점에 있는 기억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하

는 것이 본인 작업의 기본 골격이다. 이 작업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이 바로 ‘기억’에 관한 것이다. 1절에서는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남은 기억,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상처, 금지된 소

망, 불안으로 남겨진 기억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은폐되어 있다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의 조우를 계기로 의식영역으로 소환되고 있음을 프로이

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동시에 이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

은 작가의 무의식에 억압된 것의 표현임을 확인한다. 2절에서는 불편하

고 억압된 기억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회귀할 때 일어나는 복합

적 감정을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

억의 회귀를 소재로 한 시각예술에서 언캐니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 살펴보며 언캐니 미학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제작한 것이 작가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이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치

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작가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감정의 해소, 

치유라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한다. 

  Ⅲ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의 형상에 대해 정

리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에 대한 개

인적 경험을 토대로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무의식에 관한 탐구가 본인 작업의 핵심임을 밝힌다. 이어서 2

절에서는 기억 회귀의 상징적 형상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죽음의 환

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껍데기 얼굴’, ‘단절’ 의미가 있는 ‘물’, ‘자아의 

투영’으로 ‘유영하는 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3

절에서는 무의식의 탐구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는 감정의 해소와 

치유를 안겨준다는 논거를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난 회복의 흔적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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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나타났던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상징하는 

형상들과 회복의 흔적으로 나타난 형상들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낯설게 하기’는 대상을 새로운 

공간에 ‘접합’하거나 이질적 두 형상을 조합함으로써, 또는 역설적인 제

목을 통해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1절에서 서술한다. 2

절에서는 회복의 흔적으로 등장하는 연결과 흐름의 ‘선’이 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자개와 

한지의 콜라주 기법에 대해 논하겠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며 논문의 연구 

결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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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억의 재현에 대한 논의

  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의 출발점에 있는 기억에 관해 논하려고 한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하

는 것은 본인 작업의 기본 골격이다. 이 작업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이 바로 ‘기억’에 관한 것이다.

  1절에서는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남은 기억,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끔

찍한 상처, 금지된 소망, 불안으로 남겨진 기억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은

폐되어 있다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의 조우를 계기로 의식영역으로 소

환되고 있음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동시에 이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이 작가의 무의식에 억압된 것의 표현임을 확인한

다. 2절에서는 불편하고 억압된 기억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회

귀할 때 일어나는 복합적 감정을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통해 설명하

고자 한다. 더불어 기억의 회귀를 소재로 한 시각예술에서 언캐니 개념

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며 언캐니 미학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

다. 3절에서는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제작한 것

이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이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과 같이 작가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감정의 해소, 치유라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1. 기억과 무의식

  우리가 겪은 경험은 일단 그 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다시 되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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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형태로만 남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망각되기 마련이다. 간혹 기억 속에 오랫

동안 남아있는 몇몇 기억도 외부적인 충격이나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변

형되거나 왜곡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불

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마치 유기체와 같은 형태로 무의식 영역에 존재

하고 있다.

  무의식이란 의식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정신 과정 전체를 일컫는다.5)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정신계 자체요, 본질적인 실재이다.”6)라고 주장한

다.7) 그가 무의식을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무의식 자체를 인지할 수

는 없지만, 끊임없이 의식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무의식 영역에 잠재되어있으며 

성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잊혀

졌다고 생각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

신 내면에서 어떤 다른 형태로 존재하면서 인격 발달과정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한다.8) 인간의 정신은 일부의 의식9)과 대부분의 무의식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프로이트의 개념에 대해 이후 많은 심리학파들이 일

부 이견을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의식과 무의식의 이원적 구분을 수용하

고 있다.10)

  그렇다면 표현되는 기억의 공통된 특징은 없을까? 인간의 희로애락과 

삼라만상을 담고 있는 기억이지만 예술의 소재가 되는 기억들은 대부분 

5) 이윤영, 『퇴계와 프로이드에게 마음을 묻다』(도서출판문사철, 2013), p.93.

6) 지그문트 프로이드, 윤희기 옮김, 『무의식에 관하여』(열린책들, 1997), p.190.

7) 흔히 프로이트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용어는 유럽에서 17세기부터 사용

되어 왔다. 19세기 낭만주의에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의식에서 벗어난 정신적 이

미지의 저장소와 열정의 근원으로 정의되었으며, 프란츠 메이머(Franz Mesmer)에게 

무의식은 의식의 분열이며 잠재의식이거나 심리적 자동현상이며, 최면 요법이나 암시 

요법이 가능한 의식의 분열로서 생각되었다. (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 · 미셸 플롱 공

저, 강응섭 외 옮김, 『정신분석대사전』(백의, 2005), pp.383~4.)

8) 최문규, 『기억과 망각』(책세상, 2003) p.205.

9) 지그문트 프로이드, 윤희기 ·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열린책들, 

2004), p.167.

10) 이윤영, 앞의 책,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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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아픈 기억이다. 놀라운 경험이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

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향이 있는데11) 무의식 속에서도 마찬가지

로 깊게 각인된다. 무의식에는 생명력, 창조력과 더불어 의식이 견딜 수 

없어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금지된 소망, 끔찍한 상처, 불안들이 

담겨 있다.12)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무의식의 이러한 부분이 

의식의 영역을 침범하여 나타나는 이상현상이다. 누구든 무의식에 지배

당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무의식은 억압된 채로 존재한다. 하지만 무의식이 억압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의식은 죽은 영역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서, 스스로 발달할 수도 있으며, 전의식 조직과 협

력 관계를 유지하는 영역이다.13)

  무의식은 억압된 채 의식적 차원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데 주체는 

그 속에 녹아있는 무의식적 욕망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

의식적 욕망은 초자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압된 것이 의식 영역에서 발현될 때, 주체의 의식적 

담화는 연속성을 상실하고 주체는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

명하지 못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변장 · 변형된 무의식의 형성물에서 단

서를 조합하고 재구성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무의식적 사고를 의식

화시키고자 했다. 즉 행동이나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는 단서들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본 골

조인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은 미학의 영역에

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그는 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의미는 작

품을 창조한 ‘작가의 무의식’이라고 보았다.14)

  정신분석학자든 인문학자든 성직자이든 예술가든 ‘인간’은 누구나 상

11) 제임스L. 머가, 박소현 · 김문수 옮김, 『기억과 감정』(시그마프레스, 2012), 

p.178.

12) 이창재, 『예술작품과 정신분석』(학지사, 2010), p.14.

13) 이윤영, 앞의 책, p.106.

14) 이창재, 위의 책,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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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휘둘릴 때면 고통 받는다. 

인간의 위대함은 애초부터 탁월한 완전성을 지녔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각인되고 구조화된 정신의 

결함을 엄청난 불안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기 극복하며 노력

해 가는 그 과정에 감동을 일으키는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순수한 내면

에 관한 연구는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정신 내부를 연구하고, 정신 내부

의 금지된 곳, 그 억압된 곳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

다.15) 기억과 망각 그리고 무의식을 인지하고 임했던 예술 작업 역시도 

동일 선상의 탐구인 것이다.

2. 불편한 기억의 회귀

  앞서 살펴보았듯 기억과 무의식에 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립된 것은 프로이트에 의해서이다. 무의식의 영역, 억압되고 금지된 

의식의 영역이 의식의 영역으로 발현될 때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를 프로이트는 ‘언캐니’라고 정의한다.  

  언캐니는 사전적 의미로 초기 유아기에 가졌던 전능적 사고에 대한 믿

음을 확인시켜 주고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사고 양식을 

활성화시키는 경험의 순간에 느껴지는 두렵고 낯선 감정을 묘사하는 말

이다.16) 언캐니는 19세기 철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었다.17) 프로이트는 이를 정신분석학 용어로 가져와 개념적 정의를 내

15) 김전희,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해석-할 포스터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27.

16) 미국정신분석학회, 이재훈 옮김, 『정신분석용어사전』(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82.

17) 정의된 ‘언캐니’라기 보다는 기인한 느낌, 두렵고 낯선 감정에 대한 논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셸링(Frie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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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프로이트는 Jenseits des Lustprinzips(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쾌락 원칙을 넘어서)(1920)의 초고를 쓰며 ‘강박적 반복 충

동’이라는 개념에 몰두해 있던 중, 인간의 정신 근원에는 성과 죽음처럼 

본래는 친밀했던 것들이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18)

이것들은 평소에는 억압 기제에 의해 숨겨져 있으나 간혹 외부적 사건에 

의해 되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두렵고 낯선 감정을 상기시킨다는 것이

다. 이 감정에 대해 정리한 것이 바로 das Unheimlich(The Uncanny) 

(1919)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에른스트 옌치(Ernst Jentsch, 1867~1919)19)의 영

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20)21) 옌치는 언캐니의 감정을 “살아 있는 

듯한 존재가 정말로 살아 있는지, 혹은 그 반대로 생명 없는 대상이 실

은 살아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태”로 정의했다.22) 그는 호프만

(E.T. A. Hoffmann, 1776~1822)의 Der Sandmann(모래 사나

이)(1816)의 소설 안에서 언캐니의 일례를 보여준다. 소설의 주인공 나

타니엘은 올림피아라는 소녀와 사랑에 빠지는데 신체적 접촉을 하는 순

간 그녀가 사람이 아닌 자동인형이란 사실을 알아챈다, 그는 순간 섬뜩

한(unheimlich)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23) 옌치는 의식적 측면에서 언캐

니를 ‘지적 불확실성’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책을 두고 프로이트는 다른 

방식으로 언캐니를 설명한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눈을 빼간다

 Schelling, 1775~1854)으로부터 시작되어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에른스트 옌치,  지그문트 프로이트로 

이어진다. 

18)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천년의상상, 2014), p.128.

19) 옌치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다. 그의 대표적 에세이는 “Psychology of the 

Uncanny”(1906)이다. 

20)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장진 옮김, 「낯선 두려움」, 『예술, 문학, 정신분석』(열린책

들, 2004), pp.399~452.

21) 프로이트의 언급으로 인해 언캐니의 심리학적 설명이나 언캐니 개념의 제기에 대해 

논할 때는 옌치를 먼저 언급하곤 한다.

22) 진중권, 위의 책, p.140.

23) 에른스트 호프만, 김현성 옮김, 『모래 사나이』(문학과지성사, 2001),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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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래인간 이야기로부터 주인공 나타니엘에게 고착된 거세 환상이 언

캐니를 작동하게 한 동인(動因)이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언캐니는 반복하여 응축된 ‘억압된 것’이 증상, 꿈, 

실수 등의 형태로 회귀할 때 일어난다. 이 ‘반복하여 응축된 억압된 것’

은 트라우마로 이해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주체가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과거의 경험, 기억, 흔적 같은 것이 사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거나 재구성되는 사후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24) 트라우마를 일

으키는 근본 환상에 대해 프로이트는 ‘유혹 환상’(성인으로부터 수동적

으로 성적인 접근, 농락을 당한 실제 장면 혹은 환상), 아이가 부모의 성

교 장면을 목격하는 ‘최초 사건 환상’, ‘거세 환상’(거세를 당할지도 모른

다는 환상), 자궁 속 존재에 대한 환상 등을 언급한다.25) 이 환상만으로

는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은폐된 기억 혹은 이미지로 남

아있는 근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면, 심리적 반

향을 주지 못하던 개개의 사건은 결합하여 하나로 완성된다. 이와 같은 

근본 환상, 혹은 은폐된 기억만이 트라우마로 억압된다.26) 억압된 트라

우마는 반복적해서 의식의 영역으로 회귀하는데 이 반복이 언캐니를 더

욱 언캐니하게 발현하며, 이 반복은 강박적으로 되풀이된다. 이러한 강

박적 반복은 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27)

  이러한 언캐니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일 뿐만 아니라 미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근대산업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감각의 과부하와 몰인간성, 

전쟁으로 드러난 야만적인 탐욕과 살인이 만연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

신병리적 사회 · 문화현상으로부터 언캐니는 촉발되었다. 이는 선(善)과 

미(美) 위주의 기존 미학에서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 

1805~1879)와 같은 맥락으로 악과 추, 공포, 혐오 등 그 이면의 미학을 

24) 임용덕, 「현대 미술에 표현된 복식의 언캐니」(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14.

25)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강박적 아름다움』(아트북스, 2018), pp.104~105.

26) 지그문트 프로이드, 임진수 옮김, 『정신분석의 탄생』(열린책들, 2005), p.292.

27)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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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는데 있어서28) 언캐니는 미학의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된다.29)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프로이트에서부터 시도되었는데 “Eine 

Kindheitserinnerung des Leonardo da Vinci(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

년의 기억)”(1910)과 “Der Moses des Michelangelo(미켈란젤로의 모

세상)”(1927) 등이 있다. 이후에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Seminar Ⅺ: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세미나 11: 정신분석학의 네 가지 기본 개념)”(1973),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1941~) Desire in Language(언어의 욕망)(1980) 등을 통해 

정신분석학적 비평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다만 이들 논문이 정신분

석학과 시각예술의 관련 속에서 일정 부분 언캐니 개념을 환기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언캐니 개념에 집중하여 다루지는 

않았다.30)

  언캐니 개념에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시각예술을 연구한 것은 할 포스

터의 Compulsive Beauty(강박적 아름다움)(1995)이다. 포스터는 초현

실주의의 언캐니에 관해 다루고 있다. 그가 초현실주의에 언캐니를 적용

한 배경에는 초현실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초현실주의 시

대의 것인 동시에, 동시대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초현실

주의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언캐니와 동시기에 탄생한 이론으로 매우 유

기적인 관계를 맺으며,31) 상징계 이전의 원초적인 현실인 실재와 무의식

의 경험들을 표현하려는 예술사조였다.32)

  언캐니의 정신분석학적 근원과 그 확장된 개념에 관한 논의에 기반하

여 주요한 몇 가지 미학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유경희는 언캐니가 

‘양가성(ambivalence)33)34)’, ‘타자성(otherness)’35), ‘전복성

28) 카를 로젠크란츠, 조경식 옮김, 『추의 미학』(나남, 2008) 참고.

29) 임용덕, 앞의 책, pp.7~8.

30) 유경희, 「‘언캐니’ 개념으로 본 정신분석학적 시각예술론 연구 : 후기 신체미술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4.

31)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앞의 책, pp.17~18.

32) 포스터 이전의 초현실주의는 미술사의 전통적인 카데고리로 재단하거나(예를 들어 

‘오브제’를 ‘조각’으로 분류), 아니면 초현실주의자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초현실주의의 

모습(오토마티즘, 꿈의 해석)을 그대로 초현실주의라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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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version)36)’ 등의 미학적 특성을 보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37)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정리하였다. 언

캐니 미학의 네 가지 특성들은 서로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이 개념들 사이로 차이와 타자, 경계성과 탈경

계성, 애매모호성과 확정 불가능성, 재현 불가능성 등의 사유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캐니는 인식을 깨우치는 각성의 역할을 행함

으로써 정신분석학의 일면성과 보수성에서 탈피해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

임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 불편한 기억의 회귀가 언캐니한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고, 예술 

작업에서도 작가의 무의식 표현, 즉 불편한 기억이 회귀할 때 언캐니 미

33) 양가성은 사랑과 증오, 복종과 반항, 쾌락과 고통, 금기와 욕망 등 서로 대립적인 감

정 상태가 공존하는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국학자료원, 20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489&cid=60657&categoryId=6065

7, 검색일:20181003)

34) 언캐니는 낯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상징계로부터 퇴행하여 어린 시절의 친밀성이 

억압당한 순간을 다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억압되기 이전에는 친밀한 것이었지

만, 억압되고 난 후 낯선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언캐니의 이와 같은 감정은 낯익

음과 낯섦, 매혹과 두려움, 아름다움과 추함, 공포와 쾌락, 숭고와 비숭고, 집같음과 

집같지 않음 등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유경희, 앞의 책, 

pp.128~131.)

35) 타자성은 존재의 친숙성보다는 존재의 낯설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타자성은 양가성의 부정성의 측면인 두려운, 낯설음, 혐오, 더러움, 비천함 등과 관계

된다. 이 타자성을 존재 전체에 대한 맥락에서 인간사회의 맥락으로 좁히게 되면, 배

재된 소수자들로서의 타자를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소수자들이 타자성의 미학은 저항

적 포스트모더니즘을 가능케 하는 언캐니의 미학적 정치성을 성립할 수 있게 한다. 

언캐니의 타자성 미학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 사회, 여성이론의 문맥으로 

확장된다.(유경희, 앞의 책, pp.131~136.)

36) 전복성은 언캐니가 인간성 혹은 인간문화의 코드화된 질서, 이성 중심으로 인식되고 

설명되며 이해되어온 모든 가치 체계, 심지어 인간 존재 자체를 뒤집는 데서 예술적

인 힘을 발휘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더불어 전복성은 

타자성에 의거한 정치적인 미학 혹은 언캐니의 미학적 정치성을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역할 하는 것이다.(유경희, 앞의 책, pp.136~140.)

37) 낯설게 하기는 모든 종류의 예술 텍스트에 편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기존의 의

미를 부정하고 낯설게 성찰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이데올로기의 전복을 야기한다. 브

레히트나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도 이 논리와 같은 결을 취한다. 하지만 무

엇을 어떻게 낯설게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낯설게 하기 일 것이다. 언캐니 

미학의 낯설게 하기는 억압되어 일상 속에서 타자로 밀려난 것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그 일차적 방법론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기법도 낯선 것으로 다룬다.(유경희, 앞의 

책,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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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특징을 갖고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재현을 통한 감정의 해소

  앞서 살펴보았듯 작가는 자신의 무의식 저편에 있는 기억을 객관적으

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를 무의식적 기호와 원리로써 주

관적으로 ‘표현’한다. 감상자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들 각각에서 암시적

으로 표현된 예술가의 무의식적 유아성욕, (성)환상, 상처, 불안, 갈등, 

방어, 성격 유형 등을 음미한다. 예술작품 분석의 최종 목표는 작가의 

무의식 해석을 통한 인간 내면세계의 이해 확대와 해석자 자신의 무의식

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이다.38) 그렇다면 언캐니한 감정으로 표현된 무의

식 탐구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

는가?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은 억압되고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활동이기에 

일종의 치유라고 볼 수 있다.39) 작가는 오랫동안 지속된 무의식의 ‘그

것’들을 외부로 표현하여 떠나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즉 감정의 표출을 통해 내면에서 맴돌던 부정적 감정을 경감시키

고 해소하고 싶어 한다.

  애초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은 현재 의식에 

나타나는 무의식으로부터 침투해 온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

료하는 것이었다. 그는 Studien über den Hystrie(히스테리 연

구)(1895)에서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기억을 뚜렷하게 

상기시켜 그것에 얽혀있는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면, 그리고 가능

한 한 상세하게 사건을 묘사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 즉시 

38) 이창제, 앞의 책, pp.27~28.

39) 엘린 위너, 이모영 · 이재준 옮김, 『예술심리학』(학지사, 2004), 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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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40) 이런 히스테리 치료법을 카타

르시스(Katharsis)라고 명명한다.41)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의 Peri 

poiētikēs(시학) 6장에서 비극의 정의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다.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하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

다.”42)43) 고대 그리스인은 춤, 음악, 시가 융합된 활동 코레이아

(choreia)을 감상하면서 나타나는 감상자의 감정 표현은 마음이 진정되

는 치유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영혼의 정화를 카타르시

스라 불렀다.44) 결국, 비극 즉 춤과 음악 그리고 시가 어우러진 공연으

로 보면서 사람들은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 일종의 불편한 감정이 해소

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리스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카타르시스 개념을 이해하고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히스테리를 발생시킨 기억이 다른 기억이나 생각

들과 결합됨으로써 과도하게 부각된 불안의 감정은 완화되는 것이다. 작

가는 자신의 작품에 무의식을 담아내는 것, 즉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

박적 기억, 감정의 찌꺼기들을 배설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심적 안정감을 

찾게 된다.

  재현을 통한 감정의 해소는 치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유로써

의 그림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의 작업만 한 것도 없

다. 그는 1925년 교통사고와 아기가 유산되는 세 번의 경험을 통해 육

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 사고 이 후 

우울증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림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습작 형태로 그리다가 점차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40) 지그문트 프로이드, 김미리혜 옮김, 『히스테리 연구』(열린책들, 2003), p.333.

41) 위의 책, p.340.

42)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문예출판사, 2002), p.49.

43)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적으로 카타르시스에 대해 더 설명하지 않았다.

44) 오병남, 『미학강의』(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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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만의 현실을 그린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 나는 언제나 별 생각 없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린다.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다.45)

  그의 작업에서 나타난 구성이나 상징들은 불편한 기억이 회귀된 것들

이다. 교통사고로 다친 척추를 고정하는 정형외과용 코르셋을 차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나([도판1]) 유산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숨김없이 드러낸

다.([도판2]) 그는 잊고 싶은, 어쩌면 은폐하고 싶은 기억들을 전면에 내

세움으로써 본인이 처한 고통을 헤쳐 나가고자 했다.

[도판 1] 프리다 칼로(Frida 

Kahlo),  <망가진 척추>, 캔버

스에 유채, 40x30.5cm, 1944, 

Museo Dolores 

Olmedo(Mexico) 소장.

[도판 2] 프리다 칼로(Frida Kahlo), <헨리 포드 병

원>, 알루미늄판에 유채, 30.5x38cm, 1932, Museo 

Dolores Olmedo(Mexico) 소장.

45) 헤이든 헤레라, 김정아 옮김, 『프리다 칼로』(민음사, 2003),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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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Ⅱ절에서는 일상의 기억보다는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남은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상처, 금지된 소망, 불안으로 남겨진 기억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은폐된 채 의식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무의식에 관한 탐구는 의식적으로 드

러난 행동이나 표현 등에서 은폐된 기억의 단서를 찾아가는 것인데 작가

들은 은폐된 기억의 단서들로 작품을 만들어 낸다. 고로 우리가 만나는 

예술 작품은 작가의 무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편한 기억

의 회귀는 언캐니로 설명될 수 있었다. 더불어 언캐니가 정신분석학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미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언캐니는 현대 미술에서도 작가의 무의식을 설명하고 작업의 특징을 

규정지을 때 효과적인 미학 개념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마지막으

로 억압된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로써 예술 활동은 감정의 해소와 

치유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도 

히스테리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증상과 관련된 기억을 가능한 상세

히 재현하도록 하는 카타르시스 치료법을 제안하는데 무의식의 재현, 즉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탐구하여 반복적으로 작품으로 생산하는 예술 활

동을 통해 작가가 가졌던 기억의 불안한 감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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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편한 기억의 상징적 형상 표현

  앞선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불편한 기억을 작업의 소재로 하여 재현하

는 것은 객관적 ‘재현’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표현’이다. 그래서 무의식에 

잠재된 은폐기억은 변장, 변형된 상징,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번 Ⅲ장에

서는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의 형상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에 대해 살펴보고 개

인적 기억을 시각화하는 과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2절에서

는 기억 회귀의 상징적 형상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죽음의 환기’ 의

미가 있는 것으로 ‘껍데기 얼굴’, ‘단절’ 의미가 있는 ‘물’, ‘자아의 투영’

으로 ‘유영하는 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3절에서

는 무의식 탐구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는 감정의 해소와 치유

를 안겨준다는 논거를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난 회복의 흔적들을 통해 확

인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1.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기억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는 문제는 작

업의 시작이자 이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기억에 관한 개인적 소고를 

통해 현재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체

성의 혼란, 타인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 등 여러 일이 비슷한 시기에 

휘몰아쳐 심적으로 불안했던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런 몇 가지 개

인적 사건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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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파생된 생각들도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발을 딛는 걸음마다 환영처럼 당시의 기억과 파생된 생각들이 떠올랐다. 

맴도는 기억을 대뇌이고 대뇌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 

진짜인가? 어느 순간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억 자체의 원본이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내가 가진 기억의 원본성에 대한 의구심

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괴로움은 점차 약해졌고 의구심

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통과의례와도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은 

기억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엔 빛을 바랬고, 이미 빛을 잃은 몇몇 기억

은 망각의 바다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모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사라

져 간다고 생각했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다. 불쑥 떠오른 

기억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교차하고 시간의 벽이 허물어진 듯 한동안 머

물렀는데 그럴 때면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요동쳤다.

  이런 경험은 구체적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하

는 것이었다. 현재의 일상에서 낯익은 지난 기억의 이미지들이 불현듯 

교차하는 것이 그 누군가에는 익숙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상당히 낯선 감정이었다. 이 낯선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특정 기억은 무엇이며, 그 기억 자체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

한 질문이 작업의 출발이 되었다.

  기억이 회귀되는 방식은 마르셀 푸르스트(Marcel Proust, 

1871~1992)의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서)(1913∼1928)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환기와 비슷하다. 작가는 기억의 

재구성을 무의지적인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풀어간다. 그가 말하는 무

의지적인 기억이란, 예기치 않게 돌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현재로 불러오고 형상화해 과거와 연관된 기억을 만들어낸다. 무

의지적인 감각들, 이를테면 과자 냄새, 수저가 접시에 부딪혀 발생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자동차 휘발유 냄새 등을 통해 유발되는 무의지적인 

기억이 과거로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46)

46) 이상정, 「잠재된 공포의 해소를 위한 불편한 기억의 회화적 재구성 : 본인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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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칠레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출처:https://m.blog.naver.com/kensinhimura/22089535272

5, 검색일:20180901.

[도판 5] 바다 속의 모아이 석상,

출처:https://www.redbull.com/in-en/the-world’s-most-intr

iguing-underwater-statues, 검색일:20180815.

  본인에게 있어서 기억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물건이나 흔적들,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대)자연, 익숙한 향수 

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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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등을 마주했을 때이다. 그렇게 떠오른 기억은 머릿속을 단순히 스

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겪었던 감정까지 고스란히 환기시킴으로

써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감정과 기억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현하는 

일차적 목적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불명확한 느낌의 원인을 명확하

게 알고 싶어서였다. 처음 작품을 구상할 때는 가장 반복적으로 떠오르

고 그려온 얼굴 이미지를 기억의 안내자 역할을 했던 공간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표현된 기억의 풍경은 예전에는 성대했을지

도 모르나 지금은 황폐하게 버려진 혹은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문명의 

흔적’과 같은 모습이다. 예컨대 칠레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도판 6, 

7] )이 발견되었을 때, 현재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과거를 

유추하고 상상할 뿐이지 그 당시의 상세한 이야기는 다 알 수 없었다. 

말이 없는 형상은 오랜 시간의 흐름만을 보여줄 뿐이다. 기억도 비슷한 

상황의 재현이다. 그렇다고 기억이 가진 소멸의 속성만을 보여주려고 했

던 것은 아니다. 기억이 가진 소멸의 특징이 작업 전체의 배경이라면 무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떠오르는 형상들은 이야기를 담당한다. 이 형상들

은 과거와 연결되는 열쇠로 과거의 회귀, 기억의 회귀, 잊혀진 것의 회

귀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런 감정은 언캐니로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

  

2. 기억 회귀의 상징적 형상

  이번 절에서는 기억의 회귀로 등장하는 상징적 형상들을 ‘죽음의 환

기’, ‘단절’, ‘자아의 투영’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각각

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 형상들은 ‘껍데기 얼굴’, ‘물’, ‘유영하는 뱀’

이며 이 소재의 선택 배경과 그것의 표현 방식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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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기억의 조각> 부분.

1) 죽음의 환기 - 껍데기 얼굴

  Ⅱ장 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캐니는 잊혀졌던 1차적 경험이 다

른 2차적 경험으로 인해 상기되면서 느껴지는 두렵고 낯선 감정을 지칭

한다. 그래서 언캐니는 억압되었던 것이 통합된 정체성, 미적 규범, 사회

질서 등을 교란 시키면서 회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자들이 기본 원리로 채택한 ‘경

이’(the marvelous)가 결국 프로이트가 언급한 언캐니를 의미한다고 보

았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하고 폭발하는 상태가 멈

춰버린’ ‘발작적 아름다움’(compulsive beauty)을 통해 경이를 느낀

다.47) 거세의 공포를 환기하는 미적 자극으로서 ‘경이’는 기저에 ‘죽음 

충동’이 깔려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선호했던 오브제들은 버려진 물건

이거나 살아있는 형체를 본떠 만들었지만 결국 죽어있는 것들이었고, 그

들이 포착한 이미지들은 폐허가 된 원시림에 방치된 고속 열차, 회전하

는 탱고 댄서의 정지 사진에 불과하였다. 

  기억의 환기, 언캐니는 결국 죽

음 충동과 연관된다. 우리의 무의

식에는 태어나기 전의 무생물 상

태로 되돌아가려는 충동이 존재한

다. 낯설게 여겨지는 죽음은 원래 

우리에게 친숙했던 것이다. 태어

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무생물이

었다. 어쩌면 삶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어서 그보다 안정적인 것은 

차라리 죽음의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수 있다. 이 안정의 상태

로 회귀하려는 욕망은 존재하지 

47)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앞의 책, pp.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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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게 아니라 억압되어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또한 원시상태로 반복

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언캐니

의 정의가 성립한다.48)

  본인의 작업에서 등장하는 익숙함과 낯섦 그리고 불편함을 통해 ‘죽음

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형상물이 바로 ‘껍데기 얼굴’이다.(【작품 1

0】부분) 껍데기만 남은 얼굴상은 조형물이지만 사실적으로 그려진 얼굴

의 형태이며, 심지어 자화상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주체를 죽음의 이미

지에 투영하면서 ‘죽음’은 환기된다. 죽음은 생의 영역에서는 억압된 것

이기에 억압되었던 것이 되살아나면서 주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

는 언캐니한 감정으로 연결된다.

[도판 5]  윤두서, <자화

상>, 종이에 수묵담채, 

20.5x38.5cm, 17세기 후반.

        

[도판 6] 이쾌대,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72x60cm, 1948~49.

  대다수 작업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작가로서의 자아를 주

48) 진중권, 앞의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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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한스 벨머(Hans Bellmer), 

<Plate from La  Poupeé>, 1936, 

MoMA(New York, U.S.) 소장.

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형사적 전신론(形寫的 傳神論)은 인물화

와 자화상에서 표현해 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조선 후기의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 1668~1715)의 자화상과([도판 5]) 표암(豹

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자화상에서도 이러한 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49) 근대 시기에는 유럽의 예술사조와 기법이 들어오면서 방식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본인의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자의식을 표현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도판 6])

  하지만 언캐니적인 측면에서 

절단, 해체, 분해 등 신체를 파편

화시킨 이미지는 과격하게 분할

되고 분열된 자아를 의미한다.50)

이를테면 한스 벨머(Hans 

Bellmer, 1902~1975)의 해체되

어 재조합된 인형은 그 자체로 

언캐니 하지만 그 인형 옆에 나

타난 제작자 벨머는 그의 존재 

자체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형

국이다.([도판 7])

  ‘껍데기 얼굴’상에서 주체의 소

멸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는 바로 눈의 상실이다.51) 장승

요(張僧繇)가 용의 눈동자에 점

을 찍어 평면의 용에게 생을 불

어 넣은 것(畵龍點睛)과 정반대

49) 자의식의 인지라는 측면에서 동양에서는 문인화가들에 의해서 자화상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이원복, 『한국 미의 재발견-회화』(솔, 2005), p.69.)

50) 유경희, 앞의 책, p.147.

51)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모아이 석상의 이미지는 검은 돌의 인체

이다. 그런데 몇몇 보존이 잘 된 석상에 하얀색 산호로 만들어진 눈이 붙여져 있다. 

눈이 있는 석상은 앞선 석상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생(生)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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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인 것이다. 더불어 껍데기 얼굴 옆에 등장한 ‘뱀’은 앞서 언급한 

벨머와 그의 인형 사진에서 나타난 언캐니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뱀은 껍데기 얼굴처럼 자아의 상징물이면서 ‘과거’와 죽

음’의 의미가 아닌 ‘현재’와 ‘생’의 의미가 있다. 죽음의 영역에서의 생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억의 정원이 마르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나무와 장

미에 온 정성을 다 쏟아 붓지. 말라 죽지 말라고 아침부터 밤

까지 물을 주며 어루만지지. 나는 기억해, 잊지 않기 위해 기

억해!52)

  생은 죽음의 공간에서 잠시 저항해보지만53), 결국 기억의 쇠락과 소

멸, 죽음은 막을 수 없다.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의 대립에서 마지막으

로 할 수 있는 건 찰나의 유영에 불과하다.

  현대 미술에서 절단되고 훼손된 신체는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본격적으

로 가시화되었다. 초현실주의의 신체는 모든 경계가 뒤섞이고 융합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장으로 과감하게 신체를 해체시켰다.54) 초현실주의자들

은 자동인형이나 마네킹과 같은 인간 신체를 닮은 형상들이 기계 생산품

이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트라우마, 즉 언캐니를 보여주는 형상들로 

파악했다.55) 그 중 한스 벨머의 작업은 초현실주의에서의 신체적 언캐니

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56) [도판 8]과 [도판 9]에서 보이듯 

벨머의 인형은 때로는 절단된 모습으로 조작되어 기형적인 신체를 만들

어 낸다.

52) 오르한 파묵, 이난아 옮김, 『검은책』1권(민음사, 2007), p.42.

53) 뱀은 화가 나면 색깔이 엷어지고 부풀어 오르거나 똘똘 뭉쳐 똬리를 틀거나 몸을 

꼿꼿이 세우는 생태를 가졌다.

54) 임용덕, 앞의 책, p.68.

55) 유경희, 앞의 책, p.148.

56)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앞의 책,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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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한스 벨머(Hans 

Bellmer), <Plate from La  

Poupeé>, 혼합재료, 1936, 

MoMA(New York, U.S.)  

소장.

      
[도판 9] 한스 벨머(Hans Bellmer), <Serie 

des Poupeés>, 혼합재료, 1936.

2009년 2010년 2012년 2015년

[도판 10]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얼굴 드로잉의 변화 과정.

     

  파편화된 신체는 인간의 무의식과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심리적 현상의 

물리적 변환으로 볼 수 있는데 ‘껍데기 얼굴’은 본인에게 있어서 불편한 

기억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대표 형상이다. 얼굴이 등장한 이유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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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얼굴 형상을 기록했다. 얼굴 드

로잉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기분을 묘사하곤 했다. 얼굴은 신체 중에서 

개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최고의 개체이다. 처음엔 본인에 관한 이야기

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인 의미에서 얼굴이 등장했다. 그

런데 점차 얼굴은 개체성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기억의 흔적

을 보여주는 보편적 의미로 나아갔다.([도판 10]) 그 과정을 겪으며 

【작품 4】, 【작품 10】에서 보이듯 얼굴상은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

는 마치 철판과 같은 얇은 껍질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얼굴상이 단순한 

가면의 형태, 석조물, 공산물로만 등장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개체성으

로부터 보편성으로의 변화가 완벽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얼굴의 형상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심지어 몇몇 얼굴은 

본인 얼굴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형상이 가상과 실제 사이를 오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실체는 더욱 

해체되고 파편화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4】 <바닥이 드러난 기억의 바

다>, 부분.

    

【작품 10】  <기억의 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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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 【작품 5】에서처럼 몇몇 얼굴 형상은 껍데기 얼굴에서 

나아가 눈이 인위적으로 상실된 채 등장한다. 이마는 눈 아래 코와 입에 

지지하는 것 없이 공중에 떠있는 모습이다. 상실된 눈 부분이 비어있음

을 보여주기 위해 배경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도 있다. 신체의 연속성은 점차 무너져가고 있다.

  신체와 관련된 작업은 대부분 그 신체를 가학적으로 변형하여 성의 정

체성에 관한 언캐니를 상기시키곤 한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

는 신체의 파편화는 부분적으로 가학적 성격이 있지만 성의 정체성을 뒤

흔드는 것으로서의 언캐니는 아니다. 파편화된 신체에서 잊혀진 기억, 

망각의 영역에 있는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느껴지는 낯익은 낯섦의 언캐

니라 볼 수 있다.

   

【작품 1】 <불완전함으로 끝난 우리>,  

부분.

     

【작품 5】 <Drawing>, 종이에 혼합재

료, 50x50cm, 2010.

2) 단절 – 물, 엇갈린 시선

  사전적 의미로 단절은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거나 흐름이 연속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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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뜻한다.57) 언캐니한 형상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환기하면서 다

양한 단절을 보여준다. 본인 작업에서 단절은 타인과 나와의 단절, 나와 

기억의 단절, 과거와 현재의 단절을 보여준다. 

  원형적 이미지로써의 물은 일반적으로 창조의 신비, 탄생, 죽음, 소생, 

정화와 속죄, 풍요와 성장을 상징한다. 그런데 본인의 작업에서 ‘물’은 

단절을 가장 전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 흐

르는 강, 사라진 바다 등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품 3】 <불완전함으로 끝난 우리>, 캔버스에 유채, 91x116cm, 

2010.

  첫 번째로 껍데기 얼굴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다.(【작품 3】) 본인 작업에서 사이에 놓인 강은 강남, 강

북과 같은 물로 인한 물리적 단절의 의미보다는 관념적인 의미가 있다. 

57)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a0d1262855345d0a0ef14e36bf949d4, 검색

일: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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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의미에서의 강의 나뉨은 관계의 끊어짐으로 해석되곤 한다. <님

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58) 영화 제목처럼 우리 문화에서 강의 건넘은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떤 대상의 변질에 

대해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나와 타자 

사이에 놓인 강은 그 둘의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흐르는 강’은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과거가 현재가 될 수 없는 시간적 단절을 보여준다. 흐르는 시간을 강

(물)에 비유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르자빈

(Gavrila Romanovich Derzha´vin, 1743~1816)의 시가 대표적인 예이

다.

사람도 왕도 왕궁도

망각의 심연 속에 빠뜨린다.

리라와 나팔 소리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영원의 입 속에 삼켜질 테고

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리라.59)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로 흐르는 강 위에 놓인 구(球) 형상도 

속한다. 물의 흐름에 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통해 결국 얻게 되는 결론은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이 현재와 과거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바다’는 나와 기억의 단절을 보여준다. 물이라는 

공통점으로 강과 바다는 한 범주로 묶이지만 각기 가진 상징적 의미는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은 시간의 흐름, 인생 순화의 변화 등

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바다는 영혼의 신비와 무한성, 무궁과 영원 등

58) 2014년 개봉한 진모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59) 가브릴라 데르자빈, 조주관 옮김, 「무상」, 『데르자빈 시선』(지만지, 200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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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본인의 작업에서 바다는 【작품 4】에서 나타나는데 이 작

업의 제목은 <바닥이 드러나 기억의 바다>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은 원래 물이 가득했던 ‘바다’였다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파란 물

이 가득 차있던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바다의 바닥

을 만나게 된다. 생명과 영원성을 가득 채웠던 바다가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로 이곳은 죽음의 공간임을 확정하였다. 그 공간에 남겨져 있는 것

은 물 아래에 감추어 두었던 것, 가려진 것들의 날 것으로 나타남뿐이

다. 사실 이런 마지막 흔적은 기억의 흔적이기도 하다. 죽음의 공간에서 

기억의 흔적 역시도 소멸만을 향해가고 있다.  

【작품 4】 <바닥이 드러난 기억의 바다>, 캔버스에 유화, 112x292cm, 2010.

  물 이외에 단절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앞서 살펴본 ‘껍데기 얼굴상’ 역

시도 단절의 은유적 대상물이다. 이 껍데기 얼굴상은 단독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얼굴상이 등장하면 서로 ‘엇갈린 시선’으로 놓

여있다. 한 얼굴상이 다른 얼굴상을 바라보는듯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은 물로 나뉨을 나타내는 

것 이전의 타인과 나의 단절이다.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인 셈이다.

  이 외에도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형상들에서도 단절의 의미는 종종 관

찰된다. 이를테면 ‘목표에 닿지 않는 화살’, ‘벽과 벽돌의 형상들’,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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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사다리들’ 등이 있다.

3) 자아의 투영 - 유영하는 뱀

  움직일 수 없는 껍데기 얼굴상은 이제 화면에 머물면서 시간이 지나감

에 따라 더욱 파편화될 일만 남은 형상이다. 반면에 고정된 형상을 휘어 

감싸고 도는 뱀은 그것의 생태에 있어서, 화면에 나타나는 색감에 있어

서 낯선 대상이다.(【작품 2】부분, 【작품 3】 부분)

【작품 2】 <자화상>, 부분.

     

【작품 3】 <불완전함으로 끝난 우

리>, 부분.

  기독교에서 뱀은 대체로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구약성서 창세기

에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로 악의 상징이자 유혹자다. 인류 최초의 여인인 이브는 뱀의 유혹

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신의 노여움을 사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였다. 

이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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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원죄자로서 살다가 마침내 죽어야

만 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60)

  한국 문화와 중국 신화에서의 뱀은 긍정적인 상징과 부정적인 상징 모

두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뱀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다. 중

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가운데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하고 있는 

인수사신(人首蛇身)의 형상이 대단히 많다. 대표적으로 인류 창조의 여

신 여와(女媧)를 비롯하여 여와와 부부로 그려지고 있는 복희(伏羲) 그리

고 홍수의 신 공공(共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인류의 생명 기원 

그리고 재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들이다. 특히 여와가 황토로 인

간을 만들었다는 것과 연계되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 번식과 

생육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긍정적 의미로 

뱀은 재생과 불멸의 상징이다. 뱀이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는 것을 죽음

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불사(不死)의 존재로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한편 부정적인 의미에서 뱀은 인간을 해치거나 속이려는 

사악한 존재이다. 그 예로 강원도 치악산에 있는 상원사의 연기설화(緣

起說話)에는 뱀이 사람을 해치려다 실패하고 만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뱀은 재앙의 예고자이다. 『산해경(山海

經)』61)에는 뱀을 포함한 수많은 동물과 인간이 합체된 신들이 등장하

는데, 이들이 출현하게 되면 홍수나 가뭄의 재해가 나타난다고 적고 있

다. 뱀을 비롯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변화에 대한 예지력이 신화 속

에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본인 작업에서의 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의미가 고정되어있는 

형상물이 아니다.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대상도 아니

60) 선정규, 「신화와 문화적 상상력」, 『월간 문화재』(한국문화재단, 2013 3월호), 

pp.24~25. (http://www.chf.or.kr/c2/sub2_201303.jsp, 검색일:20180930.)

61) 『산해경』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 전에 성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신화집이

다. 대체로 기원전 3~4세기경에 무당들에 의해 쓰여진 이 책에는 중국과 변방 지역

의 기이한 사물, 인간, 신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에 대한 그림이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이 만들어진 동기에 대해서는 무당들의 지침서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고대의 여

행기라는 설도 있다. (정재서, 「산해경」,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3권(휴머니스

트, 200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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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뱀은 화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상이다.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자아뿐이다.

  자아의 대체물로 뱀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천경자의 <생태>[도판 

11]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 한국전쟁 시기, 작가의 개인적 상황도 녹록

하지 않았던 시기에 놓였던 천경자는 징그럽고 무서운 뱀을 그림으로써 

본인 삶과 작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뱀에게서 “저

항과 뜨거운 열기가 공존하는 저력”을 발견한다.62) 생(生)의 영역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뱀은 현재의 자아를 투영하기에 적합한 대

상이었다.

  또한, 뱀의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보다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

를 함께 지녔다는 점에서 감정의 치우침 없이 무의식의 저편, 기억을 객

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도판 11] 천경자, <생태>, 종이에 채색, 51.5x87cm, 1951, 서울시림미술관 소

장.

62) 최광진, 『찬란한 고독, 한의 미학 : 천경자 평전』(미술문화, 201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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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현재의 자아라면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소멸하는 ‘껍데기 얼굴

상’은 한때 자아의 투영물이었다. 과거 기억의 현장을 현재의 상징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자아가 투영된 형상이 또 다른 자아의 투영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낯선 상황이기도 하다. 참으로 언캐니한 

조합인 것이다.

3. 회복의 흔적

  3절에서는 무의식의 탐구 표현 이후, 회복 · 치유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장 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캐니한 감정을 표현한 무의식 탐구

의 결과물이 점진적으로 작가에게는 감정의 해소와 치유를 안겨준다. 본

인의 작업에서도 감정의 해소로 인한 회복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에 억압된 기억들의 내용은 의식의 영역으로 

소환되었을 때 개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쉽사리 받아

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평상시 무의식은 억압되어 있다. 만일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에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정신적인 문

제로 나타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

으로 발전된 의학이다. 그래서 그것의 최종 목적은 환자가 무의식에 잠

재되었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건강한 정신

을 되찾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잘 억압되어 의식의 영역으로 귀환하지 않도록 하는데 치료의 목

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즉 무의식의 탐구

를 수용한 예술가들은 오히려 이 무의식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자 하였다.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은 더욱더 그러했다.63)

  초현실주의가 무의식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63) 김전희, 앞의 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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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금기시된 내용을 다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금기시

된 두 가지, 유희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 인간의 근원적 공포인 

죽음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있다. 그런 이유에서 초현실주의의 작품 

속에서는 끊임없이 죽음과 성에 관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사실 브르통을 

대표로 하는 초현실주의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근원을 탐구함으로써 이

성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였던 혁명적 움직임이었다. 그

들은 모두에 대한 통합의 지점, 균형의 지점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탐구하였던 무의식은 억압된 것, 성과 죽음의 내용이 잠재된 곳

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로 하는 사회적 혁명의 유토피아와 무의식의 

탐구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었다. 

  포스터는 애초에 브르통과 초현실주의자들이 수행했던 무의식의 탐구, 

오토마티즘, 꿈의 회화는 통합의 지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들이 원하던 이상향, 그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가 겹쳐지는 지점은 

단순히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억압된 것이 외부적 자극 때문에 환

기될 때 나타나는 언캐니한 감정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64)

  포스터의 해석대로라면 언캐니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예술 작업은 

성과 죽음의 금기에 관한 것을 환기해야한다. 하지만 언캐니와 관련된 

모든 작업이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 정확히 들어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을 품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까발려진 무의식은 그 채로 끝나는 것인

가? 기억의 환기도 반복되면 익숙함으로 바뀌지 않는가?

  본인은 포스터가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초현실주의의 종착지를 ‘파괴, 

죽음’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에 의문을 제기해본다. 프로이트 자체는 통

합을 최종 목적에 두었고, 초현실주의 예술도 일종의 통합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었다. 무의식의 탐구에 임하는 작가 역시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어느 정도는 겪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예술적 결

과물을 제작하면서 대부분 작가는 감정의 해소를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64) 김전희, 앞의 책,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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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불안의 상태는 안정의 상태로 변화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

다. 포스터가 언급했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보아도 전반적으로 작가들

의 초창기 작업에 작가의 무의식이 가진 불안한 감정이 보인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작가가 후에 초현실주의 운동으로부터 떠나거나 동어반복적

인 작업을 선보이는 이유가 반복적 표현으로 인해 감정이 해소되었기 때

문은 아니었을까?65) 감정의 해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에서 이미 이러한 징후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인 작업에서

도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난다.

  첫 번째, 죽음을 환기하는 ‘껍데기 얼굴상’의 의미 해석이 확장되고 있

다. 죽음의 회귀는 언캐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삶의 목표는 결

국 죽음”66)이라는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죽음을 

통해 안정상태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화가의 내면

에서는 반복을 통해 정신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의 변화에서 나타난 감정의 해소이다. 처음에는 어둡고 

적막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황량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런데 점차 일상

의 한 부분의 자연, 색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어둠과 황량

한 공간에서 밝고 일상의 활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죽

음의 공간에 점차 생명, 활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도

판 12])

  세 번째, 단절의 상징으로 나타냈던 물에서 발견한 새로운 재생의미이

다. 공간과 관계의 단절을 나타내던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갔다. 이 흘

러감은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재생과 활력의 이

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죽음의 공간에서 새로운 재생은 곧 자연을 통해

65) 데 키리코, 에른스트의 경우에는 작가의 20대 초창기 작업과 중년 이후의 작업을 

비교하면 후에 제작된 작업이 동어반복적인, 에너지가 사라진 느낌을 지워내기 어렵

고, 자코메티는 무의식을 표현한 상징적인 작업을 선보이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인체 

형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작업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66) Sigmund Freud, “The uncanny”, in studies in Parapsychology, ed. Philip 

Rieff, New York, 196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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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연의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물이다.

2010년 ------ ---------------- ------------- -------> 2011년

[도판 12]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나타난 작업 배경의 변화.

  네 번째는 계단, 사다리, 연결된 선들이 가진 연결의 의미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계단(【작품 20】), 사다리(【작품 10】부분), 연결된 선들

(【작품 27】부분)은 공통적으로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형상들은 ‘껍데기 얼굴’들 사이를 지나고 벽과 벽 사이를 연결

하며 서로를 이어준다. 

【작품 20】 <그 곳에서>, 종이에 채색, 

25x25cm,  2010.

     

【작품 10】 <기억의 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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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환영의 풍경>, 부분.

  

  Ⅲ장에서는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의 형상과 의미에 대

해 정리하였다. 1절에서는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에 대한 개

인적 경험을 밝히며 무의식에 관한 탐구가 본인 작업의 핵심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의식의 탐구는 잊혀진 기억의 회귀와 맞닿아 있

는데 그런 이유에서 작품의 소재 선택에서도 오랜 시간이 느껴지는 형상

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

는 기억 회귀의 상징적 형상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다. ‘껍데기 형상’은 

죽음을 환기하며 동시에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물(강, 바다)은 시간, 

공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유영하는 뱀은 죽은 기억의 공간을 누비

는 자아의 투영물이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무의식의 탐구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는 감정의 해소, 치유를 안겨준다는 논거의 타당성

을 다시 확인하고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난 감정의 해소로 인한 회복의 

흔적들을 찾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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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나타났던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상징하는 

형상들과 회복의 흔적으로 나타난 형상들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낯설게 하기’는 대상을 새로운 

공간에 접합하거나 이질적 두 형상을 조합함으로써, 또는 역설적인 제목

을 통해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1절에서 서술한다. 2절에

서는 회복의 흔적으로 등장하는 연결과 흐름의 ‘선’이 작품 내에서 나타

나는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정리하겠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자개와 

한지의 콜라주 기법에 대해 논하겠다.

1. 낯설게 하기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바로 ‘낯설게 하기’이다. ‘낯설게 하기’는 언캐니 미학의 특징 중 하나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 분절(조각내기), 접합(붙이기), 

폭로(드러내기), 교란(뒤집기), 위장(속이기), 월경(넘어서기)이다.67)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접합, 교란을 통한 ‘낯설게 하기’가 이뤄지고 있다. 

1)공간의 접합

  접합은 분절되고 해체된 이미지가 재조합되는 것이다. 이는 앗상블라

67) 유경희, 앞의 책,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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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ssemblage)68)라 볼 수 있는데, 접합은 분절된 이미지가 원래의 위

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 놓임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는다.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의 본질성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지

는 하지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개체로 치환되는 것이다.69)

[도판 13]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Woman, 

Old Man, and Flower>, 캔버스에 유채, 

96.5x130.2cm, 1923, MoMA(New York, U.S.) 소

장.
  

[도판 14]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Birds also Birds, 

Fish Snake and Scarecrow>, 

캔버스에 유채, 58x62.8cm 

1921, MoMA(New York, 

U.S.) 소장.

  분절되고 해체된 이미지가 접합되고 재조합되면서 익숙한 대상은 낯설

어진다. 접합은 대게 해체된 신체가 재조합되는 방식으로 초현실주의 작

68) 앗상블라주의 원뜻은 ‘모으기, 집합, 조립’.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 평면적인 타블

로 회화에 삼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

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하며, 만들어

진 형태가 구상이나 추상을 불문하고 모든 소재와 내용을 포괄하므로 양식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 기법이나 방법론의 명칭이다.

앗상블라주라는 용어는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콜라주와 구별하기 위

해 1954년에 풀 먹인 종이 및 여러 물질들로 이루어진 작은 인물상을 지칭한 데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기원은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

라크(Georges Braque, 1892~1963)와 공동작업을 하던 피카소는 1912년 얇은 금속

판을 이용한 <기타>를 만들었으며,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은 1915년

에 자전거 바퀴와 의자를 이용하여 기성품으로 된 앗상블라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런 경향의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오브제’로 통용되다가 1961년 사이츠

(William G. Seitz)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앗상블라주 미술전

The Art of Assemblage>을 개최하면서 그 용어가 일반화되었다.(『세계미술용어사

전』(월간미술, 1999), p.310.)

69) 유경희, 앞의 책,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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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작업이 그 예가 된다. 벨머는 마네킹을 이용해 신체를 파편화 시

키고 이를 재조합하여 낯선 신체를 만든다.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는 [도판 13], [도판 14]에서처럼 인간과 새를 접합하여 

반인반조를 등장시킨다. 다만 이러한 신체 변형만을 접합의 범주에 넣어 

성적 트라우마의 회귀만이 낯설게 하기라 보기엔 그렇지 않은 접합의 경

우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판 15]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The Prodigal Son>, 캔버

스에 유채, 87x59cm, 1975.

       [도판 16]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The Disquieting Muses>, 

캔버스에 유채, 

97.16×66cm, 1916~18, 개인 소장.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는 유혹 환상의 

거세를 떠올리는 인조 신체로 언캐니함을 드러내고 있지만70), 마네킹이 

놓인 장소와의 접합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는 클래식한 공간 이를테면 

70) 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앞의 책, pp.103~124.



- 44 -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광장71)에 유혹 환상의 마네킹을 접합시킨다. 데 

키리코는 상징 또는 도상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이질적으로 재배치하

여 낯설게 하기 목표를 이룬다.([도판 15, 16])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의 <Polar Light>[도판 17] 작업은 훼손된 신체

와 자연 그리고 새의 뒷모습처럼 보이는 형상은 각각의 이질감을 드러내

면서 낯설게 보이게 한다. 동시에 군데군데 공간과 신체의 경계를 모호

하게 나타냄으로써 둘 사이의 언캐니를 강화한다.   

  

[도판 17]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Polar Light>, 캔버스에 유채, 139x105cm, 

1926, 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Brussels, Belgium) 소장.

71) 데 키리코의 이러한 클레식한 공간의 설정은 그가 쓴 여러 글에서도 확인 할 수 있

다. 「어느 화가의 명상(Meditaions of a Painter」(1912)에서는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나는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관장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었다.”로 시작하고, 

「신비와 창조(Mystery and Creation)」(1913)에서는 “베르사유에 갔던 어느 청명

한 겨울날 기억이 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할 포스터, 조주연 옮김, 앞의 책,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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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73x91cm, 2010.

    

【작품 15】 <지나가다가 마주친 기억>, 캔

버스에 유채, 24x33cm, 2011.

   
【작품 22】 <Blue>, 종이에 채

색, 25x25cm, 2011.

  ‘껍데기 얼굴’도 여러 공간과 접합한다. 석조물과 같은 인위적 형상물

과 인적이 없는 (대)자연의 접합(【작품 2】), 스치듯 지나간 일상의 한 

장면에서 티 나지 않게 끼어있는 접합(【작품 15】), 색채로 가득 찬 공

간과 접합(【작품 22】)을 하고 있다. 생소한 장소와의 접합은 분절된 

신체를 더욱 부각하고 결과적으로 낯설게 하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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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적 조합을 통한 교란

  교란은 뒤집기 혹은 뒤섞기를 통해 혼란을 주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고 여겨온 고정관념 속의 대상들을 뒤섞어 놓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이질적인 것을 조합한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 작

가들의 데페이스망(dépaysement)72)과 유사하다. 

[도판 18]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The Red Model>, 캔버스

에 유채, 56x46cm, 1935, Georges 

Pompidou Center(Paris, France) 소장.

    [도판 19]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The Natural Graces>, 캔버

스에 유채, 55x40cm, 1963, 개인소장.

  마그리트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다양하게 이용했다. <The Red 

Model>[도판 18]은 인간이 벗은 두 발, 혹은 발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72) ‘추방하는 것’이란 뜻. 초현실주의에서 쓰이는 말로,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

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한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물건이 있는 표현을 의

미한다. 그 결과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한 세계가 전개된다. 로트레아몽

(Comte de Lautreamont, 1846~70)의 ‘여신과 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유명한 어구가 그 전형이다. (한국사전연구사 편집, 『미술대사

전』(한국사전연구사, 1998),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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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켤레의 신발이다. 이것은 신발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한 것이다. 

<The Natural Graces>[도판 19]에서는 새를 잎으로 교란한다.

  본인 작업에서 교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마그리트

의 경우와 같이 작품 형상의 데페이스망의 방식을 취한다. <시간과 물은

결국 흘러간다>【작품 26】에서 강의 시작을 이끄는 뱀, 뱀의 끝은 바

다를 향하고 있다. 뱀과 강의 이질적 조합으로 인해 대상의 구분이 모호

해지고 낯익은 두 가지가 하나의 낯섦으로 다가온다. 사실 이런 이질적 

교란은 본인의 학부 작업에서도 자주 관찰되던 사항이다. 이를테면 열쇠

와 얼굴, 주전자의 손과 수저와 얼굴, 의자와 얼굴, 케이크와 포크에 얼

굴을 조합하였다.([도판 20])

【작품 26】 <시간과 물은 결국 흘러간다> 상단의 강과 하단의 

뱀 이미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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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2007년, 학부 시절 자주 나타난 이질적 교란의 드로잉들. 

2. 연결과 흐름의 선

  본인 작업에서 선은 정제하지 않은 무의식의 표현이다. 반복되는 불편

한 기억의 형상들은 회화적으로 재구성되면서 의식적으로 변형되었다. 

하지만 선은 특정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산하에서 

작업에 임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이 더 반

영된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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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sme)73)과 그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 작가

들, 이를테면 앙드레 마송(Andre Aime Rene Masson, 1896-1987)이 

행한 자동기술법은 좀 더 자유롭게, 의식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움

직여 그림을 그린다.([도판 21, 22]) 하지만 본인 작업에서의 선은 좀 

더 의식적으로 화면을 구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도판 21] 앙드레 마송(Andre 

Aime Rene Masson), 

<Automatic Drawing> , 종이에 

잉크, 23.5x20.6cm, 1924, 

MoMA(New York, U.S.) 소장.

     

[도판 22] 앙드레 마송(Andre Aime Rene 

Masson), <The Kill>, 캔버스에 유채, 

55.2x67.9cm, 1944, MoMA(New York, U.S.) 

소장.

  본인의 작업에서 선은 주요 서사의 주인공은 아니다. 상징적 형상이 

서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선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배경처럼 잔잔히 

드러내는 요소이다. 그래서 탁하고 거친 느낌으로 선을 그리는 것이 아

73)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무의식적 자동작용, 자동 묘법(自動描法)이라

고도 한다.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의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20세기 미

술 및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엄밀하게 《초현실주의 선언》에 ‘이성에 의한 일

체의 통제 없이, 또는 미학적, 윤리적인 일체의 선입견 없이 행하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듯이, 의식 하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라 볼 수 있다. 즉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

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가 좋은데, 여기서 자연히 표

출되는 선이나 형태 또는 말은 무의식 세계를 투영하고 있다.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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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얇고 유려하게 그려 나가야 한다. 얇고 유려한 선은 짧지 않고 길

게 그려야 하니 너무 가는 세필보다는 어느 정도 물감이나 먹이 머물 수 

있는 굵기의 얇은 필 붓이어야 한다.([도판 23])

[도판 23]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필 붓. 

  마치 그물 같으면서 거미줄로 연상되는 선들의 교차는 연결과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단순히 서로가 교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만들어지

는 운동성은 아니다. 실제로 선을 그을 때 세필로 중봉74)을 이루며 속도

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행한다. 이런 이유에서 선은 수성 재료를 사용할 

때만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결과 흐름을 작품에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회복을 원하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면에 선이 하나 그려진 것으

로 한 화면에서 구분이 생기듯 촘촘히 겹쳐 올려진 선은 대상이 어딘가

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물과 같은 안전장치의 느낌을 준다. “선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쓰인다.”75)라는 말처럼 잔잔한 

선들은 언캐니한 형상들 사이에서 자신의 회복 의도를 쌓아가고 있다.

(【작품 19】부분, 【작품 28】부분, 【작품 24】부분)

74) 필획에 있어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용필법을 말한다.

75) 김춘일, 『조형의 기초와 분석』(미진사, 199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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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그 곳에서>, 부분.

   

【작품 28】 <환영의 풍경>, 부분.

【작품 24】 <기억잇기>, 부분.

   

3. 자개와 한지의 콜라주

  콜라주(collage)는 본래 ‘풀칠’ ‘바르기’ 따위의 의미였으나, 전용되어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뭇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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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또는 그러한 기법에 따라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

킨다.76) 본인 작업에서는 자개와 한지를 콜라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개는 전복류를 비롯하여 소라, 진주패 등의 조개껍데기를 가공한 것

이다. 진줏빛의 광택이 나는 오색영롱한 빛깔 자개가 내는 이유는 조개 

안쪽에 있는 진주층의 조직이 매우 얇은 잎사귀 모양의 많은 조각으로 

된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빛이 반사 혹은 간섭색(干涉色)77)

을 나타내기 때문이다.78)

  자개는 주로 공예품 제작용이나 장신구용 재료로만 사용되었다. 반면

에 회화의 재료로 사용하던 재료는 아니었다. 반사의 영롱함과 그려낼 

수 없는 색감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회화에 적극적으로 사

용되지 못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한지, 종이에 자개를 부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사 

붙인 후에도 종이에 접착의 흔적이 남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재료에 비해 동일한 재료상태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다. 자개는 같은 종류의 조개로 제작한다 하여도 조개껍데기 무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한 것을 찾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것

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이유는 전통적으로 자개는 공

예품에서 사용하는 재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재료 자체에 대한 선

입견이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작가가 원하는 형상으로 자개를 재단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기술을 연마하여 능숙하게 다룰 수도 있지만, 자개 자

체가 잘 깨지는 성향이 있어서 아주 미세한 재단을 통한 표현에는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76) 1911년경 입체주의 시대의 피카소(PabloPicasso, 1881~1973)와 브라크

(Georges Braque, 1892~1963)는 화면 효과를 높이고,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화면에 그림물감으로 그리는 대신 신문지, 우표, 벽지, 상표 등의 실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의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창안하였다. (월간미술 편저, 『세계미술용

어사전』(월간미술, 1999), p.552.)

77) 백색광에 의한 간섭에서는 각각의 파장에 의한 명암의 간섭 무늬가 서로 겹쳐져서, 

가색(加色) 혼합에 의해 여러 가지 색이 된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이것을 간섭색이

라고 한다. (세화 편집부, 『화학대사전』(세화, 2001), p.167.)

78) 권상오, 『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조형사, 1997),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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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개 자체가 가진 영롱한 느낌, 빛의 환영적인 느

낌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본 연구자도 그런 이유에서 이 재료를 선택했

다. 자개를 사용한 작업은 현실적인 느낌보다는 환영의 한 부분과 같은 

느낌을 나주길 원했다. 

  본인이 사용하는 자개는 멕시코 줄패(가늘고 길게 자른 자개)와 호주 

판패(넓적한 판)이다. 멕시코패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남 해안과 멕시

코 연안에서 생산되는 전복류를 가공한 것이다. 이 패는 청록색의 진한 

색상이 어우러지면서 공작의 푸른색과 흡사한 느낌을 준다. 호주패는 호

주 연안에서 생산되는 전복류를 말하며 전복류 중에서 가장 크고 흰색의 

바탕에 붉은색이 감도는 패이다. 바탕이 가장 깨끗하고 결이 비교적 적

으며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79) ‘껍데기 얼굴상’을 단

독으로 구성할 때는 현실에 없는 인위적 공간, 환영적 공간의 느낌을 주

고 싶어서 줄패를 사용하였고(【작품 11】부분), 뱀과 강물의 형상을 합

칠 때는 판자개를 이용하여 형상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형상 전

체에 자개를 사용하였다.(【작품 26】부분)

  자개는 두께가 보통 0.013~0.015mm로 제작된다. 얇기 때문에 바로 

재단을 하면 부서지고 만다. 그래서 재단 전에 미리 물에 담가두어 수분

을 머금은 상태에서 재단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수분이 있다고 해서 색

종이 자르듯 자유자재로 재단되는 것은 아니다. 

  자개판이 얇아질수록 배경의 투과도는 높아진다. 이 특징은 [도판 24]

에서처럼 강의 형상이 뱀으로 연결될 때 활용하였다. 배경에 색을 입혀 

기존의 자개에 색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자개 판의 두께는 요청에 

따라 0.0010~0.0012mm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자개를 붙이는 접착제는 아교를 사용한다. 아교는 동물의 가죽이나 뼈 

등을 끓여 여과한 후 농축시킨 것을 말한다. 아교는 중탕하여 녹인 후 

고운 천에 걸러 사용한다. 사용 중에는 계속 따뜻한 물(70~80℃)에 중

탕되어 있어야 굳지 않으며 사용 후 시원한 냉장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79) 권상오, 앞의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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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지난 그 얼굴>, 부분.

    

【작품 26】 <시간과 물은 결국 흘러간

다>, 부분.

    

-> ->

자개를 붙이기전 

색을 미리 입히는 

과정

자개를 올리는 중간 

과정
자개를 다 올린 후

[도판 24] 자개의 투과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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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주의 또 다른 재료 한지는 닥나무나 삼지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한

다. 재료가 되는 나무들을 물을 부은 솥에 넣고 껍질이 흐물흐물 벗겨질 

정도로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 말린다. 말린 껍질을 다시 물에 불려 하

얀 내피 부분만 가려내고, 이것에 양잿물을 섞어 3시간 이상 삶아 압축

기로 물을 짜낸다. 여기에 닥풀 뿌리를 으깨어 짜낸 끈적끈적한 물을 넣

고 혼합하여 고루 풀리게 한 다음 발[簾]로 종이물을 걸러서 한지를 뜬

다.

  본인 작업에서는 검은색 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닥섬유의 질감이 부

분적으로 드러나도록 화면에 붙였다. 자개와 달리 한지는 밑한지에 이질

감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접착되어야 하기에 밀가루 풀을 사용한다. 색한

지를 작은 크기로 잘라 닥의 결에서 탈락 부분을 선별하여 붙인다.

  주로 땅을 나타내는 부분에 한지 콜라주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지에 스

케치하고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밑 한지에 어느 정도 채색이나 먹을 

올린 뒤에 붙이는 작업이 이뤄진다. [도판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렇게 되면 한지가 붙여지지 않은 빈 공간에 색감이 남아 있어 질감의 표

현이나 밀도감을 나타내기에 좀 더 효과적이다.

->

[도판 25] 한지 콜라주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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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나타났던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상징

하는 형상들과 회복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

징과 재료기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낯설게 하기’는 대

상을 새로운 공간에 접합하고 이질적 두 형상을 조합하거나 역설적인 제

목을 통해 교란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성과 

흐름을 가진 얇은 선은 수성 재료로 표현되며 상징물 사이의 연결 요소

로 등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개와 한지 콜라주 기법을 작품 제작 

과정 기록을 통해 상세히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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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기억

과 무의식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기억에 관한 

궁금증은 무의식의 탐구로 연결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신분석학적인 접

근으로 귀결되었다. 정신분석 미학은 다시 언캐니 개념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에 본인만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 기법의 탐구

를 더한, 이 전반의 과정을 본 논문에서 다루었다.

  Ⅰ장에서는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기억과 무의식에 관한 관심을 

서술하며 이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정신분석 미학과 언캐니 개념을 다루는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이 논문의 목적과 의의를 밝히며 간단하게 논문의 구성에 관해 설명하였

다.

  Ⅱ절에서는 개인에게 충격적으로 남은 기억,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상처, 금지된 소망, 불안으로 남겨진 기억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은폐되어 있다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의 조우를 계기로 의식영역으로 

소환되고 있음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이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은 작가의 무의식에 억압된 것의 표현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편한 기억이 회귀할 때 일어나는 복합적인 감

정은 언캐니로 설명될 수 있었다. 더불어 언캐니가 정신분석학적인 영역

에서만이 아니라 미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언캐니는 현대 미술에서도 작가의 무의식을 설명하고 작업의 특징을 규

정할 때 효과적인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하

고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써 예술 활동은 감정의 해소와 치유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도 히스테리 증상

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증상과 관련된 기억을 가능한 상세히 재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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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카타르시스’ 치료법을 제안하는데 무의식의 재현, 불편한 기억의 

회귀를 탐구하여 반복적으로 작품으로 생산하는 예술 활동은 작가가 가

졌던 기억의 불안한 감정을 점차 해소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기억의 형상과 의미에 대

해 정리하였다. 1절에서는 강박적으로 떠오르는 불편한 기억에 대한 개

인적 경험을 토대로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

해 무의식에 관한 탐구가 본인 작업의 핵심임을 밝혔다. 더불어 무의식

의 탐구는 잊혀진 기억의 회귀와 맞닿아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작품의 

소재 선택에서도 오랜 시간을 품은 형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밝혔

다. 2절에서는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기억 회귀의 상징적 형상과 의미

에 대해 정리하였다. ‘껍데기 형상’은 죽음을 환기하며 동시에 관계의 단

절을 의미한다. ‘물(강, 바다)’은 시간, 공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유영하는 뱀’은 죽은 기억의 공간을 누비는 자아의 투영물이었다. 마지

막으로 3절에서는 무의식 탐구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는 감정

의 해소와 치유를 가져다준다는 논거를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난 회복의 

흔적들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의 출

발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던 공간의 색감적 변화를 통해 생명과 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을 통해 재생과 활력이 떠오르

며, 연결의 의미가 있는 형상들은 단절된 대상을 이어주고 있었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나타났던 불편한 기억의 회귀 형상들과 회

복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재료기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낯설게 하기’는 대상을 새로운 공간

에 ‘접합’하거나 이질적 두 형상을 조합함으로써, 또는 역설적인 제목을 

통해 ‘교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회복의 흔적으로 

등장하는 연결과 흐름의 ‘선’은 수성 재료로 표현되며 상징물 사이의 연

결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개와 한지 콜라주 기법을 작

품 제작 과정 기록을 통해 상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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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강박적이고 반복되는 기억에 관한 논의, 정신분석학적인 접

근, 무의식에 관한 탐구, 언캐니 개념을 하나의 체계로 다루었다. 이는 

기존의 작품연구들이 정신분석 미학을 단편적으로 간략하게만 논의하던 

것을 보완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정신분석학적 논의를 

프로이트의 의견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

히 프로이트는 정신적인 문제의 모든 원인을 유아기 성문제로 국한시켜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편

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이트 이후에 등장하여 정

신분석을 발전시킨 융, 클라인, 라캉 등은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던 오류, 

한계를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 탐구가 추구했던 최종 목적이 환자의 치료

였다는 사실을 통해 예술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작가에게 감정의 

해소와 치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다만 작업을 

통해서 감정의 해소와 치유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본 연구자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가진 치유 의미를 높게 

평가하여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강박적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80)

  이 글을 통해 막연하게 해오던 본인의 생각과 작업과정에 대해 명확하

게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본인은 감정의 해소, 치유

를 경험하고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답은 이

제 프로이트가 아닌 연구자 본인에게 달려있음을 확인하며 추후 작업을 

모색해본다.

80) 엘렌 위너(Ellen winner)는 본인의 저서 『예술 심리학』에서 반 고흐의 경우가 이

에 해당된다고 언급한다. 그가 계속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의 병은 치

유된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엘렌 위너, 『예술 심리학』(학지사, 

2004) p.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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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Uncomfortable Memory’s 

Symbolic Figure Through 

‘Defamiliarization’  

-Focusing on My Own Art Works-

Park WooJin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er’s own art works made 

between 2010 to 2018. The researcher’s art works reorganized 

the uncomfortable memories emerging compulsively in painting 

and expressed them as symbolic figures. Then, this study 

analyzed such uncomfortable memories through explor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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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and unconsciousness, and Sigmund Freud’s 

psychoanalytic approach to organize the expression of suppressed 

unconsciousness and to examin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Unconsciousness holds suppressed scars of the past and 

unstable memories. Generally, such memories don’t easily cross 

over from the area of unconsciousness to consciousness. 

However, certain incident or object may cause the memories 

suppressed in the unconsciousness to be expressed in the area of 

consciousness. Thus, the memories suppressed inside 

unconsciousness return to the area of consciousness. The return 

of suppressed memories is expressed in compulsive and repetitive 

memories. Within such memories, hidden memories exist in 

disguised and modified form. The expression of compulsively 

emerging memories in painting is the figuration of hidden 

memories’ clue. In such process, the underlying memories 

suppressed inside unconsciousness can be infe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psychoanalytical approach 

on the researcher’s art works which express the compulsive and 

repetitive uncomfortable memories by reorganizing in paintings. 

Through psychoanalytical approac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interaction between memories and unconsciousness is 

composed and proceeded.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art works expressed through exploration of unconsciousness 

are closely related to concept of uncanny and to clarify that 

compulsive emotions are settled gradually through repetitive art 

performance and that such settlement is expressed on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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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change process

  In the organization, chapter I described about interests toward 

memories and unconsciousness and confirmed that they are 

connected to Freud’s psychoanalysis. Also, after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cases covering the aesthetics of psychoanalysis 

and concept of uncanny, chapter I clarified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is paper.  

  In chapter II, part one used Freud’s psychoanalysis to examine 

how shocking memories such as awful scars of the childhood, 

forbidden desire, and memories remained as anxiety were hidden 

inside area of unconsciousness and get emerged to area of 

unconsciousness due to encounter with specific incident of object. 

At the same time, part one showed that related art works were 

expression of memories suppressed in the researcher’s 

un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part two discussed about 

how return of uncomfortable memories can be explained with 

uncanny and how such uncanny can be extended to area of 

aesthetics. Also, part 3 showed that artistic activities provide 

emotional relief and healing by expressing the suppressed 

depressive emotions. 

  Part III organized about the figure and meaning of 

uncomfortable memories found in the researcher’s art works. In 

part one, the researcher talked about the personal experience of 

uncomfortable memories that compulsively emerge and described 

that exploration of unconsciousness is the key point in the art 

works. Part two organized about symbolic figure for return of 

memories. For symbolic figures, part two suggested ‘face skin’ for 

meaning of ‘awakening of death’, ‘water’ for mea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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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and ‘swimming snake’ for the meaning of ‘reflection 

of self’. Lastly, in part three, the researcher confirmed and 

organized how outcome of exploration on unconsciousness brought 

emotional relief and healing by analyzing the traces of recovery 

in the art works. 

In chapter IV, the researcher described about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material techniques of figurations expressed a 

sreturn to uncomfortable memories and traces of recovery in the 

art works. In part one, the researcher explained how 

‘defamiliarization’ causes disturbance by making the object get 

connected to new space, combining two different figurations, or 

having a paradoxical title. In part two, the researcher organized 

about the characteristic and usage for ‘lines’ of connection and 

flow in the art works. In part three, the researcher discussed 

about collage of mother-of-pearl and hanji. 

Lastly, in chapter V, the researcher organized the previous 

contents. The researcher clarified that this study is the 

supplementation of preceding researches’ fragmentary discussion 

on aesthetics of psychoanalysis by covering discussion on 

compulsive and repetitive memories, psychoanalytical analysis, 

exploration on unconsciousness, and concept of Uncanny as one 

system. Also, as the ultimate goal of Freud’s exploration on 

unconsciousness was the treatment of patie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earcher working on the art works repetitively 

experienced emotional relief a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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