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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 중 우연성을 통

한 자아 탐색에 관한 주제의 작업을 대상으로, 그 창작의 동기와 목적,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 근거, 소재의 선택과 조형적 특성, 표현기

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후속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 논문은 주어진 자아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우연성의 재해석

을 통해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자아탐색의 과정으로 풀어낸 본인의 회화

작업에 관한 글이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작업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나는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 확인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자기 탐구의 초심을 품고 이후의 작품 중 우

연성을 다시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의식을 탐구하고 본아

(本我)및 자아를 이해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인식하는데 있다.

이 논문을 통한 지금까지 회화로만 표현해왔던 본인의 작업 활동을

연구 논문으로 풀어냄으로써 본인의 주관적인 작업에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확실하고 정확

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언어라는 매체는 주관적

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작업에 이론적, 학술적 기반이 되어, 보다 객관

적으로 작업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서로 다른 표현기법이지만

주제와 함께 정리된 것 역시 같은 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

업 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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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우연성, 마블링, 잠재의식, 자아, 재해석, 자아 탐색

학 번 : 2012-24010

이러한 연구를 위한 본 논문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잠재의식과 우연성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 창작배경

과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작품 제작의 기반이 되는 우

연성 개념 및 우연성과 자기 탐구의 관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우

선 우연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우연성과 필연성의 상호 관계 개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본인의 작품과 밀접한 우연성 중의 잠재의식을

통해 자아를 탐구하고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구성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본인 작업에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우연성의 재해석에 대

하여 서술하겠다. 1절에서는 회화에 우연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

적인 예를 들어 살피고, 이어서 잠재의식은 회화의 우연성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지막으로 회화에서 본인의 작품들과 연관된 마블링 기법

개념에 대해 상세한 논술을 하고 마블링에서 나타난 우연성에 관하여

분석한다. 2절에서는 본인작품 초기에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후기작품

의 변화, 발전과정에서 마블링에 나타나는 우연성에 대해 인위적으로

재분석하고 인위적 흔적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발견 및 분석함으로

써 자기 재인식에 관하여 살펴보려한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들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절에서는 창작과정

에 대해 논하고 2절에서는 본인 작품에 구도, 선(線), 색 등과 같은 조

형적 특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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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순식간에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1분 1초도 미리 짐작하기 어렵다. 이러한 세상 앞에 놓여진 인생은 어

디로 흘러가게 될까. 본인은 이러한 연유로 본인의 존재 가치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유수(流水)같은 세월 속에 화가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우연과 미지로 충만한 인생 속에서 도대체 난 어떤 존재일까?

본인은『미지의 자신을 만나다』라는 소설에서 내가 듣고자 했던 답

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 소설의 한 구절을 본 논문의 서두로 하려 한

다.

달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대표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분명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언어로 그것을 묘사하

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정한 달이

아니다.1)

문자가 생긴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예술, 철학, 종교, 과학 분야에서

‘나는 누구인가?’ 에 관해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진

정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나의 육체인가?’ ‘나는 나의 감정인

가?’ ‘나는 나의 의식인가?’ ‘나는 내가 연기하는 서로 다른 역할인가?’

육체, 감정, 의식, 신분 등 외부적 요소들이 내재적 자아를 겹겹이 에워

싸고 있어 진정한 나와의 연결을 가로막는다. 자아의 내재적 힘을 인식

하지 못하고 외부적으로만 확립하게 되면 오직 ‘소아(小我)2)’의 만족만

을 충족시키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진정한 나로부터는 갈수

록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

지만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적은 이유이다.

1)“如果月亮是代表我们真正的自己, 而且它是无法用言语具体描述清楚的东西, 那么我们所有用语言
去描述它的尝试, 就是这个指向月亮的手指, 而不是真正的月亮.” 张德芬, 『遇见未知的自己』, 

   华夏出版社, 2008, p.69.
2) 우주(宇宙)의 절대적(絶對的)인 나와 구별(區別)한 자아(自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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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무엇과 같은지 아는가, 생각건대 기러기가 눈, 진흙을

밟은 것과 같다네. 진흙 위에 우연히 발자국을 남겨도, 기러기 난

뒤 어찌 다시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헤아리겠소.3)

소식(蘇軾, 1037-1101)4)은 인생에 우연성이 충만하다고 여겼다. 일상

적 생활에서 뚜렷이 남겨지는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불확실함이 가득하다. 사람을 예로 들면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책을 읽

기 위해, 과거에 응하기 위해, 관리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마

치 기러기와 같다. 기러기는 겨울을 나러 남방으로 갔다가 북방으로 돌

아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왔다갔다 반복한다. 또 발톱으로 눈, 진흙을 밟

아 우연히 발톱 흔적을 남기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린다. 기

러기는 자기가 남긴 발톱 흔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흔적은 금방 사라

진다. 기러기가 날아가고 눈이 녹으면 모든 것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는 일종(一種)의 인생 상태를 표현하였다. 오늘은 여기에 있겠지

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알지 못하는 것들

은 언젠가는 결국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 운(運)과 명(命)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와 인

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

우 목격하게 되는 성공과 실패, 명예와 불명예들은 겉보기에 우연에 기

인한 것 같지만 모두 필연적인 바탕이 있다. 우리가 우연적인 결과를

필연적인 원인에서 찾는다면 인생의 길은 더욱 분명해지고 더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간혹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성장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끊

임없이 자신을 극복한다. 사실상 이런 일들은 겉보기에 우연한 사건인

듯 보이지만, 사실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운명적

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人生到处知何似, 应似飞鸿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鸿飞那复计东西.” 
   苏轼, <和子由池渑怀旧>, 『聚珍仿宋版东坡七集』,中华书局台湾, 1970, p.239.
4) 중국 송(宋)나라 때의 대문호. 자는 자첨, 호는 동파(東坡). 시호는 문충. 아버지 소순(蘇洵), 동

생 소철(蘇轍)과 더불어 삼소(三蘇)라 불리며, 3부자가 모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함. 
그의 문학은 송(宋)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려(高麗)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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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인연의 인과응보는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상생상성(相

生相成)하며 모든 일에는 이유와 인연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일체의 우연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는 것이다. 전종서(錢鐘書, 1910-1998)는 일찍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그것은 단지 화장하고 탈을 쓴 필연일 뿐이다.”5)고 말했다.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또한 객체에 대한 주체의 하나의 특수한 반영 형식

이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서로 전환되는 것이

며, 심층에서 사람의 언어, 행위에 영향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자면 잠

재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연성의 발생을 유발함으로써 필연

성의 형성을 가져온다. 즉 잠재의식은 부지불식(不知不識)한 인식이다.

잠재의식은 예술 창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화 창작에서

는 돌발성, 우연성, 비자각성, 비논리성 등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미지 자체 특유의 질서는 의식적으로 지배하거나 조

종할 수 없는 것이다. 잘 짜인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난

효과는 우리가 우연히 만날 수는 있어도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화가

의 잠재의식 속 사물을 구현한다.

인생은 우연성의 연속이다.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는 자유를 느

끼게도 하고 매순간 모양을 달리하는 마블링 형상은 우리의 삶과도 같

은 느낌을 준다. 본인은 마블링을 바탕으로 한 우연성의 해석을 진행하

고 본인의 정신세계 및 인생의 깨달음을 분석함으로써 마블링을 통한

인위적인 흔적 가운데서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자기탐구를 진행

하는 동시에 자아의 재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아 탐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이후의 논술에서 작품 속 우

연성의 재해석을 통한 본인의 잠재의식을 탐구하고 자아를 이해하며 자

기 자신을 다시 인식할 것이다. 정신적 생활을 향상시켜야 청신(淸新)함

과 자유로움 가운데서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작성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5) 钱钟书, 『围城』, 人民文学, 2012,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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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작품 제작의 기반이 되는 우연

성의 개념 및 우연성과 자아탐색의 관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우연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우연성과 필연성의 상호 관계 개념에 대

해 살펴보고, 이어서 본인의 작품과 밀접한 우연성 속 잠재의식을 분석

함으로써 자아를 탐구하는 본고의 구성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마블링의 기법을 활용한 우연성의 재해석과 본인의 작업

들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절에서는 회화에 우연성이 어떻게 표현되는

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피고, 이어서 잠재의식은 회화의 우연성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지막으로 회화에서 본인의 작품들과 연관된 마블

링 기법 개념에 대해 상세한 논술을 하고 마블링에서 나타난 우연성에

관하여 분석한다. 2절에서는 본인작품 초기에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후

기작품의 변화, 발전과정에서 마블링에 나타나는 우연성에 대해 인위적

으로 재분석하고 인위적 흔적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발견 및 분석

함으로써 자기 재인식에 관하여 살펴보려한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들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1절에서는 창작과정

에 대해 논하고 2절에서는 본인 작품에 구도, 선(線), 색 등과 같은 조

형적 특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마

무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어진 자아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우연성의 재해석을 통

해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자아탐색의 과정을 풀어낸 본인의 회화 작업에

관한 글이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작업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나는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지’ 이 논문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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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회화로만 표현해왔던 본인의 작업 활동을 연구 논문으로 풀

어내는 일은 본인의 주관적인 작업에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

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언어라는 매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본

인의 작업에 이론적, 학술적 기반이 되어, 보다 객관적으로 작업을 해석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서로 다른 표현기법이지만 주제와 함께 정리

된 것 역시 같은 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 활동을 더욱 심

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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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연성과 자아탐색

본인의 회화 작업은 우연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연성에

담긴 의미를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그 과정이 본인의 자아를

탐색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우연성, 잠재의식, 자아는 서로 필연적인 관

계이고 각 단어의 의미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정의하기 난해한 개념들

이다. 본인의 작업과 본 연구는 이런 개념들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그 의미에 대해 폭넓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내

면을 들여다보고 타인들 역시 같은 경험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느꼈으

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개념들의 관계와 정의에

관해 논하기보다는 작업의 주제와 연관된 우연성과 자아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본고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본인의 회화 작업에 기반이 되는 우연성과 잠

재의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연성의 개념

문학, 철학, 사학, 과학, 물리학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연

성 개념의 일반적 인식에 관하여 예를 들어 분석하고, 우연성과 필연성

의 상호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블링의 효과를 이

용한 작품에서 등장하는 우연성을 이론의 배경으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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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성의 일반적 인식

우연성은 넓은 의미의 철학적 용어로 이해될 때는, 어떤 사상

(事象)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나타

낸 개념이다. 우연성은 가능성과 반드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지

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연성은 불가능성을 포함하지만 가능성은

불가능성에 모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성은 필연성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6)

사회가 발전, 진보함에 따라 우연적인 것으로만 여겨졌던 인식들이

점점 필연적인 이유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어가고 있다. 가시적인 인과

율, 규칙, 법칙성과 같은 것들은 확실한 필연성을 지니지만 규정되어지

기 때문에 한정적인 인식범위를 가진다. 반대로 혼란스럽지만 상대성,

무질서성, 불확실성과 우연성은 더욱 넓은 인식범위를 가진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나 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은 점점 우연성에 존재하는

보편성과 사물에 미치는 강력한 힘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1623－1662)이 쓴 『사상록』

에는 우연성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해석이 있다. “일상생활은 우연성으

로 구성된 것이고 우연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7)

우연성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예상 밖의 비 규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세한 해석으로 보면 사물의 발전, 변화에서 나타날 수도 있

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우연성은 사물 발전과정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필연성은 우연성에 포함되고 우연 중에 필연이 있다. 과학의 과

제는 바로 복잡한 우연적인 현상을 통해 사물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필

연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p.238.
7) Blaise Pascal, 『思想录』, 钱培鑫옮김, 译林出版社, 201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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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이 발생하므로 예측하기 힘들고 수많은

관찰을 통하여만 결과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 우연성이란 이 통계를

통해 확률로 어떠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가능성을 가늠하는 일종의 방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필연성이라는 개념과 대립된다.

한 사람 혹은 단일 사건으로 국한하자면 분명 언제나, 어디에나 우연

성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우연성의 사물은

어떠한 면에서든 역사의 연계(連繫) 중에 속해있고 역사 형성의 인과관

계 중에 속해있다. 사물의 연계(連繫)는 다각적이다. 사물의 형성에는

그 원인(遠因)이 있지만 그 근인(近因)에는 그것의 주인(主因)과 그 조

인(助因)이 있다.

우연성은 명목상 ‘그 반대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며, ‘그 반대

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는 필연성과 대립된다. 우연성을 한층

더 전개하여 논리적 의미에서의 우연성과 실재적 의미에서의 우

연성을 구별한다. 전자는 어떤 주어에 부가되어 있는 술어의 반대

술어가 그 주어에 부가된다 하더라도 주어와 술어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어떤 사태의 비존재가 사유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8)

자연과학 분야에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볼츠만(Boltzmann, 1844–

1906)과 미국 물리학자 기브스(Gibbs, 1839-1903)는 우연성과 확률 그

리고 통계 방법을 물리학에 도입하는 것을 통해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대표로 하는 전통의 필연성 관념을 동요시켰다. 프리드먼 등의 학자들

을 필두로 하는 빅뱅이론(Bigbang theory)은 우주가 존재하는 상대성과

불확실성을 밝혔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Heisenberg's

Uncertainty Principle)는 미시적(微視的) 세계 중 입자위치와 운동 속도

의 상대성과 불확실성을 밝혔으며,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은

시공의 상대성과 불확실성을 밝혔고, 로렌츠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자연계의 혼돈 현상을 밝혔다. 비선형 과학, 프랙탈 이론, 카

오스 이론 및 각종 과학도 각각의 획기적인 발견으로 우리에게 물질세

계와 자연계의 우연성을 거듭 실증하였다.

8) 사카베 메구미, 『칸트사전』, 도서출판, 2009,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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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Epikouros,

BC341-BC270)의 자연론 중 원자 편향 운동에 관련된 논술은 사실상

사람들의 자유 의지와 자아의식 그리고 세계의 우연성을 인정한 것이

다. 독일 철학자 리케르트(Rickert Heinrich, 1863-1936)는 신칸트주의

프라이부르크학파 후기의 가장 주요한 대표로서 『문화과학과 자연과

학』(1899)에서 사회 현상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 과학자인 철학자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 1902-

1994)는 『개방사회 및 그 적』(1945)에서 역사 결정론에 대해 극단적

으로 비판하면서 민주 원칙을 용감하게 지켜 민주개혁을 기초로 하는

사회의 이상적인 상황을 묘사하였다. 영국 철학자 토인비(Toynbee,

1889-1975)는 그의 『역사 연구』(1972)에서 “역사상 여러 문명 운명의

증거에 따르면 반드시 그것과 싸워야 할 여신은 치명적인 무기를 지닌

사나운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이다.” 라고 단언하였다.

엥겔스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이라는 책

에서 “필연적이라고 단정된 사물은 순수한 우연성으로 구성된 것이며

소위 우연적인 사물에는 일종의 필연성이 내부에 숨어있는 형식이다.”

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가 헤겔(Hegel, 1770-1831)은 그의 저작 『소논

리학』에서 “우연성은 현실사물이 만약 단순한 가능성과 동등한 지위에

처해 있다면 이는 필연적인 사물로 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뒤집어

말하면 가능성도 단순한 우연성 자체이다.9)

마르크스는 박사논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

이점」에서 “우연성은 만물이 형성되는 근원이며 세계 창조성과 다양성

의 원천이다.”라고 하였다. 줄곧 철학이 우연성을 제거하며 필연성을 제

시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이론가마저 우연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10)

9)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小逻辑(全译文)』, 裴瑞雪옮김, 中国文史出版社,
    2013, p.298.
10) 管一秋, 『实验艺术创作中的偶然性分析』, 华东师范大学, 硕士论文, 2008,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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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성과 필연성의 상관관계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Marxism) 철학에서 필연성과 우연성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필연성은 객관적인 사물이 연계되고 발전하는 규칙에 부합하는 확고

부동한 것, 일정한 조건에서의 불가피성과 확정성을 말한다.

우연성은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에 나타나는 모종의 동요와 일탈이며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불확정한 것이다.

필연성과 우연성은 일정한 조건에서 상호 전환될 수 있다.11)

오랫동안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물리학은 세상에 널리 알

려져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뉴턴은 우주의 모든 것이 모종의

규율에 따라 정확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우주는 하나의 구조로서 잘 짜

여진 조직으로 이루어져있고, 미래에 발생하는 일은 모두 과거에 발생

했던 일들로 엄격하게 결정된다고 했다. 뉴턴 식의 이런 엄격한 결정론

사상에는 그 어떤 우연성과 무작위성에 대한 배척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뉴턴 전의 갈릴레오(Galileo Galilei, 1564-1642)와 뉴턴 후의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Pierre Simon de Laplace, 1749-1827), 아인슈타

인(Albert Einstein, 1879-1955) 혹은 플랑크(Max Planck, 1858-1947),

또 그들을 대표로 하는 자연과학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모두 필연

성에 근거하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일들에 대한 움직임의 인과성

과 법칙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상응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와 견해도 필연성이 지배적 지위

를 차지한다. 사람들의 생활은 고정적 순서와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성

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반면 우연성은 아주 적은 의외일 뿐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다년간 받은 교육은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하였을지 모

른다.

11) 管一秋, 위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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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형적인 철학 저작에서 ‘필연성과 우연성은 만물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라는 서술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 필

연성은 만물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며 반드시 관철

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만물의 발전 전망과 방향을 결정한다. 이와

반대로 우연성은 사물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만물의 발전에 대해 가속 혹은 지연 및 그것으로 하여

금 여러 특징을 띠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연성과 필연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또한 없다. …… 우연

성은 필연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으며, 그것은 필

연성이 나타나는 현상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우연성의 배후에 필

연성이 있으며 그것이 자연 및 사회의 발전과정을 기본적으로 방

향 짓는다.12)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사유형식과 논리 범주의 연구

를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

-es, BC384-BC322)이래 오직 헤겔(Hegel, 1770-1831)만이 이점을 체계

적으로 진행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전통을 계승하여 이 방면의 연

구를 과학 변증법적 유물주의의 기초위에 놓았다. H.B. 필리펜코의

『필연성과 우연성의 변증법』이란 책은 이 전통에 따라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범주 2가지를 연구하였다. 작자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필연

성과 우연성의 상호 작용 문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과학과 사회 실

천의 현황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우연성에 기초한 사건을 연구하는 것은

이미 필수적인 과학 과제가 되어있다.

12)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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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재 더 이상 우연성의 객관적 의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

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대상의 이해와 관련되며 특히 인과성 범주의 깊은 인식과 관

련된다. 오직 변증법적 유물주의 방법을 빌려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사실상 상술(上述)한 문제는 방법론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세계에 대한 견해가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

계관 문제이기도 하다.

필연성과 우연성이 대립되는 것이라면 이 양자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할 것인가? 역사의 법칙성과 필연성을 어떻게 대중들의 역사와 결합시

켜야 하는가? 개인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

해 항상 존재해온 보편적 특징에 대해 사고할 때부터 즉, 사회의식이라

는 특별한 형식으로서의 철학이 생길 때부터 고려해야 한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시 정리해 보았다. 우선 우

연성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 우연성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

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불확정성은 이론상 우연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된 불가피한 원인이 되며, 현실 속 우연성이 가지는 역할을

무시하게 만든다. 하지만 특히 예술 창작에서 우연성의 발생은 무시하

기 힘든 큰 역할을 하곤 한다.

예술창작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차원과 접점에서 진행할 수 있으

며 일부 방면에 대해 더욱 깊게 연구 할 수 있다. 본문에서의 우연성에

대한 연구는 우연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철학 범주에서의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한 변증관계의 논술에 어긋나지 않으며, 다만 우연성이 어

떻게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한 차례 더 깊이 있는 연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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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성을 통한 자아탐색

우연성과 필연성은 사람의 의지 및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우연성과 필연성이 서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사람의 잠재의

식이 그 중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잠재의식과 본연의 자아,

본아(本我)의 상호 관계를 논술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마음을 어떻게 움

직이게 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하고, 재인식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작

품을 분석할 때 우연성에 의거한 회화 표현 방법과 작품 창작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잠재의식의 중요성 및 영향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에서 진

정한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의 이론적 기초로서 중요한 복선을 깔아둘

것이다.

1) 우연 속 잠재의식의 발견

2억여 개의 정자는 경쟁을 통해 열등한 것이 도태되는 과정을 거쳐

오직 한 개의 우승자만 난자와 결합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첫 순간부터 우연성이 개입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자신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이처럼 시작부터 우연성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필연성의 과정에는

우연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와의 토론에서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의 생명과 관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모두 기회와 인연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프로이트는 이성이란 우연과 우연 사

이를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개인이 과거에 있어 중요한

순간, 우연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완전히 파악하여야만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구분 지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현재의 자신



- 14 -

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사람들이 자신을 능가하려는 모든 행위는 성패(成敗)여부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거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그

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몸-마음-대

뇌-의식-잠재의식이다. 이어서는 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 분석을 진행

함으로써 잠재의식이 우연성 속에 잠재하는 중요한 의의를 논술하려 한

다.

우리에게는 어려서부터 기억된 후 계속 존재해온 하나의 의식이 있

다. 우리의 몸, 감정, 지식과 경험 등은 모두 변화하지만 줄곧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진정한 나, 즉 본아

(本我)이다. 이 내재적인 자아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정배경, 교육수준, 생활환경을 가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천

천히 각자의 꼬리표가 된다.

인간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의식적 접수와 무의식적 접수

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사람들은 매일 서로 다른 유형, 무형

의 자극을 받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정도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의식적인 접수란 뇌가 주변 사물의 자극을 지각적으로 그 정보를 받

아들이는 것이고 무의식적인 접수란 뇌가 주변 사물의 자극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다.

미국의 유명 학자 오툴(O'Toole)박사는 “인간의 뇌는 깊이 잠든 거인

과 같다. 우리는 단지 불과 1%도 안 되는 뇌력을 사용했을 뿐이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대뇌는 대략 서적 6억 권 분량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는 대형 컴퓨터 저장량의 120만 배에 해당한다. 만일 인류가 그 중의

절반 가까이 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40가지 언어를 수월하게

배울 수 있고 백과사전 전부를 기억할 수 있으며 12개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을 것이다.14)

13) Richard Rorty, 『偶然、反讽与团结』, 徐文瑞옮김, 商务印书馆, 2003, p.51.
14) 耿兴永, 『潜意识帮你发现未知的自己』, 中国纺织出版社, 2010,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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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세상에서 기억력이 가장 좋은 사람일지라도 대뇌의

사용량이 원래 가능한 기능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인류의

지혜와 지식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개발’이다. 인간의 대뇌는 정말 무

궁무진한 보물이다. 아쉬운 점은 사람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그

것의 잠재력 즉, 잠재의식 중에 불러일으키는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하는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이란 인류의 심리활동 중에서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

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미 발생했지만 의식 상태에 이르지 못

한 심리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알아차릴 수

없지만 그것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기

본적인 것에 깔려있다. 바로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일상생활

에서의 활동에서 어떤 의미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생사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본능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지

등이다. 사람에게서 잠재의식은 인류의 생존과 진화에 없어서는 안 되

는 일부분이다.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에서 무의식, 전의식과 의식은 3가지 서로 다

른 차원이지만 또한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프로이트는 이런 구

조에 대해 “무의식 시스템은 현관홀이라 할 수 있고, 각종 심리적 충동

은 수많은 개체처럼 한데 붐비고 있다. 현관홀과 연결된 두 번째 룸은

응접실과 같은데 의식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현관홀과 응접실 사이의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는데 그는 각종 심리적 충동을 검사하고 찬성할

수 없는 충동에 대해서는 응접실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응

접실로의 진입 허락을 받은 충동은 전의식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일단 의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면 그 충동은 의식으로 전환된다.” 15)

15) 车文博, 『弗洛伊德文集』, 长春出版社, 2010,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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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무의식·전의식·의식 연결구조

프로이트는 전의식이란 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체험을 가리키고,

잠재의식이란 의식 속에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기 어려운 경험을 가

리키는데 잠재의식에는 원시의 본능적 충동과 욕구, 특히 성적 욕구가

포함된다고 여겼다. 의식, 전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의식은 단지 전의식의 일부분이고 양자는 비록 한계가 있지만 뛰어넘을

수 없으며, 전의식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위치하여 검사원 역할을

하면서 잠재의식 중의 본능적 욕구가 의식에 뛰어드는 것을 단단히 방

비한다. 잠재의식은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검사원’이 경계심

을 늦추었을 때 위장하여 기회를 엿보아 의식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잠재의식의 심리를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여겼다.　

그는 잠재의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잠복하고 있지만 의식

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의식, 즉 전의식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억압

되었지만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 의식으로 될 수 없는 잠재의식, 즉 무

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잠재의식은 사실상 의식의 일부분이다.

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억압되었거나 숨겨진 그 부분의 의식이기에 잠재

의식 능력이 발굴되기 전에 전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층에 의해 간접적

혹은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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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들은 의식 아래의 의식을 ‘무의식’이라 부르는데 이로인해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사실상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식 주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

종의 정신 활동이며 잠재적인 인식 과정으로서 주체에 의해 자각적으로

의식되지 못한 의식이다. 구소련 심리학자 B.C.레지앤벨그는 오직 고도

로 발전된 의식만이 무의식 심리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는 “무의식 심리현상은 부정적인 정의(즉 심리반응 과정에서 의식이 없

는 것으로서 동물과 유아가 그러하다)로써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특유

의 심리 반영 형식으로써 그것은 의식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16)

기존 인식론에서 의식이란 고도로 발전한 인간 뇌에서의 특수기능과

속성으로 객관적인 세계를 대뇌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의

식은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고 사람들의 존재는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과정으로 나타난다.”17)

정신분석학파 창시자 프로이트의 학설을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무의

식이 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인류 심리의 기본 부

분과 기본적인 에너지의 중심은 우리의 의식에 감지되지 못한 심리구조

심층에 깊이 숨어진 잠재의식이라고 여겼다. 여기에는 풍속, 습관, 도덕,

법률 등에 위배되는 개인적인 원시 충동, 본능, 출생 후 본능과 관련되

는 욕구 및 각종 트라우마 사건이 포함된다.

잠재의식은 사회와 문화에 위배되거나 혹은 개인적 마음 깊은 곳의

극도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그것들은 의식 아래에 억압되어

의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16) 赵璧如, 『现代心理学发展中的几个基本理论问题』,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2, p.85.
17) 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 『马克思恩格斯选集(第1卷)』,
   人民出版社, 1972,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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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잠재의식과 의식 구도

우리의 의식, 자아의 이해, 사

고, 이성, 판단, 감정은 모두 잠재

의식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자

신이 가진 취향,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의식 차원에서는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잠재의

식은 매우 강한 힘으로써 우리의

자아에 대해 완전한 영향을 미치

며 그것의 99%는 우리가 인지하

지 못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심리 구조는 잠재의식이다”, “잠

재의식은 정신의 기초가 되는 밑바탕이다. 잠재의식은 가장 바깥부분의

큰 동그라미로 그 안에 ‘의식’ 이란 작은 동그라미를 포함한다. 각 의식

마다 모두 잠재의식의 최초가 되는 단계가 있다. 잠재의식은 어쩌면 그

원시 단계에 머물러 있겠지만 완전한 정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

의식 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의 본질이다”라고 여겼다. 18)

2) 잠재의식을 통한 자아 탐색

철학가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BC399)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 원칙은 철학의 관심주

제를 자연에서 인간 자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돌려놓았다. 그에 따라 사

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더욱 더 의식하게 되었다.

18) 夏光明, 『弗洛伊德文集·性爱与文明』, 安徽文艺出版社, 1996,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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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간이 존재

하는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지 등 문제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성과 피동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자유

와 해방을 갈망하기 시작하였다.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는 말은 그리스 델파이 신전 문미에

있는 명언이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자기 철학의 원칙으로 삼았다. 철

학의 흐름은 자연에 대한 주목에서 인간에 대한 주목으로 방향을 바꾸

었다. 사람들은 주체로서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었다. 사

람들은 인간 자체가 수수께끼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난 어

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등 진정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기

바랐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해야만 자신을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다.

사상의 갖가지 제한을 돌파하여 자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들어갈 수 있

다면, 어쩌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탐구의 초심을

지니고, 본 절에서는 잠재의식과 자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진입점으로

하고 아울러 프로이트의 인격 구성론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잠재의식과 자아의 관계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은 자신을 탐구하고

작품 창작 중 더욱 심층적인 사고와 기초를 다지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한 폭의 그림을 상상해 보라. 잠재의식과 자아의 관계를

마차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말 한 필, 마차, 마부, 승객)

[도판 3] 마차에 빗댄 인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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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우리의 인생을 대표한다. 마차의 구조와 품질은 우리의 운

명을 대표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명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 좋지 못

하다.

이 노정(路程)은 우리의 운으로 때로는 탄탄대로이고 때로는 꼬불꼬

불한 오솔길이다. 운명이 좋다는 것은 마차가 커서 험한 비탈길을 가도

흔들거리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다. 마차의 전진은 말에 의지한다. 말에

게 방금 전에 왜 좌회전했냐고 물으면 말은 왼쪽 얼굴이 당겨지는 것

같아서 좌회전하였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말은 마부가 왼쪽 고삐를

당겼기 때문에 좌회전 하게 됐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마차는 우리의 표의식(表意識)을 대표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동화된 제어모드 아래의

기계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마부는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우리

인생의 자동화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승객으로, 즉 우리의 ‘진정한 나’이다. 19)

우리는 진아(真我)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첫걸

음은 잠재의식 부분을 되도록 의식 차원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마차 행

진(우리의 생활)의 조종은 마부(잠재의식)에게 달려 있다. 자신의 재주

가 더욱 향상됨에 따라 감지 능력도 더욱 더 강해지고 의식의 빛은 더

욱 밝게 빛나 수많은 잠재의식을 현재의식으로 가져온다. 그렇다면 잠

재의식과 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람의 잠재의식 현상에서 선천적, 본능적인 부분 외 절대다수는 후

천적 의식의 침적, 즉 후천적 잠재의식이다. 후천적 잠재의식이란 후천

적 학습을 통해 얻은 사회와 문화의 잠재의식이다. 예를 들면 정치, 법

률, 도덕, 예술, 종교와 각종 자연과학 지식 그리고 생활 속 규범 중의

잠재의식을 가리킨다. 후천적으로 배운 것은 본래 의식이 존재하는 상

태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천하고 체험하고 이해함에 따라 은연중에

변하게 된 사회적 심리로 사람들 의식의 심층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후천적으로 배운 것은 일종의 문화 잠재의식으로 바뀐다.

19) 张德芬, 앞의 책,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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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전체의식영역 중의 절대다

수 정보는 잠재의식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의식과 이성적 사유가

외부 객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의식은 명확하고 체

계적이며 규칙적인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의식되지 못한 대량의

정보는 의식 한계 아래의 채널을 통해 이간의 대뇌로 들어간다. 하지만

의식 한계 아래에서 받은 정보는 대뇌의 사유 가공을 거쳐 의식으로 제

고될 수 없고 잠재의식의 존재상태로 대뇌의 심층에 저장된다. 어떤 학

자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의 대뇌는 초당 14-15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매일 8600만개 정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

런 정보 중의 1%만 대뇌의 사유를 거쳐 의식으로 가공된다. 나머지 절

대다수의 정보는 대뇌의 사유에 의해 선별되어 잠재의식이 된다. 대뇌

심층에 저장된 이러한 잠재의식은 사유 주체에게 활성화되거나 발견되

기 어렵고 그것들은 심층적, 잠재적으로 대뇌 속에 존재하며 의식은 표

층적, 현실적, 현시적으로 존재한다. 20)

비록 의식과 잠재의식이 대뇌에서 저장되는 차원은 다르지만 그것들

은 상호 전환할 수 있는데 잠재의식이 모종(某種)의 외부 자극을 받았

을 경우 깊은 잠에서 깨어나 대뇌의 심층에서 대뇌의 표층으로 들어와

의식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모종의 의식을 장기적으로 이용 혹은 조

작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점차 의식 주체로부터 잊혀 지게 되고 최후에

는 대뇌의 심층에 가라앉아 잠재의식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현의식

(顯意識)과 잠재의식 과정 중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신의 잠재의식을 최대한 발굴하여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한다.

자아인식은 자아의식 인지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자아의식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동시에 자기 조절, 통제의 심리적 기초이기도 하며 그것

에는 자아감각, 자아개념, 자아관찰, 자아분석과 자아평가가 포함된다.

자아분석은 자아관찰의 기초 위에서 자체 상황에 대한 반성이다. 자아

평가는 자신의 능력, 품덕, 행위 등의 방면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

가로 그것은 한 사람의 자아인식 수준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21)

20) 胡敏中, 『非理性创造意识论解读』, 北京师范大学出版社, 1998, p.258.
21) 陈会昌, 庞丽娟, 申继亮, 周建达主编, 『中国学前教育百科全书(心理发展卷)』,
    沈阳出版社, 1994,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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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의식 이론은 프로이트의 중요한 학설이며 자아 심리분석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프로이트의 말년에 쓰여 졌던 한편의 저작은

그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며 이 이론은 우리가 인간의 구

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탐색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이론’이다.

본아(本我)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는 정신 분석가로서 프로이트가 제

시하는 세 분위의 인격 구성의 내용인 동시에 정신분석 구성론의 3대

구성부분이며 또한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는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 및 전의식은 인격 구성 중의 본아,

자아 및 초자아와 대응되는 상호관계가 있다.

심리 동력론에서 본아, 자아 그리고 초자아의 개념은 정신 분석가 프

로이트의 구성론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영역

이다. 1923년, 프로이트는 관련 개념을 기본으로 의식과 잠재의식의 형

성 및 상호관계를 해석하였다. ‘본아’(완전 잠재의식)는 욕구를 대표하고

의식의 억제를 받으며, ‘자아’(대부분 의식이 있음)는 현실 세계의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초자아’(일부분 의식이 있음)는 양심 혹은 내재적인

도덕 판단이다.

본아를 ‘이드(id)’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격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이

고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다. 본아는 유전 본능, 욕구로 구성되었으며 기

(饑), 갈(渴), 성(性)은 미지의 제어력이고 육체는 그것의 에너지 원천이

다. 본아의 유일한 기능은 바로 심리적 에너지를 직접 방출하거나 긴장

감을 낮추어 이로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 본아는 요구의 만족 면에

서 옳고 그름의 관념이 없고 도덕적 속박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아의

이런 기능은 생명의 제일 원칙, 즉 쾌락원칙을 이행한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전체 심리활동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게다가 자

동적으로 쾌락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22)

자아(ego)는 의식의 구성 부분이다. 그것은 본아와 현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본아의 일부분이 특별한 발전을 겪으며 생겨난 전문적인 조직

이다. 자아는 본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있고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현실

화된 것이다.

22) Sigmund Freud, 『自我与本我』, 林尘옮김, 上海译文出本社, 2011,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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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사람은 모두 심리적인 과정을 연결하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타적자아(他的自我)라 부른다. 의식은 이 자아에 예속된

다.”고 하였다.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그것의 심리 에너지

는 대부분 본아에 대한 통제와 억제에서 소모하며 인격의 ‘집행자’라고

할 수 있다.23)

초자아(super-ego)는 자아의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

도덕 기준을 대표하며 인격 중에서 전문적으로 도덕을 관리하는 사법부

서에 해당한다. 초자아는 자아에서 분화된 것이고 도덕화된 자아는 인

격의 최고층에 있으며 개체가 생활 속에서 사회 문화 도덕규범의 교육

을 받으며 형성된 것이다. 초자아는 ‘최고선 원칙’을 따르고 본아의 활

동을 감독 및 단속하며 자아를 지도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사회 요구에 용납되지 않는 본아의 각종 행동, 특히

성욕과 공격 행위를 억제한다. 이 두 가지 행위가 사회의 질책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둘째, 자아를 유도한다. 사회 규범에 부합되는 목

표로 비교적 낮은 현실 목표를 대체한다. 셋째, 개인으로 하여금 이상을

향해 노력하도록 하여 완벽한 인격에 도달하게끔 한다. 24)

이 세 가지 정신 영역은 서로 다른 비중이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는 인격이 형성되는 요인과 연관된다. 자신이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하

여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며 대다수의 사람

들은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의 생활은 평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가

능성이 많아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

에 의해 아주 자의적이고 편하고 멋있게 살고 있다고 인정되곤 하며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경지를 느껴지게 한다. 성인(聖人)들처럼 자

신을 초월한 사람은 사회에서 자아 통제력이 아주 강하며 아주 높은 사

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무감을 가지

고 살아가 존경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속박

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힘들다.

23) Sigmund Freud, 위의 책, p.89.
24) Sigmund Freud, 위의 책,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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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우연성의 재해석

본인의 작품에서는 마블링을 우연성이 가득한 인생에 비유하였다. 우

리도 가정, 교육정도, 과거에 겪은 경험 등 외재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체의 외재적 요인은 내재적 요인의 직접적인 전환을 초

래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가 이해할 수 있

는 자아의식은 한계가 있다. 빙산의 일각처럼 물에 잠긴 방대한 부분처

럼 존재하는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회화에 우연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피고, 잠재의식은 회화의 우연성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마지막

으로 회화에서 본인의 작품들과 연관된 마블링 기법 개념에 대해 상세

한 논술을 하고 마블링에서 나타난 우연성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어서

본인은 마블링의 우연성을 바탕으로 구조를 분석하고, 본인의 정신세계

및 인생의 깨달음을 인위적인 흔적 가운데서 재해석하고 자신의 잠재의

식을 이해하며 자기탐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아의 재인식에 도달하고

자 한다.

1. 우연성과 마블링 기법

본 절에서는 회화에서 표현된 우연성과 잠재의식에 대해 분석하면서

마블링 기법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논술하고 마블링 기법 중의 우연성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우연성 요소의 이론적 근

거를 찾아보려 한다.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마블링 기법인 텍스

처의 풍부성, 우연성 및 불확실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상세히 논술하면

서 작품을 분석하여 이론적인 기초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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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화에서 우연성의 표현

예술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우연성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우연성

은 시시각각 곳곳에 존재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보고,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바탕이 되는 발상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회화 창작과정에서 이러한 우연한 효과를 이용하고 규정지어 파

악하는 것은 예술가가 지닌 미에 관한 해석과 만물에 대한 작가만의 생

각을 작품에 표현해내는 데 꼭 필요하다.

엥겔스는 『미학』에서 예술의 개념들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단

정한다면 표현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술은 내용과 매

개 요소 면에서 모두 많은 선결조건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이 가정은

예술작품의 우연적인 효과로 나타나곤 한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표

현수법을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면으로 파악해야만 예술 이미지가 구성

한 필연성에 다다를 수 있다. 25)

중국 수묵화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회화

관념, 회화 언어가 있는 것도 미술사 발전의 과정이다. 예술가들은 당시

시대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하였으며 당시의 고정관념을 개혁하

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관념을

개혁하고 변화해야 하며 낡은 관념은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다. 그러면 관념의 개변은 서로 다른 우연적인 현상을 초래한

다.

행위에 수반되는 우연은 많으며 표현형식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

히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우연적인 현상이며 다양

하다. 행위의 우연성은 말 그대로 행위와 행동으로 발생 된 우연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회화행위 혹은 창작행위가 이런 제작 과정

에 발생되는 우연성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행위의 우연성은 관념적 우

연성보다 표현형식으로 나타날 때 더욱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25)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美学第三卷』, 朱光潜 옮김, 商务印书馆, 1979,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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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장대천(張大千),

<太湖渔家>, 64.5x95cm, 1979

회화행위의 우연성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창작 형

식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추상은 수묵화가 발전한 중심점이다. 형태의

진화 발전 단계를 보았을 때 수묵화의 탄생은 전통 회화가 구상(具象)

에서 심상(意象)으로 나아가고 사실(寫實)에서 사의(寫意)로 나아간 커

다란 발전이다. 현대 수묵이 심상에서 추상으로 나아간 것도 커다란 도

약이다. 수묵화는 발전 초기부터 이미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왕

흡(王洽, 323-358)26)이 발묵 표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

대로 표현형식으로 받아들이는 우연성에 대한 장악은 사실상 추상적 수

법을 발전시키게 된 일종의 심상(意象)유형 수법이다. 이런 화법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 그때 당시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가끔씩만 사용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서구

추상주의가 융성함에 따라

이 잠재적 요소가 발화되어

발묵(潑墨)에서 발채(潑彩)로

발전하였는데 예를 들면 장

대천(張大千, 1899-1983), 유

해속(劉海粟, 1895-1994)가

제작한 발묵산수가 바로 이

러하다.

[도판 4] <太湖渔家>는 장대

천의 노년 작품이다. 그는 발

묵·발채 작품에서 농묵, 단묵, 색채의 조화를 이뤄냈다. 그중에 부분 윤

곽을 간단히 스케치하거나 혹은 인물과 집 그리고 배 등을 점철시킨다.

이러한 이유는 화면에서 발묵된 묵과 색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추상

은 단지 그림을 그리는 수단에만 사용되어 추상만으로 그려진 진정한

추상화는 될 수 없었다.

26) 중국 동진의 서예가. 왕도의 셋째 아들. 자는 경화(敬和). 서예는 왕도의 자녀 중에 가장 유명
하고 각 서체를 모두 잘 써서 “장초(章草)를 바꾸어 금초(今草)를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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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5] 유국송(劉國松), 
<地球我们的家>, 142x75cm, 1969

추상의 수묵 분야에서의 발전은

1960년대 초 대만의 현대 예술운동

에서 최초로 나타났는데 유국송(刘
国松, 1932-現)을 대표로 일부 화가

들이 추상 수묵의 새로운 화풍을 확

립하였다. 유국송은 수탁(水拓)과 추

지근(抽紙筋)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

많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60

년대의 큰 붓으로 휘두르는 콜라주

도식, 70년대의 우주 도식, 80년대의

수탁 도식이다. 추지근 형식의 무늬

는 그의 예술 탐색에서 처음부터 끝

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유국송은

격정적으로 큰 붓을 휘둘러 환상의

심령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그 가운

데서 가끔씩은 운수산악(雲水山嶽)

특히 우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도판 5] 와 같는 유형의 추상은 예술 표현형식에 대한 실험을

선도하여 추상 회화 속에 들어가 탐색한 것이다. 그의 필묵을 사용하지

않은 수묵화는 수묵 재료의 무작위성과 우연성을 충분히 나타내었다.

1980년대, 정신적 표상을 목적으로 하는 추상 수묵이 발전하여 추상

화의 순수한 형태에 더욱 접근하였다. 하지만 신세대 추상 예술가들은

더는 추상 수묵으로 예술적 효과, 성과를 얻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하

지 않았고 더욱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 주력하였는데 그것은 정

신적 토대 위에서 자신의 의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 이

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우주 본원성에 대한 이성적 정신으로,

그 핵심에는 노장사상,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중국 정신27)이 담겨

져 있다.

27)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는 중국사상사를 관철하는 큰 테마인데, 천
(天)ㆍ인(人)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것은 일체의 것이라는 사상, 또는 그 일체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수양, 또는 일체가 된 경지를 〈천인합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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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염병회(閻秉會),

<思想之光>, 1997

1990년대 염병회(閻秉會)는 추상으로 방향

을 바꾸었는데 그의 작품은 주로 초묵(焦墨),

갈필(渴筆)로 그려졌고 무겁고 힘 있으며 강

력한 것을 특색으로 하였다. 붓 사용의 강도

는 그의 최대 장점으로써 대범함과 반항적

심리를 표현하였다. [도판 6] <思想之光>의 먹

물 사용에서 작가정신과 메시지가 드러나는

데 단지 예술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경지를 보여준다. 수묵

으로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아마 내

적, 외적 정신에 통달한 자가 부단하게 수련

한 후의 터득일 것이다. 정신을 표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추상의 탄생은 현대 도시

인들의 반물질 경향, 신비 정신 경향과 뗄래

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28)

관념의 우연과 행위의 우연은 우연성이 발생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며 우리가 회화에서의 우연성을 분석할 때에는 행위의 우연성과 관념의

우연성 두 가지를 모두 분석해야 한다. 그것들은 예술 창작과정에서 우

연성이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라도 부족해선 안 된다.

발자크(Honoré de Balzac, 1799-1850)는 “우연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

한 예술가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짧지만 우연성과 예술창조의 관계

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제시한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는 “우연성은 영

원히 사라지지 않는 경이로움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리스 철학가, 경험주의 과학자 및 우연관념론자들의 주장에는 모두

일관된 면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힘의 최종 원점, 착실함의 본성, 경

험의 가능성 조건을 해석하여 존재란 실제로 무엇인가, 우리 외의 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바뀌도록 강요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방법은 바로

그 필연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우리의 본질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이다.

28) 方立业, 『现代水墨形式与风格的探索』, 艺术教育, 2007,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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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화에서 우연성과 잠재의식의 표현

회화는 사람들 눈앞의 세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뿐 아니라 육안으

로 볼 수 없는 세상, 즉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대

회화에서 사람들의 표현방식과 심미적 시야는 이미 오랜 시간동안 쌓여

온 전통 회화의 기초 위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현대 심리학과 정신분석

및 각종 포스트모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화가와 관람자의 마

음 체험, 생명 직감, 무의식과 같은 심미적 심리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

을 미치며 활용되는지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현대 미술 근원이라 불리는 인상주의가 나타나기 전, 사실 재현적 미

술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 서양 미술은 이러한 재현 미술을 거부하고 화가의 마음 속 세계, 감

정과 잠재의식 세계를 탐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잠재의식은 예술 창작에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회화 창

작에서 돌발성, 우연성, 비자각성, 비논리성 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감정과 이미지 자체 특유의 규율은 의식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영

역이다. 그 근원을 탐구하면 회화 이미지에서 잠재의식이 드러나는 원

인과 결과가 전혀 없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지식이 잠재의식의 축적

을 거쳐 본능으로 탈바꿈한 후 감정과 결합하여 생긴 복잡하고 변화무

쌍한 심리상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양 미술이 합리성에서 직관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또한 회화 분야에서 우연성을 응용한 여러

형태의 회화 등장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현대주의 미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다다이즘(Dadaism)이

우연성 창작의 무의식 행위로 전통 예술의 답습을 반대하던 것에서, 초

현실주의가 정신의 자유를 표현하였고 이후에 추상표현주의가 창작 과

정에서 감정과 자아표징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현대

주의 미술 관념이 변함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 언어가 다른 표현방식을

초래하였고 ‘우연성’ 이미지에 대한 표현, 조작, 연구는 현대 미술이 발

전하는 새로운 한 분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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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drip painting 기법

표현형식에서 전통의 현실적 내용과 구체적인 형태는 예술가가 도식

을 구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엔 한참 부족하다. 예술가들은 시각적

기호, 시각적 언어 등 순수 예술적 요소로부터 출발하여 화면 내 우연

성 흔적을 포함한 모든 보여지는 흔적에 대해 순수한 형식으로의 미적

조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명 전통의 전형적인 작품 및 현

실 회화 심리 현상에 대한 초월, 심지어 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

의 의식은 고도로 복잡하면서 예측불가하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복잡다

단한 현실 세계를 반영할 때 우선 직관적인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직관적인 형식이 나타내는 상황은 국부적, 단편적, 분열적, 도착적 및

불완전한 면이 있지만 예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매우 풍부하고

감동적이며 진실하고 심지어 믿기지 않고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는 면

이 있다. 반복적으로 사고해 보면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는 이런 요소

는 주요하게 그 예술 작품 중 우연성 요소가 나타남에 있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

1956)은 미국의 액션회화예술의 창시자

이며 1943년부터 추상주의 예술로 전환

하였고 1947년부터 드리핑(drip paint-

ing)기법을 사용하여 바로 색을 섞어

만들거나 직접 물감을 펜 혹은 숟가락

으로 캔버스에 칠하여 극적인 효과를

형성하게 했다. 마감의 효과는 폴록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며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편안한 액션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29)

폴록은 “내가 회화를 시작하면 자신이

무엇을 그리는 지를 의식하지 못하며

완성한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알게 된다. 나는 변화와 이미지 훼손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화는 자체의 생명이 있기에 나는 자연적인 표현을 시도한다.” 라고

말했다.30)

29) 管一秋, 「实验艺术创作中的偶然性分析」, 华东师范大学, 硕士论文, 2008,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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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록의 행위는 일부 문예 비평가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런 창작방식은

너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며 회화의 전통에 반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폴록이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 지를 의식하고 있지 못

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내재적인 자아의 부름을 느낄 수 있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과 몸으로 그 자신을 해석하고 있고,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비록 무의식으로 간주되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아

와 융합되는 자유를 느꼈다고 생각한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사람마다 관

점이 각기 다르다. 개개인이 보는 것은 단지 자신이 보고 싶은 일부분

혹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일부분이다. 이는 우리 의식 아래에 숨겨져 있

는 잠재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술은 예술가의 창조물이며 예술

가는 그의 특수한 수법으로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며, 창작과정에 특수

한 심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 심리적인 의식이 바로 잠재의식의

우연적인 행위이다.

루드비히 리히터(Adrian Ludwig Richter, 1803-1884)는 젊은 시절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외출하여 풍경을 그린다. 네 명의 화가는 모두 눈

앞의 같은 풍경을 재현하였지만 네 폭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다. 마치

네 화가의 개성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이란 존재하지 않고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31) 그 예로 아래 [도판 8], [도판 9]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의 작품들

이 있다.

30) Ellen Johnson-Sirleaf, 『当代美国艺术家论艺术』, 姚宏翔옮김, 上海人民美术出版社,
    2011, p.34.
31) Heinrich Wolfflin, 『美术史的基本概念』 潘耀昌 옮김, 潘耀昌北京大学出版社, 2011, p.30.

 [도판 8] 밀레(Millet), <The 
Sower>, 1850, 캔버스에 유채

[도판 9] 고흐(Gogh), <Sower with 
setting sun>, 1888, 캔버스에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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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0] 인격이론과 잠재의식 분석

잠재의식에는 생명, 타고난 에너지, 기본적인 행동력과 정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사상과 행위가 포함되는데 우리의 수많은 중대한

심리적 기능은 모두 여기에서 근원한다. 사람들의 수많은 생활패턴, 사

유패턴, 인생태도, 인생관, 가치관, 인생추구 등은 대부분 잠재의식이 결

정한다고 할 수 있다. 32)

우연성은 예술창작과정에서 일종의 특수한 창조활동인 동시에 예술창

작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며 대부분은 의식이 주관하는 논리적 행위로서

예술창작과정에 직관, 영감 등 비이성적 요소가 예술창작자가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캔버스에 내키는 대로 그린 것이 예술가로 하여금

창작영감이 떠오르게 하였으며 예술가가 우연히 한번 본 것이 직관과

어떤 것과 발생되는 연계를 빌어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많

은 상황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우연적인 행위는 때때로 아주 정확 하

다. 이는 사실 모두 사람의 내재적인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았다.

앞부분에서 자아가 회화

속에서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이미 프로이트

의 잠재의식과 인격이론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다시

양자 간의 관계를 합쳤을 때

인간의 심리가 빙산이라고

한다면 의식은 수면위에 드

러난 빙산의 일각이고 대부

분이 수면 아래에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하

였다.

잠재의식은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잠재의식은 사람들의 기

억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식이 약할 때 깨어

나 사람의 심리활동을 지배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인성의 깊은 곳에

서 출발을 기다리는 상태로 잠복해 있는다.

32) 耿兴永, 앞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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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自我)의 일부는 의식에 속하며 다른 부분은 잠재의식에 속하고

실제로 이는 우리가 하나의 현실적 규범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

초자아(超自我)는 잠재의식에 속하며 이는 특수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도덕에 부합되고 어떤 것이 도덕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다. 그것은 마치 감독자와 같이 자아를 이끌어 더욱 고상한 길로 나아

가게 하고 본아(本我)는 잠재의식 구역 중 무의식에 속하며 이는 우리

의 원시적인 본능을 대표한다.

회화에서 살펴보면 이런 본능적 이미지는 흔히 잠재의식 특유의 심리

구조를 통해 드러나거나 소환되는데 이런 상태는 생동감 있는 미술 작

품이 갖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잠재의식의 법칙성을 계발하는 것은

회화 창작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작가의 잠재의식 계발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일정한 회화

적 기초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열심히 사고하는 탐색 과정이 있어야만

잠재의식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작품의 영감이 일정 시간 내에

떠오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 나타난 우연적인 효과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작

가의 잠재의식 내의 사물을 구현하기도 한다. 회화 창작에 있어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자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회화에서 마블링 기법과 우연성 표현

오감(五感)이란 다양한 감각을 신체의 감각기관 종류로 구분한 것이

다. 이 중 ‘시각’을 통해 파악한 이미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래서인지 시각에는 본래 가치 이상의 절대적 권위가 부여된 것 같

다.33)

33) 박주영, 「시간의 흔적과 축적을 통한 삶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0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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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텍스처는 회화 작품 창작의 감정적 표현 및 개인적 스타일의 형

성에 무한한 탐구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더욱 광활하고 풍부하며 복잡한 감정적 체험을 제공해 주지

만 전통의 회화 언어로 현대인들의 진실하고 복잡한 생명의 깨달음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텍스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추상적인 회화 언어, 시각 언어, 일종의

감정 기호로서 동서고금의 미술 작품에서 풍부한 감정 내용을 함축할

수 있게 하였다. 텍스처 중 감정 언어에 대한 탐구는 무한하다. 왜냐하

면 재료는 무한하고 서로 다른 도구 및 색채가 화면에서 남기는 흔적의

변화도 무한하기 때문이다.

마블링의 활용은 본인의 작품에서 매우 큰 보조 역할을 한다. 그것은

상상력을 개발하고 잠재의식을 불러일으켜 본인으로 하여금 창작 과정

에서 다른 공간을 유람하는 듯한 기쁨 및 자신과 대면하는 기회를 즐기

게 한다. 마블링이 만든 세계에서, 다시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도

자아의 또 다른 반영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바로 사물이고 사물이

바로 나의 자화상인 셈이다.

마블링은 주요하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성 마블링이고

다른 하나는 수성 마블링이다. 수성염료 마블링은 작업을 하기 전에 물

위에 포트폴로용액을 사용하여 수성염료가 물에 섞이지 않게 하면서 코

팅효과를 준다. 또 천연호료인 캐러기닌을 뿌려 수성염료를 붙드는 성

질을 이용해 수면장력을 만들어준다. 색의 선명도는 유성염료보다 강하

지 않지만, 부드러운 느낌은 유성염료가 나타낼 수 없는 수성염료만의

장점이 있다. 유성염료 마블링은 수성염료 마블링 보다 시간이 지나도

염료가 침전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모든 바탕지에 사용할 수 있다. 하

지만 염료의 입자가 수성염료보다 크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34)

수성 마블링은 본인이 추구하는 어렴풋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에서 후기 회화에 사용되는 안료는 모두 중

국화(中國畵) 안료이다. 그리하여 작품에 사용된 마블링도 대부분 수성

마블링을 위주로 하였다.

34) 노의협, 「먹을 이용한 마블링 기법 연구」, 한남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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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1] 코란에 사용된 마블링

마블링의 텍스처는 창작하기 전에 화면에 대해 깊은 구상을 하게하고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러운 무늬로 인한 편하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게

하는데 장자가 말한 해의반박(解衣盘礴)35), 천상묘득(遷想妙得)은 동진

고개지(顧愷之)의 회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천상(遷想)이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풍부하게 상상하라는 뜻이고 묘득(妙得)이란 처음에 생각

했던 것과 나중에 그린 그림은 늘 편차와 차이가 있거나 예상 밖의 효

과가 발생하기에 화면의 효과에 따라 어떻게 그려야 더욱 기묘하고 더

욱 정취가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추세에 따라 행동하여 장

자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속박에서 벗어나 천성과 자연에 따르는 본래

의 상태에 들어가야 본인과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블링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터

키에서는 에브루(Ebru)라 불리고 대리

석 엠보스지 예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오래된 회화 기법은 돌궐시대부

터 있었다고 한다. 대략 8-9세기 때,

《코란》표지에 최초로 사용된 천 무

늬는 14세기에 실크로드를 거쳐 이란

을 지나 아나톨리아에 와서 터키에 전

해졌다. 투르케스탄의 차가타이어(Chaghatai語) 중 ‘ebre’는 ‘맥락형의

혹은 워터마크의’ 라는 뜻이 있고 페르시아어에서 ‘abru’는 ‘수면’ 이라

는 뜻이 있는데 ‘ebri’는 ‘구름이 많다’는 뜻이 있기에 ‘ebru’는 장식자가

제작한 위에 서로 다른 여러가지 디자인 도안이 있는 수지(水紙)로 해

석되고 또한 ‘플로팅 염색 기법’의 뜻이 있으며 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에브루(Ebru)’라고 부른다.36)

35) 장자(莊子)의 전자방(田子方)에서는 이렇게 기재하였다.：“昔宋元君将画图，众史皆至，受揖而 
立，砥笔和墨，在外者半，有一史后至，儃儃然不趋，受揖不立，因之舍，公使人视之，则解衣
盘礴，赢（同裸）”그 중 해의반박(解衣盤礴)이란 단어는 나중에 중국 전문 용어로 되었는데 
한 사람이 회화에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를 상징하고, 그리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그릴 때 정
신적 긴장을 풀며 긴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외의 뜻이 담겨져 있다.

36) 张佩瑜, 『手绘旅行绘本-土耳其东部』, 贵州人民出版社, 2010, p.127.



- 36 -

   [도판12] Ebru 이미지

터키에서 에브루 회화의 비밀은 그림을

그리기 전 ‘담즙(膽汁)’을 물속에 넣어 충

분히 용해시키는 것이다. 담즙은 물과 유

성 안료를 층을 나누어 서로 융합되지 못

하게 한다. 담즙과 물의 비례를 잘 조절

하는 것은 화가의 솜씨를 구현하는 관건

이다. 에브루는 수면 위의 엠보스지에 그

리는 것으로 먼저 안료로 수면에 각양각

색의 무늬를 그린다. 때로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리고 때로는 가늘고 뾰족한 펜

으로 아름다운 화초 무늬나 아랍 서예를

그려내 용이 하늘을 오르고, 봉황이 춤을

추는 듯 보인다. 안료 자체가 물에 용해되

지 않기 때문에 안료로 물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수면

위의 그림을 완성한 후 백지를 위에 덮어 안료를 흡수하고 종이를 조심

스럽게 수면에서 떼어내면 유동적인 물의 흐름을 담은 아름다운 에브루

작품이 완성된다.

그림은 회화 방식의 관계로 인해 각기 다른 무늬를 지닌다. 오스만제

국 시기, 에브루는 흔히 전문적인 정부 서신 혹은 외교 문서 용지로 되

어 문서의 유일성과 변경 불가성을 나타내었다. 에브루 예술을 이용한

기존의 가장 오래된 작품은 1539년부터 40년간 시인 아리피(Arifi)의 책

으로 각 페이지마다 모두 에브루를 사용하였다. 1608년 에브루 기예를

소개하는 가장 오래된 책에서 묘사한 재료와 기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에브루 예술가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오래된 대리석 엠보스지

의 샘플도 도서관에서 합본을 찾을 수 있다.37)

37) 张佩瑜, 위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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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3] 수화(水畫) 이미지, 2013

중국에서 마블링은 수화(水畫)

라고 하고 수탁화(水拓畫), 탁묵

화(拓墨畫), 무필화(無筆劃)라고

부른다. 용기에 물을 가득 담아

물에 대해 처리한 후 물에 묵

(墨), 색(色)을 떨군다. 유화 물

감, 중국화 물감, 잉크, 먹물, 페

인트 등 묵(墨), 색(色)의 부력을

이용해 수면 위에서 화면이 형성

되게 하고 흡수성이 있는 화지(畫紙)를 수면에 펴서 수면의 묵(墨), 색

(色)이 흡수되게 하는 화법이다.

당나라 소설가, 변려문가(騈儷文家) 단성식(段成式, 803～863)38)은

《유양잡조(酉陽雜俎)》에서 중국 수화를 최초로 기재하였다.

판산런은 이씨 집에서 반 년 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

수잔한테 “나 곧 여길 떠나갈 거야. 나한테 한 가지 기예가 있는데

이것으로 이별의 선물로 하고 싶어. 그게 바로 수화(水畫)야.” 그리

하여 그는 사람을 청해 뒤뜰에서 너비와 길이가 각각 1장(丈) 정도

되고 깊이가 1자 되는 못을 파서 마회(麻灰)를 잘 발라 놓았다. 그

리고 날마다 물을 가득 채워 놓았고 물이 더는 스며들지 않을 때

묵연(墨硯)을 준비해 놓았다. 판산런은 묵을 준비한 후에야 붓을 들

고 수중에서 도획(塗劃)하였다. 다시 못의 물을 바라보니 물색이 흐

려져 있었다. 이틀이 지나 4폭의 하얀 세견(細絹)을 못의 중탁(中拓)

에 놓았고, 약 한식경 정도 지나서 4폭의 세견(細絹)을 다시 꺼내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보았다. 이때 세견(細絹)위에는 해묵은 소나무,

괴석, 인물, 집, 나무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데 마치 진짜 그림

같았다. 리수잔이 경이감을 느끼면서 판산런에게 여러 번 물어 보아

서야 판산런은 “내가 색깔들을 꼭 가두어서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

게 했을 뿐이야！”라고 말했다.39)

38) 당(唐)나라 때의 학자. 박학(博學)이라는 영예를 안으면서 연구에 정진하여 비각(秘閣)의 책은 
모두 읽었다고 전한다. 주요 저서에 《유양잡조(酉陽雜俎)》가 있다.

39) 唐朝小说家、骈文家段成式(803～863)在《酉阳杂俎》：李叔詹尝识一范阳山人，停于私第，
   时语休咎必中，兼善推步禁咒。止半年，忽谓李曰："某有一艺，将去，欲以为别，所谓水画也."

乃请后厅上掘地为池，方丈，深尺余，泥以麻灰，日没水满之。候水不耗，具丹青墨砚，先援笔
叩齿良久，乃纵笔毫水上。就视，但见水色浑浑耳。经二日，搨以稚绢四幅，食顷，举出观之，
古松、怪石、人物、屋木无不备也。李惊异，苦诘之，惟言善能禁彩色，不令沉散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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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5] 유국송(劉國松), <天池>, 1982[도판14] 유국송(劉國松), <钱塘潮>, 1974

중국에서 이 수법은 현대인들이 근래에 제출한 것으로 당대인들의 이

른바 ‘묵지법(墨池法)’의 기초위에서 발전된 새로운 기법이고 또한 도전

성이 가장 강한 수법이며,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분야도 매우 넓다. 이 수

법은 일정한 제작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물과 오일이 층을 나누는

원리를 이용하여 질감 효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독자적인 수탁화를 만드

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넣고 먹을 푼다. 붓으로 먹을 찍

어 먹을 직접 수면에 풀 수도 있고 또 먹을 용기 가장자리에 풀어 자연

스럽게 흘러들게도 할 수 있다. 묵색이 물에 들어간 후 부드러운 무늬

가 생기게 된다. 무늬가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약간 휘젓거나

입김을 불어 흐름을 유도하여 화면을 원하는대로 조정할 수 있고 다시

종이를 펴서 흡수할 수 있다.

수탁화에서 유국송은 중국의 실험적인 수묵 선구자이다. 그는 중국

전통회화에서 발묵, 파묵 등의 방법과 칠화, 불화, 수화 등의 중국회화

방법을 통해 현대예술의 개념인 탁묵법 시리즈를 만들었다. 1972년 이

후 유국송은 수탁 기법을 시작하였다. 변칙성이 크기 때문에 수면 위에

있는 묵과 색을 조절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도판14]를 시작

으로 1977년부터 1987년 전후로 유국송의 수탁법은 나날이 발전했다.

이 때는 유국송의 전성기였고 1982년에 [도판15] <天池>작품은 유국송

의 숙련된 절정기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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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의 창작에 대해 마블링의 회화 기법, 안료 매개물의 배합을 완

벽히 조절하는 것 외에 화가에게는 예술에의 전념과 인내심이 필요하

다. 제작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사랑이 없고 평온한 마음 상태가 없으

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중국 국화와 매우 비슷

하다. 이는 물 안 세계와 예술가간의 사랑의 의식이다. 이 의식에는 안

료가 물에 떨어지는 각도, 떨어지는 점, 안료가 떨어지는 양, 면적의 크

기, 색상의 조화와 분포, 서로 다른 색상간의 관계 등 많은 요소가 포함

된다. 조화로움이 넘치면 우수한 작품이 탄생되고 예술가는 사랑, 인내

심과 작품성과를 거두게 된다. 완성 시 우리는 화가의 독특한 세계를

보게 된다.

그림을 그릴 때 편하고 유동적이며, 자유로운 본래 그대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블링 기법 중 아름다움에 대한 발견 및 상상력

의 개발을 통해 ‘우연성’ 요소가 회화로 변하는 방식을 찾고 이러한 것

들이 새로운 창작의 언어를 만들게 된다.

수묵화는 그리는 그림이지 바르는 그림이 아니다. 즉 침윤하기 쉬운

먹을 부드러운 모필을 이용하여 역시 침윤하기 쉬운 종이 위에다 그리

는 것이므로, 계획적으로 효과 위에 다시 또 효과를 겹쳐 바르는 식으

로 그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획적이기보다는 우연이 가져오는 효과를

필연적으로 이용해 형체 관계의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 동양화 수

법의 특이한 전통이다.40)

마블링이 물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연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은 외인과 내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회화의 생리적 과정인 눈과 대뇌 그리고 손이 협동하여 작품

을 완성하게 된다. 회화는 조형 예술의 일종으로서 색상과 라인으로 실

재적이거나 상상속의 물체 이미지를 종이에 그리는 것이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회화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

다.

40) 키마바라세이고, 『동양의 마음과 그림』, 세문사, 1978,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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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이 외부 사물을 본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외부 정

보에 대해여 우연적 선택을 한다. 그리고 눈은 본 정보를 대뇌에 보내

고 대뇌 중 우뇌가 받은 정보를 자동으로 가공 처리하고 창조적인 정보

를 파생하는 동시에 상상력, 사고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시각

화 한다. 최후에는 손이 대뇌 신경의 지배하에 가공된 정보를 화면에

반영하게 된다.

똑같은 경치나 사물에 대해 화가가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은 천차

만별이다. 생리적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뇌세포의 활약도가 다르다. 우뇌

가 활약적인 사람일수록 상상력이 더욱 풍부하고, 화면과 현실의 격차

가 클수록 더욱 독창적이며 기존의 사물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게 된다.

이 외에 한 사람이 동일한 경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분과 상태에서도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색상의 차가움과 따뜻함,

라인의 협소함과 완만함은 모두 기분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회화적 표

현은 내부적 요인의 생리학적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우연성이 동반된

다. 동시에 회화에 대한 잠재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회화는 매개물이 되는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그림을 그

릴 때에는 반드시 펜, 안료, 종이 등 기타 도구 재료를 이용해야만 한

다. 전통 회화 도구는 회화에 무수한 우연성 효과 발생의 가능성을 가

져왔다. 모더니즘 미술이 발전한 오늘에 있어서는 회화에 사용할 수 있

는 매개물 종류가 더욱 풍부해진 동시에 수많은 실험 기법이 파생되었

는데 마블링이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마블링에서의 우연성은 오일과 물이 화면과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다.

유동하는 물에 안료를 떨어뜨리는 것과 온도, 각도, 분량, 색상 등 모든

외부 요인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마블링

회화 속의 우연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완전히 조정할 수 있을까?

우선 철학적 의미의 관계로 우연성과 필연성을 비교하면 대립되는 동

시에 통일되는 관계이다. 우연성과 필연성은 사물이 발전할 때 서로 다

른 추세로 발생한 원인과 사물이 발전하는 과정 중의 지위와 역할이 다

르다. 양자의 통일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필연성은 항상 대량의 우연성

을 통해 표현되고 이에 근거한다. 마블링 창작 과정이 각종 우연성으로

만 충만한 것 같지만 작품의 탄생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 41 -

모든 사물에게 있어 필연성과 우연성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상호 전환

되며, 어떤 형식의 회화든지 그 우연성의 발생은 모두 일정한 필연적인

요인의 지배를 받는다. 오직 우연성 요인만 있는 회화는 존재하지 않는

다. 모든 형식의 회화는 우연성을 통해 필연성을 구현할 수 있는데 다

시 말해 우연성 효과를 지닌 회화 언어를 통해 화가의 기법 수준, 문화

적 소양, 마음 속 감정 등 필연적인 요인을 구현한다.

하지만 마블링 창작 회화에서 맹목적으로 ‘우연성’의 중요성만 강조하

고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필연적 요소(회화의 기초적 소양), 개인의 수양

과 문화 적 함양 및 기법의 능숙성 등을 소홀히 한다면 갈수록 화가들

이 화면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작품 내용이 공허하며 질이 떨어

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연성의 존재를 소홀히 하고

‘필연성’만을 강조한다면 회화 자체가 가진 표현형식의 매력을 약화시키

고 회화 양식이 다양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떨어트리게 된다. 그리하여

본인은 양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루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블링의 작품 창작에서 우연성을 통해 필연성을 구현하여 우연성이 그

것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2.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자아탐색

인생은 우연성의 연속이다. 흐르는 듯한 유기적 형태는 자유를 느끼

게도 하고 매순간 달라지는 알 수 없는 마블링 형상은 우리의 삶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는 우연성이 가득한 인생(마블링)에 직면하여 어

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길(작품)을 걸어가야 할지는 우리의 잠재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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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통해 자신의 마음 및 자신의 내재적 잠재의식을 표현하려는

내용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에 관해, 본인은 자기탐구 주제로 <환유

(幻遊)>시리즈, <미훈(微醺)>시리즈, <존재>시리즈로 나누었다. 이 절

에서 본인 작품 중 마블링 안의 텍스처가 가져온 우연성을 이용하여 작

업 초기의 마블링 기법 활용에 대해 분석하고, 뒤이어 후기작품 우연성

의 재해석을 어떻게 본인 생각과 같이 발전시키고자 했는지 서술할 것

이다. 본인은 우연성으로 인한 다른 차원의 공간 존재를 믿는다. 이차원

(異次元) 공간을 거닐 때 진아(真我)를 우연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 마블링 기법의 활용

‘나는 왜 네가 아니라 나인가?’ 본 논문이 자신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

을 통해 얻고 싶은 답안 및 초심이다. 회화를 창작함에 있어 자신이 어

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떠한 자신만의 이해와 느낌

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나’가 타인과

다른 ‘나’라는 소재이다.

발자크는 『인간희극·총서』에서 “우연성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다. 문장 구상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우연성만 연구하면 된다.”

41)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화 속에서 우연성을 통해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본인은 마블링이 만들어 낸 우연적인 몽환의 경지를 빌어 본인의 마

음속을 여행하고 구조를 다시 분석하는 동시에 본인 마음 속 잠재의식

아래에 숨겨진 세계를 그려보고 싶었다. 산수화는 화가들에 의해 끊임

없이 재해석되어지는 소재이다. <환유>시리즈는 본인 작품 중의 중요

한 구성 부분이며 ‘환상적인 여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품 초기에는

자아 표현을 표면화하기보다는 마블링 흔적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

정을 중시했다.

41) Balzac, 『人间喜剧—巴尔扎克小说选集』, 汤姆林瑟옮김, 世界图书出版公司, 2009,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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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교통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현대인들은 분주한 생활을 하

며 날마다 경쟁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갖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 2500년 전, 노자(老子, 미상)는 “화려한 색채는 오래보면

두 눈이 침침해 지고, 요란한 노래와 음악은 오래 들으면 귀가 어두워

지고 청력을 잃게 된다. 산해진미는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

고 병에 걸려 음식을 싫어하게 된다. 말을 몰아 쏜살같이 달리며 사냥

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 방탕한 생활을 보내게 된다.

보물을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면 시간이 지나 하는 짓이 심술궂고 행동

거지가 비정상적으로 된다.”42)고 말했었다.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며,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혜(歸去來兮)’처럼 사람의 심리적 감당

능력이 극한에 도달하였을 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자

아로의 회귀이다.

현대인들을 그림 속에서 와유(臥遊)43)하게 하려면 작품은 전통의 흔

적을 지니면서 동시에 현재의 요소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전통의 흔적

을 지닌다’는 것은 나의 작품이 예술적 경지에 대한 표현, 수묵 정신에

대한 탐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현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다원적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창작의 도구인

환경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는 붓과 먹이 시대에 따라 변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 작품 [도판16]에서 묘사한 것은 다

른 차원의 공간으로, 마블링 기법으로 배경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화면

공간을 얻었다.

42) “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聋，五味令人口爽，驰骋畋猎令人心发狂，难得之货令人行妨.” 
    (참고: 노자, <도덕경·덕경제12장>, 
43) 산수화의 발전 “와유”는 위진(魏晉)시대의 일부 문인과 현학자 사이에서 최초로 나타났다. 옛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낙후하여 먼 곳으로 놀러가기 어렵지만 산과 물에 함축된 철학사상을 체
득하고 싶어 한다. <명화록(名畫錄)>에는 “와유”를 명확히 제출한 것은 남북조 시기 송조 종병
(宗炳)의 <화산수서(畫山水序)>라고 기재되어 있다. 와유와 같은 방식은 그 당시 역사시기의 
일종 필연적인 현상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로 “와유”, “징회와유(澄懷臥遊)”는 중
국 예술사, 미술사의 중요한 명제로 되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똑같은 느낌과 체험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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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6] 【작품 1】 <환유_1(幻遊) 이(異)차원 여행>

(마블링 재해석 전 배경 이미지)

(마블링 재해석 후 완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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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우리가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믿는다.

서로 다른 차원 공간이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즉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 바로 그 입구로 광속이 시공을 왜곡할 수 있다는 가설

과 같다. 이는 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가상 정신세계로 그것은 네

트워크에 존재할 수도 있고 전자기 공간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칩 속에 압축 될 수도 있다. 또한 내가 그린 화면 속에 존재할 수도 있

다.

이 공간에서는 또 다른 자신이 본 글과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읽고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자신은 푸른색의 운무가 피어오르는 높은 산, 일

망무제(一望無際)한 벌판, 소란스럽지 않은 도시, 기타 8개 행성과 함께

항성을 둘러싸고 회전하는 지구라 불리는 행성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

그(그녀)의 일생 경험은 자신과 1분1초까지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

쩌면 그는 지금 이 문장을 내려놓으려 하고 자신은 계속 읽어 내려갈

생각일지도 모른다.

이런 ‘분신’의 생각은 이상하고 믿기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부득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현대 물리학의 가설(우주의 크기는

무한대)로 천문관측기관 등에서 밝힌 것처럼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근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통계학 규율에서 모든 사건(얼마다 비슷하거나 똑같은지에 관계없

음)은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류를 원형으로 한 행성이 수없이 많

고 그 중에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용모, 이름, 기억이 있거나

심지어 똑같은 동작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한명 뿐 만아니라 무한개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판17]에서 묘사한 <2014조춘

도>는 본인이 마블링 배경 아래에서 나타낸 자연 문양이고 산수화의

구도 재분석을 진행하여 곽희(郭熙, 1023-1085)의 <조춘도>와 우연히

비슷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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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시공에서 존재하는 동일한 풍경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인은 자신의 이름, 신분, 신체 및 속박 등 모든 것을 비운 후 다시

작품을 관람하면 아마도 본인이 말하는 또 다른 차원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유 그림에서 요가의 명상 혹은 불교에서의 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자아를 침착하게 들여다보고 신체 및

마음에 대해 깨닫게 됨으로써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자각하는데 있다.

             [도판17]【작품18】 <2014 조춘도(早春圖)>
마블링 재해석 전 배경 이미지(左) 마블링 재해석 후 완성 이미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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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이 와유(臥遊)를 말할 때엔 그 시대의 물질, 재료적 제한이 있

고 뜻을 담은 경치(意境), 여백, 구성 등의 어느 정도 짜여진 형식적 제

약이 있었다. 본인은 이러한 와유의 제약이 본인이 추구하는 바와 우연

히 일치된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에서 ‘와유’

하게 하고 싶다면 우선 예술가 본인이 산수를 감상하며 자신의 감정을

여유롭게 하여 정신적으로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산수의 내용을 이해한

후 다시 승화시키고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그린 산과 물은 사실(寫實)이 아니라 사의(寫意)이

다. 그래야만 산수의 정신, 다시 말해 예술적으로 도달한 경지를 관람자

에게 전달할 수 있고 관람자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비록 옛사람이 말한 와유와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점

이 있다. 와유는 고대의 문인(文人)과 선비가 산수화를 감상하는 방식으

로 산과 물을 체득하고 정신적으로 산과 물을 유람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인의 환유는 정신이 유람하는 장소와 공간을 창조하여 현대

인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와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 통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2) 우연성의 재해석

장자(莊子, BC369-BC289)는 “내가 물고기가 아니지만 물고기의 즐거

움을 알 수 있다”고 말했었다.44) 장자는 한 사람의 마음 속 세계는 그

의 미세한 행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은

쉽게 발견될 수 없지만 그에 준하여 흔적을 남긴다. 무의식 속에서 행

동 및 자유 연상, 최면, 꿈의 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잠재의식에 더 잘

진입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다.

44) 冯学成, 『禅说庄子秋水』, 东方出版社, 2013,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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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술과 서화는 네 것 내 것이 없다고 했다. 중국 회화사에서 서

화에 능통한 가문 중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대다수 화가들

은 모두 술기운을 빌어 영감을 얻는다. 그들은 때때로 산수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거나 때로는 꽃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달을 향해 소리 높

여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술에 취했을 때 가슴 속의 학문을 토로하기도

하여 술은 창작의 촉매제가 되어 왔다. 역대 중국화 중의 걸출한 작품을 살

펴보면 술 문화에 관련된 소재가 많은데 회화와 술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 간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술이 있어야 서

예가 시원스럽고 회화가 대범해 보인다.

<미훈>시리즈는 이러한 창작 배경 아래에 있다. 본인 작품에서 마블

링의 우연성에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회화 행위 내에 숨겨진 잠재의식

을 분석함으로써 의식 아래의 내재적 자아를 재인식 하고자 후기 작품

에서 자아를 주동적으로 등장시킨다.

와인은 마블링의 텍스처처럼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각 와인마다 모두 자신의 생명이 있고 각자 성격과 출신이 있으

며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와인을 아는 사람은 술과 인생의 미묘한

맛을 해독할 수 있다. 본인은 마블링을 바탕으로 본인이 마셔 보았던

와인에 대해 재분석하고 아울러 그 당시의 맛과 기억에 대해 묘사하였

다. 예를 들면 [도판18]은 본인이 회화를 통해 각 와인의 맛을 기록한

것이다.

     [도판18]【작품 31】 <미훈_빛나는 아침>
와인 사진(左) 와인을 마시고 느낀 기록 이미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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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19] 【작품 27】 <미훈_천사의 초콜릿>
와인 사진(左) 와인을 마시고 느낀 기록 이미지(右)

본인은 술에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술의 일생을 상상해보

았다. 포도가 자라나는 1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햇빛은 어떻게

대지를 비추었을지, 비가 내리면 어떤 모습일지, 사람들이 그 포도들을

어떻게 가꾸고 수확했을지 등을 생각해본다. 오래 묵은 술 한 병이 있

다면 그 포도들을 가꾸었던 사람들의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을지,

술이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 해 왔는지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오늘 술

한 병을 열었다면 그 맛은 다음 날 열었을 때와 다를 것이다. 술에는

생명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와인은 절정인 상태에 이르

러야 안정적인 노화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와인 한 병을 열어 그것이 천천히 깨어나 극치에 도달하기를 기다린

후 남태평양으로부터 오는 바다의 숨결을 천천히 느껴본다. 또한 지중

해 연안의 밝은 햇빛, 나파 밸리의 자욱한 새벽안개는 우리들을 그 아

름다운 시간 속에 영원히 도취되게 하고 미훈(微醺)의 아름다움을 체험

하게 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물과 가까이 있을수록 진아(真我)를 발견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고 이것

이 바로 ‘도(道)’라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신체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사물과 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 와인의 맛

과도 같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그것이 되고 그것이 나로 되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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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20]【작품 24】 <미훈_산타클로즈의 선물>
    와인 사진(左) 와인을 마시고 느낀 기록 이미지(右)

이는 마치 장주(莊周, BC369-BC286)가 자신이 나비로 변한 꿈을 꾼

것과 같다. 나풀나풀 춤추는 한 나비는 자신이 장주인 줄도 모르고 매

우 즐겁고 여유로웠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장주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있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로 변할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주로

변할 것일까? 이 우화는 장자의 제만물(齊萬物) 관점을 구현하였다. 장

자는 인간이 생사, 물아(物我)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

즐거울 수 있다고 여겼다. 이는 내가 바로 사물이고 사물이 바로 나이

며, 사물과 내가 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자는 ‘취자신전 - 취하면 정신이 더욱 온전해 진다’ 라는 명제를 제

시하면서 사람이 술을 마셔 취하게 되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어 오히

려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자-달생(達生)》은 “일부 술에 취

한 사람은 마차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

의 골절은 일반인과 같지만 상처 입은 정도는 일반인과 다르다. 그것은

술을 마신 후 정신이 집중되어 마차에 탄 것도 모르고 떨어진 것도 몰

라 생사에 대한 공포감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에 외물은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고 말했다.45)

45)《庄子-外篇-达生第十九-纯气之首》“夫醉者之坠车，虽疾不死，骨节与人同，而犯害与人异，其
神全也。 乘亦不知也，醉亦不知也。死生惊惧不人乎胸中，是故逆物而不慑。彼得全于酒，而犹
若是，而况得全于天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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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자의 ‘취자신전’이란 사람이 술에 취한 후 정신이 더욱더 고

조되고 생각이 자유분방해지고 생사의 공포감이 사람의 마음속에 스미

지 못하기에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는 술에 취한 상태

를 높이 평가하는데 술에 취한 생태에서는 몸에 배인 꾸밈새를 벗어낼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 혹은 저도 모르게 이미 받아들인 사

회의 세속적인 관념을 내려놓게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의 갖가지 가

면을 벗어 던지게 하여 결국 원시적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

이 있다. 기분이 울적할 때는 술로 우울함을 달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의 괴로움을 덜어놓을 수 있는 듯하다. 대부분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이

야기보따리가 열리고 쉴 새 없이 말하곤 한다. 취중진담이라는 속담이

있다. 옛사람들은 음주의 최고 경지는 미훈(微醺)46)이라 여겼고 장자(莊

子)는 미훈 상태의 음주에 있어 자기자신을 스스로 인식하는 귀중한 경

험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취자신전이라는 철학 명제도 등

장하게 된 것이다.

장자는 사람이 살아가며 늘 현실 사회의 영향을 받아 반드시 자기 자

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기 때문에 갈수록

자신답지 않아진다고 여겨 정신적인 유유자적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가

장 자연스럽고 진지한 것들이 점차 바뀌고 가려지고 심지어 사라져, 사

람들은 갈수록 자기 본래의 진실한 상태에서 멀어지면서 전혀 딴 모습

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술은 사람들을 도와 속세에서 본래의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술은 본디 자기가 가진 근원적인 면을 회복시

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잠재의식과 인격이론에 대해 분석한 위의 글을 통하여 사람이 장자가

말한 술에 취한 후 사람이 꾸밈을 버린 진실한 상태에 다가갈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자아와 잠재의식이 충돌하여 우리 의식의 빙산 아래에

숨겨진 잠재의식이 알코올 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 차원으로 올라와

우리는 외부의 경계에 대해 다소 긴장을 풀게 되는 것이다.

46) 미(微)-약간, 훈(醺)-술에 취함, 미훈(微醺)-약간 취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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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량으로 음주하였을 경우 본아(本我) 내재의 탐욕이 초자아

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는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송사·소옹전(宋史·邵雍傳)에서는 약간 취하고 더 마

시지 않으면 크게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또 꽃을 감상하는 최

적 시기는 꽃봉오리가 막 피려고 할 때이고 술을 마시는 것은 적당히

취했을 때의 느낌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결국 무슨 일이든 70∼80%

정도에 도달해야만 좋은 취미로 자리잡게 된다.

술을 미훈(微醺)까지 마시고 꽃은 꽃봉오리가 막 피려고 할 때 감상

해야 앞을 보아도 큰 희망이 있고 뒤를 보아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미훈(微醺)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고 내재적 잠재의식에 대해 한층 더 깊이 탐구하

게 한다. 이 또한 본인의 <미훈(微醺)>주제의 최초 소망이기도 하다.

다음 시리즈 주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작품 속에서 찾아

내는 과정에 자아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존재>시리즈는 <환유>시리즈의 기초 위에서 다른 차원 공간이 확

장되는 것이다. 이 시리즈에서 수묵과 남색 두 주요 색상을 활용하여

강렬한 대비감을 이루었고, 같은 화면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종

은유의 캐릭터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암시는 자아의 내재적 잠

재의식의 암호인 듯하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적인

목표는 무의식의 강제적 관념과 공포(obsessions and pho-bias)에서 파

생된 것이기에 후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맹목적이고 모호한 기억 속 부분을 회화를 통해 다시 묘사함으로써 잠

재의식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 본다. 철학에서

는 존재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다.

존재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전이되지 않는 실재(實在)로서 여기에

는 물질의 존재와 의식의 존재가 포함되고 실체, 속성, 관계의 존재

가 포함된다. 사람의 의지 자체가 일종의 존재로 의식의 존재에 속

한다. 사람이 상상한 것과 허황한 것도 일종의 존재로 의식 존재에

속한다. 가상세계도 일종의 존재로 사람의 의식 세계의 외화(물화가

아님)이고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의식의 존재이다. 하지만 가상세계

의 캐리어(인터넷의 하드웨어 설비)는 물질의 존재이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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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식과 신체 그리고 사물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

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은 회화를 통해 내재적 자아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존재>시리즈와 초기 <환유>시리즈의 차이

점을 말한다면, [도판21]처럼 <환유>시리즈는 작품 속의 무아(無我)에

서 하나하나 자아 상징의 암시를 전환 및 파생시킨 것이다.

본인은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에 대해 다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자아 창조는 본인이 ‘존재’에 대해 사고할 때 새로운 깨달

음을 준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이름,

신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들은 나 자신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일부 속성이며 그것들을 떼어내면 나

는 그저 나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나 일 뿐이다. 나의 어머

니, 아버지, 가족, 친구, 학우가 전부 사라진다면(가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고, 만일 내가 세상에서 그럭저럭 되는대로 살아가고 나와 관계

되는 모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유일무

이한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은 나의 속성이 아니

다. 그렇다면 나와 비아(非我)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그 기준은 바

로 나 자신이 된다.

47) 陈世清, 『超越中国主流经济学家』, 中国国际广播出版社, 2013, p.47.

【작품14】 의 부분 【작품16】 의 부분 【작품18】 의 부분

[도판21] 작품 속 자아의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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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여러가지 감정이 있다. 7가지 기본 정서 희·로·애·락·악·구·

비(喜·怒·哀·樂·惡·懼·悲)의 다항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감정

은 모두 이 7가지 변수로 서로 다른 비례에 따라 혼합되었다. 이 혼합

은 물리적 의미상의 혼합이 아니라 화학생물 성질의 혼합으로 양적 변

화와 질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나에게는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다. 나는 나의 생명이 지속되

는 것과 같은, 시간의 인생경험을 겪어왔다. 세상에는 완벽히 똑같이 생

긴 잎사귀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인생 경험도 없다. 그렇다면 인생의

경험을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가능 여부를 검

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그것을 제거하면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인지를 묻는 것이다. 영혼을 나와 비아를 구별하는 기준

으로 할 수 있을까?, ‘우선 영혼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

영혼은 인간의 사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이고 신체가 죽은 뒤 계속 존

재할 수 있는 비물질체(inmeterial)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동양인이 말

하는 기(氣)가 바로 서양인이 말하는 영혼이며, 정기(精氣)는 한 사람에

게 전부 농축된 에센스로 설령 그 사람이 죽어도 정기는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겨져 해와 달에게 포용된다.

그러면 화가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그림을 매칭해야 한다. 예

술은 인류 자의식의 특수한 형식이며 예술가들은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

특수한 심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바로 잠

재의식 속의 우연성이다.

우연성은 예술창작 과정 중 일종의 특수한 창조활동이다. 본인은 예

술작품의 창조란, 의식과 잠재의식의 통일이며 논리성 사고와 비논리성

사고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방면을 소홀히 해도 예술적인 규

범에 부합되지 않는다.

마블링은 회화에 우연성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런 발생은 즉흥적인 것

이다. 창작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우연이 바로 무작위적인 우연

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구상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연적 요인

으로 인한 새로운 상상이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상상은 머릿속에서

진행되는데 천마처럼 상상도 하늘을 날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특징을 가

진다. 자유는 상상의 생명이다. 자유가 결핍된 상상은 날개가 없는 새와

같고 자유의 상상이 깊어지면 예술가는 그 안을 진실 된 세계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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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신을 상상 속의 어떤 사람, 사물로 바뀌게도 한다. 이것은 자아

가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이 된다.

아래의 [도판22] <존재-일진법계>중의 아득하고 파랗게 일렁이는 산

들, 천천히 흐르는 강물, 숨겨진 집, 자유롭게 유람하는 배, 축소된 사람

형체, 이 모든 것은 자아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써 타향에 있는 고독

한 암시가 존재하고 있다. 검은색과 남색의 대비는 음양의 세계와 같은

데 검은색의 세계에는 잠재의식 깊은 곳의 보이기 싶지 않은 부분이 숨

겨져 있으며 암흑 속에는 공황, 무력함, 자아추방이 있다. 남색의 세계

에는 사랑,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황금색과 분홍색의 개입은 시원한

남색의 따스함과 관심을 가져다준다. 이것이 바로 본인의 마음 속 자아

가 그려낸 그림에 대한 묘사이다.

[도판22]【작품16】 <일진법계(一真法界)>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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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3]【작품16】 <일진법계(一真法界)>
마블링 재해석 전 배경 이미지(위) 마블링 재해석 후 완성 이미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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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인식은 자아 창조이다.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우연에 직접 대

면하여 자신의 원인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는 것과 새로운 언어를 창조

하고 새로운 은유를 독창하는 과정은 노자가《도덕경》에서 말한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48)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우리의 내재적인 자신이고 지혜의 본체이며 일체

우주 만물의 생성 규율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一)’와 부처

가 말하는 일진법계(一真法界)는 동일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시간과

물질이 없는 세상이며 그 곳에는 음과 양이 없고 오직 지혜, 그 본체만

있다. 시간과 물질이 없기에 생명의 생성과 소멸이 없는데 다시 말해

열반(涅磐)의 세계로, 그 곳의 지혜는 불생불멸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에서 말하는 ‘임의의 내용을 마음대로 듣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

의 세계’, 일진법계(一真法界)이다.

그리고 ‘둘(二)’은 우주를 말하는데, 물질의 세계를 우(宇)라 부르고

시간의 세계를 주(宙)라 하며 이것이 바로 음양세계의 본질이다. 시간과

물질이 있기에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물질세계는 우리에게 육

체를 주었으며 육체가 물질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세계는 상대적으

로 환멸(還滅)되곤 한다. ‘셋(三)’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다. 시간은 물

질에 작용하고 물질은 형태를 바꾸어 육체를 탄생하게 하며, 사람은 시

간과 물질의 종합체로 인(人)이라 한다. 인(人)자는 왼쪽 삐침 하나에

오른쪽 삐침 하나,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의 개념은 식물, 동물, 인

류 전 세계를 포함하는 의미의 인으로 총칭한다. 즉, 모든 것에 우주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신으로 바로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언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참신한 방식으로 자

신만의 표현 언어를 찾은 사람은 자신의 우연성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진정으로 우연성을 통해 깨달

음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존재라는 우연성에 대해 전통적인 묘법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만의 방법과 묘사법을 발견한다면 각각의 생

명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지(the

48)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万物.” (참고 : 노자, 『도덕경』, 第四十二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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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o truth)와 자아초극의지(the will to self-overcoming)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자신보다 더욱 위대

하고 더욱 거대한 사물과 접촉하는 것이고, 둘째로 니체가 말했듯 ‘모든

것을 이전에 없던 오로지 자신이 창조한 규칙으로 창조한다(recreating

all it was into a thus 1 willed it)’라는 것이다.49) 어쩌면 니체의 방법

을 통해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존재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고유의 작품을 그

리려고 시도하였다. 본인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자아

를 탐구해보니, 작가와 그림이 하나가 된다면 그림 속에서 진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은 그 어떤 화가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남들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매일 새로운 답안을 평생토

록 고민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답이 사라지는 것을 두

려워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의 작품이 분실되거나 관심을 가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

움이 다른 두려움으로 덮여지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들이 소장되거나

관심을 받아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

워한다.

예술 창작에서 자신이 단지 복제품 혹은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진

정으로 깨닫지 못한 슬픔과 같은 이유를 가진다. 결국 답안은 아마 자

신의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본질 및 잠재의식과 다른 사람과

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바꾸어

말해 자신만의 개성을 위해 독특한 문자 혹은 형식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복제품 혹은 모조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몇몇 예술가처럼 자신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공적

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9) Richard Rorty,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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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4] 배경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IV. 제작과정 몇 조형적 특성

본 절에서는 본인의 사고 방향과 결합하여 본인 작품의 창작 과정 및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본인 작품 중의 일부 이미지 특

성에 대해 예를 들어 분석하며 마블링 구도, 필법에서의 선(線)에 대한

운용 및 작품의 창작 기법에서의 색채 사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1. 제작과정

1) 배경 만들기

마블링을 이용한 배경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는 [도판24]의 한지보다

큰 크기의 수조나 용기, 수성 마블링 염료, 메토셀(해초가루), 확산방지

제(photo-flo), 암모니아수, 스포이드, 얇은 막대 도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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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각 용기에 물을 채우고 마블링 염료의 침전을 막아주는 메토셀을

넣는다. 메토셀을 넣고 십여 분 뒤 암모니아수를 넣어서 용액의 베

이스를 진하게 만든다. 베이스를 진하게 만들면 마블링의 움직임이

둔해지므로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진다.

b. 베이스 용액이 완성되면 원하는 색상의 마블링 염료를 수차례 떨어

뜨리고, 색상마다 퍼지는 속도가 조금씩 틀릴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

라 염료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photo-flo 용액을 뿌려준다.

c. 마블링 염료가 물에 퍼지기 시작하면 준비한 얇은 막대 등을 이용해

원하는 패턴을 형성시킨다.

d. 본인의 원하는 패턴이 형성되면 준비된 한지를 용기에 담궈 마블

링 패턴을 입힌 후 꺼내어 건조시키면 마블링 배경이 완성된다.

아래의 [도판25]는 위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마블링 배경이다. 현재의

배경만 보았을 때에는 작가의 의도나 앞으로 무엇을 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도판25] 마블링 패턴을 이용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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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을 활용한 재해석 과정

마블링 배경이 완성되면 배경 위에 그릴 그려질 그림의 소재를 정한

다. 본인의 작업은 옛 중국화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도판26]의 재료,

먹물, 중국화 물감, 수채화 물감, 아교, 벼루, 붓 등 중국화 재료를 준비

하였다.

유동성이 심한 마블링 특성상 완성된 배경은 원하지 않는 패턴이 나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멋진 패턴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

게 우연성이 개입되어 완성된 마블링 배경을 본인만의 시선으로 바라보

는 과정이 재해석의 시작이 된다. 배경의 형태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블링으

로 만들어진 배경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이 배경으로부터 무엇을 얻

어 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결국 각자의 잠재의

식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찾아내어 완성함으로써 자아를 찾아가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도판26] 재해석에 필요한 회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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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결정하면 마블링 부분 부분에 그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불규

칙적인 마블링 패턴 위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즉흥적인

마블링과 정교한 회화적 묘사가 화면 위에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도판27] 불규칙한 마블링의 재해석 후 작업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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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마블링 패턴에서 한 마리의 용맹한 호랑이

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작업 중인 하단은 바위인지 혹은 살아있는 생물

체인지 그림만 보아서는 알 수 없듯, 마블링의 즉각적이고 예측 불가한

성질이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도판28] 불규칙한 마블링의 재해석 후 작업 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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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배경을 활용한 재해석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돌아보는 과정으

로 연결된다. 마블링 패턴을 통해 예측되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부터 벗

어나 더 넓은 상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무의식에 내재된 잠재

의식을 확장시킨다.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완성된 그림도 각기 다르

게 보여 지고 불규칙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마블링 패턴들이 잠재

의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의도대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예측 못했던 작

품과 감상이 탄생한다.         

  

 [도판29] 【작품13】 <나는 누구인가?>, 2013
마블링 재해석 후 완성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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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형적 특성

1) 구도

본인의 <환유>시리즈에서는 마블링이 조성한 몽환적 배경에 대해 산

수화로 재해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본인 작품 중 <환유>시리즈에서

나타난 산수 구도에 대해 해설하고자 한다.

구도를 장법,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산수화 창작 중의 중요한 일

환으로, 산수화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선결 조건이다. 한 건축물의 골

조가 부실하면 외관 장식과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다고 해

도 견고하고 실용적일 수 없다. 또 구도는 반드시 화면의 구상과 결합

되어 화면의 내용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안에서의 공간은역

경(易經)중의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빈 곳과 찬 곳이 결합하고 명암이 교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림 속 음악의 율동이 있고 그림속의 경치는 모두 살아 숨 쉬는 생명으

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작품 <2014 조춘도>, [도판30]에서 본인은 마블링의 기초위에서 곽희

<조춘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재분석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서로 다른

시공에 존재하는 동일한 풍경 존재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와유(臥遊)는 고대의 문인과 선비가 산수화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산

과 물을 체득하는 것이고, 본인의 환유란 정신적으로 유람하는 장소, 공

간을 창조하여 현대인들로 하여금 물질로 인한 속박을 타파하고 그 가

운데서 자유자재로 와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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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0] 【작품 4】<2014 조춘도>, 2014
         곽희<조춘도>(左) 재해석 전 후 이미지(右)

구도에서는 곽희가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제출한 산수화중의 삼

원법(三遠法)50)을 활용하였다. 이는 중국 산수화의 원근법으로서 그림

한 폭에서 여러 가지 투시 각도를 통해 경물의 ‘높고 먼’, ‘깊고 먼’, ‘평

평하고 먼’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산수화는 흔히 한 폭의 그림에서 높고 먼 느낌이 있어 산봉우리

의 웅장함, 산세의 험준함을 느끼게 하며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깊고 먼 느낌은 산과 강이 첩첩이 겹쳐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듯한 느낌을 준다. 평평하고 먼 느낌은 시야가 넓고 가슴이 후

련한 느낌을 준다. 이런 효과에 도달하려면 초점 투시로 경치와 사물을

관찰할 때의 한계를 벗어나 앙시(仰視), 부시(俯視)와 평시(平視)등의 분

산투시를 이용해 자유로운 시점에 서서 그림속의 경물을 그려야 한다.

50) 山有三远：自山下而仰山巅，谓之高远；自山前而窥山后，谓之深远；自近山而望远山，谓之平
远。高远之色清明，深远之色重晦，平远之色有明有晦。高远之势突兀，深远之意重叠，平远之
意冲融而缥缥缈缈。其人物之在三远也，高远者明了，深远者细碎，平远者冲澹。明了者不短，
细碎者不长，冲澹者不大。此三远也。(참고 : 곽희, 『삼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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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 중의 원근법은 화면에서 기하학적 추산에 따라 3점투시 내의

공간 환상을 만들어 관람자의 모든 시선이 한 개 초점(혹은 소실점)에

집결되게 한다. 중국화 삼원기법은 시선을 유동적이고 전환 가능한 방

향으로 이끄는데, 높음에서 깊음으로, 깊음에서 가까움으로, 횡적에서

평평하고 먼 것으로 전환하여 리듬감과 운율이 풍부한 감상 활동이 이

루어지게 만든다.

삼원법이 조성한 공간은 기하학적인 과학성과 논리성을 추구하지 않

고 시적인 정취의 예술 공간 분위기를 추구한다. 음악처럼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있는 경지로 발전하고 시간적 리듬을 내포한다. 작품《환유》

에서 본인이 서술한 바와 같이 다른 차원의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나의 시공 화면에 산과 물의 서로 다른 시각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

으며, 그렇다면 곽희가 제출한 삼원도(三遠圖)는 더 이상 이론적인 산수

화론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線)

역사가 깊은 중국화는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특유의 기법을 형성하

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구법(勾法)은 중국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법 중

하나로 붓을 이용한 라인으로 물상(物象)의 외곽을 스케치하는 것을 가

리키며, 묘법(描法)이라고도 불리는데 세밀화에서는 선묘(線描)라고 부

른다.

본인의 모든 작품에 주요하게 사용한 기법은 선(線)을 위주로 면(面)

을 진행하는 회화로서 전통 중국화 기법에서는 선묘라 불린다. 선묘는

백묘(白描)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국화 기법 형식 중의 하나이다. 선으로

묘사하는 것은 중국 전통 회화의 특색으로서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花

鳥畫)를 막론하고 모두 선으로 물상을 스케치하는 것으로 주요한 역할

을 한다. 고대의 화가들은 각종 선묘 형식을 18가지 기법으로 요약하여

18묘(十八描)51)라 부르며 이를 기초 방식으로 하여 선묘 기법을 전수하

51) 十八描：明代邹德中《绘事指蒙》载有 “描法古今一十八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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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  작품 속 고고유사묘법의 선

였다. 고고유사묘(高古遊絲描), 금현묘(琴弦描), 철선묘(鐵線描), 혼묘(混

描), 조의묘(曹衣描), 정두서미묘(釘頭鼠尾描), 궐두정묘(橛頭釘描), 마황

묘(馬蝗描), 절로묘(折蘆描), 감람묘(橄欖描), 조핵묘(棗核描), 유엽묘(柳

葉描), 죽엽묘(竹葉描), 전필수문묘(戰筆水紋描), 감필묘(減筆描), 고시묘

(枯柴描), 구인묘(蚯蚓描), 행운유수묘(行雲流水描). 이상은 선묘 중의 18

가지 기법이다. 18묘는 인물화의 기본화법일 뿐만 아니라 화조화의 기

본 화법이기도 하다.

본인은 작품에서 선이란 사람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회화 언어라

고 생각한다. 평온한 마음으로 온 정신을 집중시켜 기(氣)를 붓 끝에 집

중시켰을 때 자신은 붓이 되고 붓은 그림 속의 선으로 변한 것 같은 느

낌이 든다. 그리하여 본인의 작품에서는 조용한 정신 상태를 추구하는

동시에 함축적인 선으로 자아를 드러내는 것과 그 의미를 상세히 서술

해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18묘선의 특징을 해석하는 동시에 본인 작품

중 선을 이론의 기초로 삼을 것이다.

[도판31] 보면 본인의 작품에서는 대부분 고고유사묘법을 활용하였는

데 이는 중국 고대인물 복장주름 화법 중의 하나로서 묘법의 형태가 거

미줄 같아 생긴 이름이다. 이 화법은 중봉(中鋒) 붓끝으로 둥글고 균일

하게 세세히 묘사하고, 수려하게 뛰어난 기운이 있어야 한다.

【작품 2】 의 부분 【작품23】 의 부분 【작품 3】 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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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 작품 속 죽엽묘의 선

육조(六朝)시기, 고개지(顧愷之)52)는 고고유사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육탐미(陸探微)가 이를 전수받았고 장승요(張僧繇)가 유사묘의 기초위에

서 소체일파(疏體一派)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유사묘의 범주에 속한다.

당나라 양령찬(梁令瓚)이 장승요의《오성이십팔숙신형도(五星二十八宿

神形图)》권을 모사한 것이 장승요의 회화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는 유

일한 작품이다.

당대(唐代)에 이르러 주방(周昉), 장훤(張萱)등도 유사묘를 답습하였지

만 라인이 굵어 금현묘라고 불리었다. 성당(盛唐)시기에 이르러 오도자

(吳道子)가 그 법을 고쳐 난엽묘를 개발하였다. 송대에 이르러 고고유사

묘는 여전히 수많은 화가들에게 추앙받았으며 송휘종(宋徽宗), 이공린

(李公麟)등 많은 사람들이 선을 사용하는 기법을 이어받았다. 회화의 유

구한 역사에서 선묘의 형식은 끊임없이 혁신되고 교체되어 수많은 다른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고고유사묘는 가장 오래된 선묘 형식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53)

[도판32]에서【작품12】, 【작품13】의 부분은 죽엽묘를 쓰는데 죽엽

묘는 유엽묘와 비슷한 중간이 굵고 두 끝은 가는 기법이다.

52) 중국 동진(東晉)의 화가. 초상화와 옛 인물을 잘 그려 중국회화사상 인물화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진다.
53) 何燕琼, 『探讨高古游丝描的生成与发展』, 大众文艺, 2012, p.78.

【작품13】 의 부분 【작품12】 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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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  다양한 남색 비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 물질적으로 담을 것이 필요하

다. 선은 중국화의 독특한 스타일을 상징하고 게다가 특유의 심미성과

천 백 여년에 걸친 역사가 있다. 선은 중국화의 기본 특징을 충실히 답

습하고 있는 동시에 시대의 심미성에 따라 끊임없이 선택되어지고 적응

하여 생존, 발전, 확대되어 왔다.

선은 중국화의 전통적 DNA로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의

시대에서 현재 예술의 혁신과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또한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뜻이 있다. 이 또한 본인 작품에서 선을 대

량으로 활용한 이유 중 하나이다.

3) 색

본인의 작품은 남색을 기본 색조로 하였는데 [도판33]에서 볼 수 있

는 각기 다른 남색은 색채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밝은 하늘색은 희망, 이상, 독립을 상징하고, 어두운 남색은

성실, 신뢰와 권위를 뜻한다. 푸르고 선명한 남색은 열정 속에 확고부동

한 결심,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느낌이 있고 옅고 흐린 남색은 자신과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남색은 미술, 디자

인에서 응용도가 가장 광범위한 색상이다.

【작품 4】 의 부분 【작품17】 의 부분 【작품 2】 의 부분 【작품 1】 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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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 색채 중에서 원색을 삼원색(三原色)이라고 하는데 붉은색, 노

란색, 푸른색 3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이다.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색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이 3가지 색상은 가장

기본적인 원색이며, 원색은 기타 색상으로 배합할 수 없다. 원색을 서로

혼합시키면 기타 여러 종류의 색상을 배합해 낼 수 있다.

본인은 남색에 대해 어려서부터 다른 느낌을 가졌었다. 그것은 신성

한 색상처럼 남색 옷만 입으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함, 자유로움, 시원함과 같은 느낌이 바로 본인과 남색을

이어주는 특수한 인연이라 생각한다.

남색은 영성(靈性)과 지성(知性)을 겸비한 색채이다.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남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남

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색은 풍부한 색채로서 하늘과 바다

등 광활한 경치는 모두 짙은 남색을 띤다. 남색은 영원을 상징하고 또

한 가장 차가운 색채이다. 순수한 남색은 아름다움, 얌전함, 이지(理智),

평화로움과 깨끗함을 표방한다. 색채를 기호로 간주한다면 그것에 포함

된 정보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같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크로마토그램에서 남색은 차가운 색조지만 그것은 청색과 빨강이이

서로 융합된 색상으로 냉정하지만 그 속에 감성적인 느낌이 존재한다.

이어 남색에 대해 분석해 본다. 하늘색：가장 옅은 남색으로 거의 붉은

흔적이 포함되지 않으며 하늘처럼 차갑다. 이는 처음을 대표하는 색상

으로 젊은 생물을 상징한다(성숙한 색은 녹색). 심리적인 암시로 풀어보

면 하늘색은 분홍색과 마찬가지로 모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색”

이고 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색상이다. 짙고 심오한 남색

은 눈에 확 띄는 빛이라 끝없는 고요함속에 빠져있는 아름다운 호수 같

으며, 기다림을 상징하기도 한다. 색상의 암시로부터 말하면 금지된 언

어의 색상이며 이런 색상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적어지기

도 한다. 사파이어색은 전설에 따르면 희망의 여신의 원형으로 바로 남

색의 다이아몬드라 한다. 그리하여 보석처럼 예쁘고 짙은 남색은 희망

의 대명사로 되었다. 심리적으로 사파이어색은 자주색과 마찬가지로 고

귀한 느낌을 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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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심리는 시각적 자극을 통한 지각, 감정부터 기억, 사상, 의지, 상

징 등까지 그 반응과 변화가 매우 복잡하다. 본인은 남색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냉정하게 재조명하여 자신의 마음속 머무를 곳을 찾

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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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과 개념, 이를 바탕으로 진행

한 작업의 소개와 전개 과정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고를 작성하기 전, 본인은 각각의 작업들에 관한 단편적인 글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편집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논문이라는

형식 안에 우연성과 자아탐색이라는 큰 주제를 구분하고, 그 연결고리

와 근거 및 이론을 정리하며 서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작업인 <환유

(幻遊)>시리즈, <미훈(微醺)>시리즈, <존재>시리즈를 재조명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전개해야 할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렴풋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문의 첫 장인 Ⅱ장은 본인의 작품제작의 기반이 되는 우연성의 개

념 및 우연성과 자아 탐구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본인 작업에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우연성의 재해석에 대하여 서술하였

다. 1절은 회화의 우연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

피고, 이어서 잠재의식은 회화의 우연성에서 어떻게 개입되는지, 마지막

으로 회화에서 본인의 작품들과 연관된 마블링 기법과 개념에 대해 상

세한 논술을 하고 마블링에서 나타난 우연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절

에서는 본인 작품 초기의 마블링 기법 활용과 후기 작품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마블링에 나타나는 우연성에 대해 재분석하고 인위적 흔적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발견 및 분석함으로써 자기 재인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창작과정에 대해 논하였고, 2절에서는 본인 작품의 구도, 선(線), 색 등

과 같은 조형적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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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다루는 문자(혹은 형체, 정리(定理), 물리의 모형)는 단지 지

금껏 존재해온 항목들의 관례적 재배치일 뿐이다. 그들은 언어에서 자

기 자신 고유의 기호를 찍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미 만들어진 작품 사

이에서 맴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자아’가 전혀 없이 단지 형태가 비교

적 좋거나 비교적 떨어진 예시가 되고 만다. 진정한 예술은 마음속 우

연성에 대한 장악과 확장, 우연성에 대한 장악과 조정으로서 그것을 시

각적인 언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연성 요소를 소홀히 한

다면 예술적 자원에 대한 크나큰 낭비로 이러한 우연성 요소를 개발하

고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직감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이성적

형식의 필연성에 대한 추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연성

에만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힘을 쉽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회화에 대한 ‘우연성’의 중요한 의미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이용하여 화면의 일부분으로 멋있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는 지난번에 나타난 우연성 효과를 의식적으로 계발하고 우연

을 필연으로 바꾸어 자기 작품의 수준을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일시켜

끊임없이 다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

우연과 미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

는 이 세계에서 쫓고 쫓기고 있다. 사람들이 온 종일 바삐 보내는 것은

생활하기 위해서이고 육체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 ‘몸’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힘들게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풍족한 생활

외에 갖가지 물욕을 요구하는데 물질은 생활을 풍부히 할 수 있지만 마

음을 시들게 하기도 하고 입과 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지혜를 썩게

하기도 한다. 지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

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며 유행을 추구한다. 옷차림에서

유행을 쫓고 음식을 먹는 것도 유행을 쫓고 의식도 유행을 쫓고 독서와

직업 선택도 유행을 쫓는다. 모든 사람마다 앞 다투어 자신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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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들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진정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만약 평소에 마음 속 욕망을 지니고 지낸다면 언젠가는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 공(空)은 정

신의 자유로운 능력이며, 정신이 자유롭다면 지혜가 나올 것이니 더욱

더 진정성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깨달음과 창조력을 얻게 될 것이

다. 일체의 외재적인 사물은 자신의 마음이 밖으로 투사된 것일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늘 과거와 미래에 있지만 우리의 몸과 호흡은 영원히

현재에 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지, 이 논문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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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search for

ego from the reinterpretation of

contingency

-Based on Liu, Jia-yue's artworks-

Liu, Jia-yue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oposes on systemic research on the works that have been

produced with the theme of ‘Expression of search for ego from the

reinterpretation of contingency’ from 2012 to 2015 by studying its motivation,

purpose, theoretical basis appearing in the making process, materials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design, and representation techniques.

The paper explains the author’s works which describes one’s contemplation on

his or her given ego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contingency and discover

the subconscious and the process of search for ego. Its importance lies in the

fact that the paper not only reflects on the author’s three-year-long painting

works but also checking ‘what am I today and if I live what I have by looking

back over oneself.

The purporse of this study to search for subconscious and understand the

main conscious ‘I’ and ego and have a new understanding of oneself.

Writing about one’s thoughts previously expressed in the painting can give a

chance to make theoretical frame and more clear and accurate explan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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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of the work. The media of language also enables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work as they provide the theoretical and scholarly foundation

for the author’s rather subjective work. It is different the same way The two

entirely different expression methods could be the same expressive technique but

it’s the same way by the organized one with the theme. From thi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may complement and further develop the author’s work.

The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

Chapter Ⅰ briefly suggests the creation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work

that contains the contemplation of subconscious and contingency.

Chapter Ⅱ discusses the concept of contingency which is the basis of

producing work and relation of contingency and search for oneself before

analysis of this work. The contingency – general recognition and mutual

concept of contingency and inevitability – studied first, followed by the

Chapter Ⅲ discusses the reinterpretation of contingency applying marbling

technique. Section 1 introduces the way of expression of the contingency in the

painting, the way of expression of the subconscious in the painting’s

contingency and discussion in detail for concept of the marbling technique

related the author’s work then analysis the contingency in the marbling. Section

2 describes changes of late works applying marbling technique in the early

stage of this work, artificially re-analize the contingency in marbling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check the new understanding of ourself by

discovering and analyzing the subconscious through artificial trace.

Chapter Ⅳ introduces this work. Section 1 describes the creative process.

Section 2 cover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such as structure, line, color and

etc.

Chapter Ⅴ gives the summary of this paper and discuss the result and limits

of the research, and finally futher research required.

keywords : contingency, marbling, subconscious, ego,

reinterpretation, search for 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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