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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크고 작은 모순과 갈등이 있기 마
련이다. 나는 특히 갈등 상황에 있어 소수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되는 억압된 상황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의
기소침해지기도 하였다.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었
지만 작업을 통해서 저항감을 표출하고 괴로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다.
나는 ‘귀엽게’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저항감을 드러
냈다. 귀여운 이미지를 사용하는 전략은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호
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결국, 작업과정을 통해서 나는 잃어버렸던 자아존중감과 타
인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
의 감정적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는 나는 억압하는 대상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작업으로 발전하였다.
나는 2차원의 평면상에, 모든 상황에서 탈맥락화된 이미지를 배치
함으로써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
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탈맥락화한 공간은 처음에는 기존의 공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지만, 차차 나의 에
너지를 회복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나만의 공간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나는 작품의 분위기를 밝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 만화적 기호를 활
용하였고, 자유롭고 우연적인 흘리기, 번지기 등의 기법을 적극 사
용했다. 만화적 기호들은 미술사적 권위를 가진 조형질서와는 다르
다는 점에서, 우연적인 기법들은 통제되고 숙련된 느낌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의 주제의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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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현실적으로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앞으로
귀엽게 하는 표현에 있어 나의 태도와 인식에 좀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부조리, 권위, 감정, 귀여움, 소극적 저항, 자신 긍정, 권위박
탈, 탈맥락화한 공간, 만화적 기호, 우연의 기법
학번: 2010-2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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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작고 어린 것들은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물리적 연약
함 덕분에 그들의 직설적인 표현과 엉뚱한 행동들은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당황시키기보다는, 유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좋
아하는 감정,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 등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이
러한 것들을 ‘귀엽다’고 표현한다. 귀여운 것은 꼭 어린 것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갖는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귀여운 것들은 주로 물리적으로 권력관계에
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지만 언제나 권력관계의 아래에 놓이는 것
은 아니다. 부모와 아이, 주인과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처럼 귀여운
것들은 많은 상황에서 권력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게 하고 좋아하
게 한다. 권력자와 수평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 관계
의 위에 서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귀여운 것들이 갖는 힘에 큰 관
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나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많은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으로
서 비권력의 집단에 속해오면서 관계의 부조리함을 많이 느끼게 되
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당함을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하
고 좌절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크고 작은 사회구조적 모
순 속에서 당하는 불합리와 억압들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여러 가
지 시도들이 좌절된 뒤 내가 찾아낸 부조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귀여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내가 활용한 방법은 부조리와 사회구조적 모순을 ‘귀엽게’ 표현하
는 것이다. ‘귀엽다’는 것은 어린 것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귀염’의
사전적 정의는 ‘예쁘거나 애교가 있어 사랑스러움, 사랑하여 귀엽게
여기는 마음1)’이고, ‘귀엽다’는 것은 ‘보기에 귀염성이 있어 사랑스럽
다2)’는 뜻이다. 귀엽다는 말은 주로 어린 아이에게 많이 쓰지만 성

1)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저, 『동아새국어사전』-“귀염”, 동아출판, 2016
2)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저, 『동아새국어사전』-“귀엽다”, 동아출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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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여러 가지 사물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은 추상적이고 사람의 취향과 감정이 관여하는 개념이라서 정확
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이 논문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
용하는 의미로 재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귀엽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생물의 유아기적 형상
을 하고 있는 것(시각적 특징), 둘째, 유아가 행한 어설픈 행동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엉뚱한 행동에서 느껴지는
유쾌한 느낌(반전), 셋째, 어떤 것을 의인화했을 때 느껴지는 긍정적
인 느낌(나와의 공통점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중 1 개 이상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국한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내용은 3장에서 보
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귀여운 느낌을 내든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든지 귀여움은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하려는 말을 제지당하거나
강한 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방법을 써서 나는 작
업의 세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부터의 ‘귀엽게’ 표현하는 전략을 취한 작업
을 주로 들어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작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곧 주제를 살펴볼 것이다. 나는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린 사람으로서 사회구조상의 비권력층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억압과 부조리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다. 현실
세계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 시도와 억압됨의 표현들
이 번번이 실패하자, 그것들을 작업세계로 가지고 들어와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내적으로는 억압된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불만과
고통을 해소해주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유쾌한 느낌을 이끌어내는
만큼 내 스스로를 긍정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외적으로는, 피억압자로서 작업 외의 방법으로는 전달할 수
없었던 부조리에 대한 의사표명을 소극적으로나마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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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귀여움’이 작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나를 억압했던 대상을 귀엽게 만드는 것은 실제 현상에 매
몰되어 있는 나의 감정을 한 발자국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려진 대상을 받아들
이는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내가 ‘왜 귀엽게 바꾸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작업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내가 사
용한 탈맥락화된 공간, 만화적 기호, 우연의 기법은 숙련되지 않은
느낌을 가지며 작업의 분위기를 무겁지 않도록 이끈다. 특히 만화적
기호는 가볍고 이차원적이며 통속적인 느낌을 갖고 유쾌한 분위기
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특성들은 ‘귀여운’ 느낌과 더불어 미술사적
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조형질서와는 다른 느낌을 추구함으로써
그 권위에 저항하는 의미 또한 갖게 된다. 이러한 표현적 특성이 드
러난 작업들을 통해 각각의 표현방식이 어떠한 것들이고, 주제를 드
러내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작업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시작하고,
부조리한 상황과 권위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만큼 외부 담론에 기
대서 하기보다는 나의 개인적 서사와 언어를 가지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 노력했다.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적인 작업 기록을
참고로 활용하였고,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해당 주장 분야의 서적을 참고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 2009
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 정리하고 주제와 표현의 연관성에 대해
서 살펴보고 내용상의 타당성과 전달의 효율성에 대해 스스로 평가
를 내려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

- 3 -

Ⅱ. 부조리의 억압과 그 반응

1. 부조리의 억압과 통제
나는 30년간 여성으로서, 학생으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에서 경험
이 부족하고 어린 사람으로서 살아오며 많은 경우에 비권력층에 속
해왔다. 어려서는 가정과 교실과 같은 작은 집단 안에서의 비권력자
였다. 가족 구성원과 학급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매일 배우면서도 실제로는 배운 대로 전혀 실천하지 않고, 실천노력
의지도 보이지 않는 구성원들과 지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
다. 게다가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해 보려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나는 큰 좌절감을 갖게 되었다.
내가 특히 부조리하게 여긴 상황은 원리원칙을 따르더라도 집행
상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사항에 대해 소수자에게 희
생을 요구하는 상황, 그래서 자유가 억압되고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
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
어른이 된 우리 세대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
으로 빈곤한 세대3)로서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많은 부분에서
도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앞으로도 비권력층을 벗
어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여성 인권의 비약적인 향상도 당장은
기대하기는 힘들다.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된 내가 새로이 맺는 관계
들은 아주 복잡해졌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층위들은 많은 권력관
3) 지난해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처음으로 사상 감소했다. 청년 실업
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든 것
으로 분석된다.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 소비도 줄었
다.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의 출현”이라는 청년들의 자조(自嘲)가 현
실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2030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됐다」, 『경향신문』, 2016.03.0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701581&code=920100#csidx
a4bdfd1f005b9a9b7b399ebbd14fcd5 (2016.11.08.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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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모순,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킨다.
사실상 현재는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는 않
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연령, 경험, 성별, 경제적 능력의 권력에
억압받고 통제당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한다. 이는 상하수직적 권력
관계만으로 설명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조리함을
느끼며 일정부분 피해를 받고 있어도 쉽사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시
정하기 힘들다. 또는 어려서 받은 억압과 통제가 관성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나의 일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
에 비해 늘 사소한 것으로 느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곤 했다.
이러한 경험의 반복으로 나는 종종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다.
권력자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니 하고자 하는 많은 행동
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자존
감도 많이 낮아졌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으로 체력적으로도 많
이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위축된 상태의 부조리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불안감에 시달릴 때마다 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힘든 감정을 극
복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인 원이나 스프링처럼 꼬인 선
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행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안
감에 휩싸였을 때는 나의 존재, 행동, 작업 등은 모두 하찮다는 생
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온 자신 없는 형태이기도 하다.
자신 없는 동그라미는 어느새 얼굴이 되고 인물이 되었다. 어느
새 성별을 알 수 없는 아기가 그린 것 같은 인물 혹은 아기와 같은
인물이 되고 이는 어느새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무기력한 얼굴로 불안하고
초조한 나의 심정만을 대변했지만 점점 나의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
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다른 인물이 되어서 나의 조롱의 대상이 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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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화 전략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가장 잘 표현하고
쟁취하는 것은 아마 어린 아이일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심지어 울
거나 소리를 지르는 간접언어만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 아이의 요구를 큰 저항감 없이 들어준
다. 어린 아이들이 갖는 특유의 귀여움은 이것의 큰 이유 중 하나이
다. 이것은 비단 인간의 새끼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에게
도 해당될 수 있으며 어린 동물이나 심지어는 어려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고양이들은 귀여운 얼굴
로 컴퓨터의 모니터를 가린다거나 보고 있는 책 위에 앉아버리는
등의, 사실상 주인에게 방해가 되고 곤란한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
데 귀여움 때문에 고양이의 주인이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사랑해주고 고양이가 원하는 것
을 들어주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위협적이지 않고 저항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호감을 주는 방식으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는 유아적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불안감 때문에 시작된 동글동글한 낙서들은 어느 새 어린 아이를
닮은 인물이 되었다. 나는 어느 순간 이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해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호감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 그
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유아의 특유한 특성인 ‘ 귀여움’으로 무장한
인물과 분위기를 작업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억압과
통제로 인한 축소된 자아와 답답함, 의기소침함, 그리고 그로부터
온 좌절과 불안을 표현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유아화 전략은 어떤 것을 유아적으로 그리는 것에 앞서 표현하는
나의 태도를 유아적으로 바꾼 것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의 의견이 억압되고 감정이 부정되는 괴로운 상황에 빠져 가
치 판단이 어렵고, 생각의 범위가 위축되고, 불안에 시달릴 때에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모두 다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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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에 유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즉, 나 스스로를 굉장히 호
감형 인물이라고 설정한 뒤 표현하고 싶은 욕망에 대해 일부러 여
러 생각과 고려를 배제함으로써 작은 것부터 표현해 나갈 수 있었
다. 이러한 태도가 유아적으로 보이는 시각적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
고도 생각한다. 이 전략은 좌절감과 불안을 표현하고 극복하는 단계
로부터 나의 의지와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만
들어내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1>
드로잉들, 2012, 혼합재료, 가변설치

그림그리기는 치유적 효과를 가져서 당시 내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언어로 표현
하기 힘든 것을 표현하게 해주고,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감정해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4). 나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손에 잡히는
아무 종이에나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동기술적인 방법으로
낙서같이 부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
낼 수 있었다.
4) Cathy A. Malchiodi, 『미술 치료』, 최재영, 김진연 옮김, 조형교육,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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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림에 나타난 인물은 그리고 있는 나 자
신이라고 하는 편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림 2에서 이
인물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호소하는데, 만화적으로 과장
되어 거대한 눈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성인 간
의 관계에서 생기는 긴장감이나 계산 등이 제거된 사심 없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무해한’ 표정은 귀여움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작업 안의 인물은 무성(無性)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젠더를 지움으로써 젠더가 주는 고
정관념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의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대
해서 다루는 만큼, ‘감성적,’ ‘감정적’이라고 자주 단정 지어지는 여성
성을 지우고 이것을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의 문제로 환원시키
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림 2>
반짝반짝, 2012, 캔트지에 연필, 54.5*78.8(cm)

귀여운 모습을 빌어 나의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
시작하여, 유아화 전략은 귀여움을 무기로 보호, 무장함으로써 자유
로운 발산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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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는 남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재미
있고 즐거운 상태이다. 나는 이러한 전략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부분 우울과 불안을 극복해낸 뒤 조금 더 주
관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할 수 있었다.
유아화 전략을 사용하여 억압으로 인한 내 안의 불안과 외부에 대
한 불신을 극복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내 자신 확인하기
유아화 전략으로 한 작업들의 당초의 목표는 ‘내 자신의 확인’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억압과 통제의 경험으로 인한 무기력함은
나의 자아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점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불안
감을 느끼게 하였고, 나 자신과 외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그림 3>

<그림 4>

투명 창자, 2011,

심장이 있는지 확인할거야, 2011,

판화지에 리놀륨컷, 55.0*45.0(cm)

캔버스에 유화,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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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
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와 그 즉각적 결과물 앞에서 내 자신이 여
기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었다. 드
로잉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은 신체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으
로 발현됐는데, 입술을 세게 깨물기, 손톱으로 살 누르기, 주먹으로
벽 치기 등의 행위로서 나타났고, 그렇게 고통을 느낌으로써 신체의
안녕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신체적 감각은 이후에 작업에도 활
용되었다.
그림 3, 4는 내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없는 내장기관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그린 것이다. 그림 3은 창자가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상상하면서 손으로 만져서 그것의 촉감과 부피를 확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린 것이다. 불안한 마음이 강하게 들 때에는
내가 없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신체가 투명해져서
대기 속에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작업은 어떻게든 없어지
지 않으려 하고, 시각적으로 투명해지더라도 남아있는 부피감과 질
감으로 나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린 것이다. 작업은 짧은 터
치감의 커팅덕분에 점선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 공간은 프레스의 힘 때문에 요철이 생겼다. 그림 4는 심장
이 뛰고 있는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을 그린 것이
다. 그림 3과 마찬가지로 내 신체의 안녕과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자
꾸만 들던 시기의 작업이다. 과연 내 장기들이 제대로 위치하고 있
는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배와 가슴 너머로
장기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하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안의 인물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입
안으로 손을 넣어 심장을 만져보고 있다. 흐릿하게 지워진 눈은 인
물의 불안한 심정을 드러낸다. 판화의 요철이나 유화의 마티에르같
은 촉각적인 느낌이 강조되는 것은 시각 외의 다른 감각을 통해서
도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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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내가 여기 있다는 외침

<그림 5>
S.O.S, 2011, 캔트지에 혼합재료, 193.0*130.0(cm)

내 스스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불안감이 줄어든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양상으로 작업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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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누군가’는 실제로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타인’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타자화된 나’이기도 하다. 내 자신을 확인하는 단계에
서는 나와 힘든 감정이 한데 뒤섞여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직시
하지 못했던 반면, 나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는 이미지를 통해 나와
나의 문제들을 분리해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진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6>
S.O.S, detail

비권력자로서 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겪고 좌절감
이 심할 때는 어떠한 나의 의지도 표현하고 싶지 않고 안으로 불안
감만 키워왔지만 그림을 통하여 힘든 감정들을 해소한 뒤에는 조금
씩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표현할 밑바탕을 만들어냈다.
의견이 무시당한 자의 입장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으려 기
대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예
단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뤄야한다는 강박이 컸다. 그러나 어떤
일을 모두 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타인
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타인과 함께 연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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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다. 이 생각을 즉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어려
운 일이었다. 그래서 내 나름의 실천이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
아화 전략을 통해서 그림이라는 장 안에서 말문을 연 것이다.

<그림 7>
우주여행, 2014, 캔트지에 연필, 수채, 40.0*54.7(cm)

그림 5, 6 과 7 안의 주인공들은 어디엔가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안에 다른 인물도 없는데, 혼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고립된 인물은 반복된 거절로 인해 좌절하여 외로움과 불안감을 겪
고 있는 나 자신이다. 똑같이 혼자 있지만 홀로 독백과 같은 행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림 3, 4 (p.9)와는 다르게 어딘가 있을지도 모
르는

타자에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5 (p.11), 6의 인물은

바다의 파도를 상징하는 파란색의 꼬불꼬불한 선 사이에 위치해 있
다. 가로 193cm, 세로 130cm의 작지 않은 크기의 종이에 그려진 파
란색 선과 인물은 흐린 선으로 그려져 있어 한 눈에 인물을 찾아보
기 힘들다. 흐린 드로잉은 그림 3(p.9)의 내용과 같이 존재감이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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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나와 나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눈물이나 토같은 것
이 얼굴에서 나오거나, 불안한 느낌의 얼룩, 얼굴을 가리는 선이나
X표같은 부정적 기호 등은 등장하지 않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것은
나의 심리적 변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인물이 입 안에
서 점선과 노란색 덩어리로 표현한 외치는 소리를 내고 있다. 우주
는 암흑물질로 가득 찬 적막한 공간이다. 화면에는 지구도 있고 별
도 있고,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도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벌견할 수는 없다. 인간은 만나 볼 수 없고 어두운 우주공간
안에서 날아가는, 인물이 혼자 탑승해 있는 우주선의 공간은 이중밀
실로 인물의 적막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인물은 창문 밖으로 어떻게
든지 무언가를 외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p.8)도 이 단계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데, 눈빛으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에서의 행동 변화는 나의 존재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존재감의 회복으로 나의 의미, 문제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타인과 공유하기를 원하게 된 것
이다.

③ 나의 일상 이야기 하기
외로움이나 불안 등의 감정을 충분히 다룬 후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그림에는 고립되어 있는 인물만이 아니고 여러 인물과 다른 소재들
을 함께 그려졌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외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이나 타인의 인정,
내가 있음을 알아봐 줌 등을 원했다면 거기에서 조금 발전하여, 내
자신의 독립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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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생각-지하철에서, 2011, 판화지에 혼합재료, 75.9*96.0(cm)

그림 8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인물은 다른 인물
들과 눈 맞추지 않고 입에서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다. 이 작업은 일
상생활에서의 나의 망상적 생각을 보여준다. 이 인물의 머리에서부
터 시작된 노랗고 파란 덩어리는 이 인물의 생각인데 이 안에는 다
른 인물, 병아리와 음표, 검은 얼룩 등이 두서없이 배치되어 있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생각은 여기 저기
로 흐른다. 유아화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꼭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자유롭게 늘어놓으면서
좀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림 안의 인물도 타자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에서 본인이 주체적
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림 9의 인물은 망원경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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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서 누군가를 보고 있다. 앞선 그림들의 인물들이 약간 구부정
하게 서있거나(그림 3, p.9) 무릎을 꿇은 것 같은 불편한 포즈(그림
4, p.9)를 취하고 있는 것 또는 손을 흔들어 과하게 자신을 보게 하
려는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리고 정면으로 화면 밖의 타인을 바라보며 불쌍한 표정을 짓는 앞
의 그림과는 달리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며
심지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있다. 혼자서 벌벌 떨거나 남에게 일방
적인 도움을 청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망원경, 2014, 캔트지에 연필, 색연필, 27.7*36.2(cm)

사용하는 매체에 있어서도 행동의 적극성이 달라졌다. 불안함 때
문에 밀폐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낙서를 끄적이며 당장 닥친 감정
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에서의 커다
란 크기의 작업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그림 10에 등장하는 인물
은 앞선 것들의 동글동글한 형태들과는 다르게 뾰족뾰족한 형상을
취하고 있으며 표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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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바닥드로잉, 2014, 아스팔트 바닥에 분필, 가변크기

3. 상상의 복수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루고 나서는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에
서 나아가서 주변의 현실적인 부조리에 대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권위의 대상들에 대한 나의 감정을 조금씩 드러
내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름붙이자면 ‘이미지 공격’이라 할 수 있는
데, 권위적인 대상에게 그것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씌워서 권위를 깎
아내리거나 무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첫 번째로 복수하고자 했던 대상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들
은 나라의 남성 어른으로서 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
성들은 대체적으로 권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가 남성5)이고
5) 연합뉴스가 '국제의회연맹(IPU)'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전체
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49명(16.3%, 8월1일 기준)에 그쳤다. 이는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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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예남성6)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많고 경험도 나보다 많다고 믿어지며
국가에서 부여한 공식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
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탐욕스
러우며 비도덕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다. 이들은 모든 차별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남성, 소위 말하는 ‘어
른, 어르신’,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자를 대표하여 나의 상상 속의 복
수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 11>
싸우기, 2009, 캔버스에 오일스틱, 45.5*53.0(cm)

국가 전체의 여성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며,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치(19.0%)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국 여성의원 비율, 190개국 중 111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07.15(2016.11.08.접속)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07/story_n_8097536.html
6)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제(家父長制)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남성화'한 여성을 의미하는 신조어 표현
『네이버 지식in 오픈국어』-“명예남성”(2016.11.08.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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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싸우기, 2009, 캔버스에 오일스틱, 45.5*53.0(cm)

이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통해 나의 작은 복수를 하는 것이
다른 많은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많은 사람의 공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회 선진화법7)(2012년)
이전의 국회의원들은 특히 나에게 큰 조롱거리였다. 무슨 일만 있으
면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굉장히 우스꽝스
럽게 느껴졌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어쩐지 몸싸움은 많이 해보지 않

7)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
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우러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
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김환표, 『트렌드지식사전』, 인물과사상사, 2013,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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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 같은 고학력자들에 몸싸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이의 사람
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나라의 어른’, ‘우리나라를 대표하
는 사람들’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잠잖은 옷차림을 하고 나와서 그들
의 의젓한 ‘말씀’과 ‘훈계’와는 정 반대인 몸싸움을 하는 모습은 너무
나 우스웠다.

<그림 13>
싸우기, 2009,
캔버스에 오일스틱, 45.5*53.0(cm)

<그림 14>
싸우기, 2009,
캔버스에 오일스틱,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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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국회의원의 시리즈는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서 찾은 이미지
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화면에서의 인물들은 단순하게 표현했고 모
두 무표정으로 처리했다. 배경 또한 어떤 공간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색면으로 처리했다. 나는 이 일련의 그림을 통해 신문
이 가진 아우라를 지우고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싶었다.
표정을 지워서 그들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게 했고 신체묘사도
단순화하여 큰 움직임만 보이도록 했다. ‘무표정’이라는 것은 공식적
이고 진지한 상황에서의 표정으로 사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지었어
야 할 표정에 가깝다. 이들이 싸우며 짓고 있는 다양한 표정을 지우
고 익명의 무표정을 넣음으로써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조롱하고, 이 사건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다. 대신
제목을 통해 ‘싸우기’라는 단서를 던져주었다. 이 작업들은 단독으로
보다는 시리즈물로 존재한다. 여러 장면을 두고 보면 어쩐지 어디선
가 본 장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장면들의 정체를 알아내
길 기대했다. 이미지를 보고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변형시켜 관람자가 시간을 두고 지켜 본 뒤 알아
보게 함으로써 날것의 신문 이미지에서 주는 진지함을 걷어내고 그
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내가 두 번째로 무력화하고자 했던 대상은 ‘죽음’이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가장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죽음은 꼭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함으
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감정들도 의미했다. 내 몸의 장기들이 멈
춰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것, 잊혀지는 것, 나의 의지를 원하는 대로 관철시킬 수 없다는 무
력감 또한 죽음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나의
감정적 문제의 끝에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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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바니타스, 2012, 캔버스에 유화, 65.1*90.9(cm)

내가 생각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어떤 현상의 끊어짐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주관적, 추상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개인
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죽음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변형하여 친숙하
고 가벼운 느낌으로 바꾸려 시도했다. 친숙한 느낌은 동시에 나에게
편안하고 쉬운 것이 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치워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드로잉을 통해 나와 엉켜있던
불안감을 분리해낸 것과는 반대로 죽음에 대해 그리고 파악하는 과
정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은 걷어내고 죽음에 대해서 직시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권위적인 죽음에 친숙하고 귀
여운 이미지를 입힘으로써 그를 무화시키고, 전에는 마주보기도 힘
들었던 이 대상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죽음과 관련한 이러한 시도는 바니타스의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바니타스가 죽음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린 것이고 죽음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해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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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재가 등장하는 만큼 내가 죽음을 나타내려한다는 전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있던 나는, 처음에는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다루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지만, 가볍게 생각하려 노력
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설득하여 그림
16과 같이 점점 더 가볍고 유쾌한 이미지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해골’은 일상생활에서도 캐릭터나 패턴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미
지라서 바니타스에서의 죽음의 상징에서 일상적인 느낌의 평범한
오브제로의 나의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 16>
핑크 해골, 2013, 캔버스에 유화, 130.3*162.2(cm)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인생의 끝에서 공평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한 ‘관계에서의 잊혀짐’으로서의 죽음
또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지를
발랄하게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의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힘들 때에 죽음이 그 감정들을 증폭
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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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 속의 두려움을 강화하는 허상에게 복수하
고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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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여움’의 힘
소위 ‘귀엽다’고 표현되는 유아적인 특성은 나의 작업에서 가장 핵
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내 작업의 전반적인 태도이기도 하고 작업
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기도 하다. 귀엽다는 말은 특정 생김새에 반
응하여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서론에서도 밝혔
듯이 이 단어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여 이 논문에서 사
용하고자 한다.
첫째, 생물의 유아기적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곧 아기의 형상을 하
고 있는 것을 귀엽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귀여움’에 관한 가장 객
관적인 기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귀여운 것은 큰 머리, 높고 튀어
나온 이마, 크고 아래쪽에 위치한 눈, 살찐 볼, 작은 코, 입, 턱, 짧고
두꺼운 사지, 포동포동한 몸 등으로 특징 지워 진다8)9). 이러한 특징
은 작은 몸집과 함께 둥글둥글하며 둔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특징
들은 비단 어린 생물에게서 뿐만 아니고 무생물에서도 그런 느낌을
느끼게끔 한다.
예를 들어 ‘귀여운 자동
차’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1은 귀여운
느낌으로

인기가

많은

BMW사의 미니 쿠퍼 클래
식이다. 이 차는 다른 자동
차들보다

작고,

뭉툭하며

자기 차체에 비해서 큰 라
<참고자료 1> BMW mini cooper classic

이트를 가지는 등의 특징

8) Sherman, Gary D., Jonathan Haidt, and James A. Coan. “Viewing cute
images increases behavioral carefulness.”, Emotion 9.2 (2009): p.282.
9) Glocker, Melanie L., et al. “Baby schema in infant faces induces cuteness
perception and motivation for caretaking in adults.” Ethology 115.3 (2009):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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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마치 생물의 유아기에서 느끼는 듯한 귀
여움을 느낀다. 이러한 시각적인 특징은 귀여움의 가장 큰 요건이
다.
둘째, 유아가 행한 것 같은 어설픈 행동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엉뚱하고 어설픈 행동(반전/괴리감/의외성)에서
느껴지는 유쾌한 느낌을 귀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느낌은
언제나 귀여움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맥락에서만 귀여
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 괴리감과 의외성은 주로 원래 주체가 갖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호랑
이는

종이박스를

보면 그 박스가 몸
에 맞지 않는 것일
지라도 몸을 그 박
스에 욱여넣으려고
한다(참고자료2) .
사실 박스에 들어
<참고자료 2> 박스 안에 들어간 호랑이들

가려는 행동은 고

양잇과 동물들의 특징인데 최상위 포식자인 사나운 성질의 호랑이
가 몸에 맞지도 않는 박스에 몸을 넣고 뒹구는 행위를 할 때 의외
성이 느껴지면서 귀여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대상이 공격적이지 않은 특정 행동을 할 때 앞서 느낀 그 대
상에 대한 감정적 부담이 해소되며 오히려 더 가볍고 홀가분한 감
정으로 급변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셋째, 어떤 것을 의인화했을 때 느껴지는 긍정적인 느낌(나와의
공통점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을 귀엽다 할 것이다. 인간은 자
신과 닮은 형상에 더 큰 호감을 보인다. 영국의 동물학자인 데즈먼
드 모리스가 4세부터 14세까지의 영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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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동물의 인기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특징의
수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의인화는 기본적으로 인
간이 아닌 것에 인간의 모습을 씌우는 것으로 나와의 공통점을 갖
게 한다는 점에서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동물 캐릭
터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첫 번째
나 두 번째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 긍정적인 느낌을 줄 때 나는 귀
여움을 느낀다.
나는 본 논문에서는 이 중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국
한하여 ‘귀엽다’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일본어에도 ‘귀엽다’와 같은
뜻을

지닌

단어로

‘카와이

(かわいい|kawaii)’가 있다. 카
와이는 무라카미 다카시(むら
かみたかし | 村上隆)나 요시
토모 나라(ならよしとも)같은
작가들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
해서도 많이 사용된 일본의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인
데, 이는 ‘얼굴 붉힘’의 뜻을
지닌 감정의 형용사 ‘카와-하
유시

(かわはゆし|

kawa-hayushi)’에서부터

<참고자료3>

왔

YOSHITOMO NARA

다. 현재는 아기, 어린이, 어

Untitled, 2008, 보드에 아크릴,

린 동물들에게서 전형적으로

231.1*186.7*12.7(cm)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이야기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11)
10) Desmand Morris, 『털없는 원숭이』, 김석희 옮김, 문예춘추사, 2006, p.300
11) Nittono, Hiroshi, et al. "The power of kawaii: Viewing cute images
promotes a careful behavior and narrows attentional focus." PloS one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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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시토모 나라의 작업을 설명할 때는 카와이와 함께 ‘어쩐지
기분이 나쁨,’ ‘까닭 모를 무서움’의 뜻을 지닌 ‘부키미 (ぶきみ
|bukimi)’라는

단어를

함께

쓰기도

하는데12)

이것은

영어의

‘uncanny’나 ‘ghastly’ 즉, ‘이상한, 묘한’, ‘섬뜩한, 기분 나쁜’ 등의 뜻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내가 정의한 귀여움의 첫째와 둘
째 의미에 각각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반
대된 이미지와 행동의 거리감에서 귀여움을 느낀다고 했다면, 부키
미가 이상하고, 섬뜩한 느낌을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시각적으로
귀여운 대상에만 한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4>
YOSHITOMO NARA
Pyromaniac Day and Pyromaniac Dead of Night, 1999. 캔버스에 아크릴. 각
각 120*110(cm)

요시토모 나라의 인물과 동물들은 귀여운 모습으로 어른들의 문제
와 걱정을 떠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13). 그의 작업 속에 등
장하는 귀여운 인물들과 동물들은 현실세계에서도 귀여움을 받는
(2012): e46362.
12) Lunning, Frenchy, 『Fanthropologies』, UniversityofMinnesotaPress, p.16
13) Federico, Cherie, “Reality is what you make it”, Aesthetica,
August-September, 200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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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이다. 그리고 그는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무해한’ 귀
여움을 만들어 내기위해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나의 귀여움과 그의 귀여움은 차이를 보인다. 나라의 귀여움
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 시각적 표현의 매개라고 한다면 나의 귀여
움은 표현의 무기(武器)에 가까운 것이다. 나는 귀여운 표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내가 표현하기 좋
은 환경으로 만든다든지, 귀여움을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 덮어씌워
서 그 대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나라는 무해함을 강조하기위
해 어린 아이 중에서도 여자 아이를 선택하고 있지만 나는 귀여움
이 무해함을 가장하여 작게나마 저항하게 하려고 하고, 그 저항 중
에는 성차별적 갈등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성을 배
제하고 있다.
나는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
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생김
새를 가진 인물을 등장시키기
도 하였고, 그 인물을 그릴
때 어린 아이들이 하는 방법
을 사용해서 그리기도 하였
다. 처음 인간의 형태를 그리
는 어린이들은 손에 힘이 충
<참고자료 3> 세 살 아이가 그린 그림

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간결
하지 못한 중첩되고 구불구불

한 선을 사용한다. 형태적으로는 아주 단순화된 동그란 얼굴과 얼굴
에서 뻗어 나오는 팔 다리 등의 기이한 신체를 그리기도 한다(참고
자료 3). 나는 이러한 아이들의 그림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귀엽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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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글루미 베어

귀여움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어떤 표현도 부담 갖지 않
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때로는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
더라도 그것이 주는 독특한 시각적 아우라 덕분에 무섭게 느껴지기
보다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반대되는 생김새와 행동 덕분에 사랑
을 받은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인
모리 책(森チャック)의 ‘글루미 베어(gloomy bear)’이다. 글루미 베
어는 어려서 구조되어 한 소년이 키웠다는 설정의 캐릭터인데 성체
가 되어서는 주인인 소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인다. 이 이미지
는 다소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글루미 베어의 귀여운 얼굴 때문에
그 느낌이 상쇄되고 다른 차원의 매력이 느껴지게 된다.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 조차도 만화적인 단순한 표현 때문에 충격적이기
보다는 기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다수
의 사람들이 나의 표현에 위협을 받는다거나, 단박에 나를 거절하거
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요시
토모 나라의 귀여움도 글루미 베어가 가진 매력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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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주관적으
로 변형했을 때에 원본의 이미지와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주관적으
로 바뀐 이미지 또한 우리가 기표로서 알아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것으로서, 변형된 이미지는 자신만
의 독특한 아우라를 갖게 된다. 나는 이렇게 변형을 통해 어떤 것이
원래 갖는 성질과 그것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감정이 서로 어느
정도 분리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에게는 그 분리가 잘 이루어져
내 감정이 심하게 이입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그림으로써 그 감
정으로부터 한발자국 떨어뜨리기에 매우 좋았다. 그림 4 (p.9)는 감
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림 4는
불안에 떨며 심장을 만져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가, 괜찮은가
에 대해 답하기 위해 심장을 만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하는 아바타적 인물과 그의 행위를 그림으로써 불안과
신체기관을 만지고 싶은 욕망을 ‘나’로부터 분리해 낼 수 있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나는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이 곧 나는 아니다’라
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의 감정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었다.
억압된 감정과 어떤 대상에 고착되었던 내 감정을 떼어내는 일은
나를 억압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리고 귀여운 이미지를
사용하면 생겨나는 느낌은 나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적극적으
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자신을 긍정하는 힘
이미지는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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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 ‘글루미 베어’처럼 그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실제 행동이
나 본질보다 앞서서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미지를 귀엽게 함으로써 먼저 얻어진 결과는 바로 나를 긍정하
는 힘을 얻은 것이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억
압된 감정으로 인해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으로 고통
스러웠는데 드로잉으로 표현하면서 나와 나의 감정을 분리하고 스
스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고, 특히 귀여운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써 내가 그린 대상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사례는 Ⅱ-2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
분이 많아 생략하고 여기서는 그 이후의 나 자신의 긍정적 에너지
를 이끌어내는 예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나는 귀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안정한 상태, 이상적
인 관계 등을 나타냈다. 일단 귀여운 이미지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들게 했다. 귀여움은 익숙한 것이고 무해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평면 안에서만 존재하는 나의 귀여운 이미지
들은 나에게 내가 얻고자 하는 안정감과 행복감 등에 상상력을 더
욱 부여해 주었다.

<그림 17>
안아주기, 2012, 판화지에 우드컷, 35.5*5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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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는 어린 아이들의 그림을 흉내 내어 귀여운 이미지를 만든
작업이다. 끝이 맞지 않는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얼굴, 얼굴에서 뻗
어 나온 팔, 똑같이 생긴 생김새 등을 이용해서 만든 귀여운 느낌은
어린 아이들의 그림이 갖는 귀여움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이 겹쳐있는 것을 잘 그리지 못하고 정면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그
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활용하였다. 인물들은 약간 떨어
져있고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이지만 사실적 묘사와는 거리가 멀게
각자 정면을 바라보도록 그렸다. 이는 두 인물이 껴안고 있는 모습
인데, 양 팔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모습 대신 비현실적으
로 늘어난 기다란 팔이 서로를 감고 있는 것으로 그렸다. 타인과 의
심 없이 껴안을 수 있고 사랑받고 싶은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불안
과 좌절에 휩싸여 있을 때에 힘들다고 생각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18>
물방울, 2011, 판화지에 석판, 실크스크린, 45.0*55.0(cm)

그림 18은 물방울에 갇혀서 놀고 있는 인물을 그린 것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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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그리는 방법을 활용하긴 했지만, 테크닉적인
부분보다도 실제 귀여운 것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
림으로써 귀여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인물들은 조금 불편하고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몸짓은 어른이 되어서는 특정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거의 취하지 않는 동작들인데, 어린
아이들이나 고양이의 동작을 참고하여 그린 것이다. 엉뚱하고 조금
은 기괴한 동작들 또한 귀여움의 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
여운 느낌을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했다.
이 작업에서 물방울은 나를 빈틈없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어떤 공
간이나 힘을 뜻한다.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안전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공간이다. 마치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보호를 받
아 즐겁게 지내는 것과 같이 나의 안전한 공간을 설정하고 재미있
게 지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다.

2. 권위를 박탈하는 힘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뒤에 감당할 것들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에게 생긴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도 그 후에 처
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하물며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높은
위치에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생긴 것이라면, 더더욱 뒷감당은 어려워진다. 누군
가를 탓해 공격당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귀여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한 대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한 만한 위치까지 끌어내리거나 아예 중요치 않은 것으로 만들고
자 하였다. 또한 귀여운 이미지는 그리는 것 자체가 유희고 즐겁기
때문에 표현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내용을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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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나의 책임감을 덜어주고 이미지와 내용이 가질 수 있는 공
격성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꿔 주었다. ‘다른 성질’이라 함은 더
유한 것이 될 수 있고 유머러스한 것일 수도 있다. 귀여움이 공격의
에너지를 다른 ‘공격적이지 않은’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림 19>
화산 폭발, 2011, 캔버스에 유화, 80.3*100.0(cm)

앞서 밝힌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
다. ‘권위박탈’은 결론적으로 나의 불만 사항을 불만을 제공한 대상
에게 말하기 위함인데, 이 시작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내가 스스
로 쌓아온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림 19에서는
그 동안 내가 쌓아왔던 분노의 폭발을 보여준다. 화산은 자주 분노
의 비유로 사용되곤 하는데, 그러한 화산을 의인화 하여 머리가 터
지는 분노를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긴 시간동안 거듭된 무시와 좌절
로 인해, 억압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지만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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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며 내 마음 속에서 털어내야 할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림 20>
토끼가

웃겠다,

2014,

캔트지에

색연필,

25.2*28.2(cm)

그림 20에서는 캐릭터화한 토끼 세 마리가 입을 가리며 웃고 있
다. 여기에서 입을 가리고 웃는다는 것은 웃긴 상황에서 예의를 갖
추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의도치 않은 웃긴 상황에 대해서 웃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토끼는 귀여움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인데, 생김새도 귀엽지만 초식동물인 점과 피식자인 점 때
문에 이 작업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 귀엽고 약한 토끼가 비웃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상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나는 비
웃고 있는 상황이지만 귀여운 이미지 덕분에 내가 원치 않는 불쾌
한 부산물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을 기대했다.
귀여운 것으로 나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
조리에서의 부적절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나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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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입할 수 있는데, 비웃고 싶은 것을 토끼를 통해 비웃음으로써
나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나의 감정이 이입된 귀여운 이미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
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아닌 것에 귀여운 이미지를 씌우
는 것은 본래의 것과 이미지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본래의 것이 가
지는 특성, 특히 여기에서는 권위를 박탈 또는 무화 시킨다.

<그림 21>
악당들-3, 2012, 판화지에 리놀륨컷, 20.0*20.0(cm)

그림 21은 2011년에 죽은 세 명의 악명 높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
서 다룬 것이다14). 귀여운 이미지로 변화된 ‘악당’은 신문지에 인쇄
된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는다. 나는 인물이 누구
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성은 살렸지만 귀여운 느낌을 강조함으로
써 원래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제거하고 보는 사람으로
14) 201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5월), 리
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10월), 북한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12
월)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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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이 인물에 대한 의견을 조금이나마 주체적으로 가질 수 있
도록 시도하였다. 제목을 ‘악당’ 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었는데 이는
귀여운 이미지로 바꾼 것과 더불어 과연 이 인물이 ‘지금 신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악당일까?’ 하는 의문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림 22>
후레이, 2011, 캔트지에 혼합재료, 15.2*15.1(cm)

나는 귀여운 이미지를 통해 신문 이미지가 갖는 아우라를 무화시
키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신문은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매체이다. 나는
신문에 대해 어려서부터 ‘아빠(가부장)가 읽는 것’, ‘사장님(기관의
장)이 보는 것,’ ‘지식인이 읽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읽는 것’ 이라는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신문은
거기에 등장하는 대상을 점잖거나 신화적으로 포장해주기도 한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수성 덕분에 없던 품위가 생기거나 별 것 아
닌 행동이 중요하게 보이게 되기도 한다. 내게는 신문이 갖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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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우라를 지워내고 싶은 마음 또한 있었다.
그림 22의 이미지는 세계 정상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을 오려서 이
미지만 따로 떨어뜨린 뒤 얼굴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만화 같은 표
정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얼굴은 내가 드로잉에서 인물을 그릴
때 자주 그리는 표정으로 바꾸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눈과
새끼 새의 주둥이같이 생긴 입을 가지고 있다. 원래의 이미지는 예
의를 차린 의복과 표정의 인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다소 딱딱해
보이는 이미지였지만 수정액과 새로운 얼굴 표정으로 만화같은 느
낌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즐거움의 표시로 지르는 소리인 ‘hooray’
라는 단어를 써 넣음으로써 마치 일상적인 만남에서의 즐거운 시간
인 것 같은 분위기로 바꾸어 보려고 하였다.

<그림 23>
동료의 죽음, 2011, 캔트지에 혼합재료, 26.9*32.7(cm)

그림 23에서는 어떤 사고로 인해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들이 망연
자실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잘라 가공하였다. 신문
에서 누군가 죽는 일은 너무나 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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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접하는 누군가의 슬픈 소식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도 한다. 나는 이 건조한 느낌을 좀 더 감정적으로 만들고자 하였
다. 소방대원들의 얼굴을 모두 지우고 만화적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그려 넣었다. 소방대원들이 실제로는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 아래 눈물을 상징하는 물방울을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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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느슨한 표현

1. 탈맥락화된 공간
나의 작업에서 많은 그림들이 배경 없이 가운데에 이미지가 등장
한다. 판화의 형식을 취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방에 여백을 갖는
데, 이에 덧붙여 가운데 위치한 이미지 안에서도 많은 여백을 가지
고 있고, 드로잉들 또한 배경을 많이 남기고 가운데에만 이미지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작업 안의 공간은 3차원의 공간을 평면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
라 많은 경우 처음부터 2차원의 공간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
서 배경을 여백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가지 색으로 처리
한다든지 패턴으로 처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림 안의 소재들
의 크고 작음은 원근법적인 규칙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소재의 중
요도나 화면의 균형에 의해 설정된 것이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불안한 감정이나 상상의 복수 등 추
상적인 개념인데 이것들은 어떤 장면을 가지고 있다거나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적인 형상을 2
차원의 화면에 현실감 있게 집어넣는 방법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
다. 나는 머릿속에 그리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즉흥적인 방법으로
빈 화면에 이것들을 쏟아 놓는데, 그것들이 직접적 경험에 의한 기
억에 의해 생겨난 이미지가 아닌 만큼 실제 공간의 느낌과는 다른
느낌으로 화면에 재현된다.
공간과 배경을 없앤 것은 작업 속 이미지를 모든 외부 상황에서
탈맥락화하고 나의 의지만이 있는 닫힌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내
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권위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화면을 그러한 공간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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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그려 내려간 이미
지를 통해 생겨난다.

<그림 24>
드로잉, 2011, 캔트지에 연필, 색연필, 54.5*78.8(cm)

<그림 25>
불안한 마음, 2012, 캔트지에 연필, 54.5*78.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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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맥락화한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배경은 처음에는 빈공간이나 타
인의 공간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서 시작해 점점 나만의 공간/배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인다. 나는 나만의 공간/배경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감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주제의 작업들을 시간 순으로 살펴볼 때, 선행하는 작업들은
실제로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에 진행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시
기의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여백이 많이 있다. 이는 내 이야기를 하
는 장으로서의 화면을 운용하는 데에 소극적인 나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도 많은 것을 말
하지 못하고 지금의 심정, 힘든 상태만을 혼잣말 하듯이 겨우 이야
기한 것이다. 그림 24과 25는 이의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24는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그려낸 것이고 25는 우울한
마음의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24의 오른쪽에는 커다란 손이 있고 그 사이에서 물방울이 사
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물방울을 맞고 있는 인물들은 각자 어떤 행
동을 하며 입이나 눈에서 무엇인가를 내뿜고 있다. 큰 손 바로 옆에
있는 인물은 머리에 검은 나무를 이고 있고 인물 아래에는 꼬불꼬
불하게 꼬인 선이 있다. 검은 나무는 우울하고 무거운 감정 또는 두
려운 감정을 나타낸다. 이 나무는 오른쪽의 커다란 손 사이에서 나
오는 물방울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꼬불꼬불 엉켜있는 선은
인물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다. 제일 왼쪽의 인물 아래 있는 신경
질적으로 삐죽삐죽하게 그어진 선도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 인물이 들고 있는 바람빠진 풍선같은 물체, 가운데의 앉아있는
인물의 얼굴 위에 그려진 X표, 군데 군데있는 문질러진 연필 얼룩
은 모두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우
울한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닫힌 공간 안에 나의 속내를 조금이라

- 43 -

도 꺼내놓기에 급급하였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불안한 감
정과 불안한 나의 상태 외에는 아무 것도 그리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여백을 갖게 되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화면 속에 털어놓는 것은 실제로 힘든 상태
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최근의 작업들에서는 배경을 백지로
남겨두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나는 그림 안의 공간을 하고 싶은 말뿐만 아니
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 넣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것들
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
다. 나의 힘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그림 26은 앞서 언급한 그림 24, 25(p.42)와 같이 똑같이 불안한
정서를 나타낸 그림이다. 불안의 덩어리는 해골이 쌓인 어둡고 흘러
내리는 숯과 앙상한 나무, 푸른 하늘 위를 날아가는 전투기, 흘러내
리는 토끼의 얼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불안한 상태를
나타낸다. 특히 배경은 재난이나 전쟁, 화재, 역병 등 불길한 일이
닥쳐옴을 의미하는 혜성15)의 무늬와 불안한 느낌의 사선 무늬로 채
워져 있다. 그러나 색감도 화려해지고 공간 또한 패턴으로 가득 채
웠다. 나에게 억압과 통제의 힘든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힘든 일임을 표현하는 일 조차 힘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극적으로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림
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15) Jean Cooper,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 1994,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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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불안의 덩어리, 2014, 캔버스에 유화, 130.3*193.9(cm)

- 45 -

<그림 27>
하트 해골, 2013, 캔버스에 유화, 130.3*162.2(cm)

죽음을 주제로 한 해골을 다룬 작업들의 배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
다. 죽음을 소재로 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바니타스화를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압도
되어 죽음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해골 이미지만 바꾸는데 급급하였
고, 남이 제시한 공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5 (p.22)는 내가 주체적으로 바꾸지 못한 공간이 남아있다. 패러디
하기 위해 가져온 이미지의 공간을 거의 그대로 써서 어둡고 침침
하다. 이는 내가 나의 주체적인 공간을 아직 갖지 못하고 남의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차차 화면 속
의 공간을 내 것으로 점유하여 그림 16(p.23)과 27와 같은 에너지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배경은 원래의 바니타스화의 특
징적인 어두운 공간을 탈피하였다. 분홍색은 밝고 소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나는 이러한 색의 특징을 가지고 나의 즐
겁고 힘있는 기분을 표현하며 동시에 죽음이 가지는 무거운 권위를
지워내고자 하였다. 그림 27에서 흰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진 하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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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호감의 감정을 손쉽게 드러내는 기호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듦은 물론 죽음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도 중화시
키고자 하였다.

2. 만화적 기호
유아적인 특성이 강한 인체를
표현함으로써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만화적 기호는 그 느
낌을 강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만화적 기호는 귀여운 느
낌과 함께 화면의 전체적인 분위
기를 무겁지 않도록 이끈다. 무
겁고 진지한 분위기는 억압의 분

<참고자료 5> 집중선

위기와도 닮았기 때문에 나의 작
업에서 이 분위기를 지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화적 기호는
어떤 진지한 상황도 손쉽게 희극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버린다. 그리
고 희극적인 분위기는 귀여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야기
를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고자료 7>

<참고자료 6>
네이버웹툰 <참치와 돌고래> 31화 中

다음웹툰 <어쿠스틱 라이프> 243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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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적인 기호들은 설명적인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만화 기호들
도 일반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참고자료 5 ‘집중선’의 경우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대상에게 어떤 식으로든 집중하게 하는 의미이고, 참고
자료 6, 7의 뾰족한 선은 여러 가지 물리적, 감정적 ‘충격’에 관한 것
들을 나타낸다.
어린이와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그대
로를 그리지 못하고, 조형적으로 특징을 강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
에 설명을 덧붙이려고 한다. 예를 들면 그리려는 것이 ‘귀’라고 할
때, 그림에 서툰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리기 보다는 유아적 표현
의 관념 속의 귀를 그릴 것이다. 그리고 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귀를
클로즈업 한다든지 강조된 선을 사용하여 그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기 보다는 화살표를 표시를 하거나 문자를 이용하는 좀 더 직접
적인 설명을 추가하려고 할 것이다. 만화적 기호들은 그림에 서투른
사람들의 특징적 습관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숙련되지 않은
어설픈 노력이 그림에 나타날 때 생겨나는 귀여운 느낌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만화적 기호를 사용하였다.
내가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만화적 기호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반짝
이, 물방울(눈물), 점선, 하트 등이 있다.
물방울은 나의 작업의 주된 정서인 불안감과 슬픔 등의 침잠되는
느낌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 때로는 눈물, 때로는 침이 되기도 한다.
눈물과 침 같은 몸에서 분비되는 것들은 심한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쉽게 눈물이
나곤 하는데,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 액체의 형태로 의지와 무관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체액으로서의 물방울은 괴로운 감정을 드러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칫 내가 표현하려는 감정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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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하기 보다는 더러움을 먼저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만화적인
표현으로 사실감을 떨어뜨리고 정형화된 귀여운 모양으로 표현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의 슬픔에 공감하여 분
노하거나 같이 슬퍼지게 하기 보다는 만화적인 표현으로써 그림 속
에 인물에 측은지심이 들도록 하였다.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슬
픔에 동조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과 점선은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거나,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나
타낼 때 사용하였다. 점선은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할 때 수학적 입체도형을 표현할 때와 같이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스스로 특히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은 흔히 마름모꼴
을 하고 있는 ‘반짝이’이다. 반짝
이는 흔히 순정 만화에서 빛나는
존재, 우월한 대상, 아름다운 대
상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만
화적 기호이다.
이 기호는 과거에 순정만화에
서 주로 주인공급 인물이 등장할
<참고자료 8> 과거의 반짝이
미우치 스즈에,

때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

<유리가면(ガラスの仮面)>,

해 사용되었다. 특히 누군가가 이

1976년~

대상에게 첫눈에 반한다거나, 주

인공이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재등장할 때의 후광 등 인물을 돋보
이게 하고 신화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됐다.
그런데 이러한 반짝이의 역할은 강한 클리셰(Cliché) 때문에 유머
나 조롱의 의미가 더해졌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참고 자료 8과 같
이 반짝이가 등장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만을 했다. 이 그림은
만화의 표지와 스토리 사이에 있는 일러스트인데, 주인공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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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우며 대단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반짝이가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9는 현재 연재되고 있는 <차원이 다른 만화>16)에
서 가져온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의 반짝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인물을 억지로 대단한 척하게 만들면서 웃음을 자아내며 참고 자료
8에서처럼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과거와 현
재의 반짝이의 역
할을 혼용해서 사
용한다.

‘유아화

전략’에 관련된 작
업들은 실제로 등
장하는

<참고자료 9> 유머나 조롱의 의미로서의 반짝이

인물들이

반짝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

서 사용하는 것이
고, ‘상상의 복수
(그림

15,

16,

p.22, 23)’ 의 반짝이는 그들이 실제로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대단한
척하는 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림 2 (p.8)이나 9 (p.16)에서는 화면에 있는 인물이 실제로 소중
한 개인이기 때문에 반짝이가 그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림 2의 인물은 눈 안에 반짝이가 가득 들어있는데 중요하고 진실된
무언가를 눈빛으로 전하려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반짝이는 1차적으
로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꾸며주고 있다.

16) <차원이 다른 만화>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몸이 2차원인 이차원과 그의 학교에 전학 온
노마진이 학교에서 겪는 일을 다루고 있다. 전학생인 노마진은 몸이 2차원인 이
차원을 이상하게 느끼는 반면, 이차원의 모든 주변 인물들은 그를 전혀 이상하
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신화적 인물로 받들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주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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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림 28는 아예 조롱하기 위해서 반짝이를 사용한 예이다.
이 신문의 이미지는 김정은이 북한 정권에 나타나고 찍은 첫 간부
들의 단체사진이다. 많은 수의 긴장한 듯 서있는 남성 노인과 그들
과 대비되는, 의자에 앉아 있는 젊은 김정은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말 주머니를 달고 그들의 실제 심정이라고 생각되
는 말들을 적어놓고 반짝이로 이것들을 꾸몄다. 이 경우에 반짝이는
실제로 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굉장히 중요하다
고 느끼는 이 인물들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그림 28>
인민의 왕 정은이, 2011, 캔트지에 혼합재료, 23.3*39.3(cm)

그러나 반짝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이 뒤섞여서 쓰인다. 내가 진지하게 중요한 것을 꾸미려고
해도 이미 너무 클리셰적인 표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머러스하
게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다지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반짝이가 진지하지 않고 말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중요한 속성이다. 다른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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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들도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하지만 반짝이의 힘은 그 중에서도
강력한 편이다.

3. 우연의 기법
가슴 떨리는 일을 겪고 난 뒤 떨리는 손으로 한 드로잉은 한 번에
이어지지 않고 짧게 끊어진 선들이 겹쳐서 길게 늘어졌다. 나는 이
선이 불안하고 떨리는 감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한 번에 그
어진 깨끗한 선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져 그려진 느린 속도감의 선
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림 29>
눈물바다, 2012, 캔버스에 유채,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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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팅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였는데, 유화물감에 투명수채화를
하듯이 매제를 많이 섞어 흘러내리게 한다든지 붓에 일부러 붓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감을 묻혀서 화면에서 흘러내리
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
을 드러내고 실제로도 통제 불가능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표현으로
번져갔다. 이는 내가 느꼈던 불안한 감정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
다.
완결되지 않고 열려있으며 한 번에 긋지 않고 짧은 선으로 이어진
도형과 흘러내리는 표현은 감정표현에도 적절했지만 가변적이고 가
벼워보인다는 점에서 억압과 통제와 반대되는 의미를 담아 사용하
게 되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는 행위에 있어서도 기술에 의해 통제
되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에 비해 많은 부분을 우연
에 맡기는 편이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
하였다. 판화에서 실크스크린 틀에 수채화 물감을 번진 뒤 모노타입
기법으로 찍기, 석판화에서의 해먹을 번지거나 드리핑하여 사용하
기, 드로잉에서 연필을 문질러서 흐리기 등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9에서 유화물감에 매제를 많이 섞어서 투명하게 바른 것과
흘러내리는 느낌을 볼 수 있다. 그림 29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슬
픈 감정을 표현하는데 화면을 따라 중력방향으로 흘러내리는 물감
은 처지는 감정을 잘 설명해준다. 불안한 나의 감정을 표현한 작업
에는 눈물이나 입에서 쏟아지는 액체나 선들이 으레 함께 등장하는
데 화면 위를 흘러내리는 물감이 이러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선행된 작업에서 이 느슨한 표현들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드
러내는데 쓰였다면 최신의 작업에서는 자유로운 표현, 행위에 유희
가 포함된 표현에 초점을 맞춰 적극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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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를 그림 30에서 볼 수 있다. <흘러내리는 어둠>이라는
제목의 이 작업은 성운같은 빛을 품은 어둠이 끈적한 액체의 모양
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그린 것이다. 어둠은 부정적 의미로 자주 쓰
이지만 나는 빛이 보이기 위해서는 어둠이 꼭 있어야한다는 의미로
어둠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싶었다. ‘흘러내린다’
는 것은 무언가 차서 넘친다는 인상을 주는데 빛을 품은 어둠이 흘
러내리는 것으로 내 안의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
다. 흘러내리는 모습을 액체가 벽에 붙어서 흘러내리는 형상대로 그
리기도 했지만 물감을 실제로 많은 부분 흘러내리게 하고 공중에서
떨어뜨려 그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림 30>
흘러내리는 어둠, 2015, 캔버스에 유채,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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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나의 작업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부터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저
항으로써 시작되었다. 내가 특히 반응한 사회의 부조리는 사회구성
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생기는 갈등상황에 대해 소수자
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이었다. 초반의 작업은 억압과
통제에 의해 축소된 자아를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드로
잉을 함으로써 불안한 자아를 확인하고, 어렵거나 두려운 감정에 대
해 털어놓게 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드로잉
을 기반으로 다른 매체의 작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방법적으로는 ‘귀엽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유아기적 형상, 어설
픈 행동, 기대치 못한 엉뚱한 행동, 어떤 것을 의인화했을 때의 긍
정적인 느낌을 귀엽다고 느꼈는데 이 특징들이 작업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과 감정을 분리시킬 수 있
었는데, 귀여운 이미지는 실제감이 떨어지는 이미지로서 표현된 감
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더욱 벌려주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
고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에게 불만과 불안을 제공
한 부조리한 구조의 권력을 지닌 대상에게도 그림으로서 상상의 복
수를 하여 나의 감정을 해소하고 그 대상을 비판하였다.
기법적으로는 떨리고 느린 선, 흘러내리게 하기, 번지기 등을 사용
하여 억압에 반대되는 느슨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이 표현방식은
후에 자유로운 자아의 표현, 즐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으로 활용
됐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건강한 자아를 되찾고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이라는
공간 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작
업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數)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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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배경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몰된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 내는 데
에만 급급하여 감정의 원인을 제공한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한
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른 것과 조금 더 현
실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표현에 있어 ‘귀여움’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를 닮은 것을 기초로
하여 퇴행적인 느낌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는 좀 더 섬세한 고찰과 입장의 정립이 필요함을 느꼈다. 귀여움을
표현의 용이함과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
춰 사용하기에는, 내가 여성이고 사회에서 여성에게 ‘애교’라는 이름
으로 강요되는 퇴행성과 나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문화가 너무나
도 만연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작업은 귀여움의 특징과 그것의 문
화적인 맥락에 대해 세심하게 감안하여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
각이다.
기법적인 부분에서는 나의 오랜 습관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표현
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객관적으로 그리는 것을 오랫동안 수련
하여 주관적인 표현, 특히 나의 신체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종되지
않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졌다. 우연의 기법에서 다룬 흘리기, 번지
기 등의 기법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 연습하여 나의 감정뿐만 아니
라 행위도 자유로운 느낌을 갖는다면 좋은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나의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작업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었
다면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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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Passive Resistance
against Authority
through Childish Images
Kang, SuHyun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society is bound to have various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However, conflicts usually require a greater sacrifice from minorities, and
this situation has made me feel uncomfortable and powerless. Even
though I cannot take control of the situation and change it, through my
work I can express my desire to resist and relieve my distress.
I express my resistance through cute images. I used the strategy of
cuteness as it is non-confrontational yet charming, which allows me to
express my opinions candidly. Through my work, I recovered, to a
certain level, the self-esteem and trust for others that I had lost. As my
personal difficulties began to subside, I developed my work to challenge
the oppressor.
On a two-dimensional surface, I placed images that are isolated and
completely decontexualized. In doing so, I tried to make a space where
I can freely express myself. At first, the decontexualizing space passively
accommodated the existing space, or was left empty. Later on, a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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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ined my energy, I filled the space with things I like.
In my efforts to brighten and lighten the atmosphere of my work, I
used symbols from comics and free flowing and spreading painting
techniques. I believe the use of symbols from comics is in line with the
theme of my works in that they are different from existing aesthetic
order established by art-historical authorities. These flexible techniques
are not bound by convention and self-consciousness.
However, my work has some limitations; they exist on a very personal
level and they do not consider practical solutions to these societal
absurdities. A more thorough inquiry into my attitude and awareness
would have revealed the weakness of using cuteness to achieve a goal.
I want my work to develop in a more positive, active and committed
way.

Keyword : irrationality, authority, emotion, cuteness, passive resistance,
self-assurance, authority

deprivation, decontexualized space, symbols

from comics, random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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