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욕망과 인과의 삶 표현연구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2020년  2월

서울 학교 학원

동양화과 동양화전공 

한 현 정









- i -

국 문 초 록

 본고는 나의 작품(2013-2019) 중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

를 통해 욕망과 인과의 삶을 표현한 그림들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논문에서는 작품의 창작 배경과 목적, 철학적 개념과 미술 이론 등

을 밝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표현된 작품들의 내용과 특징, 표현 기

법과 제작 과정 등에 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인과론적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간다. 좋은 원인을 심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나쁜 행동은 언젠가는 그 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

서 나는 인간을 과거 경험의 총체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무수한 원

인과 결과로 바라보게 되었다. 논문에서는 나의 작품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 미술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학부 졸업 

후 7년간 진행해온 작업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함으로써 

전통을 기반으로 현시 를 반영하는 한 작가의 작품 연구 과정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상을 욕망과 인과로 바라보는 내 생각을 

동·서양의 철학과 미술사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림 속에 어떻게 표

현하며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머리말과 인과의 의미,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

지를 통한 욕망과 인과의 삶의 조형적 표현, 표현 기법과 제작 과

정,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서술한 중심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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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에서는 개인적인 종교 경험과 인생에서 실패를 극복한 과

정을 통해 내가 세상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를 밝히며 

작품의 창작 배경과 전반적인 주제를 제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작품 내용의 근간이 되는 인과 개념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서양철학에서는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Thales of Miletus, B.C.624-B.C.545)가 ‘물’을 만물의 근원

으로 본 것을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

의 4원인론과 스피노자(Spinoza, Baruch De, 1632-1677)의 비선형적 

인과구조, 흄(Hume, David, 1711-1776)과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어오고 있는 인과에 해 알아보았

다. 동양철학에서는 불교의 인과론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12연기와 

윤회 사상에 해 살펴보았으며, 권선징악 적 내용이 한국의 가족윤

리와 사회구성원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 또한, 욕망

이 일어남으로써 원인이 발생하는 과정을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conatus)를 통해 살펴보며 욕망과 인과의 관계에 해 알아보았고, 

욕망으로 인한 인과를 잘 보여주는 불교의 갈애에 관해서도 서술하

였다. 마지막으로 인과 개념의 주관적 인식을 언급하며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욕망과 인

과의 삶이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조형적인 부분을 중심으

로 서술했다. <공간에 내재한>으로 표되는 수묵 작업에서 나는 사

혁(謝赫, ?-?)의 골법용필(骨法用筆)과 석도(石濤, 1641-1720)의 일획

론에 따라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반복적인 획으로 나타내

고자 했으며 겹묵법(겹墨法)을 시도하였다. 채색화에서 색선을 반복

적으로 그은 것은 인과를 만들어내는 욕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

으며, 적색법(積色法)을 통해 반복적 긋기의 욕망 적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였다. 2절에서는 내 작품에서 인과를 드러내는 투명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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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 또한, 반투명한 인간의 형상으로 인과를 표현하는 서도호

(1962-)의 작품과 깨달음의 경지를 투명한 사라로 표현하는 고려 불

화와 나의 작품의 공통점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What I am 2>로 표되는 채색 작업에서의 반투명한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인과와 인물의 포즈를 통한 욕망의 표현에 관해서도 서술

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제작 과정을 

거쳤는지, 사용한 기법과 재료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다. 1절에서

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했던 수묵 작업의 기법과 순지의 배접을 

활용한 제작 과정에 해 알아봤으며 혼합매체도 다루었다. 2절에서

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채색 작업의 제작 방

법에 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채색 작업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아

교포수와 채색 기법에 해 살펴본 뒤, 한지 콜라주 방법과 마감 작

업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했으

며 이 논문을 쓰면서 얻은 성과와 부족했던 점,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 등 향후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주요어 : 반복적 긋기, 반투명한 이미지, 인과, 욕망, 삶,       

           수묵화, 채색화       

학  번 : 2014-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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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셋 모옴(William Somerset Maugham, 1874-1965)의 『달과 6펜

스』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 이 책은 런

던 증권 거래소에서 중개인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인상파 후기의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을 모

델로 한 소설이다. 소설에서 고갱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주

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40살에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 자신이 진정

으로 원하던 화가의 삶을 찾아 파리로 향한다. 어찌 보면 미술 작가

의 삶을 택한 지금, 이상을 의미하는 달과 현실적인 문제를 의미하

는 6펜스는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일지 모르겠다. 소

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갱의 작품 <어디서 왔

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한 이야기

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스트릭랜드가 자기 방 벽 전체를 꽉 채운 그 비범한 그림들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아로새겨져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

요.”나도 역시 아까부터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 스트릭랜드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고자 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묵묵히 화필을 움직이며 그는 인생에 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예상했던 모든 것을 그렸을 것이다. 아마 그는 그 그림 속

에서 마침내 영혼의 안식을 발견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마

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마를 드디어 물리치고, 그의 일생이 모두 

그것을 위한 고뇌에 찬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역작이 완성

됨과 아울러 영원한 잠이 그의 고고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영

혼 위에 내려앉았을 것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지녔던 뜻을 이루

고 조용히 잠들었을 것이다. “그래 그 그림의 주제는 무엇이었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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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내가 물었다. “글세, 나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까지 본 일이 없는 환상적인 작품이었어요. 태초의 세계, 즉 아담

과 이브가 살던 에던 동산의 모습을 그린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한 찬가이며, 웅 하

고, 비정하고, 감미롭고, 냉혹한 자연에 한 찬사와 같은 것이

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에 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었어요.”1) 

위의 소설에서 묘사한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고갱의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작품이다. 이 그

림은 고갱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과 자신의 매독 재발 그리고 경제

적인 어려움마저 겹쳐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자살을 결

심하고 그린 마지막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이 그림을 처음 본 

것은 중학교 때인데 가로로 긴 화면에 담긴 많은 이야기와 고갱 특

유의 원시적인 분위기, 색감에 한순간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작

품의 제목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다.

1) 서머셋 모옴, 『달과 6펜스』, 권응호 옮김(서울:혜원출판사, 1994),          

 242-243.

[참고도판1] 폴 고갱 Paul Gauguin,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1897, 캔버스에 유채, 

            141 x 376cm, 보스턴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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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절망에 빠져 마지막을 결심하고 그린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

고 있을까? 작품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누워 있는 아기를 시작으

로 왼편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갱은 삶의 끝

자락에서 생명의 탄생 즉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해 의문을 제

시했고, 그림의 중앙에 열매를 따고 있는 젊은이에게 스포트라이트

를 줘서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림의 가장 

왼쪽 부분에 얼굴을 감싼 채 절망에 빠진 노인을 어둡게 그려 넣어 

탄생과 삶,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한 고민을 나타내

었다. 이처럼 고갱은 그림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

디로 가는지에 해 의문을 던져 감상자들이 삶의 의미와 본질에 

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다. 

나도 고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의문을 그림으로 표현해오고 있

다. 학교 시절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내가 고등학

교 1학년 때 모래로 해골을 그려서 많이 놀라셨다고 하시는 것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주제에 해 고민해왔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나는 종종“언제부터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 어린 시절 

마음속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권사님이신 친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었다. 모태신앙으로 

성가  활동도 하고, 헌금도 걷고, 개근상도 많이 받으며 열심히 다

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바람들이긴 하지만, 바라는 것

이 있거나 잘 안되는 게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종교에 한 이해와 깨

달음이 생겼지만 어린 마음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

다. 그 후 예술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바빠진 탓에 교회에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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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음속에

서 점점 희미해져 가자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죽음 이후

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모래로 해골을 그리며 삶과 죽음에 한 

의문을 나타냈던 것을 시작으로, 학교 1학년 때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본질임을 표현한 자화상 작업을 했다. 학교 2학년 때는 반

로 물질적 몸을 강조한 그림을 그렸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치

면서 나는 인간이란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는 성립할 수 없는 존

재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신과 육체의 지 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신과 육체에 한 관념론적

인 사고 전개의 작업 이후에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인간의 

기원을 탐구하고자 했으며,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DNA에 기록된 생

명의 역사를 반투명한 한지에 표현하였다. 

나는 남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많은 편이다. 예술 고등학교 진학도 

한 번에 하지 못했고, 학교도 삼수를 해서 왔으니 말이다. 삼수 

시절 나는 학원 책상에“노력의 가는 절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써놓고 되새기며 하루하루의 불안을 떨쳐냈었

다. 인생에서 뭐든 쉽게 되는 일은 없었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인간이 하는 행동과 

말, 노력도 기운을 가지며, 그 원인은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고 저장

된다는 기운 보존법칙 적,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그래

서 당장에 이득이 되는 거짓된 행동이나 말은 언젠가는 그 가를 

치른다고 믿는다. 실제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하는 어쩌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나의 이런 믿음은 불교철학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과 현생, 후생의 개념은 아직 현실적

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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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종종 원하는 로 되

지 않을 때, ‘그래,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후생에라도 되겠지. 그

러려면 지금 노력해야 해. 노력은 헛되지 않아.’라고 위안한다. 그

리고 현생에서 느끼는 결핍은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낫다. 

이처럼 인과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고,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한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삶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나는 인간이란 무수한 직접적 원인

과 간접적 원인 그리고 육체 법칙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현재 한 사람의 모습은 지난 수많은 시간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나

의 수묵 작품 속 터치들은 세상 속의 보이지 않는 원인, 즉 다양한 

사건과 과거의 시·공간, 경험, 생각 등을 의미하고, 반투명한 살구

색 부분은 인간의 육체를 나타낸다. 인간의 육체를 비쳐 보이게 표

현한 것은 과거 경험의 총체로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각각

의 시간과 사건 등 다양한 삶의 조각들이 세상을 이루고 그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 또한, 삶에 지쳐 낙담해

있을 때 총알배달을 목표로 하는 배달원분들과 매일 엄청난 양의 

택배를 옮기시는 택배기사님들, 새벽까지 밤새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의 작품에서는 사람마다 어떠한 삶

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등 인간 삶에서의 욕망과 열정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또한, 때

로는 비순차적 전개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일어나는 인과를 나

타내고자 했으며, 한지에 동양화 물감과 분채 등을 진하게 칠해 더

욱 강렬한 표현이 되도록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과 개념과 존재, 삶에 관한 개인적인 깨달음

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는지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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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미술사적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나의 작품의 핵심 내용인 인과와 욕망의 개념을 

동·서양의 철학에서 어떻게 논의해왔는지 살펴보고, 인과 개념과 

욕망에 한 나의 주관적 인식에 관해서도 서술할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내 작품의 조형적 특징인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가 어떻게 욕망과 인과의 삶을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1절에서는 <공간에 내재한>으로 표되는 반복적 긋기를 

통한 원인의 표현에 관해 서술하고, <What I am 1>에서 보이는 반

복적인 긋기가 어떻게 욕망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또한, 

서세옥, 김병종, 고흐의 작품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긋기가 나의 작

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해서 분석할 것이다. 2

절에서는 <Human>을 보면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인과의 표현

을 설명하고, 반투명 적 특성과 인과의 내용을 다룬 서도호의 작품

과 고려 불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과와 욕망을 반투명한 이

미지로 표현한 작품 <What I am 2>에 해서도 다룰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표현 기법과 제작 과정에 해 서술할 것이다. 1절

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했던 수묵 작업의 기법과 순지 배접

을 활용한 제작 과정에 해 살펴볼 것이며 혼합매체의 이용에 

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2절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 채색 작업 기법과 제작 과정에 해 살펴보겠다. 먼저 채색 

작업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아교포수와 채색 기법을 살펴본 뒤, 한

지 콜라주 방법과 마감 기법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논문에서 서술한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연

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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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학창 시절 비교적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삶을 인과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인간이 하

는 행동이나 말·생각까지도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며, 세상 속에는 

수없이 많은 원인이 누적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들이 언젠가는 결과로써 나타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이란 과거

에 그가 행하고 경험해온 것의 총체이며 현재의 모습은 지난 수많

은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가는 모습 역시 욕망으로부터 발현된 원

인이라고 보며 욕망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인간 존재와 삶에 한 생각을 욕망과 인과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나의 작품에 한 글이며, 학부 졸업 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

작한 그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작품이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전통을 연

구하고 현시 를 반영하는 동시  미술인의 작품 연구 과정을 철학

적·미술사적·조형적·기법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는 것에 중요

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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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는 삶과 죽음에 한 고민으로부터 시

작해 삶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내가 한 행동과 생각들

이 결과적으로 나를 구성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인과 개념에 한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적·종교적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인과 개념의 주관적 인식과 역사적으로 논의되어온 인과 개념에 

한 다양한 생각들을 살펴봄으로써 나의 회화 작업의 이론적 내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 오랜 시

간 논의되어온 인과 개념에 해 살펴보고, 2절에서는 욕망과 인과

의 관계에 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형성된 인과 개념의 주관적 인식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인과의 개념

     

     1) 서양철학에서의 인과 개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존재 기원에 한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결과로서 존재하는 나의 형성 원인은 가깝게

는 부모님일 것이고 더 위로는 증조, 고조할머니·할아버지로 거슬

러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적 나의 

마음속 나를 만든 존재는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이었다. 다수 사

람이 인간의 최초 발생 원인을 신에게서 찾았으며 세상에 벌어지는 

Ⅱ. 인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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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을 신의 작용으로 생각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표하는 

철학자 토마스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역시 세상의 제

1원인을 신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신의 지휘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2)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인 단

군신화에서도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 환웅이 바람의 신인 풍백

과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 곡식의 신 등과 함께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농경사회에서 비

가 오지 않을 때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지냈던 기우제에 한 기록

이 나와 있다.3)

철학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부분의 사람이 많은 것의 원인을 신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Thales of Miletus, 

B.C.624-B.C.545)의 고민을 시작으로 인간들의 관심은 점차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졌으며, 현재에도 인과론에 한 다양한 논의들이 철

학적·종교적으로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국어사전에서 인과(因果)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① 원인과 결과. ¶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다.

    ②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이치.

    ③ 불교에서 이르는,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업보(갚음)가   

         있다는 이치.4) 

위의 결과와 같이 인과는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며, 원인

2) 안건훈, 『자유 의지와 결정론』(파주:집문당, 2006)
3)“기우제”,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검색일 2019. 10. 03,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기우제&ridx=0&tot=

35
4)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서울:두산동아, 2000),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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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결과가 있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또한, 불교에서

의 인과는‘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와 같

이 뿌린 로 거둔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철학 사전에서도 세상 

만물에는 인과법칙이 적용되며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

람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이다. 그는 천문학에 관한 공부를 

바탕으로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고 무엇으로 유지되는지에 한 호

기심을 가졌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을 가장 근원적이며 필수적인 물

질인 아르케로 보았다. 탈레스가 물을 아르케로 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 의 사람들은 물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탈레스가 물을 아르케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보았다. 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 B.C.427-B.C.347)은 

이 세상을 완벽하며 절 불변하는 세계인 이데아와 이데아의 그림

자 세계인 현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플라톤은 생성되는 것들은 모

두 인과론적 과정을 거치며,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데아와 현실 세계에서는 인과현상이 일어나

는데, 차이점은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에서는 100% 인과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현실계에서는 인과법칙에 오차가 발생한

다는 것이다.5)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는 인과에 한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철

학자이다. 그는『자연학』 2권에서 4원인론을 바탕으로 인과에 한 

자신의 논리를 정리했으며 상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원인으로 

형상인과 질료인, 작용인, 목적인 총 4가지를 제시하였다.6) 예를 들

5) 남재민, 「칸트의 인과론 연구」(제주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6)  송영진, 『그리스 자연철학과 현 과학Ⅱ』( 전:충남 학교출판문화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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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기 식빵이 하나 있다고 하자. 이 식빵은 가루와 이스트 등으

로 이루어져 있고(질료인), 일반적인 식빵의 모양을 띠고 있다(형상

인). 또한, 가루와 재료들을 반죽해서 알맞은 온도에서 구워야 식

빵이 되고(작용인) 식빵은 많은 사람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

어진다(목적인).7)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을 통해서만 세상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해8) 다시 한번 원인의 중요성에 해 

강조하였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에 내재한 인과관계에 

한 통찰이 필요하며 자연 속의 인과법칙을 깨닫는 것이 곧 학문

임을 이야기했다.9) 서양 근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철학자 데

카르트(Descartes, René, 1596-1650)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의 인과

성처럼 인과를 초험적인 진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생각

하는 인과작용은 세상 만물에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피노자(Spinoza, Baruch De, 1632-1677)는 세계의 모든 것에 원

인과 결과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의 철학자들과 다르게 비

선형적인 인과구조를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과관계에 해 원인

과 결과가 1 1의 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가 또 다른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말했다. 나는 최근에 윗배가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 친구들에게 

증상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은‘위염’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그렇다면 나에게 갑자기 위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

엇일까? 우선, 나는 톨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매일 습관처럼 마시

는데 최근 그 양이 2잔 정도로 더 늘었다. 또한, 과자를 하루도 빼

7)“인과”, 나무위키, 검색일 2019. 10. 03,        

https://namu.wiki/w/%EC%9D%B8%EA%B3%BC
8) 윤용택, 『인과와 자유 : 과학과 도덕의 철학적 기초』(서울:솔과학, 2014)
9) 이중표, 「불교에서 보는 인간과 자연」,『불교학연구』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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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 않고 먹는 안 좋은 습관이 있고, 매운 떡볶이나 자극적인 음식

도 좋아한다. 그중 커피와 과자 세트는 하루 중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인데 친구들은 그게 원인인 것 같다면서 과자를 줄여야 한

다고 말했다. 나는“평생 이렇게 살았어도 괜찮았는데……? 그게 원

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했고, 옆에서 듣고 계시던 부모님뻘의 

선배님께서는 “나이를 먹으면 괜찮았던 것들이 하나씩 문제가 생

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 옆에 있던 석사 선배는 “언니, 논문 

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도 논문 쓸 때 아토피가 생

겨서 아직도 고생 중이에요.”라고 하는데, 체 나의 위염의 원인

은 무엇인 걸까? 스피노자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상황에서 “위염의 

원인은 커피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결과에 하나의 원인만을 생각

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깨닫고 하나의 결과

에는 다수의 원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용함을 주장했다. 

결국, 나의 위염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무리가 된 것과 

최근 커피를 마시는 양이 늘어난 것, 논문작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모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비선형적 인과구조에서는 하나의 결과에 다수의 원인이 있으므

로 최초의 하나의 원인을 정할 수 없고,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

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개체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인과구조는 상 성 

원리와도 맞닿는 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을 

접하면서 서로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많

은 원인에 영향을 받아 생긴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의 원인 중 하나

로 작용하면서 점점 더 인과의 세계가 확장되어 간다.10) 현 의 철

학자 마리오 아우구스토 붕게(Mario Augusto Bunge, 1919-)는 스피

10) 박순덕, 「스피노자의 인과론 이해를 통한 자유 가능성 연구」(서울교  

    육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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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와 같이 많은 원인이 모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복합 인과관

계라고 했으며 이것은 결과들이 다수인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붕게는 단순 인과관계에 해서도 언급하여 인과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였다.11) 

한편 근  물리학의 선구자인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세상을 기계의 작동처럼 철저하게 인과적으로 바라보

았다. 그가 작용-반작용의 물리법칙에 관해 이야기했듯이 뉴턴은 세

상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하며 인과를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12) 뉴턴의 이론처럼 세상 만물에는 작용과 반작용

의 법칙이 적용되며 수많은 인과의 작용이 존재한다. 영국 경험론의 

선두주자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역시 물리적 인과관계

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는 

인과관계를 신과 연관 지어 생각했다.13)

데이비드 흄(Hume, David, 1711-1776)은 인과론을 논의할 때 표

적으로 언급되는 철학자 중 한 명이다. 흄은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찾으려 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 해 비판하며 원인과 결과는 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

고 이야기했다. 흄의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왜 원인과 결과가 연결

된다고 느끼는 것일까? 흄은 이것이 심리적인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

기하면서, 이런 습관을 지니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과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흄은 당구공이 옆의 당구공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두 개

의 당구공이 인접해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다

른 하나는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두 번째는 

11) 윤용택, 앞 책.
12) 송영진, 앞 책.
13) 조중걸, 『플라톤에서 비트겐슈타인까지』(서울:지혜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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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의 선후 관계에 따라 먼저 발생한 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발생한 것을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에 해 말했다. 세 번째

는 항상적 결부(constant conjunction)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흄의 인

과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흄은 인간이 인과법

칙을 찾는 것에 해서 원인과 결과는 필연성을 가지지 않으며, 인

간이 인과를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관을 짓는 심리작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A와 B라는 각각의 현상을 두고 두 가지 

사건을 습관적으로 연결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흄은 이러한 

습관에 해 비판하면서 A와 B가 결부되어야 할 필연성은 어디에도 

없으며 두 가지 사건이 인접해있고 A가 먼저 발생했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 되고 B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흄은 인과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인과법칙에 

한 지각은 주관적 습관과 느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14)

흄이 인과론의 주관성만 인정하며 인과법칙의 한계를 비판한 이후 

인과론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의해 획기적

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칸트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상과 상과

의 관계에서 인과성을 논의한 것에서 벗어나, 인과를 상을 바라보

는 주체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는 인간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각자의 경험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관적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15) 따라서 인과성이든 뭐든 인

간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세상이 필

연적인 인과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지만, 개체 하나하나는 자율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16) 그는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있으며 인과적 

사고는 세상에 벌어진 각기 다른 시·공간의 현상들을 하나로 연결

해주는 것이라며 인과성의 의의에 해 강조하였다.17)

14) 조중걸, 앞 책.
15) 남재민, 앞 논문.
16)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최재희 옮김(서울: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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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스를 시작으로 현 의 철학까지 인과론에 한 논의는 계속되

고 있으며 서양의 철학과 과학에서 인과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17) 백종현, 『존재와 진리 :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서울:철  

    학과 현실사, 2000) 
18)“인과”, 나무위키, 검색일 2019. 10. 03,       

https://namu.wiki/w/%EC%9D%B8%EA%B3%BC
19) 윤용택, 앞 책, 59-60.     
20) 윤용택, 앞 책.

한편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의

‘지속 이론’과 페어의 ‘전달 이론’은 인과론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보여준다. 우리는 원인 A가 B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할

때, A에서 B까지 원인이 전달됐으며 A의 원인이 B인 결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과' 개념에 한 현 의 논의들

은 인과를 필연적으로 보는 경우와 확률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다.18) 사실 물리학에

서 양자 이론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절 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철학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논리 실증주의자들

역시 인과론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윤용택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병리학자는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여러

분야의 공학도들은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그들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벌과 상찬을 논하는 법과 윤리의 분야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간과할 수 있는가?”19)라고 말해 인과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해 강조하였다. 또한, 붕게는 양자 이론에서 불확정성을

논거로 인과론을 부정한 것에 해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인과현상

의 존재 여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측 불가

능성은 인식론적인 차원이고 인과가 발생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차

원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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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철학자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인과법칙이 100% 일어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파

악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2) 동양철학에서의 인과 개념

우리는 어려서부터 꽤 많은 인과적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다. 나 

역시 성장 과정에서 “뿌린 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등의 속담을 들으면서 자랐고, 사실 별것 아

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말이지만 짧은 문장 속에 선조들의 깊은 

삶의 지혜가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삼수 시절 재수학원 책상에 

“노력의 가는 절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써

놓고 미래에 한 불안을 떨쳐냈었다. 입시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것이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일 년을 보낸다면 그 가는 사라

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지은 일에 마땅한 보상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메시지는 

한국 고전소설의 중심 주제이다. 그 표적인 예로 <흥부전>을 들 

수 있다. 조선 시 의 한글 소설인 <흥부전>에는 욕심쟁이 형 놀부

와 착한 동생 흥부가 등장한다. 가난한 흥부는 부자인 놀부 형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놀부의 아내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맞고 돌아

온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새끼제비를 치료해주었

고 이 새끼제비는 박 씨를 물고 돌아오게 된다. 가을이 되자 흥부네 

가족은 톱질해서 박을 열었고 그 속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들어있었

다. 한편 욕심쟁이 형 놀부는 이 소식을 듣고 새끼제비의 다리를 일

부러 부러뜨려 치료해준다. 하지만 이 새끼제비가 물어다 준 박 씨

의 박에서는 거지 떼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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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도 정신을 차리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에

는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적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흥부

전> 외에도 <심청전>, <장학사전> 등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선한 행

동을 했을 때는 선한 결과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결과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매우 많다.21)

불교에서는“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인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인

을 의미하는 ‘인(因)’과 주변의 조건을 의미하는 ‘연(緣)’을 합

쳐 ‘인연’이라고 하며 인과 연이 만나 ‘결과’를 낳는다. 불교에

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 연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으로 일어난

다고 보았으며 세상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야기한다. 예를 들어 씨앗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땅은 조건인 연이

다. 같은 씨앗이라면 자갈밭의 연을 만난 것보다,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씨앗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 로 땅은 좋

지만, 씨앗이 부실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다.22) 우리

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도움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건

물을 청소해주시는 분, 밤새 눈이 오거나 낙엽이 많이 쌓였을 때 새

벽부터 거리를 청소해주시는 분,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도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오는 것이다. 또한 ‘나’라는 존

재는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지난 수많은 시간 다양한 사람들

과 마주치며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만일 세상

과 부딪히지 않고 혼자 길러졌다면 지금과 같이 사고하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에 의지하여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를 깨달을 때 

21)“인과”,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09.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6850&cid=46648&categoryId=46648 
22) 김성규, 『부처님이 깨친 연기를 이야기하다』(서울:자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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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변화하게 된다. 윤종갑은 이러한 불교의 연기

설과 복잡계 이론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1990년 부터 급부상한 

복잡계 이론은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기계론적 유물론을 

체할 만한 획기적인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복잡계는 세상의 물질

들이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불교가 세상 만물

을 연기적 존재로 보는 것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23)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는 12처와 18계, 육육법연기, 오온연기, 

12연기로 설명할 수 있다. 12처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

(身)·의(意)로 이루어진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6근과 6근의 상인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 즉 6경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6근과 6경이 부딪혀서 6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 6근과 6경 

6식이 합쳐진 것을 18계라고 한다. 또한, 시간적 관점의 연기를 육

육법연기라고 하며 공간적 관점의 연기는 오온연기라고 한다. 우리

가 보통 연기라고 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2연기이며 12연기는 

시·공간적 관점을 통합해서 연기를 설명한다.24) 12연기는 무명(無
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

(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순서로 일어나는데, 불교

에서는 이 열두 가지가 인과관계를 맺으며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았

다.25) 불교에서는 흔히 삶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어떨 

때 고통을 느끼는가? 다수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

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와 같은 답을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 인간은 큰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한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23) 윤종갑, 「불교의 연기론적 생명관 : 실체에서 관계로, 관계에서 생성으    

 로」,『한국정신과학회 학술 회 논문집』28(2008)
24) 김성규, 앞 책.
25) 강건기, 『불교와의 만남』(서울:불지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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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

으로 생각한다. 12연기에 나오는 무명은 모든 것이 무상하며 무아인 

것을 깨닫지 못해 욕망하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또한, 이

와 같은 무지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업’을 형성하게 되는

데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을 통해 알게 된 것들로 

‘식’이 만들어지며 식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 식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이 명색 때문에 안·이·비·설·신·의의 감

각이 생기며 색·성·향(香)·미·촉·법과 부딪치게 된다. 그 결과

로 발생하는 ‘수’는 감각이 상을 만나 나타나는 느낌을 말한다. 

다음으로‘애’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느낌을 또 바라게 되는 욕

망이며, 이러한 욕망이 일어나 집착하는 것을 ‘취’라고 하고 이 

집착으로 인해 존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26) 이처럼 12연기는 불교

의 인과론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며, 불교에서는 무명을 깨

우치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한다.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은 불교의 인과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표적인 이론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현생 이외에 전생과 후생

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평생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불의의 사

고를 당하거나, 악행만 저지르는 사람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것에 

해 “전생의 업 때문이다.” 혹은“전생에 복을 지은 결과이다.”

라고 말한다. 불교는 현생의 원인을 전생까지 확장 시켜 생각하며 

이것은 어찌 됐든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행위의 과보를 받게 된다

는 인과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27) 따라서 우리가 행한 일들의 결과

26)“연기”,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10. 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2866&cid=50765&categoryId=5077

8
27) 고경희, 「연기론(緣起論)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적용」(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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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나타날 수도 있

다. 불교가 발생하기 전의 고 인도에서도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생

각들이 있었다고 한다.28) 또한, 부파불교에서는 현생에서 지은 업에 

의해 후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지 지옥 같은 곳에 태어날지 정해진

다고 보았다.29) 이처럼 불교에서는 생애를 삼세 인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에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몇 살부터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6살 즈음부터 기억하는 

것 같다. 나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3살 때쯤 현관문에 크게 찍혀 

왼쪽의 엄지손가락과 모양이 다르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20살 무

렵까지만 해도 가끔 이 부위가 트고 간지러웠다. 3살의 나에게는 일

생일 의 큰 사건이었을 텐데 지금의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께서 아주 어린 시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이게 누구지?’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과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던 순간이 기억난다고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

이 있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은 어린아이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시

기를 거울 단계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기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임을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께서는 2~3살 무렵의 일까지도 기억하

신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유치원 친구

들의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

로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기억을 하신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시절까지도 드문드문 떠올릴 수 있다. 김성규는 

만일 인간이 더 이전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전생을 떠올릴 수 있다

고 말한다. 또한, 정신과 의사인 스티븐슨 박사는 1,300여 명의 전생

을 기억하는 사례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나도 도서관에서 반신

28) 김성규, 앞 책. 
29) 강건기,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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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하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기억이 있다. 

전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의 일을 기억할 수 

있듯이 전생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 (Becoming Who I Was, 2016)’는 전생

을 기억하는 티베트 불교의 승려인 린포체(Rinpoche)에 관한 이야기

를 다룬다. 린포체가 되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비 을 만들어 놓고 

환생해서 그 비 을 찾아내야 하며 달라이라마도 린포체 중 한 사

람이라고 한다. 1985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오셀히타라는 아이는 달

라이라마에 의해 1984년에 미국에서 열반한 예시 린포체의 환생일 

가능성이 96%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30)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교리 중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권선징악 적 내용이 크

게 전파되었다.31) 이러한 내용은 가족윤리에까지 적용되어 부모가 

나쁜 일을 하면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인과응보적 사고는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응하게끔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

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현생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

신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결과

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체념해버리고 마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생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 짓는 업에 따라 후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했

기에, 좀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32)

30) 김성규, 앞 책. 
31) 강건기, 앞 책.
32)“인과”,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09.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6850&cid=46648&categoryId=4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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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망과 인과의 관계

우리는 부분 욕망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나친 욕망은 사회에 범죄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며 큰 

피해를 일으킨다. 하지만 욕망은 탐욕, 의욕, 성취욕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

되기도 한다. 인간의 성취욕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은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공자(孔子, B.C.551-B.C.479)는 이러

한 인간의 이기적인 동물적 욕망을 극복해야 할 할 것으로 보고, 자

신의 그릇된 욕망과 감정을 버리고 예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33)  

 순자(荀子, B.C.313-B.C.238)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

고 태어난다고 말하면서, “지금 사람의 본성은 배고프면 배부르고

자 하고, 추우면 따뜻하고자 하고, 힘들면 쉬고자 하는데 이것이 사

람의 성정이다.”34) 라고 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피곤하

면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한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더 좋고 새로운 것을 끊임

없이 원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필요로 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하루

에도 수십 가지에 한 욕망을 가지며 욕망을 채우는 하루를 보낸

다.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망 외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 지적 욕망 

등 다양한 욕망이 있으며, 더욱 편안하고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

는 욕망은 과학·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35)

33) 서종호, 『儒學의 욕망론과 인간해석』(파주:한국학술정보, 2008)
34) 순자, 『순자』, 장현근 옮김(서울:책세상, 2002), 115.
35) 순자, 위 책.



23

노자(老子, B.C.약571-B.C.471)는‘욕’(慾) 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욕망이고 두 번

째는 지나친 탐욕을 의미하는‘욕’이다.36) 앞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며 욕

망을 가진다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욕망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노자는 이와 같은 부정적 의미의 욕망을 탐욕이라고 보고 경

계할 것을 주장했다.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은 “욕망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서 가장 커

다란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본성에 따라 가장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37)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인가에 한 욕망을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결여하고 있다.”38)고 말해,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에 한 결핍으로 인해 욕망을 일으키며 이러한 욕망은 채워지기 

힘든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욕망이 없어진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까? 인류에게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많

은 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고속열

차, 스마트폰 등 과학기술에 한 인간의 욕망은 삶을 보다 편리하

고 윤택하게 해주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욕망으

로부터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는 것도 식물의 욕망에 의한 의지의 작용이다. 이처럼 세상의 많

은 일은 욕망에 의한 인과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

자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모두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

으며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과작용이 일어나는 

36)  노자, 『老子』, 김구용 옮김, (서울:솔, 2014)
37) 이진우, 「욕망의 계보학-니체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니체연구』       

     6(2004), 118. 재인용.
38) 이진우, 위 논문, 1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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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원인이 되는 행동을 

일으키고 이 행동은 사건을 형성하며 또 다른 사건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생각은“욕망→행동→다른 사건→또 다

른 사건”39) 과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

간은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수한 인과의 세계에 살

아가고 있다. 스피노자는“욕망은 인간의 본질입니다.”40) 라고 말

하며 욕망을 식물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즉 욕망 없이는 

인간의 생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욕망이 있으므로 우

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발전해나갈 수 있다. 스피노자는 욕망

의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을 자기보존의 욕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을‘코나투스’라고 했으며“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

고자 하는 성향(conatus)은 그 사물의 현실적 본질일 뿐이다”41)라

고 하였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욕망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인과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42)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욕망

의 본질을 능동성으로 파악했으며 욕망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

보고 분석하고자 한 철학자이다. 니체는 욕망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활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했다.43)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은 인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라캉도 플

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욕망이란 욕구와 요구 사이의 간극이라고 말했다. 즉 인간

은 욕구로 인해 요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39) 심강현, 『(욕망하는 힘,) 스피노자 인문학 : 처음 만나는 에티카의 감정 수  

 업』(서울:을유문화사, 2016), 35.
40) 심강현, 위 책, 67. 재인용.
41) 바뤼흐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옮김(파주:서광사, 2007), 163.
42) 심강현, 위 책.
43) 이진우,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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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욕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일 욕구가 충족되면 상에 

한 욕망은 일어나지 않지만, 인간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은 사라질 수

가 없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욕망을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반 하며 욕망의 능동성과 긍정적인 면에 

해 강조하였다.44) 들뢰즈는 인간이 욕망함으로써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욕망이란 삶에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였다. 

 심리학에서도 욕망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인간의 욕망

은 탄생의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욕구를 지닌다. 미국의 정신의학

자 에릭 번(Eric Berne, 1910-1970)은 유아기의 아동이 부모와의 신

체접촉으로부터 욕구를 충족한다고 말했으며 성장해가면서 부모에

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달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만일 

아이가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안정적인 심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욕구 충족은 아동의 정서발

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이때의 결핍은 정서

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 역시 유년기의 욕구 충족이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주는 것을 지속시키려 하고, 불쾌감을 

주는 상으로부터는 멀어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

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 어린 시절의 욕구 충족은 성인이 되어

44) 이진우,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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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45)

 미국의 저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 

Maslow. 1908-1970)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생리적인 욕

구와 안전에 관한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했다. 다음으

로는 사랑을 원하는 애정의 욕구와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소

속 욕구가 있다. 마지막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인간은 

이러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며, 남들보

다 더욱 노력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최진숙

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한 욕구는 동

물들도 지니는 것이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만이 가지는 것으

로 보았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자아와 정체감 형성에 있어 타인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인간이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46)

 한편 불교에서도 욕망과 인과의 관계에 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는 지나친 욕망을 억제할 것을 강조하지만 욕망의 힘을 

인정하며 긍정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현생을 살아갈 수 있

는 원인을 욕망으로 보았다. 앞서 윤회에 해 살펴보며 확인했듯이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상과 접촉하게 되며 여기서 일어나는 좋

은 느낌에 해 집착하여 욕망을 일으킨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집착을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인과론에 적

용해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일어난 욕망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욕망을 억지로 억압하면 

45) 황옥자, 「불교적 관점에서 본 욕망, 집착과 마음의 병에 관한 논의」,     

 『宗敎敎育學硏究』33(2010)
46) 최진숙, 「우상으로서의 동상에 투영된 욕망의 시각적 상징 연구 :본인 작  

 품을 중심으로」(홍익 학교 미술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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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작용이 따른다고 보았다. 차라리 욕망이 일어나는 자신의 

상태를 제삼자의 관점에서 관조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써 상에 한 주관적인 느낌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런 수양을 통해서 해탈의 길에 접어들 수 있음을 말했는데, 해탈

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욕망이 열반으로 가게 해주는 징검다

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7) 유혹 거리가 없는 곳에서의 수양을 참

된 수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욱더 높은 경지의 수양은 혼란하며 

많은 유혹 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불교에서 욕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없애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불교에서는 욕망을 윤회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또

한, 욕망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집착이 생기는

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갈애’라고 한다. 이 갈애는 지나친 욕망의 

덩어리이며, 갈애에 빠진 인간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욕망하는 

상을 갈구하게 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

간은 절망에 상태에 빠지며 괴로움을 겪게 된다.48)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원인을 짓고, 이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

다. 이렇게 형성된 결과는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삶을 존속할 수 있게 되지만 끊임

없이 일어나는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의한 과도한 집착은 자신을 갉

아 먹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고통의 원인이 되며 윤회의 사슬

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갈애이다. 불교에서는 갈애가 발생하

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욕망으로 인한 인과의 발생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6촉’에 의해 ‘6수’가 생기며 ‘6애’가 

일어난다고 본다. 6애의 단계에서는 좋은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

47) 한자경, 『불교철학과 현 윤리의 만남』(서울:예문서원, 2008)
48) 김석, 「욕망과 갈애, 존재의 진리와 지혜」,『현 정신분석』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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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집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갈애이다.49) 애는 ‘욕애’와 ‘유

애’, ‘비유애’로 나눌 수 있으며 욕애는 6근으로부터 발생한다. 

욕애는 성적 욕망을 포함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욕망의 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유애란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

는 욕망이며 비유애는 소멸함으로써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다.50) 이처럼 불교에서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

는 인과관계로 설명하였으며,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다음 생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보았다. 불교의 이상향은 이러한 인과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이며 해탈하기 위해서는 해탈하고자 하는 욕망

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욕망의 바른 사용은 인간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만일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식욕을 억제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면 인간

의 생명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물질적·정신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의지가 발

현된 결과이다. 부처님께서도 지나친 절제와 금욕은 몸에 해를 끼친

다고 했다.51) 우리는 욕망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없으며 남에게 피해

를 주거나 지나친 욕망이 아니라면 욕망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

요롭게 해주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과 개념의 주관적 인식

앞장에서는 인과 개념에 한 다양한 철학적 논의에 해 살펴보

49) 김성규, 앞 책. 
50) 김석, 앞 논문.
51) 강건기,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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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번 장에서는 내가 작업에 근간이 되는 인과 개념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각하게 됐는지, 인과 개념에 한 나의 주관적 해석

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태어났고 어린 시절 권사

님이신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었다. 식사하기 전에는 꼭 기도했

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었다. 지금은 기도의 힘

과 염원의 에너지 작용에 해 많이 깨닫고 느끼지만, 어린 마음에

는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

다. 그 후 나는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일요일에도 미술학원에 가

는 바람에 교회에 다니지 못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가 점점 희미해져 가자 나는 어디서 왔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학교 1학년 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살아생전의 모습과 똑같

으나 생이 멈춰버린 육신은 마치 잠시 빌린 껍데기와 같이 느껴졌

고 할머니의 영혼은 육신에서 빠져나가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 1학년 과제 전 때,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사라지지만 영혼의 소리인 생각과 정신은 사

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화상을 통해 표현했다. 이 자화상은 

글씨로 얼굴의 형태를 이루어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나타냈고 이것

은 육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며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다. 

 2학년 1학기 소묘 시간의 첫 번째 주제는 ‘몸’이었다. 이맘때

쯤 최진실, 장자연 등 수많은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고 나는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에 해 찾아보았다. 우울증은 단순히 정신적

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뇌 전달물질의 작용에 따라 발생

하는 질병으로서, 수련이나 정신수양 등의 비물질적 치료법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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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약물치료 등의 물질적 치료 방법도 존재했다. 즉 정신적 차원의 

문제가 물질적인 몸으로부터 발생하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

면서 인간이란 육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고,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지 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기계론을 주장한 고  그리스의 원자론자들

도 인간의 정신이나 혼처럼 비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이란 기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앞서 우울증의 발생 원인을 뇌

의 전달물질 작용에서 찾은 것처럼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정신 

원자들의 작용 때문에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인간을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

했다. 그는 앞서 살펴본 고  그리스의 원자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인

간에게는 물질적인 작용만 있을 뿐 그 외에 신비로운 정신이라든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홉스는 이 세상을 물질적 입

자들이 펼치는 인과의 장으로 보았다.52)

이전까지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한 관념론적인 사고의 전개였

다면, DNA 그림을 그릴 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간의 기원이 어

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공부하고 싶었다. DNA에는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DNA를 통해 그 유전자를 갖는 종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DNA의 

형상을 화선지에 먹으로 그린 후 DNA를 수많은 원자의 집합으로 

표현했고 직접 짜낸 콩기름을 이용해 유지를 만들어 뒷장이 비치게 

했다. 그리고 뒷장에 생물체들을 그려서 DNA 형상과 생물체들이 은

은하게 조화되도록 했다. 

삼수 시절 나는“노력의 가는 절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

다.”라는 문구를 책상에 써놓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노력한 것들이 

52) 안건훈,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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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었다. 

인생에서 쉽게 되는 일은 없었고, 후회 없을 만큼 노력했을 때만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하는 노력과 행동

들이 당장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저장되어 간다는 

인과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인과적으로 세상을 바라

보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을 가치 높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 전 학교의 분실물 코너에는 만 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칠판에는“경비실 앞에서 발견하였으니 주인은 찾아가세

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 만 원짜리는 한 달 동안 그 자

리에 그 로 놓여 있었다. 나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

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놀라웠다. 많은 사람이 돈 

만 원을 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 양심을 지키는 것

을 더욱더 값지게 생각한 것이다. 당장 이득이 되는 나쁜 행동이나 

이기적 생각은 마음에 어쩌지 못하는 불편함을 일으킨다. 나는 내가 

지은 행동에 관한 결과는 오롯이 내 몫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

문에 권선징악 적 삶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불

교철학과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선인 선과, 악

인 악과’라고 하여 인과응보에 한 메시지를 강조한다. 또한,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인생을 삼세 윤회로 보며 인과적으로 설명한다. 

나는 아직 윤회에 해서 체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세상을 인과론

적으로 해석할 때 윤회설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내가 삼수 시절

에 당장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을 기약하며 노력

했던 것처럼 현생에서의 결핍은 전생의 결과겠거니 하며 털어버리

고 후생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인과로 바라보게 되면 삶이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

어 노력하는 삶,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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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의 작품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인과와 욕망의 개념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통해서 살펴봤으며 욕망과 인과의 관계와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인과 개념에 한 인식까지 살펴보았

다. 내가 인생을 인과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극

복하면서 얻은 깨달음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

에 해서는‘이런 걸 업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지칠 

때도 있다.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인과응보를 비판적으

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며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착하게 살

아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알고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불합리한 세상을 보

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역시 하나의 인과작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힘이 되며 또 하나의 원인을 만든다. 어떤 종교나 철학, 과학도 

100% 확실한 것은 없다. 나는 확실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보다는 하

나라도 더 노력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는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여 

개선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인과적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태

어나서부터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과를 습득

하게 되며,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습득한 수많은 인과는 우리 

삶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3)

53) 송영진,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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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나의 작품의 근간이 되는 인과 개념에 해 살펴보았

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나의 작품은 2017년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품으로 

주로 수묵과 실리콘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두 번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작품들로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을 사용

해 욕망과 인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들이다. 어려

서부터 나는‘인간이란 무엇인가?’, ‘삶,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와 같은 주제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이런 궁금증들을 채

우기 위해 여러 서적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고, 불교 철학 등의 강

의도 들으면서 그때그때의 생각과 느낌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오고 

있다.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어진 작업의 공통점은 인과의 

삶이 반복적 긋기로 표현되고, 이것이 반투명한 인간의 형상에 비쳐 

보인다는 것이다. 

Ⅲ장 1절에서는 반복적 긋기를 통한 원인의 표현을 나의 수묵 작

품인 <공간에 내재한>과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나오다 

1> 등을 통해 알아보고, 미술사에 등장하는 수묵화에서의 반복적인 

긋기가 나의 작품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채색 작품인 <What I am 1>과 <Causes 1> 

등에 나타나는 반복적 긋기의 욕망 적 의미에 해서 살펴보고, 이

우환과 고흐의 채색화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긋기의 의미에 해

서 비교해볼 것이다. 2절에서는 <Human>과 <Baby> 등에서 반투명

한 이미지가 어떻게 인과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나의 작품과 형식

적, 내용상으로 유사성을 갖는 서도호의 작품을 알아볼 것이다. 마

지막으로 <What I am 2>로 표되는 나의 채색 작업에서의 반투명

Ⅲ.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욕망과 인과의 삶의 조형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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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들이 나타내는 인과의 세계와 욕망 적 포즈에 해서도 살

펴보도록 하겠다.

1. 반복적 긋기를 통한 원인과 욕망의 표현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서양 미술의 특

징을 면에서 찾았고 동양 미술의 특징은 ‘선’이라고 보았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동양의 미술에서 선은 핵심적인 요소이며54) 나의 작

품에서의 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 작품 속에 그어진 

추상적인 선들은 그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그어진 것이 특징이다. 반복적으로 그은 선은 그어진 방향에 따라 

그림 속에 운동감을 형성하며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작가는 반복적

인 행위를 통해 그림에 몰입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

다.55) 다음에서는 먹선의 반복을 통한 원인의 표현과 색선의 반복을 

통한 욕망의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인의 표현

            

Ⅱ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는 학창 시절 비교적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원인이 모여 언젠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지만 평생을 선하

게 살아온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망나니처럼 살아온 사람

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등의 이야기들은 이런 내 생각에 반 되는 

54) 전지원, 「흔적과 반복을 통한 線의 표현과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숙명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55) 조은영, 「1970년  단색화의 기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湖南大學校 大學  

 院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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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었다. 이때 나는 불교의 윤회론을 접하게 됐고, 불교에서의 

전생과 후생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인간 존재의 현생만이 아닌 전생의 

업과 원인에 해서 고민했고, 억겁의 시간과 기운을 그림 속에 담

아내고자 했다. 또 전생과 탄생 이전의 기운들은 어렴풋하게도 짐작

이 되지 않는 신비로운 것들이기에 모든 색을 포함하며 만물을 품

는 먹색을 통해 나타내었다.

 따라서 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묵 작업에서‘나’라는 

인간이 존재하기까지의 수많은 알 수 없는 원인, 예를 들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생각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더 

나아가 전생에서 지은 업들까지에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한 생

명이 태어나는 시점의 에너지 작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간

이란 과거의 무수한 원인이 모여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임을 표현하

고자 했다. 【작품도판1】부터【작품도판12】까지의 작품들은 이러

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누적된 무한의 시

간과 공간, 에너지를 먹의 검은색으로 표현했으며 이것은 재량할 수 

없는 우주와 같은 공간과 시간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나의 

수묵 시리즈는 먹으로만 표현된 것과 반투명성을 가진 매체인 사진

과 실리콘을 사용한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먹으로 표현된 부분은 

모두 세상 속의 원인들을 의미하며, 이것은 무수한 사건과 과거, 경

험 등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는 것이다. 나는 세

상의 모든 일과 사람, 동물과 식물 심지어는 사물까지도 기운을 지

니며 이 기운은 서로에게 지 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먹의 터치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먹은 나

무가 모두 타고 남은 에너지인 재로 만들어지고, 그 색 역시 모든 

색을 포함하는 검은색이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잘 맞

는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먹색은 전통적으로도 사물



36

의 본질을 나타내고 상을 무한한 우주적 존재로 표현하는 재료로 

인식되어왔기에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

한다. 나는 과거 경험의 총체로서 인간을 표현했으며 그림 속의 한 

획 한 획은 매우 많은 원인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청나라의 화가 석도(石濤, 1641-1720)는 그의 저서『고과화상화어

록(苦瓜和尙畵語錄)』에서 일획의 중요성에 해 강조하면서 일획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56)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또

한, 무수한 획으로 그려진 복잡한 작품이더라도 일획으로부터 시작

56)“太古無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立矣. 法於何立? 立於一劃. 一劃者, 衆  
  有之本, 萬相之根, 見用於神, 藏用於人, 而世人不知. 所以一劃之法, 乃自我  
  立. 立一劃之法者, 蓋以無法生有法, 以有法貫衆法也.”석도, 『石濤畵論    
  : 스타오 그림이야기』, 김용옥 역술(서울:통나무, 1992), 35.

【작품도판1】 <공간에 내재한>, 2014, 한지에 혼합재료, 182 x 2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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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획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57) 이것은 일획이 만물을 품고 있

으며 만물 역시 일획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석도의 화론으로, 어

마어마한 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작은 획으로부터 시작해나감

을 보여준다. <공간에 내재한>을 확 한 [참고도판2]를 보면, 수많은 

획의 반복으로 큰 덩어리가 이

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평균적으로 2-3cm 정도의 길이

의 선을 화면 속에 무수히 반복

하여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원

인을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석

도가 일획론에서 말한 바와 같

이 2cm 정도의 작은 선 하나로

부터 그림을 시작했으며, 하나

의 선에는 세상 만물의 이치가 

담겨있고 거 한 세상 역시 하

나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

한다. 나는 평소의 경험과 생각

을 손과 붓에 싣고, 붓과 먹은 

만나 인온(絪縕)하며 이것이 무극의 텅 빈 하얀 화지에 닿는 순간 

또 하나의 무한한 우주가 탄생한다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행위

와 우주 만물의 생성법칙은 근본적으로 같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양회화에서 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동양에서 처

음으로 선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은 사혁(謝赫, ?-?)으로 중

57)“夫畵者, 從于心者也. 山川人物之秀錯, 鳥獸草木之性情, 池榭樓臺之矩度, 未  
  能深入其理, 曲盡其態, 終未得一畵之洪規也. 行遠登高, 悉起膚寸, 此一畵收  
  盡鴻濛之外, 卽億萬萬筆墨, 未有不始於此而終於此, 惟聽人之握取之耳.”

     석도,  책. 43. 

[참고도판2] <공간에 내재한> 부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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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남제 말기의 사람이다. 사혁은 그의 저서『고화품록(古畵品錄)』

에서 그림 창작과 비평의 6가지 기준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 중 

‘골법용필(骨法用筆)’을 제시해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골법용

필은 선에 한 깊이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상의 골격에 맞는 필

력 있는 선을 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후 의 화가들

과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당말 오 에 『필법기(筆
法記)』를 쓴 형호(荊浩, ?-?) 역시 회화에서 필의 중요성에 관해 이

야기한 화가이자 이론가이다. 형호는 사혁의 화육법에서 진일보한 

‘육요’를 제시했으며 그림의 6가지 요체를 기(氣), 운(韻), 사(思), 
경(景), 필(筆), 묵(墨)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필’은 사혁의 골법

용필을 계승한 것으로 필과 함께 용묵에 한 체계적인 내용을 제

시해 더욱 의의가 있는 화론이다.58) 당 의 장언원(張彦遠, 815-875

경)은 그의 저서『역 명화기(歷代名畫記)』의「서화지원류(敍畵之源
流)」에서 최초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에 해 분석하며 글씨와 

그림이 일체였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글씨가 형태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글씨와 그림이 분화되었다고 말하는데,59) 이를 통

해 글씨와 그림의 필법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나라의 화가이자 서예가인 조맹부(趙孟頫, 1254-1322)는 장언원의 

이론을 발전시켜 서화동원론(書畵同原論)을 세웠으며, 그림과 서예가 

같은 뿌리를 지닌다고 말하였다.60) 그는 전서와 예서 등 서예의 필

법을 그림에 적용함으로써 작품 속의 기운을 더욱 생동하게 하였다. 

근  중국 청나라의 서화가인 오창석(吳昌碩, 1844-1927)과 중국의 

58) 박주영, 「시간의 흔적과 축적을 통한 삶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59)“是時也，書畫同體而未分，象制肇創而猶略. 無以傳其意，故有書, 無以見其  

  形，故有畫. 天地聖人之意也.”장언원, 『역 명화기上』, 조송식 옮김

     (서울:시공사, 2008), 16.
60)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서울:월간미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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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로 불리는 제백석(齊白石, 1860-1957)도 필 획의 기운을 통해 

기운생동을 보여주는 표적인 작가들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

선 말기의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로 표되는 문인화풍과, 

근원 김용준(金瑢俊, 1904-1967), 장우성(張遇聖, 1912-2005)등의 작

품에서 선을 통한 기운생동을 느낄 수 있다.61) 또한, 1960년  서울

학교 미술 학 출신의 동양화가들로 이루어진 묵림회의 수묵 추

상 운동도 서화동원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수묵 추상화

를 보여주었다.62) 

서세옥(徐世鈺, 1929-)은 묵림회를 이끌었던 동양화가로 수묵의 

농·담·건·습을 이용해 인간들의 기운생동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다.63) [참고도판3]을 보면 간결하면서도 힘찬 하나의 획이 화지와 만

61) 민병권, 「한국 현  수묵화에 나타난‘기운생동'의 재해석」,『기초조형학  

 연구』19(2018)
62) 송희경, 「1980-90년  한국화의 수묵추상」,『미술사와 시각문화』        

 13(2014)
63) 민병권, 위 논문.

[참고도판4] 김병종, <생명의 노래-숲에서>, 

2003, 혼합재료에 먹과 채색, 180 x 210cm

[참고도판3] 서세옥, <춤

추는 사람들>, 1996, 한지

에 수묵, 254 x 1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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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번져나가고, 화면 속의 사람들과 작가의 기운까지 약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김병종(1953-) 역시 수묵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표현

하는 작가이다. 김병종의 작품 [참고도판4]와 나의【작품도판1】은 

붓으로 그은 먹의 반복적인 획을 이용해 기운을 표현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긋기로 인해 기운의 덩어리들이 방향성을 가지면서 생동

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세옥과 김병종의 수묵 작품

들이 일필휘지로 세상 속의 기운을 표현했다면 나는 세상의 원인을 

이루는 기운의 조각들을 중첩해서 누적된 시·공간을 보다 강조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양에서는 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예술성을 높

이 평가했다. 또한, 선은 단순히 외형을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림을 그리는 사람의 인품까지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선에 한 철학적·미학적인 관심은 산과 바위를 표현하는 방법인 

다양한 준법(皴法)들과 인물화에서 의습선(衣褶線)을 표현하는 18묘

법(18描法)64)등의 심도 높은 연구와 발전을 이끌었다. 

한편 동양화에서 먹을 다루는 방법인 용묵법에는 발묵법과 파묵

법, 적묵법 등이 있는데 적묵법은 먹을 쌓는다는 뜻으로, 한 번 칠

한 먹이 마르고 나면 그 위에 덧칠해서 양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 회화에서 적묵법이 잘 나타난 예로는 겸재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의 <인왕제색도>를 들 수 있다. <인왕제색도>는 비 

온 뒤의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름비에 젖어 더욱더 짙어

64) 명  왕가옥(汪砢玉)이 정리한 인물화 묘법이다. 18묘법에는 고고유사묘(高
古遊絲描), 철선묘(鐵線描), 전필수문묘(戰筆水紋描), 행운유수묘(行雲流水描), 

금현묘(琴絃描), 마황묘(馬蝗描), 궐두묘(撅頭描), 조의묘(曹衣描), 정두서미묘

(釘頭鼠尾描), 절로묘(折盧描), 죽엽묘(竹葉描), 혼묘(混描), 유엽묘(柳葉描), 감

필묘(減筆描), 구인묘(蚯蚓描), 시필묘(柴筆描), 조핵묘(棗核描), 감람묘(橄欖
描)가 있다. 김성희 , 「영·정조시  인물화의 描法 연구」(동국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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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량감 있는 바위산

의 모습을 매우 잘 나

타낸 수작이다. 겸재 

정선은 비 온 뒤의 산

의 중량감을 더욱더 깊

이 있게 나타내기 위해 

먹을 한번 칠한 뒤 몇 

번 더 쌓아 표현하는 

적묵법을 사용했다. 나

는 얇은 순지 조각에 반복적으로 먹선을 긋고 나서, 수많은 종잇조

각들을 한 화면에 배접하는 방식으로 무수한 원인으로 형성된 세상

을 표현한다. 반복적인 먹선이 그어진 반투명한 순지 조각 위에 또 

다른 획으로 이루어진 조각들이 쌓이고 붙여지면서 두께감을 형성

하게 된다. 이 종잇조각들은 매우 얇고 잘 비치는 순지이기 때문에 

조각이 몇 번째로 붙여졌는지, 얼마나 

많은 조각이 누적되었는지에 따라 표면

에서 차이를 보이며 비친다. 이런 종이

의 겹침으로 인한 먹의 쌓임은 기존의 

적묵법과도 공통점이 있으며 먹을 바로 

쌓은 것이 아니고 종이의 겹침을 통해

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겹묵법(겹墨
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의 조각들이 모여 겹쳐

짐으로써 화면에서 선은 면처럼 보이기

도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면으로 처리

한 것이 아니고 선이 모여 면처럼 보이

는 것이기에 시간과 공간 속의 모호함

[참고도판5] 겸재정선, <인왕제색도>, 1751, 종이에 

수묵, 79.2 x 138.2cm

[참고도판6]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나오다 1>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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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숨겨진 원인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나는 

여러 겹의 종이를 쌓아 세상을 표현함으로써 보이지는 않지만, 무수

히 누적되어있는 시·공간의 원인들을 표현했다. 나의 수묵 작업들

은 반복적인 긋기를 통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의 누적을 

보여주며, 선이 그어진 종이를 여러 겹 겹치는 기법으로 새로운 적

묵법인 ‘겹묵법’을 시도해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원에 관한 이야

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양의 화가들은 선 하나에도 자신만의 

철학과 사상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으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

히 외형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고 만

물의 이치에 관해 탐구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65) 나의 작품 속

65) 김백균, 「“태극”의 세계관 안에서 필력에 한 이해 : 동양회화의 선을  

 중심으로」,『동아시아 문화와 예술』1(2004)

【작품도판3】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나오다 1>, 

                2014, 한지에 혼합재료, 62 x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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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어진 획도 내가 그동안 그어온 수많은 시간의 결과물일 것이

며 하나의 획 속에는 지난 무수한 시간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나

는【작품도판3】에서와 같이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원인의 

작용을 반복적 긋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원

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나의 수묵 작업 시리즈는 인과적 세계의 

기운을 골법용필의 법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수많은 서예적 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생명력 있는 무수한 획의 반복

을 통해, 누적된 인과의 세계의 광 한 기운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자 했다. 

         

   2) 욕망의 표현

앞서 살펴봤듯이 나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묵 위주의 작

업을 했으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채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반복적 긋기를 통한 욕망의 표현에 관해 설명하기에 앞서, 내가 수

묵 위주의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진한 채색화를 그리게 된 이유

를 찾아보려고 한다. 

첫째, 수묵 작업을 하던 때는 내가 30 에 접어들던 시기로 주변 

사람들이 부분 뚜렷한 직장을 가지고 사회인이 되던 때였다. 직업

이 없는 30 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사회이고, 나도 이런 사

실들을 조금씩 체감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려서

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고 원해서 선택한 길이었기에 포기하려는 생

각은 조금도 없었다. 좋은 학교에 와서인지 주변의 친구들은 10

, 20 에 열심히 쌓아온 것들의 성과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사

람들이 정말 열심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구나.’라고 느

끼며 지하 작업실에서의 상반된 내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나는‘나도 살아있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심정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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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렬하게 그림으로 분출하고자 했다. 김양희는 인간의 내적 욕망

이 색과 긴 하게 연결되어있으며 색을 통해 욕망을 느끼기도, 욕망

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다.66) 전자의 경우는 라면이나 과자의 포장

지에 빨간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구매자의 시선을 끌고 식욕을 돋

우는 것을 예로들 수 있겠고, 후자로는 나를 포함한 많은 화가들이 

강렬한 표현과 색채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분출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나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강렬한 채색의 

표현을 불러왔으며 무수한 색선을 반복적으로 그으면서 이러한 욕

망이 어느 정도 해소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나의 수묵 그림은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았다. 한번은 친

구가 작업실에 놀러 왔는데, 나의 실리콘 작업을 보고 순간적으로

“아, 징그러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실리콘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동글동글하게 기포가 맺힌 부분들이 있는데, ‘환 공포증인

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아……. 이 작품은 아름답지 않구나, 

징그러울 것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

다. 또한, 작업실 옆자리의 선배는 “너는 이쁘게 좀 그려봐라.”라

고 줄곧 말을 했다. 또한, 나의 수묵 작업들은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1차 합격은 하겠지’라고 생각한 공모전

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받았고‘아 뭔가 방향이 잘못됐구나.’라

고 생각했다. 

셋째, 어쩌면 나는 원래 화려하고 밝은 색감을 좋아했는지도 모른

다. 작가가 자신의 취향을 모른다니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첫 개인전을 하면서 어렸을 적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

던 말이 “너 원래 알록달록 화려한 옷을 좋아했잖아~! 어머니도 그

랬었고~!”였다. 그랬다. 나는 어렸을 적에는 특이하고 화려한 옷을 

66) 김양희, 「색채와 욕망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라깡의 욕망이론을 적용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홍익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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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했고 그런 옷들을 입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학에 와서는 

보다 무난하다고 여겨지는 무채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었지만 화려

한 색감을 좋아했던 성향이 어딘가에 숨어있다 발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진한 채색화는 내가 유일하게 시도를 안 해봤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려웠지만, 지

금은 채색화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

다.

김병종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것

들에 눈을 뜨고 ‘생명의 노래’시리즈를 시작한 것처럼67) 나 역시 

내 안으로의 고민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의 화려하고 활기찬 모습

에 눈을 돌렸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나타난 나의 감정과 욕망이 복합

적으로 화려한 색감과 표현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 나는 10년

이 넘는 시간 동안 사진도 거의 안 찍고, SNS도 안 하는 등의 성향

이었는데 요즘은 먹고살기 위해 SNS로 나 자신을 홍보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그림을 그리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매우 많았다면, 현재에

는 보다 밖으로 나와서 색감 그 자체를 느끼고, 그리는 행위 자체를 

즐기며 삶의 역동성을 찬양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양화’라고 하면 화선지에 수묵으로 그린 그림

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화려한 무덤벽화와 귀족적 색채

를 보여주는 고려 불화, 조선 후기 민화의 유행 등 채색화는 우리 

그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한 가정에 

평균 20장의 민화가 있었을 정도로 수많은 채색화가 제작되었다고 

한다. 민화는 주로 무명의 떠돌이 화가들이 시장에서 그려 판 것으

로 전문적인 그림으로 평가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민예학자 

67) 이경택, 「학문·예술은 농사처럼 농축된 시간 필요… ‘쟁이정신’    

    가져야」, 『문화일보』, 19.10.0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16010329270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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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기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가 우리의 민화를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치가 높아졌다. 우리가 동양화의 범위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생

각하는 것은 조선 말기 김정희로 표되는 문인화가들의 영향이 크

다. 문인화가란 전문적인 직업화가가 아닌 여기(餘技)로 그림을 그린 

지식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글을 쓰고 남은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어 자기의 생각과 흥취를 표현했다. 문인화가들은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색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

으며, 모든 색을 포함하는 먹의 검은색을 철학적으로 해석해 상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지난 해방공간의 주

요 과제는 일제의 잔재 즉 채색화를 버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화 장르에서는 수묵 추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상

적으로 채색화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림에서 색채는 많

은 이야기를 전달하며 시각적인 쾌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은 색상에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분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형태보다 색을 더 잘 기억

한다고 한다. 현 의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세 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색을 보고 느끼며 살아간다. 거리의 수많은 간판과 광고판

들, 상점의 물건들, 핸드폰과 TV, 컴퓨터 속에서도 색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의 전통 채색화에 해 좀 더 깊

이 있게 연구함과 동시에 현시 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 색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수묵화에서 채색화로 전환을 한 

것에는 사회적인 영향과 주변 친구들의 영향, 나의 성향의 변화, 잠

재되어 있던 욕망과 에너지의 분출, 다양한 시도를 통한 변화, 전통 

채색화에 한 인식과 관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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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3】에서 【작품도판36】까지가 나의 채색화 시리즈이

며 수묵화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긋기가 특징이다. 수

묵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은 선들이 알 수 없는 시원에 한 고

민과 보이지 않는 원인들을 나타냈다면, 채색화 작업에서의 반복적

인 색선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의 원인들, 특히 현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봤

듯이 인간의 욕망은 원인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나는 

이러한 원인이 되는 욕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세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도판13】을 시작으로 나는 수묵에서 채색으

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이 작품의 작은 부분을 6개월 동안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3년간 수묵의 그림만 

【작품도판13】 <What I am 1>, 2017, 한지에 혼합재료,  

                     228 x 25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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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다가 밝은 그림을 그리려니, 분명 어제는 정말 밝게 느껴지는 

그림이었는데 다시 작업실에 와서 보면 어둡고, 칙칙해서 변화에 적

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작품도판13】에서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는 점차 작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색채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다.

【작품도판13】부터 【작품도판36】까지에서 반복적으로 그은 강

렬한 색선들은 세상 사람들의 열정과 욕망, 노력 등을 가시화한 것

으로 현 사회의 삶의 현장을 무수한 욕망으로 보고 표현한 것이다. 

이전 수묵 작업에서의 반복적인 선이 알 수 없는 과거의 원인 즉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시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면, 채색 작업에서는 현재 주위에서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원인 

즉 노력과 욕망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를 

가거나 계획한 일을 하고 쉼 없이 달리는 사람들, 자신의 목표를 이

루기 위해 성실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사람들, 배달 예상 시간에 

맞춰 달려야 하는 배달 기사님들……. 학에 입학하고 뚜렷한 목표 

없이 보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멋지게 보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작품도판24】 <Causes 1>, 2018, 

한지에 채색, 72.7 x 100cm

【작품도판30】 <Life Is Beautiful>,

 2018, 한지에 채색, 72.7 x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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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의 의지가 원인을 일으키고 결과가 된

다. 나는 이런 열정적인 욕망을 활활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에서 가

져와 상승하는 듯한 선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이와 같은 강렬한 

색선의 반복적인 긋기는 욕망의 에너지를 보다 강조하며, 나 역시 

그림 속에 욕망을 담아 원인을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됨을 알 수 있

었다.     

채색화에서 반복적인 긋기를 보여주는 표적인 작가로는 이우환

(1936-)이 있다. 이우환은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일본

의‘모노하’를 이끈 작가로, 모노하 시기 돌과 유리판의 만남이 가

져온 균열의 상황 그 자체에서 철학적 의미를 찾아 미술계에 큰 성

과를 남겼다. 그는 회화 작업에서도 이러한 관계성에 해 깊이 있

게 고민했고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의 표작들을 만들어내

었다. 이우환은 작가와 붓, 붓과 물감, 캔버스가 만나는 순간도 돌과 

유리판이 부딪치는 순간처럼 세상의 물질들이 만나 일어나는 하나

의 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우환의 작품은 점과 선 등 가장 기본적이

[참고도판7] 이우환, <선으로부터>, 1974, 캔버스에 유채, 

              194 x 25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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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순한 요소들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데, 그는 붓에 물감을 묻

힌 뒤 선이나 점을 찍으면서 한번 찍은 물감이 다 사라질 때까지의 

과정을 캔버스에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우환은 2차원

의 평면 속에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나 역시 욕망으

로 표현한 삶의 여러 조각을 한 화면에 콜라주 하여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평면 속에 나타내었으며, 반복적인 색선을 통해 세상에서 일

어나는 사건의 현장(욕망)을 표현하였다.68) 

[참고도판8] <세상의 무게 Weight Of The World> 부분 

이우환이 반복적인 선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와 모

습을 표현했다면 나는 반복적인 선을 통해 욕망과 인과의 삶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강조하여 나타냈다. 내 작품에서 추상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욕망의 표현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내포하고 있다. 또 

나는 창작자로서 매일 수 없는 선을 반복하며 수행하는 모습도 가

지고 있으며, 이 수행이 모이고 모여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어 그

림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이우환이 한번 물감을 

찍어 그것이 다 닳아가는 과정을 반복적인 선으로 보여줬다면, 나는 

여러 획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겹쳐진 보다 도 높은 선을 표현

한다. 나는 사람마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 

68) 전지원,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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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욕망과 열정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중첩되

어 응집된 결과물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다. 나는 먼저 [참고도판8]

과 같이 선의 바탕이 되는 색을 칠한 다음 욕망을 의미하는 색선을 

일필휘지하듯 한 붓으로 그린다. 선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보이는 

것과 같이 바탕색이 살짝 비치게 표현된다. 한번 칠한 색이 모두 마

르고 나면 그 위에 1cm 정도의 짧은 색선을 겹쳐 반복해서 그어준

다. 그은 선이 완전히 건조되고 나면 또 짧은 선을 중첩해서 원하는 

무게감과 두께감이 나올 때까지 과정을 반복해준다. 앞서 살펴본 

[참고도판6]에서 먹으로 획을 그은 종이를 겹쳐 겹묵법을 시도했다

면 채색화에서는 ‘적색법(積色法)’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색선으로 욕망의 에너지를 한 번에 그린 뒤 시차를 두고 5~6

번 많게는 10번까지 반복적으로 선을 그어 두께감을 만들었고 세상 

사람들의 원인이 되는 욕망과 노력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했

다.

한편 작품에서 욕망과 노력을 나타내는 원인의 형상은 주로 노란

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는 이 욕망과 열정을 나타내는 형상을 처

음에 불의 모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로 화염을 연상시키는 노란

색이 나오게 되었다. 노란색은 태양의 빛과 불, 힘의 근원을 연상시

키기에 욕망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노란색의 반복적인 선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

우기 위해 갈망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시화한 것이며, 자신이 지은 

원인이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행복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그어진 

선들은 나의 그림에 또 하나의 원인을 심게 되고, 내가 긋는 한 획 

한 획과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강황으로 노랗게 염색한 

천 조각을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고 한다. 내가 많이 사용하는 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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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절 불변의 색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감 중에서 가장 보존력이 

우수한 색이다. 이와 같은 노란색의 보존성과 의미는 욕망으로부터 

발생한 원인과 노력이 변치 않고 세상 속에 누적되어 감을 더욱 강

조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정한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

히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는 없었다. 주변의 시선과 막막한 현실 속

에서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나의 열정을 그림 속 획에 담아 표출하

고 염원함으로써 오늘의 걱정과 내일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을 긋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작품과 하나 

되어 몰입의 경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

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주요 작품들은 그가 죽기 직전

에 주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흐의 그림 역시 반복적인 

긋기가 중요한 특징인데, 그가 자신의 열정과 울분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강렬한 색채와 터치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을 해본다. 고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색선 하나하나는 큰 에너지

를 뿜어내며 응집된 열망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

시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욕망으로 인해 강렬한 색상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나는 세상의 원동력이 되는 욕망을 강렬한 색채의 

반복적인 선으로 나타냄으로써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분출하고 시

각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마

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욕구가 해소되는 경험을 했다. 조인호는 

작품 속에 무수한 선을 긋다 보면 그림 속에 빠져들게 되며, 이러한 

몰입의 경지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작가의 모습에 관

해 이야기하기도 했다.69)

69) 조인호, 「산수화에 나타난 유(遊)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    

 로」(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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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인과와 욕망의 표현

 이번 장에서는 나의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반투명한 이

미지들에 관해 서술하겠다. 나는 현재, 한 사람의 모습은 지난 수많

은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인간이 한번 지은 원인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내

가 생각하는 삶의 투명성을 반투명한 실리콘이나 잘 비치는 얇은 

순지로 표현하고 있다. 투명과 관련된 단어는 투명, 반투명, 불투명 

등이 있는데 인간의 형상을 반투명하게 표현한 것은 첫째는 최소한

의 육체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삶에서 인과작용이 100% 투

명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

이 세상에는 개개인의 업보가 있고 공동체의 업보도 있다. 투명이란 

‘속까지 비쳐 보이는 것’을 뜻하며 ‘너머 보인다’라는 의미도 

있다. 투명성은 숨겨지지 않고 내부가 비쳐 보이는 것이므로 속까지 

훤히 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숨

기는 것 없이 있는 그 로를 전달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뜻으로 쓰

이기도 한다.70) 투명성은 나의 작품이 인과의 삶을 드러냄과 동시에 

도덕적 삶을 지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나는 반투명한 인간의 역동적인 포즈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다음에서는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인과와 욕망

의 구체적인 표현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인과의 표현

70) 정미란, 「현 미술에 나타난 시지각적 투명성에 관한 표현 방법론 연구」  

 (고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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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나의 수묵 

작업은 탄생 이전의 원인까지도 생각해

본 것들로, 먹의 획을 통해 억겁의 시간

과 기운들을 그림 속에 담아내고자 한 

것들이다. 전생과 탄생 이전의 기운들은 

어렴풋하게도 짐작이 되지 않는 신비로

운 것들이기에 색의 선택과정에서 고민

이 많이 되었다. 나는 작품 속에 무수한 

시·공간을 녹여내고자 했는데, 먹은 나

무가 타고 남은 재를 뭉쳐서 만든 것이

고 발하는 색 역시 만물의 색을 다 품는 

검은색이어서 작품의 의미를 가장 잘 전

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

었다.

나는 무수한 겹의 시간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밑이 잘 비쳐 보이는 얇

은 순지를 선택했다. 무수한 획으로 이

루어진 다양한 삶의 조각들을 겹겹이 

배접해서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

은 원인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먹의 획

으로 이루어진 여러 겹의 레이어가 쌓

이면 [참고도판9], [참고도판10]과 같이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전의 것들과 

선명도의 차이를 보이며 비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 

완성되고 나면 그 위에 인간의 육체 형

상을 그려서 육체 아래로 원인들이 보[참고도판10]  <Human> 부분 

[참고도판9] <세상, 생의 의

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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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끔 한 뒤, 살구색이 섞여 반투명해진 액상 실리콘을 이용해 인

간의 육신을 표현하였다. [참고도판9]에 있는 확  도판을 보면 얼마

나 많은 순지의 겹침으로 시·공간을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지를 겹쳐 배접하는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윗부분

에 겹쳐진 순지들을 조금씩 뜯어내어 그 속에 존재하는 많은 시간

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참고도판10]에 있는 <Human>의 

확  도판을 보면 순지 조각이 더 겹쳐진 부분과 덜 겹쳐진 부분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이렇게 겹겹이 쌓은 원인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투영하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성을 지닌 종이를 여러 겹 겹치면 얼마나 많이 중첩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 화면 속 투명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10장을 겹친 것과 

1장을 겹친 것은 겹쳐진 종이 수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공간감을 보

여준다. 따라서 투명성을 지닌 종이의 겹침은 2차원 평면 회화 속에 

3차원과 같은 공간적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며, 만일 마지막 층을 불

투명한 재료로 마감했다면 이러한 깊이가 표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육체의 표현에서는 반투명한 실리콘을 썼

기 때문에 감상자가 이전의 레이어들까지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

게 된다. 바우하우스의 교수였던 나즐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 1895-1946)는 중첩이 작품의 투명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였다. 나의 작품에서도 투명성을 가진 부분들이 중첩되면

서 각각의 투명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상 적으로 덜 투명한 부분이 

더 투명한 부분을 받쳐줌으로써 재료의 투명성이 더욱 살아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레이어가 겹쳐짐에 따라 공간의 앞뒤가 

생기게 되며 깊이의 층 차가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71)

나는 작품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겹겹이 쌓

71) 정미란,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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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인과를 표현한다. 나의 수묵 작업 

시리즈에서는 탄생 이전의 세계와 기운들 그리고 다양한 원인을 여

과 없이 투과시키는 인간 그 자체를 강조해 나타냈다. 나는 사건과 

사건의 조각들이 세상을 이루고 그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

간과 과거 경험의 총체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존재를 의

미하는 반투명한 이미지 밑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먹 부분이 잘 비

쳐 보이도록 했다. 각각의 조각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

며 나는 2차원의 평면 회화 속에 투명성을 이용해 시·공간을 중첩

함으로써 세상 만물을 품는 억겁의 시간을 포함하고자 했다. 또한, 

인간의 육체를 반투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세상의 수많은 원인에 영

향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지은 원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존재해가

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나의 작품에서는 육체의 반투명한 이미

지 밑으로 비쳐 보이는 수많은 시간의 레이어들을 통해 시·공간의 

도와 층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2차원의 평면이지만 3차원과 

같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반투명한 실리콘

으로 표현된 인물의 형상을 통해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사회적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투

명성은 분절될 수 있는 화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었으며 또 다른 

공간감을 불러일으켰다.72) 또한,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형상

을 위를 향해 뻗어 나가듯이 표현하여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코나

투스, 즉 자기보존에의 욕망인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사람에 따라 생명의 탄생이 백지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커가는 시간 이

전의 시간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명체의 원인들이 쌓여가고 있다

고 생각했다.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 아이는 성장하고, 엄마가 생

72) 정미란,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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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것들과 감정에 따라 아이의 정서가 이미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도판11】은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전생의 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 여러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

현하였다. 내가 인간의 육체 표현에서 실리콘을 선택한 이유는 실리

콘이 성형수술을 할 때도 쓰일 만큼 인간의 육신과 비슷한 재료라

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또 액체 실리콘은 내가 원하는 육신의 형상

을 만들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투명한 실리콘이 있는지 

모르고 불투명한 실리콘을 썼었는데 이후에는 투명 실리콘에 살구

색 물감을 섞어서 쓰기 시작했다. 부분의 육체 표현에서 실리콘의 

형상은 위로 올라가는 듯이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스피노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욕망이 삶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해

서 나타낸 것이다.

나의 작품처럼 투명성을 이용해서 인과를 표현한 작가로는 서도호

(1962-)가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거

한 조형물인 <카르마>를 볼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 

【작품도판11】 <Baby>, 2016, 

 한지에 혼합재료, 53 x 45.5cm

【작품도판9】 <Human>, 2015, 한지에 혼합 

 재료, 73 x 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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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무수한 과거를 목에 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인과응보의 메시

지를 던진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이 

이전의 수많은 인간군상을 이고 있

는 것을 보고, 무수한 인연의 고리를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참고도판11]73) <인과 

Cause & Effect>이다. 이 작품은 멀

리서 보면 하나의 거 한 소용돌이

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11

만여 개의 투명한 인물 군상으로 이

루어져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인물들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인간을 표현해 세상의 많은 원인을 반영

함으로써 존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

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큰 소용돌이

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업에 관해서도 이

야기하는 것 같다. 우리는 

100% 자신만의 업으로 살

아가는 것은 아니며, 주변

의 환경에서도 많은 영향

73)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4680103

[참고도판12] 서도호,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부분, 2007, 아크릴 수지 인형, 나일론 

실로 설치, 2,600 x 540cm 

[참고도판11] 서도호, <인과 Cause 

& Effect>, 2009, 스텐파이프, 아크

릴, 스텐와이어, 1158 x 868.5 x 

8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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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크게는 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공동체적 업의 영향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참고도판1

2]74)도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으로, 나의 작업에서의 투

명성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나는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전개해온 생각과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의 유사함이 작품의 제목과 내용, 표

현에서도 비슷한 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제 작업의 궁극적 당위성은 나와 타자의 립적 관계 설정의   

      무의미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제 작품을 통해 스스로에게 던지고 생각해보려는 ‘나는 누구  

      인가?’라는 질문, ‘어디로부터 여기에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  

      가?’라는 질문들은 오히려 불교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 혼자로  

      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전체의 일부이며 그 전체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것은 제 나름 로의 해석입니다만 나를 찾는 노력을 통해 나라  

      는 것이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가변적인 어떤 것이며, 외부와  

      의 끊임없는 관계맺음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것 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중략) 제 작품은 나름 로 고유의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이며 제게는 삶을 관조할 수 있게 도와주  

      는 어떤 매개체입니다. 75)

이처럼 서도호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여기에 와서 어디로 

74)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837564&memberNo

=33171582&vType=VERTICAL
75) 오혜진, 「사회문제 인식 함양을 위한 미술 감상지도 방안 연구 : 서도호   

 의 ‘Floor’작품에 나타난 의미읽기를 중심으로」(상명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29-3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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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인가.?’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답을 불교의 연기적 상호의존성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상 어떤 것도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도 말하

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회화에서 나의 작품과 

같이 반투명성을 이용한 것으로는 고려 

시  불화를 들 수 있다. 고려는 불교 국

가로 한국 채색화의 은은한 미감을 보여

주는 수많은 불화를 제작했으며 뛰어난 

작품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 불화의 

표적인 특징으로는 비단의 뒷면에서 

채색하는 복채법(伏彩法)이 있는데 이러

한 방식은 색을 좀 더 은은하고 자연스

럽게 표현해주며, 채색의 박락도 막아주

는 효과가 있다. [참고도판13]은 고려 시

 화가 서구방이 그린 <수월관음도>로 

관음보살이 속이 비쳐 보이는 반투명한 

사라를 걸치고 있다. 불교에서는 맑은 지

혜의 상태를 투명으로 표현했으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76) 서구방은 뛰어난 선묘와 반

투명성을 이용해 관음보살의 지혜의 경지를 잘 표현하였다. 나의 작

품 역시 인간의 육체 표현에서 투명성을 이용해 인간 존재가 지은 

원인들이 그 로 누적되어 결과로서 보이는 것을 표현하며 권선징

악 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려 불화가 관음보살의 맑음과 진리의 

세계를 투명한 사라를 통해 시각화한 것과 같이 나의 작품에서도 

76) 김선영, 「평담(平淡)사상과 수묵담채화(水墨淡彩畵)에 관한 연구」(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참고도판13] 서구방 徐九方, 

<수월관음도>, 1323, 비단바탕

에 채색, 165.5 x 101.5cm, 

일본 센오쿠학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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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은 한 사람이 지은 

원인들이 결과로 여실 없

이 드러나게 된다는 삶의 

투명성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즉 고려 불화와 

나의 작품은 투명이라는 

표현 방법을 통해 인과를 

보여주며, 선의 진리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공통적인 지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얇은 한지와 실리콘을 통해 세상 속에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없으며 자신이 지은 로 과보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표현한다. 이러

한 인과응보적인 내용을 담은 한국회화로는 지옥도77)를 들 수 있다. 

지옥도는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가게 되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

통스러운지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다.78) 이 밖에도 인과응보적인 내용을 담은 전통 

그림으로는 조선 시  오륜행실도79)가 있다. 오륜행실도는 당시 기

77)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합지옥, 호규지옥, 규지

옥, 염열지옥, 열지옥, 무간지옥으로 총 8개가 있으며 이것을 세분화하면 

128개나 되는 지옥이 있다고 한다.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알려진 

무간지옥은 불구덩이 지옥으로 몸의 모든 부분을 마르게 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다. 확탕지옥은 끓는 쇳물에 빠지는 곳으로 이곳 역시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기선, 『지옥도』(서울: 원사, 1992) 
78) 이기선, 위 책.
79) 조선은 유교 국가로‘오륜행실도’라는 일종의 모법 사례집을 편찬하였다. 

오륜행실도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덕목을 잘 실천한 사례를 각각 그

림으로 그려 넣어 모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오륜행실도”,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09. 2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818&cid=58840&categoryId=58851

[참고도판14] <수월관음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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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강조하고 권하는 그림이었다. 지

옥도나 오륜행실도는 많은 사람에게 교리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려야 했을 것이

다. 따라서 작품의 구성이 매우 서사적인 특징을 보인다. 나는 문인

화나 사군자와 같이 내가 삶에서 느낀 핵심을 강조해서 그림에 나

타내고자 했기에 지옥도나 오륜행실도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

지는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삶에 한 나의 깨달음을 더욱더 명료

하게 함축적으로 잘 제시해준다고 보며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인과와 욕망의 표현

다음으로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한 인과와 욕망의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들에 해서 살펴보겠다. 앞에서 본 수묵 작업의 반투명성이 인

간 존재의 인과성을 나타냄으로써 존재 그 자체의 특성을 드러내고

자 했다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채색 작업에서의 반투

명한 이미지는 인과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무언가를 갈구하고 욕망

하는 형상을 지닌다.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욕망을 강렬

한 색선으로 드러내고, 속이 비쳐 보이는 매우 얇은 순지를 이용해 

인간의 육신

을 그림으로

써 인간 존재

가 지은 원인

이 그 로 결

과로 나타나

도록 표현했

다. 또한, 인[참고도판15] <What I am 3>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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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역동적이고 갈구하는 형상으로 표현해서 인간의 욕망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수묵화 시리즈에서 육신을 실리콘으로 표현함으

로써 인간 존재의 물성과 본질에 한 고민을 이야기했다면, 채색화 

시리즈에서는 현재 인간들이 지어가고 있는 욕망에 의한 인과를 더

욱 강조해서 나타냈다. 반투명한 인간들은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받으며 동시에 주변의 다른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정미란은 예술가들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드러내고 예술의 

본질 등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투명성을 이용하는 것과 그 

효과에 해 이야기했다. 그는 작가들이 투명성을 이용해서 회화를 

생각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투명성은 상의 의미를 

고정하지 않고 개방적인 시각을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 작품에

서도 투명성은 실제 인간의 육체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표

현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80)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원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한평생 선하

게 산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봉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은 원인이 100% 결과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예외를 제외한다면 내가 지은 것

에 한 결과가 체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예외의 경우만 가지고 

넋 놓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반항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는 주어진 세계 속에서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작품 속에 보이지 않는 원

인들을 가시화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염원이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을 인간 이미지에 표현하

여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80) 정미란,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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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채색 작품 시리즈에서는 인간을 반투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인

간의 육체와 인과의 삶을 드러내고, 사람의 다양한 자세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다. [참고도판15] <What I am 3> 의 부분은 삶

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을 인간의 포즈를 

통해 나타낸 예시이다. [참고도판16]은 폴 고갱의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의 한 부분으로 선악과

를 따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참고도판17]은 【작품도판

13】의 부분으로, 고갱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갈구하는 자세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작품은 

고개를 들고 두 팔을 높이 올려 상을 갈구하는 포즈를 통해 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었다.

【작품도판14】 <What I am 2>, 2018, 한지에 채색, 228 x 26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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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 시 에 많이 제작된 초상화81)의 유지 초본은 회화에서 

81) 조선 시 는 유교 국가로 왕이나 공신들의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초상

화는 상의 인지를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주로 전문적인 화가인 

화원들이 그렸으며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 요구되었다. 또한, 인물화의 장르 

특성상 조금만 실제와 달라져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형태나 

채색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초상화를 그릴 때는 

먼저 밑그림부터 제작했는데 이것을 초본이라고 한다. 초본은 개 기름을 

먹인 유지를 사용했는데, 기름칠이 된 한지는 나의 작품과 같이 반투명한 

특징을 가진다. 초상화 초본 제작에 있어 유지를 사용한 이유는 정본인 비

단 작업에 앞서 배채의 효과까지도 예상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배채란 견화

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비단의 뒷면에서 채색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은

은한 색채를 보여주며 채색의 박탈도 적게 하는 방식이다. 조선 시  초상

화가들은 유지에 목탄으로 형태를 그린 뒤, 먹을 이용해 외곽선을 표현하고 

배채와 앞면의 채색을 통해 정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짐작해보았다. 

[참고도판17] <What I am 1> 부분 [참고도판16] <어디서 왔는가? 우리

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

인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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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성을 이용한 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본을 그릴 때도 반투명한 

비단 아래 초본을 두고 먹선을 그렸는데 이

것은 회화에서 반투명성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회화에서 반투명성을 보여주는 작가는 김성

희(1963-)가 있다. 김성희는 속이 비쳐 보이

는 나무 작품들에 이어 반투명한 인간 이

미지를 표현함으로써 현 사회에서 흐릿해

져 가는 존재들을 표현한다. [참고도판18]을 

보면 희미하게 처리된 인물의 내부에 별들

이 선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별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을 연결하는 선은 꿈과 욕

망을 의미하며, 작가는 작품을 통해 흐릿해

져 가는 존재의 의미 회복을 강조한다.8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

는 인간의 육체를 반투명하게 표

현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인들에 영향을 받고 또 자신만

의 원인을 만들어가는 열정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갈구하는 포즈

와 함께 나타내었다. 수묵 작업

또한, 유지는 이미 완성된 작품의 형태를 베껴낼 때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수미·윤진영, 「조선 후기 초상화 초본(草本)의 유형과 그 표현기법」,

『美術史學』24(2010)
82) 정상혁, 「투명한 것과 별난 이야기」, 『조선일보』, 18.10.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0160.html

[참고도판18].김성희, <별 

난 이야기 1808-투명인간>, 

2018, 한지에 먹과 채색, 

181 x 86.5cm

[참고도판19] <What I am 2>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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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리콘을 통해 육체의 물성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인간의 

육체는 더욱 납작해지고 주변의 욕망 형상들이 강조되었다. 수묵 작

업에서는 먹선을 중첩해서 그음으로써 세상 속의 무수한 원인을 표

현했고 채색 작업에서는 색선을 중첩함으로써 욕망을 강조하였다. 

또한, 반투명한 실리콘을 수묵 작업에 중첩해서 인과를 나타냈으며 

채색화에서는 반투명한 순지와 인간의 포즈를 통해 인과와 욕망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중첩은 하나의 화면 속에 깊은 공간감을 부

여해주었으며 투명성은 겹쳐진 정도의 따라 비침이 달라져 공간이 

얼마만큼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83) 나

는 반투명한 소재의 인간 형상에 핵심적인 표현만 해서 반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것은 인물과 배경의 형상이 조화롭게 어울리

도록 하는 효과를 주었다. 우리가 육신을 잃은 귀신을 나타낼 때 흔

히 반투명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귀신의 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채색화 시리즈에서 반투명하게 

표현된 인간도 가시적인 육신의 이미지는 줄이고 인간세계의 본질

적인 원리인 인과성이 잘 드러나도록 했으며, 갈구하는 듯한 역동적

인 인간의 형상을 통해 욕망을 잘 드러내도록 노력했다.

83) 정미란,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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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Ⅳ장에서는 표현 기법과 제작 과정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본

고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작된 나의 작품을 다룬 것으로 

이 기간에 나의 작업의 가장 큰 변화는 수묵에서 채색으로의 전환

이었다. 이 장에서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했던 수묵 기법과 2017

년부터 2019년까지 해오고 있는 채색 작업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설명하겠다. 1절에서는 수묵 작업에서 주로 사용된 수묵 기법과 배

접 그리고 혼합매체를 활용한 제작의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2절에

서는 진한 채색화를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인 아교포수와 본격적인 

채색 기법, 그리고 한지 콜라주 기법과 마감 기법에 관하여 서술하

겠다. 

1. 수묵 기법과 배접을 활용한 제작 과정

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묵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들을 시도

했었다. 한지에 오직 수묵만으로 그린 작품도 있었고, 얇은 순지를 

여러 겹 배접해 누적된 것들이 차이를 드러내며 비치게끔 하는 작

업을 해보기도 했다. 또한, 수묵 작업에서의 인체 형상은 주로 두께

감이 있는 실리콘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1절에서는 나의 수묵 

작품의 제작 과정을 수묵 기법과 배접 그리고 혼합매체를 활용한 

제작 기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수묵 기법

우리나라에서 동양화의 재료인 붓과 종이, 먹이 나타나는 시기는 

Ⅳ. 표현 기법과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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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 로 보고 있다. 또한, 그림의 밑바탕이 되는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 로, 송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이 전달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고려 시 에는 장지와 고려지 등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종이의 보급률이 높아져 많은 그림이 종이에 그려졌다. 조선 

말기에는 민화의 유행으로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20장의 민화가 있

었다고 한다.84) 내가 사용한 순지와 장지는 우리 전통의 방식으로 

만든 종이로, 장섬유를 사용해서 종이가 매우 질기고 튼튼하다. 물

질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종이의 두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

반적으로 얇은 순지를 두 겹으로 붙인 것을 2합장지라고 부르고 세 

겹으로 붙여 더욱 두꺼운 종이를 3합장지라고 한다. 인사동의 장지

방 사장님께서는 원래 장지란 넓고 큰 종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서울 학교 동양화과 사람들이 순지를 두 장 붙인 보다 두꺼운 한

지를 장지라고 부르면서 그 뜻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나는 작품의 가장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먹의 번짐이 좋은 화선지

를 이용했고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누적된 원인을 표현할 때는 시

중에 나오는 순지 중에 가장 얇고 잘 비치는 것을 사용했다. 수많은 

획으로 이루어진 수묵의 얇은 순지 조각들은 화선지 위에 여러 겹

으로 쌓이고 쌓여 공간 속의 기운을 나타내고, 잘 비치는 특성에 따

라 이전에 쌓아온 것들이 층 차를 두고 비쳐 보이게끔 표현해서 결

과로서 드러나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작품에 그려진 원인들이 모두 

나타나게 했다. 이처럼 밑이 잘 비쳐 보이는 얇은 순지는 인과응보

적 메시지를 나타내는 나의 작업에서 이전의 원인들이 그 로 드러

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 반 로 채색 작업에서는 섬유의 

도가 높은 보다 두꺼운 2합장지를 사용해서 발색이 잘되도록 했다. 

이처럼 나는 그림의 주제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에 따라 그

84) 곽정숙, 「현 수묵추상 : 산정 서세옥」(전주 학교 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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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맞은 종이를 선택해서 사용했으며 재료에 따라 내용전달의 효

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은 크게 송연 먹과 유연 먹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송연 

먹은 소나무의 뿌리나 뿌리의 관솔 부분을 태워 생긴 그을음으로 

만든 것이고 유연 먹은 콩, 유채 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태워서 나

오는 그을음으로 만든 것이다. 먹의 주원료인 그을음을 구하기 위해

서는 소나무나 기름 등을 가마에서 며칠간 완전히 태워야 한다. 재

료들이 다 타고 가마 속의 열기가 식고 나면 가마의 천장과 벽면에 

맺힌 검정 탄소 알갱이를 잘 쓸어 모아 틀에서 굳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형태의 먹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을

음을 뭉쳐 주는 아교인데, 아교는 동물의 뼈나 힘줄, 가죽 등을 고

아 만든 접착제로 먹이 접착성을 가진 재료가 되게끔 해주는 중요

한 재료이다. 송연 먹은 청아하고 담박한 먹색을 띠며 흐린 것부터 

진한 것까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송연 

먹은 소나무 400kg을 태우면 10kg의 그을음만 얻을 수 있어 매우 

비싸고 귀하다. 유연 먹은 송연 먹에 비해 윤기가 있으며 힘차고 매

끄러운 선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나는 이러한 먹의 특

성들을 고려해서 품질 좋은 유연 먹을 이용하여 작품을 했다. 

동양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은 크게 선을 긋는 붓과 채색을 하

는 붓으로 나눌 수 있다. 선 붓은 필선의 힘이 중요한 동양화의 특

징을 잘 살리기 위해 주로 족제비 꼬리털과 같이 길이가 길고 탄력

성이 좋은 황모 붓을 쓴다. 채색용 붓은 선 붓에 비해 짧고 부드러

우며 통통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털이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채색이 부드럽게 된다. 채색용 붓은 선 붓과 달리 주로 흰색의 부드

러운 털로 만들어지며 토끼털 또는 양털이 사용된다. 나의 작품에서 

먹선의 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한 획 한 획이 힘이 넘

치는 표현이 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나는 선을 그을 때는 붓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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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여주는 황모 계열의 선 붓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매우 탄력 

있고 힘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채색 작업에서는 토끼

털이나 양털의 부드러운 붓을 사용했고, 아교포수를 하거나 넓은 면

적을 칠할 때는 넓적하고 평평한 평필을 쓰기도 했다. 

  2) 배접     

 나는 존재 이전의 시간과 알 수 없는 과거의 수많은 원인을 표현

하기 위해 밑이 잘 비쳐 보이는 얇은 순지를 여러 겹 배접했으며, 

누적된 것들이 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인을 나

타내는 수많은 조각이 겹쳐지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 무수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게 되는데, 얇은 한지 조각을 겹겹이 배접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작품의 보존문제였다. 한지 조각이 많아질수

록 종이가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국립현 미술관 보

존과학실에서 연구하신 한국화 수복전문가 차병갑 선생님께 직접 

한지의 배접 방법을 배웠고, 이 방식을 작품제작에 적용해 더욱 내

구성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그림에서의 배접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장지를 집의 바닥과 

벽면에 도배하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나는 작품에 본격적으로 들

어가기 전에 나무화판의 색이 한지에 배이지 않도록 초배지를 가

루 풀로 화판 전면에 발라주었다. 이후 초배지가 완전히 마르고 나

면 바탕이 되어줄 화선지를 가루 풀로 붙였다. 그다음 종이가 팽

팽하게 펴질 수 있도록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말린 뒤, 발묵이 좋은 

화선지에 먹으로 원인 부분들을 표현했다. 다음으로 수묵으로 원인

을 표현한 순지 조각들을 뒤집어서 놓고, 모가 부드럽고 넓은 평필

을 이용해 가루 풀을 골고루 발라주었다. 그다음 풀이 도포된 순

지 조각을 매우 조심히 들어 올려 풀이 뭍은 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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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배접용 붓인 

탕탕 비를 이용해 먼

저 닿은 부분부터 양

옆으로 쓸며 공기가 

들어가는 것과 주름

이 생기는 것을 막았

다. 마지막으로 종잇

조각이 완전히 착

해서 잘 붙을 수 있

도록 탕탕 비를 이용

해서 표면을 조심스럽게 두드려주었다. 내가 사용하는 순지는 매우 

얇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찢어질 위험이 

있다. 나는 이렇게 밑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한지에 반복적으로 

먹선을 긋고, 획으로 이루어진 종잇조각들을 배접하여 하나의 화면

으로 만듦으로써 다양한 삶의 조각들이 모여 인과의 세계를 형성함

을 보여주고자 했다.

  3) 혼합매체

 나는 전통적인 동양화의 재료와 현  재료를 같이 써보며 많은 

실험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실리콘인데, 실리콘은 인간 존재

의 느낌을 강조하는 물성이면서도 투명한 재료라 인과를 드러내는 

내 작업의 주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실리콘의 형상은 인간의 육신을 나타내고, 위를 향해 뻗어 

나가는 형상은 인간의 삶의 의지와 욕망 등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조소과에서 형태를 떠낼 때 주로 사용하는 불투명한 실리콘을 사용

했는데, 인체의 특성을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해 투명한 실리콘에 살

[참고도판20] <공간에 내재한> 제작 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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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을 섞어 사용했다. 나는 실리콘을 나이프로 뜬 다음 그림의 표

면에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 형상을 만든 뒤 건조 시켰으며 실리콘

은 자체에 접착력이 있어 작품에 잘 부착이 되었다. 하지만 손으로 

긁어내 들어 올리면 떨어지는 정도로 부착이 되기에 좀 더 견고하

게 하고 싶을 때는 황변하지 않는 빼베오(Pebeo)의 바인더(Binder)를 

이용해서 붙였다. 한지에 흘려 굳힌 실리콘 자체의 접착성에 한 

실험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은 2013년도 것으로, 약 7년이 지난 지금

도 맨눈으로 봤을 때 변색 없이 잘 부착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는 투명 실리콘에 살구색을 섞어 반투명하게 육체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지어온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그 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살

아가는 인간 존재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고 생각한

다.

2. 채색 기법과 한지 콜라주를 활용한 제작 과정

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채색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들을 

시도했다. 한지는 기본적으로 다공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강렬한 채

색을 할 때는 두꺼운 장지를 주로 사용했으며 발색을 좋게 하기 위

한 밑 작업을 하였다. 2절에서는 내 작업에서 사용된 다양한 동양 

채색재료의 활용과 콜라주 방식, 투명성을 지닌 마감 재료의 사용 

등에 해 살펴보겠다. 

  1) 아교포수 

채색 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판에 한지를 붙이고 아

교포수를 하는 것이다. 앞서 수묵화에서 사용했던 순지는 한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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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매우 얇은 종이에 속하는 것으로, 채색했을 때 선명한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채색 작업에서는 순지를 두 겹으

로 붙인 2합장지와 3합장지를 사용했으며, 그림의 준비 과정에서 아

교포수를 함으로써 작품이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아교는 그 형태에 따라 알 아교, 막  아교, 물 아교 등이 있

으며 나는 알 아교를 선택해서 사용했다. 아교는 쌀알과 같이 단단

하여서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포수에 쓸 아교를 물에 넣어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그다음 물 100mL에 아교 4g을 넣

어 80도의 온도에서 중탕해 잘 녹여준 뒤, 미지근한 물 0.4g에 명반 

0.4g을 녹여 식은 아교 물과 섞어주었다. 이것은 교반수 4%의 방식

으로 보통 종이에 포수를 할 때 많이 쓰는 비율이다. 이 교반수를 

넓적한 평 필로 가로로 한번 고르게 바르고 말린 뒤, 세로로 바르고 

해서 총 8번 정도를 바르면 교반수가 한지 표면에 막을 형성해 물

감의 발색이 더욱 잘된다. 교반수를 가로와 세로로 발라주는 것은 

종이 사이의 공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메우고 붓 자국도 덜 나게 하

기 위해서이다. 첫 아교포수는 한지에 잘 퍼지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밑칠이 벗겨지지 않게 살짝 식은 것으로 해줘야 한다. 

아교를 너무 많이 혹은 진하게 칠하게 되면 그림이 어두워지며 심

한 경우 박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백반은 각종 병충해로부터 그림을 보호하고, 발색을 좋게 하며 색

이 너무 많이 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넣게 되면 광택이 죽고 시간이 지난 뒤 그림이 검게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통적으로 천연의 재료를 어떻게 다루어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색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

는 튼튼하고 두꺼운 장지에 아교포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강

렬한 발색이 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밑 작업은 욕망과 노력하는 사

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좋은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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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색 기법

동양화의 표적인 채색재료로는 분채(粉彩)와 석채(石彩)를 들 수 

있으며 현 에 와서는 튜브물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외에도 분

채에 아교를 섞어 막 기 형태로 만든 봉채(棒彩)와 접시에 분채의 

안료와 아교를 섞어 굳힌 안채(顔彩), 편채(片彩) 등 다양한 형태의 

채색재료들이 있다. 나는 분채와 튜브물감을 주로 쓰고 있는데 튜브

물감은 안료에 아교가 섞어져 나오는 형태이고 분채는 가루로 된 

안료에 직접 아교를 섞어 물감의 형태로 만들어서 쓰는 재료이다. 

분채의 경우 안료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약사발과 막 를 이용해 

여러 번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써야 한다. 만일 분채의 가루 

덩어리가 전혀 없게 하고 싶다면 사발에 간 분채를 채에 한 번 더

쳐서 사용하면 된다. 분채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가장 발색이 좋으

며, 색을 섞어 쓸 때는 튜브물감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분채와 

석채의 경우 선명한 색의 표현과 함께 두께감까지 표현할 수 있어 

작품에서 열정의 세상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했으며, 분채에 단독

으로 존재하지 않는 중간 색감을 만들 때는 튜브물감을 이용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주로 노란색의 상승하는 선으로 가시화

[참고도판21] 채색화 제작에 사용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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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은 노란색이다. 나

는 노란색 중에서도 선황색을 주로 많이 썼는데 선황색은 물감 자

체의 보존력에서도 가장 불변하는 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선황색으로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열정을 표현함으로써 태양

과 같은 강렬한 에너지를 나타냈고 욕망으로부터 행해진 원인이 사

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되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3) 한지 콜라주

 나의 채색 작업의 특징은 한지 콜라주(collage)85) 방식으로 작품

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콜라주는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1911년경 입

체파 화가인 피카소와 브라크가 만들어낸 기법이다. 원래는 회화에

서 화면의 실재성을 추구하기 위해 악보나, 나무 같은 실제의 물건

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나는 한지에 직접 그린 그림을 

오려서 붙이는 콜라주 방식을 선택했다. 나의 콜라주 작품들은 얼핏 

보기에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종이

가 덧붙여진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개개인의 삶의 조각이 모여 세

상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조각과 조각을 붙여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85) “콜라주”, 위키 백과, 검색일 2019. 09. 29,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9D%BC%EC%A3%BC

[참고도판22] <What I am 2> 제작 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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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체 그림의 구도에 해 생각한 뒤, 아교포수를 마친 2합장

지에 욕망의 형상을 그린다. 반복적인 긋기를 통해 선들이 도 감

을 가지게 되면 이 형상을 가위로 오려낸다. 작품에 들어갈 욕망의 

삶 조각이 모두 완성되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조각들을 배치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누어진 화판에서 이미지가 연결성을 갖도록 

긴 조각 하나가 다른 화판까지 이어지도록 배치한 다음 연결지점을 

잘라 각각 부착하였다. 삶의 조각들은 뾰족하고 복잡한 외곽인 데다 

꽤 두꺼운 2합장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판에 안정성 있게 붙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처음에는 가루 풀을 사용했으나 종이가 두꺼

워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목공 풀로 붙여보았지만 접착

제 자체의 변색이 걱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뻬베오

(Pebeo)의 황변하지 않는 콜라주용 접착제인 바인더(Bindex)였다. 2

합장지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붙였을 때 종이가 뜨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나는 바인더를 그림이 그려진 뒷면에 골고루 바른 뒤 마

스킹테이프를 이용해 사방을 고정해 부착했고, 접착제가 완전히 마

른 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한지 콜라주

를 이용한 회화 작업 방식은 그림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으

며 강렬한 효과를 주었다. 욕망을 나타내는 삶의 조각 하나하나는 

평면 회화이면서도 장지의 두께감을 통해 얇은 조각의 느낌을 주었

으며, 종잇조각의 끝부분이 말려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회화의 조각

적 느낌이 더욱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레진 등의 마감

처리까지 한 장지 조각들은 마치 유리 회화조각 같은 느낌을 주었

고 이러한 장점을 살려 앞으로 조각적 회화나 아주 얇은 조각, 회화

조각 등의 개념으로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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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감 기법

 나의 작품 중 표면이 글로시하게 처리된 것들의 재료에 관해 설

명하겠다. 나는 <Desire Island> 시리즈를 시작으로 반짝이는 표면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반짝이는 효과를 주는 마감 재료 

중 가장 먼저 사용해본 것은 공업용 에폭시(Epoxy)였다. 공업용 에

폭시의 유리 같은 질감과 두께감은 어떤 마감 재료보다도 맘에 들

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된다는 단점과 장지에 적용했을 때 

종이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화 과

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는 점으로 인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재료를 찾게 되었다. 

두 번째로 실험해본 것은 아교와 백반을 섞은 반수를 두껍게 올리

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성 동양화 물감을 진하게 칠해서 작품을 제

작한 탓에 아교 용액을 바르자마자 그림이 번져버리고 말았다. 

세 번째로 사용한 재료는 소프트 겔(Soft Gel)이었다. 소프트 겔은 

어느 정도 두께감을 내면서 글로시한 표현이 가능했고, 수성이 아니

기에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정도의 매끄러운 표현은 잘되

지 않았다. 또한, 재료 자체의 황변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네 번째는 뻬베오(Pebeo)의 크리스탈 바니시(Crystal Varnish)였다. 

크리스탈 바니시는 반짝이는 표현과 균일하고 매끄러운 마무리, 번

지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 크리스탈 바니시는 붓에 물을 묻히지 않

은 채로 테레핀(Turpentine)또는 미네랄스피릿(Mineral Spirits)과 2(테

레핀 또는 미네랄스피릿):7(크리스탈 바니시) 또는 3(테레핀 또는 미

네랄스피릿):7(크리스탈 바니시)의 비율로 섞어서 쓰면 되는데, 이렇

게 사용하면 진하게 올린 채색도 번지지 않고, 투명하고 반짝이는 

표면을 얻을 수 있다. 크리스탈 바니시의 건조 기간은 터치 드라이

가 2~3일 정도이며, 완전히 건조되는 것은 6개월~1년이 걸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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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크리스탈 바니시는 여러 번 바른다고 해도 에폭시와 같은 두

께감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은 예술가들을 위해 개발된 변색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레진’이다. 이 레진은 투명하면서도 유리처럼 두

께감이 있는 표현이 가능했고 자외선 차단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작품 보존에도 정말 좋았다. 레진의 반짝이는 표면은 빛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삶과 욕망을 나

타내기에 적합했다. 레진은 주제와 경화제를 1:1 부피 비율로 혼합

해서 사용해야 하며,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고 잘 섞어 줘야 제 로 

경화가 된다. 만일 주제와 경화제가 제 로 섞이지 않았거나 비율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주제와 경화제 간의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

아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레진을 도포한 뒤

에는 기포가 많이 발생하므로 토치를 사용해서 기포를 제거했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매끄럽고 유리 같은 표면을 완성할 수 있었

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는 인과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수묵 기

[참고도판23] 레진 도포 후 토치로 마무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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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배접, 실리콘 등의 혼합매체를 사용했으며 채색 기법과 콜라

주, 마감 재료에 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전통 재료와 기

법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사람과 그들이 만든 작품에 의해 

검증된 것이며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반면 새로운 공업

용 재료들이나 표현 기법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되거나 문제가 생길

지 모르며 작업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하지만 나

에게 새로운 시도는 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실험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 안정적인 방법이 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표

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

해 점점 실패를 줄여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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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년간 제작된 나의 작

품 중, 욕망과 인과의 삶을 반복적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로 나타

낸 것들에 해 살펴보았다. 나는 현재까지 작품이 변화해온 과정과 

그 이유를 추적해보고 작품을 뒷받침하는 철학적·이론적 배경과 

함께 작품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을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되짚어

보았다. 이처럼 본 논문은 나의 작업을 이론적으로 더욱 체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작업에 객관성을 더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

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인 종교 경험과 친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으며, 삶에서 겪은 실패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밝혔다. 

즉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말, 노력이 원인이 되어 언젠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기운 보존 법칙 적,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양철학에서 오래도록 꾸준히 논의되어온 인과 개

념에 해 살펴보았고 동양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의 개념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욕망이 일어남으로써 원인이 발생하는 과

정을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통해 살펴보며 욕망과 인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반복적

인 긋기와 반투명한 이미지이다. 내 작품들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수묵으로 그린 것과 색채가 강한 채색화로 나눌 수 있는데 수묵을 

통한 반복적인 긋기에서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주로 표

현했고, 채색화에서 반복한 색선은 인과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망

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그은 먹선의 조각을 

겹겹이 배점함으로써 겹묵법을 시도하였으며, 색선의 쌓음을 통해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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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색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나의 작품을 미술사적 흐름 속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묵에서 반복적 긋기를 보여주는 서세옥, 김

병종의 그림과 채색에서 반복적인 긋기를 보여주는 이우환, 고흐의 

작품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서세옥과 김병종의 그림은 수묵의 반

복적 긋기를 통해 추상적으로 생명의 기운을 표현하며 서체적 필 

획에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점은 나의 작품과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채색화에서 반복적인 긋기를 보여주는 작가 

이우환은 평면 회화 속에 물질과 시·공간을 녹여내어 회화를 하나

의 장으로 만들었고 반복적인 선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였다. 

또한, 고흐는 반복적인 선의 표현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

망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역시 욕망의 표현을 

강렬한 색선을 통해 그리고 있으며 세상을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과의 세계로 표현하였다. 2절에서는 회화의 투명성에 해 다루었

으며 반투명한 이미지를 통해 인과를 표현하는 서도호의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투명성을 통해 인과를 보여주고 선을 

지향한다는 것에서 고려 불화와 내 작품의 공통점을 발견했으며, 반

투명한 인간의 포즈를 통해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표현 방법과 제작 과정에서는 수묵 기법과 채색 기법

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수묵 작업에서는 수묵 기법과 배접, 혼합

매체에 해 알아봤으며, 채색 작업에서는 밑바탕을 만드는 아교포

수와 본격적인 채색 기법, 한지 콜라주와 마감 기법에 관해 상세하

게 알아보았다.

나는 인간이란 무수한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현재 한 사람의 모습은 지난 수많은 시간의 결과라고 생

각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품 속에 표현되는 반복적인 선들은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원인자들을 의미하며, 색으로 표현된 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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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욕망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 것들이다. 또한, 반투명한 살구색으

로 표현된 인간의 육체는 이전에 쌓아온 원인들과 세상 속의 기운

을 비쳐 보임으로써 인간을 인과적 존재로 나타낸다. 나는 작품 속

에 다양한 시·공간을 표현해서 개개인의 삶의 조각들이 모여 세상

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나는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

고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욕망을 형상화하고

자 했으며 넘치는 에너지의 표현을 위해 동양화 물감과 분채를 더

욱 강렬하게 사용하였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지난 7년간의 작업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었

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한지 특유의 따스한 

느낌을 살린 전통 채색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며, 분채와 석채 

등 전통 채색 재료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두

꺼운 장지를 콜라주 하면서 발견한 한지의 조각적 느낌을 좀 더 연

구해서 한지의 특성을 살린 조각적 작품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본 논문에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 튼튼한 뿌리

가 되어 앞으로 나의 작업 세계가 더욱 풍성하게 뻗어 나갈 수 있

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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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sire and 

Life of Cause and Effect through 

Repetitive line and 

Translucent Image

-Focusing on My Paintings-

Han, Hyunj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concerns the context of the works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desire and cause and effect of which the ideas are 

manifested on the work by repetitive line and translucent image 

from one of my oeuvre(2013-2019). The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behind the creation of the work, as well 

as a philosophical concept and artistic theory, and further explore 

the content, distinct features, and expressive technique embodied 

in the works which encompass the aforementioned qualitie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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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udy, I anticipate to enhance the weakness and seek for 

direction in artistic pursuit for further development. 

 My life is composed based on the set of values on cause and 

effect in life that is acquired from personal experiences. I believe 

a good intention will bring a corresponding result whereas a 

harmful action comes with a cost of its own. Thus, I identify a 

human as the totality of past experiences and view the world with 

countless causes and effects. This thesis analyzes and investigates 

my work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Western and Oriental 

philosophy, and art history, and thereby reinforce the supporting 

logic and infuse the content objectivity into the work. Also, 

through a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studied collection of the 

past 7 years of work since the graduation of college, I intended to 

reveal the insight into the oeuvre of an artist in modern tim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transition and 

development within my ideology behind desire and cause and 

effect on the basis of the Western and Oriental philosophy and art 

history theory and enhance weakness to ultimately navigate the 

forward direction of artistic pursuit. 

 This thesis is comprised of five chapters and the main discussion 

in each chapter goes as follows. 

 Chapter Ⅰ suggests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creation 

of work on desire and cause and effect through repetitive line and 

translucent image and general contents related to the topic 

inclusive of the original motiv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inking. 

 Chapter Ⅱ explores the development phases of various 



128

philosophies by compartmentalizing the concept of cause and 

effect, that is the foundation of the work, based on the Western 

philosophy and Oriental philosophy, and furthermore,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work through subjective description 

on the keywords of the work, desire and causality, and the 

concept of cause and effect

 Chapter Ⅲ narrates a formative description of the understanding 

of desire and causality through repetitive line and the translucent 

image reflected on the work. Section 1 includes the depiction of 

the cause by repetitive line from the work, <inherent in the 

space> and the desire by repetitive line from the work, <What I 

am 1>. Also, a repetition of line and its meaning in the works of 

the artists, Se-Ok Seo and Byung-Jong Kim were carefully 

considered and a lustful meaning of repetitive line in Vincent van 

Gogh’s works were once again reviewed. Section 2 discusses the 

work <Human> that expresses causality through translucent image 

and addresses with the artist Do-ho Suh’s works which illustrate 

the causality interpreted from a translucent human figuration. Also, 

from the work <What I am 2> which is a representative work 

amongst my color painting oeuvre, the meaning of causality and 

desire instilled in translucent images was examined. 

 Chapter Ⅳ demonstrates the creation process of the work, 

applicable techniques, and materials. Section 1 concerns the 

techniques employed in the Oriental ink painting works from 2013 

to 2016, an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a technique of 

superposition of paper attachment, and mixed media. Section 2 

depicts the creation method of Korean color painting work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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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o 2019. First, the foundational work for the painting, which 

is the stage of sizing, more specifically called ‘ah-gyo-po-soo’ 

and Korean color painting techniques are examined, then the 

collage technique of handmade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and 

the finishing process of the work are elaborated. 

 Lastly, Chapter Ⅴ summarizes the comprehensive contents of the 

thesis and explains the accomplishment and insufficiency of the 

study, and furthermore, the enhancements and the forward 

direction of pursuit. 

Keywords: repetitive line, translucent image, cause and effect,      

           desire, life, Oriental ink painting, Korean color painting 

Student Number: 2014-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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