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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

로 하여 창작의 동기와 목적 및 작품 주제의 인식적 배경을 밝히고 그것

의 형상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

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으로부

터 비롯된다. 그 내적인 모습이란 언어로 잡히지 않는 미묘한 감정과 욕

구들이 복합적으로 섞이고 흐르고 솟아나는 추상적인 상태라 할 때, 본

인의 작업은 덩어리 형상이라는 특정한 메타포를 통해 그것을 시각적으

로 구현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

거나 남아있는 '어떤 것'의 본질을 그리기로써 탐구해나가는 과정인데,

'어떤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내적 본성으로써, 그 무

한한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본인이 경험한 것으

로부터 통찰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내적 본성의 특징을 말한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본인만의 개성과 감수성이 드러나도록 표현

하기 위한 조형적 장치가 덩어리 형상이다. 본인은 덩어리 형상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 고통과 같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가는데 이는

한 인간으로서 내적 본질과 대면하는 일이며, 나아가 이러한 내적 상태

를 지닌 현대인의 은유이기도 하다.

전체 논문은 크게 머리말, 내적 본성의 탐구, 덩어리 형상의 의미, 덩

어리 형상 표현의 실제,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에서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작품 창작의 동기를 밝히고,

작업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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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내용인 내적 본성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어

떠하였는지 양명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철학적 배경을 알아보고, 내적 본

성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감정과 욕구를 긍정하기 시작하면서부

터 예술 표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내적 본성을 미적 형상으로 표출하기 위한 본인 나름의

표현 수단인 '덩어리 형상'이 갖는 내용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덩

어리 형상은 내적 본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감정

을 기록하고, 고통을 긍정하며, 이러한 과정은 치유로써 기능한다. 먼저,

감정의 기록은 가벼운 의미로는 일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의미

로는 감정이 형상으로 기록됨으로써 감정 자체를 대상화하여 재해석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한다. 고통의 긍정에 관하여는 덩어리 형상으로 표

현된 본인 내부의 또 다른 모습인 타아(他我)를 다루는 법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리기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하는 치유와 행위의

결과물인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안기는 치유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덩어리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형적 형식으로 표현

되는지를 작품분석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 보다는, 본인

작품의 주제인 내적 본성의 속성을 가장 적절하게 은유할 수 있는 회화

적 원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덩어리 형상 표현의 특징으로는 불편한 형

상, 즉흥적 선묘의 중첩, 선과 색의 혼재로 크게 나누었다. 불편한 형상

은 무정형의 덩어리 형상, 태아와 알의 이미지, 신체 몸짓의 은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흥적 선묘의 중첩에 대해서는 그리기 행위로서의 신체성

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즉흥적 선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선과 색의 혼재에 관하여는 중요한 표현원리인

우연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동양화 재료만의 특성이 어떤 의

미로 작품 안에서 운용되는지를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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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덩어리 형상, 감정, 내적본성, 즉흥적 선묘,

신체성, 우연성

학 번 : 2008-23097

Ⅴ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이 갖는 의의를 점검하여 앞으

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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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예술이란 삶의 경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삶의 경험 그

자체일 수도 없다. 예술이란 실생활 속의 대상이나 사건 및 정서적 체험

의 구조나 성격을 감각적인 예술형식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의미에서,1) 본인의 작업은 일상 속의 이러저

러한 순간들 가운데 경험하는 내적인 움직임을 특정한 메타포2)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덩어리'라는 본인 나름의 메타포로써 모

호한 내면 상태를 의미 있는 형상으로 그리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해

석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이미 있는 감정, 기억, 느낌, 몽상들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 우연

히 어떤 사물을 만지는 순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냄새가 스치는 순간

또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에게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순

간이 있다. 이 어떤 순간, 어떤 충격들은 희미하게 잊혀 졌다고 생각했

던, 더는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은 채 숨어있던 감정들을 돌연 떠오르게

한다. 이 때 외부의 자극들은 내적인 상상을 통해 새로운 무엇으로 바뀐

다. 이렇게 이미 있던 내부의 감정과 외부의 자극이 만나 ‘마음의 무질서

함’을 안길 때, 본인은 습관적으로 때론 직관적으로 이 순간 마음의 풍경

1) 박일호,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p. 20

2)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s》에서, 메타포란 "유(類)에서 종(種), 종에서 유, 종에서 종으

로의 전이 또는 비유에 의해 낯선 이름(strange name)을 사용하는 것, 즉 상사(parallel)"라고 

정의했다. 메타포의 흥미로운 특성은 메타포가 상반된 것들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메타포는 구

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을 결합한다. 

메타포의 본질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추상적인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Douwe Draaisma, 정준형 옮김, 『기억의 메타포』, 에코리브르, 

2006, pp. 2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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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정한 형상으로 상상한다. 이 때 무작정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거나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의 통로인 나의 몸, 즉 신체를 매개로 하여 연상된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다. 단순한 자극으로부터 떠오르는 과거에 경험했던 내적인 상태, 즉

그때의 '감정'들은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 매개일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어진 형상들은 어떤 자극에 의해 본인의 내적 모습이 이질적으로 변형된

결과들이고, 그것은 모호한 익명의 덩어리를 메타포로 하여 화면 안에

구현된다. 내부의 감정에 의해 내면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드러난 또 다

른 세계인 덩어리 형상은 인간의 내적 본성의 한 부분을 암시하며, 본인

에게는 감정을 기록하고, 고통을 긍정하며, 결과적으로 치유로써 기능한

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내부를 진지하게 주시하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지만, 마음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한 궁금증은 비단 나만의 느낌

은 아닐 것이다. 본 논문은 본인 개인의 사적인 감정과 느낌으로부터 비

롯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간 보편의 내적 본성이 어떠한 형상화

과정을 통하여 표출되는지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작품 창작의 동기를 밝히

고, 작업을 통한 연구의 목적과 내적 본성의 탐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소개한다.

제Ⅱ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동기가 되는 '감정'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

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인간 보편의 내적 본성이라는 것이 어

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 중국의 양명학을 중심으로 철학적 인식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내적 본성의 많은 부분들 중에 욕구, 고통을 긍정

하는 감정으로써의 '마음'에 중점을 두며, 이것들 상호간의 갈등과 통합

의 결과로 도출되는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인 타아(他我)에 대해서도 다루

도록 하겠다.

제Ⅲ장에서는 내적 본성으로 규정되는 '마음'을 미적 형상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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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는 본인 나름의 표현 수단인 '덩어리 형상'이 갖는 내용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긍정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방법인 그리기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치

유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앞 장에서 서술한 덩어리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

형 형식으로써 표현되는지를 작품분석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작품의 내

용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회화적 원리들-신체성, 즉흥성, 우연성-이 작품

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본인이 추구하는 표현방식

이 동양미학의 연장선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전통적 재료는 다른

재료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며 그 표현은 어떤 의미로 운용되는지를 밝

히도록 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의 요약과 덩어리 형상을 통해

표현된 작품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작업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간의 내적 본성 중에서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소재가

본인만의 개성 있는 조형형식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을 체

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감정의 영역이 한 개인

의 독창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는지, 이렇게 조형적으로 표

출되는 과정과 결과로써 본인 개인의 내면을 넘어 현대인의 내적 본성을

은유, 상징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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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적 본성의 탐구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 개인의 본래적이고 내밀한

욕구들은 자의적으로 때론 타의적으로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왜곡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후 가장 먼저, 또 가장 자주 궁금해 하던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었다.

그 내적인 진짜 모습이란, 본인에게는 원인을 모르겠는 심리적 고통, 비

밀스런 욕망에 관한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감정들이 한 덩어

리로 뒤섞인 것 같은 느낌으로 감지되는데, 이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감정과 관련된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신앙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인간심리이다.3) 따라서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끌고 가야하는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역사적, 보편적으로 인간의 내적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인식이 무

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내적 본성의 철학적 이해

본인의 작업에서 인간의 내면 상태가 '덩어리'라는 메타포를 통해

형상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형상화하고자 하는 대상인 그 '무

엇'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무엇'은 큰 범주에서는 인간의 내

면 상태를 말하지만, 본인은 그 가운데에서 특히 '감정, 마음, 욕구, 자아

' 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로 범위를 좁혀 다룰 것이다. 동양 속의 한국인

으로서 '인간'을 논할 때, 역사적으로 이어진 동양의 사유전통에 의해 그

의미의 뿌리를 캐묻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 전통적 뿌리가 되는 중국의

3) 김우창,『풍경과 마음』, 생각의 나무, 2003,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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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예술에서의 인간론을 알아보기로 한다.

예술을 이성(理)과 감성(情)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은 중국에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예술이 표현하는 대상, 즉 철학적 인

식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해서도 위의 양자 간의 논의는 핵심적인 것

이었다. 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 이성적 인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감

성적 인간, 주체적인 인간이 본격적으로 제창되기 시작한 때는 명말 청

초4), 양명학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양명학은 주자학이 갖는 일률적이

고 형식적인 리(理)의 범주를 벗어나 개별적이고 다양한 잉태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데,5) 양명학 역시 결국은 리학

(理學)의 범주에 있고 (주자학과 아주 다른 전제를 세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

는 비교적 관념적인 개념을 통해서 보편적 도덕규범과 개체의 도덕의식

의 합일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 본질이나 내용상 주자

학에서의 리(理)와는 다른 내용을 갖는 것이었다.

주자학의 성즉리와 양명학의 심즉리를 비교해보자. 주자학에서는 마

음(心)을 성(性)과 정(情)으로 나누고 리(理)는 성과 정 중에서 성뿐이며

정(그 일탈상태가 욕(欲)이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에 반하여

양명학은 성과 정의 통일적인 전체로서의 마음을 리로서 강조한다. 마음

이 곧 리(심즉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순수한 인간의 선한 본성만이 아

닌 정에까지도 선함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

으로 정(情)의 부분, 나아가서는 인욕의 부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리라고

4) 명 왕조 중기 이후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는 보다 완성된 형태를 이룩하게 되고, 원대 이후 관

학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성리학은 보다 본격적으로 관학의 자리를 고수하는 동시에 통치 이념

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측면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성리학

이 가지고 있는 엄격주의적 성향, 그리고 지나친 형식화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그 사상적 위기

를 맞고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내면주의로의 복귀'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 속

에서 활용될 수 있는 리(理)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청의 계기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였다. (김세서

리아, 「양명학의 몸 이해 방식과 새로운 유교적 여성관 모색」, 『한국여성철학』 제2호, 

2002, p.74, 참조.)

5) 김세서리아, 위의 논문,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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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학8) 양명학

성즉리 : 性=理 심즉리 : 心=理=情

마음(心)은 주체가 되지 못함. 마음

은 본성(性)의 명령을 잘 간직하고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

마음(心)은 성(性)과 합일되어 있으

며, 이러한 상태를 '양지'라고 함

'사사로움'= 欲 '사사로움'= 자아

사사로움에 악의 속성을 부여하여,

정감과 욕망을 규제

사사로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

아와 관련된 개체의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양명이 성과 정

의 통일체로서의 마음을 리라고 상정하고 있는 이상 욕망의 존재는 인간

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파악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마음에 관

한 문제는 주자학에서도 주요한 논의 주제였지만, 주자학에서 그것은 결

코 개체의 주체성의 문제로 거론되거나 특히 개체의 몸의 문제와 연관되

어서 논의되지 않는다.6) 주자학이 형식화되면서 인간의 주체적 자율성이

마비되고 있던 상태에서 양명학은 이를 지양하고 인간의 자율적 실천과

마음(心)을 강조한 것이며, 비로소 정(情)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성즉

리 성악설에 대한 반조정으로서, 주체의 능동성과 리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한 '심즉리'는 새로운 발전을 잉태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마음

(心) 자체에는 정(情)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이 곧 리(理)이며, 성

(性)이 될 가능성까지 함축하고 있는 일종의 혼돈된 개념이 된 것이다.7)

즉 정(情)이 새로운 가치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자학과 양명학>9)

6) 양명학이 이제 더 이상 성리학에서와 같이 理와 氣를 핵심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性과 情

을 통섭하는 주재로서의 마음을 논의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세서리아, 위의 논

문, pp.76-83. 참조.

7) 조송식, 「중국에서 자연인성론적인 인간론의 형성과 개성주의 화론」,『美學』제41집, 2005, 

pp.72-74.참조.



- 7 -

그렇다면 왕양명의 사상체계에서 '마음'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을까?

왕양명은 마음(心)으로 이론을 세웠으며 또 양지를 마음으로 해석하였으

므로, 마음(양지)는 양명학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 왕양명은 리(理)가 마

음 밖에 있지 않고 마음 가운데에 있다고 보는데, 리가 마음에 내재해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리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 마음은 보편의 리를 내용으로 할 뿐 아니라 개체성의 측면도 지니는

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자기마음을 가리킨다.

자기 생각 이외에도 의욕, 정감 등으로 주체의식이 표현되는데, 의욕과

정감은 구체적 대상이라는 일종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주체의 이질적

인 태도를 말한다.10) 양명학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의미의 근거

는 바로 양지이며, 그것은 분명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이미 언급

한 바대로 이것이 단순한 관념론적 언설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몸은 마

음이 그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하고 움직일 수 있

으며, 마음은 몸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 보인다. 마음은

몸을 무시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몸 역시 마음과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통일적인 연관성 속에서 몸과 마음은 오

히려 상호간에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나와 나의 마음 그리고 그들

과 나의 몸이 연관되는 방식이다. 즉 양명에게서 마음의 본질은 나와 세

계가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일하는 원리로 작용하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몸과 세계는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감과 몸은 바로 도가 발현하는 장소

8) 주자학은 한마디로 이(理)와 기(氣)에 의한 세계의 파악이다. 理는 내재하는 질서, 법칙성을 말

하고, 氣는 우주에 충만한 물질을 형성하는 기본, 혼돈된 상태를 말한다. 주자학에서의 인간관

은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는 理가 부여한, 내재되어있는 性이 있는데, 이것은 氣에 의해 그 발

현이 저해되고 충분히 자기를 현실화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보옥(본래적인 본연의 선성=천리=

도심)이 흐린 물(탁수=인욕=인심)에 잠겨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옥과 탁수의 동

체가 일상에서 현실태로 나타나는 기질의 성이다. 탁수(=인욕)에서 '악'이나 '에고이즘'이 생기

기 때문에 인간은 선성을 가지면서도 악으로 갈 위험성에 처해있고, 따라서 존천리거인욕(천리

를 보존하는 방법으로써 격물치지론: 이때 理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주체의 능동

성이 약화되는 것)해야하는 것이다. (출처: 종교학 대사전)

9) 楊國榮, 김형찬, 박경환, 김영민 [공]옮김, 『양명학:王陽明에서 熊十方까지』, 예문서원, 1994  

10) 楊國榮, 김형찬, 박경환, 김영민 [공]옮김, 위의 책, pp.6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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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동시에 도는 구체적인 몸이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내 몸과 내 몸에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정감은 도를 추구하

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결코 부정적인 장애물로 이해되

지 않는다. 그것들은 결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보다 완전한 인간성 추

구를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11)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앞선 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사로운 욕심

(欲)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의 문제이다. 주자학에서 인심, 정과 같은 사

사로움은 욕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조그마한 생각의

움직임도 욕망으로 간주하고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私)적

욕망이란 마음의 일부이므로 만약 인간에게 사적인 의식이 없다고 한다

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일 뿐이다. 궁극적인 몸

이룸은 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 욕망이라는 성향을 제거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

이다. 즉, 인간 몸의 감성계를 비본질적인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몸을 이루는 은유의 궁극적인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다.12) 이러

한 양명학의 특징들은 왕양명의 제자들과, 태주학파로 가면서 그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된다. 특히 양지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 때 주

목해야 하는 것이 신체와 욕망에 대한 긍정이다.

'양지'의 실현이 '나'에 있어서 자연활동성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자연에 편재되어 있는 도(道)와 통일을 이루어 만

물일체가 된다면, 그 활동성의 수단은 신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신체와 양지, 그리고 도는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왕양명에

의해 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으면 몸이 없는 것

이다. 몸이 없으면 마음 또한 없다. 꽉 충만하여 차있는 것을 말하면 그

11) 김세서리아, 위의 논문, pp.79-82, 참조.

12) 김세서리아, 위의 논문,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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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몸이라고 하고, 그것의 주재를 가리켜 말할 때 마음이라 한다. 이는

마음이 신체의 주체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신체가 없으면

마음의 의지가 실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왕양명에게 있어서 마

음이나 신체는 하나의 氣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통한다. 그렇게 될 때

'도'가 보편적 원리로서 존중되어야 하듯, 이것과 동일한 신체도 존중되

어야 한다. 신체가 긍정되면서 신체의 인식기관인 '감각' 역시 긍정되고

있다.13)

이후에는 점차 신체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범주로서 일상생활 역시 새

롭게 평가하며, 이때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욕구도 자연스럽게 긍정하

게 된다. 이제 인간을 현실적인 그대로의 인간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처

럼 구체적인 현실에 접근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도를 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경지란 일상을 초월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보다 일상적인 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한다.14) 세계를 생성시키고 그를 구원하

는 원동력은 세계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파악되며 그 마음은 나의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이다. 인간의 진솔한 감정, 즉 정(情)의 영역이 그대로 노출되기를 말하

는 것은 곧 인간 개체가 지니는 감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

것은 곧 자아를 확인하는 작업임을 추측할 수 있다.

2. 내적 본성의 표현 양상

지금까지 인간의 내적 본성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 감정, 욕구와 이

것들 상호간의 갈등과 통합의 장(場)이 되는 내면세계에 대한 철학적 논

13) 조송식, 위의 논문, p.77, 참조. 

14) 김세서리아, 위의 논문, p.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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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면세계를 가진 인간은 외부의 자극(사물이건

풍경이건)을 접하면 어떤 형태로든 직관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특별히,

예술가라면 이 직관능력을 거쳐 의상으로 변화시키는 독창적 연상능력을

지니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15) 이 장에서는 내적 본성의 표현 양상이 화

론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석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석도의 영향을 받

은 양주팔괴의 개성적인 작품을 참고하여 내적인 감정이 표출된 예를 찾

아보도록 한다.

석도16)는 회화는 영감의 작업임을 강조한다. 무한한 영감 속에서 자

연과 합일되는 자신의 감각을 손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의 힘에

대해 말하는데, 그의 화론에 나타나는 예술가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강조는 중국회화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송

대에도 표현상으로는 마음을 중시하므로 석도의 선구가 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이때의 마음은 대상의 마음 즉 목적격으로서의 마음인 것에 비

하여 문인화 내지 개성주의 화가들이 중시하는 마음은 예술 주체의 마음

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대에 들어와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행해짐으로써 마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

지고, 천리에 대립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사고도 변화한다. 주체와 객

체가 합일 한다는 것은 결국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인데, 주체에

존재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송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사고가

15) 양창석, 「동양 회화의 의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52

16) 중국의 송(宋)대는 감성과 상상의 세계를 재발견한 중국미술사에서 위대한 시기이다. 특히 소

동파(1036~1101)는 그림의 목적은 재현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문인화의 출현이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명(明)시기 동기창은 

문인화의 전통이 다른 어떤 전통보다 우월하다는 이론적 기반(남북종론)을 세우는데, 이는 표

현상의 변형양식인 순수 형태를 얻기 위한 전통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이었으나, 그의 추종자들

은 동기창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후 문인화의 침체를 맞게 된다. 동기창은 그림에 

대해, 마음에 내재된 만물의 원리인 도가 손이라는 신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외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기창은 특히 신체인 손을 강조하여 "우주가 손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생

기"가 가득하다고 하였다. 이는 본체인 마음의 양지가 밖으로 현성하는 것이 그림이라는 행위

에 비유된 것으로, 주관적인 개성과 자유로움을 중시하고 있다. 동기창의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룬 사람이 석도이다. 조송식, 「중국에서 자연인성론적인 인간론의 형성과 개성

주의 화론」,『美學』제41집, 2005, p.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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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변한 것이다. 마음은 당위의 존재로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되고, 회화

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문인들의 뜻을 표현하는 것[寫意]로부터 마음을

표현하는 것[夫畵者 從於心者也]으로 전환된다.17)

一劃者, 衆有之本, 萬象之根.... 一劃之法, 乃自我立.18)

夫畵者 從於心者也.

일획은 마음이 자신의 내적 본질로 갖추고 있는 생성과 변화의 원리

라고 할 수 있다. 양명학의 말을 빌면 일획은 마음의 극이다. 그것은 생

성과 변화의 기준이자 동력을 내장한 마음인 양지이다. 석도가 그림이

마음에 따라서 그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주

체로서의 자아를 강조하였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주체는 자신의 행위

와 사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며 만물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사고는 석

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자아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 그리

고 이러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자아의 몸을 통해서

이다. 몸은 마음의 직접적인 연장이므로 몸은 형태를 띤 마음이다. 자아

는 몸 안에 감추어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살이 결함된 몸이다.19)

  

이처럼 개성주의 예술가들은 자신 내면의 감성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표

현하는 새로운 조형 예술 활동을 펼친다. 내면의 감정적인 요소들에 관

심을 기울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특한 형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양주

17) 백윤수, 「석도예술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152-153, 참조.

18) 일획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회화의 근본 원리이므로 일획의 법이 나로부터 확립된다고 하

는 것은 만물이 자아에 의해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며 회화도 자아라는 주체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그가 성리학의 격물치지에서처럼 외부 사물의 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부터 착수하여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명학의 이른바 심즉리

의 주장에 따라서 먼저 내 마음 즉 자아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백윤수, 위의 논문, p.162 참조)

19) 백윤수, 위의 논문, pp.161-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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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괴의 창작태도와 작품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참고도판1]을 보면

바람이나 풍죽을 그린 것이 양주팔괴에서 처음은 아니지만, 기존의 작품

과 가장 다른 점은, 마치 극도로 흥분된 격정이 억제할 수 없는 상태처

럼 거친 표현에서 직접적인 감정이 전달된다는 점이다. [참고도판2] 역시

화가에게 매우 중요한 필묵의 표현인, 먹과 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그

림의 맛을 내는 부분에서 사실적인 형태보다 스스로의 감성을 표출하는

것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참고도판1] 이방응, <풍죽도>,1754, 부분      [참고도판2] 이선, <화훼책>

개성주의의 기본이 되는 감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 1장에서 살펴보았

듯이 양명학에서 강조한 욕망의 긍정20)이 예술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욕망이란 곧 인간의 사적 욕구로써, 이것의 긍정은 곧 일

상적이고 개체적인 자아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 개체가 지니는

20) 일상적 자아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칙과 자신의 사적 욕구를 통어하는 주체로서 

표상하기 때문에 법칙과 욕구를 적절히 타협 조화시키는 중심체이다. 만약 조화가 깨져 법칙에 

치우치는 경우 자아의 내적 욕구는 희생되고 반대로 욕구에 치우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존재

가 된다. 주자학에서는 인간의 내적 본질이 특정 도덕규범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게 되고 욕망에 우선하여 법칙에 일방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

문에 건전한 자아의 발현을 저해하였다. 이 때 몸을 주재하는 것은 개성적 자아가 아니라 법칙

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자아이다. 그러나 명대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

로 긍정하는 견지에서 자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양명학에서 일어났고, 주자학에서의 

자아와 세계를 준별하는 이분법적인 구별을 타파하고 세계와 자아의 직접적 소통관계를 이룩

하고자 하였다. 백윤수, 위의 논문,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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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곧 자아를 확인하는 작업이 된

다. 석도의 이론적 영향을 받은 양주팔괴21) 화가들은 그들 스스로 예술

에서 개성의 발휘와 독창성의 추구를 중시했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의

핵심은 모두 현실성, 일상성이라는 화두를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

다. 그림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언어로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생

생하게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면세계를 표현하

였다.

이렇게 드러나는 감수성의 강조와 자아의 표현양상은 후대에 이어지

게 되는데, 강소성의 한 화가는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는 자신에 관한 것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동하는 생명을 느끼면서

생명의 리듬과 악전고투를 표현하기를 바라며, 기쁨, 고통, 고독, 명상,

고함 등을 표현하기를 바라며, 자아를 표현하고, 무아를 표현하고, 과거

를 표현하고,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없는 것을 표현하기

를 바랬다. 이성, 감성, 본능 세 가지의 유기적인 통일을 시도하여 '인간

본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 방법으로 감각기관

을 뒤흔들 것을 강조했다.22) 이렇듯 인간의 내적 가치에 대한 '자아 표

현' 의식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시대마다 그

강조점이나 해석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성, 감성(心, 情), 본능(欲)이 서

로 갈등하고 통합되는 움직임 자체가 인간의 내적 본성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한 인간으로서, 개성적 존재로서, 본인의 내부에서는 어

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21) 청대 양주에서 활동한 여덟 명의 화가, 즉 왕사신, 이선, 김농, 황신, 고상, 이방응, 정판교, 나

빙 등을 말한다. 양주라는 번화한 상업도시에서 그림을 팔아 생활했던 직업적 문인화가이다. 

팔괴라는 명칭은 당시 양주의 속어로서 그들 모두가 각양각색으로 기괴하다는 의미를 띠고 있

으며, 이들 스스로도 예술에서 개성의 발휘와 독창성의 추구를 중시했다. 이와 같은 특색은 문

인화의 표현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든, 아니면 문인화의 이질적 요소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그

것은 모두 민간성, 현실성, 일상성이라는 핵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우스펀, 서은숙 옮김, 

『(중국화인열전)양주팔괴』, 창해, 2006, pp.5-6, 참조.)

22) 낭소군(郎紹君), 김상철 옮김, 『중국 근현대 미술』, 시공사, 2005, p.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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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덩어리 형상의 의미

인간의 내적 본성이라는 무한한 영역에서 본인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

고자 한 부분은 마음(心), 감정(情), 욕구(欲)와 이것들의 관계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제가 현대

를 살아가는 본인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지, 또한 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회화적 의미를 획득하는가를 Ⅲ장에서 다루

도록 하겠다. 내적 본성을 이루는 마음, 감정, 욕구는 곧 인간의 '내적

장소'에서 서로 갈등하고 섞이며 무언가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본인 내면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내적 장소'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형상이라기보다는 감각적 인

상과 기억, 욕망으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 두루뭉수리의 바탕(an

element of voluminousness), 막연한 펑퍼짐한 느낌(a feeling of crude

extensity)으로 감지된다.23) 이렇게 감지되는 덩어리 형상은 세 부분-잡

히지 않는 미묘한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름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 그 감정들이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울하고 고통스러

운 것일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떠안는 방법, 힘들지만 한편으론 자연스러

운 이 과정들이 본인에게 안기는 치유의 경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구체적인 작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 감정의 기록

막다른 분홍색 길에 놓인 벤치에서 끈적거리는 소용돌이로 엉켜

버린 덩어리를 쥐고 앉아있는 그림 속 모습은 함미혜 자신의 모습으

23) 김우창, 위의 책,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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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불안정한 어떤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싶은,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자꾸만 변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헷갈리는 덩어리들은 어느새 그 자체가 움직이는 몸이 되어 여기저

기를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면

보일 것 같고, 분명히 무언가 느껴진다는 확신이 서지만 눈을 감아버

리고, 믿으려 하지 않고, 설사 있다고 해도 들키기 싫은 것.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꺼내기 힘든, 뚜렷이 뭐다 할 핵심이

없는 “감정”이라 불리는 것들이 함미혜가 끊임없이 관찰하는 대상이

자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일 것이다.24)

인간은 순간순간 경험이라는 징검다리를 밟으며 살아간다. 일상의 수

많은 경험은 그 모습을 나타내자마자 어느새 뒤이어 오는 다른 경험에

자리를 내주고,25) 강렬했던 경험들도 점차 희미하게 지워져간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되어 마음 속 어딘가 뒷전으로 물

러나 있는 것 같지만, 한 순간 어떤 심리적, 물리적 자극에 의해 내면의

이미지를 흔들어 놓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모두 감정을

일으키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뒤얽혀진 것이어서 슬픔

이라든가 미움 같은 특정한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그것만을 분리할 수는

없다.26) 이러한 감정의 갖가지 상태는 본인의 감각을 통해 이미지로 기

록될 수 있는데,27) 이때 꿈틀거리고 끈적이는 많은 감정들 중에서 특별

히 어떤 것이 나를 자극하고, 어떤 것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곤란함

24) 전인미,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운, 그것을 꺼내보기>, 함미혜 개인전 

서문, 2011

25) 철학아카데미, 『철학, 예술을 읽다』, 도서출판동녘, 2006, p.232

26) 마음은 몸처럼 부분부분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의 갖가지 상태는 전체적인 유

형의 높낮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유아사 야스오, 이정배, 이한영 [공]옮김, 

『몸과 우주:東洋과 西洋』, 지식산업사, 2004, p.103

27) 아리스토텔레스는《기억론De Memoria et reminiscentia》에서 감각기관에 의해 흡수된 경험

이 '도장을 찍는 것처럼' 기억 속에 'eikon(이미지)', 즉 '상(像)'을 남긴다고 썼다. 매우 감각론

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에서 기억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상들을 보유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언가가 육체에 찍히고 생리적 특성을 지닌 인상, 즉 육체적 흔적이 남는다고 주장

한 것이다. 이러한 육체적 흔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숨겨져 있지만" 상으로 다시 불러

낼 수 있다. (Douwe Draaisma, 정준형 옮김, 위의 책, p.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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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는지 본인은 알지 못한다.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미묘한 개인

적인 의미들은 언어로 포획되지 않기에28), 이미지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

의미들은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뿐, 깨달음은 본래 개인

적이고 주관적인 심리적 체험이어서, 개체의 인격이 그 내면에서 일종의

전체적 변용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에서 관찰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29) 어떤 생각들, 감정들이 일정 시간

을 거쳐 내 안에서 움직이고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응집시켜 덩어리

형상이 된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혹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

로 쌓인 감정은 본인의 머릿속에 모호한 내적 이미지(의상)30)를 형성하

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움직임의 의미들을 조심스럽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형상으로 그려내는 일이다. 이때 표현하는 감정의

정체를 모르듯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 두려워진다. 왠지,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들킬

것만 같은 느낌과 전부 다 얘기하기는 싫은 미묘한 갈등이 나를 다시 망

설이게 한다. 이런 어려움에 맞서며 이미지를 그려내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모험은 본인에게 있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 모험의 결과물은 가벼운 의미로써 본인에게 일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감정으로부터 형성된 내면의 시각적

이미지는 곧 본인의 심리적 현실이며, 이것은 하루의 인상을 글로 기록

하듯이 조형언어로 표출할 수 있다.【작품 3-4, 6-12】에는 일상 속에서

28) 실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감각과는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으면서 감성 속에

서 자신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몸문화연구소, 『그로테스크의 몸』,건국대학교 출

판부, 2010, p.61.) 

29) 유아사 야스오, 이정배, 이한영 [공]옮김, 위의 책, p.230

30) '의상'이란 중국 고전 미학의 용어로,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외부 사물과의 결합을 의미한

다. 예술가는 창작 전에 반드시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 사물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되며, 머릿

속에는 '의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다음 예술적 표현의 물질수단을 통해 이를 예술작품 중

의 형상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이 형상은 바로 주관적인 감정과 외부의 사물이 결합한 결과로, 

즉 작가 머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심미 의상'의 물질적 표현인 것이다. 의상은 이

미지로 번역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의미는 더 광범위하다. (낭소군(郎紹君), 위의 책,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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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되는 버스 손잡이, 벤치, 방 안, 수도꼭지, 강의실 책상 등의 소재

들이 등장한다. 사물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일정하게 있지만 그 대상과

만날 때의 내적인 상태는 단 한 순간도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를

계속한다. 매일 똑같이 수백 번 반복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순간 본인

의 의식과 기분에 따라 그것들은 매번 다른 '주관적인 현실'이 되는 것

이다.31) 사물들은 마치 어떤 시간,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가 강력하게 딱

떠올리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외형적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이 똑같아 보이는 일상에도 그 내부에는 무수한 변화들이 있는

데, 사소한 사물을 통하여 이 새로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이 세계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하고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것

이다. 생성되는 무언가와 본인의 그리기 욕구와 만났을 때, 어떤 한 순간

을 기록으로써 잡아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작품 8】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교 실기실

에서 작업을 하다가 여러 번 만질 수밖에 없는 수도꼭지에서도 어떤 순

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물통에 물을 받아가는 순간으로 끝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마치 수도꼭지에서 틀어져 나오는 물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눈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줄줄 흘러

사라져 버리는 무언가를 담아두고 싶고 아껴놓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지

기도 한다. 자세히 물을 바라볼수록, 물의 흐름이 내 안의 내면의 갈등과

고민으로 인한 흐느낌으로 여겨진다. 나는 순간순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기분이 신기했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쉬웠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그때그때의 기분들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31) 외부의 사물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은 어찌 보면 주관적으

로 경험한 현실을 말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느끼고, 냄새 맡고, 듣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후보들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우리의 

의식을 구성한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우리의 신체 안팎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감각 정보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지만-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사건들을 

구성하며 이들을 새로운 현실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의식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최인수 옮김,『FLOW: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한

울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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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32) 대상이 된 감정과 그리고자 하는 욕구

가 만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행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그림

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모호한 것을 붙잡으려 돌아다니는 나의 마음의 유

희이며, 그렇게 기록된 그림은 그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잡아둔 나만의

일기가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으로써의 일기와도 같은 그림들은 곧, 몇 마

디 언어로 규정지을 수 없었던 감정들을 재해석하는 매개를 제공한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외부세계와는 감정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는 자신 안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때 인간의 이성은 감정을 자각하고 감정 자체를 대상화할 수 있는데, 이

렇게 되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33) 어떤 순간의 감정에 몰

입되어있는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다. 감정

의 발산은 필연적으로 형태의 변형을 유발하는데, 이때 회화적 화면 위

에서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는 실제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운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본래의 형태로부터 과장

과 변형, 왜곡된 형상들로써 대상화된 감정을 관찰했을 때, 다른 것이 아

닌 나 자신의 모습에서 가장 첨예한 다름을 경험한다. 마치, 이 새로운

형상들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내부를 다시 들여다본다. 그림이란 것이 끊

임없이 발견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건이라면, 이 때 발견되는 풍경(사건)

이란 게 다름 아닌, 무척 생소한 타아인 것이다.(【작품 43, 44, 45】참조) 이

것을 재해석 하면서 나 자신을 넘어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느낌과 통

찰을 얻게 된다. (이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한 종류가 고통인데, 이 부

32)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정신과 객관적 물상이 만나는 과정을「神思」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정신은 물상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변화된 감정을 낳는다. 물상은 그것의 형체로서 작

가를 자극하고 작가의 마음은 情理로써 그에 반응한다." 변화된 감정은 다시 작가의 마음을 움

직여 감정으로 반응하게 한다, 양창석, 위의 논문, p.43.

33) 자의식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심적 상태를 대상화할 수 있고, 개별적인 모든 체험, 그 생명

적 기능 자체를 다시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서배식, 인간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 문경출판

사, 2003, p.31, p.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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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즉, 감정의 기록은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또 다른 세계인, 내 안의 타자를 관찰하고 그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을 넘어,

인간으로서 근원적인 내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일종의 본능적인 욕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탐구는 보다 온전한 인간을 향한 본인 나

름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소한 감정들이 이미지로 기록되는 것

부터 시작하는 '기록-관찰-재확인-재해석'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지는 Ⅳ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고통의 긍정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지금까지의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세뇌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34) 본인이 중고등학교 학

창시절 선생님들께 많이 듣던 말, 학생기록부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던

말, 그래서 스스로도 장점으로 인식되었던 점이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

다’라는 것이었다. 20대의 시절에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름의 경험들을 통

해 얻게 된 것은 밝고 긍정적인 나의 ‘성격’과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면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관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멀쩡해

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과 거짓 껍데기를 벗어놓고 나면 그 자리

34) 개인적인 이상들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치들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도덕성과 개인적 이상은 둘

다 우리의 내적 기준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기준들은 어린 시절에 사회와 어른들, 특히 우리

를 기른 사람들과 접촉한 경험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당연히 모호한 것이다. 그 의미는 "좋다"

라는 말 뒤에 깔린 구체적 가치들을 밝히지 않는 한 분명해질 수 없다. (리처드 래저러스 ․ 버

니스 래저러스, 정영목 옮김, 『감정과 이성』, 문예출판사, 1997, p.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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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나조차 어쩔 수 없는, 해결방법을 모르는 감정들과 맞닥뜨리곤 한

다. 바로 이 때,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그 때,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을 느끼는 그 때, 그때그때 다

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나의 타아를 만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 이 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상충하거나 이

질적인, 심지어 대립하기조차 하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는 바로 타

자(L'Autre, the Other)의 존재를 지시한다. 이 실존적 타자의 인식은 내

안의 타아(他我)를 발견해내는 일이며, 이 순간은 언제나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다.35)

또한, 이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으로써, 본인의 이상과 현실의 괴

리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내적인 고통이 서로

다르지만 공존하듯이, 본인에게 타인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예를 들면,

부지런히 사는 것, 착한 딸이 되는 것, 모범생이 되는 것, 누군가의 기대

에 부흥하는 것-등의 사회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본인 내부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다. 삶의 조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스스로와의 약속에서 내가 그리는 모습이 있다. 내가 선택하고 싶

은 결정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일상 속에서 나는 내가 '그러길 바라는 바'와 다른 선택, 결정, 행동

을 하면서 살게 된다. 이것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과는 달리 사회 속에서의 나의 역할이나 맡은 지위 등에 따라 나에게

기대되는 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인이 '되고자 하는 상황'과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고, 본인이 '하고 싶

은' 상황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른, 이 경계의 지점에서 또 다른 종

류의 고통이 발생한다.36)

35) 고충환,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랜덤하우스 중앙, 2006, pp.72-73, 참조.

36) 주체와 타자의 양 극단의 중간 지점에서 얼어붙은 미결정의 상태는 정상상태의 작동이 불가

능해지는 고통스런 순간인 것이다, 몸문화연구소, 위의 책, 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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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를 때 오는 고통도 있다. 몸과 마

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단서이지만, 본래 융합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분

열되는 것을 괴로워한다.37) 마음은 몸의 주인이고, 몸은 정신의 집인데

마음과 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칠 때 즐겁게 되고 분리될 때 고통스럽다

고 하였다.38) 이렇게 마음과 몸이 다른 지점에 있을 때 오는 고통에 대

해 노자는 '나에게 큰 우환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라

고 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다(For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마태복음 26:41)'라

는 구절도 있다. 이처럼 '몸'이 있다는 사실은 나의 이상적인 의지와는

다른 충동에 언제든지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모순과 갈등, 그

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은 인간 존재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해준다. 본인 역시 경험하는 이러한 괴리감이 회화적 화면 위에서 표

현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소 모순적이여 보이는 '무의식적 움직임을 향한' 행위는 함미혜

가 오랜 시간 동안 길들어져 애써 통제하지 않아도 관성적으로 정리

된 선이 나가는 상황을 다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몸이 가는대로 두고 싶어 하는 머리와는 다르게, 몸은 이미 생각 없

이도 정제되고 교육된 정도(正道)의 선을 긋고 있는 이 지점은, 어떤

경험을 앞두고, 또는 경험 도중이나 그 이후에 함미혜의 머릿속을 복

잡하게 하는 상황들과 닮아 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생각하지

만 몸은 이미 의례 있어야 할 위치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찾고

그것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 거기서 오는 충돌이 자꾸만 핵심이라 생

각되는 무언가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39) (【작품 31, 33, 34】참고)

37) 백윤수, 위의 논문, p.176

38) 조송식, 위의 논문, p.87

39) 전인미, 위의 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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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라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본성 중 '감정-이성, (개인적)

욕구-(보편적)규범, 마음-몸, 자아-타아'가 갈등할 때 발생되는 것이라

면,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내적상태를 지니고, 갖가지 불안한 감정들과

부대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견디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러한 고

통을 내적인 진실 중 하나로서 긍정하는데, 고통이라는 감정이 그 자체

로 가치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이 인간의 내적 본성

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 자체가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

되어 있을 때,40) 이러한 고통을 다루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게 실현될

것이다. 본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이러한 고통이 자

기 안에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나름의 질서를 마련하

여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곤란한 감정을 느

끼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직면할 때, TV를 보면서 그 마음을 잊거나,

술을 마시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책을 보는 등의 각자의 방법으

로 해결하거나 혹은 피한다. 본인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방법이

된다. 나에게 직면한 감정과 고통을 다루고, 나의 타아41)를 다루는 방법

으로써, 아직까지 이보다 더 건강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견딘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면, 나는 이러한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나름의 방법으로써 덩어리라는 메타포를 통

40) C. S. 루이스, 이종태 옮김, 『고통의 문제』, 홍성사, 2005, p.149.

41) ‘타아=괴물’은 악이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뒤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소크라테스적인 의미의 아포리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묘사한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괴물의 출현은 뭔가 낯설고 기괴한 것의 도래, 기존의 지식

과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특개성의 등장이다. 이 때 우리는 아포리아의 무능력과 고통,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 흄이 그러했듯이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되고 자신을 이상하고 낯선 괴물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정상상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순간은 두려운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괴물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두려운 순간을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성과 정상성을 위협하는 괴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과 대면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법을 말이다. 괴물은 배척해야 하는 인간의 타자가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인

간의 내부의 진실이다. 괴물 되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견뎌냄으로써만이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

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몸문화연구소, 위의 책, pp.4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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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림으로 형상화한다. 이 과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통이라는 감

정과 그리기의 욕구가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내적 본성 가운데 하나인 고통을 조금 더 ‘잘’ 견디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다.

외부로부터 규정되어지는 내가 '착한 나'라면, 나의 내부에는 꼭

'안 착한 나'가 숨어있는 것만 같다. 나를 착하지 않게 만드는 '이것'

이 작동할 때, 내 삶의 순간순간과 전체는 우연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지만 아프기도 하고, '

이것'이 있어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도 후회한다. '이것'은 나에게

감정의 극단을 오가는 경험은 안긴다. '이것'은 나에게 착한 나로서

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나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다. 내가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끈질기고, 도발적이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며,

실제 삶에서 '이것'은 나를 집어 삼키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현실에서 모든 순간 '이것'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잡아두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차라리 화면 위에서 '이것'들

의 완벽한 주인이 되는 일이다. (알 수 없는 것을 그리는 것이니) 빈

화면을 마주 대하고는 조금은 불안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나는 씩씩

하고 완벽한 연출가가 되어서 '이것'들을 그림에 쏟아 놓고,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것들로 승화시키고 싶다. 현실의 순간에

서처럼 '이것'들에 지지 않고. 나는 그림을 통해 화면 안에서 '이것'

들을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룰을 정했는데, 덩어리 형상이 그것이

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추상적인 성질의

것이지만, 나의 화면에서만은 신체의 몸짓 같기도, 구체적으로 어디

인지 알 수 없는 신체의 곡선 같기도 한 애매한 덩어리 형태를 벗어

날 수는 없다. 나는 '이것'을 돌돌 말아 던져버릴 수도, 구석에 쳐 박

을 수도 있다. 안전한 공간 속에 가둬 둘 수도 있고, 소중한 기억 속

의 한 곳에 가만히 둘 수도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물과 함께

놓거나, 치밀하게 그려진 천으로 가려버릴 수도 있다. 삶 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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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나를 사로잡았다가 놓기도

하고, 언제나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 같으면 꼬리에 꼬리

를 물고 이어지는 이것들이 그림 안에서는 나의 손에 그 운명이 달

려있는 거다. 이것들을 그림 안에서 잡았으니 이제 된 걸까? 생각하

며, 어딘지 이상하게 생긴 덩어리들을 본다. 나는 이때 나의 모순을,

나의 슬픔을, 나의 변덕을, 나의 우울을, 그러니까 나의 타아를 본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가 모르던 나와 대화를 시도해본다. 이 대화를

사람들에게 꺼내놓고 싶은 맘도, 꼭꼭 감추고 나만 알고 싶은 맘도

있다. 나는 이 골치 아픈 긴장감을 느끼면서 나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 깃든 어려움을 다루어간다. 이 재밌는 과정

은 생각해보니, 결국 나의 삶을 다루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러한 작업

을 포기한다면 내 안의 '이것'들은 점점 더 힘이 세져서 '착한 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안 착한 나'를 자꾸 꺼내고,

화해하고, 살짝 소개하려 한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라 짐작하면서.

- 2012 본인 작업노트 中

본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심리적 갈등은 위의 작업노트

에서 반복되는 '이것'처럼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어떤 특정한

단어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바로 이 곤란함이 내적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Ⅳ-1-(2)의 작업노트에 언급된, '그림을 그리고 난

뒤,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들에 '어떤 것', '…무엇', '그런…'같은 막연하

고 두루뭉수리 한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곤란함을 겪는' 이유 역시

본인이 감지하는 내적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의 작

품 제목들-공유된 무엇, 마음속에 가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기분-이

표현하는 바, 덩어리 형상으로 표출된 복잡 미묘한 고통의 상태를 인간

의 내적 풍경의 한 모습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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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의 기능

1, 2장에서 본인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 중에서 특별

히 어떤 것들이 본인을 자극하고, 어떤 것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곤

란함을 일으키며, 그래서 꼭 말이 아닌 그림으로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

를 언급했고, 이러한 기록의 과정은 본인에게 있어 한 인간으로서 실존

적으로 느끼는 내적 본성과 관련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방법

이 되며, 이를 통해 고통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제 마지막 과정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힐링' 열풍이다. 힐링 여행, 힐링 푸드, 힐링 도서

심지어 예능프로그램 까지도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다. 사람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끝없이 찾고 있고, 그 요구

에 따라 우리 사회는 '치유'라는 이름 아래 많은 행위들을 만들어 낸다.

'나'는 '감정'보다 훨씬 큰 존재이다. 강렬한 감정을 고요하게 가라앉히

고 새로운 에너지를 일으키는 방법, 그 새로운 에너지로 자신을 치유하

기를 인간은 근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 본인은 그 근거가 앞장에서 살펴본 고통의 문제와 관련이 있

다고 생각한다. 앞서, 고통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그 감정들에 반응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럽지만 힘든 경험임을

밝혔다. 고통이 인간에게 의미 있는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넘어설 때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좀 더 이해하며 성장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은 식상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런 것이며, 이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자신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치유의 경험

을 얻게 된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살길 원하는 한 사람으로

서 본인에게 작업이란 두 가지 의미에서 치유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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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32, 33, 35, 36】를 제작할 때, 신체의 감각을 통해 역동적

인 느낌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형상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에 몰입하는

순간은 본인에게 있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었다. 의식으로 계

획하고 몸은 그 계획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이 아닌, 손이 거의 저

절로 그려나가는 일종의 자동기술법42)과도 유사한 작업과정은 그 과정

자체로 나에게 치유의 경험을 안긴다. 이 과정에서 손이 움직인 섬세한

흔적들, 붓 자국 하나, 색깔의 작은 부분 부분들, 먹과 물감이 서로 섞여

들어가며 번지는 효과 등과 같은 작고 사소한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

게 되는데, 이러한 몰입은 신비롭게도 본인에게 마음의 복잡하고 무거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평정한 상태를 선물하는 치유가 된다. 스스로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손으로는 이미지가 성립되고, 마음의 상태는 일상적인 고

민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의 실존적인 나 자신에게 집

중하게 된다.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시적으로 망각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자신만에 대한 생각에 매몰되지 않을 때 실

제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확대할 수 있듯이43) 본인의 그리

기에 대한 몰입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나 자신의 존재가 확장되는 것 같

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는 행위 자체의 과정이 본인에게 치유의 경험을 안긴다

면, 이런 경험의 결과로써 드러난 작품 속 형상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작

게나마 치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몸이라는 건 인간 누

구나 가진 것이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소통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러한 고리를 통해 스스로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누군가 치열하게 자신

42) 자동기술법이란 일체의 습관적인 기법이나 고정관념이나 이성의 영향을 배제한 채 손이 움직

이는 대로 그리는 방식을 말한다. 시에서는 언어의 의미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미처 의미를 

얻지 못한 잠재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거나, 언어를 이미지와 결합시키려는 이미지즘

(Imagism)의 형태를 띤다. 이런 자동기술법을 통해 투영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꿈과 우연성, 

그리고 불가사의한 이미지의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해진다. 초현실주의자는 이렇듯 비합리성과 

우연성의 효과를 강조하는가 하면,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현실을 융합시킴으로써 

현실의 확장을 꾀하고자 했다. 고충환, 위의 책 p.17,참조.

43)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위의 책,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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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타아와 씨름한 흔적들을 느끼고 감정이입이 되어 '힐링'될 수 있

기를 바란다. 우리는 가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맘을 알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뭉클함으로 큰

힘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다. 특히 예술작품은 수학처럼 분석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감정이입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진수를 느끼

게 되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라 한다면, 본인 역시 스스로 먼저 치유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써, 누군가에게 '어쩌면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감정의 덩어리들이 마음 한 구석에 있을 수 있고, 있다면 그것은

무섭거나 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내적본성을 지

닌 풍경이라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덩어리 형상이 갖는 의미와 역

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내적 본성 중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작업의 소재

로 삼고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감정'이라는 소재는 소재로써의 역할을

넘어 그 자체로 본인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 또한

그리기를 통해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치유'라는 새로운 기능을 하기에

이른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이라는 또 다른 감정의 발견과 이것을 긍정함으로써 경험하는 치유

까지, 이처럼 본인이 표현하는 덩어리 형상은 '감정'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적인 부분이 어떠한 조형적인 형식과

회화적 원리로써 표현되는지를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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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덩어리 형상 표현의 실제

일상 속의 이러저러한 순간들 가운데 경험하는 내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있고 그것들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작업이 스스로의 감정을 툭 털어놓는 것만

으로 규정될 수는 없으며, 형상화 과정 중에 설득력 있는 예술형식을 포

함해야만 할 것이다.44) 특히, 현대 동양화에 있어서, 본인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동양미학의 연장선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전통적 재료와 표

현방식이 어떤 의미로 운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내적 본성이 덩어리라는 구체적인 형

상으로 표현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본인만의 형식은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불편한 형상

(1) 무정형의 덩어리 형상

그림에는 감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회화

는 논리정연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일방적 담론이 아니라 모호해

서 생각의 여지를 주는 열린 담론이다. 본인이 추구하는 작업의 목표 또

한, 그림을 통해 어떤 교훈이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

44) 이런 관점에서 카시러는 "정서 그 자체 혹은 그것의 명확화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감상

주의이지 예술이 아니다. 예술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자기 내면의 느낌들에 충실하고 진지하

게 열정적인 연애편지를 쓸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성격짓는 것은 내면의 느낌

의 강도나 다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술적 형식들의 세계로 새로이 창조

한다는 데 있다, 박일호, 위의 책,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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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인의 내적인 감정 상태를 암시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형상들을 제

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물 앞에서 최대한 많이 질문하고, 오해하고, 나름

의 방식대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목표에 따라, 자

연스럽게 그 형식상의 표현에 있어서도 뚜렷하고 정확한 형태를 지양하

고, 의도적으로 무정형의 형상을 추구하게 된다. 이 형상은 어떤 자극으

로부터 본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다.45) 상상은 논리적 추론을 초월

한 자유로운 심리적 활동의 양상이며,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

상은 본인에게 각인되어 있는 기억, 감정, 느낌, 욕구 등을 수정․종합․

조합하여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이다. 이때의 형상은 예술 구상 과정의

자발적이고 우연한 상상력의 발동과 관련되어 있다.46)

상상은 감각을 가진 사람에겐 누구나 있는 능력이다. [……]

이런 기능은 기억과 관련된다 -볼테르

상상은 물질적 법칙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분리된

사물을 맘대로 결합할 수 있고, 연결된 사물은 맘대로 분리할 수

도 있다. -베이컨

졸업 전시를 준비 할 당시에 본인의 마음속은 무엇 하나 또렷하게 정

립된 것이 없었다.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관계맺음에 있어 막연한

기대와 지리멸렬한 반성이 뒤섞이던 시기였다. 사실상 내적인 현실은 이

러한데, 외적인 현실에서는 너무 쿨하고 희망에 찬 밝은 모습이 오히려

낯설고 불안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런 혼란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인

45) 바슐라르에 의하면 상상력은 '인간 본성의 주된 권능'이다. 상상력은 그 어원에 따라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능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공기와 꿈]에서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본령이 이미

지를 변형하는 능력임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상상력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파악한

다. 그런데 상상력은 오히려 지각에 의해 제공된 이미지들을 변형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최초의 이미지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이미지들을 변화하는 능력이다.", 송태현,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융, 바슐라르, 뒤랑: 상징과 신화의 계보학』, 살림, 2005, 

pp.35-36, 참조.

46) 양창석, 위의 논문,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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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솔직하기로 한다면, 밝고 예쁘고 또렷한 무언가를 그려내는

일은 억지스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처럼 일상을 지속하

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작업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정상'을 교란시키

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었다. 심리적 무질서 상태로 느껴지는

내면세계47)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어둡고 약간은

무섭기까지 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 안에서48)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면적인 것의 가장 내밀한 곳, 자기 존재의 어두

운 근거, 은폐된 것, 이것으로부터 '진짜 나'의 모습이 산출되는 경험을

원했다.

이러한 본인의 시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텅 빈 형식이 되지 않기 위

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인간의 신체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일상의

소재들을 포함하였다. 내적인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담고 싶은 마음

에, 붓이 아닌 빗자루와 손, 나무젓가락, 종이 구긴 것 등을 재료로 하였

다. 붓(동양화 모필)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습관과 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

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Ⅳ-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

다.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종이 위에 먹을 묻히고 비비고, 형태를 만

들었다가 다시 지우고 번지게 하고, 다시 형태를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

을 반복하는 동안, 손이 움직이는 모든 흔적들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았

고 직접적이고 예민한 본인만의 감각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형태는 점

점 더 사실성을 벗어나 추상화되었지만, 형태를 넘어 화면에서 느껴지는

갑갑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

한 본인의 '심리적 무질서' 상태를 암시하는 풍경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47) 내면세계도 세계의 또 다른 면으로써, 상상력을 통해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가 그 세계의 본

질적 성격을 파악하고, 예술형식으로 구성하여 재언급할 수 있다, 박일호, 위의 책, p.113

48) 그로테스크한 공간은 오히려 거기에서 변화, 생성이 일어나는데, 그로테스크가 성립되기 위해

서는 먼저 인간의 육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비장의 정서들은 모두 육

체에 대한 위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테스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한 기반은 

현실성을 담보해야한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은 자아가 세계에 대해 느끼는 갈등이나 모

순 그리고 공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몸문화연구소, 위의 책,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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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깃덩어리 같은 익명의 덩어리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는 상징

적, 은유적 형상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읽히지 않기 위해 의도

적으로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형상은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

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49) 기대했다.

이러한 점이 본인의 작업의 특성 중 하나인 무정형의 덩어리 형상이 지

니는 의미이자 역할이다. (【작품 2, 3, 4,】참고)

 

    [참고도판3]【작품3】부분     [참고도판4]【작품4】부분    [참고도판5]【작품11】부분

(2) 태아, 알의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나면,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들에 '어떤 것', '…무

엇', '그런…'같은 막연하고 두루뭉수리 한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곤란함을 겪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인지한 경험과 기억, 어떤 느낌,

오랫동안 남아있는 감각적인 인상 같은 추상적인 감정들이 작업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나의 내적 욕구에 기인하

는 것이기도 하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끼는 것을 누

49) 19세기 헤겔은 낭만주의 미학을 외적형상, 곧 이상적인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내적 

심정을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현대 예술에서, 작품과 관객 사이의 내면적 공감이나 동일시의 

문제에 있어 일대일 대응을 가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한하게 열린 대응관계를 생각한다. 세계

의 실상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의 완결된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해석 역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철학아카데미, 위의 책, 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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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 만져주고 서로 통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렇다고 전부 다 까발려

져 보이고 싶지는 않은 미묘한 심리적 갈등이 작업 과정 내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신체의 몸짓, 감정, 일정 기간 동안 쌓인 사유 등의 모든 단

편적인 행위들을 고스란히 한데 모으고 쏟아놓는다. 마치 흙덩어리를

뭉쳐놓듯이 어떤 덩어리들이 만들어진다. 꾹꾹 눌러오다가 어느 한

순간에 토해버릴지도 모르는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화면에 쌓아

던져두는 것으로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내면과 외부세계 현실과 몽

상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진짜 나'를 불러내고 싶은 욕망과 의지

를 발견한다. 이렇듯 내 안의 것들을 꺼내놓아 재확인하는 목적은 결

국은 이 모든 복잡한 충격들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픈 또 다른 욕

망의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 앞에 그려진 덩어리들을 본다.

태아의 형상과 어떤 알과 같은 모습을 한 형상들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형체이며 근원적인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잠재되

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만, 이미 다 커버린 형체의 모습을 하고,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 흩어졌던 여러 감정과 기억, 분출되지 못한

욕망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분출되었던 욕구들까지, 그 모든 파편

들을 그대로 껴안은 채로 말이다.

- 2011년 본인 작업노트 中

      [참고도판6]【작품23】      [참고도판7]【작품25】      [참고도판8]【작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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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대 후반,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삶을 대면하는 본인의 태도에서 모순과 이중성

을 발견한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완전한 개체로 서기 원하면

서도 한 편으로는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다.【작품 23, 25, 31】에서, 마치 어떤 '알'처럼 보이는 형

상50)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받으며 쉬고 싶어 하는 욕구를 비유하는

데, 실제로 그 알을 이루는 것들은 이미 다 커버린 어른의 신체 파편들

이다. 얼굴을 제외한 몸뚱이, 팔, 다리의 부분들은 아이의 것이 아닌, 어

른의 것으로써 엉키고 안고 꼬이면서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다. 이때의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선의 흐름과 먹의 흔적들, 색색의 색깔들의 결합은

한마디 명확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암시하는 것

들이라 하겠다. 다 커버린 자아는 자기의 의식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을 것이다. 삶을 통해 경험한 모든 기억, 행위, 욕망, 감정,

느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을 것이고,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더라

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 역시, 스스로 전부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내 안에 쌓여있는 감각과 사유의 결과들을 이러한 선

과 면의 단위들의 결합으로써 상징하고자 했다.

이처럼 서로 모순된 두 경향이 갈등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본인의

내면 상태를 상징하는51)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중성이 내포되어

50) 알, 태아라는 이미지: 전형적인 형태와 모티브, 동일한 테마들은 그 테마들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양상을 반영한다. 상징은 결코 전적으로 추상적일 수 없고, 육화되기 마련이다. 원형적 

본성에 대한 관련성과 상황 또는 관념은 아무리 추상적일지라도 정신에 의해 특유의 형태, 모

습, 이미지, 대상으로 시각화되거나 구상화된다, 송태현, 위의 책, pp.94-96, 참조.

51) 상징은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불분명한 것,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숨겨져 

있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다. 상징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

적 인식을 초월해 있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상징의 대상은 반쪽만 이해되고 다른 

반쪽은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감추어져 있는 실체이며, 이 실체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포착하기 어려운, 결코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 또한 상징이란 어떤 사물의 

의미를 남김없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상징적 의미라 할 때 우리는 미지의 

어떤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 채 온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의미를 이미지를 사용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못한 의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상징의 특징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징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상징은 이미 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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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에서 말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유아기 본연의 욕구

이다.52) 안주하고 싶은 것이다. 반면, 독립된 개체로 서기 원하는 마음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초월하고 싶은 것인데, 유아기의 욕구와는 다르게

성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욕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딘가 에로틱한 포즈들과 점진적으로 보라색이 되는, 붉거나 그와

비슷한 경계에 있는 이질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들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다.(【작품 29】참고) 그러나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욕구들

은 서로를 긍정한다. 어른이 되어 욕망의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

의 자궁과 같은 근원적인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 순수한 근원을 상

징하는 알, 태아(【작품 23, 25, 31】)의 이미지는 다채롭고 복잡한, 혼란스러

운 욕망의 조각들을 모두 끌어안는다. 이처럼 본인 내부의 심층에 들어

있는 모순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충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작품

23～32】2011년 작업이다.

(3) 신체 몸짓의 은유

"신체라는 것은, 경외로운 우주 공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정밀한 장치가 가득 장착된 탐사 로켓과도 같은 것이다."53)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서로 연결된 각 세포와 기관인 신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다른 존재와 접촉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신체 없

이는 그 어떠한 경험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54) 신체를 통해서55) 나 자

성을 잃은 것이다, 송태현, 위의 책, pp.96-97 

52) 어니스트 G. 샥텔(Ernest G. Schachtel)은 인간 발달의 일반적 이론을 담고 있는 그의 저서 

『변용(Metamorphosis)』에서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서로 모순된 두 경향이 갈등을 일으킨다

고 말한 바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그가 '안주의 원리(embedded-ness principle)'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유아기의 보호된 환경에 남아 있고자 하는 사람 본연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개방성과 이 세상과의 해후에서 일어나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초월

의 원리(transcendence principle)'다. 김우창, 위의 책, p.52

53)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최인수 옮김, 위의 책, p.216

54)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최인수 옮김, 위의 책, p.186

55) 신체야말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물질의 일부로 놓으면서 우리의 정신을 제한하여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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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다른 사람,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 싫건 좋건 외부의 자극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자극은 내

면의 이미지를 흔들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갖가지 감정들을 만들어낸

다. 이 때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이름 붙이거나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신체가 겪은 모든 경험들과 그에 따른 감정적인 동요를

의미 있는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때 신체는,

모든 경험과 자극을 받아들이는, 타인의 시선을 오롯이 받아내는 객체,

즉 대상이면서 동시에 본인에게는 그 모든 감각을 직접 느끼는 주체가

된다. 신체의 이러한 이중성56)은 본인의 그리기 행위와 작품 자체에 반

영된다.

먼저, 주체로서의 신체성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외부의 감

각을 직접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써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기의 행

위 중에 반영되는 신체성이다. (후자의 신체성은 '즉흥적 선묘'라는 수단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다음으로, 대상으로서의 신체성는

작품에 표현되는 신체 몸짓의 은유라는 측면에서 작품과 함께 살펴보도

록 하겠다. 신체는 본인에게 있어, 내가 느끼는 곤란한 감정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며, 감각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즉, 본인의

신체를 통해 내부로 들어온 모든 감각들을 기억하고 담고 있는 예민한

그릇과 같다57). 그런데 이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고,

관계 맺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의 필연을 극복하여 물질에 대한 우리 정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삶의 장치이다.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살림출판사, 2008, 

p.59

56) -몸의 두 가지 관점- 

    1. 몸을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객체로서 보는 것. 다른 이의 몸을 그 외부에서 감각으로 관

찰하는 '시선'에 고정. 객체인 다른 사람의 몸만 보일 뿐이지,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2. 몸을 주체로 보는, 즉 그 안쪽에서 보는 관점. 주체적인 몸이라는 말은 아주 낯설게 들리지

만, 실제로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방식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있다. 즉 자신의 몸을 자신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 이외에 자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마음과 몸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일은 그 마음에 접촉하는 것이다, 유아사 야스오, 

위의 책, pp.96-97, 참조.

57) 몸을 그릇으로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이다. 그릇인 몸은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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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왠지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는 몸이라는 물질을 통해 내

적 풍경으로 들어가면서, 몸을 매개로 하여 상상의 선을, 감정의 리듬을

그려간다. 나의 몸이 담고 있는 것들, 그 감정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어떤 모습들로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본인은 정확하

게 깨닫거나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 그저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느껴지

는 느낌만으로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

체였던 신체는 그 자신을 다시 대상화시킬 수 있는데, 즉 신체로써 표현

되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대상화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Ⅲ-1장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참고도판9]【작품29】부분

주체로서가 아닌, 대상이 된 신체는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

보자. 작품에서 표현되는 현대적인 신체는 외적 법칙이 통과한 장소로서

보다는 내적 법칙이 통과한 장소로서 더욱 커다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

다. 자신의 욕망과 감각의 대상이 된 신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

착하려고 함에 따라 점차 사실주의적인 외관을 상실해가는 경향을 보이

고, 따라서 회화에서는 유기적 구성을 잃어버린 몸, 시시각각 변하는 원

형이 부재한 등이 새롭게 탄생한다.58)

이 언제나 어두워 알 수 없는 것으로 체험된다. 이런 알 수 없는 어두움은 무의식적인 본능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과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인류의 보편적 체험 양식인 '몸=그릇'의 기본

도식은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아사 야스오, 위의 책,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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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판10]【작품37】부분   [참고도판11]【작품38】부분   [참고도판12]【작품39】부분

                        

본인의 작품에서 또한 부분적으로 잘리고, 왜곡되고, 변형된 '심리적 신

체들'을 찾을 수 있는데【작품 29】에는 신체의 부분 부분들이 절단된

파편처럼 나타나있다. 이는 총체성을 잃고 단절과 불연속, 느닷없이 솟아

남 등을 경험하는 내적 풍경을 암시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또한 신체의

몸짓으로부터 내적 본성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작품 31】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싶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꼬이거나,【작품 32】에서 허공을

향해 허우적대는 무기력한 손짓을 하거나,【작품 35】에서 돌아눕고 싶

거나,【작품 36】에서 서있지 못하고 몸을 안쪽으로 웅크리거나,【작품

37, 38, 39】에서 보다 구체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의 신체 몸짓은

Ⅲ장에서 살펴본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게 와 닿는 내적 본성의 실제적

인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몸이기를 거부하면서도 몸 안에 있고, 신체의

형태가 해체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몸으로써 모이는 어딘지 불편해 보

이는 불완전한 변화들은 주관적인 본인만의 내적 상태를 넘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의 현대인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58) 한림미술관 ․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몸과 미술: 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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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저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애쓴다. 나와 세상이,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내 스스로의 이야기들이 쏟아지지만, 그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은 없다. 이 모든 불완전함과 미완성이 바로 내가 인간에게,

세상에게 가지는 애정이자 연민이다. 이 모든 불완전함과 미완성들은

또한 그 자체로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나 역시 불완

전한 이야기들을 쏟아 놓는다. 나의 시간, 기억, 상상이 매개된 자유로

움으로 화면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었지만, 이것도 불완전한 것

또한 당연하다. 이것은 나의 이십대 중반의 솔직한 고백이자, 돌아봄이

자, 현재 진행형의 삶의 일부 혹은 전체의 이야기이다.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지만, 이 하나 하나의 파편들이 곧 나의 삶이다. 이 중

에 소중하지 않은 것,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2010년 본인 작업노트 中

온전하지 않다는 것,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의미는 새로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느낀 불안정한 내부의 감정 상태

로부터 인간의 내적 풍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끌어낼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불편한 형상들'이다. 무정형의 덩어리,

태아와 알의 이미지, 신체 몸짓으로 표현되는 덩어리라는 특징이 있는

형상들을 통해 자신 내부를, 삶의 모습을, 나아가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방법으로 운용되는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형상 표현의 방법

(1) 그리기 행위로서의 신체성

내 몸 만이 간직한 기억, 감정, 기술 같은 것들은 절대로 기계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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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고유한 영역이다. 한 개인의 독자적인 '몸의

감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은 그리기가 갖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영

토로 느껴진다. 본인에게 고유하다고 느끼는 이 행위는 일정 부분 명확

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림과 그 그림을 대하는 주체

인 몸과의 상호작용으로써 작업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

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그리기 행위로써의 신체성은 앞서 살펴

본 전통적인 회화표현 양식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본인의 신체의 운

동방식이 화면 위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즉흥적 선묘의 중첩을

통한 표현은 그 자체로 신체적이다. 동양화에서 전통적으로 선은 획으로

서 선을 구성하는 능력 자체에 이미 추상을 포함하고 있다. 선(線)은 비

록 상징적 추상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에 의해 '신체적'으로 일어나며, 이

는 곧 주체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그 목적은 예술가 개인의 인격

을 서술하는 것이다.59) 선은 결코 단순한 외형이 아니며, 재료의 덩어리

를 이끌고, 동작을 촉진시키며, 형태 전체에 역동적 생명을 주고, 무엇보

다도 세계에 대해 작용하려는 운동이다.60) 붓의 움직임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신체의 움직임을 흔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흔적은 화가의 감

정과 생각을 내밀화한다. 즉 붓자국들은 그것을 그리는 주체와의 긴밀한

감정적 연관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선(線)이 신체와 결부되는 것은

미학적 배경으로 볼 때, 주정주의(主情主義)의 요소를 지니며 이것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의 감정, 내적인 상황의 표현과 전달이라는 원

리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를 조형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종이, 먹, 모필이라는 전

통적인 재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동양화 재료만의 차별성을

59) 드로잉은 손에 의한 기록(handwriting)이며 그 작가의 기질을 양식적 언어로 서술하고 종합하

는 일로 되어갔다. 자발성이 기교보다 존중되었고, 개인의 생각과 충동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

시됨에 따라 드로잉은 그 용도가 '내밀화'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미술연구소 ․ 
서울여대 조형연구소 공편, 『드로잉』, 시공사, 2001, p.52, 참조.

60)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꿈꿀 권리』 열화당, 2007,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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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데, 이는 그리는 행위로서의 주체의 신체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에 효과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 종이(2합 순지)의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번짐의 효과를 활용하는데, 이는 신체성, (다음 장에서 살

펴 볼)즉흥성, 우연성의 원리를 예민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

한 것이며, 또한 털의 길이가 긴 동양화 모필은 미묘한 손의 움직임까지

그대로 전달하므로 신체의 운동으로 전해지는 주체의 내적 상태를 나타

내기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동양화에서 '선'이 내포하는 추상성이

본인 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인 내적 본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연결되

는 것처럼, 동양화 재료 자체가 갖는 특수한 성질은 본인 작업의 주요한

표현원리 중 하나인 신체성이 의미 있게 운용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

로 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상화된 화면의 결과물들은

모순, 이질성, 혼란, 그것들이 서로

엉키며 만들어내는, 어쩔 도리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함께 있어야만

하는 본인의 내적 상태를 암시한다.

내가 쏟아놓은 형상들을 보고 또 다

듬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내적인 갈등과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경계 지을 수 없다는 의미

                                         를 함축하는 행위라 하겠다.61) 바로

[참고도판13] 본인의 작업 과정         이 행위가 그리기가 갖는 신체성이 적

61) 예술창작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예민한 감각, '창조적 생명 충동'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한순

간에 세계를 파악하여 마음 속 깊은 곳에 감춰둔 보물을 파내는 것과 유사하다. 혹자는 예술 

창작이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돌연 나타났다가 홀연 사라지는, 마치 소식이 

말한 '토끼가 뛰어오르고 송골매가 날아내리듯 급히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며, 혹은 

왕선산이 말한 바와 같이 '비로소 손에 넣었는데 바로 없어져버리고, 손을 펴자마자 바로 바람

에 날려가 버리는'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가는 자신의 창작에 대해 모든 것을 깨닫거

나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 (낭소군(郎紹君), 위의 책, p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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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활용되는 순간이다. 우연하고 절묘한 순간들에 감탄하기도 하

고, 나의 의도대로 그어지지 않아 맘에 들지 않는 흔적들도 그대로 남기

는 것 역시 총체적으로 이 모든 그리기 과정이 결국 나의 삶과 내가 인

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닮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삶의 새로운

순간을 나의 손을 움직이고, 몸을 이동시키고, 신체의 갖가지 운동을 느

끼며 화면 앞에서의 몰입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다.

(2) 즉흥적 선묘의 중첩

형상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작업 과정 중에 활용하는 두 번

째 회화적 원리인 '즉흥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작품 분석과 함께 살

펴보도록 한다.

【작품 2】은 본인의 작업 방향의 첫 시작이 된 그림이다. 본인이 구

체적으로 '감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으면서 부터이다. 특히 남자친구와의 이성교

제는 본인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 또 그 두 감정의 흐름에 대해 진지하

게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어떤 한가지의 단어로,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부분적으

로나마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고 표현하고 싶어 '감정'이라는 핵심이 없

는 무엇에 집착하게 되었다.【작품 2】은 그 당시 가장 집중하고 있던

감정 상태에 대한 기록이다. 두 사람은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서로의 생각과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사

고방식과 관심은 각자의 앎과 욕망에 따라 거리가 있었고, 실상은 상대

의 내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서로 점점

더 친절하고 상냥하려고 자신을 내몰수록 사실 감정적으로는 더욱 지칠

뿐이었다. 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너무나 다른 해석에서 문득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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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을 느꼈고 어쩌면 그 원인은 각자의 마음에 자석

의 중심처럼 축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모든 사고와 감정이 돌아가

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러한 생각을 화면에 구현한 것이

【작품 2】이다. 작업 시기 중 초반에 해당하는 이 그림에서는 인체의

형태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린 후, 그 형태를 충분히 상

상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묵 작업을 진행하였다. 역시 빗자루를 사용하

여 종이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얼굴과 손

은 붓을 사용하여 사실적 표현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작품 22】역시 빗자루에 먹을 묻혀 종이 위에 쳐대고, 쓸고, 왔다

갔다 하는 등의 수묵을 다루는 방식은 동일하나, 이 그림에서는 구체적

인 공간 표현이 나타난다. 하얀 벽과 낯선 느낌의 빨간 욕조가 그것인데,

물이 담겨 있어야할 자리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액체인지 고체인지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담겨 있다. 외부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돈되었지만

그 속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던, 부정적인 방향이던 간에 어떤 상

태로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내면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

다는 것이 인간의 내적 풍경의 한 단면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먹으로 선을 긋는 행위는 곧 스스로의 자아를 확인하는 방

법이었다.

法於何立, 立於一劃, 一劃者, 衆有之本, 萬象之根, 見用於神, 藏用於人,

而世人不知, 所以一劃之法, 乃自我立, 立一劃之法者, 蓋以無法生有法, 以

有法貫衆法也.

석도에 따르면 '한번 그음'은 모든 형상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드로

잉 즉, idea의 주체는 화가 자신인 '自我'이다.62) 수없이 반복한 긋는 행

위를 통해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집착에 가까운 이 긋기로

62) 한국미술연구소 ․ 서울여대 조형연구소 공편,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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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불안하고 자꾸 흔들리는 스스로를 다잡아보는 것이다. 나무젓가락, 빗

자루, 털실, 그 외에 먹을 묻혀서 선을 그을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

는 것은 습관의 힘에 저항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이며 의식

적으로 이런 방법의 도움을 얻어 결국에 표현되는 행위는 나 개인의 직

관과 그 순간의 즉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

해 쌓여가는 필선과 먹의 흔적들은 화면 안에서 완전한 추상도, 구상도

아닌 모호한 형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작품 29】역시 하얀 벽과 계단으로 둘러 쌓인 공간 안에, 여러 형

태의 신체와 붓자국, 선, 모양, 색감 등이 혼재되어 있다. 드로잉적인63)

요소를 포함하는 이 작업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 드로잉을 통해서 내 안에 흐

르고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요구

들을 잊은 채로 자유롭게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었다. 동양화를 전공

하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붓을 접해온 본인에게는 '잘 긋는' 선에 대한

관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드로잉적인 작업의 목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성적인 틀을 해체하고자 함이다. 붓이 아닌 빗자루의 지푸라기나, 나무

젓가락, 종이를 구긴 것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습관에 저항하고자

하는 태도이며 우연과 의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

라 하겠다. 관성적인 틀을 벗어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추구한다고 해

서 어떠한 규칙도 없이 무작위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본인만

63) 드로잉의 개념을 단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드로잉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어떤 분명한 심리적 요구, 혹은 정신적 태도가 내포되어있다. 모든 도식과 정형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불명확성으로, 그리고 모든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시

작이면서 종료일 수 있는, 완성이며 미완성일 수 있는 그 상대성과 동시성이 오히려 열림의 형

식, 즉 드로잉의 존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드로잉은 어떤 미묘한 방법론이지 매체나 

단순한 기법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라 문제제기이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드로잉은 

미완의 완성이고, 다른 개념의 완성이다. 오히려 완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 완성의 개념

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론 그 자체에 미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미술연구소 ․ 서울여대 조

형연구소 공편, 위의 책, pp. 7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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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 본인만의 개성적인 느낌들, 감수성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역설

적으로 손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본인이 나름대로 만든 계

획들을 막힘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기

술로써 나름의 규칙들을 수행해가야 한다. 이때의 기술은 선을 잘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위에서의 먹의 번짐과 물의 효과, 속도, 손 끝

의 힘 등 손맛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지만,64) 본인 스스로의 내적 감정을 잘 살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며, 화면 위의 예민한 변화에 잘 반응한다면, 결과가

무엇이든 내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작업을 진

행하면서 본인의 의도대로 선의 방향이나 굵기, 농담의 변화 등이 조절

되지 않는 순간도 많다.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숨김없이 반영된

즉흥적인 붓질로 확연히 드러난 순간들은, 본인의 내적 상태와 그리기에

대한 욕구 그리고 신체적 운동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위

에서 말한 대로 주체와 화면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감응이기도 하다.

(3) 우연성을 반영한 선과 색의 혼재

본인 작품의 주된 특징인 덩어리 형상은 완전한 추상도 아니고 특정

한 대상을 그린 구상도 아니다. 신체임을 추측할 수 있는 약간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그려진 이미지들 속에는 너무 모호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즉 구상과 추상의 경계

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완전히 無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신체의 형태가 내면적인 감정에 의해 상상을 매

개로 하여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원래 상(象)이란 대상,

64) 창의성이 풍부한 화가는 같은 기술적 수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속 깊이 느낌은 있

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캔버스에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색과 형태에 따라 그림을 계속 수정해 나가 결국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창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최인수 옮김, 위의 책,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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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연 현상이나 자연의 변화, 인간사 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인

데 대상의 의미란 인간의 심리로 추상(推想)해서 안 것, 다시 말해서 '마

음 속에 그린 것'이다.65) 이 때 조형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선적인 구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먹과 색의 면적인 덩어리 구조

이다.66) 선과 면이라는 조형요소를 가지고 그림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

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우연성'의 개념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

기술법과 같이67) 본인 또한 일체의 습관적인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의

영향을 배제한 채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려나가는데, 이 때 처음에 계획

했던 의도와 관계없이 불가사의한 이미지의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해진

다. 화면에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흔적들을 다듬고 수정해 나가면서 낯

선 형상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우연한 형태들이 암시하고 제시하는 새로

운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우연성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적인 감정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규정짓기 어려운 것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

류의 욕구들 중에도 순수한 것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을 본인의 임의

65) 어떤 것의 진실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체의 바깥 것'을 취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창작과 심미의 실천으로부터 구체적인 물상보다 더욱 풍부하고 심원한 

상상과 연상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양창석, 위의 논문 pp.36-37, 참조

66) 낭소군, 위의 책, p.389 

67) 20세기 초현실주의가 내세운 개념 가운데 하나인 '객관적 우연'은 우연을 더욱 개방하고 확장

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 했다. 객관적 우연은 내적인 무의식[우연]과 외적 사물의 현실[객

관]이 만나는 순간에 발생하는 새로움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객관적 우연을 예술 

창작에 도입할 때 얻어지는 예술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심리적 자동기술'

은 우연한 연상 작용, 무작위적인 낙서 등 예기치 못한 행위를 도입하여 계획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오직 창조 작업이라는 활동 속에서만 생동감을 얻는 요소들을 예술창작 내부에 끌어들이

는 것이었다. 이런 작품들은 대체로 서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아름답지 않고 추하게 느껴지더라도 인위성을 넘어서는 색다른 미감이 있다. 이 

미감은 역시 무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미리 계획하고 연출하는 '의식'을 버린다는 말은 '무의식'

을 일깨운다는 말이며, 통제되지 않는 존재[우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곧, 개

인적 의지 바깥에서 '뜻밖'에 만나는 세계의 실상을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때 기록되는 세계의 

실상은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 자체'에 가깝다. 우리 상상력과 개념체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전적으로 낯선 것, 이 '무엇'으로부터 진정으로 새로운 사고가 시작된다. 철학아카데미, 위의 

책, pp.67-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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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구분해 낼 수 없다. 처음엔 순수했던 마음도 점차 옳지 않은 습관

이나 욕망에 의해 왜곡되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처음에 왠지 꺼려

졌던 마음도 의도치 않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경우도 있다. 일

상에서의 이러한 심리적 갈등의 형태는 작업 과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다. 손을 통해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들 중에서 그 의도와 순서를 정확

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그은 형상이 불필요한

것이 되기도 하고, 망쳤다고 생각한 자국이 새로운 효과의 시작이 되기

도 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는 감정적인 것 뿐 아니라, 실제와 상상, 의

식과 무의식, 현실과 몽상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는 본인의 내적 풍

경의 모습인 것이다. 이 풍경은 또한 모든 것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모호한 내적 상태를 암시하며, 그것을 표현해 내는 데에 우연성이라는

회화적 원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된다.

또한, 우연은 행위이자 선택이다. 베이컨에 따르면 우연이란 어떤 사

용 가능성과 분리될 수 없다. 베이컨은 형상에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려진 이미지 안에서 '자유로운 표시들'을 아주 빨리 하는데, 이 표시들

은 느닷없는 사고적인 것이고, '우연한 것'이다. 이 표시들은 전혀 재현

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것들이 우연한 행위에

의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관계되는 것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 표시들은 화가의 손과 관계할 따름이다. 이 표시들은 화

가의 손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서만 가치를 갖고, 이러한 표시들을 형상

이 시각적인 이미지로부터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68) 본인 또한

의식적으로 그림을 진행해 나가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화면 안에서 형상

자체가 또 새로운 형상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때 본인의 손은 의식의

통제를 넘어 우연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들은 특정한 내용

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내적인 감성과 흐름을 내포하며,

곧 우연이라는 것은 내면세계의 자연스러운 표출인 것이다.

68) 질 들뢰즈(Gilles Deleuze), 하태환 옮김, 『감각의 논리』, 민음사, 2008,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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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의 그리기 행위에 있어서 선택과 우연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있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화면 위에서의 몰입을 통해 삶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는데, 마치 본인의 그리기 행위는 본인의 삶과 닮아

있다고 느껴진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 자유와 필연이 기묘하게 교차하는

곳이다. 세계는 필연적 법칙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와 선택과 창조와 우

연을 포용한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일

이 숨은 강박의 표현일 때도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강박과 필연 속

에서 행하는 일이 새로운 자기표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유와 필연

의 분리하기 어려운 연결이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69) 그리기

행위는 본인의 삶의 일부이자 삶의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일이라 할 때,

우연성을 반영하는 것은 비록 그림 자체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긴

어렵더라도 본인의 내면의 풍경, 삶의 어떠함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참고도판14]【작품37】부분    [참고도판15]【작품38】부분   [참고도판16]【작품39】부분 

    

신체성과 즉흥성을 반영하고, 선과 색이 혼재되어 그어진 어딘가 불편

한 느낌의 터치들은 그 자체로 직관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감정들을 암시

하지만, 이러한 터치 자체만으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기

에는 너무나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연한 필선과 터치들을 여러

69) 김우창, 위의 책, pp.2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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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중첩시키는 것을 통해 견고한 형상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작품 3

7】에는 본인의 손을 통해 전송된 선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있다. 이 선들

은 그동안 의식적으로 훈련되어진 습관과 먹물이 스스로 번지고 얼룩지

는 우연 사이의 절묘함을 넘나든다. 본인 스스로 작업 과정 중의 우발성

을 받아들이고, 그 리듬을 타고 흐르는데서 점차 견고한 이미지가 성립

된다. 이러한 변용이 여러 가지 형태를 솟아오르게 한다. 본인은 아주 작

고 자세히 봐야 보이는 우연한 효과들을 좋아하는데, 이 모호한 흔적들

은 비의지적이며 자유로운 것이고 우연에 의한 것이다. 이것들은 의미적

이거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이지 않은 흔적들, 즉 혼동된 감각

들이다. 이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솟아남과도 같다. 이러한 돌발적인 흔

적, 표시들은 일종의 혼돈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회화의 새로운 질서 혹

은 리듬의 싹이기도 하다.70) 이렇게 형성된 뭉글뭉글 덩어리진 형태들은

분명히 어떤 내적인 감정 상태와 관련은 되지만 특정한 감정을 재현하지

는 않는다. 모호한 형태일수록 내재된 감성은 더욱 포괄적이듯이, 본인은

내적 본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 Ⅱ, Ⅲ장에서

다룬 마음, 감정, 욕구와 같은 것들이 섞이고 통하고 솟아나고 가라앉고

또 새롭게 발생되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러한 내부의 흐름이

바로 인간의 내적 본성의 한 단면이며 Ⅳ장에서 다룬 조형적인 특징과

회화적 표현형식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본인 나름의 방법인

것이다.(【작품 29, 31, 32, 37, 38, 39】참고)

70) 질 들뢰즈(Gilles Deleuze), 하태환 옮김, 위의 책, pp.117-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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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의 감정에 대한 호기심으로 비롯된

관심이 인간의 내적 본성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고, 어렴풋이나마 감으로

느낀71)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형상화

과정에서는 '덩어리'라는 본인 나름의 메타포를 통해서 조형적인 형식을

갖춘 하나의 의미체가 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인 작품

의 인식적 근거로써 양명학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적 본성 중 감정의 영

역이 강조되기 시작한 배경과 이론, 그러한 변화가 예술에서 어떤 표현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본인은 내적 본

성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며 그것이 덩어리 형상으로 표현

될 때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정을 기록하고, 고통을

긍정하고, 치유로써 기능하는 덩어리 형상의 조형적 특징을 세 가지 주

제로 나누어 작품 분석과 함께 다루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작업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

게 되었다.

먼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내적 본

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

문이다. 본인은 이성적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에 대

해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그 실체를 표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 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을 이미지로 기록하고, 그 과

정에서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와 대면하는 고통을 발견했고, 여기서 더

71) 감정이나 의식한 것의 의미는 비록 감으로는 잡히지만 언어나 문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

는 부분도 있다. 물론 '감으로 느낀다.'는 것도 일종의 파악임에는 틀림없다. 더군다나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에 있어서는 감으로 느낀다거나 느낌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종종 해석이나 해설

보다도 더욱 중요하며, 심지어는 본래 의미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낭소군(郎紹君), 

위의 책,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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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고통을 긍정하고 '그리기'라는 건강한 행위로 다룸으로써 다

른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없는 치유의 경험을 안긴다는 것을 분석했다.

앞으로도 본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상의 보통 상태에 있는 내적인 마음

을 변화시켜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는 노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 노력을

통하여, 내면세계의 깊음과 넓음을 더욱 체험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신선한 통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양화 재료와 표현에 대한 과제를 남겼

다. 현대 동양화에 있어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미감의 수용에 관한 문제

는 동양화의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며, 본인의 작업이 구현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 비교적 오랫동안 먹과 붓이

라는 동양화 재료를 접해 온 본인에게, 전통적인 재료와 표현방식은 습

관과 관성적인 부분을 넘어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솔직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이다. 본 논문에서 작품을 분석하면서 동양화 재료와 표

현이 작품 내용을 나타내는데 있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게 된다. 종이와 물,

먹, 동양화 매체의 특성들은 깔끔하게 통제하긴 어렵지만 본인이 다루고

있는 내적 본성의 모호함을 암시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겼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추상도 재현도 아닌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허물어 본질적인 실체로서의

이미지에 닿고자 했던 전통적인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여겼다. 앞

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는, 전통적인 미의식과 동양 미학,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철학적 인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표현에 대해 보다 새롭고 신선한 의미를 획득해 나가야할 필요성

을 느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을 관통하는 일관된 속성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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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의 작업 동기와 목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

히, '그림이 과연 내적 본질의 깊은 무엇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있을

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이니까 표현할 수 있다.'와 '그럼에도 결국

은 그 깊고 넓은 무엇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절망 사이에, 바로 그 지점

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본인만의 고유한 감각과 그리는 행

위에 대한 자신감과 그럼에도 다 표현되지 않는다는 겸손함 사이 어디쯤

에 지금 본인이 서있지 않나 생각해보며, 위에서 밝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여 발전적인 작품을 제작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작업방

향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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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거기, 당신의 덩어리, 193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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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현기증, 193x130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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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할 말이 있는데, 45.5×53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작품 34】특별한 방, 45.5x106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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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꿈결, 32×41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작품 36】너는 모르겠지만, 61×77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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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他我1, 122×92.5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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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8】他我2, 122×92.5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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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他我3, 122×92.5cm, 장지에 먹과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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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ressing 

Inner Scenery 

through Figure of Mass.

-focus on my artwoks-

Ham, Meehye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mainly about my works from 2006 to 2013.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shed light on motives, objectives, and 

creation background of the works and their themes. Moreover, 

this thesis is aimed at develop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orks by analyzing the process that I have pursued in order to 

transform my figurative ideas to the works. 

 

  My continuous concerns with “inner scenery” of human being 

are the primary source for the study. By the "inner scene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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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the abstractive status, which is filled with impalpable and 

undemonstrable emotions and desires. Using a specific metaphor, 

a figure of mass, I have tried to visually represent this 

abstractive status. In that sense, it is possible to see my process 

of creation as the path of investigation on "something" that I 

consider human's unexceptional aspect. I have believed that the 

"something" is actually evoked and remained in one's mind, but 

impossible to be articulated. And even though this "something" 

cannot be fixed due to its unlimited nature, at least, I am 

confident that I can give specific shapes to the "something" 

through my works. 

  I can say that my works are fundamentally about human being's 

inner scenery which seems to be universal. But I present my own 

personality and identity by using the specific metaphor, the figure 

of mass that I mentioned above. At the same time, my personal 

and specific concerns with everyday experiences and emotions, 

ranging from happiness to agony, can be universal since facing to 

those experiences and emotions is definitely an unavoidable task 

as one human who live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the content is as 

follows. 

In chapter I, I explain the creation background, purpose, and 

content of my work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n chapter Ⅱ, I trace how the perception on the "inner 

scenery" has constructed in historical context by exploring 

Chinese philosophical theories including the philosophy of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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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figure of mass, emotion, inner scenery,        

           improvisational drawing, materiality, contingency

Yangming. Plus, in this chapter, I concentrate on the changes in 

artistic expressions on the inner scenery, specifically the changes 

that took place when artists have started to cultivate their 

emotions and desires for the source of artistic production.

In chapter Ⅲ, the diversified meanings of the "figure of mass", 

which is my own way of expressing the inner scenery, are 

revealed. I interrogate the ways in which my emotions and 

desires are perceived, painted, and then finally released.

In chapter Ⅳ, I examine how the figure of mass is expressed 

in variable forms while analyzing my works. By analyzing how the 

concepts such as materiality, improvisation, and contingency are 

visualized in the works, I consider my works in all their aspects: 

the works as the longevity of Asian traditions, materials, and 

expressions.   

In chapter V, I summarize the study, and suggest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my works.

Student Number : 2008-2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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