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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작품의 창작 동기, 이론적 배경, 조형적 특징과 제작과정 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본인은 2009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느 20대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

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 배우자, 작업의 방향 등에

대한 고민에 짓눌려 있었다. 오늘날의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자유롭고

사회적인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

대하는 역할 또한 늘어나고, 그들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고 살아간다.

본인은 어머니의 삶을 직접 보고 자라면서 과연 어머니처럼 열심히 살

아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어

머니께서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과 취미생활까지 하는 슈퍼우먼과도 같

은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심

도 있는 고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심리적 갈등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특히 ‘왜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표출

하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고민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때로

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초창기 작업이 여성 전반에 관한 고뇌였다면 시간이 지날수

록 미(美)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작품 연구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구성과

연구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 ii -

제 Ⅱ장에서는 여성의 자기표출 도구로서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였

다. 1절에서는 역사적으로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

러한 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늘

날 여성들의 모습을 중립적 입장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알아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오늘날 여성들의 역할들이 늘어나면서 자기를 표출하는

방법이 다양화되는 현상과 이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1절에서는 여성의 성역할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에 대해 논하였다. 2절에서는 오늘날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에서 파생하는 심리적 갈등을 반영한 본인의 작품을 가체(加髢)

머리 연작, 자화상 연작, 거울 연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기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조형적 특징을 근사(近似) 대칭 구도,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

현, 조선시대 초상화의 영향과 인물표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2절에서는

견화(絹畵) 제작과정 및 표현기법을 작업과정 사진과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서 서술된 내용의 요약을 하고 앞으로

본인의 작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연구를 통해서 여성성에 대한 분석을 구체화하고, 작업의 방향

과 의미가 뚜렷해졌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나아가 앞으로 지속될 작업

의 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본인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학번 : 2010-23476

주요어 : 아름다움, 역할기대, 가체(加髢), 자화상, 자기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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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슬픔 저장창고 4, 36x36cm, MDF판에 혼합재료, 2011

【작품 38】 슬픔 저장창고 5, 50x50cm, MDF판에 혼합재료, 2011

【작품 39】 슬픔 저장창고 6, 50x50cm, MDF판에 혼합재료, 2011

【작품 40】 슬픔 저장창고 7, 59x84cm, MDF판에 혼합재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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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신(自身)’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 확산, 의학의 발전으로 사

람들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보다 2차적 욕구인 정신적인 만족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 등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명하

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훨씬 강해졌다.1)

이렇게 개인의 가치가 높아진 사회에서 본인은 ‘왜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가? 특히 여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

출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2009년 본인이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생겨난 궁

금증이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작업으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는 생명과 직결되

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정해 놓은 기준치만큼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삶에서 얼

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사회생활도 멋지게 해내고 가정에서도 충실한 여성들의 모습

을 접하게 되면서 본인 또한 그들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

는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오늘날의 사회에 산다는 것에 대

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경험과 고뇌들을 작품으로 풀

어나갔다.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본인이 제작한 작품은 이러한 고

민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여인

들의 모습들을 담아냈다.

1) 김정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소울메이트, 2010,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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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자아실현을 하거나, 아름

다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여 만족감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스스로

를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때로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기만족 뿐만 아니라, 성공 또는 아름다움을 통해 얻게 되는 다

른 요건들, 즉 사회적인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초창기 작업이 여성 전반

에 관한 고뇌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 여성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작품 연구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구성과

연구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여성의 자기표출 도구로서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였

다. 1절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어떠한 방식

으로 추구하였나에 대해 알아보고, 2절에서는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피

나는 노력을 하는 오늘날의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나타낸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오늘날 여성들이 자기를 표출하는 방법이 다양화되는

현상과 이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여성

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문

제점에 대해 논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절에서는, 오늘날의 여성들

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다룬 본인의 작품

을 가체(加髢)머리 연작, 자화상 연작과 거울 연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

다.

제 Ⅳ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기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조형적 특징을 근사(近似) 대칭 구도,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

현, 조선시대 초상화의 영향과 인물표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2절에서는

견화(絹畵) 제작과정 및 표현기법을 작업과정 사진과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은 본론에서 서술된 내용의 요약과 함께 앞으로 본인

의 작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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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아름다움: 여성의 자기표출 도구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포괄하는 대상은 사람의 외

모, 건축물, 음악, 사물이나 자연 등 다양하다.2) 미학이론에서는 사람들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현상 자체는 주관적이지만, 그 기준에 보편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다. 특히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의 본성에 대해 알아내고자 하였

다.3)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beauty’라는 단어를, 인간의 얼굴과 모습 또

는 다른 사물에 있어서 “형태의 우아함, 색깔의 매력과 함께 눈을 즐겁

게 하고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자질에 있어 탁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사전에는 ‘beauty’를 “감각에 즐거움을 더하며 정신을 유쾌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름다움을 즐거

움의 지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 동물, 장소, 아이디어 또는 기타

대상의 특징으로 정의하거나, 그 대상을 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하지만 아름다움에 만고불변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와

외적인 삶의 조건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확립한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미(美)의 기준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5)

여성들도 자신의 미적 표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준의 변

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나갔다.

이 장에서는 먼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아름다움을

2) 성영신⦁박은아, 『아름다움의 권력』, 소울메이트, 2009, p. 23.
3) 임마누엘 칸트의 3대 비판 철학서 중 3번째 저서로 1790년에 출간되었다. 『판단력

비판』은 미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칸트는 미적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반응의 진정한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Carolyn Korsmeyer; 신혜경 역, 『페미니즘 미학 입문』, 경성대학교출판부,

2009, p. 92)

4) Nancy Etcoff; 이기문 역, 『美』, 살림출판사, 2000, pp. 20-21.

5) Waltraud Posch; 오원규 역, 『몸 숭배와 광기』, 여성신문사, 200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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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서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본인의 해

석이 담긴 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미의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름다

워지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

면서까지 계속되었다.

여성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입술을 붉게 칠하고 코르셋으

로 허리를 조르기도 하였다.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

비소를 삼키기도 하고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 갈비뼈를 제거하기도

하였다.6)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3치 금련(金蓮)’이라 부르기도 하는 ‘전

족’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발이 작아야 미인이라는 중국의 미의 기준 때

문에 생겨난 것이다. 여성들은 발을 천으로 졸라매고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을 신어 두 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막았다.7)

발트라우트 포슈(Waltraud Posch)에 따르면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단

순히 인기 있는 치장을 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귀속성(歸屬性)을 표현하

는 것으로, 유행을 따르기 위해 여성들은 몸을 이러한 사회적 양식에 맞

춰야 했다.8)

하지만 과거에는 일반 대중들이 이러한 유행을 쉽게 따라 할 수 없었

다.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신분과 사회적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오직

상류층 여성들만이 치장을 위한 경제력을 가졌고, 외모를 가꾸어 시대의

지배적인 이상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9) 특히 중국의 전족과 코

르셋을 사용하여 만든 개미허리와 같이 지난 세기에 제시된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체형은 대중들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표상이었다.10) 이는

6) 장경덕, 『정글경제 특강』, 에쎄, 2012, p. 310.
7) 高洪興; 도중만⦁박영종 역, 『중국의 전족이야기』, 신아사, 2002. p. 7.

8) Waltraud Posch, 앞의 책, p. 49.
9) Waltraud Posch,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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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활동적인 측면을 철저하게 제약하고 미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

문이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은 가부장적 사회, 그리고 경제력과 깊은 관련

이 있었다. 대부분의 근대 이전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인 활동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성장한 이

후에는 남편을 따라 그 지위가 매겨졌다. 따라서 여성들은 정치적, 경제

적 권력을 지닌 남성의 아내로 선택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외모에 투자

하였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

성을 구분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간에는 그 아름다움에 따라 사회를 관

통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생긴다.11)

이렇게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대상으로서 인식되

었고 여성들은 외형적인 치장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매력을 남성들에게 보

여주었다. 영국의 영화 이론가 로라 멀비(Laura Mulvey, 1941∼)12)는 남

성적 응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성에게는 ‘보여지는’ 수동적인 역할이

주어지지만 남성은 보는 능동적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제롬

의 작품인 <로마 노예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노예소녀는 매

매 대상이기 이전에 남성을 위한 욕망의 대상이다. 그녀는 소녀를 쳐다

보는 그림 속 남성 관객들의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도 고통스럽게 포즈

를 취하고 있다.13)〔참고도판 1〕

10) Waltraud Posch, 앞의 책, p. 49.

11) Waltraud Posch, 앞의 책, p. 32.

12) 로라 멀비(Laura Mulvey, 1941~)는 그녀의 대표적인 논문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

화(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에서 여성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인 헐리우

드 영화의 서사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영화의 쾌락은 시각적

쾌락에서 생겨나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성 스타가 성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남성의

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을 방법론으로 가부장제의 단면

을 드러냄으로써, 여성해방에 기여하겠다는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신광현, 「시선과 영화 : 로라 멀비의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 2002. 여름』, 제 8호, 비평이론학회, 2002, pp. 75-102)

13) Carolyn Korsmeyer, 앞의 책, pp.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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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장 레옹 제롬 <로마 노예 시장>

이처럼 과거의 여성들이 수동적, 대상적 방법으로 미를 추구하였다면,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점차 능동적으로 자신을 꾸미기 시작

한다. 사회 구조가 고도화되고 사회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 또한 신장되고 체계화되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남성들의 소

유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스

스로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실생활과 괴리된 극단적인 미

의 양식에서 탈피하여, 덜 위험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 활동과 모순되

지 않는 방식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이루어졌다. 대중들도 높아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과학기술

이 발전하면서 화장과 성형도 적은 비용과 덜 위험한 방법으로, 더 만족

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14) 미에 대한 갈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와 권력 간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과거에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 자신을 꾸밀 수 있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을 숭

배하고 이를 권력화한다. 외모의 ‘후광 효과(halo effect)'15)로 이러한 경

14) 장경덕, 앞의 책, p. 311.

15) 뛰어난 외모가 외모와는 상관없는 성격, 지능, 능력과 같은 특성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받게 해주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유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텍사스대 경제학과 교수인 대니

얼 해머매쉬(Daniel Hamermesh)와 미시간대 교수 제프 비들(Jeff Biddle)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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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승리한 이들에 대한 시장의 보상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16)

그러나 미의 권력화는 이중적이다. 아름다움은 여성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속박을 가져왔다.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듯 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얻기 위해

서는 사회가 규정하는 미적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작고 어려보이는 얼

굴과 큰 가슴, 가는 허리, 긴 다리를 가진 여자가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

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들은 위험한 수술을 감행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동경이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반대로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

해야 하는 것이다.

2. 아름다움 숭배 현상에 대한 중립적 표현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현대 여

성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미의 기준은 여성의 외모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왔다. 본인은 오늘날 수많은 여인들이 왜 그토록 자

기 자신을 꾸미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

었다. 여성의 치장은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욕망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이 부여하는 가치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각들

초 사람들의 외모와 소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Beauty and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994년 12월호) 이들은 1971~1981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집한 1만 3천여 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잘생긴 남자의 소득

은 평범한 외모의 남자보다 5% 더 높으며, 못생긴 남성은 평범한 외모의 남성보다

9%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의 외모를 지닌 여성은 평균보다 소득

이 4% 높았고, 외모가 평균 이하인 여성의 소득은 평균인 여성에 비해 약 5% 낮았

다. (성영신⦁박은아, 앞의 책, pp. 65-67)
해머매쉬 교수는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하였다. 중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외모에 따른 차별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해머매쉬 교수가 1996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상하이에서는 못생긴 남자는 평균보다 소득이 25% 낮았고, 잘생긴 남자는

보통 보다 소득이 3% 높았다. 못생긴 여자는 평균보다 소득이 31% 낮았고 예쁜 여

자는 평균보다 10% 높았다. 해머매쉬 교수의 연구가 분석 대상과 방법론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어 이 연구 결과는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외모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장경덕, 앞의 책, p. 316)

16) 장경덕, 앞의 책,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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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작품 14】∼【작품 25】를 진행하였다.

본인은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려는 강박관념을 단순히 오늘날의 여성의

모습만으로 드러내기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풍습들과 연관시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극

단적인 풍습들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려 하는데, 【작품 14】∼

【작품 22】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잘 나타난다. 
가녀린 몸으로 지탱하기 어려워 보이는 높고 화려한 가발, 기린 목을

한 여인, 개미허리를 만들기 위한 코르셋과 같은 풍습들은 여성의 아름

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불편한 심리를 이끌어내고 심지어는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여성들이 이 장식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치장하는 것보다는, 전

족이나 기린 목처럼 때로는 사회 풍습의 일부, 특히 남성의 권위에 순응

하여 나타난 현상인 경우도 많다.

오늘날 여성들은 이러한 형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고, 과학과

지적 수준의 향상으로 기괴한 풍습은 많이 사라지고 폐지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움의 추구는 단지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

다.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치장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본인 자신을 돋보이고 강력하게 하는 무

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구가 극단적으로 흐르면서, 육체

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기

도 한다.

본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들의 모습을 극대화시켜 표현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적으

로 바라보고자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으나, 미의 추구가 갖는 긍정적인 면

들도 찾게 되어 양쪽 입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작업을 진행시켜나갔다.

작품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였으며, 여성 스

스로 너무 강력하게 보이고 싶은 나머지 어딘가 어색해 보이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다 싶은 치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방식으로 대면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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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트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16】, 【작품 17】, 【작품 18】은 여성 스스로 본인을 개성 있

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장식을 한 모습이 과하게 나타난 우스꽝스러

운 모습의 여인들을 재치 있게 그려본 것이다. 표정을 통해 주체적이고

익살스러운 여성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작품 14】, 【작품 15】, 【작품 19】는 여성의 머리카락에 대한 집

착을 표현한 작업이다. 오늘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체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액세서리나

꽃과 나비 등을 통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더욱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대 여인들의 모습이 화려하고 아

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맹목적으로 치장에 힘쓰는 모습에서 또 다

른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작품 20】, 【작품 2

1】, 【작품 22】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들에서는 현대 여성의 얼

굴에 기린 목 여인의 풍습을 대입하여 그려보았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린 목 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다. 이 기린 목 풍습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원시부족들에서 나타나는

데, 이 지역 여자들은 5살 때부터 목에 황동으로 만든 고리를 끼워 나이

가 들수록 이 금속 고리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목을 길게 만든

다. 이 황동 고리는 기린 목 여인들의 신분과 아름다움의 상징물이었다.

오늘날에도 미얀마와 타이의 국경에 거주하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 카

렌족(Karenni)의 한 종족인 파다웅족(Padaung)은 이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17)〔참고도판 2〕 이들은 긴 목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는 주로 ‘기

린족(giraffe neck)’이라 불린다.18)

여성들은 목이 길면 길수록 부족 안에서 미인으로 여겨지고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러나 황동 고리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끼우게 되면

전신마비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해진 목뼈 때문

17) Kayan people (Burma),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Kayan_people_(Burma) (검색시간: 2012.12.05. 14:24:55)

18) 목이 길어야 미인-미얀마 파다웅 족(Padaung Tribe, Myanmar) #1, 2008.05.30.

12:00, http://docu.tistory.com/15 (검색시간: 2012.12.05.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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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2〕기린 목의 파다웅족

여인20)

〔참고도판 3〕<작품 20(부분)>,

<작품 21(부분)>

에 갑자기 고리를 빼게 되면 목이 꺾이거나 질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파다웅 여성들은 고리의 무게로 인해 목을 뒤로 젖힐 수도 없어

갈대를 이용하여 물을 마신다.19)

본인은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표출하려

는 기린 목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여

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성형수술을 하는 오늘날의 여인들은 맹목적이

다.

하지만 오늘날 여인들은 파다웅족의 여인들과 같이 단순히 사회 풍습

에 의해 강요된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정은 당당

하게, 손짓은 우아하게 그려내었다.〔참고도판 3〕

본인이 뒤에서 설명할 가체머리 작품 중 【작품 6】은 아름다움에 대

한 여성의 자기표출과 관련이 있다. 이는 타인을 의식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각인되는 좋은 옷과 물건, 즉, 명품을 구입하고 이로써 스스로 자족

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참고도판 4〕

19) 목이 길어야 미인-미얀마 파다웅 족(Padaung Tribe, Myanmar) #2, 2008.05.30.

12:05, http://docu.tistory.com/212 (검색시간: 2012.12.05. 14:19:31)

20) <출처> http://www.flickriver.com/photos/shapourbahrami/237366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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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4〕<작품 6> 속 명품

〔참고도판 5〕<작품 23>

〔참고도판 6〕<보그(Vogue) 표지22)>

(중국, 영국, 스페인, 일본 2012.06-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명품은 본래 경제력이 있는 상류계층을 위한 도구였다. 현대 여성들은

이러한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동경을 충족함과 동시에 남들

보다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을 충족시킨다.21) 작품에서는 탑처럼 높

이 쌓여진 머리 위에 가방, 구두, 지갑, 목걸이 등 여성들이 소유하고 싶

어하는 물건들을 올려놓아 오늘날의 여성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하는 세태에 대해 표현하였다. 무표정한 인물은 명품의 구입을 통해

서도 충족되지 않는 여인의 내면 심리를 반영하고, 높이 쌓여 있는 가체

머리는 꾸며야 한다는 압박감을 상징한다.

21) 류희경 외 6인 공역,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200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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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의 모습을 그린 것이

다.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고도판 5〕 누구나 아름답다고 인정할만한 여인의 모습

을 그려보면서, 마치 작가 자신이 완벽한 여인이 된 듯한 만족감을 얻고

유쾌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금발에 글래머러스한 여인, 도도한 표정, 이

모든 것들은 본인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모습

들이었다.

그런데 본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주변 매체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인이 생각하는 여성,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특징은

영화나 잡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패션잡지

로 유명한 보그(Vogue)지의 2012년 6월 표지에는 출판된 지역에 상관없

이 이런 금발의 글래머러스한 여인이 등장하였고, 이는 다른 패션 잡지

들도 마찬가지였다.〔참고도판 6〕 이 작품을 통해 기업이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란 무엇인가를 무의식중에 각인시키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출처> http://blog.naver.com/pisceshy?Redirect=Log&logNo=1101397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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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의 자기표출 방법 다양화

2장에서는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는 양상들에 대

한 이론적 배경과, 이러한 현상을 담은 본인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역사

적으로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스스로를 표출

하고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은 늘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면서 외적인 꾸밈 이외의 것들로도 자신을

드러낸다. 많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인 가사와 육아 활동 외에도 정

치, 경제활동에도 참여하고 취미활동도 열심히 하며 자기계발에 힘쓴다.

이렇듯이 오늘날의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은 점점 더 다

양해지고 있다.

3장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에 대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

하겠다.

1. 여성의 성역할 변화

1)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여성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역사학자 위스너-행크스(Merry

E. Wiesner-Hanks)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시대 순으로

고찰하였다. 사회적 지위는 경제 활동의 참여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수렵과 채집이 이루어지던 초기 인류문화에서 남성은 수렵을, 여성

은 식물 채집을 주로 담당하였고, 초기 작물 경작이 시작된 원예농업사

회에서도 남성은 사냥에 종사하였으며 작물 경작은 여성이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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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인 생산은 여성의 경제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

는 여성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23)

경작 농업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소

와 쟁기를 끄는 등의 주요 생산활동은 남성의 몫이 되었고, 여성들은 직

물을 짜는 등 가내 생산활동으로 경제적 참여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고,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또한 남성에 비해 하락하게 되었다.24)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여성과 생산활동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켰다.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여성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25) 교육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는데, 여성

은 남성보다 지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가정에 쓸모 있는 가사노동과 예의범절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이 당시의 여성은 주로 여성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움과, 어머니로서의 모

습만이 요구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었

다.26)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취업 욕구의 상승, 성

평등 의식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27)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도 신장되었고, 남성에게 충실하고 가정에서 순종적인 여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진취적인 여성상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유교의 이념 하에 가부

장적 남성 중심사회였던 조선시대를 거쳐, 서양문물과 사상의 유입이 가

속화된 19세기 말부터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해

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율은 꾸준하게 증가

23) Merry E. Wiesner-Hanks; 노영순 역, 『젠더의 역사』, 역사 비평사, 2006,

pp. 87-88.

24) Merry E. Wiesner-Hanks, 앞의 책, pp. 91-92.
25) Merry E. Wiesner-Hanks, 앞의 책, p. 103.
26) 안병철,「한국 사회의 성역할 변화」, 『사회와 이론』, 제 1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p. 261.

27) 이혜숙, 『여성과 사회』, 경성대학교 출판부 , 2005, p. 103.



- 15 -

해왔다.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서는, 여성 경제활동의 질적인 개선도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더욱 크게 나타난다. 남녀간의 학력격

차는 더욱 줄어들어, 2009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2.4%로 81.6%인

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을 앞질렀다.28) 직업 구조에서도 2004년에는 서비스

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

위관료와 관리직 군의 여성 비율도 증가하였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12년 15.7%로 3배 가까이 늘었고, 고등고시 합격자

도 여성의 비율이 40∼50%에 달한다.29)

이처럼 여성의 활동 범위가 양적, 질적으로 넓어지면서, 사회적인 지위

또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단순히 가정에서 순

종적인 여인으로서의 역할만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드라마와 영화에

서 볼 수 있듯, 도전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이상형으로 여긴다. 그리

고 이에 따라 역사 속의 여인들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개성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 여느 과도기

의 사회에서와 같이, 이성적으로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평등적 기대와 관

습적인 기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특히 세대 간의 성적 역할에 대한 관

념의 차이가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여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선 남성과 여성에 대해 기대하는 품성에 차이가 있다. 교육의 기회

28) 김영주, 「한국사회 20대 여성의 개인화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 21-22.

29) 이민주, 「[취재파일] 여성 지위 약진하고 있지만…」, <SBS 뉴스>, 2012.07.02,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52110

(검색시간: 2013.01.15. 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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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하나, 아직도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짓는

일반적인 특징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가령 남성의 경우 독

립적이고 진취적이며, 강인하게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한다면, 여성은 얌전

하고 순종적인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이는 신생아나 아주 어린 아기

를 대할 때부터 나타난다.30) 유년기의 가정교육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정

규교육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고정관념이 주입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 진출 후에도 모순된 역할 기대로 이어진다. 현대

의 여성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가정생활에서

는 수동적이고 남편과 시댁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한편에서는 여성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여 사회적으로 경력을 쌓고 최상의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길 바

란다.31)

특히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모

순은 더욱 심해진다. 가계의 경제적 책임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부담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지만,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던 가사와 육

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기 때문이다.32) 2009년 기준으로 집안일과 같은

무급노동시간은 하루에 남성 36분, 여성 2시간 5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4.8배나 많은 시간을 집안일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33)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생각 이상으로 뿌리 깊어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조차도 본인들이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가사 일을 부인

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정주부는 71.3%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

여성은 62.3%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가사분담도 가정주부의

89.9%, 직장여성의 86.5%가 부인 주도 하에 가사분담을 하고 있어 두

부류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34)

30) Henry Gleitman; 장현갑 외 6명 역,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1999, p. 751.

31) Waltraud Posch, 앞의 책, p. 159.

32) 안병철, 앞의 책, p. 258.
33) 통계청,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개발연구원, 2012, p. 32.

34) 통계청, 앞의 글,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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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서, 소위 ‘참한 여자’보다 리더십있고 활동적인 여인들이 선망이 되고 있

지만, 이러한 모순은 여성들 스스로의 만족감을 저해한다. 설문조사에 따

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 가정을 가진 직장 여성의 24.1%만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오히려 전업주부의 경우 27.9%가 만족한다고 답하

였다.35)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부담이 이중으로 지워지면서, 자신의 비

전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

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인이 여성의 입장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들 또한 과도기적 사회 속에서 이전보다 많은 수의 상대방과 경쟁을 하

고, 이전과는 다른 성역할을 수행하면서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본인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작품의 대상을 여성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본인은 여성의 역

할이 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속에서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정서, 또

한 본인이 느끼게 된 생각들을 바탕으로 2장에서 설명한 아름다움과 관

련된 작업보다는 내용면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여성의 역할기대에 따른 심리적 갈등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

구도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자기표출이 아름다움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장된 자아의 개념을 지니게 되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가체

머리 작업, 자화상 연작과 거울 연작을 진행하였다. 가체머리 작업은 현

대 여성들의 자기표출을 통해 생기는 고민거리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사용된 가체머리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

35) 통계청, 앞의 글,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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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7〕 가체 스케치

기도 하였는데 본인은 이러한 가체머리를 통해 현대 여성들의 고뇌를 표

현해 보고 싶었다. 자화상 연작은 여성의 자기표출의 확장으로 개인이

존중받고 중요시되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스트

레스와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의 주체

성을 회복하고자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거울 연작은 사회가 다변화하

여 여성의 역할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복합적인 심리를 이미

지로 풀어내고자 한 작품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작업 시리즈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1) 가체(加髢)머리 연작

본인은 2009년에는 졸업과 진로, 이성문제로 고민거리가 많았다. 결혼

을 해서 가정에서도 멋진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으로, 또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작가로, 그러면서 경제적 활동도 해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음을 깨달았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본인을 표출하고 싶은 나머지 스트레스로 인해 당시 본인의 머

리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있는 느낌이었다. 하루는 이러한 고민거

리의 무게를 머리카락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머리를 높게 쌓아 올

린 드로잉을 그려보았는데 머리를 쌓아 올린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보

니 머리 위에 높이 쌓아올린 가발을 떠올리게 되었다.〔참고도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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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용면에서 본인의 생각과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본인의 작업의 이해를 돕기 위

해 먼저 가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거대하고 무거운 가발은 여인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굉장한 불편함을 가져다주었다. 역사 속에서 가발은 외

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신분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

았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높고 화려할수록 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였

다. 높은 가발에는 깃털과 꽃 등을 장식으로 이용하여 아름답게 치장하

였다. 심지어 가발이 정원처럼 꾸며져 있기도 하였으며 새 또는 과일과

야채를 올려놓은 기괴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머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가려운 머리를 긴 막대기로 긁거나 앉아서 자는 등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고도 아름다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한다. 당시 도베르키르히라는 부인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나는 머리 굴곡에 맞춰 납작한 작은 병들을 가발에 달았다. 거기에다 물

을 조금씩 담아서 꽃들이 시들지 않게 했다.”36)

한국에서도 서양의 가발과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무겁고 화려한

가발이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혼인을 하면 머리를 땋아 머리

위로 얹는데 이러한 머리 모양을 얹은머리라고 한다. 조선 여인의 기본

적인 머리 모양은 기혼일 경우 얹은머리와 쪽머리였고, 미혼이면 땋은머

리였다. 이 밖에 예장용(禮裝用) 머리 모양으로 큰머리, 어여머리, 대수,

첩지머리, 새앙머리 등이 있다.37) 이렇듯 다양한 머리모양이 존재하였지

만 대부분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해기 위해 덧붙이거나 얹는 가체(加髢)

머리38)를 하였다.〔참고도판 8〕

36) John Woodford; 여을환 역, 『허영의 역사』, 세종서적, 1998, p. 165.

37)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2006, p. 293.

38) 가체머리는 조선조 중기에 나온 것으로 가리마를 타서 뒤로 넘긴 머리를 본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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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8〕조선시대 가체머리39)

조선 초부터 숙종 때까지 조선조 여인들의 머리 모양의 기본이었던

‘가체’는 화려하면서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지위를 상징하였다. 그런데 이

런 가체는 그 무게가 상당해 보통 4∼5㎏정도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옷에 따라 머리 격식도 중요했던 궁중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

씩 바뀌는 가체 무게 때문에 궁중여인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했을 것이

다. 아래의 글은 조선 후기 학자인 이덕무의 문집 ‘청장관전서(靑莊館全

書)’의 ‘사소절(士小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당시 가체로 인한 사회 문

제에 대해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다.

가체머리는 몽고에서 전래된 것인데 지금 부인들이 그 습속을 따르고

있으니 크고 높은 것만을 좋아해서는 아니 된다. 부유한 집에서는 칠팔만

금전으로 소위 몽고의 광번측요작타마세(廣幡仄繞作墮馬勢: 군마가 많은

기치와 치장에 눌리어 쓰러지는 형세)의 머리모양에 웅황판(雄黃板: 동황

색 천연 비소 화합물로 만든 수식 용구), 법랑잠(琺琅簪: 구리에 초자를 입

혀 만든 비녀), 진주수(眞珠繻: 비단에 진주를 단 수식 용구) 등으로 장식

하니 가산을 지탱할 수 없으되 가장으로서도 능히 금할 수 없는 바 부녀

들은 더욱 크게 하기를 좋아한다. 근년에 13세 되는 부귀가의 어린 신부는

하고, 그 위에 다래를 여러 개 엮은 가체를 얹어 놓기도 하고 또아리처럼 넓적하게

해서 본머리에 핀과 끈으로 고정시킨 머리모양이다. 이때 머리 위에 얹어 놓은 머리

를 더욱 탐스럽게 하기 위해 많은 가체를 덧붙여 풍성하게 하였다. (손미경, 『한국

여인의 髮자취』, 이환, 2004, p. 243)

39) <출처> http://blog.daum.net/bban850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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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급히 일어나려다가 가체의 무게에 눌리어 목을

부러뜨린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사치가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니 어찌 슬

프지 않겠는가.40)

조선 중기에는 가체머리를 해야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문제는 가체가 매우 고가품이었다는 사실에 있다.41) 혼례 때에

는 가체머리를 올려야 하였는데 서민들이 가체를 사서 머리에 얹으려면

큰 액수의 돈을 마련해야 되므로 귀중품을 팔아 혼수로 가체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체를 구하지 못해서 딸의 혼기가 지나 시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가체머리는 조선 21대 왕인 영조 때 사치와 허영이라는 폐단

뿐 아니라 궁중 여인들의 목 건강을 위해 가체 금지령이 내려져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다.42) 영조는 사회적인 폐단을 막고자 가체에 필요한 머리

40) 이덕무(李德懋), 『靑莊館全書』, 士小節 (손미경, 앞의 책, pp. 252-253 재인용).

41) 손미경, 앞의 책, p. 212.

연대 혼례자 가체 수량

1627(인조5) 소현세자빈 40단(丹)

1638(인조16) 장렬왕후 68단

1651(효종2) 세자빈(명성왕후) 48단

1671(현종12) 세자빈(인경왕후) 48단

1681(숙종7) 인현왕후 20단

1696(숙종22) 세자빈(단의왕후) 48단

1702(숙종28) 인원왕후 48단 5개(介)

1718(숙종44) 세자빈(선의왕후) 48단

1727(영조3) 세자빈(효순왕후) 20단

1744(영조20) 세자빈(헌경왕후) 10단

1749(영조25) 국혼정례 비, 빈 모두 10단

1759(영조35) 정순왕후 10단

1762(영조38) 세손빈(효의왕후) 5단

42) 가체는 특히 궁중에서 왕이나 왕세자, 왕세손, 그리고 공주의 결혼식인 가례(嘉禮)

때, 대량으로 필요로 하여 가례일이 정해지면 미리 체발을 수집해 놓아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하였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가례 때에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누구의 결혼식에 체발을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체발을 이

용하여 머리를 치장하는 관습이 민간으로 옮겨지면서 가체머리가 생겨났다. 궁중에서

의 관습은 일반 서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어서, 신분상 그것과 똑같이 할 수 는 없었

지만 비슷하게 모방하여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다음의 표는 ‘가례도감의궤’의 인조

대부터 영조대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체발의 단위가 단과 개로 표시되어 있지

만 그것이 얼마 만큼의 양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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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도록 하였고 나아가서는 얹은머리를 금하고 족두리를 대신 사용

하게 하였으나 족두리의 사치로 다시 얹은머리로 되돌아갔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무거운 가체머리는 여성들의 아름다

움을 높여주는데 일조를 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

기하였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가체머리의 풍습이 이어져오지는

않지만 이 무거운 가체와 같이 여인들의 머리 위에 온갖 고뇌들과 생각

들이 넘쳐나 그들을 짓누른다. 사회생활, 아름다워지기, 결혼, 육아, 건강

등 사회가 여성들에게 완벽하게 해내길 요구하는 것들이, 육체적이고 경

제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가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대 여성으로서 느끼는 모습들을 과거의 전통적인 여

인에 대입하여 시대를 뒤집어 표현한 것이다.

가체머리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인은 이런 가체의

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통스러운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2장에서 설명한 기린 목 풍습과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가체작업은 여성

의 역할 다양화로 늘어난 심리적 갈등에 대한 표현으로 앞의 기린 목 여

인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작업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

현대 여성들은 과거의 여성들보다 사회적 진출이 자유로워졌지만 가정

생활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충돌 없이 이루어 내야하는 현실이며 이를 동

시에 잘 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성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여성의 역할이 확장된 만큼 여성들도 완벽하게 그

역할을 소화하고 싶은 욕심에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엄청난 양의 머리카

락의 무게로 표현하였고 이는【작품 1】∼【작품 13】에 잘 드러난다.

이 가체머리 작업에서는 본인 또는 일반적인 여인의 얼굴을 소재로 오

늘날의 여인들이 짓눌리고 억압된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늘날 우리

들을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기 힘든, 또는 알아차리기

(손미경, 앞의 책, pp. 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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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현실을 표현해보고 싶었고 구도는 불안정하게, 그리고 기법 면에서

는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1】은 가체머리의 첫 작품으로 자화상 작업이다. 화려하지만

그 속에 고통이 내재되어 있는 가체를 더 과장하여 여러 겹의 머리카락

을 머리에 칭칭 감고 평온한 표정을 지닌 여인의 얼굴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화면 대부분을 머리가 차지하게 만들어 매우 불안정한 구도를

연출하여 본인이 느끼는 고민거리들을 예쁘지만 아이로니컬하게 그려보

고 싶었다. 그래서 표정은 굉장히 온화한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머리 사

이사이에 떨잠을 그려 넣어 검정색의 머리만 있는 지루함을 없애고자

했다.

【작품 2】와 【작품 3】 역시 본인을 그린 작업으로 머리카락으로

스트레스의 무게를 형상화한 것이다. 꽃과 나비 등을 이용하여 머리의

무게에서 오는 불편한 느낌을 해체시켜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으

로 나타나도록 연출하였다.

【작품 4】와 【작품 5】 또한 현대 여성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머

리의 무게로 표현하였고 머리 사이에 본인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자연

의 모습들인 식물과 바다생물 등을 그려 넣었다. 본인은 심적인 부담이

심해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

를 보러가곤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체머리와 함께 표현하고 싶어 바

다와 산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을 높이 쌓여있는 가체머리

위에 배치하였다.

【작품 6】은 현대 여성들이 타인을 의식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각인

되는 좋은 옷과 물건, 즉, 명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로써 스스로 자족감과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 현상을 표현하고 싶어 그린 작품이다. 【작품

7】은 현대 여인들이 과거의 여인들처럼 집안 살림만 하지 않고 사회적

인 진출을 하면서 지적인 측면까지 요구되는 현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책가도(冊架圖)에 등장하는 붓, 책, 종이, 청자 등이 등장하고

맨 꼭대기에는 학사모도 나타난다. 단순히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고 지

적인 활동을 하는 오늘날의 여성들의 모습을 반영한 그림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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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9〕 <작품 8(부분)>, <작품 9(부분)>

다.

【작품 8】과 【작품 9】는 【작품 1】을 조금 더 발전시킨 작품이다.

【작품 1】은 고고한 궁중여인의 느낌을 표현했다면 이 두 작품은 기생

의 느낌을 살려서 그린 작품이다. 우아한 여인보다는 일반인들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을 참고해 작업을 진행해 나갔

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음을 나타

내기 위하여 머리에 장식적인 꽃과 나비 등을 그려 넣어 검정색의 머리

만 있는 지루함을 없애고자 하였다. 【작품 9】의 여인은 한복을 입고

있지만 표정에서는 현대적인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눈을 약간 치

켜뜨고 있는 유머러스한 표정을 짓게 하였다.〔참고도판 9〕

【작품 12】와 【작품 13】은 【작품 8】,【작품 9】와 비슷한 형식으

로 그린 것이지만 인물의 표정에서는 익살스러운 모습보다 차분한 표정

으로 그려내었다.

【작품 10】과 【작품 11】은 여인이 고민거리로부터 벗어나려는 모

습으로 전통과 현대 사이의 과도기적인 여인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속

여인들은 관객을 직접 응시하고 있으며 이전 작품들처럼 머리에 가체가

얹어져 있지 않고 풀려 있는 상태이다. 본인은 도도한 여성의 모습을 작

품으로 표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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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화상 연작

오늘날에는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개개인을 평가

하게 되어 개인은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람들

은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예전보다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종류의 일거리도 생겨서 사람들은 자신

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 허탈

해하며 지루해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살률은 증가

하고 우울증 환자도 늘어났다. 능력과 성공이 인정받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이에 지쳐 무기력해지기도 한다.43)

본인도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의문

을 갖게 되었다.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

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오히려 성공

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서 남들

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남들과는 뭔

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한편 스스로의 모

습에 대해 객관적인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아닌 나> 자화

상 연작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무기력함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해 본인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자화상은 작가 개인의 심리상태와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서양 미술에서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

1669)는 1백여 점에 이르는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의 자화상에 나타나는

표현의 변화는 자화상과 작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반영한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화가로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의 초기 자화상은 얼굴에 감정

을 담아내기 위해 표정 연습에 치중한 것이 많고, 중기에는 자신의 성공

43) 김정수, 앞의 책, pp.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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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시하는 듯한 표정과 자세가 드러난 자화상을 그려나갔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파산선고를 받고 경제

적으로 힘들어지고 난 후에 그린 말기 자화상〔참고도판 10〕에는 인물

의 사실적인 표현은 약화되었지만 내면의 영혼의 표현에 치중하였고 자

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성찰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44)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의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

상>은 반대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동경하고 있

는 모습을 작품에 담아서 자신을 극복하려 한다. 이 작품은 그녀가 교통

사고를 당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그린 작품으로 교통사고 이후 그린 첫

작품이다.〔참고도판 11〕 그녀가 병실에서 누워 지낸지 1년이 지난 19

세 때의 자화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수술과 치료로 야윈 모습 그대로 그

리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붉은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본인 또한 2011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스

스로 항상 건강하다고 느꼈기에 어릴 때부터 병원은 친숙한 곳이 아니었

다. 처음에는 죽을병으로만 느껴졌던 ‘암’이 본인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다. 치료 기간은 다른 암에 비하면 길지 않고 복

잡하지도 않지만 젊은 나이에 스스로를 암환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

았다. 치료 당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본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에 익숙하지 않았다. 프리다 칼로가 수척

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 싫었듯이 본인 또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조금이나마 미화된 모습으로 표출하고 싶었다.

44) 전준엽, 『나는 누구인가』, 지식의숲, 2011,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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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0〕렘브란트

<자화상>

〔참고도판 11〕프리다 칼로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

〔참고도판 12〕<작품 28∼33>

당시의 복잡한 심경을 바탕으로 본인은 일련의 자화상 시리즈를 그려

자기표출을 시도하여 【작품 26】∼【작품 33】을 그려나갔다.〔참고도

판 12〕 그림을 통해 본인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가체머리의 여성과 같은 일반적인 여인을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자아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었다.

당시 본인을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라는 돌

파구가 필요하였고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대한

감정을 이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본인의 상태

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겪어내었다.

이렇듯이 자화상 연작은 육체적 치료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본인 자신이 감정을 차단하여 마음에 평정을 찾으며 겪어 낸 과정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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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인물의 표정에서 나타나듯이 극도로 감정을 배제하면서 본인의

상태를 그려내었고, 스스로가 보는 본인의 모습과 본인이 추구하는 모습

이 공존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다듬어진 표현이 돋보인다. 언어

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듯이, 옷이나 분위기와 표정을 통해서도 자기 자

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에 즐겨 입는 옷과 함께, 마음속에

내재된 욕구인 화려한 모습을 그려나갔다. 위축된 자아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 의상도 화려한 무늬와 색상을 사용하고 배경도 화사한 색감과 무늬

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들을 그려나가면서 건강 악화로 위축된 자아의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 상실을 치유할 수 있었다.

지금은 건강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였지만 돌이켜보면 정

신 수양의 단계와 그 경험을 작품으로 표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강한 자아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닐까 생

각해 본다.

3) 거울 연작

거울 연작은 사회가 다변화하여 여성의 역할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복합적인 심리를 이미지로 풀어내고자 한 작품 시리즈이다.

억압되고 힘든 자아의 모습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

자 하였다.

거울 연작은 정사각형의 칸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각각의 칸은 상상 속

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생각의 저장소이다. 작품 속 이미지들은 계획 하

에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내면의 생각들을 두서없

이 형상화한 것으로, 연관성이 없는 사물들이 산만하게 얽혀있다.

거울 연작에서는 여성의 형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거

나 창문이나 구멍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참고도판 13〕이 나타나며 눈

이 피어나는 나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미지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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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3〕<작품 40(부분)>

전체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였지만 흘러내리는 이미지로 슬

픔과 연관된 표현이 드러난다. 형태적으로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색감

으로 표현하여 힘든 기억들과 답답함을 떨쳐내고자 하였다. 글로 풀어내

기는 어려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출하면서 스스로

를 돌아보며 생각을 재정비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대상을 작가 본인에게로만 한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작품의 나무 틀 사이사이에 거울을 넣었고, 이를 매개로 관객들

과 소통하고 싶었다. 작품 속 거울에서 관객들은 스스로를 바라본다. 거

울은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여, 거울 속의 대상은 응시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당

시의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진다. 또한 작은 구획 사이에

걸쳐있는 조각난 거울들에는 얼굴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구획되어 나누

어져 보인다. 이는 사람들 개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파악하

기 바라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겉

으로 보이는 생김새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진 자신을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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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Ⅴ. 조형적 특징 및 표현기법

이 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과 표현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인 근사(近似) 대칭 구도, 비현실적

이고 과장된 표현 그리고 조선시대 초상화의 영향과 인물표현에 대해 알

아본 뒤에 작품의 제작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형적 특징

먼저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조형적 특징 세 가지를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인의 작품에는 두세 작품이 서로 연관성

을 가진 연작이 많은데 이는 주로 근사 대칭의 구도로 나타난다. 또한

본인의 작품들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구상 작품이지만 실제

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모습의 여인들이 등장한다. 마

지막으로 초상화 기법을 연구하여 이를 본인의 작품에 응용하였는데 시

기별로 다른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초상화 기법

이 본인의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근사(近似) 대칭 구도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칭적 균형은 그림에서는 비교적 많지

않으며, 특히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그림은 극히 드물다. 본인의 작품에

서는 대칭적인 구성의 작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작품은 없고 근사(近似) 대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반대쪽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다소 다르지만 거의 대칭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구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칭적 균형은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주어서 종교화 등의 위엄 있고 엄숙한 주제의 그림에 등장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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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4〕지오토 디 본도네 <바론첼리 제단화>

〔참고도판 15〕미산 허형

<산수도 대련>

〔참고도판 16〕작자미상

<화접도 2폭병>

하였다.45) 아래의 작품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화가 지오토 디 본도네

(Giotto di Bondone, 약1266∼1337)의 제단화로 중앙의 성모대관식이 묘

사된 패널을 중심으로 근사 대칭 구도가 잘 드러난다.〔참고도판 14〕

우리나라의 전통 서화(書畵)에서도 대칭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련(對聯) 형식으로 나타난다. 대련이란 대구를 이루는 글이나 그림의

형식을 말하는데 산수화, 화조, 민화에서도 대련의 모습을 갖춘 작품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참고도판 15〕 아래 우측의 <화접도 2폭병>〔참

고도판 16〕은 괴석 위에 나리, 작약, 찔레꽃이 피어난 모습을 담은 그림

이다.

45) David A. Lauer;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예경, 199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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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폭만 그렸다면 자칫 편파 구도로 불안정해보일 수 있는 구도

를, 양 바깥쪽에 괴석과 꽃을 2폭에 배치하여 나란히 걸어 놓는 대련 형

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작품에 안정감을 더하였다.

본인은 근사 대칭 구도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자 하였다. 이렇게 비슷한 단위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단순하면서

도 통일된 시각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이다. 음악에서 각각의 박자

는 중복에 의하여 앞의 형태를 강화하여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시각 예술에서도 같은 단위형태가 반복될 때에는 중복에 의하여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시각적인 유사성의 법칙, 즉 같은 형태끼리

묶어 보려는 시각적 특성에 의하여 이미지가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된다.46)

가체머리 작품에는 근사 대칭의 구도가 사용되었다. 【작품 4】∼【작

품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이 쌓여 있는 가체머리로 불안정해 보

이는 구도의 작품 두세 점을 같이 배치하여 차분하고 통일감 있는 느낌

을 얻고자 하였다. 작품 속에서 가체머리는 여인들이 삶에서 받는 정신

적인 고뇌의 무게를 이미지화한다. 작품 속의 여인들은 머리에 얹혀진

가체의 무게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작

품을 보는 관객들은 이 여인들이 삶에서 느끼는 중압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중압감은 여러 작품을 같이 배열함으로써 더욱 극대화되

어 나타난다. 비슷한 구도의 작품을 같이 배열하여, 수직이 강조된 작품

한 점으로는 불안정해 보이고 단조로울 수 있는 작품에 안정감을 더하

고, 관객들이 조금 더 확장된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가체머리 작품에서 반복적 구성을 이용한 대

칭 구도를 사용하였고 자화상 연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낸 작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칭적 구도를 사

용하였다. 거울 연작에서도 대칭 구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는데 정

사각형의 각 나무판 위의 그림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이미지를 담고 있

지만 전체 화면에서는 격자 나무틀이 통일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46)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2008,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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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품 속의 대상들은 추상화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장된 상황이 담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 1】∼【작품 18】 속의 여인들은 비현실적으로 거대한 머리를

얹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엄하거나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을 뿐, 고

통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작품 1】에서는 작가 본인의 얼굴 위에 끝없이 펼쳐지는 가체머리를

그려 넣었다. 관객들은 화면 바깥까지 가체머리가 얹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 무게가 엄청남을 느낄 수 있지만 인물의 표정은 온화하고 차분

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의 수많은 여인들은 업무와 생활 속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지만,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

아간다. 이들은 때로는 자신의 한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낸다. 따라서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머리에 무거운 가체를 얹고 있는 과장된 표현을 통하여 그림 속 인

물이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무게의 중압감에 못이기는 상태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 무게를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작품 7】은 비현실적인 표현이 가장 극대화된 작품이

다. 머리 사이사이에는 꽃과 식물, 가방과 구두, 책과 붓, 소라와 불가사

리 등이 놓여있어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머리에서 온갖 사물들이

피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작품 4∼5】에서 나타나는 식물과

바다 생물은 본인의 마음을 정화시켜줄 수 있는 바다와 산의 대체물이

다. 【작품 6∼7】에서 명품과 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은, 오늘날 지

적인 여인의 모습과 명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이 장면은 불편하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2m의 가체머리가 여성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인물들은 무게를 의식

하지 못하는 듯, 평온하거나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참고도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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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7〕<작품 4∼7>

【작품 26】∼【작품 33】은 자화상 연작으로 과장된 얼굴 표현이 강

조된 작품이다. 자화상 작업은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작품에 풀어내

어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얻고자 진행하였다. 작품 속의

여인은 작가 본인과 닮았다. 120x80cm의 화면에 인물의 얼굴을 사실적

으로 꽉 채워서 그리고, 화사하고 예쁜 색감을 살려 채색하였다. 그러나

과장되게 큰 눈과 실제 살결 같지 않은 투명한 피부표현은 비현실적이

다. 인물화의 핵심은 정신을 반영하는 눈이라고 하지만, 작품 속의 여인

은 오히려 구슬이 박힌 인형처럼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은, 나와 닮았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 괴리된 나, ‘나

아닌 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4】∼【작품 40】은 조선시대 책가도와 같이 구획이 나눠진

각 서랍을 이용하여 마음속에서 즉각 떠오르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나무합판에 아크릴로 그려낸 작품이다. 칸막이를 나눈 나무틀을 맞추어

각 칸에 들어가는 나무합판 위에 아크릴로 색을 칠해 나무틀에 다시 끼

워 넣고 다른 칸에는 거울을 붙여서 다양한 효과를 주려고 하였다. 작품

속의 이미지들은 본인이 느끼게 된 복합적인 심리를 이미지로 풀어낸 것

으로 본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그려나갔다. 이 작

품들에서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물들이 괴이하고 뒤틀린 형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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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평상시 너무 정돈된 작업만 하여 갇혀버

린 본인을 극복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발상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3) 조선시대 초상화의 영향과 인물표현

본인의 작품은 공필인물화(工筆人物畵)가 주를 이룬다. 공필인물화에

서는 인물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데, 이는 인물의 특징을 포착하

여 선의 농담과 굵기 변화를 통해 묘사하는 사의인물화(寫意人物畵)와는

구별된다.

작품을 진행하면서 공필인물화 표현기법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조금 더 체계적인 작업진행을 위하여 조선시대 초상화를 모사(模

寫)47)하여 초상화 기법을 작품에 응용하면서 본인에게 알맞은 인물화 표

현기법을 찾게 되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얼굴표현에서는 속눈썹, 수염,

검버섯 등의 극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며 빛의 명암으로 인물화를 그

리는 서양화와 달리 인물의 인격과 정신을 표출하는 '전신(傳神)'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정신을 전한다’는 뜻으로 중국 동진(東晋, 317∼

419)의 고개지(顧愷之, 약345∼406)가 명확히 제시하였다. 특히 인물화에

서의 전신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그의 화론에 잘 드러난다.

무릇 그림은 사람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이 산수이며 그다음이 개와 말이

다. 망루와 누각은 일정한 기물일 뿐으로서 그리기는 어렵지만 보고 좋아하

기는 쉬운데 천상묘득(遷想妙得)48)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49)

47) 작품을 모방해서 베끼는 것을 말하는데 원작의 기법을 따라하면서 원작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48) 생각을 옮겨 묘한 이치를 얻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묘사할 대

상을 관찰하고 연구해 대상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을 옮기는 것(遷想)’이다. 그리고 화가는 대상의 정신적 특징을 점차 이해하

고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분석하고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적 구상을 획득해야 하

는데, 이것이 바로 ‘묘를 얻는 것(妙得)’이다. 천상묘득은 사유활동을 형상화하는 과정

이다. (葛路;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0, p. 83)

49) 顧愷之, 『魏晉勝流畵贊』

“凡畵, 人最難, 次山水, 次狗馬, 臺榭一定器耳, 難成而易好, 不待遷想妙得也.”

(葛路, 앞의 책,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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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와 누각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므로 정신을 묘사하지 않아도 되

어 쉽다는 것이고 개와 말은 살아있는 동물로 표현하면 되지 사람을 표

현할 때처럼 심오한 정신을 표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산수가 인물 다음

으로 어렵다고 한 이유는 산수란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고 대자연의 아름

다움을 재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인물을 묘사할 때는 사람의

성격, 감정 등을 두루 묘사해야 하므로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양화의 화론 하에서 제대로 된 인물화를 완성하기란 쉬운 일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품 진행을

위하여 조선시대 초상화 작품을 모사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시기별로 대

표적인 작품 3점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50)

먼저 화재 변상벽(和齋 卞相璧, ?∼?)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조선후기

문신인 근암 윤급(近菴 尹汲, 1697∼1770)의 영정을 모사하였다.〔참고도

판 18〕이 초상화는 얼굴의 검버섯과 붉은 얼굴 표현까지 세밀하게 묘사

한 걸작으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화법이 나타나면서도 은은하면서 맑고

투명한 기운이 느껴지는 18세기 초상화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51)

그리고 시기별로 다른 이채(李采, 1745∼1820)의 초상과 이하응(李昰

應, 1820∼1898)의 초상도 모사하였다. <이채 초상>은 정조 시대 전성기

에 조선적 풍격(風格)을 보여준 조선후기 초상화가 18세기 후반에 이르

러 더욱 정교해지는 동시에 서서히 거칠어지며 경직되기 시작하던 시기

를 잘 대변하는 작품이다.52) 얼굴 표현은 진경시대의 초상화에 비해 무

거워졌으며 얼굴의 윤곽선이 약하면서 피부 표면은 이전보다 거칠게 표

50)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있는 그대로 그려

내는 사실적이고 정직한 표현이 나타난다. 화원들은 실제 인물보다 더 잘 생기고 멋

지게 화폭에 담아내려 하지 않고 얼굴의 점, 검버섯까지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러

한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의 모습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물의 눈동자에 기를 불어 넣는 ‘기운생동(氣韻生動)’한 묘사가 돋보인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 초상화의 인물들은 정면 인물화를 주로 그리는 중국 초상화와는 다르게 대

부분 몸과 얼굴은 약간 옆으로 돌린 모습을 그려서 입체감을 살렸다. 세 번째로 중국

명·청대의 초상화와는 다르게 인물 뒤에 배경을 넣지 않고 인물 자체에 집중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상화에서 배경설정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문화재청, 『한국의 초상화』, 눌와, 2007, pp. 6-7)

51) 문화재청, 앞의 책, p. 172.

52) 문화재청, 앞의 책,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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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8〕18세기 중반

윤급초상 모사화(부분)

〔참고도판 19〕19세기 중반

이채초상 모사화(부분)

〔참고도판 20〕19세기 후반

이하응초상 모사화(부분)

〔참고도판 21〕<작품 24(부분)> 〔참고도판 22〕<작품 29(부분)>

현되었다.〔참고도판 19〕 이 초상화에서는 ‘필묘법(筆描法)’의 흔적이 돋

보이는데 이는 얼굴의 미세한 결을 세필로 짧은 필선을 엷게 붓질을 해

그리는 기법으로 얼굴의 명암을 묘사하는 방법이다. <이채 초상>은 정

면 인물화이지만 필묘법을 이용한 명암법이 나타나 사실적인 얼굴 묘사

가 가능하였다. <이하응 초상>은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초상화 중 하나

로 당시 어진화사(御眞畵師)인 희원 이한철(希園 李漢喆, 1808∼?)이 주

관하여 그린 작품이다. 본인은 이한철이 그린 이하응의 초상화 중에서

흑건(黑巾)에 청포(靑袍)를 입은 작품을 모사하였다. 당대 어진화사의 화

려하고 정교한 기술을 엿볼 수 있지만 얼굴의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윤

급 초상과 같은 정조시대의 뛰어난 초상화에 비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투박하다. 이하응의 초상에서는 필묘법(筆描法)이 얼굴 전체에 과장되게

나타나서, 본래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보여주던 생동감 넘치는 인물의 느

낌은 다소 감소되었다.53)〔참고도판 20〕

53) 문화재청, 앞의 책,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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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인물 작품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초상화 기법이 부분적으로 적

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의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머리

카락과 오관의 표현은 섬세하게 하되 피부는 조선시대 19세기 초상화에

서와 같은 극사실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18세기 윤급 초상의 채색 방법

을 일부 참고로 하여 투명하고 매끈하게 표현하였다.〔참고도판 21〕 인

물의 의상 표현에 있어서도 배채법을 기본으로 뒷면에 바탕색을 칠해 앞

면에서의 얼룩을 완화하고 다시 앞면에서 섬세한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참고도판 22〕

세 가지 인물화를 모사하며 습득한 전통 초상화의 표현기법을 본인의

작업에 응용하여 이전보다 완성도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비단

인물화의 제작과정과 표현기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절에서 하

도록 하겠다.

2. 견화(絹畵) 제작과정 및 표현기법

본인은 작품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전

통적인 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전통 회화 재료를 사용하는 인물

화 작업은 비단에 그리는 방식과 장지에 그리는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

데, 근래에 본인은 비단에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

다. 이는 상술한 본인의 표현기법에 있어서, 머리카락의 섬세한 느낌이

종이보다 비단 위에서 더욱 탁월하게 나타나고, 인물의 얼굴 표현에 있

어서도 배채법(背彩法)54)을 사용하여 깊이감이 있는 얼굴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에서 본인 작업의 주를 이루는 비단 인물화의 제작과정을

‘1) 재료준비와 밑그림 제작, 2) 채색기법’으로 나누어 도판과 함께 상세

54) 배채법이란 복채법(伏彩法)이라고도 하는 채색기법으로 비단의 뒷면에 채색을 입혀,

안료가 앞으로 배어나오도록 하는 기법이다. 앞에서 채색하는 것보다 채색이 은은 하

고 물감이 쉽게 박락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주로 초상화, 불화, 세필 화조화(細筆 花

鳥畵) 등 화원화풍의 그림에 시용되는 기법이다. 전체적인 바탕색은 뒤에서 넣고 앞

면에서는 음영이나 눈동자나 윤곽선 등을 그려 완성한다. (문화재청, 앞의 책, p.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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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단 붙이기 (B) 비단에 교반수 바르기

히 서술하고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기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재료준비와 밑그림 제작

① 재료준비와 아교포수

비단에 작업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비단틀에 비단을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는데, 종이 작업보다 매우 까다로워 제작 과정이 길다. 먼저 비

단은 인물화를 그리기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중간 정도 두께의 비

단을 사용하여 견틀보다 조금 크게 재단한다. 분무기를 사용하여 비단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묽은 풀을 견틀에 발라 견이 울지 않게 팽팽하게

붙여 말린다(A). 너무 세게 잡아당겨 붙이게 되면 비단이 상할 수 있으

니 주의하여 붙이도록 한다. 생견에는 물감을 섬세하게 올리기 수월하지

않음으로 교반수(膠礬水)55)를 견틀에 붙인 비단 위에 칠한다(B). (〔표

1〕) 교반수는 비단 위에 하나의 막을 형성하여 물감이 비단에 흡수되거

나 번지는 것을 막고 채색층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백반은 물감

의 번짐을 줄이고 발색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표 1〕재료준비와 아교포수 과정

55) 교수膠水와 반수礬水를 섞은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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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마다 교반수의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맞추는데 본인은 아교물은

2%로 하였고, 백반물은 아교물의 10%로 정하였다. 백반을 많이 넣게 되

면 동물성 섬유인 비단을 산화시킬 수 있으므로 작품의 보존 문제에 있

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인은 막대아교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4∼5

C° 정도에서 아교의 팽창 속도가 가장 좋으므로 유리병에 물과 아교를

넣어 하루정도 냉장고에 넣어 딱딱한 아교를 물에 불려서 중탕시켜 녹인

다.56) 아교를 끓는 물에 바로 넣게 되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접착력이 떨

어지므로 반드시 중탕하여 사용한다. 교수를 식힌 후에 백반을 유발에

곱게 갈아서 따로 미지근한 물에 넣어 녹인 반수를 교수와 섞는다.

아교포수용 붓은 채색용 붓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교반수가 만들어지

면 비단틀을 바닥에 뉘어 놓고 평붓으로 칠해주는데 앞면을 한번 칠한

다음 완전히 말려준 다음 뒷면을 칠한다. 이렇게 앞, 뒷면을 각각 3번씩

칠하고 완전히 말린 후에 모서리에 선을 그어 보아 아교포수가 잘 되었

는지 확인해본다. 아교포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한두 번 더 칠해준다.

② 밑그림 제작

밑그림 제작을 위해 직접 주변 인물을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며 화보 속 인물들의 모습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린 아

이디어 스케치 중에서 작품화시킬 드로잉을 선정하여 실제 작업 크기의

종이에 밑그림을 제작한다.

우선 연필을 사용하여 스케치를 한다. 본 작업에서는 수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밑그림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여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낸다. 밑그림이 완벽해야 본 작업에서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 정

밀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다. 연필로만 제작할 경우 견에 연필가루가 묻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스케치한 위에(A) 먹선으로 다시 마

무리 한다(B).(〔표 2〕)

56)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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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하기 (B) 종이 위에 먹선 뜨기

(A) 비단틀과 밑그림 고정시키기 (B) 비단 위에 먹선 뜨기

〔표 2〕밑그림 제작 과정

1) 채색기법

① 선묘 작업

〔표 3〕비단 위에 밑그림 옮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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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그려놓은 밑그림을 딱딱한 판에 붙여 비단 틀 뒤에 포갠다(A).

이렇게 하면 비단에 밑그림이 비쳐서 보이게 된다. 비단 틀과 밑그림 판

을 고정시켜 비단에 선묘 작업을 하여 밑그림을 옮긴다(B).(〔표 3〕)

선을 긋기 전에 3∼4번 정도 연습한 후에 비단에 선을 유연하게 긋는

다. 먹선을 뜰 때에는 비단에 손기름이 묻어나지 않게 흰 종이를 깔고

장갑을 착용한다. 호흡을 가다듬어 붓이 떨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얼굴

의 윤곽선은 대자와 먹을 섞은 선으로 긋고 의습선(衣褶線)은 먹으로 얼

굴 윤곽선보다 조금 더 굵게 긋는다. 먹이나 물감의 양이 많아지면 자칫

선이 너무 굵어질 수 있으니 집중하여서 선을 단번에 그려 나가야 한다.

특히 눈썹과 머리카락은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 부분으로 세필을 사용하

여 선을 긋는다.

② 채색 작업

본인의 작업에서는 호분(胡粉), 석채(石彩)57), 분채(粉彩)58)와 봉채(棒

彩)를 주로 사용한다. 인물의 피부색은 비단 뒷면에서 호분으로 막아주

어 표현하였다. 호분은 조개껍질을 태워 만든 물감으로 흰색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 석채는 광석을 분쇄하여 만든 안료이며 물감 가운데 우수

한 것으로 입자(粒子)가 미세한 것부터 거친 것까지 다양하다.59) 분채를

사용할 때는 유발에 적당한 양의 분채 알갱이를 넣고 갈아준다. 분채 가

루를 접시에 담아 아교물을 넣고 물감 안료가 아교와 잘 섞이도록 골고

루 개어주는데 접시 아래에 가라앉는 굵은 안료보다 표면에 떠 있는 고

57) 광물질 채색 안료로 천연의 광석을 빻아서 만든 자연 석채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 석채로 나뉜다.

58) 분채란 보통 수간안료(水干顔料)를 이르는 말로 본래 수간이라는 말은 안료와 같은

분말을 물 속에 넣어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라앉는 시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말

한다. 입자가 크고 거친 분말은 빨리 가라앉고 가는 분말은 천천히 가라앉는 특성을

이용해 이것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수간안료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분채는 내구성이 뛰어난 염료나 안료를 천연

에서 산출되는 호분이나 백토 등에 착색하거나 혼색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고 있다.

천연 색료에 비해 깊이는 없지만 많은 종류의 색상을 만들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현, 『전통회화의 색』, 결출판사, 2008, p. 14)

59) 나정태, 『민화 그리기』, 대원사, 199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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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안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봉채는 아교로 개어 만드는 번거로움 없

이 사용하도록 만든 막대 모양의 안료로, 접시에 약간의 물과 함께 갈아

채색한다. 봉채를 사용하면 투명한 채색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비단에 석채나 분채 등의 안료를 접착시키는 아교물의 농도는 물의 양

의 10%로 하였다. 색깔 별로 붓을 따로 준비하여 색을 칠하는 것이 좋

다. 입자가 고운 안료는 묽은 아교물에 섞어 써도 무방하지만 굵은 것은

아교를 많이 섞어야 접착이 된다.60) 아교를 적게 넣어 안료를 개면 안료

가 비단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채색한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교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료가 두껍게 발릴 수 있어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석채는 다른 물감에 비해 무게가 있고 입자가 비교적 커서

다른 색과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붓질을 사용한다.61)

채색을 할 때에는 먼저 비단의 뒷면에 기본적인 채색을 해주고 앞면에

서 정밀한 묘사를 하도록 한다. 또한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어두운 색

을 나중에 칠한다. 여인의 얼굴색을 내기 위해 배채법을 이용하여 대자

색(代赭色)과 호분으로 얼굴 뒷면을 막아준다. 인물의 의복도 색에 맞추

어 비단의 뒷면에서 불투명하게 채색한다. 머리카락은 검은머리로 표현

할 경우 남색(藍色)을 섞은 먹을 엷게 우려준다(A). 기본 작업을 비단

뒷면에서 마무리한 후에 앞면에서 세밀한 묘사 작업을 진행시킨다. 얼굴

에는 대자색으로 엷게 수십 번을 칠하여 인물의 입체감을 살리는데 여러

번 붓질을 한 부분은 음영이 깔리고 붓질을 적게 한 부분은 볼록하게 표

현된다(B).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항상 골상 자체를 이해하고 파악한 후

에 대상 인물의 개별적인 묘사를 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C).62)(〔표

4〕)

60) 나정태, 앞의 책, p. 38.

61) 이경화, 「자연과 현대인의 관계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47.

62) 조선미, 『초상화 연구』, 문예출판사, 2007,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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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채 후 앞면 (B) 채색 과정 (C) 채색 마무리

〔표 4〕비단에 채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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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작업한 ‘여성의 자기 표출 욕구’에 대

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작품의 창작 동기, 이론적 배경,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과정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인은 여성의 자기표출 도구로서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인들의

생활의 일부였다. 아름다움이란 만고불변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상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이 아

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과거의 여성들이 수동적, 대상적

방법으로 미를 추구하였다면, 오늘날의 여성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꾸

민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인은 오늘날 여성의 미적 추구에 대한

동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아

름답게 꾸밈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속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

한다. 본인은 현시대의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드러

내는 모습을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미의 추구에서 오는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재치 있는 표현으로 보여주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

들이 자기를 표출하는 방식도 다양화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증가해왔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순종적인 여성상만을 바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쟁

하여 자아를 이루어내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자기

표현에 있어서도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완벽

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여성들은 과거의 순종적인 여성상과 주체

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 사이에서 고뇌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여

성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가체머리 연

작, 자화상 연작과 거울 연작에 담아냈다. 가체머리 작업은 현대 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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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표출을 통해 생기는 고민거리를 표현한 작품이고, 자화상 시리즈

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의 주

체성을 회복하고자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거울 연작은 사회가 변화하여

여성의 역할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복합적인 심리를 이미지

로 풀어내어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자한 작품 시리즈이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근사(近似) 대칭 구도로 서로 연관성을 가진 작

품들이 많다. 또한 구상 작품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

고 과장된 모습의 여인들이 등장한다. 또한 초상화 기법을 연구하여 이

를 본인의 작품에 응용하였는데 시기별로 다른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

에 대해 연구하고, 이중 본인의 작업 의도와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하였다. 작품은 주로 비단 위에 인물 채색 작업으로 진행하

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화면을 복잡하게 구성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식화된 화면을 꾸며 나가는데 치중하여, 메

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형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미지로 표현된 작품을 다시 글로 풀어내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작품에 반영하고자 한 여성성에

대한 자료를 찾고 고민함으로써, 작업의 방향과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작업에 대한 생각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이 현실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그려나가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누구나 보고 느끼는 일차원

적인 이야기보다,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만 삶 속에 내재된 중요한 이야

기들을 찾아내면서 그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야 함을 깨닫게 되

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작품은 주로 작가 개인의 경험을 작품을

통해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하여, 관람자도 작가의 감정에 동화되어 공감

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앞으로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

습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꾸준한 작업을 통해 본인 내면의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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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요

구하는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끊임없는 성찰과 시련을 통하여 본인의

삶 속에 응집된 형상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한다.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63)

위의 글은 캐나다의 시인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Oriah Mountain

Dreamer)의 <초대(The Invitation)>라는 시 중 한 구절로, 그녀의 굴곡

있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본인도 작품을 진행하면

서 영혼을 배신하지 않는 솔직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

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

고 싶은 내용 외에도, 실기와 이론에 대한 탄탄한 연구와 함께 꾸준한

창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작품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63) Oriah Mountain Dreamer, The Invitation

It doesn’t interest me if the story you are telling me is true.

I want to know if you can disappoint another to be true to yourself.

If you can bear the accusation of betrayal and not betray your own soul.

If you can be faithless and therefore trustworthy.(류시화,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미래, 200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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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Women's Desire for

Self-Expression

-focus on my works-

Soo Yun Jun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my artworks from 2009 to 2013, and

systematically presents my own works by analyzing the creative

motivation of artworks, theoretical backgrou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production process.

When I was getting ready to graduate university in year 2009, it

was hard to block out the anxiety about the future just like any

other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Such matters like making life

plans, choosing a spouse, and making the right direction of my

artwork came to me as challenging tasks to solve. Women today are

more capable of getting chances to advance in society than the past.

Although the role expectations for women in society have increased,

many of them live with mental pressure to accomplish both household

affairs and social activities at the same time.



- 80 -

I grew up watching and learning directly from my mother and I

wondered if I could live my life to the fullest just like my mother

did. I came to consider in-depth about the meaning of living as a

woman in modern society through life of my mother taking care of

children, doing house chores, and also enjoying her hobby just like a

Superwoman. It was then I started to express my various experiences

of being a woman and also the psychological conflicts that came out

by those experiences into my artworks.

As I proceeded with my works, I was curious about why people

are desperate to express themselves to the world. Thinking upon this

question, I reflected various looks of women into my artworks, from

their struggle to show themselves to the world to facing difficulties

in reaching their goals despite the effort. At first, I was working on

general ideas about women, but as time went by, my works began to

focus on beauty of women.

This study largely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I examines the motivations of this study and describes the

contents and research method of this thesis.

Chapter Ⅱ explores beauty as women’s tool for self expression.

How the standard of beauty had various changes throughout the

history is written in section one. Also, the changes of women's

appearance in pursuit of beauty is addressed. Section two examines

specifically about my artworks, which expresses neutral position

about women of modern days and how they are struggling to look

beautiful.

Chapter Ⅲ examines recent trends of diversifying ways to express

oneself due to the expansion of women's role, and underlying

psychology. Section one explains the changes in gender roles of

women and discusses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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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looks into the psychological conflicts derived from role

expectation given to women of modern era into gache(Korean wig)

series, self-portrait series, and mirror series.

Chapter IV examin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techniques shown on my works. In section on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pproximate symmetrical

composition, unrealistic and exaggerated expression, and influence on

traditional portraits of Joseon Dynasty. In section two, coloring

techniques on silk is shown with work process photos.

Finally, Chapter Ⅴ summarizes the main points written on the

paper and also presents the direction of my future works.

Through this study process, I had an opportunity to give shape to

the analysis of femininity, and clarify the direction and the meaning

of the artworks.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lay as a found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that I will pursue to create my unique style of

art.

keywords: beauty, role expectation, gache(Korean wig),

self-portrait, self-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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