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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이 제작한 여성 인물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본인의 자아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연
구 논문이다. 작품의 창작 동기와 이론적 배경, 작품에서 나타나는 객관
적인 자아와 주관적·이상적 자아로 나누어 분석한 본 논문을 통해, 본인
의 자아탐색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인물화에 투영된 자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본인은 여성의 신체 등,
여성의 이미지를 심미적 대상으로서 선호하고 있다. 칸트의 무관심적 심
미와 연관이 있는데,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개인적인 취향에서 비롯되었
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여권의 신장으로 각계각층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시대상황도 반영하고 있다. 여성 인물화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며 알게 된 점은 여성, 특히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는 고대부터 남성중심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묘사되어 왔으며, 남
성 화가에 의해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위한’ 존재로서 그려져 왔다
는 점이다. 본인은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
동을 하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여성상이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 시대의 능동적인 여성상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
서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남성적 시각이 아닌, 여성에 의한 능동
적인 여성상을 기조로 하여 본인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 주관적으로
나누어 탐구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자화상과
군상의 표현과, 장자의 물화(物化)개념의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 자아표현
인 물화적 여성상에 대해 본인의 작품과 함께 설명했다. 사실적인 표현
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 인물화가 재현(再現)적 성격의 인물화라면, 표범
이나 연꽃 이외의 대상과의 물화를 통해 주관적이고 이상화된 여성을 표
현한 물화적 여성 표현은 본인이 바라는 몽환적, 이상적 성격의 인물화
라고 할 수 있고, 물화적 여성 표현을 통해 이상적 자아에 대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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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물화적 여성 표현은 곧 이상적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Ⅰ장에서는 작품 창작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구성과 연
구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 Ⅱ장은 본인이 여성을 그리게 된 이유와 함께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
상에 대한 탐구이다. 본인은 1절에서 전통적 시각인 남성적 관점의 여성
상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남성적 시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통회
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남성 중심의 수동적 대상으로 가정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2절 여성적 시각에서의 여성상에서는 페
미니즘의 측면에서 남성을 위한 여성상과 대조되는 여성을 위한 여성상
이라는 주제로 논의해 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이러한 여성 인물화가 자아표현의 수단으로써 어떻게 활
용되었는지 살펴본다. 여성 인물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본인
의 자아를 탐구하는데 1절에서는 본인이 능동적인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활용했는지 알아보겠다. 2절에서는 사실적인 여성표현을 통
해 본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
며, 3절에서는 동양철학 중 장자의 물화(物化) 개념을 이용하여 본인의
주관적이고 이상적인 여성 인물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능동적이고, 객관
적이고, 주관적인 여성상은 모두 본인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 능동적
인 여성상은 본인이 삶을 대하는 자세, 객관적인 여성상은 본인의 현재
모습, 주관적인 여성상은 본인의 이상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논문을 작성하며 느꼈
던 점과 앞으로 본인의 작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렇듯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전통 인물화와 표현 양식을 이으며 여성
으로서 그리는 여성 인물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아표현으로서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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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표현하고자 했다. 이론을 정리하며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물화의 개념을 차용한 다
양한 시도를 통해 인물화와 여성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주요어 : 아름다움, 여성 인물화, 자아 표현, 물화
학번 : 2010-2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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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도판

장 레옹 제롬(Jean-Léon Gérôme), <동방 노예 시장Oriental
Slave Market>, <로마 노예 시장 A Roman Slave Market>, c. 1884.
〔

1〕

The Walters Art Museun, Baltimore 37.885.

도판 2〕김관호 <夕ぐれ해질녁>, 1916, 캔버스에 유채 127.5× 127.5cm
, 동경예술대학대학미술관
〔도판 3〕전傳 고개지顧愷之 <낙신부도 洛神賦圖>(부분), 동진東晋, 견
본 채색, 27.1×572.8cm, 북경 고궁박물원
〔도판 4〕전傳 주방周昉 <휘선사녀도권揮扇士女圖卷>(부분), 당唐대,
견본 채색, 20.4×337cm, <잠화사녀도권簪花士女圖卷> (부분), 당唐대, 견
본 채색, 45.7×180cm
〔도판 5〕고굉중顧宏中, <韓熙載夜宴圖>(부분), 오대五代, 견본 채색,
28.7×335.5cm 북경 고궁박물원
〔도판 6〕안악 3호분<시녀상>, 고구려, 고려불화<사녀상>, 신윤복 <월
하정인>,
지본채색,
28.2×35.2cm,
간송미술관
[출
처]http://news.donga.com/3/all/20031203/8007106/1
〔도판 7〕신윤복, <미인도>, 견본채색, 114×45.2cm, 간송미술관, <미인
도>(부분), 기타가와 우타마로,『가센고이노부』중 <상념에 빠진 사랑>,
1793-94, 오오반니시키에, 기메 동양미술관, 파리
〔도판 8〕【작품 1】 (부분),【작품 2】 (부분),【작품 3】 (부분),【작
품 4】 (부분),【작품 5】(부분)
〔도판 9〕【작품 6】,【작품 7】
〔도판 10〕【작품 8】(부분),【작품 11】(부분),【작품 1】(부분),【작품
9】(부분)
〔도판 11〕【작품 1】,【작품 2】,【작품 4】,【작품 12】,【작품 19】,
【작품 21】,【작품 22】,【작품 23】(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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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작품 1】,【작품 2】,【작품 4】,【작품 12】,【작품 19】,
【작품 21】,【작품 22】,【작품 23】(부분)
〔도판 13〕사진자료,【작품 9】,사진자료,【작품 11】
〔도판 14〕【작품 11】(부분),【작품 21】(부분),【작품 22】(부분)
〔도판 15〕【작품 13】(부분),【작품 23】(부분),【작품 2】(부분)
〔도판 16〕【작품 9】(부분),【작품 15】(부분),【작품 19】(부분),【작
품 21】(부분),【작품 23】(부분)
〔도판 17〕피카소 <모자상> 1922, oil on canvas, 100×81cm, Baltimore
Museum of Art, 김홍도 <씨름>, 지본담채, 27×2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527호
〔도판 18〕드로잉,【작품 18】
〔도판 19〕【작품 19】(부분),【작품 16】(부분),【작품 17】(부분)
〔도판 20〕【작품 13】,【작품 12】,【작품 6】
〔도판 21〕【작품 21】,【작품 23】
〔도판 22〕【작품 19】,【작품 20】
〔도판 23〕【작품 22】,【작품 16】,【작품 17】
〔도판 24〕【작품 9】,【작품 10】
〔도판 25〕【작품 15】,【작품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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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목록
작품 1】 봄, 22.5×21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2】 봄이 오는 소리, 21×3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3】 봄처녀, 15×19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4】 봄바람 부는 날, 21×3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5】 봄나들이, 21×3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6】 봄에 피는 들꽃 한 가득, 선물로 드리겠어요, 87×104cm, 종
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7】 新九雲夢, 92×184cm, 종이에 수묵, 2013
【작품 8】 휴식, 186×129cm, 종이에 수묵, 2008
【작품 9】 사랑을 등지고 나我가다, 130×162cm, 종이에 수묵담채, 2008
【작품 10】 연(蓮), 210×290cm, 종이에 수묵담채, 2009
【작품 11】 내려놓기, 95×13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12】 청춘의 언덕위에서, 95×13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13】 오래된 연인, 95×13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14】 사랑의 순간, 107×78cm, 종이에 수묵담채, 2013
【작품 15】 버스가 지나간 자리, 130×162cm, 종이에 수묵담채, 2009
【작품 16】 자유롭게, 59×120cm, 종이에 수묵담채, 2010
【작품 17】 ‘아름다운 불안’의 열차를 타고, 95×130cm, 종이에 수묵담
채, 2013
【작품 18】 흩어지는 너의 기억, 130×162cm, 종이에 수묵, 2008
【작품 19】 포옹, 130×162cm, 종이에 수묵, 2011
【작품 20】 나들이옷을 입고, 162×130cm, 종이에 수묵, 2011
【작품 21】 나도 한 송이 연꽃처럼, 130×162cm, 종이에 수묵담채, 2012
【작품 22】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130×162cm, 종이에 수묵담채,
【

2012

작품 23】 넌 날 지치게 해, 130×162cm, 종이에 수묵담채,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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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미 즉 “아름다움”의 개념의 핵심은 심미의 대상에서 받는 긍정적
인 느낌이다. 그 긍정적인 느낌을 일종의 만족감 혹은 기쁨이라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만족감”이나 “기쁨”은 극히 넓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경험적 내용이 없다. (흔히 미학에서 이 느낌을
“심미적 쾌감”이라고 부른다.) 다른 두 심미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노란 민들레꽃을 보고 느끼는 기쁨
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을 때 느끼는 기쁨은 얼마나 다른가? 엄
밀한 뜻에서 모든 심미적 경험은 저마다 독특하다. 실상 노란 민들레꽃
을 보는 기쁨과 흰 백합꽃을 보고 느끼는 기쁨도 성질이 다르지 않는가?
하나의 개념으로 다른 두 경험을 표현한 데 불과하다.
본인은 이제까지 인물화, 특히 여성 인물화를 그리는 것에 흥미를 갖고
아름다움을 느껴왔다. 이것은 위와 같은 내용의 여성과 남성 신체의 생
물학적 차이에 의한 심미적 아름다움에 감화되어 표현한 여성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과 욕구를 배재한 심미적 입장에서 바라본 선천적인
여성 신체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선미 외에도, 본인을 포함한 현대의
대다수 젊은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여성들은 더욱 아름다워지
기 위해 화장을 하고 치장한다. 심지어 무리하게 굶어가며 혹독한 다이
어트를 하거나 위험한 성형을 감내하면서까지 아름다워지고자 한다.
본인은 이러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심리에 공감하면서도 여성
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왜 그토록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본인은 고대부터 이어지는 미인을 그린 그림들과
여성의 미모에 관한 책을 살펴보며 과거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남성 위주
의 수동적인 미인상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여성 인물화에 더욱 흥미
를 느끼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여성상은 최근의 사회상
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어 사회 각 계층에
“ (美)”

1)

1)

, 『美의 기쁨』,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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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요즘의 현대 여성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본
인은 이러한 사회상을 담아 과거와 다르게 여성에 의한 능동적인 미인상
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여권이 신장되었다고는 해도 여성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자율적
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으며 통신수단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사람들의 취향에 부합해 왔다. 이
러한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 시대에서 여성 인물화를 주제로 논의를 한다
는 것은 역설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듯 다각화된 시
각이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여성상이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살
고 있는 본인은 어떠한지 탐구해보고 싶었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여
성 인물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여 타인들과 소통할 것인지 밝히고,
과거와 달리 점점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주장이 뚜렷해지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여성 인물화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객관
적, 주관적 접근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
다. 정신적인 에너지는 더욱 자유롭게 퍼져나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감정과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고 우리의 표현력은 더욱 좋아진다. 시대
상을 적극 반영한 현 시대의 진정한 여성상은 당당하며 자신감이 넘친
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이상적인 여성상과, 여성으로서 본인
의 자아가 자화상 등의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Ⅰ장에서는 작품 창작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구성과 연
구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 Ⅱ장은 본인이 여성을 그리게 된 이유와 함께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
상에 대한 탐구이다. 본인은 1절에서 전통적 시각인 남성적 관점의 여성
상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남성적 시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통회
2)

Piero Ferruci;
2009, p. 159

역, 『Body and the Soul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웅진 지식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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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남성 중심의 수동적 대상으로 가정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2절 여성적 시각에서의 여성상에서는 페
미니즘의 측면에서 남성을 위한 여성상과 대조되는 여성을 위한 여성상
이라는 주제로 논의해 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이러한 여성 인물화가 자아표현의 수단으로써 어떻게 활
용되었는지 살펴본다. 여성 인물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본인
의 자아를 탐구하는데 1절에서는 본인이 능동적인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활용했는지 알아보겠다. 2절에서는 사실적인 여성표현을 통
해 본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
며, 3절에서는 동양철학 중 장자의 物化물화 개념을 이용하여 본인의 주
관적이고 이상적인 여성 인물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능동적이고, 객관적
이고, 주관적인 여성상은 모두 본인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 능동적인
여성상은 본인이 삶을 대하는 자세, 객관적인 여성상은 본인의 현재 모
습, 주관적인 여성상은 본인의 이상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논문을 작성하며 느꼈
던 점과 앞으로 본인의 작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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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성 인물화에 대한 담론

한국사회는 그동안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취업 욕
구의 상승, 성 평등 의식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존의 남성 위주의 시각
에서 탈피하여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발전을 통찰하고 사회현상
을 해석하고자 하는 여성학은 남녀평등을 지향해 온 인류의 보편적 노력
과 한국사회의 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대사회 이후 변화
의 추이에 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 동안 우리 사
회를 지배해 온 여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많이 불식되었고 여성의 사
회참여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비교적 널리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여성관련 제도와 법률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진출로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어 여성주의적인 관점의 여성학과 관련된
논의가 확산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학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대두되며 회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중심의 인식이 새롭게 자
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그동안 단순히 여성신체의 곡선
미 등의 심미적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던 본인에게 여성을 그린다는 것
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점으로 다가왔다.
수세기 동안 우리 경험의 문화 기록은 남성 경험의 기록이었다.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묘사해왔던 것은 바로 남성적인 감수성이었으며 남성다움
의 경험이 인간존재의 은유를 이루어왔다. 고개지의 <사녀도>에서 신
윤복의 <미인도>에 이르기까지 남성 중심의 남성을 위한 미인화가 그려
져 왔으며, 타자가 아니라 주체로 인지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1970년
대 페미니즘 운동에 가서야 의식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3)

4)

5)

6)

여성과 사회 경성대학교 출판부
현대사회와 여성의 이해 문음사

3)
, 『
』,
, 2005, p. 103
4) 허혜경·박인숙, 『
』,
, 2005, p.
5) Thalia Gouma-Peterson, Patricia Mathews; 이수경 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p. 37
6) Whitney Chadwick, 『
,
,
_
』,
, 2006,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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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술 사회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사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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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여성으로서 여성인물화를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단순히 여성 신체의 부드러움
과 곡선미 등에 감화되어 시작한 인물화 작업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남성에 의하여 남성을 위해 그려졌던 여성인물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
인물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인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교하
며 알아볼 수 있었다. 본인은 이번 장에서 전통적인 동양 회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남성적 시각의 여성의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본인의 여성상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1절은 남성적 시각에서 바라본 수동적인 여성상에 관한 이야기로, 남성
적 시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대표적으로 남성적 관점이 여실히 투영
된 전통회화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여성 인물화의 시초
는 무엇이며 고대에 여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우선 중국 고개지의 회
화를 통해 여성 인물화의 원류에 관해 살펴본 뒤, 신윤복의 미인도를 예
로 들어 여성 인물화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오며 어떻게 표현되었
는지 설명하겠다. 또 일본에서는 여성인물화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
아보며 전통적 관점에서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바라본 수동적인 여성상
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2절에서는, 수동적 여성상이
아닌 여성인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보다 능동적인 여성적 시각에서의
여성상·미인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반영된다
는 측면에서 페미니즘 이론을 간과할 수 없는데 여성적 시각에 대한 논
의를 하며 현대 미술과 페미니즘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러한 여성적 시각의 여성상은 왜 본인이 여성 인물화를 그리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뿐 아니라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본인의 자아를 탐구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을 제시해 준다. 이는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자아표현
의 일환으로서의 여성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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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적 시각에서의 여성상

인류는 남성이며, 남성은 여성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
서 정의한다. 그리하여 미슐레(Michelet)는 여성을 ‘상대적 존재’라고 말
했고, 벤다(Benda)는 『라포르트 뒤렐(Rapport d'Uriel)』에서 더욱 정확
히 “남성의 육체는 여성의 육체를 떠나서도 의미가 있지만 여성의 육체
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남성은 여성 없이도 자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은 남성 없이는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
성은 남성이 명명(命名)한다. 그녀는 성(姓)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성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절대적인 성이다. 그녀는 남성에 따라서
정의되고 구분되지만, 남성은 여성에 따라서 정의되고 구분되지 않는다.
그녀는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이다. 남성은 주체며 절대자다. 그러나 여성
은 타인이다.
위와 같은 시몬 드 보부아르Simon de Beauvoir 의 말처럼 남성은 주체
이자 절대자로, 여성은 타인으로 여겨져 왔고 이것은 회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이번 절에서 남성적 관점에서의 여성상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전통적이라 함은 곧 남성에 의해 표현된 수동
적인 여성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구분 없이 회화 속 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남성화가에 의한 작품이 많았으며, 관람자를 남성으로 가
정하고 그린 남성을 위한 회화장르이기도 했다. 본인은 이러한 전통 회
화에 드러나는 여성 표현방법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으
로 접근하고자 한다.
7)

1)

남성적 시각에 대한 논의

7) Simone de Beauvoir, The Sexond Sex.(Jane English, ed, Sex Equality, Prentice-Hall, 1977,
pp. 72-73
)
,
』,
, 2006, p.282

에서 재인용 황필호 여성철학 개론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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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동양전통회화의 여성상은 모두 남성화가에 의해 남성관객
을 위한 회화였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수동적인 여성상이 중심이 되는
것은 동양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상황이 비슷했다.
작업실 모델을 직업적 필요에서 뿐 아니라 성적인 요구를 위해 지속적
으로 사용한 특정한 관행의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의 나체를 무제한적으
로 소유한다는 환상은 19세기 미술가에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현실이었
으며, 그 환상은 장 레옹 제롬의 <동방 노예 시장>(Oriental Slave
Market)과 같이 근동지방 혹은 고전적인 주제를 덜 근사하게 표현한 회
화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물론 세력 관계의 도상학적 재현은
남성 권위에 관한 추론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견해를 같이 한다.
제롬의 회화는 외견상 동방의 아름다운 전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일
지라도 근동에서와 같이 파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실제로 팔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암암리에 긍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에 성적인 관행은 성공적으로 이데올로기화 되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의 살롱에 빈번히 등장하면서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8)

도판 1〕장 레옹 제롬 <동방 노예 시장>, <로마 노예 시장>

〔

8) Linda Nochlin;

역, 『Women, Art, and Power 페미니즘 미술사』, 1997,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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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의 <로마 노예 시장>도 <동방 노예 시장>과 비슷한 관점을 공유
하고 있다. 경매에 세워진 소녀의 값을 흥정하고 있는 군중은 의심할 여
지없이 남성적이고 또한 이성애적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1910년대, 일제하의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서도 서양화
가 김관호를 예로 들 수 있다.
9)

도판 2〕김관호 <夕ぐれ해질녁>

〔

그의 명성은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夕ぐれ해질녁>이 1916년 가을에
열린 일본 관전인 문전 서양화부에서 1546점의 출품작품 가운데 11점의
특선작 중 하나로 뽑히자 더욱 높아졌다. 문전의 특선작인 <夕ぐれ해질
녁>는 근대 일본 서양화의 아카데미즘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한국
양화사에서는 초기 이식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기념비적 작품이면서 현존
하는 최초의 누드화로서도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그의 특선 사실을 크
게 보도한 1916년 10월 20일자『매일신보』에서는 “여인이 벌거벗은 그
림인고로 사진을 게재하지 못한다”며 서구 인체미술의 핵심인 누드화에
9) Korsmeyer, Carolyn;

역, 『페미니즘 미학 입문』, 2009,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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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인 인식도와 함께, 지금도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술과 외설의 갈등 국면을 최초로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 누드화의 목욕 모티프는 서양 회화사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
로,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교수들을 비롯해 백마회나 문부성미술전에서
많이 다루어지던 것이다. <夕ぐれ해질녁>은 근대 일본의 아카데믹한 서
양화풍의 특색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탁월한 기량과 함께 황혼 무렵의
나부가 표상하는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를 환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11)

2)

전통회화의 여성상

전통회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성 인물화를 통해 여성은 고대부터 어
떻게 그려졌으며, 그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중국과 한
국, 일본의 전통 인물화를 통해 살펴보겠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미인화는 중국의 동진시대 고개지 가
그린 <낙신부도 洛神賦圖>이다.
12)

낙신’의 얼굴은 통통하게 살진 기미가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아랫볼이 약간 볼
록하다. 눈은 가늘고 길며 조금 위로 치켜 올라간 듯 보이는데, 눈썹은 거의 수
평에 가깝다. 또 콧대는 죽 뻗어 있으며, 지나치게 조그맣게 입을 묘사하고 있
‘

10)
, 『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p. 102-104
11) 홍선표, 『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p. 104
12) 고개지(顧愷之 345~406), 자는 장강(長康), 소자(小字)는 호두(虎頭) 강소성(江蘇省) 진릉(晋
陵) 무석(武錫)사람, 아버지는 상서좌승(尙書左丞) 고열지(顧悅之). 대사마(大司馬)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으로 각지에 주재하다가 만년에 건강(健康)에 귀환하여 의희(義凞, 405-418) 초경
산기상시(散騎常侍)를 지냈다. 박학하고 재기가 있었으며 해학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려 재
절(才絶), 화절(畵絶), 치절(癡絶)의 3절(三絶)의 칭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림은 진(晋) 초의 위
협 (衛協)의 풍(風)을 배웠으며 특히 인물화에 뛰어났는데, 교묘한 필치와 예리한 관찰로 형체
의 특징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묘사했고 심기(心氣)와 신기(神氣)가 넘친다는 평을 들었다. 특
히 인물화와 인물화론에 대한 많은 일화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여사잠도권 (女史箴
圖券)>, <낙신부도권 (落神賦圖券)> 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이는 당송(唐宋) 무렵의 모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葛路갈로 저, 강관식 역,『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97,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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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도판 3〕고개지 <낙신부도 洛神賦圖> (부분)

〔

낙신부도>는 일종의 그림을 통해 원작 「낙신부」의 뜻과 내용을 보
충 설명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게다가 순수한 인물화도 아니다. 이에 비
하면 당대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린 초상화, 특히 미인화가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꼭 다루어야 할 작품이 바로 ‘사녀도’다. 이 사녀도는 ‘사녀
화士女畵’라고도 부르는데, 본래 귀부인들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녀’라는 명칭 자체는 당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말이 미인을 의미하
게 된 시기는 송대 이후부터다. 그러나 송대 이전에도 표현할 대상의 속
성에 따라 실제로 미인을 묘사한 사례는 많이 있다. 사녀화는 궁정생활
의 수요에 호응할 목적으로 태어난 회화였고, ‘사녀화’라는 명칭이 탄생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당대로 들어
오면서 비로소 사녀화는 회화의 한 양식으로 뿌리를 내렸고, 이에 따라
<

13)

장징; 이목 역,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p.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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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14)

도판 4〕주방 <휘선사녀도권揮扇士女圖卷> (부분),
<잠화사녀도권簪花士女圖卷> (부분)

〔

당대의 사녀화를 대표하는 화가의 한 사람으로 주방을 손꼽는다. 그가
그린 사녀화는 인물, 곧 대상의 외양만이 아니라 표정과 태도까지 여실
히 포착해내고 있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휘선사녀도권揮扇士女圖
卷>과 <잠화사녀도권簪花士女圖卷> 등 몇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록
작품의 수는 적지만, 모두 당대 사녀화의 풍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휘선사녀도권>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5등신 반의 풍만
한 체형을 취하고 있으며 목 부분은 거의 바로 어깨와 연결되거나 몸통
과 붙어 있어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얼굴은 보름달 형태를 띠어 둥실
둥실하여 성당시기의 양귀비와 같은 미인의 기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907년 당나라가 멸망하고 979년 송 왕조의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까지의
혼란기를 ‘오대십국’이라고 부른다. 오대의 사녀도를 이야기할 때, 중국
회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고굉중의 <한희재야연도> 를
먼저 거론해야 한다. 화가 고굉중은 남당의 황제인 이욱李煜의 명령을
15)

16)

14)
장징; 이목 역,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 208
15) 張競장징; 이목 역,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p. 208-210
16) 남당의 문인 한희재가 자주 벌였다던 환락적인 야간 연회의 풍광을 고굉중이 화폭으로 옮겨
놓은 작품이다. 張競장징; 이목 역,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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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당시 재상이던 한희재의, 더없이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생활상을 화
폭에 담았다.
17)

도판 5〕고굉중 <한희재야연도> (부분)

〔

한희재야연도>에는 당대의 회화나 조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살집 있
고 풍만한 신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도판 5〕의 악기를 다루는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은 모두 당대의 5등신이 아닌 균형 잡힌 모습을
신체를 지니고 있다. 얼굴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당대 이전의 가느다란
눈과 달리 눈이 조금 커졌고 눈과 코의 위치도 적절하다. 게다가 인물마
다 미세하게 표정과 생김새가 다른데 이것은 정확한 관찰을 통해 표현했
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한국에서도 회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인상에 반영된 미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의〔도판 6〕은 한국의 미인상이 삼
국시대의 풍만함에서 고려시대의 우아함, 조선시대의 요염함 순으로 시
대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벽
<

18)

17)
18)

장징; 이목 역,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 215

홍선표(洪善杓) 학술대회_‘한국인의 신체관 : 그 어제와 오늘’에서 발표한 ‘한국 미인화의 신
체 이미지’에서 “선녀와 궁녀 등이 묘사돼 있는 고분벽화와 불화 등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 미
에 대한 기준이 ‘후육미(厚肉美)’에서 ‘전아미(典雅美)’, 그리고 ‘염요미(艶妖美)’로 변해 왔다”며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 사이에 미인화가 확산되면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요염함이 기준이
됐다”고 했다. [출처] 한국미인 ＂풍만에서 요염으로＂기사입력 2003-12-03 15:44:00 기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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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는 시녀상이 그려져 있는데 통통한 볼과 턱, 목이 뚜렷이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풍만한 여성상에 대해 알 수 있고 고려시대의 불
화에는 불화 표현양식의 영향으로 선한 눈매와 둥글고 가는 눈썹이 우아
하다. 얼굴 형태와 목의 표현 역시 이전의 삼국시대 벽화와 다르게 섬세
하고 동세 역시 유려하다.

〔

도판 6〕고구려 안악 3호분 <시녀상> (부분), 고려 불화 <사녀상>
(부분), 신윤복 <월하정인> (부분)

조선시대로 가며 전체 회화작품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여성이 그려진
작품은 자료가 많지 않다. 여성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시의 유
교사상과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초상화 역시 남성
을 대상으로 하는, 사대부를 위한 회화장르였으며 여성을 그린 초상화는
두어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풍속화가로 일컬어지는 신
윤복의 <월하정인> 속 여성은 장옷으로 가리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
지만, 살짝 치켜 올라간 눈 끝과 작은 입술이 요염하고 야릇한데 이 역
시 조선 후기 사대부들 사이에 미인화의 확산으로 여성이 남성의 취향에
맞게 요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미인도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신윤복의 미인도〔도판 7〕는 두
껍고 기름진 느낌의 중국 사녀도나, 섬세하지만 공예적인 완벽함을 추구

검색시간 2013-11-01

2009-10-10 07:47:32 http://news.donga.com/3/all/20031203/8007106/1 (
23:11)

동아일보 유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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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본의 우키요에 와 달리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멋이 있다. 완벽한
표현보다 조금씩 회화적인 느낌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술성이 더욱 가미되
었고, 전체적인 비율이나 화면에서의 균형, 달항아리와 같은 치마폭의 표
현이 인상적이다. 큰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보다 작은 목소리로 설득력
있게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것처럼 본인 역시 <미
인도>에 등장하는 여인의 맑고 은은한 분위기와 꿈꾸는 것 같은 표정,
아련한 눈빛에 감화되었기에 신윤복의 작품이 미인도 가운데 최고로 꼽
히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의 작품 역시 기본적으로 남
성적 시각을 전제로 삼고 있다.
19)

도판 7〕신윤복 <미인도>, <미인도>(부분), 기타가와 우타마로
<상념에 빠진 사랑>

〔

우키요에( , 일본어: 浮世繪 (うきよえ))는, 일본의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에도 시대에 성
립된, 당대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등을 그려낸 풍속화의 형태를 말한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우키요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색상으로 찍힌 목판화인 니시키에(錦?)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육필화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초창기에는 인도 묵만이 사용되었으며, 나중
에 붓으로 색상을 덧입힌 형태였으나 18세기에 스즈키 하루노부가 비단에 여러 색상을 사용한
니시키에를 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키요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했던 이유
로 유복하지 않아 원화를 고가에 구입할 수 없었던 도회지의 서민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졌다.
우키요에는 처음에는 마을의 일상생활, 특히 유곽의 어여쁜 창부들, 스모 역사들과 유명한 가
부키 배우들의 초상화나 특별한 예술 공연 등의 모습이나 특정한 장면를 주제로 많이 담았으
며, 이후에 풍경화도 또한 널리 제작되게 되었다. 정치적인 주제 혹은 권력층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출처] 위키백과 검색시간 2013-11-01 10: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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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기생은 -혜원이 늘 화류계를 들락날락했지만-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을 옮겨 그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사람이란 본래 자기가 꼭 갖고 싶
은 걸 그립니다. 화가들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20)

인용문의 해석대로라면 수줍은 표정으로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는 이 여
인은 신윤복이 연모하던 일류기생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인도>의
미적 아름다움에 감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
을 그림으로 그려 놓아 흠모하고 간직한다는 것은, 소유하고 싶은 여인
을 그림의 대상으로 하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신
윤복은 동경하던 기생을 그림으로 옮겨 대리만족했을 것이다. 관람자에
의해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여성화라는 점에서 ‘남성적 응시’로 일컬어
지는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관점과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성의 우
열과 관계없이 남성적 시각에서의 여성 인물화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미인도로는 한국의 신윤복과 비견되는 우키요에 화가인 기타가
와 우타마로의 '상념에 빠진 사랑'〔도판 7〕이 대표적이다. 우키요에
미인화는 당시 에도 사람들에게는 연예인 브로마이드 같은 구실을 했다.
부자들은 미인의 모습을 육필화로 주문해서 소중히 여기며 감상했고, 서
민들은 다투어 판화를 구입했다. 대부분의 우키요에 미인화는 에도시
대 요시와라 유곽의 기녀들을 표현한 그림이다.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
은 유곽에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판매대상으로 삼아 대량생산
이 가능했고 서민들은 저렴한 우키요에 판화로 선망하는 여인들을 보며
대리만족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은 유곽에
출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대신하여 유곽의 아름다운 기녀들을 우키요에로
감상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작품의 품격을 떠나 의도 자체가 남성 중심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우키요에 미인도는 당시 미인의 얼굴을 양식
21)

22)

20)
, 『한국의 미 특강』, 솔, 2003, pp. 207-208
21) 이연식,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 우키요에를 따라 일본 에도 시대를 거닐다 』, 아트북
스, 2009 p. 78-79
22) 이연식,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 우키요에를 따라 일본 에도 시대를 거닐다 』, 아트북
스, 200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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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간결하고 정형화해서 그려낸 반면 의상은 이와 대조적으로 섬세
하고 화려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여성적 시각에서의 여성상

최근의 20대 젊은 여성들은 바싹 마른 모델을 동경하며 하루가 멀다 하
고 밥을 굶으며 다이어트를 하고, 일부 중년의 여성들도 시술을 통해 팽
팽해진 피부로 한 살이라도 젊어보이고자 하며 어린 꼬마 아가씨들은 동
화 속 공주님 이야기로 눈을 반짝인다. 본인 역시 지난 시절의 일기장을
살펴보면, 다이어트에 열중한 흔적이나 패션 등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여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기록이 빼곡하
게 담겨있다. 시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
고 갈망한다. 그런데 본인은 이러한 미에 대한 여성들의 갈망이 과연 남
성을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전후戰後 페미니즘의 경전이라 불리는 시몬 드 보부아르Simon de
Beauvoir 의 <제 2의 성The Second Sex> 제 2권의 제 2장은 거의 전
체가 유행과 화장품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부아르는 이 두 가지를
여성 억압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에게 있어서 화장
과 몸치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
다.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소유
하기 위한 작업이다. 가사를 돌봄으로써 가정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그런 행위를 통해 여성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
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보부아르는 여성 억압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라고 역설하고 있다.
과연 여성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과연 남성위주의 시각을 시초
로 삼아 발생하는 것일까? 본인은 여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이라
23)

23) Arthur Marwick

마윅; 채은진 역,『미모의 역사』, 말·글빛냄, 2009,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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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정신적 가치들을 물리적 대상 위에 체현하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치들을 인간의 물리적 신체 위에 체현하는 외모 꾸미기 역시 주요한
미적 의미와 함의를 지닌다는 사실을 예술가들은 일찍부터 인식했다. 신
체 위에 체현된 가치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다각적인 체현
행위들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는 또
다른 미적 실험의 장소가 되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옷차
림이나 외모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화장 역시 마찬
가지로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일환이다. 당시 본인의 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름다움에 대한 본인의 열망은 특히 외모를 꾸미는 ‘여성’, 즉
본인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 이성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와는 거
리가 멀다. 스스로의 만족과 자신감을 위한 아름다움의 추구인 셈이다.
이는 최근 본인의 작품과도 연계가 되어 나타나게 되며 지금까지도 여성
인물화를 그리고 있다.
본인은 작업을 진행해 나가며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여성적 시각에서의 이상
적 여성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남성을 위한 미인도가
아닌 여성을 위한 여성을 그리고자 한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작품설명
에 앞서 여성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적 시각에 대한 논의를 다루도록
하겠다.
24)

1)

여성적 시각에 대한 논의

여성적 시각은 여성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본인은, 본인이 여성이기 때
문에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여성문화
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으로서의 감수성과 미감을 얘기할 수 있겠다. 단
순히 꽃 그림과 같은 예쁜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닌 여성적인 섬세함으
24)

김주현,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책세상, 20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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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하고 사고해서 표현한 그림은, 여성에 의한 여성적 정서가 담겨
있고 본인의 자아를 파악하고 탐구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본인의
작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문헌에서 드러나는 여성적 시각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논의하겠다.
여성문화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문화이다. 여성의 문화는 여성의 삶의
지침으로서든 혹은 퇴적물로서든 여성의 역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
화는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내면세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치며, 인간은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성에 대해 갖는 특별한 태도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동
시에 문화를 형성한다. 여성문화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정복보다는 포용,
이분법적이기보다는 다원적인 사고 원래, 상하의 수직적 위계이기 보다
는 수평적 연계의 원리를 지닌다는 점이다.
최근 심리학, 문학, 미술, 음악, 사회학 그리고 교육학 전반의 연구는 여
성이 어떤 이유로든지 현실을 남성과는 다르게 지각하며 그래서 인간 경
험에 대해 다른 기대와 반응들을 보임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여성적 감수성의 근원 및 본질과 관련하여 공식화되었다. 여성적 감수성
이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사회적 구성물인가?
스스로 페미니즘 생태 비평bio-criticism이라고 명명하며 철저하고 균형
잡힌 연구를 보여준 엘레인 쇼왈터Elain Showalter는 ‘생물학적 이미지’
에 관한 연구가 “효율적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언어학적, 사회적,
문학적 구조들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육체에 관한 표현은 있을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가 상정한 이상적 모델은 “여성의 육체, 언어 그
리고 정신에 대한 생각들과 결합해있지만 그것들이 나오게 된 사회적 맥
락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여성문화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많은
미술가들과 미술 비평가들은 여성의 감수성이란 총체적으로 구성된 것이
라고 생각한다.
여성에 의한 여성적 감수성과 이미지를 이야기하며 페미니즘의 영향을
25)

26)

현대사회와 여성의 이해 문음사

25)
·박인숙, 『
』,
, 2005, p. 336
26) Thalia Gouma-Peterson, Patricia Mathews; 이수경 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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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의 초기 10년간의 가장 뜨거운 논
쟁들 가운데 하나는 현대미술 속에서의 여성의 감수성과 그 미적 표현의
가능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글로리아 오렌스타인Gloria F Orenstein은 이
를 ‘중추적인 이론적 쟁점’으로 간주했다. 오렌스타인은 여성적 감수성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적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많은
여성들에게 미술에서의 새로운 해방적인 경향’을 낳았다고 시사하면서
여성의 신체 이미지들과 보편적으로 여성이 갖는 경험 그리고 그것들을
접하는 새로운 여성 관객들에 대한 자의식적 탐구를 강조했다.
오늘날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특수한 여성적 감수성보다는 재현 그리고
젠더의 차이에 관한 물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여성
의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시각과 입장을 참고하고 견지
하고 있을 뿐,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여성을 심미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작품을 제작할 때, 페미니스트의 흐름인
젠더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여성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흔히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주로 문화적으로-후천적으로-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
렛 미드Margaret Mead의『성과 기질』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성을 수동
적이며 유연하며 서정적이며 사랑스러우며 감수성이 예민해야 하며, 남
성은 거칠고 경쟁적이며 용감하며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
려야 한다. 물론 여성이 공격적으로 되어야 하고 남성이 수동적으로 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남성적’, ‘여성적’이라 부르는 특질은, 남
성과 여성이 문화적인 관념에 의해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앞
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차이(후천적인
27)

28)

29)

27) Thalia Gouma-Peterson, Patricia Mathews;
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p.36
28) Thalia Gouma-Peterson, Patricia Mathews; 이수경 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p. 43
29)
,
,
,
.
“
”
. (
,
『
』,
, 2006, p. 245)

그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온순하고 유순하고 고분고분한 아라패쉬족 남성과 여성이 모두
거칠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문두구모족 지배적이며 개인적인 여성과 감정적이며 의존적인 남
성으로 구성된 참블리족을 보고하면서 우리들이 생리적 및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의 차
이는 문화적인 훈련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확증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
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키워질 뿐 이라는 보부아르의 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황필호
여성철학 개론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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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로 인해 회화의 역사에서 여성이 남성의 시각적 관조물로 대상화된
것이다.
또한 현재 여성 미술가들 사이에서 이후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페미니즘 운동의 많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다.(여성
을 향한 폭력과 교육 내용의 차별, 고용 문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
이 여전히 일상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미술가들이 실
천하고 있는 현대미술은 복잡한 전략과 실천의 형성을 드러내 주는 바,
이를 통해서 그들은 미술사의 배제와 이론적 지식의 팽창, 그리고 진행
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서고 있다.
본인은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가 예로 든 아라패쉬Arapesh족이나
참블리Chamblee족처럼,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라고 규정한 여러 속성들의
틀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인 뿐 만 아니라, ‘여자는 여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길러지는 것’이라는 보부아르의 말처
럼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본인은 이
러한 맥락에서 여성을 그리며, 그동안의 전통적인 회화의 수동적 여성상
이 아닌, 스스로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능동적 현대여
성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페미니즘 작품과 예술 개념의 변화에
대해 참고 작품과 함께 알아보겠다.
30)

2)

여성상의 개념 변화와 페미니즘 작품

예술의 전통, 방법, 양식에 대한 도전은 예술사의 일부이다. 다다주의자
가 전통적인 예술 가치를 전복시킨 것은 Marcel Duchamp뒤샹이
“readymade기성품"이라 불렀던 것을 전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고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작품인 <Fountain샘>이라는 소변기는 욕실용품 판매점
에서 구입된 것이었다. 단순히 반예술로 만들어진 대상은 전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힘은 개인의 의도를
30) Whitney Chadwick,
519-520

여성, 미술, 사회_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사』, 200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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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의 수로 이겨버리며, 그래서 애초에는 기성 예술체제에 도전하고 그
것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당혹스럽게 하려고 만들어졌던 수많은 퍼포먼스
와 대상들도 점차 예술과 비평의 연보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예술 개념
속 어딘가에 자리를 요구한다. 더욱이 이 운동들은 페미니즘 예술의 이
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
이 비판이나 거부를 필요로 하는 문화적 실천의 요소들을 진단하는 한에
서 그들은 반예술이라는 의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시각 및 이제까지 “남성적 응시”로 알려져 왔
던 것에 대한 분석이 타인을 바라보는 능력이 성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의
표시라고 가정하며, 여성에게는 ‘보여지는’ 수동적 지위가 할당되는 반면
에 남성은 보는 능동적 주체가 된다. 관람자 혹은 예술의 소비자로서
여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시각 예술에서 여성은 ‘욕망을 지닌 남성의 시
선을 위한 사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
에 의문을 갖거나 주목하도록 만드는 여성은 조소를 받게 되고, 그녀는
고급문화의 세련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술을 “너무 보이는 그대
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으로, 결국 미학적 담론에 반응할 능력이 없는 자
로 평가된다. 이것은 물론 남성의 힘과 종종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가
부장적 태도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세계 안에서 주장되
는 것이다. 유토피아,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지배와 종속의 어떤 암시
도 없이 다양한 자세와 위치를 지닌 옷을 입은 모습이나 나체의 모습으
로 동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세력 구조의 세계, 즉 완전하고 무의식적인
평등의 세계에서는 여성의 누드라는 것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로라 멀비(Laura Mulvey)가 자주 거론되는 자신의 기사 “시각적 쾌락과
서술적 영화”(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에서 지적하였듯이,
여성 관객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남성의 자리를 차
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성이 창조한 유혹적인 수동성의 위치, 메조
31)

32)

31) Korsmeyer, Carolyn;
역, 『페미니즘 미학 입문』, 경성대학교출판부, 2009, p.
205-207
32) Laura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autumn ,1975, [
,“
”,『
Ⅰ』,
,
]:6-18 (Korsmeyer,
Carolyn;
, 『
』,
, 2009, p. 107

쾌락과 서사영화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회두 윤난지 역 눈빛
신혜경 역 페미니즘 미학 입문 경성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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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멀비 시각적

키즘의 문제성 있는 쾌락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점에까지 가는 무력의 상
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앞의 Ⅱ장의 이야기는 본인이 ‘왜 여성을 그리는가.’에 대한 담론이다.
과거 남성화가에 의해 남성적 시각으로 표현된 여성상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작품을 통해 설명했으며 본인이 여성임을 자각하고 여성을 그리게
된 이론적 배경과 페미니즘의 입장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
음 Ⅲ장에서는 ‘자아표현을 통한 여성 인물화 연구’라는 주제 하에 자아
표현이 본인의 여성 인물화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표현으로서의 물화의 개념과 더불어 설명하겠다. 더불어 기본
바탕이 되는 인물의 표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33) Linda Nochlin;
46-47

역, 『Women, Art, and Power 페미니즘 미술사』, 예경, 1997,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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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성 인물화에 투영된 자아표현

소통과 자기홍보가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
로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된다.
다양해진 옷차림이나 화장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부터 본인 스
스로에 대해 글을 쓸 수도, 그림도 그릴 수도 있다. 사진을 찍어서 본인
만의 추억과 시각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과 만나 근황을 전하는
등의 대화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표현이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blog나 SNS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사진을 올려 사람들과 공
유하곤 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자연스럽게 표출
되고 이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것은
사회화된 동물인 인간의 본능으로 타인이 본인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길
기대하는 욕구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이토록 방법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다변화되어가는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한, 표현 방법은 무궁무진하
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소설 '향수' 를 보면, 주인공 그루누이는 냄새도 없고 전혀 자신을 드
러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자신을 담아내는 것이 한 가
지 있는데 바로 향수이다. 오직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홀리는 향을 만드
는 것에 본인의 모든 것을 바친다. 곧 향수가 주인공 그루누이 그 자체
이고 마지막으로 제조한 향수는 향수에의 열정이 가득한 그의 삶의 결정
체이다. 소설이긴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던 그루누이도
스스로의 의도와 관계없이 향수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
34)

강명순 역, 향수』, 열린책들, 2007 ;독일 작가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
설책으로 모든 냄새를 구별하고 자유자재로 다루는 재능을 지녔으나 정작 자신은 아무런 냄새
도 가지지 못한 주인공인 그루누이와 시체로 발견된 스물다섯 명의 소녀가 엮인, 온갖 악취로
가득 찬 파리에서 최고의 향기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이다.

34) Patrick Susk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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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현대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조물을 자식처럼, 분신처럼 여기며 아무리 내성적인 예술가라 할지라
도 창조물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표현한다. 그루누이가 향수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듯이 본인도 회화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하고 표현하고
자 했다.
Ⅱ장에서는 과거 남성주의 시각에서의 여성상과, 자아표현의 일환이자
여성적 시각에서의 본인의 작품을 소개했으며 본인이 여성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장에서는 앞 장의 ‘여성 주체적인 여성상’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본인의 자아표현을 주제로 삼아, 객관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객관적인 표현은 곧 사실
적인 여성표현이라는 말로 치환되는데, 군상 인물화와 자화상을 통해 사
실적인 여성상에 대해 동양회화에서의 인물표현과 함께 살펴보았다. 2절
에서는 주관적인 표현, 즉 물화적 여성상에 관한 논의로서 대상과 물화
되는 여성상이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
명하도록 하겠다.
1.

능동적 여성의 표현

능동적 여성을 표현하기에 앞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본인은 모든 상황에서 미적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작업을 하면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예를 들어 그릇
에 음식을 예쁘게 담는 등의 사소한 모든 일상 상황까지 ‘보기 좋은’ 것
을 선호한다.
보통 사람들은 멋진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미학적 감성이 생
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다른 모든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
다. 꽃 한 송이에서, 혹은 알프스 산의 해가 지는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연극의 한 부분에서, 아니면 음악의 한 소절에서 아름
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내면적 아름다움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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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거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경험에는 가족끼리 닮는 것처럼 서로 유사한 모습이 있다. 객관화할 수
는 없지만 어떤 때는 분명하게, 또 더러는 비밀스러운 조화를 감지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 미학적 경험도 이와 유사하다. 어디서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유한 미학적 관습이 되어 버린, 친숙
하고 확실한 경험에만 안주하는 사람도 있다. 미학적 범위가 제한적인
사람은 제한된 세계와 성격을 갖게 된다. 그는 균형을 잃는 것을 두려워
하고 새로움을 무서워해서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는 엄격하고 완
강한 구조와 지루하고 현학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폭넓은 미
학적 범위를 가진 사람은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다. 그는 원하는 만큼 감
동받고, 새로운 사고와 시각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배우고자 하는 가능성
으로 충만하다. 그는 한없이 풍부한 세계에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
한 선입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아름다움은 박물관 같은 특정한 장
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눈과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움과 우리의 관계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것이 된다.
이렇듯 본인은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본인이 느끼는 미적 경험이나 사소한 내용들은 몇 년 전부터 꾸준
히 작성해온 일기장에 기록하여 잊어버리지 않으려 한다. P.Ferruci의 책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일기 쓰기를 통해 미학적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미
학적 감성을 촉진시키고, ‘미학적 토대’, 즉 현재 가능하고 또 앞으로 가
능해질 아름다움의 경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내부의 공간을 창조한
다. 본인은 위의 인용문의 내용처럼 내면을 돌아보고 진실해지는 방법
으로 일기를 수단으로, 8년째 기록해 오고 있다. 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
해 본인이 어떤 것에 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35)

36)

35) Piero Ferruci;
역, 『Body and the Soul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9, p. 47-49
36) Piero Ferruci; 윤소영 역, 『Body and the Soul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9, 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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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아름다움, 특히 신체적인 미적 감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본인은
여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러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일 때도 있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느껴
지는 분위기일 때도 있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 아름다움은 높은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제도나 이데올로기, 경
제 및 사회 체제에 비하면 아름다움은 비교적 일관적이며 비교적 보편적
이다.(우아함과 고상한 취미는 확실히 훌륭한 속성이지만 신체적인 아름
다움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유행이나 화장품 사용이 자연적인 아름다
움과 구별되어야 하고, 여성잡지의 아름다움이 타고난 자질과 구별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장징張競이 언급한대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미인
의 모습을 묘사하는 어휘는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었다. 이를테면 미
인을 묘사할 때 흔히 말하는 ‘샛별 같은 눈동자, 앵두 같은 입술’ 등의
표현이 그렇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성의 신체적인 아름다움, 여성 신체의 감각적인 곡
선미 이외에도 앞서 얘기했듯 본인은 자신감의 유무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초라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본인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여성상
의 특징이 곧, 본인 작품의 회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본인의 작업
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인은 우선 자신감이 흐르는 도도한 여성이
아름답다. 예뻐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상보다 조금 덜 예쁘더라도
관능적이고 당당한 여성이 본인에게는 훨씬 매혹적으로 느껴지고, 이러
한 여성상은, 여성의 이목구비나 신체의 곡선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본인
회화의 주된 표현 요소가 된다.
본인은 이를 Sylvia Sleigh실비아 슬레이의 <터키탕>과 같이 역사화의
남녀를 바꾸어 그림으로써, 노골적이며 의도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단
지 여성을 그리는 본인의 입장은, 여성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수동적 위
치가 아닌 ‘보여주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의의를 지닌다. 【작품 1-7】은
37)

38)

37) Arthur Marwick;
역,『미모의 역사』, 말·글빛냄, 2009, p. 312
38) 이연식,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 우키요에를 따라 일본 에도 시대를 거닐다 』, 아트북
스, 2009,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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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위한 시각적 즐거움이 아닌, 여성으로서 자아의 표출과 자존감의
향상을 목적으로 현대적 미인상을 표현했다. 이는 남성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보다 스스로의 만족과 미적 즐거움을 위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
성인 동시에, 여성의 시각으로 본 좀 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미인상이
다. 남성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본 수동적 미인이 아닌 것이다.

도판 8〕【작품 1】 (부분),【작품 2】 (부분),【작품 3】
(부분),【작품 4】 (부분),【작품 5】(부분)

〔

그렇다면 관능적이되, 자신감의 표출이 느껴지는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본인은 우선 시선처리를 활용
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미인상을 표현했다. 특히〔도판 8〕의 여성들은
화면에 홀로 등장하여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 【작품 2】,【작품
3】의 여성은 다소 유혹적인 포즈로 흘겨보듯 관람자를 응시한다. 이제
까지의 관능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시선을 돌리고 다소 수줍은 듯, 부
끄러워하는 전통회화의 수동적 초상화가 아닌 관람자를 응시하며 관객에
게 먼저 말을 거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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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작품 6】,【작품 7】(부분)

〔

작품 6】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인도 모두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으
며, 【작품 7】의 중심이자 주제부분이 되는 여성은 관람객을 바라보도
록 설정했다. 【작품 6】은 호피무늬가 살짝 드러나는 포장지 같은 천에
둘러싸인 여성 일곱 명을 그린 작품으로, 여성은 모두 한 송이의 꽃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 모두 비슷한 미의 기준으로 비슷한
눈, 코, 입을 지니고 있는 현대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뚫어질 듯 바라
보는 여인들은 본인의 이상을 담았지만 가운데의 시선을 피하는 여인은
아직 과거의 여성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의 본인을 상징하는 여성이
기도 하다. 시선과 더불어 포장지 역할을 하는 호피무늬 천은 자신감을
의미하는데 3절의 ‘표범과 여성의 물화’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작품 7】은 서포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덟 선녀는, 8명의 현대적인 차림새와 머리 모양의 미
인으로 표현했고 수도승인 성진의 역할은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객으로
설정했다. 소설에서는 수행중인 성진을 유혹하는 여덟 선녀와 매혹적인
선녀들과 함께 한 죄로 벌을 받게 되는 성진의 이야기가 큰 줄거리이다.
본인은 이를 이용하여 선녀들이 성진을 설레게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관람객을 유혹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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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여성을 표현했다.
화장한 것 같은 붉은 입술도 능동적인 여성 표현의 일환이다. 【작품
21】, 【작품 22】, 【작품 23】은 유달리 입술이 붉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쁘게만 그리려 했다기보다 진하고 붉은 립스틱을 발라, 외모를
가꾸고 치장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시몬 드 보부아르
Simon de Beauvoir의 의견과 일치하며, 여성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
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은 【작품 10】,【작품 13】,【작품 22】에서 누드 자화상도 활용하
고 있다. 남성 화가가 그린 본인의 누드가 아닌 스스로의 누드 자화상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자기 표출을 의도했다.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은
누드화와 남성, 여성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는데, 이 또한 남
성적 관점의 여성상에 해당한다. 본인은 여자 모델을 누드로 표현하여물론 본인은 의도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시도라기보다 자아 표출이라는 목
적을 지닌 남성 화가의 누드화에 가깝다-주체적인 여성의 표현이 가능
하다.
노출, 또는 자아 표출은 확실히 누드 자화상 또는 부분 누드 자화상과
같은 초상화의 보다 특수한 하위 영역 안에 감춰져 있는 주된 동기들이
다. 매저키즘, 반항 그리고 자기비하라는 요소는 남성 화가가 “심정을 토
로한다”(bear his breast)는 의미를 지니는 듯이 보이며, 관람자에게 있
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성 화가의 경우에는, 누드 자화상이 함
축하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우리의 문화에서 자화상의 주인공은 곧잘
남성으로 기대되지만, 그가 나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인
경우에 우리의 예상은 정반대가 된다. 우리는 여자 모델이 누드라는 확
신을 하지만, 그 그림이 그녀의 자화상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자아표출을 의도한 본인의 누드 자화상은,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여성상의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과 같이, 본인 작품에서 능동적
여성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욕구로 삼고 있
다. 이는 곧 본인의 이상과 바람이 투영된 이상적 자화상이기도 하다. 다
39)

39) Linda Nochlin;

역, 『Women, Art, and Power 페미니즘 미술사』, 1997,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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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절에서는 주관적인 이상적 자아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실적이고 객관
화된 본인의 모습에 대해 탐구해 보겠다.
2.

사실적 여성 표현

절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기저로 하여 좀 더 객관적인 현재
자아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실적이란 미술사적 리얼리
즘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인 인물을 이야기 하
는데 이는 자화상 등, 자아표현의 수단으로써 활용되며 또한 다음 절의
이상적, 주관적인 물화적 여성표현을 위한 밑거름작업이 된다. 이번 절에
서는 사실적 여성표현의 일환인 '군상의 표현'과 '자화상의 표현'에 대
해 살펴보겠다.
군상과 자화상의 설명에 앞서, 사실적 여성 표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
는지 먼저 알아보겠다. 인물화 작품 중, 본인의 작업에 사용된 인물모델
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본인이 직접 표현의 대상이 되거나,
본인 주변의 인물을 대상으로 그린 ‘실존적인 여성’과 잡지나 매체의 불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상화하여 표현한 ‘불특정·이상적 여성’인데 본
인은 이 두 가지의 인물모델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관적 여인
상을 내포하는 물화적 여성표현은 실존적 여성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범주, 즉 사실적
여성 표현에 해당하는 군상과 자화상의 경우는 실존하는 여성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1

1)

군상의 표현

인물을 표현할 때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지 않는 한, 이목구비
의 비율이나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굉장히 어색해 보인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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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완벽 대칭을 이룬다면 그 또한 사람답지 않고 어딘지 인위적이고
어색하다. 얼굴의 이목구비 뿐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의 비율과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예민한 인물화는 예부터 동양회화에서 그리기 어
려운 분야로 분류되었는데 앞서 전신(傳神)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고개
지(顧愷之, 345-406)역시 그의 화론에서 인물의 인격과 정신까지 화폭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무릇 그림은 사람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산수이며 그 다음이 개와 말이다.
망루와 누각은 일정한 기물일 뿐으로서 그리기는 어렵지만 보고 좋아하기는 쉬
운데 천상묘득(遷想妙得)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0)

41)

고개지는 천상묘득의 난이로 회화에서의 소재표현의 난이를 구분하였
다. 위와 같이 생활을 체험하는 방법은 인물을 관찰하는 데 적용될 뿐
만 아니라 자연 풍경과 동물들을 관찰하는 데도 적용된다. 인물은 단순
히 외형을 닮게 그리는 것 외에 사상과 감정, 성정까지 담아내는 복잡,
미묘한 소재이기 때문에 관찰하고 체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
치이다. 전신의 입장에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우선 휴식을
취하는 본인의 어머니를 그린 【작품 8】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가까
이에서 본인의 커다란 지지대가 되어주시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잠을 자는 듯 여유로운 포즈와 그림 전반의 분위기를 통
해 포근하고 넉넉한 여유가 있는 여성상을 표현했다. 편안한 자세와 의
복으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 본인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언제나 포
근하고 편안한 고향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었다. 사전에
서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는 용어 외에, 사랑으로써 뒷
42)

그 생각을 옮겨 묘한 이치를 얻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묘사할 대상을 관
찰하고 연구해 대상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을 옮
기는 것( )’이다. 그리고 화가는 대상의 정신적 특징을 점차 이해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이를
분석하고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적 구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묘를 얻는 것(妙
得)’이다. 천상묘득은 사유활동을 형상화하는 과정이다.(葛路;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0, p.83)
41) 顧愷之,『魏晋勝流畵讚』, 凡畫, 人最難, 次山水, 次狗馬, 臺 一定器耳, 難成而易好, 不待遷相妙
得也 [此以巧歷, 不能差其品也 (葛路;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0, p. 89)
42) 葛路;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0, p. 8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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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지하여 주고 걱정하여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동시에,
무엇이 배태되어 생겨나게 된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과도 같은 곳이다’ 혹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는 말과 같이, 본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허물
과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함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
는 편안하고 푸근한 마음의 안식처이다. 【작품 8】은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 본인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시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보았
던 작업이다. 본인은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의 본인 어머니의 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하고 싶었고, 여기서 본인은 어머니를 표현할 때 고개지
가 말한 생활을 반영하는 이형사신에서 소식으로 이어지는 전신傳神론을
참고할 수 있다. 소식은 그의 저서 전신기傳神記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
다.
그 사람의 천연함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여러 사람 속에서 그 행동거지를 은
밀히 관찰해야 하는 법이다. 중략.. 사람이 용모를 단정히 하고 꼿꼿이 앉아 있
으니 어찌 다시 그 천연함을 볼 수 있겠는가?
43)

사람의 천연함”이란 사람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표정인데, 화가가 이
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은밀히 관찰
해야만 한다. 본인은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모습과 일부러 미화하지 않
은 사실적인 형상의 묘사로 전신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본인
의 자화상에도 적용되고, 여타의 여성인물화까지 마찬가지이다. 앞서 설
명한 아름다운 여성상의 표현에서도, 이당 김은호 화백의 <논개초상>이
나, <춘향초상>처럼 예쁘지만 정신이 빠진 그림을 그리고자 하지 않았
다. 본인은【작품 1】과 같이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관람자를 바라보
“

44)

45)

43)
, 『蘇東坡全集』, 卷 12, 「傳神記」, 〔傳神與相一道〕, 欲得其人之天, 法當於衆中陰察
之. 今乃使人具衣冠座, 注視一物, 彼方①歛容自持, 復見其天乎? ※저자는 ①의 方을 생략하였으
나 上記本을 따른다. 葛路;
, 『
』,
, 2010, p. 248
44) 葛路;
, 『
』,
, 2010, p. 248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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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의 모습은 현대여성의 격상한 사회적 위치와 당당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작품 11】을 보면
본인은 평소에 일부러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눈이 반쯤 감겨 있어 주변
에서 졸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눈이 풀린 채, 멍한 표정의, 미화
해 그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또한 당시 인
간관계와 이성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의【작품 9】는 본인의 얼굴 표
정에서 쓸쓸함과 슬픔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얼굴의 각도와 눈빛의 묘사에
치중하여 사실적 형상을 통한 전신의 표현에 주력했다.

도판 10〕【작품 8】(부분),【작품 11】(부분),【작품 1】(부분),【작품
9】(부분)

〔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 본인은 눈과 입술의 묘사, 특히 눈의 깊이 있는
표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전신(傳神)을 강조한 고개지 역시 그의 화론에
서 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사람을 그리는 데
어떤 때는 몇 년 동안이나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46)

사지가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은 본래 묘처(妙處)와 무관하니, 정신을 전하여
인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아도(阿道) 가운데 있다 (아도란 당시의 방언으로
47)

45)
,『한국의 미 특강』, 솔, 2003, p.195
46) 葛路;
,『
』,
, 1997, p. 82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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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라는 뜻인데 눈동자를 가리킨다)
손으로 5현(弦)을 타는 것은 그리기 쉽지만 돌아가는 기러기를 눈으로 보내는
것은 그리기 어렵다.
48)

이는 사람의 팔과 다리의 미추(美醜)는 고개지가 강조한 전신과 큰 관
계가 없고 전신의 요체는 바로 눈동자에 있다는 것이고, 악곡을 연주하
는 동작이나 자세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날아가는 기
러기를 눈빛으로 멀리 바라보는 것을 그림으로써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
는 것에 비해 쉽다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은 ‘사람의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라는 안과의사 사이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는 뼈 있는 우
스갯소리도 전해 들었는데 그만큼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눈을 통해서 얻는 시각정보는 다른 어떤 신체 감각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가장 멀
리까지 인식할 수 있다. 사유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언어에서도 “생각해
봐” 내지는 “나 그거 다 알아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보는 게
곧 아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는 보는 행위가 인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눈동자는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는데, 갈로(葛路)에 의하면 일반적
으로 눈동자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움직임을 가장 선명하게 반영한
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정신적 특징은 오히려 얼굴의 다른 부위
에 더 잘 나타나니, 눈에는 정신이 있고 입에는 감정이 있다는 속담처럼
입도 전신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49)

장언원 역대명화기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갈로 저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47)
,
』, 卷 5, 「晋」, 顧愷之 : [畫人嘗數年不點目晴, 人問其故, 答曰,] 四體, 本
無關於妙處, 傳神寫照, 正在之中. (葛路;
,『
』,
, 1997, p. 82)
48) 葛路
,
,『
』,
, 1997, p. 82
49) 葛路;
,『
』,
, 1997,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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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11〕【작품 1】,【작품 2】,【작품 4】,【작품 12】,【작품
19】,【작품 21】,【작품 22】,【작품 23】(부분)

본인의 작품에서도 눈과 입은 중요하다. 명모유반明眸流盼, 주순호치朱
脣皓齒처럼 눈에는 맑은 느낌과 함께 깊이를 표현하고자 노력했으며, 입
술을 표현할 때는 꽃잎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물들이듯 정성껏 표현했다.

〔

도판 12〕【작품 1】,【작품 2】,【작품 4】,【작품 12】,【작품
19】,【작품 21】,【작품 22】,【작품 23】(부분)

화폭에 대상을 어떻게 그려 넣을 것인가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
혁(謝赫, 500년경-535년경 활동) 은 『고화품록 古畫品錄』 에서 다섯
50)

51)

사혁( , 500년경-535년경 활동) 정확한 생졸년과 출신지 및 경력은 미상이다. 그는 인물을
잘 그렸으며 특히 얼굴을 그리는 데 뛰어났다. 인물을 그릴 때 그 사람을 마주 대하고 그리는
일이 없었는데, 한 번 보기만 하고 집에 돌아와 그려도 터럭만큼의 틀림이 없었다고 한다. 그
러나 기운정령(氣韻精靈)에 있어서는 생동(生動)의 치(致)를 다 궁구하지 못했으며, 필선은 섬
약하여 장아(壯雅)한 느낌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화가로보다 오히려 화론가로 더욱 유명한데,
화육법(畫六法)을 제시한 고화품록(古畫品錄)은 중국고대화론 중에서도 인구에 가장 많이 회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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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경영위치經營位置’ 를 언급하는데, 본인의 작품에서 인물의 배
치는 곧 경영위치, 구도의 설계이다. 고개지 역시 구도문제를 논하면서
“실제로 마주 대하여 보고 교묘하게 마름질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화면에 그리는 형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 재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작은 소품
을 제외한 본인의 작품은 크게 인물이 홀로 등장하는 작품과 인물군상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물군상에서의 배치를 살펴보면 그려진 형
상이 크게 한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다. 한 작품 속에 인물이 몇 명 등장
하건 관계없이 한 덩어리로 모아서 뭉쳐 그렸고 그 뭉쳐진 형상 안에서,
농담이라든가 선의 변화 등의 조형적 재미와 변화를 시도하여 빽빽하게
모이는 느낌을 주었다. 나머지는 모두 여백으로 처리해서, 밀집되는 부분
과 분산되어 탁 트인 부분이 같은 화면에 공존하도록 했는데 그로 인해
화면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여유롭게 느껴지도록 의도했다.
52)

53)

2)

자화상의 표현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자서전적인 그림이다. 단순히 자신
의 얼굴을 그렸다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내면의식을 드러내 보
이는 그림이 바로 자화상인데, 이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듯이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의식에서 시
작한다. 우선 본인이 직접 작품의 모델이 된 그림은【작품 9】,【작품
54)

되는 명저

이다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사혁이 법을 제시한 것은 미술이론의
새로운 공헌이고 전대의 미술이론을 훌륭하게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전대 화가들의 실
천경험을 총괄한 것인데 특히 고개지의 이론은 사혁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와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혁은 이론적으로 회화창작과 비평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여섯 가지로
개괄했고 이 법을 기준으로 그림의 우열을 평하였다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
진사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
)
. (葛路;
,『
』,
, 1997, p. 91)
51) 謝赫, 『古畫品錄』, 「古畫品錄序」, 六法者河? 一氣韻生動是也, 二骨法用筆是也, 三應物象形
是也, 四隨類賦彩是也, 五經營位置是也, 六傳移模寫是也.
6
,
.
,
6
.
6
. (葛路;
,『
』,
, 1997, p. 92)
52) 葛路;
,『
』,
, 1997, p. 97
53) 葛路;
,『
』,
, 1997, p. 97
54) 문동수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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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작품 22】이다. 사실적인 표현의 자화상을 그릴 때는
거울을 보고 스케치를 한 뒤 참고해서 본 작업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신
체와 본인의 얼굴을 따로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인은 보다 정확한
비율과 묘사를 위해 스스로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며 스케
치를 했다. 사람의 눈과 달리 카메라는 빛이나 각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비현실적으로 머리가 커 보이거나 원근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평면이 아닌 입체적 형태인 사람을 찍을 땐 최
대한 정면에서 똑바로 찍어야 사실적인 비율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서 사진을 찍도록 했으며 실제로도 형태가 자연스럽고 비율
에 어긋나지 않는 사진을 고르기 위해 같은 포즈로 몇 십장 이상의 사진
을 찍기도 했다. 사진은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찍기도 했지만 아래의
〔도판 13〕과 같이 주로 부모님께서 찍어주신 본인의 사진을 이용했다.
10】,【

도판 13〕사진자료,【작품 9】,사진자료,【작품 11】

〔

본인은 위와 같이 사진자료를 참고삼아 스스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
사하고 형상화해서, 보다 객관적인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작
품 9】,【작품 10】,【작품 11】,【작품 22】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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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물화物化적 여성
을 표현한 작품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작품 10】이나 【작품 22】와
같이 자화상이 누드로 연결될 때는 그 의미와 맥락이 한 층 더 심화되는
데 본인의 경우, 보통 ‘누드’에서 연상되는 섹슈얼한 개념이 아닌 감정에
솔직하고 타인을 대함에 있어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
러내고자 하였다.
본인의 자화상 작품은 주로 인물이 홀로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인물군
상의 경우와 같이 여백을 통해서 소疏와 밀密의 균형을 이루어 담박하고
소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는데 위의 도판을 참고로 보면 주로 인
물이 화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인물 외
에도 부수적으로 표범의 실루엣이나 털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배경,
물에 잠겨 있는 느낌이나 연꽃의 이미지를 포함시켜 표현했지만, 기본적
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삼아 화면의 정 가운데에 배치했다. 자화상을 포
함해 본인의 자아가 투영되어 있는 여성상을 이렇게 화면의 한가운데에
주인공처럼 등장시킴으로써 시선이 집중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 ‘화면의
주인공은 본인’이라는 의도를 부각시켰다.

도판 14〕【작품 11】(부분),【작품 21】(부분),【작품 22】(부분)

〔

- 38 -

또한 자화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 하나는 조선시대의 윤두서의
자화상일 것이다. 본인은 전신사조의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털의 묘사라
든가 이목구비의 생생함과 같은 전통인물화의 매력과 기운에 감화되어,
실제로 비슷한 구도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한올한올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수염과 꼭 다문 입술은 자신의 외모와 표정, 얼굴의 대칭과 조화
에 대한 법칙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였나를 시범적으로 보여준
다. 윤두서가 자신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된 데에는 그의 냉엄
한 관찰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관찰은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선비
정신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본인의 정신세계를 자화상으로 표출
함으로써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동시에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
에 자아를 확인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발견
할 수도 있고, 그리기 전의 사고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55)

물화(物化)적 여성 표현

3.

본인의 물화(物化)적 여성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장자(莊子) 가
언급한 물화物化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56)

예전에 장자는 나비가 된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즐겁게 날아다니는 한
55)
56)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p. 176

장자(壯者, 기원전 370년 전후-300년 전후). 전국시대 송(宋)의 몽(蒙) 지방 사람으로 이름은
주(周), 일설에는 자(字)가 자휴(子休)라 한다. 젊어서는 칠기(漆器)를 만드는 칠원(園)의 아전을
지냈으나 이를 그만두고 자유로운 생활에 들어가 사색과 저술로 일생을 마쳤다. 한때 초(楚)의
위왕(威王)이 장자의 현명한 이름을 듣고 재상으로 맞고자 하였으나 장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장자의 사상은 흔히 예교(禮敎)보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에 근본을 둔 숙명론(宿命論)과 만물
제동론(萬物齊同論)의 철학으로 요약된다. 즉 유한적 존재인 인간은 천명(天命)에 의한 그 분한
(分限)과 분수(分數)를 알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숙명론(宿命論)이며, 현실세계의 차별
과 대립의 상(相)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뿐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에서 보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이 만물제동론(萬物齊同論)이다. (葛路갈로 저,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97,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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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나비였다. 아주 즐거울 뿐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조금도 없었으며, 자신
이 장자임을 자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꿈에서 깬 순간 분명히 장자가 되어 있었
다.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
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장자와 나비는 확실히 다른 것인데, 이를 물화(物化)라
고 한다.
57)

위의『壯子』인용문 가운데 “장자와 나비는 확실히 다르다(周與胡蝶,
則必有分矣)”라고 한 말에 주목하면, 이는 어떤 경우든 장자는 장자이고
나비는 나비라는 말이다. 장자가 안다고 한 ‘물고기의 즐거움’이나 장자
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고 한 것은, 장자가 물고기나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물고기의 즐거움과 나비의 즐거움을 터득(攄得)한 것을
말하며, 이 경계가 ‘사물의 오묘함을 얻은(得物之妙)’ 상태로서 자연히 그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상태를 ‘물화’라고 말한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
유하게 헤엄쳐 다닐 때 그리고 사람은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편안히 살아
갈 때, 서로의 존재마저도 잊게(相忘) 되며 그 속에 삶의 즐거움이 있다.
물론 이 ‘즐거움’이 명확히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쾌’와 ‘불
편’이 없는 편안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물고기는 물의
존재를 잊게 되고, 사람은 삶이 어떠하다거나 나는 이렇고 다른 사람은
저렇다는 등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장자가 작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언급한 해의반박(解義般礡) 론
과 함께 위의 물화(物化)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물화론은 직접
적으로 본인의 작품에 영향을 준 동양 철학이기도 하다. 해의반박을 하
여 물화로 이르기까지, 본인은 작가로서의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
58)

59)

이상우, 동양미학론』, 시공사, 1999, p. 74-75 (추가인용; 물고기는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도(道)에 이르러야 한다. 물이 있는 곳에 있기 위해서는 연못을 파서 물을 모아
주면 되고, 도(道)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위(無爲)의 상태에서 편안히 살아가면 된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相忘乎江湖), 사람은 도술에서 자타의 구분을 잊
는다(相忘乎道術)고 말하는 것이다.)
58) ______, 『동양미학론』, 시공사, 1999, p. 75
59) 송(宋)의 원군(元君)이 장차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자 여러 화공(畵工)들이 모두 이르러 명을
받아 읍(揖)하고 서서 붓을 빨고 먹을 개고 있었는데, 밖에 있는 자가 반이나 되었다. 늦게 온
한 화공이 있었는데, 한가히 빨리 걷지도 아니하고 명을 받아 읍하고는 서지도 아니한 채 곧
방으로 가버렸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보게 하니, 곧 옷을 풀고 다리를 뻗은 채 벗어붙이
었다고 한다. 원군이 이르기를 “옳다! 이 자가 진정한 화공이다”라고 하였다.『장자壯子』, 第二
十一, 「전자방(田子方)」 (葛路갈로 저, 강관식 역,『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97, p. 4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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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게 되었고 다음 내용과 같은 작업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1)

이상화된 물화(物化)적 여성상

예술가의 감성에서 나오는 상상력은 그의 작품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표
현의 과정을 거쳐 예술가의 감성이 객관화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추구
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는 관능적이되 슬쩍 가릴 줄 아는 순수함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으로 앞 장에서 설명한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여성과 엮어, 비슷하게 예쁜 얼굴의 여인들과 패션을 통해 당당하고
아름다워지려는 여성의 모습을 호피무늬를 비롯한 이미지들과 연계해서
작업을 진행했다. 본인의 작업은 특히 표현의 과정에서도 물화(物化)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이미지와 호피무늬, 연꽃과 물의 이미지가 하
나 되며 녹아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합쳐지는 듯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각각 개별적인 대상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장자
(莊子)의 물화, 물아일체의 사상과 연계하여 표현된 작품들로, 은유적이
지만 본인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상에 대해 표현했기 때문에 넓은 의
미의 자화상이라 할 수도 있겠다.
대상과 물화되는 자연스러운 인물상을 위해 본인은 인물을 그릴 때 ‘경
계 없는 살결의 표현’을 가장 중시한다. 사람의 피부는 옷이나 장신구의
표현과 다르다. 정말 살아있고 피가 흐르며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은, 이
목구비의 훌륭한 표현 이외에도, 따뜻한 살결의 생기 있는 표현, 실제 살
결을 만지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피부 표현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인은
그런 부드러운 살결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는데〔도판 15〕【작품 13】부
분도의 몸은 피부가 표현된 부분이 끊어지거나 덧칠의 흔적 없이 연결되
어 있고 〔도판 15〕【작품 23】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얼굴과 손에 이르
기까지 유기적인 피부로 느껴지게끔 표현했다. 【작품 2】역시 의도적으
로 얼굴과 몸통을 분리한 것 이외에는 피부를 부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채색했으며 이 밖의 작품들에도 비슷하게 피부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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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했다. 뒷장의 표현과정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동양회화의 재료적
특성 덕분에 맑고 부드러운 느낌의 살결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덧
칠을 하며 그림의 밀도를 쌓아가고 색조를 맞춰가는 서양회화와는 다르
다. 수묵 담채화를 그릴 때 종이가 물을 머금고 있는 동안에는, 묘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색을 올리더라도 각각 동 떨어지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
게 번지며 섞이게 된다. 하지만 종이가 말랐을 때 다시 색을 올리면 작
가의 의도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색이 어우러지지 않고 계속 색을 올
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맑고 투명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없고 본래의
담채화의 의도에서 어긋나게 된다.

도판 15〕【작품 13】(부분),【작품 23】(부분),【작품 2】(부분)

〔

따라서 본인은 손, 발, 얼굴과 같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필수적
인 부분을 그릴 때는 항상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칠한다. 처
음에 칠한 전체적인 면적이 마르기 전에 붓의 물기를 조절해가며 물감을
다시 올려가며 손톱이라든가, 굴곡진 골격 등 부분적으로 묘사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물을 조절하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색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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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번지게 만들기도 한다.

도판 16〕【작품 9】(부분),【작품 15】(부분),【작품
19】(부분),【작품 21】(부분),【작품 23】(부분)

〔

도판 16〕을 보면 인물의 선과 색이 일치하지 않는데, 본인은 얼굴색
은 얼굴 윤곽선 안에 칠해 넣어야 하고 손은 외곽선을 넘어가지 않게 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물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번지
게끔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윤곽선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삼는 동양회화의 특성 중 하나이자, 재료적 장점이
기에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표현은 서양에서는 ‘윤곽선 불일치 기법’ 이라 하여 전
문가들은 대표적인 작가로 피카소를 꼽는다. 그의 1922년 작품 <모자
〔

60)

윤곽선과 채색을 의도적으로 일치시키지 않는 채색법을 가리킨다. (EBS 화인 제작팀 풍속
화, 붓과 색으로 조선을 깨우다』, 지식채널, 2008, p. 2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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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면 특히 그 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선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칠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거슬리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느껴지
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분 탓만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졌
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통념 과 다른 새로운 기법인 피카소의 ‘윤곽
선 불일치 기법’을 예술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카소보다
200여 년을 앞선 김홍도의 그림 <씨름>에서 서양식 표현인 ‘윤곽선 불
일치 기법’이 발견되었고 등장인물들의 얼굴과 배경색이 서로 넘나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김홍도의 다른 풍속화에서도 대부분 나타나고 있
다.
61)

62)

63)

도판 17〕피카소 <모자상>, 김홍도 <씨름>

〔

뇌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두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윤곽선과 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도록 조절해 준다는 것이다. 두뇌 안에서 색채정보를 처리하는 통로의 특성 때문에 피카소의
<모자상>을 보면서 더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된다. (EBS 화인 제작팀 풍속화, 붓과 색으로 조
선을 깨우다』, 지식채널, 2008, p. 24)
62)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 그리기의 방식은 스케치한 윤곽선 안을 꼼꼼하게 색칠하는 것이
다. 색칠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 봐도 보통의 통념은 그런 채색
을 기본이자 정석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EBS 화인 제작팀 『풍속화, 붓과 색
으로 조선을 깨우다』, 지식채널, 2008, p. 24)
63) EBS 화인 제작팀 『풍속화, 붓과 색으로 조선을 깨우다』, 지식채널, 2008, p. 2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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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화가의 시대적 상황이나 근본삼고 있는 철학 등의 그림의 배경
은 전혀 달라서 어쩌면 두 화가를 비교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 있다. 하
지만 본인은 이렇게 동서양에서 비슷하게 쓰인 기법은, 시대와 지역 등
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슷한 인상을 전한다고 생각한다. 본
인은 두 화가의 비교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인물표현을 설명
하고 본인의 표현방법을 통해 부드럽고 유연하며 여유 있어 보이는 인물
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2)

표범과 여성의 물화

표범과 호피무늬, 여성이 등장하는 일련의 작품들의 시초는 학부생 시
절 수묵화 시간에 그렸던 【작품 18】이 시초이다. 2008년, 영모화 수업
을 들었던 학부생 3학년 시절, 동물의 사의寫意 적인 표현을 위해 근교
의 동물원을 찾아 배회하던 중 표범우리를 지나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아름다운 여성과 표범의 야성미를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통해
조화롭게 연출해보면 어떨까?’ 이를 계기로, 〔도판 18〕의 드로잉을 총
해 치마처럼 연출한 표범과 호피무늬를 그려본 뒤, 【작품 18】을 시초
로 삼아, 표범이 모티브가 되어 연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표범
64)

64) 1.
내재적인 정신이나 의취(意趣)를 표현하는 것. 동양화에 있어서 사실(寫實)을
의미하는 ‘형사(形似)’와 대조되는 용어이다. 송대(宋代)에 수묵화가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
립된 개념으로, 물상(物象)의 이치와 섭리를 터득하고 흉중구학의 경지를 표출해 내는 것을 이
른다. 송대의 문인 소식(蘇軾쑤 스, 1036-1101)은 “형사로만 그림을 논하면 식견이 아이들과
다름없다”고 말함으로써 형사보다 사의를 중요시했다. 즉 문인화가들은 회화창작시 회화상에
사의가 내포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러한 송대의 문인화론(文人畵論) 전개 과정 속에서
사의는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의 문인화가들도 중국 문인화론의 영향 속에서 이러
한 경지를 획득하는 것을 회화창작의 목표로 하였다. 2. 동양회화 기법 용어. 속칭 조필(粗筆)
이라 하며 공필과 대비되는 말이다. 조방한 필묵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대상의 형상과 신운(神
韻)을 그리는 화법을 이런다. ‘사(寫)’는 대상의 형체를 표출해 내는 것이고, ‘의(意)’는 객관대
상의 정신과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작자의 문화소양과 정신기질을 표현해 내는 것이
기도 하다.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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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차용이 적극적이지 않지만 현재까지도 본인의 작품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판 18〕드로잉,【작품 18】

〔

역사적으로 표범무늬는 호랑이의 무늬와 함께 잡귀를 쫓는 벽사의 의미
로 그려졌고, 여성과 동물을 함께 그린 그림은 자칫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연상된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본인은 패션의 소재 중 하나
로 인식하여 여성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패션이나 치장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소재의 선택은 본인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거칠고 야성적
인 표범과, 둥글고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대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표현한다면 대상이 어우
러지고 대비되며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관능이라든가 물화(物化)적
의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표범과 여성 사이에
‘호피무늬’를 연결고리로 삼아 작업을 시작했다. 회화작업의 두드러진 특
징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현일 것이다. 하얀 종이 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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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공간에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이 느끼는 회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판 19〕【작품 19】(부분),【작품 16】(부분),【작품 17】(부분)

〔

본인은 표범무늬를 접하면 드넓은 초원에서 먹이를 쫓아 달리는 표범이
연상된다. 그 늘씬하고 단단한 몸체와 힘차고 날쌘 움직임에는 생기가
가득해서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게다가 해가 지고 어슴푸레할
때 동물원에서 관찰했던 표범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편 듯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는 유혹적이기까지 했다. 표범
은 고양잇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눈 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눈매도 날카롭
고 도전적으로 보이는 데다, 고갯짓도 새침하고 우아하게 느껴져 마치
도도한 여왕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본인은 표범에게 느끼는 이러한 이
미지와 무늬를 통해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관능미, 자신감을 은근하게 내
포하고 있는 현대 여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민첩함을 지닌 표범이, 눕거나 편한 자세로 따사로이 햇빛
을 받으며 휴식을 취할 때는 그토록 여유로워 보일 수 없었다. 물론 본
인이 동물원에서 관찰한 표범은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고 야생의 본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었을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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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야생 표범의 휴식
시간도 별 반 다르지 않았는데, 두터운 나뭇가지 위든 바위 위든 장소와
관계없이 쉼터와 혼연일체가 되어 가끔씩 꼬리만 슬쩍 움직이는 모습은
먹이를 노릴 때의 날렵함과는 아주 대조적이었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인
상적이었다. 평소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 집에서 늘어져 빈둥거리며 게
으름을 피우다가 마감이 다가오면 벼락치기로 일을 하는 본인과도 닮아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고 더욱 매력적으로 여겨진 측면도 있다.

도판 20〕【작품 13】,【작품 12】,【작품 6】
【작품 13】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여성과 표범의 실루엣을 함께 구성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표범과 물화되어가는 여성을 표현했고 【작품
12】은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털인지 잔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물체에 앉
아있고 표범무늬 머플러를 두르고 있다. 이 또한 편안함을 드러내려는
동시에 표범, 즉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쫓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은유적으
로 표현한 작품이다. 같은 맥락에서【작품 6】도 아름다움을 좇는 여성
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표범의 문양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포장지에
싸여있는 여성들은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예쁘장하게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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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작품 21】,【작품 23】

〔

표범의 이미지 외에도 표범의 매화 꽃 문양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강
렬하다. 점잖고 차분하다기보다 강하고 화려해서 자극적인 분위기를 자
아내는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소재이기도 하
다. 하지만 이미 호피무늬는 호불호를 떠나 옷, 신발, 가방 등의 잡화와
안경테, 네일아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패션의 소재가 되
어있다. 본인도 호피무늬를 좋아하지만 호피무늬의 옷은 왠지 위화감이
든다. 마치 화장도 진하고 인상도 강한 기가 센 여자를 연상하게 되는
등 워낙 이미지가 강렬하다보니, 실생활에서 입고 두르기엔 조금 부담스
럽고 망설여진다. 그래서 노트라든가 귀걸이정도의 작은 소품의 호피무
늬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림에 활용
하게 된 작품이 위의【작품 21】,【작품 23】이다. 물론 이 작품들 역시
패션에 그치지 않고 물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 21】은 옷의 표
현에서 그치지 않고 꼬리를 통해 표범과 물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
고, 【작품 23】은 표범의 얼굴과 함께 드레스의 하단으로 내려 갈수록
표범의 다리를 연상시키며 물화되어 가는 느낌을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작품 23】에서는 남성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점과, 【작품 2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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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물 위에 잠겨있고 배경으로 아주 흐리게 연잎의 이미지가 포함되
었다는 점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연의 이미지와 함께 다시 언급하겠다.
남성의 이미지를 등장시킨 이유는 표범을 통해, 단순히 연약한 여성이
아닌 의지와 강인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도판 22〕【작품 19】,【작품 20】

〔

물화적인 의미로서 표범과 여성의 조화가 더욱 심화되어 표현된 작품
은, 【작품 16】,【작품 17】,【작품 19】,【작품 20】,【작품 22】이다.
【작품 19】,【작품 20】는 수묵을 사용해서 표범과 혼연일체가 되어가
는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보이는 것처럼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여
성 신체의 부분과 표범의 몸체가 부분적으로 합쳐지기도 하고 애매하게
섞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은 여성으로서 독립적으로 온전히 존재하고
표범은 표범의 이미지대로 표현되어 장자(莊子)의 물화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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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작품 22】,【작품 16】,【작품 17】

〔

작품 22】같은 경우는 본인을 표현한 작품으로 머플러를 두르고 몸에
부분적으로 표범 무늬를 그렸다. 배경을 갈색으로 얼룩덜룩하게 우려 사
람의 피부색과 표범의 황갈색이 어우러진 느낌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발
쪽으로 내려 갈수록 먹색에 변화를 주어 표범과 물화되어가는 과정을 은
유적으로 표현했다. 곧 표범이 본인이고 본인이 표범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보았다. 【작품 16】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에 먹을 이용해
털이나 표범문양을 일부 그려서 물화의 의미를 담았고 【작품 17】의 경
우에는 뚜렷하게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아 남성으로 보이기도 하는 인물
과 표범의 문양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물화적 표현을 시도해 보았다.
【

3)

그 밖의 이미지와 여성의 물화

표범 외에도 본인의 작품에 물화(物化)적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연꽃과
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자화상을 그린 【작품 9】를 살펴보면 연의 이미
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본인은 연꽃을 작품에 자주 등장시
켜왔다. 이제껏 보아 온 동양회화 작품과 옛 선인들의 그림에 자주 등장
하는 연꽃의 이미지가 감성적으로 익숙해져 있기에 습관적으로 연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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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된 까닭도 있다. 하지만 연꽃이 내포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연
꽃의 꽃말은 ‘소원해진 사랑’이며, 연꽃이 생명과 지혜, 자비의 꽃임을 말
하고 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연한 자태와 맑고 온화한
색감을 지니고 있어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표현되어 줄곧
고사관수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올곧고 유연한 줄기와 잘 어울리는
둥글고 원만한 잎과 꽃의 모양과 같은 조형적인 특징과 은은한 향 등,
연꽃은 바라보는 이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는 본인이 추구하는 작품의
감성과 유사하다고 여겼고, 연잎이 어우러져 있는 사색적이고 쓸쓸한 표
정의 자화상인 【작품 9】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당시 본인은 인간관
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별과 만남에 대한 단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품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게
되었다. 화면의 아래쪽으로 먹으로 표현한 연잎과 본인의 이미지가 담묵
(淡墨) 위주로 은은하게 겹치고 있어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오듯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꽃과 물화되며 있는 본인
이미지의 뒤쪽으로 남녀의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본인이 인간관
계를 비롯한 속세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민과 의지가 담겨있
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작업이다.
연꽃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작품 10】과 같은 졸업 작품 시리즈에서
는 이와 같은 연(蓮)의 이미지를 더욱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과감한 나체
자화상을 배치한 작업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 감정에 솔직하고 타인을
대함에 있어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누드를
그렸는데,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잘 자라듯, 사람의 마음과 충돌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성숙해지는 자아를 표현하고 싶었다. 본인 역시
그러한 갈등의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과 내면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발가벗은 여성신체의 곡선미와
부드러움으로 표현하여 본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의
진심어린 마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작품 10】은 그림
앞에서 솔직하고 사람 앞에서 무던하고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
을 대하고 싶고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싶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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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의지가 담겨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도판 24〕【작품 9】,【작품 10】

〔

그 외에도 본인은 단순하게 표현적 물화(物化)의 느낌을 담아보려고도
했다. 물화적 인물상을 표현하기에 가장 용이한 소재가 물의 이미지, 특
히 흐르는 물의 느낌이었다. 동양회화의 재료적 특성상 먹의 사용은 곧
물의 활용이 되기 때문에 먹을 비처럼 표현한【작품 15】와 강물처럼 흐
르는 듯한 인물이 특징적인【작품 14】는 여성의 이미지와 물의 이미지
를 함께 표현해서, 앞서 언급한 내용적인 면에서의 물화 기법적으로도
물화의 개념에 접근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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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작품 15】,【작품 14】

〔

이번 장에서는, 본인이 중시하는 인물표현의 방법에 대해 동양회화의
이론과 더불어 알아보았고, 객관적 인물표현으로서 군상과 자화상, 주관
적 인물표현으로서 대상과 물화되는 여성상으로 나누어 자아표현의 수단
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작품설명과 함께 다루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화상도 사실(寫實)적인 본인의 모습이며 주관적인
물화의 여성상도 사의(寫意)적인 본인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각적인 유사성을 중시한 것이 객관적 자화상에 해당한다면, 보다 내면적
인 주관성이 반영된 것이 물화적 여성상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Ⅳ장에
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마무리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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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작업한 여성 인물화에 투영된 본인의
자아표현 연구이다. 지금까지 본인은 작품의 창작 동기와 이론적 배경,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본인은 여성 인물화를 통해 본인의 자아탐색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본
논문을 통해 여성인물화에 투영된 자아를 보다 이론적이고 객관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우리 사회는 아름다움을 상업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
가 외적으로 아름다워질 때만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최첨단 가정용품이나 최신 유행의 선글
라스나 스포츠카를 살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아름다워진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은 상품으로 전락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아
름다움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것은 아름다움
의 본질을 잃게 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사물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
름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먼 나라를 여행하거나 멋
진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뿐 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그리고 매일 우
리 존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
다.
본인은 1장의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에서 긍정적
인 만족감과 기쁨인 ‘심미적 쾌감’을 느낀다. 미의 기쁨은 일상생활의 기
쁨(예로 성적 쾌감)과 성질이 다르다. 심미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욕구충
족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본인은 기분 좋고 감각적인 여성의 곡선미나 외적 생김새의 아름다움 외
65)

66)

65) Piero Ferruci;
역, 『Body and the Soul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9, p. 22-24
66) 김하풍, 『美의 기쁨』,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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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당당한 여성의 자신감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본
논문에는 단순한 외양의 표현 이외에 이러한 내적 특성을 어떻게 표현할
까 고민한 흔적이 담겨있다.
본인은 우선 여성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본인
이 무관심적인 심미적 대상으로서 여성의 특징을 선호하는 개인적인 취
향으로 시작한 여성 인물화로서의 이유도 있지만, 여권이 신장하고 여성
의 사회진출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현대의 사회적 상황도 무시될 수 없
다. 여성 인물화에 대해 문헌을 통해 살펴보며 알게 된 점은 여성, 특히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는 고대부터 남성중심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묘사
되어 왔으며, 남성 화가에 의해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위한’ 존재로
서 그려져 왔다는 점이다. 본인은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와 달리 사회적
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여성상이자,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 시대의 능동적인 여성상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남성적 시각이 아닌, 여성에 의한 능동적인 여성상을 기
조로 하여 본인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 주관적으로 나누어 탐구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자화상과 군상의 표현과, 장
자의 物化개념의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 자아표현인 물화物化적 여성상에
대해 본인의 작품과 함께 설명했다. 사실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여
성 인물화가 再現적 성격의 인물화라면, 표범이나 연꽃 이외의 대상과의
물화를 통해 주관적이고 이상화된 여성을 표현한 物化적 여성 표현은 본
인이 바라는 몽환적, 이상적 성격의 인물화라고 할 수 있고, 물화적 여성
표현을 통해 이상적 자아에 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물화적
여성 표현은 곧 이상적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전통 인물화와 표현 양식을 이으며 여성
으로서 그리는 여성 인물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아표현으로서의 여성
상의 표현하고자 했다. 이론을 정리하며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물화의 개념을 차용한 다
양한 시도를 통해 인물화와 여성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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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omen Portraits
through Self-Expression
-focus on my worksJisu Kim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flected self by looking at the portraits of
women I produced between 2008 and 2013. This research paper aims
for self-discovery and attempts to analyze the reflected self in the
portraits more rationally by dividing it into the objective self and the
subjective, ideal self, both portrayed in the motivation for crea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work.
First, I explored what inspired me to paint women. It cannot be
doubted that my personal prefere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as aesthetic objects was a source of inspiration, but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modern society where women’s rights are
advanced and their social participation highly encouraged, cannot be
neglected either. Literature review on women portraits indicated that
the image of women, particularly that of beautiful women, has
traditionally been depicted in passive roles from a male perspective,
and as ‘visual exposure’ objects. By contrast, I looked into the image
of women playing active roles in all levels of society unlik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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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and the image of modern women seeking beauty willingly and
actively.

Building

on

this,

I

studied

myself

objectively

and

subjectively from a female perspective that supports women’s
progressive values, and not from a male perspective. Along with my
work, I provided an explanation of my self- and group portraits
represented with objectivity and realism, and the image of women as
a Transformation of Things – an objective self-expression – based
on Zhuangzi’s concept of the Transformation of Things. If realistically
depicted female portraits are a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s, painting
women with the idea of the Transformation of Things in which
women are expressed in a subjective and ideal way, a subject other
than a leopard or sacred lotus, can be a dreamlike, ideal portrait that
the self wants. By portraying women with the philosophy of the
Transformation of Things, I was able to objectively approach the
ideal self. To this end, depicting women as a Transformation of
Things can be seen as an ideal self-portrait.
This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In the first, I examined the motivation for art creation and discussed
the structure of the paper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In part two, I explored why I started painting women and looked at
the image of women from a female perspective. The first passage
covers the image of women from a traditional male perspective,
presenting the male perspective and studying such perspective in a
historical context by assuming the image of women depicted in
traditional art as passive subjects in a system of male dominance,
while the second passage deals with the topic of the image of women
for women from a feminist point of view, a contrast to the image of
women for men.
In the third part, I examined how such female portraits were used as
a tool for self-expression, and searched my true self objective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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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ly through the portraits. Passage one is dedicated to finding
what elements I used to portray active women, passage two aims for
an opportunity to face my authentic self in an objective manner
through a realistic painting of women, and passage three applies
Zhuangzi’s concept of the Transformation of Things(Mulhwa) to
study my subjective and ideal image of women. The active, objective,
and subjective image of women is like a vessel that holds everything
about me. The active image of women relates to the way I approach
my life, the objective image the present me, and the subjective image
my ideal me. This process helped me understand myself in an
objective manner.
Part four is a summary of the paper, and presents my learnings and
my future work directions.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demonstrate the image of women as
self-expression by looking into female portraits I painted as a
woman, connecting Korea’s traditional portraits and the painting style.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discussing the theories, I was
able to set my future directions, which is to borrow the concept of
the Transformation of Things in various settings to continue my
research on portraits and the image of women.
Keywords : beauty, portraits

of women, self-expression,

Zhuangzi’s concept of the Transformation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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