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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 연구 방법론 I 

- 상상력과 예술적 창의성1) 

1. 들어가면서: 상상력올 우리는 어떻채 이혜할 것인가? 

진형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질로 이해 

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창의성이라는 단어 앞에 예술적이라는 수식어라 

도 붙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편견은 더욱 공고한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과감하게 편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듯이 상상력올 그 말의 아주 광범 

위한 의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힘과 기능’으로 이해할 때 상상력은 예술 

가 등 천부적 자질올 부여받은 일부 사람에게서만 풍요롭게 발휘되는 기능 

이 아니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내재해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사실 상상력에 천부적이라는 수식어가 불게되면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 

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기에 예술가들의 자부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인식론적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합리주의 혹은 로고 

스 중심주의의 이름으로 상상력이 서구에서 어느 정도 평가 절하되어 왔으 

며 ‘유치한 인식 단계’ 혹은 ‘오류와 거짓의 원흉’으로 얼마나 배척받아 왔 

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서구에서 상상력이 그렇게 배척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상상력의 기능이 원초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역으로 증명해 준다고 나는 본다.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면적인 진 

리가 존재하며 그것올 제대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의 

뢰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합리주의는 인간의 그러한 합리주의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자리에서 왕성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보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이성의 이름으로 억압한 것 

1 이 논문은 am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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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말한다면 서구에서 일 

고 있는 온갖 분야에서의(자연과학에서의 신 과학 정신을 포함해서) 새로 

운 인식론척 혁신과 방향전환의 움직임은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인식활동 

으로서의 상상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서구에서 평가 절하되어 왔던 상상력이 어떠한 흐름과 과정 

을 거쳐 그 기능과 의미를 복권시키게 되었는가를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 

다. 단지 몇몇 상상력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자들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생산적인 결론들을 몇 가지 요약하는 것으로 상상력에 대한 의미 규 

정을 대신하기로 하자. 

첫째， 프로이트 S. Freud, 융 c.G. Jung 둥의 정신분석개 카시러E. 

Cassirer 같은 신 칸트주의 철학자， 리콰르 P. Ricoeur 같은 해석학자， 그 

리고 그 외에 엘리아드 M. E1iade, 코르뱅 H Cιorbin， 바슐라르 G. 

Bachelard 둥의 연구들올 통해 밝혀진 대로 상상력은 인식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인간 인식 활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원초적이며 인간의 개념적 

사유의 바탕에는 상상력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바슐라르를 통해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와의 은밀한 합일을 가능 

케 하는 기능을 가지며 인간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로 이끄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바슐라르가 상상력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올 통해 훌껏 예감한 것 

이며 상상력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화를 통해 상상력에 입각한 새로운 인류 

학을 정립하겠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랑 G. Dt뻐n이 밝혀낸 대 

로 상상력의 활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무한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상력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화의 작 

엽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계의 구조는 인간의 포유동물로서의 

무의식적 충동의 총위와 그러한 생물학적인 본능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적 · 사회적 환경 중 그 어느 것도 우선 시하지 않는， 말 그대로 포괄적이 

고 총체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서 그 구조는 역동적이고 상형적 

(figuratif)이며 다원적이다. 

셋째， 뒤랑의 엽적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사실들 중의 하나로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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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디onalité)과 상상력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다원적인 인간의 상상계는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 자체도 복수(複數) 

화되며 이른바 서구의 합리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합리성 중의 한 부분으로 

포섭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의 활동이라는 것도 보다 폭 넓고 일반적 

인 상상계의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활동이 된다. 

넷째， 위의 세 번 째 결론에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으로서 인간 상상 

력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는 결국 인간학 자체를 이미지 중심주의， 상상력 

중심주의로 이끌게되고 상상력에 입각한 인류학은 다원성을 바탕으로 다 

른 것에서 차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보고 또한 그 차이 너머에서 

인간이라는 종의 공통 토대를 보는 인류학， 또한 그 차이의 역동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인류학， 새로운 인식론올 낳는다. 

2. 우리는 창의생흘 어떻게 이혜할 것인가? 

상상력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인식 활동에 대해 그렇게 새로운 관점올 

채택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행해질 수밖 

에 없다. 반복하거니와 창의성올 천부적인 자질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다. 그리고 그 통념은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왜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낭만주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예술가의 창의성이 일반인들은 지니고 있지 않은 천부적인 자질로 이해되 

고 예술가가 신비스러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바탕에 

는 낭만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었다. 낭만주의 예술 운동 이전의 

예술7t， 문학가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생각올 지니고 그 

것올 표현한 사람들로 간주되었다기보다는 누구나 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 그러나 아무도 그럴 듯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었으며 프랑스 고전주의 예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다. 따라서 훌륭한 예술가는 보면적인 진실을 

일반인과 공유하고 있는 훌륭한 교양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현 

실주의자였다고 보아도 된다. 

그런데 낭만주의자들은 결코 현실을 수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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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 실재 세상에서 부재해 있는 것을 추구한다. 현실 너머를 보고 현 

실 속에 부재해 있는 것을 보겠다는 태도는 그 자체로 낭만주의자에 게 신 

비스러운 면모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독일을 중심으로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유럽의 일반적인 정신 풍토는 어떠했는가? 주지하다 

시피 독일에서의 낭만주의 운동은 당대에 풍미하고 있던 계몽주의 정신(우 

리는 계몽주의를 고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다)에 대항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계몽주의의 합리적 이성에 대항하여 낭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환상의 기능을 중시한다. 그들에게 환상은 이성적 사고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unicité) 또는 의식의 통일성올 형상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성은 세계의 불충분한 표면에 

만 머물 뿐 세계의 깊은 통일성에 대한 인식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서구의 전통적 인식에서 그에 비견할만한 것을 

찾는다면 아마 그노스(gnose)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 

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서구 인식론의 기본 교리로 채택되면서 

인간 내부에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능력이 있으며 초월적 현상과 가 

치에 대한 인식 및 표현이 가능하다는 신비주의적 그노스 사상은 철저히 

외면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탄압을 받기까지 한다. 그리고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은 그러한 신비주의적 전통과 맥이 닿아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낭만주의적 예술관올 가지고 예술 활동올 하는 사람 

들은 자연 신비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인식 자체가 전통적 신 

비주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 그러니까 인간이 지각하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진리를 찾아내는 데 인간의 본령 

이 있다고 본 그 당시의 인식 자체에 대해 선비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낭만주의자들의 예술 세계는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도 없 

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틀만의 독창적인 세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그들의 예술은 신바로 포장되고 그들의 예술을 가능케 한 것은 그 

무슨 얄지 못할 천부적 능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을 천부적인 자 

질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올 보여준다 

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찬찬히 살펴 볼 펼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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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거대한 원리 같은 것이거나 인간 

의 감각올 통해서는 절대로 지각 불가능한 존재나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 

다. 그 경우 탄생하는 것이 그노스 인식이고 종교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통시적인 위상 그러니까 언제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체적 삶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진다. 우리 존재가 항상 가변적이고 또한 우리의 인식 

이， 우리의 사회가 언제나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사리 빠져들기 쉬운 

진보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고찰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인식과 삶이라는 것 

은 언제나 온갖 가능성의 한 편린이며 언제나 그 무언가 결여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가능한 

삶과 인식의 한 부분이 주도적인 것이 되어 다른 가능성올 억압하는 현상 

이 우리의 삶에서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당한 

인식， 욕망들은 프로이트의 말대로 우리의 무의식이 되어 깊은 자아 속에 

서 꿈틀거린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소 거친 듯한 생각이 들 

지만 그러한 억압되어 깊은 자아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근원적 욕망올 어떻 

게 하던 표현하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그것의 표현올 얻은 자를 천재적 

예술가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 인간의 사회는 일면적으로는 안정올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일면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의 지속올 못 견뎌하는 속성올 동시에 지 

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사회가 단일한 가치관， 단일한 인식 

으로 어느 정도 통합된 채 그 기간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는 

거꾸로 하나의 가치관의 전제(專制)화 검열과 억압의 강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억압된 의미 욕망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자를 우리는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천재를 

이미 관습적으로 주어져 있는 의미 바로 그러하기에 이미 제한적이고 부 

분적이 되어버린 의미 너머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를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언제나 던지는 자， 인간 영혼 

에 대한 질문올 던지는 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그노 

스 인식과 사회에서 결여된 것을 꿈꾸는 인식은 동전의 앞뒤처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천재성올 그렇게 인식한다면 천재적 예술가라는 단어 앞에 이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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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할 이유가 상당 부분 감소된다. 차라리 천 

재는 한 사회의 규범적 인식의 검열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견딘 자가 된 

다. 그 검열올 견딘 자는 이미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 기호에 

의하여 굳어 버린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 약속에 의 

해서는 드러낼 수 없는 의미 그러나 자신의 내변에서는 꿈틀거리는 불온 

한 의미를 표현해내려 얘를 쓴다. 말올 달리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재 

는 기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칭을 생산해낸다. 

그렇다면 상징과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잠깐 시간을 내 

어 상징과 기호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는 일종의 약속된 코드이다. 하나의 기호는 그 기 

호를 통하여 우리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시키기 위 

해 우리가 만든 인위적 산물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한정된 의미에서의 기 

호란 하나의 기표(記標)signifiant에 하나의 기의(記意}si밍iliié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때 하나의 기호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기표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 하에서이다. 

즉 소쉬르가 말한 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호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잃意的)이며 의미를 낳는 것은 언어 체계 자체가 된다. 즉 

체계가 의미를 낳는다. 그 말은 무엇흘 의미하는가? 기호에 의하여 드러나 

는 의미는 이미 그 자체 하나의 이 세계에 대한 일정한 인식과 세계관을 

전제로 한 것임올 그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가? 의미를 낳게 하는 체계는 

그 자체 인위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체계를 만을고 사용하는 문화의 인식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시적 인식 체계는 언제나 불충분하며 언제나 또 

다른 인식(타자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이다，) 의 결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그 자체 다원적인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으며 비가시적 개념과 비가시적인 현실에 대한 열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표현하려 애쓰는 인간에게 기호는 언제나 불충분하다. 인간은 자신올 둘러 

싸고 있는 구체적 현실， 구체적 사물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말하고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용기， 두려움， 사랑， 고통， 공포 둥 단번에 구체적 

으로 보여줄 수 없는 내용도 표현하면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세계， 꿈의 세계， 초월 세계 둥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 도저 

히 구체적으로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내용까지 표현하면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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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을 말하자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 

호의 영역은 그러함 다른 표현의 영역에 바해 오히려 협소하다고 까지 말 

할수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호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의미를 표 

현하게 되는 경우 기호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기표와 기호 사이의 자의적 

성격은 현저히 약해진다.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지만 기호라는 약속된 체 

계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의미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그 의미 

를 적절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어느 정도 합당한 기표를 사용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의 극단적인 경우， 예컨대 꿈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환각의 세계， 초월 세계 동 기호의 논리성을 완전히 벗어난 

세계를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부재 

해 있는 세계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기호의 자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대 

선 기표가 의미하고자 하는 기의는 그 명확성을 상실하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 

징적 표현의 경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기호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의 차이를 요약해 설명하자면 기호적 표현은 일의적이고 그 의미가 명 

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러한 기호에 의한 소통은 약속된 코드에 의해 가 

능한 반면， 상징은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상징적 표현은 그러한 표현을 사 

용하는 주체의 세계 이해의 표현으로서 약속된 코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길게 인간의 표현 중에서 상징적 표현이 기호적 표현보다 

원초적이며 기호적 표현이라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 그 다의성을 상실하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긴 설명을 하고 싶지 않다. 단지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창의력올 지 

닌 천재를， 사회적 규뱀 프로이트의 용어를 벌어온다면 사회적 초자아라 

고 해도 될 것이다 - 에 의하여 규정된 의미 굳어 버린 의미를 만들어 내 

어 하나의 사회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인식구조(epistérne)를 강화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규정， 약속밖에 있는 의미， 그러나 자신의 내변에서는 꿈 

틀거리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자 그리하여 한 사회의 역동성 

을 발동시키는 자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천재의 표현은 필경 상징적 표현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기로 하자. 창의성은 표현 자체의 

기발함이나 참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의 자체의 새로움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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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천재의 교육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는다. 

3. 연간 교육과 창의생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변 그러한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변 인간 교육에 의하여서만 그러한 창의성 교육 

이 가능하다. 바슐라르는 한 명의 진정한 과학자를 키워내려면 지식을 가 

르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때로는 오히려 그러한 교육이 해롭기까지 

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사고하 

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근간으로 부정의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 바슐라르가 권한 방법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하여 품고 있는 

생각， 인간이 만든 인간의 사회는 언제나 불충분하며 필경 변할 수밖에 없 

다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보다 원초적인 인간의 이름으로 언제고 결여되 

어 있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창의력 교육이며 상상력 계발 

교육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다. 그때 부정되는 것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 

는 익숙한 인식， 익숙한 의미가 될 것이며 그러한 부정의 정신은 그러한 

인식과 의미에 의하여 억압되고 있는 인식， 의미를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그리고 균형 잡힌 생각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그 의미를 물을 시간조차 빼앗을 양 바쁘게 변화하고 있 

으며 표면적으로는 점차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다. 우리들은 그 현란함 

과 속도에 취한 채 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에도 벅차서 그러한 현실올 

부정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진 것이 사 

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란함 자체를 바로 다양성으로 착각하는 경향 

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앞에 참으로 다양한 선택이 놓여 있고 그 다양함 

에 그 무언가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한 

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상상력에 입각한 인류학적 정신은 그 

다양성을 표면적 현상 기호를 벌어서 이야기한다면 기표의 다양성 - 에 

서 찾지 않는다. 현상의 변화는 인간이라는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의 

변화를 의미할 뿐 그 변화에 의해서 인간 주체가 덩달아 다원화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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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다양성， 다원성은 이미 인간 내변의 욕구 마음， 정신에 존재한다. 

예컨대 세상은 현란하고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빠름 자체로 획일화 

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립을 지향하는 욕구와 

정신은 빠름을 지향하는 욕구와 길항하면서 인간 내부에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그 욕구와 만나 그 욕구를(그것올 우리는 하나의 의미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적절하게 표현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력은 영뚱하게도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균형 잡 

힌 인식과 만나게 된다. 결여된 것올 느끼고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정신 

이란 하나의 가치， 인식의 과도화를 경계하는 균형 잡힌 정신이 아니고 무 

엇이겠는가? 경계를 쉽사리 뛰어 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을 꿈꾸는 자유로운 상상력이란 실상 말 그대로 마냥 자유로 

운 것이 아니라 그 근간에 그러한 균형감각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예술뿐 

만이 아니라 자연과학， 인문과학 동의 학문 분야에서 찾아낼 수 있는 천재 

들이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그러한 균형 감각올 바탕으로 다르게 생각해 

온 사랑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며 ‘상상력에 입각한 인간학’의 교육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올 열어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균형 감각 

의 획득에 도웅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력 교육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창의력이란 어떤 식으 

로건 그러한 정신과 발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한다변 인간의 구체적 사회에서 결여되어 있는 의미와 진실 

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느냐의 교육도 필요하다. 하 

나의 기의를 적절히 드러낼 기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다시 상쟁의 

기본 성격올 벌어 이야기한다면 그때의 교육은 하냐의 상징의에 정확하게 

1:1로 조웅하는 상정태를 찾아내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의 

상정태， 즉 표현은 그 의미를 드러내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 것이면 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꼭 적합한 단 하나의 표현은 따로 존 

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신은 매체 

간의 경계를 쉽게 뛰어념을 수 있는 가능성올 지닌다. 기의를 너무 강조하 

면 침묵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의 표현 드러냄에 너무 집착하면 기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예술가의 창 

의성이다. 그러한 예술가에게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장르의 구분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자신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적합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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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장르를 택할 수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요즈음의 매체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유추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 

영상 매체의 범람 현상 자체는 인간의 근원적 의미와 욕망을 소외시키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표현해 낼 수 있는 하나의 매체적 가 

능성으로서 인간의 환경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매체라는 환경 자체의 변화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여전히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올 그치지 않고 또한 어떻게 그 근원적으로 알록달록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그 변화 앞에 능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언제나 적합한 표현올 찾기 어렵기에 언제나 불충분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의미를 표현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구체적 상정적 이미지 

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술적 창의성 교육이다. 인간 교육 

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묻게 만들고 그렇게 하여 찾아낸 자신만의 의미를 

문자 건 그림이건 영상이건 음이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를 통하여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게 가르치기， 바로 그것이 창의성 교 

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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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magination et la créativité artistique 

JIN Hyung-Joon 

GénéraJement on a tendance à considérer la créativité et 

l’imagination cornme un taJent inné. Surtout en 않 qui conceme la 

créativité 따tistique. presque tout le monde est de cet avis. 

Mais 뾰aucoup de travaux très fructueux dans divers domaines, 
c ’est-à-비re， la psychanaJyse de S. Freud, la psychologie de la 

profondeur de C. G. Jung, l'heum뼈neutique de P. Ricæur, la 

phénoménologie de 1’imagination de G. Bachelard et surtout 

l' anthropologie basée sur 1’imaginaire de G. Durand ont suffisarnment 

montré que 1’imagination est plutôt une fonction fondamentaJe ou le 

<fond cornmun> de toutes les pensées et de toutes les activités de 

l’espèce humaine. Selon eux, 1’imaginaire est présent même dans les 

O뼈rations mentaJes les plus rationnelles; la mémoire, le caJcul, la 

sClence etc. 

Mais avant tout, nous voulons souligner que les structures de 

l’imaginaire sont plurielles. A la lumière de ce vaste champ de 

l’imaginaire qui est pluriel, la réaJité est toujours un peu bloquée et 

p이없isée. 

Notre réalité ou notre société doit nécessairement avoir un champ 

de 1’imaginaire un peu refoulé ou occulté. Surtout en Occident qui a 

la longue tradition du rationaJisme cartésien, d’autres manières 

d’exprimer le sens, le desir ont été férocement refoulées 

Si une société dure longtemps avec une vaJeur, une conscience, 
nous pouvons la considérer cornme une société totaJitaire qui a la 

force de refouler et censurer les autres valeurs et consciences. 

Dans ce sens, nous pouvons considérer le génie cornme cel버 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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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cite les va1eurs, les désirs refoulés et qui réussit à exprimer 

concrètement ces va1eurs occultées. 

Un génie ne produit pas le sens q띠 devient déjà un synthème, le 

sens propre des signes bana1s, mais le sens qui est hors de sens 

propre, q띠 j려llit des profondeurs de son être, qui est un symbole. 

Donc nous pouvons conclure que la créativité ou 1’imagination 

productive n’est pas un ta1ent inné qui est hors de la réa1ité 

concrète, mais un désir profond qui a obtenu sa propre expression 

dans la vie actuelle et concrète. Dans ce sens nous pouvons 어uquer 

ou cultiver un homme qui est créatif et de beaucoup d’imag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