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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토대로 본인

의 자아와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표현과정을 장자(莊子)의 해체적

소통방식을 통해서 서술하였다.

본인 작업의 발단과 동기는 자아와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스스로를 관조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나를 ‘대상화’

시킨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다. 그러나 외면을 철저히 관찰하고 그려가는

과정에서 외면과 내면의 분리가 불가능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으

며, 형(形)을 통해 신(神)을 표현하는 동양의 전신론(傳神論)을 통해서

나의 외면과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나의 외면과 내면, 그리고 세상과 나의 관계를 해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초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타자와의 관계의 논리

(대대 : 待對)로 형성된 ‘나는 나’라고 여기는 주체의 인칭성(personality)

의 해체를 통해서 목적과 시비의 판단 없이 바라보는 허심(虛心)으로 나

를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때 그린 ‘토끼인류(Rabbit mankind)’

자화상은 장자가 말하는 세상을 거울같이 비추는 마음(mirroring mind)

을 회복한 자를 상징하는 ‘단독자(單獨者)’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

한 인식의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에 자연의 사생 작업을 통해서 표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되었

다.

장자의 세계는 각각의 고유한 개체가 시비(是非)와 차별 없이 유동적

으로 소통하며 변화하는 조화로운 세계이다. 그 도(道)를 말하기 위해서

장자는 다양한 일화를 통해서 타자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

대(待對 : 서로 의존하면서 짝을 한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언어의 이중



- ii -

성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대립시키고 해체한다.

그리고 도(道)의 지도리(도추道樞 ; 문의 회전축)라는 경계 순환적인

소통방식을 이야기한다. 장자는 이러한 소통방식의 실천적 일화로 ‘포정

해우(庖丁解牛)’를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도

(道)]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자의 실천적인 도(道)는 수양을 통해서 행위

와 의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속성’을 중시해온 동양화론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주로 사용한 필묵(筆墨)의 표현방식을 필선과

화면 구성의 원리를 중점으로 장자의 실천적 도(道)와 연관하여 어떻게

해체적으로 표현했는가를 서술하였다.

주요어 : 인식, 장자, 자아, 자연, 필묵, 해체, 소통, 경계

학번 : 201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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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 도시 한복판을 걷다가 문뜩 빌딩에 비친

풍경을 보았을 때였다. 그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안에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 풍경 속에 있는 무리에 묻혀버려서 풍경의 일부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유리에 비친 풍경이 한 순간 이질감이 느껴지면

서 현실과 분리된 또 다른 세계 같았다. 마치 영화 트루먼쇼1)나, 매트릭

스2)의 한 장면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당연하게 실제의 세계라고 믿고 있

었던 세계가 현실이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해왔다. 그동안 각기 다양

한 시기와 소재를 그려왔지만 내가 계속해서 고민해온 주제는 대상에 대

한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대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화가

들의 오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세상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과정 속에

서 대상의 정체성을 연구하여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재구성하

는 과정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하다. 세상에 대한

인식과정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과 세상의 경계

를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라본다’라는 것과 ‘담아낸다’는 행위의

상관관계는 작가의 주관과 대상의 표현이라는 연결고리와 맞물려 작품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된다. 표현의 선행과정인 바라보는 방식은 같

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리게 되는데

이러한 작가의 바라보는 태도는 작가 본인의 주체적인 인식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한다. 때로는 대상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끊임

없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1) Peter Weir, The Truman Show, 1998

2) Andy Wachowski, Lana Wachowski,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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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인식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의 인식은 세상을 무심히 바라보는 관조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오랜 시기동안 작업을 해

오면서 관찰자로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었다. 대상에 대

한 인식관은 대상을 표현하는 작가의 표현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인식관에 따라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 또

한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대상을 관찰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

고 관찰하는지를 본인의 자화상과 자연의 사생 작업을 통해서 서술하였

다. 첫 번째로 자화상을 통해서 스스로 관찰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신의

인식의 방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

데 그 과정에서 장자의 허심(虛心)을 통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가지

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자연의 관찰과 사생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원리와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자연의 인식 역시 거울과 같이 대상을 바라

보는 대상의 도(道)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대상과의 소통관계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의 결

과를 표현하는 표현과정 속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화가가 그림을 그

리는 과정은 도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구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도구와 소통을 통해 일체가 됨으로써 마음과 표현의 일치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필묵은 몸과 마음의 순환일치를 통해서 표현하기에 적합

한 도구다. 모필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의 기술의 숙련을 필

요로 하는데 그 사용 방법에는 장자가 말하는 소통 방식과 같은 철학적

인 방법론도 내포하고 있다. 필묵의 물성이 지닌 섬세하고 즉시적인 성

격은 감각과 최단으로 연결해주는 재료이다. 따라서 필묵을 사용하는 이

유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생각과 표현의 연속성을 유연하고 원활

하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은 크게 ‘인식관’과 ‘표현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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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으며 목차는 ‘Ⅰ. 머리말, Ⅱ. 주체와 대상의 인식과 소통, Ⅲ. 필

묵의 해체적 표현 방법, Ⅳ. 맺음말’ 의 총 네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Ⅰ장 머리말에서는 작품연구의 동기와 목적과 연구 내용과 전개방

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본인의 대상에 대한 인식관에 대한 고찰을 다루었는데,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은 주관과 객관의 경계에서 자신과 대상을 분리하

여 관찰 분석하는 관조적인 태도로 시작되었다. 자화상을 통해서 자아의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면과 내면을 연속선상에서 보는 시각

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인식의 확장과 변화과정을 통해서 자연을 어떻

게 바라보고 표현했는지 서술하였다. 그리고 장자의 해체적 소통방식을

빌어 외부의 관계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주체의 인칭성의 해체와 자유로

운 소통방식의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필묵의 표현방법에 대해서 장자의 해체적 소통방식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필묵 화론과 장자의 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추구

한 표현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선과 면의 경계순환, 순환일치의 운필

법, 현(玄)으로써의 색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 Ⅳ장 맺음말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앞으로의 작업

목표와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어떠한 자

세로 작업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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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체와 대상의 인식과 소통

내가 낯설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세상을 허무하게 느끼고 관

조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그 때부터 대상을 나와 분리하여

낯설게 바라보는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본인은

과거에 극도의 공허함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세상

의 존재 하나 하나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본인의 살아있음을 느끼곤 했

다. 그 당시, 떠오르는 많은 감정들을 잠재우고 그저 공허하게 거리를 걷

고 있자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형상으로 비추어지고 나는 단지 몸이라

는 껍데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몸과 동떨어진 상태로 생각을 하

는 하나의 덩어리(영혼)라고 생각하였다. 세상에 대한 감각이 표면적으

로 말초 신경적으로만 인식되는 기분이었고 나의 내면은 무감각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보이는 것을 그린다.

나는 본다. 눈이 있기 때문이다.

눈에서 비추어진 상을 읽을 뇌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도 감정도 배재한다면 보이는 것은

그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형상들뿐이다.

나는 이따금씩 길을 걸을 때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보곤 했는데 내

가 살아 숨 쉬는 이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늘 부유하듯이

떠도는 것 같았고 내 육체는 껍데기 같았다.

-작가노트-

그림을 그릴 때 나는 항상 관찰자의 위치에 있어왔고 나를 그릴 때도

관찰자가 되어 나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표면의 정보들을 화폭에 옮겨내

었다. 본인이 자화상을 그릴 때 나를 보는 나를 그릴 때마다 나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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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의 형상이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바라보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냉정하게 나를 관찰하고 자화상으로 옮기는 동안

눈을 통해 보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며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었고, 자화상을 그리는 동안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리는 행위가 스스로 존재의 문답을 만드는 계속적인 과정인 동시에 결과

가 되었다.

‘현실의 모든 것들은 현상이고 현상으로 보이는 형상일 뿐이다.’그렇다

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나와 이 세상의 경계의 구분은 어디에 있

는 것인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속의 나는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본

딴다면 그대로 ‘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을 시작으로 나의 정체

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화상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자화상을 통해 본 자아인식

자화상은 작가가 스스로 관찰의 대상이 되어 그리는 초상화다. 자화상

을 제작하는 목적은 자신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초상화의 역할에 따라 자화상의 표현방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화가와 자화상』의 저자 조선미에 의하면 서양 초상화에서는 투철한

대결의식을 갖고 집요하게 그 내적 실재(inner reality)를 파고든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렘브란트(Harmansz van rijin Rembrandt : 1606~1669),

반 고흐(Vincent van Gogh : 1853~1890), 에곤 실레(Egon Shiele :

1890~1918) 등 수많은 화가들이 각자 다른 방식을 통해 자화상을 그려오

면서 그들은 자신을 모델로 삼고 스스로를 객관 대상으로 관찰하면서 자

신의 존재를 확인해왔다.3) 저자는 본격적인 자화상의 등장은 선명한 거

울이 발명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였다고 한다. 개인에 대한인식과

3)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예경, 1995, p. 4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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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탐구에 눈을 뜬 시기에서 거울을 보면서 인물화의 모델로 자신

을 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울

에 대해 커다란 신뢰감을 갖고 있었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가 「회화론」에서 서술한 거울의 상에 대한 칭송

은 이 점을 설명해 준다.4)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하고 대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모사하면서 시작된

서양의 초상화와 다르게 동양의 초상화는 조형적인 근거에서 시작한 것

이 아니었다. 동양에서는 인물의 한 순간의 단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포괄적인 모습을 담고자 하였는데, 생활에서의 모습

을 관찰하여 사람의 인품까지 표현하려 했다. 동양 초상화에서 중시했던

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전신(傳神)’의 개념은 대상을 개별적인 존재

로 분리해서 객관적인 관찰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직책,

인품과 덕과 같은 배경적인 요소의 범주 내에서 대상을 이해하고자 했

다. 이것은 초상화가 원래 ‘교화를 이루고 인륜을 돕는다’라는 권계적(勸

戒的)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인물화의 기원론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5)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동양초상화에서 정신을 형태로 나타내고자

하는 ‘전신(傳神)’의 개념에 있었다. 대상을 단독적으로 분리하여 외면에

서부터 분석적으로 다가가는 서양의 화법과, 인물의 외면과 내면이라는

상반된 원리를 하나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양의 화법은 표현의 출발점이

다르다.

그동안 나는 나를 대상으로써 관찰해오면서 스스로를 탐구하고 성찰하

는 시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써의 나를

탐구하여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확신을 하기위한 ‘바라보기’의 과정

이었다. 이 과정은 서양에서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투철

4)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예경, 1995, p. 295 인용

5) 조선미, 『초상화 연구』, 문예, 2007, p. 43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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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결구도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자세로 작업한

것이다. 이 때 나의 자화상은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을 객관적 대상으로써

냉철하게 관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외면과 내면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자화상 작업은 정신과 육체, 나와 세상을 유기

적인 소통관계로 받아들이려했고 동양화의 전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

태를 통해서 정신을 함께 표현하고자 했다.

1) 객관과 주관 사이의 자아

자화상을 그리는 목적은 나의 외면과 내면의 입장에서 정체성을 탐구

하는 것이었다. 자화상을 그리는 작업은 스스로 묘사대상이 됨으로써 나

를 객관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나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자화상을 그릴 때 거울을 통해 비치는

나의 모습을 감정을 죽이고 명상을 하듯 통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과정

을 거쳤다. 그 시간동안은 자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했다. 처음에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겉모

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려 했는데 관찰을 할수록 거울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낯선 신기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떠오른 질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울속의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었다. 또

한, “나의 모습은 몸의 형상을 통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내가 관찰하고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나

의 겉모습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의 정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는 것인

가? ‘나’를 인식하는 과정은 나를 세상과 분리하여 ‘나는 나’ 라고 단독적

으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단독적으로

정의 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의 자아가 외부와 어떻게 관련해서 형성해 가는가에 대한 문

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나를 사유할 때의 나의 자아는 나 스스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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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지만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 이론

에 의하면 자아의 생성은 타인에 인해 형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거울

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

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상상적인 제 3의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떠나 스스로를 볼 수 없으므로 거울을 통해 모

습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다. 이 때 나를 보는 시선은 자신의 시선이 아닌 제 3자의 시선을 취하

게 되는데, 이 시선은 내 안에 내면화 된 공동체의 기준에 의한 시선이

라고 한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내면화 하고 초

자아(superego)를 형성해 나간다. 우리는 이때부터 내면에 세 가지의 나

를 형성하는데 ①내면화 된 규칙으로서의 초자아, ②이 규칙을 적용하는

나, ③이 규칙의 적용대상의 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6) 즉, 우리

는 자아를 형성해 나갈 때부터 분열된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

게 된다.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에 의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라고

상상된 것이 아이게 최초의 초자아로 등장하게 되고, 주체는 타인이 원

하는 것이라는 상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7) 즉, 우리가 생각하

는 우리의 주체는 사실은 타인을 의식한 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인

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초자아의

충돌을 일으키는데 장자(莊子 : BC3690~BC289)는 이러한 타자와의 충돌

을 인정하고 이것을 삶의 조건으로 긍정한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인간은 외적인 것과 관계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달

생(達生)」 편에서 얘기한다.

전개지가 대답 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을 잘 보양한다는 것은

양떼를 치는 일과 같으며 [무리에서] 뒤떨어지는 양을 보면 이를 채찍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위공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전개지가 대답

했다. “노(魯)나라에 선표(單豹)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산 속] 바위굴에

6) 강신주,『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58 인용

7) 앞의 책, p. 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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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골짜기 물을 마시며 세속과 명예의 이득을 다투지 않아 나이가 칠

십이 되어도 갓난애 같은 낯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굶

주린 호랑이를 만나 그 굶주린 호랑이가 죽여서 그를 먹어 버리고 말았

습니다. 또 장의(張毅)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온갖

사람의 집을 다 찾아다니며 사귀었는데 나이 사십에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표는 무욕 염담으로 그 안을 보양했으나 그의 겉모

양[인 몸]을 호랑이에게 먹히고 말았고, 장의는 그 겉을 보양했으나 그

안을 병에게 침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무리에서] 뒤떨

어진 양을 채찍질 하지 않은 겁니다.…(중략)”8)

이 대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에 관한 것이다. 선표

라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산에서 지내서 맑고 깨끗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지만 호랑이를 만나 죽게 되고, 장의라는 사람은 외면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이 병들어 죽고

만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라는 주체의식을 세우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세계를 실체화

하고 소유적인 사고로 세계를 대하게 된다. 그러나 끝없이 변화하는 세

계를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것에서부터 왜곡이 시작된다. 세계와

함께 순환하여 존재하는 ‘나’역시 고착된 인식사고를 가지고 나를 마주한

다면 실체라 여기는 허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본인이 처음 거울을 통해 인식한 자화상 작업은 스스로를 제 3자의 입

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초자

아의 생성과정처럼 우리는 완전한 제3자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역시 철저히 외면의 관찰을 통해서 자화상 작업을 전개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내면을 의식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에

의해 형성된 고착된 자의식을 떠나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취한

방식은 장자가 말하는 목적 없이 바라보는 허심(虛心)한 관찰방식이었

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형성된 고착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와

8) 강신주,『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69-7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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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할 수 있는 유동적인 마음을 회복한다면 누구나 그 자의식을 해체

할 수 있다고 한다. 목적과 시비가 없이 거울과 같이 대상을 바라본다면

대립의 이항이 없는 세계와의 연속성을 회복하여 상호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인 도추(道樞)와 같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도추는 [도(道)의

지도리]라는 뜻으로 도의 이편과 저편이 통하는 문, 그 문의 회전축을

뜻하는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유동적인 조화를 이루는 장자의 소통방식

은 나를 대상화 하면서 겪은 외면과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대안이

되었다. 그 방법은 나를 인식하는 허정(虛靜)한 관찰 태도를 통해서 나의

인칭을 해체하고 스스로를 거울로 비추듯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한 나의 외면에서 나의 내면과 함께 형태로 나타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동양화의 전신론(傳神論)과 직결된다.

동양화법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특히 중시했던 것은 전신(傳神; 정신

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형사(形寫)를 정확하게 할

것을 중시하였다. 형태로 대상의 정신을 담기위한 방법론은 동양화론의

핵심이다. 형태와 정신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공존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태를 통해 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전신론은

서로 상반 된 두 가지의 개념을 소통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자의 도추(道

樞)가 가지는 이중성의 도리9)와 유사성이 있다. 본인은 자화상을 그리는

작업에서 주체의 인칭을 해체하고 바라본 자신을 전신론을 통해서 형태

를 통해 내면을 담아내고자 했다.

고개지의 회화이론에 따르면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전

신(정신을 닮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의 정신을 담기

위해 “형상으로써 정신을 그린다(以形寫神)”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신은 객관사물의 형상 가운데 존재하고 정신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표

현되는 것인데, 형상이 없으면 정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과 정

신은 모순의 통일체라고 생각했다.10)

9)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예문서원, 

2001, p.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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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 고개지, 낙신부도(洛神賦圖)(부

분), 27x572.8cm, 비단 채색, 동진(東晋)

참고도판2. 알브레히트 뒤러, 

자화상(부분), 67x49cm, 판 유채, 

1500

참고도판3. 이채 상(부분), 

99.2x58cm, 비단 채색, 1807

특히 얼굴의 전신은 중요한 것인데, “사지가 잘생기고 못 생긴 것은

본래 묘처와 무관하니, 정신을 전하여 인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아도(눈

동자) 가운데 있다.(四體妍蚩，本無善於妙處，傳神寫照，正在阿堵中)”11)

라는 대목에서 눈동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고개지

는 <낙신부도권(洛神賦圖卷)>에서 ‘돌아가는 기러기를 눈으로 보내는’장

면을 인물의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했다.(참고도판1) 고개지는 인물의 감

정의 여운을 표현하기위해 눈동자를 전부 채우지 않고 비백(飛白)을 사

용했다고 한다.

동양화에서 눈의 표현방식은 서양화의 눈의 표현방식과 다르다.(참고

도판2, 3) 서양화의 초상화에서 눈의 표현은 빛에 의한 명암과 구조를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사실적인 눈을 표현한다. 눈꺼풀에 의한 명암과 안

구의 투명하고 촉촉한 재질감까지 대상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성

을 모사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동양화의 눈동자에서는 외광보다 내광, 즉

안광을 더 중시했다. 눈 자체를 발광체로 간주하였는데 홍채는 주위의

10) 갈로 지음 ; 강관식 옮김,『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82 인용

11) 앞의 책, p. 8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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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광에 따라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양화법의 눈동자는 그러한

가변성을 거부하고 내면적 안광의 표현에 주력했다. 하이라이트가 없다.

이것은 가변적이고 한 시점에서의 대상의 모사를 하지 않고 대상의 불변

적인 원리를 담는 동양화법의 특징이다.12)

우리나라 선인들은 초상화를 일컫는 용어로서 진(眞), 영(影), 상(像)이

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13)진(眞)이란 본뜻은 참다운 것 이라는

의미에서 비롯하여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데 대상 인물 가운데 내재하는

불변의 진자를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영(影)이란 형상화, 회화화

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상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의미하고, 상(像)이

란 실물을 닮게 본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14)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초상화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전신사조의 이

형(以形)과 사신(寫神)을 통한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 신(神)은 불가시적

인 것이며 형(形)은 가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형을 통해 신을 가시화 하

는 것이 초상화의 가치를 결정 하는 기준이었다. 전신사조를 하기위해서

개인 특유의 정신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초상화에

서 전신을 이루기 위한 화가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았다.

1. 인물을 둘러싼 올바른 시대적, 환경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신정이 깃든 곳을 찾아내야 한다.

3. 인물의 의지 소재 파악을 위해서 되도록 딱딱하게 고정된 상황이 아니

라 움직이는 가운데서 포착해야 한다.

4. 통찰력과 아울러 이를 옮겨낼 직관과 필력의 재빠른 능력을 필요로 한

다.15)

조선조 초상화에는 인물에 대한 과장, 변형을 통한 왜곡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이야말로 조선조 초상화의 사실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

12) 안상성, 『초상화란 무엇인가』, 학문사, 1998, p. 194 인용

13) 조선미, 『초상화 연구』, 문예, 2007, p. 201 인용

14) 앞의 책, p. 202-203 참고 

15) 앞의 책, p. 206-20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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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조 초상화에선 인상학적인 특징들이 참고 되지 않고, 대상 인물

의 생긴 모습이 그대로 형용된다.16)

특히 두 번째에서 말하는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신정이 깃든

곳’은 고개지가 ‘전신사조 정재아도중(傳神寫照 正在阿堵中)’이라고 말한

것에서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어온 중요한 이론이다. 그렇지만 대상 인물

에 따라 인물의 특징은 안면의 윤곽이나 이목구비 중 더 특징이 부각되

는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의 특질에 따라 신정이 깃든 곳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인의 자화상 작업에 있어서 대상의 특유의 선

정이 깃든 곳을 찾는데 있어서 얼굴의 외곽선이나 이목구비의 위치의 형

태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눈동자의 표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다. 눈동자는 “마음의 창”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표정을 담고 있기 때

문에 작은 부위이지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신중하게 표현해야만 한

다. 그 중에 본인이 하는 표현 방법이 있다면 양 쪽 눈을 똑같은 정도로

묘사하지 않는 것이다. 미묘한 번짐과 중첩을 통해서 눈동자의 흔들림을

표현하고, 눈동자의 표정과 모양도 완전한 대칭을 하지 않는다. 눈동자의

비대칭적 표현은 이성과 감성,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과 같은 내면의 양

면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의 동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감는 형태를 취해서 표정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담아내려 했

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눈동자가 탁해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많이 덧대지

않고 적은 횟수로 그리는 것이다. 또한, 홍채와 동공의 모양을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작은 획과 점으로 동공의 라인을 만들어 홍채가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약간은 아른거리는 느낌으로 동공을 표현한다. (작품1, 2, 3,

4)

16) 앞의 책, p. 2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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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자화상 (작품5 부분) 작품2. 자화상 (작품6 부분)

작품3. 토끼와 나 (작품20 부분) 작품4. 토끼인류 (작품21 부분)

본인의 자화상작업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울

을 이용해서 그렸다. 사진을 통해 관찰하는 것이 더 편한 방식이지만, 사

진으로는 살아있는 대상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는 순간에 나의 상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주한 상태로 짧은 순간 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형상의 포

착이나 묘사의 방식이 오랜 시간동안 작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느꼈던

대상의 모습이 변질 되고, 표현의 기법이 다듬어져서 처음 그리는 순간

에 표현한 흥취(興趣)의 흔적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덧

칠을 많이 해서 밀도를 높게 하는 작업을 기피한다. 주로 선으로 형태를

만들고 면적인 표현을 할 때도 구조의 느낌만 살려줄 뿐 명암이나 밀도

를 의식해서 덧칠하지 않는다. 면칠을 할 때에도 색을 얇게 올려서 붓의

지나간 자국과 물감의 층이 두텁지 않게 해서 흔적들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선이라는 것은 형체를 표현할 때 입체의 외곽의 경계를 단명하게

표현 할 수 있는 표현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면적인 표현보다는

연필이나 모필을 이용해 크로키 하듯이 선을 이용해서 대상의 형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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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나간다. 선에 의한 형태의 분할은 마치 “포정의 칼이 소의 뼈마디를

지나듯이”17) 정확하고 흐름이 막힘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

전에 인체의 구조를 꿰고 있어야 하는데 골격과 근육의 덩어리, 피부의

조직, 살결과 같은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많은 사생 연습을 하고 형태의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양의 관찰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

개지는 대상을 정신을 묘사를 통해 옮기려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상을

깊이 관찰하여 대상의 성정을 이해하고 체득해야 한다고 말한다.18) 즉,

객관으로써의 대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관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

쳐야 “묘를 얻는다(妙得)”고 하였다. 서양화의 사실성은 눈에 보이는 대

상의 형태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동양화의 사실성은 대상의 원리를 나

타내려 하는 것에 있는데 동양화의 초상화 사실성은 ‘터럭 하나라도 빠

트리지 않고’인물의 외형을 관찰하면서도 정신적인 본질을 담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서양화의 드로잉법을 통해 대상의 표면에서 객관적인 관찰

을 익히고 동양의 화법을 통해서 대상의 원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17) 포정(庖丁)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해 소를 잡는데 그 소리가 모두 음률(音律)에 맞아 기가 막

히었다. 그의 이러한 신기(神氣)는 오랜 수련 끝에 도달한 것으로서 소를 눈으로 보지 않고 정

신으로 대하여 천리(天理)를 따르는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의 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기 때문에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

지만 그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았다 한다. 

  『장자』,「양생주편」, 갈로 지음 ; 강관식 옮김,『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154 

인용

18) 대상을 묘사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대상의 정신을 관찰할 수 있는가? 고개지는 “생각을 

옮겨서 묘를 얻는다(遷想妙得)”=고 대답하였다. “천상묘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화가

와 묘사대상 사이에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

저 묘사할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대상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을 옮기는 것(遷想)”이다. 그리고 화가는 대상의 정신적인 특징을 점차 

이해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분석하고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적인 구상을 획득해야 하

는데, 이것이 바로 “묘를 얻는 것(妙得)”이다. 천상묘득의 과정은 곧 사유 활동을 형상화하

는 과정이다. 

  『장자』,「양생주편」, 갈로 지음 ; 강관식 옮김,『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88-8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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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자화상, 42x4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2005

작품6. 자화상, 45x45cm, 화선지에 수묵담채, 

2005

작품7. 자화상, 29x21cm, 종이에 

연필 드로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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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의식과의 소통과정

철저한 표면의 관찰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 대상으로 삼아 그려나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나의 눈을 통해 낯설음과 익숙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

었다. 낯설음은 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분리하여

느꼈기 때문이었고, 익숙함은 표정과 눈에서 나의 감정과 정신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는 것은 결국 거울에 비친 나의

상을 보는 것이고. 거울에 비친 상은 내가 타인에 의해 상상되어진 나이

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라캉의 초자아 형성

의 이론처럼 나를 완벽하게 제3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

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초기에는 눈으로 본 외면적형상을 쫓아

나의 실체를 그리고자 했지만 거울을 통해 본 나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외면과 내면을 철저히 분리시켜 나가면서 나의 모습은

껍데기처럼 느껴졌으며 육체와 정신의 분리가 가속화 되면서부터 현실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육체라는 껍데기 안의 나의 정신에 집중하게 되

었다. 이때부터 점점 더 나의 내면 상태에 초점을 맞춰나가게 되면서 ‘눈

을 감은 자화상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다. 이때의 작업은 나의 존재에 대

한 질문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완전한 내면의 표현이 아닌 내면과 외면

의 경계에 대한 갈등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8, 9)

눈을 감거나 가린 작품시리즈는 이전부터 그려온 소재였는데, 눈을 감

는 것은 수면이나, 죽음과 같은 육체의 정지 혹은 정신적인 명상을 뜻한

다. 눈을 감고 육체를 떠나 정신적인 교감을 통하는 ‘교감’시리즈와 육체

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솟아오르다’의 작업은 현실의 육체를 탈피해서 정

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육체의 탈피를 생각하게

된 원인에는 현실에 대한 허무함과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육체를

껍데기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육체는 껍데기처럼 느껴졌으며,

정신을 통해서 현실에 머물러있다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현실에 머물

면서 육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작품10]은 그 때의

생각을 나타낸 드로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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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한쪽 눈을 가린 자화상, 

32x26cm, 화선지에 수묵 담채, 

2005

작품9. 눈을 감은 자화상, 78x52cm, 

장지에 수묵, 2006

작품10. 드로잉(부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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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두 인물은 둘로 나누어진 동일한 인물이다. 그리고 양분된 자

신을 투영한 것이었다. 이 작품에 담긴 내용은 내면과 외면, 현실과 가

상, 이성과 감성, 대립된 두 가지의 자신이 서로 교통하는 장면이다. 처

음 에스키스로 작업한 [작품11]의 두 인물 중 한명은 눈을 감고 있으며,

한명은 눈을 뜨고 있다. 현실과 내면의 세계의 교통하는 순간에 그 몰입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데 반만 감은 상태는 현실과의 경계가 열려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소통은 머리에서 솟아나는 나뭇가지

처럼 얽힌 회로를 통해 이뤄진다. [작품12]에서는 이어폰을 서로 나누어

끼고 소리를 공유하며 입술의 접촉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소

통을 나타내고 있다.

‘솟아오르다’(작품13) 에서는 하나로 합쳐진 그렇지만 두 얼굴로 양분

화 된 자신이 등장한다. 이 작업의 나는 하나의 몸으로 현실과 비현실,

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의 혼선 속에서 중립된 자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도 중성적인 성별을 가지고 있다. 찢어진 팔과 몸은 몸을 더

욱더 껍데기로 느껴지도록 표현한 것이다. 내면에 대한 관심과 확대에

의해 점차 내면에 초점을 맞춰 나갔기 시작했다.



작품12, 교감Ⅱ, 63.6x46.8cm, 종

이에 혼합재료, 2006

- 20 -

작품11, 교감Ⅰ, 31.8x23.4cm, 

종이에 콘테, 2006

작품13, 솟아오르다, 56x78cm, 장

지에 수묵담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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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자(獨)로서의 ‘토끼인류’자화상

‘나는 이 세계를 육체를 통해서 단지 지각(知覺)하고 있는 것은 아닐

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찰자적인 인식관은

관조적인 입장으로 대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이었

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과정은 나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과 결과였고 질문의 논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

즉 인칭의 문제였는데 나를 제 3자의 위치에서 외적인 모습을 관찰하기

위한 거울을 통한 자화상 작업을 하면서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로 점차 내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 과도기적 작업으로 내면과 외면의

도추(道樞: 이편과 저편이 통하는 문, 그 문의 회전축)적인 서로 대립 된

외면(形)과 내면(神)이라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서로 맞물려 상호 공존

하고 있는 경계를 나타낸 자화상을 제작했다. 그 이후에 두 경계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서 ‘토끼’가 등장하게 되면서 토끼 자화상 시리즈가 시작

되었다.

토끼가 등장하는 자화상을 그리게 된 배경은 나의 정신적인 피폐함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현실에 대한 도피를 하고 싶은 나의 마음 때문이었

다. 당시의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현실에서의 육체의 소멸

과 정신과 육체의 분리에 대한 망상이 작품으로 나타났는데, ‘토끼’는 나

를 현실에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했다.

토끼는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 동물이다. 우리나라의 민담이나 설화에

서 토끼의 이미지는 연약하지만 재빠르고 꾀가 많은 동물로 등장한다.

또한 「토끼전」에 토끼의 간이 만병통치약으로 나오듯이 장수와 불로장

생의 상징으로 나타기도 한다. 또한 달에 비친 그림자를 계수나무 아래

서 토끼가 방아를 찧는 이미지로 여기기도 한다. 중국에서도 토끼는 달

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거나 달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항아(姮娥)가

남편이 서왕모(西王母)에게서 받은 불사약을 몰래 혼자 먹고 달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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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는 신화는, 달과 동일시된 토끼의 장생불사 이미지를 표상한다. 또한

토끼는 약고 민척함의 표본이기도 하여 흔히 교활한 토끼(狡免)로 표현

되기도 한다.19)

서양에서의 토끼는 육화(肉化)의 상징이다. 기독교에서 부활절 때 토끼

의 상징성을 사용하는 것은 토끼가 가진 번식력이 가진 생명력과 땅에

굴을 파고 사는 습성과 연관이 있다. 작가 요셉보이스(Joesph Beuys

1921~1986)는 자신의 오브제로 토끼를 사용했다. 그에게 토끼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타타르인들이 숭배해왔던 동물로 고대에는

대지의 여신을 상징했으며20) 보이스에게 있어서는 부활과 토양, 생식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토끼의 상징은 루이스캐롤(Lewis Carroll,

1832~1898)『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865)』에서 등장하는 ‘흰토끼’에서

기인한 것으로 소설에서처럼 이상한 나라로 인도하는 매개자의 역할이었

다.

과거부터 나는 세상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러는 동안 현

실과 동떨어진 기분으로 지내곤 했다. 나는 자주 망상을 하였고 십대시

절부터 공상을 실현하는 것은 만화였었다. 그래서 캐릭터를 통해서 현실

을 도피하여 충동적이고 복잡한 정신을 쏟아내곤 했다. 토끼캐릭터를 그

리기 시작한 시점은 고등학교 때부터였는데, 그 토끼 캐릭터의 기원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등장하는 ‘흰토끼’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흰토끼는 앨리스를 환상의 나라로 인도하

는 역할을 한다.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토끼굴에 들어가면서 이상한나라

에 가게 된다. 나의 토끼캐릭터도 역시 나를 현실에서 망상의 세계로 인

도해주는 매개체였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환상적인 모험 이

야기는 현실을 지루하게 여기는 나에게 큰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

19) 김수령, 「중·한 관용어에 묘사된 12支 동물의 상징의미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

원, 2011, p. 64 인용

20) 최용국, 요셉보이스의 오브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p. 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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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화를 그리게 되었다.(작품14) 원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의 만화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주인공이 꿈꾸는 환상

은 잔인하게 깨어지는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내 만화에 등장하

는 토끼는 진짜 흰토끼를 살해하고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

공으로 나오는 소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캐릭터이다. 토끼 캐릭터는 내가

혼잣말을 하듯이 낙서나 만화를 통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였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토끼와 나와 동일시하진 않았다.

토끼캐릭터는 독립된 존재로서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자아를 가진 개체였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마

다 토끼를 그렸다. 내 만화에서는 자주 토끼가 등장했으며 토끼와 같이

어딘가로 데려가주는 비슷한 다른 캐릭터들도 등장하였다.(작품15) 그들

은 순진한 어린 주인공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지만, 어쩐지 그 곳은 불

안정하고 어두웠다. 그 내용의 일면에는 환상은 환상일 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암시한다.

작품14. ‘이상한나라의 흰토끼’중 한 

장면, 21x29cm, 종이에 연필드로잉, 

2002
작품15. ‘벗어나는 방법’중 한 

장면, 컴퓨터 그래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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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들어온 이후 나는 새로운 생활과 어려운 상황들에 적응하지 못

하면서 방황하게 되었고, 이 때 등장한 것이 눈을 가리거나 감거나 껍데

기처럼 차갑게 똑바로 나를 응시하고 있는 자화상이었다. 자화상을 통해

내면의 성찰을 확대해나가던 중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의 자화상으로

그린 것이 토끼가 있는 자화상 이었다.(작품18) 방황할수록 나를 그릴

때 나의 형상이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바라보는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살아 숨 쉬는 이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또다시 부유하듯이 떠도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더 내

육체는 껍데기 같이 느껴졌다. 나의 악화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화상에 토끼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토끼는 마치 나에게 또다시 망상의

세계로 가지 않겠냐고 말을 거는 기분이 들었다.

만화로 그렸던 토끼를 동양화 작업으로 옮기기 위해 토끼의 표현을 각

색해야했다. 만화 원형의 캐릭터로 그리기에는 회화적인 느낌과 어울리

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민화에 나오

는 토끼 이미지와 실제 토끼의 형상을 연구하여 토끼의 형태를 잡아나가

기 시작했다.(작품16)

<토끼와 나>자화상을 그린 이후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

고 나서 나는 점점 세상에 적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삶

을 이어가고 있는 이상 내가 변화해야만 했고 나는 보다 초연해지고 초

탈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나의 형상을 <토끼인류(人類)>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작품19) 나와 분리되어있던 토끼는 이 작업에서 하나가 된

다. 토끼의 모습을 한 나의 모습은 내가 현실적인 사람의 존재가 아닌,

이 세계에 온 중계자임을 나타낸다. 또한 토끼를 빙의(憑依)한 샤먼의 모

습이기도 하다. 초월했으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불안정한(유동적인)

존재이며, 세상을 달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관하는 나의 자화상이

다. 나의 달관한 자세는 진인(眞人)의 자세처럼 세상의 순리를 받아들인

허정(虛靜)한 마음으로 세상을 깨끗한 연못과 같이 비추어 이도관지(以



- 25 -

道觀之)의 관점을 가진 중립적인 존재이다.

옛날의 진인은 삶을 새삼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새삼 미워할 줄도 모

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태어난 시초를 모르고, 그 죽

은 뒤의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 삶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죽으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이런 경지를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음이라 하고,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이라

한다.21)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이도관지(以道觀之)의 관점은 도(道)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으로 세상을 직시(直視)하고 만물의 본질과 근원적인 이

치를 통찰하는 자세를 말한다. 장자는 추수(秋水)장에서 하백(河伯)과 북

해약(北海若)의 대화를 통해서 차별과 대립이 소멸된 만물제동(萬物齊

同)의 사상을 말한다.

하백(河伯)이 말했다. “만물의 밖에선가요, 혹은 안에선가요, 대체 어디에

서 귀천(貴賤)의 구분이 생기고 어디서 대소(大小)의 분별이 생깁니까?”

북해약(北海若)은 대답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萬物) 제동(齊同)

이어서] 사물에 귀천은 없소. [그러나]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입장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귀하다 하고 상대방을 천하다 하오. …(중

략)… [또] 마음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각기 옳은 것을 옳다고 한다

면 만물은 옳지 않은 것이 없고 각기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한다

면 만물은 옳은 것이 없게 되오. [그리하여] 요(堯)와 걸(桀)조차도 서로

스스로를 옳다 하고 상대방을 잘못이라 함을 안다면 [옳다 옳지 않다도

상대적인 것임을 알고] 마음의 방향의 근거가 분명해질 거요.22)

21) 古之眞人,不知說生,不知惡死.其出不訢,其入不距.翛然而往,翛然而來而已矣.不忘其所始,不求其所

終.受而喜之,忘而復之,是之謂不以心損道.不以人助天, 是之謂眞人. 《莊子, 大宗師》 

   안동림 역주,『莊子』, 현암사, 1993, p. 178-179 인용

22) 河伯曰. 若物之外, 約物之內, 惡至而倪貴賤, 惡至而倪小大? 北海若曰. 以道觀之, 物無貴賤. 以

物觀之, 自貴而相賤. 以俗觀之, 貴賤不在己. 以差觀之, 因其所大而大之, 則萬物莫不大. 因其所小

而小之, 則萬物莫不小. 知天地之爲稊米也, 知毫末之爲丘山也, 則差數覩矣. 以功觀之, 因其所有而

有之, 則萬物莫不有, 因其所無而無之, 則萬物莫不無, 知東西之相反而不可以相無. 則功分定矣.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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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단의 ‘요(堯)와 걸(桀) 조차도 서로 스스로를 옳다 하고 상대

방을 잘못이라 함을 안다면 [옳다 옳지 않다도 상대적인 것임을 알고]

마음의 방향의 근거가 분명해진다(知堯、桀之自然而相非，則趣操矣.)’는

뜻은 근거라는 것이 상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한 가치임을 말

하고 있다. 그러나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의 귀천이 없다(萬物齊

同)하여 가치의 기준 없이 대상을 보는 직시(直視)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토끼인류>자화상은 나의 정신세계를 형태로 표현한 내면적인 자화상

이다. 이 자화상의 의의는 자화상에 표현 된 나의 변화된 태도에 있다.

<토끼와 나>(작품18)에 토끼와 함께 나를 그린 자화상에서는 세상과 동

떨어져 내면의 망상의 세계에 있는 나의 현실도피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

이다. 따라서 토끼라는 중계자를 데려와 나와 현실을 분리시킨 자화상이

다. 그러나 <토끼인류>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토끼가 됨으로써 매개체

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대(待對)라는 인

과관계적인 인식구조를 탈피해서 고착적인 인식구조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심(虛心)을 통해 거울과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자유로

운 주체가 되어 매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

자는 이러한 상태를 ‘단독자(單獨者)’라 칭하는데 맑은 연못과 같은 마음

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유동적인 마음을 가진 주체를 말한다.

여기서 단독자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한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를 말하

는 것이 아니다. 단독자라는 것은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된 사람이란 의

미이며 소통의 실천의지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단독자라는 것은 사회에

속한 유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무한한 마음을 회복한 이상적인 존재이

며 주체와 타자의 무궁한 소통 역량을 가능하게 한다.

趣觀之,  因其所然而然之, 則萬物莫不然. 因其所非而非之, 則萬物莫不非. 知堯、桀之自然而相

非，則趣操矣.  《莊子, 外篇(秋水第十七)》

   앞의 책, p. 425-42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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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자화상을 그림으로써 내가 얻은 것은 이상적인 ‘자화상의

형태’를 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의 소통역량을 회복하여 세

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태도와 마음의 자유를 얻어 주체와 세상과의 갈등

을 해소한 것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화상을 통해 나의 ‘모

습’에서 존재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자

화상을 주로 해오던 작업의 방향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전개되었는데

토끼 소재는 이후에도 종종 다루었지만 그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 <토끼

인류> 작업을 기점으로 부정적이고 도피적인 상징으로서의 토끼의 이미

지를 그리는 작업은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토끼가 가진 부드럽고 따뜻

한 느낌의 털이 가진 이미지와 무표정하고 의미심장한 토끼의 느낌을 통

해서 형태를 해체하고 조합하여 조형적인 요소로 표현이 되었으며,(작품

20) 편안한 상태의 마음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토끼 작업을 전개해 나

갔다.(작품 21, 22) 그리고 더 나아가 작업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서 벗어

나서 시야를 더 넓혀 나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자연을 소재로

그리기 시작했다. 자연을 허심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대상의 소통의 폭과

표현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게 되었다.

작품16. 드로잉(부분), 2007 작품17. 드로잉(부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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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 토끼와 나, 130x66cm, 화선지에 수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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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9. 토끼인류, 166x130cm, 장지에 수묵,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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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0. 토끼와 나무, 170x300cm, 화선지에 수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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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1. 휴식, 70x70cm, 장지에 분채, 2009

작품22. 봄날, 74x64cm, 장지에 분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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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을 통해 본 자연 인식

자화상 작업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는 과정은 세상과 나, 나의

외면과 내면의 분리와 단절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허정

(虛穽)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태도를 얻게 되었으며, 나를 세

상과 분리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개체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확대할 수 있었고 관찰의 대상

을 ‘나’에게서 벗어나 자연으로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장자는 시비판단이 없는 것을 자연의 덕과 도리를 빗대어 표현한다.

장자의 도(道)란 우주의 본체, 우주의 원리, 즉 자연의 도를 말하는 것이

다. 자연의 도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바의 길을 말한다.23) 이것은 자연

을 무위(無爲; 인위가 없음)적으로 바라보는 동양의 인식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의 순리(우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그린 산수화가 단독

적인 장르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본인도 자연을 관찰하고 그리면서 자

연의 성정을 이해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를 느끼고 표현하며 본인의

작품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자연의 성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정한 마음을 가진 소통방식을 취

해야만 한다. 장자는 「응제왕(應帝王)」에서 “지극한 도에 이른 사람[지

인(至人)]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다(至人用心若鏡)”24) 고 하며 늘 거울로

써 비추는 마음가짐을 묘사하였다. 마음(心)을 회복하여 대상(物)을 바르

게 보는 거울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대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장자는

“그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物)에 통하려 해서이다(其心之出,

有物採之)”25)라 하여 외부 사물에 의해 사람의 마음이 원래의 위치를 떠

23) 안동림 역주,『莊子』, 현암사, 1993, p. 170 참고

24)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예문서원, 

2001, p. 135-136 인용

25) 앞의 책, p. 13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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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는 것은 상호의존에 의한 논리구조인 대대(待對)의 원리(=採: 시

비를 가리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관계 속에서 외부에 의해

규정되지 않게 하는 올바른 소통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대상과 소통하는

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허(虛 : 공허함) · 정(靜 : 고요함) ·

지(止 : 그침)를 통한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 허(虛)는 자

아를 중심으로 하는 선입견이 없는 것이고, 정(靜)은 물욕과 감정에 의해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지(止)는 마음이 유혹을 받아 밖으로 질주

하지 않는 것이다.26)

본 장에서는 작업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인식태도를 가지고 자

연과 소통해왔는지 장자의 허심을 통한 소통의 방식 즉, 고착된 자의식

이 해체된 허심(虛心)을 통한 인식의 태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동

양에서는 자연에 대한 예찬을 하며 돌아가고 싶은 장소로 생각하였는데

나에게도 자연은 편안함을 느끼는 친숙한 대상이다. 나의 자연관은 태어

나고 자라온 배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성장과정 속에서 계절마다 변화하

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더불어 살아왔

기 때문에 본인이 필묵을 통해서 자연을 표현 하는 이유는 내가 자라고

배워온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과 관계가 있다. 먼저 본 장에서는 구성

의 바탕이 되는 대상에 대한 나의 인식체계가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생을 통한 관찰과정을 시작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1) 동양의 무위적(無爲的) 자연관

동양에서 자연(自然)이라는 뜻은 글자 해석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며 순환한다는 의미이다.

26)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예문서원, 

2001, p. 13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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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저절로 되는 바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바가

있는 것을 자연이라 한다.”27)(明, 초횡(焦宖) 『노자익(老子翼)』)이러한

단어의 풀이는 서양의 자연(nature)관과 상이한 것이다. 동양의 사유 특

질은 내면성(심층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서양의 사유 특질은 외면성

(표층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동양에서는 인간이 사물의 입장에서 파악하

는 특질이 있고 서양에서는 인간과 내면을 분리시켜 파악하는데서 유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차이는 자연에 대한 사고를 다르게 형성하

였는데 동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미분리(일체)하여 인식하였고 서양에

서는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여 인식하였다.

서양의 외면적 사유방식은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파악하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과 이분법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객관화되었고 외면적인

측면에서 논리적, 수학적 합리성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동

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내적사유방식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삶의 일부였고, 닮고 싶은 대상

이었으며 돌아가고 싶은 장소로 여겨져 왔으며 최고의 덕을 자연에 빗대

어 표현하였다. 노자는 자연을 무위(無爲)에 빗대어 무위자연(無爲自然)

이라 표현하였는데 무위란 인위가 없는 지경이란 뜻으로 ‘무엇을 인위적

으로 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28)

장자는 「덕충부(德充符)」에서 “성인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

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한다.” 하였다. 성인의 자유로움을 자연의 양육(養

育)에 빗대어 설명하였는데 “자연의 양육이란 자연이 만물을 먹여 살린

다는 말인 것이다. 자연이 먹여 살리는데 어찌 또 인위가 필요하랴.”라고

하여 자연의 양육이란 즉 인위가 없이 스스로 그러한 무위를 일컫는 것

이다. 따라서 자연은 성인(聖人)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道)를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자연을 이상적인 존재로 여겨왔

으며 자연을 소재로 한 산수화가 독보적인 장르로 발달해올 수 있었다.

27)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p. 7 인용

28)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예문서원, 

2001, p. 33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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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화의 ‘산수(山水)’라는 말은 ‘산과 물’을 의미하지만 ‘산수’는 ‘산수

의 맑은 소리를 혼자 듣기 즐겨한다(山水淸音喜獨聞)’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물성적인 의미의 산과 물이 아니다. 산수는 맑은소리(淸音)를

함축하는 것이고 산수로 인해 마음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화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29)

특히 학식이 높고 덕행이 높은 사람(君子)일수록 산수를 좋아하였는데,

곽희(宋, 郭熙) 『임천고치(林泉高致)』, 산수훈(山水訓)에서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나온다.

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산림과 정원에 거처하면

서 자신의 천품을 수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게 거처하고자 하

는 바이고, 샘물과 바위에서 노래하며 자유로이 거니는 것은 누구든지 언

제나 그처럼 즐기고 싶은 바일 것이다. 세상을 피해 물고기 잡고 땔나무

하며 한가하게 사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취미에 맞는 바이고, 원숭이

울고 두루미 나는 광경은 누구든지 언제나 친하고 싶어 하는 바이다. 속

세의 풍진사에 구속받는 것은 인정상 누구든지 언제나 싫어하는 바이고,

안개 피어오르고 구름 감도는 절경 속에서의 신선이나 성인, 이것은 인정

상 누구든지 언제나 동경하는 바이나 그들을 만나볼 수는 없는 형편이

다.30)

이것은 옛사람들이 산수를 미적 관조대상으로 즐겨하고 좋아했던 감성

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양 사람들이 산수를 즐겨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사람 역시 순환하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서 자연을 세상의 순리로 받아 들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성정(性情)을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기 때

문에 자연에 대한 예찬을 통해서 산수화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성정(性情)’의 ‘정(情)’은 모든 사물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자라며 변화해

29)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p. 12 인용

30) 장언원 외 지음 ; 김기주 옮김, 『중국화론선집』미술문화, 2002, p. 12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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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31) 즉, 성정이라는 것은 사물의 고유

한 특질이며 원리이다. 그리고 그 원리를 담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필묵

(筆墨)을 사용하였다. 필묵이란 도구는 물성의 특징과 사용 방식이 순환

이치를 중시하는 도구이다. 산수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관찰을 통한 성정

의 득의(得意)와 붓의 사용법을 중시하였는데, 필묵의 사용을 하는 동시

에 작가는 그림과 동화되어 의취(意趣)를 손과 마음이 상응하여 나타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본인이 영향을 받은 동양의 자연관이 사생을 통해

서 어떻게 생성되었고 이것이 본 작업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자연의 관찰과 성정의 표현

본인이 대상을 재현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생(寫生)을 통한 관찰에서

부터 시작한다. 대상을 재현할 때 먼저 사생을 통해 대상을 면밀히 관찰

해서 얻은 형태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드는 재구성하는 단계를

가진다. 사생은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대상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 관찰을 통해서 사색하는 과정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드로잉(drawing, 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기법. 여기서는

형태를 옮기는 데생의 의미로 사용)작업은 생각을 형태로 정리하게 해주

는 과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통한 사생과정은 본인에게 빼놓

을 수 없는 초석(礎石)과 같은 과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대상

에 대한 본인만의 인식관과 대상과의 소통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사물

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은 동양화론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이다. 대상을 형

상으로 옮길 때 대상이 가진 특성과 원리를 어떻게 형태로 취할 것인가

는 화가가 가진 인식과 관찰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연을 그리는데 있어서 첫 번째 관건은 ‘어떠한 자세로 관찰 하

31)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p. 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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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이다. 본인이 대상에 대한 인식관을 충분히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

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서양화법의 사생화를 주

로 그리면서 대상에 대한 진지한 관찰을 해왔기 때문이다.

재현 미술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인 데생(Dessin)이라는 것

은 눈에 보이는 대상의 형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선을 이용해 그리는 방

식을 말한다. 데생의 관찰법은 대상을 물질로서 분석하고 계산적으로 옮

겨 그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의 표면

을 필사적으로 포착하여 끊임없이 탐구하다보면 대상의 질감과 상태 그

리고 빛을 통해 대상의 형태적 특성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외면성을

가진 접근 관찰 방식을 통해 대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

었다. 대상의 원리를 외적인 특질, 즉 빛, 크기, 형태와 같은 구조적인 이

해를 말한다.

그렇지만 나의 사생은 단지 사실적인 피상적인 관찰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상을 관찰하면서 대상이 지닌 본질적인 성질을 순수하게 그

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상에 내 의지를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대상의 입장

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비우고 형상을 내 마

음에 투영하여 담아내는 방법이었다. 관찰할 때는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오직 대상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대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이러한 자세는 장자가 말하는 거울과 같은 마음(虛心)으로

대상과 소통 방식과 통하는 것이다. 허심을 통해 세상을 보면 외부에 의

해 형성된 시비를 가리는 마음(고착된 자의식)을 벗어나 대상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장자는 허심(虛心)을 가지고 세상을 실체로 보고 집착하면서 시비를 가르

고 선악을 가르는 의식을 걷어내고 해체하는 자세를 통해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분법적인 마음과 세계의 해체를 통해

서 자연과 인간이 연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각각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부단히 변화하고 유전하는 과정이라 말한다. 그럼으로써 경계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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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참다운 궁극적 실재를 얻게 된다.32)

장자의 소통방식을 통해서 대상을 그리다보면 대상이 그 자체로 그 시

간에 그 장소에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존재함을 느끼면서 그

순간을 음미 할 수 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각각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부단히 변화하고 유전하는 과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寫生)을 한다는 행위는 단순하게 형태의 습작이나 밑작업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물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 이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예

를 들어, 동네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

무가 자라있는 모양이 그 장소의 기온과 일조량의 영향이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사소한 흔적 하나하나가 그 사물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준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같은 종류의 나무일지라도 나무들은

각자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르게 자라난다. 표면을 눈으로 훑어서

그것의 질감과 시간과 상태를 읽을 수 있는데, 심지어 땅이나 건물에도

시간의 흔적이 있고, 그 것들을 만들어 오게 된 과정이 있으며 각각의

시간 속에서 고유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사물을 닮게 그릴 수는 있어

도 각각이 가진 고유한 흔적들을 포착하고 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명나라 당지계(唐志契)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득히 먼 옛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녹이 슨 그 옛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33)

고목의 오래된 느낌을 표현하려면 단순히 표면의 거친 껍질을 자세히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고목이 거쳐 온 세월과 기상을 표현해야 고

목의 예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의 대상의 모

습까지 담아내야만 진경(眞景)이라 말한다.

32) 장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09,) p. 28~30

33)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p. 3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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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상의 진경을 그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현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상을 직접 마주하고 즉시 그려내는 것이다. 대상을 직접

보고 기억한다 한들 즉시 사생을 통해서 얻는 사사롭고 면밀한 정보들은

단지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것을 직접 그 현장

에서 그려냈을 때만이 대상을 깊고 오랫동안 느낄 수 있으며, 그림을 그

리면서 관찰하는 것 이상의 집중력 있는 자세한 관찰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즉시 인식한 정보를 그대로 필기를 하듯이 그림으로 종이에 기입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 정보 요약하는 과정(사생하는 과정)

은 ‘선’으로 그리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된다. 시간을 들여

서 오랜 시간동안 색을 입히고 묘사를 해서 자세히 그리면 대상을 좀 더

자세히 옮길 수 있지만, 그 순간 내가 느끼는 인상을 함축적으로 순간적

으로 나타내기에는 그리는 과정에서 처음의 기분과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짧은 시간 내에 선으로 대상의

형태를 그리는 크로키 기법으로 대상을 그리면 사물의 형상이 가진 정보

들을 보다 순간적으로 포착 할 수가 있다. 선으로 대상의 형태를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취해서 그림으로써 대상의 동세나 짧은 순간을 보다 인

상(印象)에 가깝게 잡아낼 수 있다.

본인의 사생과정은 크게 ①마음에 드는 면의 인상을 잡아 그리기,

②전체적인 구조 파악하기, ③세부 구조 그리기로 나뉜다. 이렇게 얻어

진 정보들을 통해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본 작업에 들어간

다. ‘①마음에 드는 면의 인상을 잡아 그리기’ 과정에서 인상을 잡아 그

리는 것은 대상의 성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구조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의 성질을 이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대

상이 가진 의(意)를 담을 수 있는데, 대상의 의를 담는 것을 의경(意景)

이라 한다. 이것이 나의 인식관을 보여주는 근간이 되는 사생법이다. 그

리고 또한 사물의 세부적인 구조와 형태를 옮겨 그리는 것은 서양화법의

물성을 탐구하는 관찰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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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관찰 방법은 사물을 한 시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의 구조를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더 그 사물의 다양한 각도의 구조를 정확하

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내가 대상을 그릴 때에는 면면히 바라보

고 그려보고 그 것들을 머릿속에 흡수 한 후에, 다시 재구성해서 좀 더

그 사물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하여 형태를 취하였다.

2009년도 작업 <밤의 흩날림>(작품27)은 그 해 봄의 교내에 있는 늘

어진 벚꽃나무를 소재로 한 것이다. 벚꽃은 피었을 때는 만발한 하얀 꽃

들이 화려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데, 꽃잎이 날리는 느낌은 덧없는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또, 밤에 조명을 통해서 본 벚꽃의 모습은 몽환적

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아름다움과 슬픔이 주는 허무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병풍 사이즈의 벚꽃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마치

실제 벚꽃 풍경이 있는 것과 같은 존재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위해 나는 다양한 각도에서 나무를 사생하였다. 첫 번째로,

나무의 분위기를 인상을 잡아 콘테로 선을 그어 번짐 기법을 함께 사용

하여 나무의 가지를 그리고 색을 만들어 분위기를 잡아나가면서 나무의

형세의 흐름을 파악하였다.(작품23, 25) 두 번째로 나뭇가지의 형태의 구

조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려나갔다.(작품24, 26) 이렇게 대상을 사

생하는 동안 대상의 형태와 구조가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기억이 되는

데, 중요한 것은 사생을 통해서 긋는 선의 느낌이 내 손에 자연스럽게

익어서 대상을 그리는 선적인 형상이 몸으로도 체득된다는 것이다. 이것

을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필묵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필묵으

로 어떤 표현을 할 것인지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 작업을 들어

가게 된다. 나는 주로 수묵으로 작업을 해오면서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

리기 시작했다. 수묵의 재료의 특성은 물이 가진 다채로운 변화를 다루

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묵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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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인 제작방식이다. 본 작업에 들어갈 때는 화면의 주선(主線)으로

흐름을 잡고, 여백을 최대한 남겨가면서 화면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

려나간다. 스케치가 없이 본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생을

통해 대상을 그렸기 때문에 대상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外師

造化 中得心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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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의 흩날림’을 위한 드로잉 >

작품23.  벚꽃나무 드로잉, 

36x25cm, 종이에 콘테, 2009

작품24. 벚꽃나무 드로잉, 36x25cm, 

종이에 연필, 2009 

작품25. 벚꽃나무 드로잉, 25x36cm, 

종이에 콘테, 2009

작품26. 벚꽃나무 드로잉, 18x25cm, 

종이에 연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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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7. 밤의 흩날림, 170x360cm, 화선지에 수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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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의(寫意)를 통한 형태의 재구성

관찰을 통해서 사생한 이미지들은 화폭을 통해서 재구성되었다. 2012

년에 작업한 봄 시리즈 작업들은 그 해의 봄에 직접 사생하러 다닌 그림

과 기억들을 토대로 그림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억속의

형태들로 재구성 되었는데 앞에서 사생한 그림들은 진경(眞景)에 가깝다

면, 이 작업은 의상(意想)에 가까운 작업이다. 의상(意想)은 마음에 떠오

르는 생각을 개념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수화에서 말하는 의상은 주

역의 괘상(卦象)과 같이 자연의 생성원리를 도상화(圖象化)한다는 것이

다.34) 즉, 자연의 변화현상의 ‘상(象)’을 형상화 하면서 자연의 성정과 자

연현상의 변화,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고 좀 더 작가의 주관을 실어 형태

를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 내가 하는 방식은 대상을 사생하면

서 파악한 대상의 구조를 통해서 대상의 형상이 가진 실체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토대로 나타내

는 것이다.

봄은 계절 중에서 가장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계절이다. 생물이 활

동을 멈춘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어 깨어나는 장면은 생명의

생명과 죽음의 대비를 보여주는 계절이라 생각한다. 죽음 뒤에 찾아오는

생명은 그래서 더욱 생기 있게 보인다. 꽃도 마찬가지이다. 꽃이 피는 것

은 생명을, 지는 것은 죽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덧없는 아름다움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대립하는 두 가지

의 상징성을 화면에 담아 자연의 순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 벚꽃은 덧없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소재였다. 벚꽃

은 하얗고 작고 얇은 꽃잎을 가진 꽃들이 군집되어있어서 웅장하고 화려

한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벚꽃은 금방 지고 마는데 떨어지는 꽃잎들은

화려하고 장열하게 아름답고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였다. 이러한 작

34)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p. 41-4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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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동기가 된 벚꽃을 그리기 위해서핀 부산의 진해와 여의도에 가서

사생 작업을 하였다. 직접 가서 풍경을 그리는 것으로는 사진을 통해 그

리는 것으로는 다양한 각도와 실제 공간이 주는 경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사생을 했다. 덕분에 그림의 소재는 벚꽃이었지만

실제 그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의 설레는 모습과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따뜻한 온기와 꽃의 달달한 내음과 흩날리는 벚꽃 잎들의 현장감은 나에

게 풍부한 감정과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고, 단순한 벚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

참고도판4. 진해 자연생태 공원 

작품28. 진해 자연생태 공원, 19.7x252cm, 화첩에 수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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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5. 여의도 벚꽃 풍경 

작품29. 여의도 벚꽃, 19.7x252cm, 화첩에 수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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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0. 벚꽃 사생, 18x25cm, 

종이에 붓펜, 2012 

작품31. 벚꽃 사생,18x25cm, 종이에 

붓펜, 2012 

사생을 통해 얻어진 형상은 본 작업에서 기억과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

를 가지고 재구성 되었다. 앞의 [작품28, 29, 30, 31]은 여의도 풍경을 현

장에서 화첩에 필묵으로, 종이에 붓펜으로 사생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

32]에서 그 날의 기억과 사생 작업을 토대로 표현하였다.

작품32. 꽃놀이, 139x200cm, 순지에 수묵담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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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3. (작품32 부분) 작품34.(작품32 부분)  작품35. (작품33 부분)  

먼저 바탕에 도색(桃色)안료와 홍매(紅梅)안료를 각각 물에 희석한 후

에 분사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미군청(美群靑)안료와 양홍

(洋紅)안료를 물에 희석하고 통에 담아 바탕에 뿌렸다. 뿌린 색의 연출은

벚꽃이 뿜어내는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붉은색과 푸른색

의 대비를 이용하였다. 그 후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려 나갔는데, 처

음에는 필묵으로 커다란 가지들로 화면을 분할하여 형세(形勢)의 흐름을

잡아나갔다. 벚나무 가지의 껍질의 재질과 형태를 연상하며 선을 그어

나갔는데, 나무의 기둥과 가지의 필선은 후에 그려진 사람들의 배치에

의해서 길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한다.(작품33, 34, 35) 화면의 구도

는 한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나무와 땅, 사람들, 허공이 다양한 시점으로

한 곳에 어우러지는 구성을 택하였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

로 화면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인데, 때로는 나무 위에서 밑을

보는 시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가 지도로 보이기도 하며 함축적인

나무의 형태는 새의 형상이나 또 다른 자신이 상상하는 다른 이미지를

연상 할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

수묵화의 제작과정에 있어서도 하도(河圖)가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제작방식을 통해 작업을 하려면 제작자의 의도에 맞는 화면의 균형과 재

료의 물성 순환원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각과 표현, 그리고 재료의 물

성의 효과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묵의 표현은 이미지를 겹쳐서 지우거나 덧 댈 수 없

어서 처음부터 각각의 이미지들이 자리를 잡을 곳들을 여지를 남기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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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해야 한다. 밑그림 과정인 하도(河圖)없이 들어가는 본인의 수묵 작업

의 장점은 그림 그리는 순간의 여흥을 즉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고,

즉흥에 의한 필묵의 표현들이 하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 전체의 형세가 조화롭기 위해서는 화면의 균형

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바둑의 포

석 과정에서 한 수 한 수를 신중히 놓아가듯 그림에 과정에서도 화면의

공간을 신중히 채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표

현의 연상과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확장을 해나간다.

그 중에서 제작의 첫 단계는 화면의 구성 과정은 화면 전체의 세(勢)

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勢)는 동양화 구도에서 구도를 ‘치진포세(置

陳布勢)’35)라 칭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동양화구도론』의 저자 왕백

민에 의하면 세(勢)라는 것은 ‘가고 오며 서고 거꾸로 된 것’이요 일종의

형상의 운동감이다. 동양화의 구도를 잡을 때 세가 형상에 끼치는 영향

은 화면의 방향성과 역동성에 있다.

화면의 큰 세(勢)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필선의 흐름이 호응하는 것

이다. 가령 <하늘새>(작품36)와 <봄 여자>(작품38)의 필선의 방향은 유

선형을 그리고 있으며 안에서 바깥쪽으로 큰 원을 그리며 확장해 나간

다. 유선형의 필선이 가진 힘은 화면에 유동성을 준다는 것인데, 사람의

시선을 화면 안과 밖으로 유연하게 흘러들어와 흘러나가도록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작은 세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화면 안의 사물이나 인물의

방향성에 따라 화면 안의 시선을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면의

채워지고 비워진 무게 중심을 조절해 나가면서 화면의 운율을 만들어 나

간다. 이러한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바둑에서 실리와 세력의

포석을 만들어 나가는 균형과 같다.

35) 왕백민 지음; 강관식 옮김,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 p. 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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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과정 >

작품39. 작품41 - 과정1 작품40. 작품41 - 과정2 

작품41. 밤에 내리는 빗속에, 194x130cm, 순지에 수묵담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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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철학에서 자연을 우주의 원리라고 여기는 이유는 다양한 개체가

상성과 대립을 이루면서 커다란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순환구조는 계속해서 유동하고 서로 소통한다는 것에

있다.

노자에 나타나는 자연은 ‘스스로 그와 같다’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도

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힘’이며 ‘도 작용의 자기전개’이다. 그래서 결국 도

에 내재하는 리(理)를 자연이라 했다.36)

따라서 선인들이 산수화를 그리며 도(道)를 논했던 것처럼 본인이 자

연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 원리를 통해 관찰하

고 표현하는 과정은 당연한 과정이 되었다. 석도는 자연 자체를 건곤(乾

坤)의 이(理)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사물에 자체에 대한 철학적

인 이해를 중요시 했다. 자연 사물의 건곤의 이치를 알게 될 때 대상을

“일획의 법”을 통해 표현 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림을 그리는

이치나 필법은 건곤에 의하여 생상 변화하는 자연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37) 본인역시 자연의 이해를 위해서 개인

의 자아로 인한 고착적인 인식구조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닌 마음을 비

우고 거울처럼 대상을 담아내는 자세를 통해서 대상의 성정(性情)을 이

해하려 했고 제작방식에 있어서도 구성과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각각

이 지닌 성질의 순환일치를 통해 인식적, 표현적인 양면에서 소통을 이

루고자 하였다.

그 중 사생 과정은 대상을 파악하고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사물의 가장 적절한 모습을

취하기 위해 면면히 관찰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서양에서도 대상의 외면

적인 객관적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관찰을 중시했기 때문에 본 작업에

앞서서 데생을 하여 사물의 관찰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근대

36) 대빈호, 임헌규 옮김, 『노자철학 연구』, 청계, 1999, p. 194 인용

37) 박선규, 『석도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하였다』 신원, 2001, p. 2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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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진이 발명되고 사실적인 표현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사진기를

사용하여 쉽게 사물을 표현하려 하는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보는 시

각적인 정보는 사람의 눈과 완벽히 똑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으

로 남겨진 장면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 장소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 전부 담을 수는 없다. 그리고

사진에 의존한 그림은 사진의 구도에 자신의 시각이 갇히기 때문에 자신

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관찰하는 관찰법

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도]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하는데, 첫 째로 큰 의미의 구도

는 사물의 배치이고, 두 번째로 작은 의미의 구도는 사물의 형태이다. 두

가지의 구도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생을 해야만 하는데, 좋은

배치의 감각의 향상과 사물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의적인 형태

변형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사생을 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대상이 가진 형태적인 부분뿐

만 아니라 내면적인 이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심안(心眼)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의 이(理)를 담기 위한 사생과정은 시대가 변

해도 불변하지 않는 직시(直視)적인 관찰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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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와 대상의 해체적 소통원리

나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세상과 나의 분리와 나의 실체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나를 세상과 분리하여 나는 나라는 인식

을 통해서 스스로를 대상화 하고 객관화하려는 과정에서 나의 몸이 정신

과 분리된 껍데기로 인식되고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내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세계의 실체를 해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

상과 나를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세상을 보다 초연하고 무심하게 바라

볼 수 있는 허심한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장자(莊子 : BC3690~BC289)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고

정되지 않은 세계와 자신을 고착적인 자의식인 구성된 마음(成心)으로

실체화 시키고 정의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저 구성된 마음(成心)을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그 누군들 스

승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변화를 알아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

만이 구성된 마음(成心)이 있겠는가? 우매한 보통 사람들도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구성된 마음(成心)을 가지고 있다. 아직 마음에서 구성된 것

이 없는 데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치 ‘오늘 월나라

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궤변과 같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38)

장자가 정의하는 세계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는 각각의 고

유한 개체가 연속적 관계망을 가지고 무한히 변화한다. 인간은 그러한

세계의 연결선 상에 있다. 그러나 사람은 세계와 자신을 분리시켜 ‘나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고 세계를 대상화하여 시비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계를 소유의 대상으로 표

상화 하고 대상과 자신을 경계 지으며 차별과 대립으로 대상을 구분하게

38) 강신주,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8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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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대상을 왜곡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을 고착된 자의식인 구성된

마음(成心)이라 한다.

1) 구성된 마음(成心)과 허상(虛像)

장자는 「山木」편에서 조릉(雕陵)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아 실체

성의 허상(虛像)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자가 조릉(雕陵)이라는 밤나무 밭 울타리 안을 거닐다가 문득 남쪽에서

한 마리의 이상한 까치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넓이가 일곱 자,

눈의 직경이 한 치나 되었다. 장자의 이마에 닿았다가 밤나무 숲에 가서

멎었다. 장자는 「저건 대체 무슨 새일까? 날개는 큰데 높이 날지 못하고

눈은 크나 보지 못하다니!」 하고 말한 뒤 아랫도리를 걷어올리고 재빨리

다가가 활을 쥐고 그 새를 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보니, 매미 한 마리

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멎어 제 몸을 잊은 듯 울고 있다. [그리고 바로

곁에는] 사마귀 한 마리가 나뭇잎 그늘에 숨어서 이 매미를 잡으려고 정

신이 팔려 스스로의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한 까치는 이 기회에 사마귀

를 노리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제 몸을 잊고 있다. 장자는 [이 꼴을 보

고] 깜짝 놀라서 「아, [모든] 사물이란 본래 서로 해를 끼치고 이(利)와

해(害)는 서로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구나!」 하고 말한 뒤 활을 내버리고

도망쳐 나왔다. 밤나무 밭지기가 쫓아와 [장자가 밤을 훔친 줄로 알고]

그를 꾸짖었다. 장자는 집을 돌아온 뒤 석 달 동안 불쾌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제자인] 인차(藺且)가 따라와 물었다. 「선생님께선 요즘 어째서

아주 언짢으십니까?」 장자는 대답했다. 「나는 외물에 사로잡혀 내 몸을

잊고 있었다. 즉 흙탕물을 보느라고 맑은 못을 잊[듯이 외물에 사로잡혀

자연의 대도를 놓치]고 있었다. 또 나는 선생으로부터 “속세에 들어가면

그 속세를 따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번에 나는 조릉을 거닐며 내 몸

을 잊었고 이상한 까치는 내 이마에 닿았다가 밤나무 숲에서 노닐며 그

몸을 잊었고 나는 밤나무 밭지기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쾌한 것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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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자신이 까치를 노리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은 사냥터지기에게 노

려지고 있었음을 알고 깨달은 조릉(雕陵)에서 겪은 일화에서 자신이 경

험했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잊고 위험에 처했던 상황을 빗대어

혼탁한 물[濁水]에 비추어 보았을 뿐 맑은 연못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혼탁한 물은 편견에 사로잡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고

착된 자의식을 나타낸다. 장자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맑은 연못[淸

淵]같은 마음을 통해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고착된 자의식을 해체한 허

심(虛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장자는 또한, 「제물론(齊物論)」에서 설결(齧缺)과 왕예(王倪)의 대화

를 통해서 누구나 옳다고 동의(同是)하는 일반성(generality)에 대해서

부정하면서40) 안다는 것에 대한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설결(齧缺)이 스승 왕예(王倪)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옳다고 동의할 수 있는[同是] 무엇을 알고 계십니

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면 사물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말이나 좀 해보세.

도대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장담)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

39) 莊周游於雕陵之樊，睹一異鵲自南方來者。翼廣七尺，目大運寸，感之顙，而集於栗林。莊周曰：

「此何鳥哉！翼殷不逝，目大不睹。」蹇裳躩步，執彈而留。睹一蟬，方得美蔭而忘其身。螳螂執

翳而搏之，見得而忘形；異鵲從而利之，利而忘其真。莊周怵然曰：「噫！物固相累，二類相召

也。」捐彈而反走，虞人逐而之。莊周反入，三日不庭。藺且從而問之，「夫子何為頃間甚不庭

乎？」莊周曰：吾守形而忘身，觀於濁水而迷於清淵。且吾聞諸夫子曰：『入其俗，從其俗。』今

游於雕陵而忘吾身，異鵲感吾顙，游於栗林而忘真。栗林虞人以吾為戮，吾所以庭也。」《莊子.山

木》

   안동림 역주,『莊子』, 현암사, 1993, p. 503-504 인용

40) 강신주,『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50-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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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41)

안다고 하는 것(知)은 모른다는 것(不知)의 언어의 상대적인 의존관계

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모른다

는 것’을 배제하고 확정하여 의미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구나 동의하는 ‘안다는 것’의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습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겠지. 미꾸라지도

그럴까?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산다면 겁이 나서 떨 수밖에 없을 것일세.

원숭이도 그럴까?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거주지’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지.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맛’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원숭이는 비슷한 원숭이와 짝을 맺고, 순록은 사

슴과 사귀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놀지 않는가! 모장(毛嬙)이나 서시(西

施)는 남자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보자마자 물 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새는 보자마자 높이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보자마자 급히

도망가 버린다.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올바른 아름다움’을 안다고 하겠

는가?”42)

장자는 인간의 판단이 상대적인 관점에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하며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문답을 통해 말한다. 그리고 서시의 아름다움이 물

고기에겐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가치는 사람의 기준

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

든 사물의 관계는 사람들의 대대(待對: 서로 의존하면서 이룸)의 논리로

41) 缺問乎王倪曰：子知物之所同是乎? 曰：吾惡乎知之.子知子之所不知邪？曰：吾惡乎知之.然則物

无知邪？曰：吾惡乎知之. 雖然，嘗試言之：庸詎知吾所謂知之非不知邪？庸詎知吾所謂不知之非知

邪？《莊子·齊物論》

   강신주,『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49-50 인용

42) 且吾嘗試問乎女：民濕寢則腰疾偏死，鰌然乎哉？木處則惴慄恂懼，猨猴然乎哉？三者孰知正處？

民食芻豢，麋鹿食薦，蝍蛆甘帶，鴟鴉耆鼠，四者孰知正味？猿猵狙以爲雌，麋與鹿交，鰌與魚遊. 

毛嬙麗姬，人之所美也；魚見之深入，鳥見之高飛，麋鹿見之決驟，四者孰知天下之正色哉？自我

觀之，仁義之端，是非之塗，樊然殽亂，吾惡能知其辯！”《莊子·齊物論》 

   앞의 책, p. 51-5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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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는 대대의 논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

한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긺과 짧음

은 서로를 낳고, 서로를 이루고, 긺과 짧음은 서로를 드러나게 한다.43)

(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形)

『도덕경(道德經) 』2장

노자의 대대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서로 상대적으로 규정지어

진다. 있음은 없음이라는 것과 상호의존하고, 긴 길이는 짧은 길이와 비

교하여 규정지어진다. 이것은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적

논리방식이다. 이러한 대대의 원리는 주체의 형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다. 사람은 타자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타자가 나를 대하는 모습

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나간다. 이렇게 형성된 주체의식은 ‘나는

나'라는 고착된 주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주체는 장주

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의 허상(虛像 ; 꿈)에 가까운 것이다.

장자의 세계는 각각의 고유성을 가진 객체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현현(顯現)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인간의 고정

된 시비의 기준을 통해 대상을 의미 짓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을 이야기

하면서 ‘나는 나’라는 주체의 인식을 해체한다면 세계의 변화와 소통 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43) 강신주,『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14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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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된 마음(成心)의 해체와 소통

대상화하지 않으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는 존재가 실체라는

의식을 해체한다면 소유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실체

성을 해체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존재의

실상을 누가 주재하는지 알 수 없다. 설사 주재가 있다 해도 그 조짐을

알 수 없다. 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은 있으나 그 실체를 볼 수 없

고, 실상은 있어도 형체는 없다.44)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실체론적인 사유의 해체에 대해서 논

하고 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시비판단의 기준을 가지는 사람의 인

식이 세상과 자아를 실체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나’라는 의식을

통해서 소유적인 사유의 구조에 의해 생겨났다고 여긴다. 장자의 세계는

개별자들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무한한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연속성

을 가진 세계이다. 인간 역시 그러한 자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개

별자일 뿐이다. 따라서 존재의 근거를 만들어 세계를 실체로 여기는 마

음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45)

장자의 인식체계에서는 사람의 완전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한다. 사람

은 연속적 관계망 속에서 ‘나’를 독립시킬 수 없으며 ‘자아’는 결코 제3자

의 입장에서 ‘자아’를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알 수 없다. ‘나’는 세상에

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하지 못하며 관계 속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타자와 관계하고 타자를 통해서만 자아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믿는 자신의 실체는 허상(虛像)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장자는 세계를 실체라 여기는 주체를 ‘꿈’에 비유해 이야기한다.

44) 非彼無我，非我無所取。是亦近矣，而不知其所為使。若有真宰，而特不得其眹。可行己信，而不

見其形，有情而無形。《莊子‧齊物論》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09, p. 44-45 인용

45) 앞의 책, p. 155-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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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자유롭게 나는 나비였다. 스스로 기

분 좋게 뜻대로 날고 있었고, (자신이)주(周)임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깨어나자, 황황히 주가 되었다. 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

가 꿈에 주가 된 것인가. 주와 나비는 필시 구분이 있다. 이것을 일러 물

화(物化)라 한다.46)

장자는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자기 동일성을 ‘꿈’과 같다고 한다. 꿈속

에서는 꿈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깨어

난 현실 역시 현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현실의 실체 역시 우리의 마음

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구하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변화하는 과정(물화

物化)만이 남을 뿐이다. 물화는 상호 교환의 중심에 있는 문의 회전축(道

樞)의 역할을 한다. 도추(道樞), 즉 도의 지도리는 도의 이편과 저편이

통하는 문을 뜻하며 이 접점에서 모든 대립적 이항은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는 사고는 외부의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자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의식을 통해서는 실재를 보지 못한다. 그래

서 장자는 잊는 행위인 좌망(坐忘)을 통해서 ‘세계’와 ‘자아’가 실체라고

여기는 의식을 해체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47)

46) 昔者莊周夢爲蝴蝶，栩栩然蝴蝶也。自喻適志與，不知周也。俄然覺，則蘧蘧然周也。不知周之夢

爲蝴蝶，與蝴蝶之夢爲莊周與！《莊子·齊物論》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09, p. 88 인용

47)성인의 도로 성인의 재주가 있는 이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알려주고서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는 삼일이 지나서 천하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가) 이미 

천하를 잊어버린 후 나는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는) 칠 일이 지나서 외부 대상을 이어버릴 수 

있었다. (그가) 이미 외부 대상을 잊어버린 후 나는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는) 구 일이 지나서 

삶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이미 삶을 잊어버린 후 (그는) 조철(朝徹)할 수 있었다. 조철 한 후

에 (그는) 단독자(獨)를 볼 수 있었다. 단독자를 본 이후에 (그에게는) 고금의 구별이 없을 수 

있었고, 고금의 구별이 없어진 후에야 (그는) 생사의 대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삶을 죽

이는 자는 죽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오로지 자신만의) 삶이라고 여기는 자는 살지 못하게 된

다. 단독자라는 것은 (마치 거울처럼) 마중가지도, 맞이하지도, 훼손하지도, 이루어주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을 일러 영령(英靈)이라고 한다. 영령이란 무한한 타자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마음

이 안정됨을 말한다.

   以聖人之道告聖人之才, 亦易矣. 吾猶告而守之, 三日而候能外天下. 已外天下矣, 吾又守之, 七日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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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앎(眞知)은 모든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의식과 같은 분별적 지

식을 배제해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식에 의

해 판단된 앎은 제한적인 앎이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대상을

판별하게 되면 도를 거스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사람이 습지에

서 자면, 허리가 아프고 반신불수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개체는 각자에

맞는 순리가 있다. 이러한 순리를 똑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장자는 대상을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 깨끗

한 연못과 같은 허정(虛靜)한 마음으로 거울을 비추듯이 대상과 소통해

야한다고 한다. 허정한 마음, 즉 마음을 비우는 것(좌망坐忘 ; 잊는 것)

은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기는 나를 나라고 인

식하는 타자에 의한 주체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연하게 외부의 타자에 순응하고 소통한다.48)

그리고 또한 대립의 경계에서 문의 회전축과 같이 대립의 경계를 열고

닫으며 순환하는 양생(兩生)의 도(道)의 입장에서 소통하게 됨으로써 인

위와 시비가 없는 무목적적인 마음인 소요유(逍遙遊; 道와 일체가 됨)의

경지에 이르러 세계의 변화의 연속성(물화物化)에 합류하여 그 자체로

노니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하면 차별과 대립이 없는 ‘만물제동(萬物齊

同)’의 경지에 이르러 개체적 존재인 나와 세계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함

께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後能外物. 已外物矣, 吾又守之, 九日而後能外生. 已外生矣, 而後能朝徹. 朝徹, 而後能見獨. 見獨, 

而後能无古今. 无古今, 而後能入於不死不生. 殺生者不死, 生生者不生. 其爲物, 無不將也, 無不迎

也. 無不毁也, 無不成也. 其名爲攖寧. 攖寧也者, 攖而後成者也. 《莊子·大宗師》

   강신주,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196 인용

48) 아이처럼 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고, 또 하루 종일 주

먹을 쥐고 있어도 손이 저리지 않는다. 또 하루 종일 보면서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 길을

가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할 일을 알지 못한다. 외부의 타자에 순응하고, 그

타자의 흐름에 자기를 맡긴다. 이것이 삶을 기르는 방법이다.

   能兒子乎. 兒子終日嗥而嗌不嗄, 兒子終日嗥而嗌不嗄, 和之至也. 終日握而手不掜, 共其德也. 終日

視而目不瞚, 偏不在外也. 行不知所之, 居不知所爲, 與物委蛇, 而同其波.是衛生之經已. 《莊子·庚

桑楚》

   앞의 책, p. 15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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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거한 장자의 철학은 세 가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첫 번째로 기존의 고착된 자의식의 해체를 통해서 인식의 한계를 극복

하고 참된 앎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眞知)의 소통방식은 새롭게

만나는 세계의 변화와 타자를 유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의 세

계를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화가에게 있어

서는 각각의 대상을 대상의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확장해주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접근법과 같은 맥

락에 있다.

두 번째로 언어의 이중성을 이용하여 비유와 대립을 통해서 실체가 있

는 언어를 해체하여 실체가 없는 도(道)를 설명하는 장자의 화법을 그림

으로 표현한다면 대상을 양행(兩行)의 도(道)를 통해서 경계를 해체하고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장자는 소통방법으로서 양생(兩生)의 도(道)를 이야기하면서

삶과 도의 연결선 상에서 삶에서의 실천적 원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양

생의 도를 정신과 행위의 일치를 동시에 이루는 장인의 기술에 빗대어

말한다. 이것은 중국의 기도합일(技道合一)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인데,

연주자가 자신을 잊고 악기와 일치되어 연주를 하듯, 물살과 일체가 되

어 수영을 하듯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화가에게 있어서는 붓과 일치가 되어 마음이 곧바로 붓을

통해 표현하는 의재필선(意在筆先)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장

자의 철학이 본인의 작품의 표현과 어떻게 관련하였는가를 필묵의 해체

적 표현 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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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묵의 해체적 표현 방법

장자는 대상을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울처럼 대상을 허

정(虛靜)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외부로

부터 형성된 주체의 고착된 인식인 구성된 마음을 벗어나 대상의 원리,

즉 대상의 도(道)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다. 허정한 마음으로 대상을 보

게 되면 대상과 나의 소통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대

립되는 관계의 중앙에 있는 문의 회전축(도추道樞)의 입장에 서서 순환

적인 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문의 회전축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열고

닫는 문의 축으로써 차이의 상호공존을 이룬다. 이러한 구조를 兩行(양

행)이라하며 변화하는 유동체로서의 사물에 일체화되어 자연처럼 끝없는

변화를 자유롭게 누리는 무한한 소통방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자의 소통방식은 기술과 도(道)가 하나가 되는 기도합일(技

道合一)을 추구하는 동양의 사상과 직결되는데 장자의 포정해우(庖丁解

牛)의 일화에서처럼 포정이 소를 해체할 때 눈으로 보지 않고 신(神)과

조우함으로써 주체의 변형을 통해 기술과 대상이 하나가되어 소통을 이

루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필묵을 다루는 원리 역시 장자의 소통방식처럼

주체와 도구의 해체적인 소통방식을 중시한다. 따라서 동양의 붓을 다루

는 방법을 다룬 운필법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의 사용방식이 아니

라 포정해우의 일화에서처럼 주체의 변형(해체)을 통한 신(神)과의 조우

를 통한 철학적, 실천적 방법론이 전개되어왔다. 본 장에서는 본인이 필

묵을 통해 어떠한 표현을 하고자 하였는지 조형적, 방법적, 상징적 원리

를 토대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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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과 면의 경계순환

선묘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 형

태의 경계를 선으로 나눔으로써 대상을 보여주는 선묘기법은 접근의 용

이성과 빠른 표현법에서 작가의 주관을 직관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동양에서는 모필(毛筆)을 이용한 필선을 회화의 주된 표현기법

을 이어왔는데 먹, 모필, 물, 그리고 종이가 가진 섬세한 물성은 필선의

다양한 기법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재료의 특성상 닿는 즉시

표현이 이루어지는 즉흥성 때문에 높은 경지의 모필을 다루는 기술을 요

구했고 능숙한 모필의 사용은 작가의 직관적 표현을 극대화 시켜주었다.

본 장에서는 본인이 추구해온 선묘의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과 방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술하였다.

1) 선의 함축성

선묘는 3차원의 것을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가장 간소

한 표현기법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형태의

가감(加減)을 통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선묘는 기법은 고

대에서 시작된 원초적인 표현기법의 하나이다. 돌이나 도자기에 선을 새

겨 그리는 각화(刻畵)형식의 암각화나 안료를 사용해 그린 암벽화 같은

초기 회화에서 그 표현기법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선은 인간의 유아기 특성처럼 여러 지역의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

다.49)

역사의 시점에서 선묘가 유아기 특성처럼 시작되었듯이 실제로 인간이

유아기에 처음 접하는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선으로 그리는 것이

다. 낙서를 할 때도 사람들은 선을 사용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형태를 그린다는 것은 재료의 간편함과 사용 방식에 있어서 접근하기 쉽

49) 린뤄시 지음 ; 황보경 옮김, 『중국화 선의 예술, 붓의 미학』, 시그마북스, 2012, p.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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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솔직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생각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무의식중의

느낌을 끄적거려서 형태로 남길 수도 있고, 많은 공정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함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 그래서 선묘

가 주는 느낌은 솔직하고 원생적인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실

제의 사물을 2차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입체적인 양감을 배제하고 선으

로 함축해서 형태를 그리는 과정이 작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추상성을 띠

게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처음 선묘화에서 경이로움을 느낀 것은 만화에서였다. 검은색

선으로 그린 흑백의 그림에서 간소한 선으로 그렸지만 단순명료한 그림

이 주는 강렬함은 사실적인 그림보다 효과적이었고 이러한 극적인 표현

력은 감정의 이입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만화에 매료

되었고 회화를 배우기 이전에는 만화를 즐겨 그렸었다.

왜 만화의 단순화된 카툰화(畵)라는 아이콘을 사람들은 강렬하게 받아

들이는 것일까? 스콧 멕클라우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카툰화법을 ‘단순

화를 통한 전달효과 확장’의 한 형식이라 말한다.50) 카툰화법을 통해서

형상을 추상화하는 것은 세부묘사를 없는 것 이상으로, 특정부분에 초점

을 맞춰 가는 것이다. 핵심 “의미”가 나올 때까지 주어진 형상을 벗겨내

면 작가는 사실묘사를 했을 때보다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다. 선을

통해 면적인 표현도 생략된 2차원의 추상을 거쳐 간략화 된 선묘화에서

는 입체적인 명암법에서 보여주는 사실적인 회화에서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몰입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그림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 근

본적인 묘사법인 ‘선묘’의 쓰임에 따라 그림이 가진 생명력은 더욱 다양

하게 연출 될 수가 있다.

나는 만화를 그려오면서 형상을 선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

현들을 만들어왔었고 이러한 과정은 지금의 회화를 그리는데 있어서 근

50) 스콧 멕클라우드 ; 김낙호 옮김, 『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2008, p. 3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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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인 부분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만화가 가진 표현형식에는 선을 통

해 형태를 그린다는 점에서 동양화가 가진 특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 선으로 형상을 응축해서 표현하기 위한 연습과정이나 방식과 선묘

가 주는 역동적이고 생생한 표현방식이 닮아있는데, 선을 통해서 면을

분할하고, 실체(實體)의 구획을 만든다는 점이 나에게 흥미로운 점이었

다. 때문에 필묵을 통해서 선과 면의 경계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화면 구

성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주된 표현방법이 되었다.

석도(石濤: 1630-1707)는 “일획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기법에

담아 표현하였다. 석도는 『고과화상화어록(苦瓜和尙畵語錄)』1장에서

자신의 일획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태고에는 법(法: 인위)이 없었고, 혼돈의 상태였지만(=태극(太極)) 아무것

도 생기지 않은 상태였다. 혼돈에서(=태극) 생성이 될 때(=음양의 분리)

각각의 원칙에 따라 법이 스스로 생겨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획에 의해 입각해 생겨난다. 일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모든 유형의 근원이다.51)

석도는 태고의 상태를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를 빗대어 표현한

다. 혼돈(太朴)의 상태인 빈 화면에 어떻게 해야 형태를 나타내는가를 혼

돈에서 일어나는 만물의 생성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붓과 먹이 서

로 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천지 음양이 서로 합하여 인온(氤氳)현상을 이

루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다52). 또한, 그리기 직전의 상태를 천지가 개벽

하기 시작할 때 아직 천지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인 ‘혼돈’(인온)라 한다.

(氳不分, 是爲混沌)53) 그리고 표현을 통해서 혼돈 속에 분명함을 드러낸

다고 말한다.(混沌裏放出光明)54)

51) 太古無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立矣. 法于何立? 立于一劃. 一劃者, 衆有之本, 萬象之根.

   박선규, 『석도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하였다』 신원, 2001, p. 13-15 참고

52) 앞의 책, p. 176 인용

53) 앞의 책, p. 177 인용

54) 앞의 책, p. 18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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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그림에는 형식과 내용(표현)이 음양의 조화가 서로 순환

하는 ‘인온(氤氳)’의 과정이 필요하다. 혼돈의 상태는 일획에 의한 분리와

조화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일획의 원리는 혼돈의 분리를 통한 형(形)

의 생성과정에 있다. 일획(一劃)은 태극으로서의 일원(一元)을 뜻하는데

원(元)은 기(氣)를 말하며 무형(無形) 상태에서 형상을 생기게 하고 형상

이 생기면 그것을 구분하는 일의 시작을 의미한다.55) 따라서 일획은 모

든 형상을 이루는 근원을 말한다.

이러한 석도의 화론은 형(形)으로써 신(神)을 표현 하고자 하는 동양화

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과 신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는 일획을 통

해서 표현된다. 여기서 일획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두 사물을 이어주는

도추(道樞: 회전축)와 같이 양행(兩行)의 도(道)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경계순환적인 구성

장자는 언어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언어의 경계를 형성하는 관계논리를

해체하고 조화롭게 순환하는 소통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物)에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스스로 자기를 저

것이라 한다면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이것이라 본다면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저것은 기서에 의지하고, 이것은 저것에 의지한다. 저것과

이것은 방생(方生; 나란히 함께 생활함)의 설이다. 생과 사는 나란히 함께

하고, 사와 생도 그러하다. 가와 불가도, 불가와 가도 나란히 간다. 비(非)

에 의거하면 시(是)에 의거하게 되고, 시에 의거하면 비에 의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점기원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서 그것들을 조명한다.

그래서 (양쪽을 다) 긍정함에 의지한다. 이것은 역시 저것이고, 저것은 역

시 이것이다. 저것 역시 하나의 시비이고, 이것 역시 하나의 시비이다. 과

55) 앞의 책, 2001, p. 3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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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저것과 이것이 그 대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일컬어 도추(道樞)라 한

다. 돌쩌귀(樞)는 그 순환 고리의 가운데 있지만 무궁한 변화에 대응한다.

시(是)가 하나의 무궁이라면 비(非) 또한 하나의 무궁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명지(明智)의 처지에 서는 것보다 못하다고 한다.56)

장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자로 저것(彼피: 저쪽, 그름)과 이것(是

시: 이쪽, 옳음)으로 표기함으로써 옳고 그른 시비판단의 양면성을 문장

속에서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생긴다(彼是方生)”고

말할 때의 동시에 생긴다[方生]도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소멸

한다[方死]는 의미를 대대적으로 전제해야 한다.57)

그리고 다음문장을 보면 조금 더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다.

“스스로 자기를 저것[皮]이라 한다면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이

것[是]이라 본다면 알 수 있다. (自彼則不見，自知則知之)”

전자의 ‘자신을 저것[皮]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대상에 일치되는 인식을 나타낸다. 후자의 ‘자신을 이것[是]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인식을 말한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자시(子時)의 사례이며, 자의식이 없이 사

물을 판단하는 전자의 태도는 피시(被弑)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58) 장

자는 피시를 통해서 나와 사물이 동시에 소멸하는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데, 이것은 분별지기가 없는 앎인 ‘무지지지(無知之知)’를 상징하는 것이

56)物无非彼，物无非是.自彼則不見，自知則知之. 故曰：彼出于是，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雖

然，方生方死，方死方生；方可方不可，方不可方可；因是因非，因非因是. 是以圣人不由而照之于

天，亦因是也. 是亦彼也，彼亦是也. 彼亦一是非，此亦一是非，果且有彼是乎哉？果且无彼是乎

哉？彼是莫得其偶，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以應无窮. 是亦一无窮，非亦一无窮也. 故曰：莫若

以明. 《莊子·齊物論》

   안동림 역주,『莊子』, 현암사, 1993, p. 85-86 인용

57) 강신주,『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태학사, 2003, p. 149 인용

58) 앞의 책, p. 148-1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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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눈과 같아서 세상을 자연스러운

도(道)의 이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장자는 언어의 서술적 구조를 이용하여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을

연관시켜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원리인 도(道)의 개념을 설

명한다. 본인 역시 그러한 추상적 개념의 무형(無形)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과 면의 경계가 지닌 추상적 원리를 이용하여 대립과 순환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사실적 형상과 추상적 형상을 섞어 한 화면에 표현

함으로써 상반된 두 가지의 속성을 화면 속에서 상호공존하게 하여 대상

의 도(道; 원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동양회화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실(實)하게 해주는 것은 그 안에 작가

의 의경(意境)이 있기 때문이다. 선은 물체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공간은 때로는 막혀있기도 하지만 때

로는 열려있기도 하다. 대상의‘면’의 자유로운 변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선이 가진 추상성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화면의 공간을

채우거나 비우게 할 수 있는 것도 선에 의해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이것이 동양화의 여백(餘白)59)의 활용법이다. 동양화의 여백에서 선

과 면의 경계를 연결해주는 표현 방식은 색의 그러데이션(gradation)을

이용한 선염법(渲染法)이 있기 때문인데, 때로는 잔잔하게 색이 사라지게

해서 경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운을 주고 대상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본인은 이러한 선염법을 통

해서 면과 선의 분할을 하고 형상의 합성과 해체를 하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이전부터 자주 사용해왔다.

예를 들어 하늘과 구름, 새를 유기적으로 구상화한 <하늘새>작업에서

는 구름과 하늘같이 실체가 무형(無形) 대기(大氣)를 새라는 실체가 유

형(有形)인 사물과 이미지를 합성, 분해한 작업이다.(작품36)

59) 여백(餘白) ; 작가가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남긴 공간 

    왕백민 지음 ; 강관식 옮김,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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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으로 하늘의 색을 표현하고 여백을 이용하여 구름과 새의 날개

를 나타냈는데, 선의 방향성을 통해서 하늘의 대기의 흐름을 조성하였다.

구름은 무형(無形)의 것이지만 날개와 깃털은 유형(有形)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섞을 수 있는 것은 선묘의 추상성이 있기 때문인데, 선묘를

통해서 필선의 형태에 깃털의 재질감을 주고 선염법을 이용하여 하늘과

물체간의 경계를 흐리게 해서 표현하였다. 화면의 묵(墨點)들은 허전할

수 있는 화면의 빈 공간들을 깨주는 역할을 한다. 점의 크기와 간격은

화면의 운율을 주고 준(俊)을 대신할 수 있다. 화면의 두꺼운 준(俊)과

점(點)은 새의 깃털의 떠다님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36. 하늘새, 132x163cm, 화선지에 수묵담채, 2010 

무형(無形)의 것과 유형(有形)의 것은 서로 대립된 관계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생긴다. 이것과 저것은 관계에 놓여 있어야 그 관계 안에

서 각각의 개체성이 생겨난다. 이것은 사물의 대대(待對)의 원리가 낳은

언어의 논리에 의한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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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고착적인 자아의 형성에 의한 인식관, 즉 유정유신(有情有信;

경험적 물의세계)를 도를 통해 바라보려면 성심이사지(成心而師之;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여겨 스승으로 삼음)60)하는 초자아를 해체시킬 수 있어

야 한다. 이것을 해체시키는 논리를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을 통해

서 말한다.

그리고 관계에 의해서 차이와 대립의 구조로 상호적으로 구분되는 것

을 방생(方生; 나란히 생활한다)이라 하였다. 또한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대상의 규정성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규정성을 낳은 방생의 원리에서

보는 것을 ‘하늘에 비추어 본다(而照之於天)’라고 하였다.61) 하늘에 비추

어 본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관계망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물의 정의는 자의적이고 임시적이며 대립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언어적 논리의 관계망을 떠나서 사물을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장자는 이러한 대립구조의 소통과 해체의 방법으로 도추

(道樞:지도리)를 제시한다. 도추는 이편과 저편이 통하는 문의 축을 말하

며 대립의 소통과 해체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돌쩌귀(樞)는 그 순환 고

리의 가운데 있지만 무궁한 변화에 대응한다.”고 했다. 즉, 장자의 해체

론이 주목하는 것은 양자의 관계, 그 소구조의 안과 밖 사이의 차이와

접촉 그리고 교환이다.62)

장자가 말하는 각각의 사물은 대립과 상호의존에 의해 존재한다. 장자

는 타자와의 접합을 긍정하고 타자와의 교환을 통해서 돌쩌귀(樞)와 같

이 순환반복 된다. 그런 점에서 유무의 교차배어법(交叉配語法)의 수사

학적 법칙인 ‘卍(만)’과 같다. 卍(만)이라는 문자는 두 개의 교차하는 흔

적과 그 사이에 있는 공간(빈곳)의 흔적이 동거해 이중부호이다.63)본인

은 이러한 수사학적 구조를 이용하여 상반되고 상호공존적인 표현들을

60)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예문서원, 

2001, p. 314 인용

61) 앞의 책, p. 345 인용

62) 앞의 책, p. 362 참고

63) 앞의 책, p. 30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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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앞서 설명한 <하늘새>의 그림도 바람개비처럼 화면을 순환하는

커다란 기류를 형성하며 하늘과 구름, 새의 형상의 경계를 돌쩌귀(樞)의

순환 고리처럼 열고 닫으며 하늘과 구름 같은 무형(無形)의 사물과 새라

는 유형(有形)의 사물이 서로 공존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작품

38]<봄 여자>에서도 역시 卍자처럼 회전하는 선을 그려 화면의 큰 구도

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사람의 인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꽃문양의 중앙에 있는 여자의 스쳐 지나가는 (우측의) 남자와의

인연이 서로 돌고 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구도는 상

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면의 기류를 형성하여 유동적

인 동선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작품37. (작품38 부분)
작품38, 봄 여자, 148x104cm,  순지에 

수묵담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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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2]<인생역경>은 계절의 변화와 사람의 인생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혹독한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겨울에 비유하여 언젠가는 희망

의 날(봄)이 온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 봄의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에 퍼지는 구름(작품43)과 솟아오르는 식물의 모양(생명의 기운을

상징)(작품44), 그리고 피어나는 꽃망울(45)을 선의 해체를 통해 변화의

상태를 나내기 위해서 유동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자라나고 솟아나는 다

양한 식물들의 기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를 향해 뻗어나가는 선

의 형세를 만들어 나갔고, 우측 상단에 흘러내리는 듯한 붉은 형체(작품

46)를 통해서 밑으로 퍼지는 또 다른 기류를 형성했다.

붉은 색조의 응어리는 식물의 강한 생명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작품

44, 46) 흰색과 노란 점들(작품47)로 화면의 생동감을 넣어 꽃(식물)의

생기를 나타냈다. 좌측에 작은 크기의 사람(작품48)이 등짐을 메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삶의 과정을 나타내고 산을 오르는

동안 산이 변천하는 과정은 자연의 순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도 자연

의 순리 속에서 같이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42. 인생역경, 130x162cm, 순지에 수묵담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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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 솟아오르는 구름 

(작품42 부분)

작품44. 생명의 기운 (작품

42 부분)

작품45. 피어나는 꽃 

(작품42  부분)

작품46. 생명의 기운 (작

품42 부분)

작품47. 노란색 점 - 꽃의 생기 (작품42 

부분) 작품48. 사람 (작품42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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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소통이 공존하는 순환적인 구성법은 실체와 환영을 그리는

방법으로도 사용해왔다.

[작품49]<물들은 수면>은 수면에 비친 벚꽃나무를 그린 것이다. 여기

서는 ①물위의 나무(주체) ②물에 비친 나무(투영) ③물 밑의 나무(타자)

의 세 가지의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수면 위에 올라온 두 나무는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실제의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체를 뜻한다. 물에 비친 나무의 형태는 실제

의 투영 즉, 주체의 환영이다. 그리고 물 밑에 있는 나무는 혼선을 만드

는 타자의 의미를 가진 나무이다. 세 가지 속성의 나무는 물에 의해 해

체되어 하나가된다.

작품49.  물들은 수면, 67x134cm, 장지에 채색, 2012

본인이 추구하는 화면의 구성 원리는 만물의 변화를 화면 안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다. 만물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대비되는 속성을 한 화

면 속에서 상생하는 구도로 표현하였는데 삶과 죽음과 같은 의미적 대

비, 흑과 백의 색의 대비, 작고 큰 크기의 대비, 사실성과 추상성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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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비를 통해 대상을 해체하고 생성하여 한 화면 안에 경계의 순환구

조를 통해서 장자가 말하는 변화와 하나가 되고 연속성이 회복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形)의 해체의 과정이

필요하다. 선이 지닌 함축성을 통해서 형태를 자유롭게 해체 할 수 있었

는데 동양화의 선염법을 이용한 부드러운 선과 면의 경계의 조절에 의해

서 그 것을 더욱 오묘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2. 순환일치의 운필법

선의 회화라 불릴 만큼 “필선”을 중시해온 동양화에서는 선에 대한 연

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동양화가 그렇게 필선을 통한 표현을 지금까지

중시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필선화가 가진 무궁무진한 함축적인 형상과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표현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입체

적인 표현으로 모사하기 위해서 면적인 표현방식을 중시해온 서양회화와

다르게 동양에서는 선으로 대상의 돌아가는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형태를 선으로 응축시켰다. 그래서 빛에 의한 명암과 색을 함축시켜 작

가의 주관에 의해 필묵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만화의 카툰화가 가진 함축

적인 방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모필(毛

筆)과 동양화의 종이의 사용은 동양화만이 표현 가능한 ‘필묵법’을 가능

하게 했는데, 필과 묵의 운용은 동양화의 표현의 중심원리이다. 운필법

(運筆法)은 화가의 기술과 도구의 순환일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필법에는 기술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대상의 이해와 철학이 담겨있다.



- 76 -

1) 선의 표현의지 - 의재필선(意在筆先)

화성(畵聖)이라 불리었던 당대(唐代) 오도자(吳道子, 700?~760?)를 예를

들어보자. 오도자의 그림을 당시 이론가이자 화가였던 고개지는 기운생

동(氣韻生動)하는 그림의 표본으로 삼았는데, 오도자가 선을 활달하게 쓰

면서도 형상에서 생동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형태의 골격이 흐트러짐

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양화의 도구는 재료의 특성상 털이 긴 모필(毛筆)을 물의 양과 속도

를 조절해 사용하는 방식이 어렵고, 그린 것을 덮어서 가리거나 지울 수

가 없다. 때문에 선을 쓰는 것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동양화의 필선은 작가의 생각과 붓의

사용의 방법이 동시에 일체되어 이루어져야한다. 동양화법에서 가장 중

시하는 ‘기운생동(氣韻生動)’ 은 대상의 기운이 생생하게 나타나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태를 통해 정신을 전해야한다는 ‘이형사신

(以形寫神)’과 선에 뼈가 있듯이 그어야 한다는 ‘골법용필(骨法用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형사신은 대상의 정신, 즉 신사(神寫)를 담아야 한다

는 것이다.

대상의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원리를 파악해서 대상이 가

진 성정(性情)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 후에 형사(形寫)를 통해 대상을 형

상화 하는 것이다. 대상을 형상화 하는 과정은 용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필의 방법에 대해 먼저 익혀야 한다. 용필의 방법에서 가장 중

시하는 사항은 기운생동(氣韻生動)한 선을 골법용필(骨法用筆)하는 것이

다. 골법용필이란 것은 무엇인가? 골법용필은 사혁(謝赫, 479~502)의 6법

에서 말하는 용필을 생동감 있게 쓰기 위한 방식으로, 선에도 뼈가 있어

야 한다는 뜻이다. 중봉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골법용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재필선(意在筆先)해야만

한다. 즉, 그림에 앞서 뜻이 먼저 있어야 한다. 형상에 대한 이해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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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지가 있어야만 흔들림 없는 선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와

분명한 의지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대상의 원리를 파악하

는 것에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선의 사용이 일맥상통하는 ‘선의 의

지’를 분명하게 하려면 숙련된 붓의 운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대에서부터 화론에서는 붓을 다루는 운필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필법은 그림의 주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붓과 먹을 사

용하는 붓글씨를 예로 들게 되었고, 특히 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

작하면서 서법의 붓 사용 기술이 적용되었다.64) 장언원(張彦遠, 815 ~

879)은 당대의 미술평론가이자 서예가였는데, 서화동체론(書畵同體論)을

이야기 하면서 글씨와 그림의 기원이 같다고 여겼고 회화를 품평하는데

있어서도 붓의 사용 방식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서예와 회화

가 용필의 사용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글씨를 잘 쓰는 사

람은 이를 통해 필력을 배우고 또한 계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다.65)

장언원은 형사(形似)와 용필(用筆)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무릇 사물을 그리는 것은 반드시 형사(形似)가 있고, 형사는 모름지기 그

골기(骨氣)를 완전히 해야 하는데, 골기와 형사는 모두 입의(立意)에 근본

을 두고 용필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대개 글씨

를 잘 쓴다.66)

장언원이 말하는 입의(立意)란 곧 구상인데 작가의 의도가 근본이 된

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표현 수단이 용필이기 때문에 운필법에 능하다

면 서예에도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64) 린뤄시 지음 ; 황보경 옮김,『中國畵 : 선의 예술 붓의 미학』, 시그마북스, 2012, p. 11 참고

65) 갈로 지음 ; 강관식 옮김,『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147 인용

66) 앞의 책, p. 13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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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자를 평하기를 “필은 주도면밀하지 않지만 뜻이 주도면밀한”유형

으로 보았는데67) 일필화(一筆畵)가 지닌 함축미가 용필에 구체적으로 나

타난 것을 의미한다.

형호(荊浩, 唐)는 필법기(筆法記)에서 “붓에는 근육(近), 살(肉), 뼈(骨),

기(氣)라는 네 가지 세(勢)가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용필의 리듬감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적인 미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대목이다. 특히 초서체가 회화에 응용되면서 먹의 리듬감

과 화가의 심리가 더욱 직관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일필화(一筆畵)가

발달되었다. 일필화는 내적인 수양과 붓을 다루는 수양의 종착점이다. 석

도(石濤, 1630~1707)는 이러한 일필화의 대가였는데 『고과화상어록(苦瓜

和尙畵語錄)』에서 일획(一劃)을 말하기를

태고에는 법이 없었지만 천지가 열리면서 법이 생겨났다. 법은 일획에 있

는데, 일획은 모든 것의 본질이며 만상의 근본이다. 일획은 산천, 인물,

새와 짐승, 초목, 누대 등의 형상을 기세 잇게 단번에 그려내면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다. 가슴으로 경치를 모사하고 보일 듯 말 듯 한 은은함이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그림에도 작가의 마음과 의도는 그대로 남아 있

다. 일획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뚜렷해졌다.68)

고 하였다. 일필화의 선이 가진 조형미는 단순한 물체의 형태를 위한

선이 아닌 작가의 개성과 정신을 담는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표현법이라

고 할 수 있다.

67) 갈로 지음 ; 강관식 옮김,『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151 인용

68) 太古无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立矣。法于何立？ 立于一畵。一畵者， 众有之本， 万

象之根； 见用于神， 藏用于人， 而世人不知。所以一畵之法， 乃自我立。”《苦瓜和尙畵語錄, 

一畵章》

   린뤄시 지음 ; 황보경 옮김,『中國畵 : 선의 예술 붓의 미학』, 시그마북스, 2012, p. 131-13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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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인 도(道) - 포정해우

석도에게 있어서 한 획(一劃)의 변화는 용필 용묵에 대하여 기본적으

로 접근해 가는 법도였다.(變畵者, 用筆用墨之淺近法度)69)

운필하는 작가의 마음은 허령(虛靈)한 상태를 해야 하고 음양의 조화

로 이루어 능변(能變)할 수 있다.(腕若虛靈, 卽畵能折變)70) 허(虛)라는 것

은 사적(邪的) 감발(感發) 활동이 없다는 것이고 영(靈)은 감발 활동만

있다는 것이다.(=허령불매虛靈不眛)71)

즉, 대상의 성정의 이치를 깨우치고[性] 마음의 영적인 활동을 통해

[心] 허령불매[虛靈不眛]를 통하면 성에 근원을 둔 마음의 움직임[情]으

로 하늘의 이치를 얻게 된다.[得於天者]72)

性 → 心 → 虛靈不眛 → 情 → 得於天者

포정은 대상을 눈으로 보지 않고[性] 신(神)으로 조우하여[心] 대상의

성(性)과 소통하며[情]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자르게 된다. [得於天者]

장자는 포정해우(庖丁解牛)의 일화에서 포정이 어떻게 하여 소를 자

유자재로 해체하게 되었는가를 통해 도(道)를 이야기한다.

문혜군은 [그것을 보고 아주 감탄하여] “아, 훌륭하구나. 기술도 어찌하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포정은 칼을 놓고 말했

다. “제가 반기는 것은 도입니다. [손끝의] 재주(기술) 따위보다야 우월한

것입죠.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란 모두 소뿐이었으

나(소만 보여 손을 댈 수 없었으나), 3년이 지나자 이미 소의 온 모습은

69) 『석도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하였다』, 박선규, 신원, 2001, p. 153 인용

70) 앞의 책, p. 158-160 인용

71) 앞의 책, p. 158 인용

72) 앞의 책, p. 158-15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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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안 띄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고 있고 눈으로

보지는 않습죠. 눈의 작용이 멎으니 정신의 자연스런 작용만 남습니다.

천리(天理; 자연스런 본래의 줄기)를 따라 [소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

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 소 몸이 생긴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 번도 [칼질의 실수로] 살이나

뼈를 다친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솜씨 좋은 소잡이가 1년 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가르기 때문입죠.

평범한 보통 소잡이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무리하게] 뼈를 자르니까

그렇습죠. 그렇지만 제 칼은 19년이나 되어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저 뼈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

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움

직이는 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었어도 칼날이 방금 숫

돌에 간 것 같습죠.

하지만 근육과 뼈가 엉긴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그 일의 어려움을 알아

채고 두려움을 지닌 채, [충분히] 경계하여 눈길을 거기 모으고 천천히

손을 움직여서 칼의 움직임을 아주 미묘하게 합니다. 살이 뼈에서 털썩하

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든

채 일어나서 둘레를 살펴보며 [떠나기가 싫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음이

흐뭇해지면 칼을 씻어 챙겨 넣습니다. 문혜군은 말했다. “훌륭하구나. 나

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養生)의 도(참된 삶)을 누리는 방법을 터득했

다.”73)

포정은 19년간 소를 해체해온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체를 해체하고

대상과 소통하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포정은 기술에 뜻을 두지

않고 도를 통해 소를 해체하여 눈으로 쫓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天理)을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19년간 칼날이 생생하도록 불변의 도를 얻었으나

73) 文惠君曰：「譆，善哉！技蓋至此乎？」 庖丁釋刀對曰：「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 始臣之解

牛之時，所見無非全牛者﹔三年之后，未嘗見全牛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官知止而神欲

行. 依乎天理，批大卻，導大窾，因其固然. 技經肯綮之未嘗，而況大軱乎！良庖歲更刀，割也﹔族庖

月更刀，折也. 今臣之刀十九年矣，所解數千牛矣，而刀刃若新發於硎. 彼節者有閒，而刀刃者無

厚，以無厚入有閒，恢恢乎其於游刃必有餘地矣，是以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雖然，每至於

族，吾見其難為，怵然為戒，視為止，行為遲. 動刀甚微，謋然已解，如土委地. 提刀而立，為之四

顧，為之躊躇滿志，善刀而藏之. 」 文惠君曰：「善哉！吾聞庖丁之言，得養生焉. 」

    안동림 역주,『莊子』, 현암사, 1993, p. 93-9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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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과 뼈가 엉킨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움직

임을 미묘하게 변화시킨다. 엉킨 곳은 타자와의 조우를 뜻한다. 장자는

우리는 매번 타자와 조우를 하게 되며 유동성을 가지고 소통의 폭을 넓

혀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타자와의 조우는 주체를 변형시켜 삶과 수양을

연속 순환시켜주고 이러한 순환의 구조는 두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에 기초한 양행(兩行)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무한한 정신적 자유를 얻어

소요유(逍遙遊)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장언원(張彦遠.815-879년)은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에서 예술의 기교

에 대해 논술하며 오도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뜻이 그림에 있지 않아 그림을 얻었다.74)

뜻이 그림에 있지 않고 신(神)과 마주하여 그렸으므로 자연스러운 결

을 따라 그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덧붙여

무릇 생각을 움직여 붓을 휘두를 때에 스스로 그리는 것을 의식하면 곧

더욱 그림을 잃게 된다. 생각을 움직여 붓을 휘두를 때에 뜻이 그림에 있

지 않아야 그림을 얻을 수 있다.75)

라고 하였다.

포정은 19년간 소를 해체해온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체의 변형을 통

해 대상을 신(神)으로써 마주 할 수 되었다. 포정에 관한 장자의 고사는

기실 숙련된 기교는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동양

회화의 붓의 운용은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기 위해서 오랜 수련을 통해야

만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화가들이 예로부터 선의 사용 기술

에 대해 집착했던 이유는 붓과 합일하여 표현의 의도를 자유롭게 하기

74) 갈로,『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153 인용

75) 앞의 책, p. 153-15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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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다.

필묵의 표현은 자연의 성정을 표현하면서 자연과의 소통을 이루는 과

정 속에서 주체를 해체한다. 또한 필법과 정신이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

서 또다시 주체를 해체하여 필묵과의 소통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필묵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의 연속성에 있다. 화가의 몸과

마음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춤’과도 동일한 속성이 있다.

장언원은 역대명화기에서 춤과 서화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오도자는 각기 다른 두 명의 칼춤을 본 뒤 작품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초서에서 일가를 이뤄 ‘초성(草聖)’이라 불렸던 장욱(張旭)과 또 다

른 초서의 대가 장지(張芝)와 회소(懷素)는 당대의 기생 출신 공손대낭

(公孫大娘)의 칼춤에 큰 감명과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76)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은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郎朗, 1982~)에게서였

다. 랑랑은 피아노를 칠 때 감정의 표현을 몸짓과 표정으로 과대하게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다. 그가 그렇게 신명나

게 어깨를 들썩이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은 그의 혈기 넘치는 열정과

감정의 몰입도 때문이다. 이미 테크닉의 높은 경지를 이룬 그의 연주는

섬세함과 강한 힘의 완급 조절이 완벽해 보였다. 그의 연주를 더욱 극대

화 해주는 것은 그의 감정 몰입이다. 그는 피아니시모(pp ; pianissimo ;

여리게)의 소리는 모든 힘을 조여 준 피아니시시시시모

(pianississississimo；pppp보다 여리게)였으며, 그의 포르테(ff ; forte)는

피아노를 때려 부술 듯한 천둥의 소리 같았다. 나는 그의 연주를 들으며

그의 감정이 피아노를 통해서 회장의 공기를 통해 귀 뿐만 아니라 온 몸

으로 전해지는 경험을 겪었다. 나는 완벽한 표현과 표현 의지의 일치를

그의 연주에서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의 연주가 특별 할 수 있었던 이

유는 타고난 자질도 있겠지만, 그가 중국의 기교와 표현 의지가 하나로

76) 린뤄시 지음 ; 황보경 옮김, 『중국화 선의 예술, 붓의 미학』, 시그마북스, 2012, p. 133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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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경지인 ‘천인합일(天人合一)’또는, ‘기도합일(技道合一)’의 사

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의 영역

도 역시 연주자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듯 그림을 통해 표현과 의지

의 소통이 완전한 연속성을 이루는 것이다.

3. 현(玄)으로써의 색

동양에서는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의 순리(道)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

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을 표현할 때 중시하는 것은 대상의 성정(性情)

을 담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을 외면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면

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동양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색채

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드러나게 된다.

고개지(顧愷之)의 화육법(畵六法) 중 색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

룬 수류부채(隨類賦彩)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각각의 특유의 형체와 색

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에 의거해 그 색채를 표현해야 한

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의 색채라는 것의 사실성은

빛에 의한 객관적인 색채와는 다른 것이다. 고개지의 『화운대산기』에

따르면 경물에 대한 채색 설계는 기본적으로 수류부채는 종류에 따라 채

색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하늘과 물색은 모두 공청(空靑)을 쓴다.

(清天中，凡天及水色盡用空青，竟素上下以映日西去.)77)

붉은 벼랑이 계곡 위를 임하고 있는 것을 그릴 때는…

(畫丹崖臨澗上，當使赫巘隆崇，畫險絶之勢.)78)

77)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1989, p. 96 인용

78) 앞의 책, p. 9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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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줏빛 돌 하나를 우뚝 서게 한다.

(可於次峯頭作一紫石亭立)79)

라고 하는데 실제의 벼랑과 암석은 붉은색을 띄거나 자줏빛을 띄지 않

는다. 그러나 화가의 주관에 의해서 대상의 적합한 색채를 채택하는 것

이다.

동양회화에서는 대상을 그릴 때, 대상의 형상을 모사하는 것이 아닌,

대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

보여 지고 있는 대상의 빛에 의한 명암이나 색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원리를 상징하는 색을 사용한다. 빛에 의한 색채를 표현하기 위

해 많은 종류의 색조를 만들어서 표현해온 서양화와는 다른 점이다. 자

연을 표현하는 색으로 대표적으로 적, 청, 흑, 백, 황색의 오방색(五方色)

을 사용하여 대상의 색을 표현하였는데, 수묵화의 묵색(墨色)은 이러한

상징적인 색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과 먹은 단순한 흑과 백이 아니라 청·황·홍·백·흑의 다섯 가지 ‘오채(五

彩)’를 품고 있다. 육안으로 보이는 색깔은 아니지만 농담과 깊이로 현란

한 색채를 능가하는 것이다. 수묵화는 노장 사상에서 출발하여 육조 시대

에는 불교, 그중에서도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도교와 불교의 융합으로

회화에서 정신성이 강조되었으며,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양의 뿔을 그리

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최

고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80)

때문에, 사물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인 색의 똑같음을 추구하

지 않으며 작가의 사의적(寫意的)인 색채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심종건(沈宗騫,. 1736-1820)의 개주학화편『개주학화편(芥舟學

79) 앞의 책, p. 97 인용

80) 린뤄시 지음 ; 황보경 옮김, 『중국화 선의 예술, 붓의 미학』, 시그마북스, 2012, p. 298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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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編)』에 나오는 용묵(用墨)에 관한 내용이다.

한 폭은 먹을 사용하고 또 한 폭은 진한 청록색을 사용하였다. 그 청록색

을 짙게 칠한 곳은 곧 먹을 짙게 사용한 곳이다. 이 색 또한 먹을 모방하

여 그렇게 한 것이다. 먹색이 바로 그림의 (기본적인) 색깔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순전히 먹으로만 그릴 경우에는 먹이 붓 위를 그대로 따르게

되느니 만큼 이것은 붓이 주가 되고 먹은 그것을 보좌하는 것이고, 색을

부과하는 것의 경우에는 채색이 용필한 다음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붓이 장수가 되고 채색은 그것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략)…

다만 순전히 먹으로만 그리는 경우에는 먹이 필(력)에서 떠보이지 않게

해야만 한다. 만일 먹이 일부분이라도 떠보이면 그 일부분은 (먹이 만드

는) 검은색의 기운이지 먹은 아니다.81)

라고 하여 청록색이 곧 먹색을 의미하고 먹만으로 그렸을 때 먹의 표

현이 겉돈다면 검은색의 기운이지 먹의 색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먹의 색이란 무엇인가?

노자는 도즉현(道則玄)이라 하여 도라고 이름하고 현이라고도 부른다.

현이란 ‘음양(陰陽)’의 양가성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인데 음의 상징인

북쪽 방위의 검은 색과 양의 징표인 남방 방위의 밝은 색이 동거하고 있

는 이중성을 상징한다.82) 현(玄)이란 무(無)계열과 유(有)계열의 ‘이이일

(二而一)’, ‘일이이(一而二)’가 새끼꼬기와 같음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83) 엶과 닫음의 일방과 타방의 가능이며 도추와 같은 원리이다.

81) 장언원 외 지음 ; 김기주 옮김, 『중국화론선집』미술문화, 2002, p. 275-276 인용

82)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예문서원, 

2001, p. 26-27 인용

83) 앞의 책, p. 22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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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는 묵색을 가리켜 ‘묵’은 음의 이치로서 곤도(坤道)의 작용에 비유

하고 ‘필’은 양의 이치로서 건도(乾道)의 작용에 비유한다 하였다.(運墨如

已成, 操筆如無爲)84)

따라서 그림 자체는 음과 양의 이치에 의하여 만물이 생긴다는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필묵을 그림 그리는 공구나 재료로

보지 않는다. 먹은 곤의 작용처럼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절대적 요소이

고, 붓은 어떤 형상이 생기게 하는 건과 같은 절대적 요소이다. 붓질하는

행위(操筆)가 무위이면 먹은 이미 어떠한 것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준다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도 색깔은 광학적인 사실적 색채의 의미보다 상징성을

가진 색을 작품에 표현하였는데 [작품50]<피어오르다>에서 피어오르는

꽃의 형상을 홍매(紅梅)안료로 표현하고 나무의 가지는 황토(黃土)의 색

으로 표현하였다. 각각의 형태는 피어오르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

동성을 나타내기 위해 해체되어 퍼져있는 모습이다. 분홍색의 한지 오브

제는 분리를 통해서 대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식물의 색은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각각의 색의 상징을

가지고 작가의 주관에 의해 선택되어 표현된다.

[작품51]<동풍(凍風)>에서도 벚꽃나무의 생명력을 표현한 것인데, 나

무의 색을 초록으로 칠하여 봄의 새싹과 풀들이 자라나는 싱싱한 기운을

나타낸 것이다. 배경에 칠한 푸른색은 하늘의 색을, 연두색으로 뿌린 것

은 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84) 박선규, 『석도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하였다』, 신원, 2001, p. 35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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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0, 피어오르다, 110x80cm, 순지에 한지 

오브제와 채색, 2012

작품51. 동풍(東風), 130x324cm, 장지에 채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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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앞서 봤던 [작품32]의 <꽃놀이>의 작품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의 대비는 봄의 기운의 강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인이 자주 사

용하는 기법의 방식은 대비의 효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차이를 가진 물체

들이 대립하고 순환하며 화면의 유동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수묵 또한

이러한 대비효과를 극명히 나타낼 수 있는 재료인데 묵(墨)의 색을 현

(玄)의 색이라 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변화를 일으킬 가

능성을 가진 무(無)의 상태의 여백과 묵이라는 유(有)의 계열의 차이가

만나 선(線)이라는 대상의 경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닫으면서 비동시적

인 것들의 동시성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음과 양의 태극의 무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 우주의 법칙을 화면에 표현해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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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나는 자화상 작업을 그려오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외면

을 통해 바라보는 관조적인 인식태도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리는 과정

속에서 유한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육체를 떠나

완전한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고 허정한

마음을 회복하여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스스로를 대대의 논리를 해체한

독단자의 소통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장자의 소통방식은 대상의

신(神)을 형(形)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양화의 화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양화의 이형사신(以形寫神)의 원리는 형과 신이라는 서로 상반

된 개념이 필묵이라는 표현방식을 통해서 한 화면 안에 상호공존 하고자

한다. 본인은 이러한 이형사신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화상을 표현하였다.

<토끼인류>자화상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해체적 소통 방식으로 풀어나갔으며 대상으로서의 나를 나와 분리하지

않고 대상의 변화에 같이 소통해 나감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경

계를 해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업의 방향이 자연을 소재로 시야를 넓

혀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동양의 무위적(無爲的)자연관에 의해서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이해

하고 받아들여 자연의 성정(性情)을 선(善)으로 받들고 예찬하면서 산수

화라는 장르가 생겨났다. 자연을 객관의 대상으로서 이성의 기준의 잣대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동양회화

는 신사(紳士)를 중시하였는데 신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한다. 본인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서양화법의 소묘

적 드로잉을 이용하여 대상을 외면에서부터 객관적으로 그려나갔으며 드

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생성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 얻은 대상의 성정(性情)을 사의(寫意)적인 변형을 통해 작품의 표현

을 확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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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사람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상호적인 관계체계인 대대(待對)의 논리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

리고 또한 대대의 논리가 사람에게 대상과의 올바른 소통을 방해하는 고

착된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고 한다. 고착된 자의식을 버리고 대상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체의 고착된 인식을 해체해서 허정(虛

靜)한 상태의 마음을 가진 깨끗한 거울과 같은 상태를 회복할 것을 이야

기한다. 장자는 그러한 상태를 도추(道樞)의 상태라 이야기하며 도추의

상태를 갖춘 사람을 세상의 순리와 같이 변화와 상호공존해가는 단독자

(獨)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자라는 것은 세상과 소통할 역량을 회

복한 사람이며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장자는 세상과 소통

하는 실천적인 도(道)를 중시한다.

본인은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주체의 해체를

통해 대상의 도(道)를 통해 보고자 하였고 표현에 있어서도 소통과 합일

을 통한 순환일치를 중시하는 필묵을 사용하여 작품을 표현해 나갔다.

선과 면의 경계의 순환원리를 통해서 대상의 해체와 대비를 자유롭게 넘

나들며 형(形)을 표현하였고, 필묵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포정해우의 일화

에서처럼 포정이 대상을 대하는 방식인 도(道)를 통해 대상을 마주하여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소를 가르듯이 선을 사용하는 순환 일치적인 필묵

사용을 하였다. 또한 묵과 색이 가진 상징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대비와

순환을 통해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현(玄)의 색을 가진

묵을 통해 화면 속에 우주의 법칙과 순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 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을 정

리해 볼 수 있었고, 나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정리해서 엮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었다. 또한 장자와 동양화의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작품의 방향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이 추구하는 작

품 세계관은 주체와 타자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그 대립의 관계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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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닫히는 순환 구조가 가지는 상태의 변화와 연속성에 초점이 있다. 즉,

태극의 문양처럼 서로 다른 속성인 음과 양이 맞물려 순환하는 상태에서

처럼 그리려는 대상과 내가 상호 공존하는 소통하는 인식의 태도를 가지

는 것이고, 표현에 있어서도 표현의 방식과 내가 서로의 경계가 해체되

는 소통을 통해 몰입을 해서 그려내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대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방식은 작가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따라서 동양화의 화법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재료와 방식을 고수해왔다 하더라도 동양화에 담긴 대상의 접

근방식과 표현방법이 가진 순수한 소통방식은 유한한 육체를 통해 무한

한 정신적 자유를 가지게 하는 장자의 이상적인 소통방식과 같다. 따라

서 시대가 지나도 진솔하고 순수한 탐구의지를 가지는 영역이라는 사실

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서양화법과 동양화법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현 시대에 있어서도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작가

가 곧은 인식관과 존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림을 수양의 과정으로 받

아들여 몽양(蒙養)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

는 사람으로서 대상을 통찰한다면 어떤 재료를 써서 무엇을 그리더라도

포정이 말했듯이 ‘똑같은 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롭게 조우하는 타

자와 소통하여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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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참고도판

참고도판1. 고개지, 낙신부도(洛神賦圖)(부분), 27x572.8cm, 비단 채색, 동

진(東晋)

<출처 : http://163.19.190.66/100media/mm.jpg>

참고도판2. 알브레히트 뒤러, 자화상(부분), 67x49cm, 판 유채, 1500

<출처 :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예경, 1995>

참고도판3. 이채 상(부분), 99.2x58cm, 비단 채색, 1807

<출처 : http://blog.daum.net/micropsjj/17038287>

참고도판4. 진해 자연생태 공원

참고도판5. 여의도 벚꽃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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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xpressions with Brush and Ink

through Deconstructive Communication

-Focused on My Own Works-

Jungmin Lee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to describe how my perception of the world has

been changing and through what process it has been expressed in

my art works, focusing on the ones produced from 2005 to 2012. To

this end, I adopted the concept of Zhuang-Zi(莊子), called

‘deconstructive communication'.

The motive of my creative works has grown from the perception of

‘Self' and ‘the world'. To discover my self-identity, I saw myself

calmly and objectively with a contemplative perspective by separating

myself from the world. In the process of that observation, I came up

with a way to draw self-portraits, into which I objectified myself.

However, observing my outer surfaces thoroughly, I realized that my

identity could not actually be separated into outer area and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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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Based on that realization, I tried to express my outer and

inner self through contemplating ‘Chuan-Shen Theory(傳神論)'. It is a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theory which explains about the process

to express the ‘mind(神)' through the ‘images(形)'. From that time

on, I deconstru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y outer and inner self

and between myself and the world, trying to get free of dichotomy.

As a result, I came to have a mind beyond myself, accepting

everything as it is. I began to see myself with an ‘empty mind'

without any purpose or judgments, by deconstructing the personality

and perspective which had come from the logic of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The ‘Rabbit mankind' self-portraits, produced at this

period of time, are the result of my efforts to express the appearance

of ‘individual self(單獨者)' representing a person who recovered the

‘mirroring mind', which is a concept borrowed from Zhuang-Zi. This

change of perception brought me a broader perspective, and then I

went further, expanding the scope of my expressions through

life-drawing the appearances of nature.

Zhuang-Zi tried to achieve the harmonious world where all the

individual beings interact fluidly with one another without any

discriminations or judgments, each experiencing change. The concept

of ‘Dao(道: way)' is essential to achieve this ‘harmonious world'. To

explain this concept, he discusses ‘Dai-dui(待對: to get along and

depend on each other)', which is made from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through many types of anecdotes. And then, he puts

the causal relationships into opposition and deconstruct them, using

the duality of language.

He also suggests a ‘Hinge(道樞) of Dao(道)' as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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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to explain the way of communication that moves around the

boundaries. He discusses the ‘Practical Dao(道)' which can be

practiced daily in human lives, by illustrating ‘Paodingjieniu(庖丁解

牛)' as an analogy about practicing this principle. The concept of

‘Practical Dao(道)' is closely related to the oriental painting theories,

which emphasiz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aking actions and

intentions without any temporal gap in between through cultivating

one's mind. In this paper, therefore, I described how I used the

concept of ‘Practical Dao(道)' to express my ideas deconstructively

in my drawings and paintings with brush and ink, focusing on the

brush movements and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s.

Keywords : perception, Zhuang-Zi, self, nature, brush and ink,

deconstruction, communication, boundary

Student number : 201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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