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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5 년까지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작
품의 창작 동기와 형성 배경, 시각화 과정과 조형적 특징 등에 대해 분
석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 연구 논문이
다.
이 연구는 ‘자의식 과정에 따른 심상 표현’이라는 주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에서 출발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는 누구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자각의 과정을 꾸준히 경험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폭을 넓
힐 수 있다. 이는 본인에게 있어 작품 창작의 중요한 동기가 되며 나아
가 작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내적 탐구를 통한 내면
의 자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자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작업하
였다. 자의식 과정에서 마주한 관계와 고독은 새로운 자기 발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에 관한 주관적인 심상을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창작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앞으로 풀어갈
논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바탕이 되는 자의식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
하고 작품 형성 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식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식을 흐름
순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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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장에서는 자의식 과정에서 관계와 고독이 갖는 의미를 짚어 보고
그에 대한 심상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1 절에서는 관계의 의미를 ‘사
이’라는 개념과 묶어 정리하고 심상의 시각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2절에
서는 내면의 자의식에 따른 고독의 의미와 심상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내적 탐구에 의한 정서적 경험과 표현의 변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
였다.
제 Ⅳ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기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형적 특징으로 여백의 활용 및 과장된 표현과 구도에 대해 설명하였
고, 표현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콩즙과 황토의 사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서술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선행된
작업이 지니는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번 논문 연구를 통해 자의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고독’의
심상 표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작업 과정을 분석함으
로써 작업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나아가 앞으로 지속될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의 기반을 닦고자 한
다.

주요어 : 자의식, 심상 표현, 관계, 사이, 고독, 내면의 풍경
학 번 : 2013-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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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21세기 현대사회는 자기PR의 시대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
를 드러내며 주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문명의 발달과 기
계의 편의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달라지고 있고 더불어 자의식
과 자아실현의 의미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물질과 정보의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
단순한 생존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개인에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골몰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개인의 가치와 만족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자기의 내면을 들여
다 볼 물리적 시간의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이다. 본인은 자신
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성찰
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가에 대
해 고민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 곧 자신이 이루고 있
는 세계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스스로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을 의식하고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이루어
졌다. 허버트 리드는 “예술은 인간들이 그들의 의식과 자의식을 발달시
키고 확장하여 특별한 기량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능력들을 강
화하며 실재를 점진적으로 확고하게 파악하는 필수적인 수단이었다.”1) 고
말하였다. 본인은 창작이라는 활동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생각하
고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1) Dissanayake, Ellen, 김성동 옮김.『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연암서가, 2016)
p. 128.

1

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직접 깨달은 것들에 대해 깊
이 사유하며 확장시켜가는 자의식의 과정에 따른 심상표현을 주제로 하
고 있다. 스스로에게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관계와 고독
에 대한 고민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
한 경험이 되었으며 본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반영하였다. 비록
본인의 경험해서 출발했지만 자의식의 과정에 따른 작업을 통해 현대인
의 삶 속에서 관계와 고독의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이것의 시각적
표현을 탐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본 논문을 서술하기 위해 ‘Ⅰ. 머리말’, ‘Ⅱ. 자의식의 의미와 작품 형
성 배경’, ‘Ⅲ. 자의식 과정에 따른 심상 표현’, ‘Ⅳ. 조형적 특징 및 표현
기법’, ‘Ⅴ.맺음말’ 의 다섯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창작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본 논문의 구성과 연구 내용
을 소개한다.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본
인이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배경과 자의식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심상
을 짚어보며 앞으로 서술할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Ⅱ장에서는 작업 흐름의 커다란 바탕이 되는 자의식의 개념과 의미
를 짚어보고 작품 형성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철학에서의 자의식 개념
과 심리학적 관점의 자아개념을 기술하고 본인이 스스로를 의식하는 과
정과 함께 작품의 형성 배경을 설명한다.
제 Ⅲ장에서는 자의식 과정에 따른 관계와 고독에 대한 심상 표현에
대해 서술한다. 1 절에서는 나와 타인과의 구별을 통해 스스로를 의식하
는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관계의 의미를 ‘사이’라는 개념과 묶어 설명하
고 표현 과정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2절에서는 내적 탐구를 통해 발견
한 고독의 의미와 심상표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기법을 다룬다. 조형적 특징
으로 여백의 활용, 과장된 표현과 구도에 대해 설명하고 콩즙과 황토의
사용에 관한 표현기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론에서 서술된 내용을 요약하며 선행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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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지니는 한계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언급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를 알
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관계와 고독에 대해 고민하고 그 의미와 표현에
관해 분석적인 시선으로 탐구한 글이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지
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고 생각했을
관계와 고독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은 바를 풀어냈다는 점에 의의
를 둔다. 또한 이 논문 연구는 본인이 추구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과정으로서 작업의 창작 동기와 그 목적이 같다. 지금까지 자신
을 스스로 의식하고 반성하는 과정의 작업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의식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스스로에 대해 깨닫는 과
정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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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의식의 의미와 작품 형성 배경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의미의 자각(⾃覺)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갖는다. 자각, 즉 ‘자의식’이란 단어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각 분야의 연구 목적과 주제
의 대상이었다.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의미(Self-consciousness)의 단어는
자기의식, 자아의식 혹은 자의식 등의 번역의 차이를 갖고 있으나 본 논
문에서 '자의식'이라는 통일된 표현으로 연구 과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작품 주제로서 자의식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고 본인의 의
식의 흐름에 따른 작품 형성 배경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관계 속에서 깨
닫는 자의식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 작품
에서 자의식의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겠다.

1. 자의식의 의미
자의식은 ‘스스로 자신을 깨닫는다.’는 자각과 같은 의미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외계, 타인으로부터 구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즉 자기
의 인격·행동·사상·감정·의욕 등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열중하는 것
을 의미한다.2) 자의식의 행위는 직접적인 성찰에 의해 자기 자신을 들여
다봄으로써 의식의 과정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적 특
징,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특징, 사회적 존재로서의 타인 혹은 타아와
의 관계, 집단이나 공동체를 초월한 종교적 세계와의 관계 등에 의해 자
신을 의식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3) 자기를 의식하는 자로서의 인간

2)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p. 783.
3) 이철수 외 공저, 『사회복지학사전』 (혜민북스, 2013), p.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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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계와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 즉, 인간은 먼저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의식 자체를 다시
의식할 수 있다. 전자를 대상 지향적 의식, 타자 지향적 의식이라고 한
다면, 후자는 자기 복귀적 의식, 반성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의식을 선험적 자아의식, 순수한 자아의식, 절대적 자아의식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선험적 자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아에게는
외계에 대한 의식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계에 대한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의식 자신으로의 복귀인 경험적 자의식은 성립할 수 없
다.4) 이러한 반성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발견하고 구상하
며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계획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자의식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중요한 동기 혹은 전제가 된다. 로
저스(Rogers)는 인간은 타고난 창조에의 충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의 가
장 중요한 창조품은 ‘자아’라고 하였다. 매슬로(Maslow)는 창의성은 자아
실현을 이끌며, 자아실현은 창의성을 이끈다고 설명하였고 따라서 창의
성과 자아실현이 동일한 것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창의성을 자아실현이
라는 개인의 실존적 문제로 접근할 때, 예술 분야는 개인의 자의식과 창
의적 표현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예
술가는 반복적인 성찰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서, 경험, 학문, 철학, 가치
관 등을 반영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낸다. ‘자아’를 특정한 인간으로서
자신과 동일시되는 속성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면 예술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자아가 지니는 속성을 그대로 가시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무
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의식한 것이므로,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심도 깊게 인식하고, 자신
의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가는 자아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일련의 과

4) 백훈승, 『칸트와 독일관념론의 자의식 이론』 (서광사, 2013)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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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의 과정을 가시화하게 되는 것이다.5) 본인은 스
스로를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반성과 성찰의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 하였으며 이러한 자각의 과정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평소 느끼는
감정과 생각, 의식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
을 작업으로 이어나갔다. 나를 알고자 하는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작업
의 직접적인 모티브가 되었고 자의식의 과정을 경험하며 사유의 확장을
통해 심상표현에 대한 작업 또한 확장시켜 나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의식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크게 철학적 정의와 심리학적 정의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
양철학사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자의식에 대한 탐구와 개념 정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 연구되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는 사유의 방향을 객관세계가 아
닌, 객관을 사유하는 주관 자체로 돌렸다. 이후 자의식의 문제는 플라톤
에 있어서는 “그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사유에 대한 사유”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헬레니즘적인
고대 후기에는 개인주의와 주관주의 그리고 기독교 양심의 형이상학이,
이론적·실천적 세계 관계에 대해 자의식이 갖는 의미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다.6) 자의식의 중심이 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제시한
사람은 근대철학자인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
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가 별개의 사
태로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는 사유 활동 자체로서
만 확인되며, 존재하는 나의 본질 자체가 사유라고 설명한다. 데카르트
가 말하는 사유란 ‘의심하고, 통찰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상(像)을 표상하고, 감가하고’ 등의 일체의 의식 활동을
5) 신종호 외 5인,「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성의 본질과 발달 과정 탐색: 자의식 변화를 중
심으로」, 『교육심리연구』제 26권 4호 (2012), 한국교육심리학회, pp. 903-904.
6) 백훈승 (주 4),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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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7) 데카르트 이후로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의 물음과 자기
인식의 문제는 끊임없는 사유의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현재에도 활발
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존재의 의미를 나 속에서 묻는 것은 뭇 있
음의 진리를 신이나 다른 객관적인 사태가 아닌 오로지 나의 있음 속에
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모든 있음의 원형(archetypus), 있음의
본체는 오로지 나의 있음일 뿐이다. 그런 한에서 존재의 진리를 찾아가
는 길은 동시에 나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자기인식의 길이기도 하다. 내
가 나의 존재, 나의 있음을 반성할 때 나는 동시에 존재 일반의 의미와
진리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8)
동양 철학에서의 자아개념은 서양철학의 자아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동양에서도 인간을 자각의 존재로 인식하고 수양을 통해
참된 자기를 깨닫는 것을 추구하였다. 동양에서는 통일체적 세계관 안에
서 자아를 설명하는데, 통일체적 세계관이란 온 우주가 시간적, 공간적
으로 상즉(相卽), 상입(相⼊) 하는 화엄 세계의 관점이다. 우주의 모든 사
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홀로 일어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는 통
일성을 전제로 세계를 인식하고자 한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주 미세한 입자에도 우주적인 공간이 내
재해 있으며, 아주 짧은 순간에도 영원한 시간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체적 세계관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은 이 세상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전 우주를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인간은 통일체로서의 우주적인 존재를 스
스로 자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작은 자아를 넘어서 우
주적인 도가 존재하는 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 여긴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통일체적 세계를 자각하고 있다거
나, 저절로 통일체적 세계를 자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실제로
7) 한자경, 『자아의 연구』 (서광사, 1997), p. 314.
8) 김상봉,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한길사, 199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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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체적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주적인
존재로서의 자신과 세계를 자각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도가에서는
수도(修道)라고 했고, 불가에서는 수행(修⾏)이라고 했으며, 유가에서 수
신(修⾝)이라고 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인간은 시공을 초월해서 자신
과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하나임을 깨닫고, 우주적인 존재로서의 자신
과 세계를 자각한 참된 자기에 도달하고자 했다.9) 동양에서의 자각은 곧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의 개념이 강하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유
를 의식함으로써 깨닫는 자의식이라기보다 진리를 깨우치고 도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의미로서의 개념인 것이다. 이처럼 동서양의 철학에서 자아
를 다루는 개념과 태도는 다르지만 자각의 과정을 통해 참된 자기를 인
식하고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점은 비슷하다. 본인은 창작의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심리학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 외모 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자기자각 혹은 자기 초점화 주의
라 말하며 자기 자각 상태를 일종의 성향으로 가지는 것을 자의식이라
말한다. 즉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줄곧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몰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전혀 의식하
지 못하고 자신의 동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자의식에서의 개인차에서 비
롯된다. 페닉스타인( Fenigstein), 샤이어(Scheier)와 버스(Buss)는 자의식을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사람의 지속적인 경향성으로 정의하였고
자의식을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 등의 세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10)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이 자기에 초점을 두는 주의의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 불안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9) 홍승표, 『탈현대와 동양사상의 재발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p. 89. 참조.
10) 송보라, 이기학,「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
지』제23 권 1 호 (2009), 한국심리학회, pp. 1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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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자극으로써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
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관찰되는 자아로 자신의 외적 측면으로 주의를 향했을 때 생긴다. 이에
반해 사적 자의식은 자아에 대한 개인적 숙고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감정, 동기, 사고,
태도 등 다른 사람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본인만 체험할 수 있는 측면
으로 사적 자의식은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또 외부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트라프넬(Trapnell)과 캠프벨(Campbell)은 사적 자의식의 순기능적 역할에
해당하는 긍정적 측면의 자기초점을 반성(reflection)으로, 역기능적 역할
에 해당하는 부정적 측면의 자기초점을 반추(Rumination)로 명명하여 구
분하였다.11)
본인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각의 필요성을
느낀 후 자신을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를
시도하였다. 본인에게 자의식은 작품 창작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며 작업
을 통한 자아실현의 목적이 된다. 나의 행동, 감정, 사상에 대해 관찰하
고 집중하면서 그 과정을 작업으로 이어나갔으며 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를 확인 하는 경험을 하였다. 본인은 먼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
인과의 구별을 통해 나를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내면세계에서의 자
기 발견을 경험하였다. 이는 작품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다음은 이러한 자의식의 과정에 따라 형성되는 작품의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11) 김미령,「청소년기 사적 자의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제21 권 3 호 (2014), 한국청소년학회, pp. 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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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형성 배경
자의식은 성장에 따른 경험에 수반되어 그것을 통일하는 자아를 인지
하고 반성하는 의식이다. 말을 할 수 없는 영아들이 신체적 객아로서 자
신을 의식(self-awareness)하는 것과는 차이를 가진다. 외계의 대상과 자
신을 구별하며 스스로를 인식하기 이전에 배고픔이나 추위를 느끼는 것
은 반성적 사유 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의식과는
구별된다. 자의식은 반성을 통해 자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참
다운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놓인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본인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나를 의식하는 경험을 시작으로 의식의 방향이 관계에서 벗
어나 내적으로 향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성찰과 사유를 통한 자의식의
변화는 곧 작품 창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이 장에서는 작품 형성
의 배경이 되는 본인의 자의식 과정을 흐름 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자
의식의 흐름과 작업의 형성 과정을 고려하여 관계 속에서의 자의식과 내
면에서의 자의식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관계 속에서의 자의식
우리는 일상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있다. 아들러(Adler)12)는 사람은 항
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타인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하며,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반응을 이끌어
낸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발견하며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갖는 당연한 의식 형성과
정인 것이다.
12)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사회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견
해를 통해 열등감의 연구와 그 교정에 힘을 쏟으며 ‘개인심리학’ 수립.
철학사전편찬위원회(주 2), p.5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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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 입학 후 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
신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
진 사람들이 맞물리고 부딪치며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본인은 사람들 사
이의 간극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상대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곧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의식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소한 의견이나 관점의 차이에서도 내가 생
각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되었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을 통해 본인은 스스로에게 초점을 두고 관계 속에서의 나를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상대에 따라 내가 나를 의식하는 관점
에도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사회학자 쿨리(C.H.Cooley)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아개념도 사회적인 다양한
자극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쿨리는 사회화 과정에
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경험 속에서 자
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의식은 개인의 주체성 발달을 통해서 그 개
인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개인의 주체의식은 그에 대한 남들의
생각이 어떤지 의식할 때 형성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실현은 사회질
서 속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갖는 자아개념은 한 개인
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개인이 형성한 인지적인 실체
라고 본다. 쿨리는 ‘거울 속의 자아(Looking Glass Self)’이론을 통해 처음
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를 설명하였다. ‘거울 속의 자아’ 이론에는 3
단계의 자아발달 과정이 있다. 첫째,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상상, 둘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결과로 갖는 자존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자기감정을 통해 자기 자신
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은 유전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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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외에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차원이 있는데 이로 인해 원초집단에 의
해서 해석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자의식이 발달된다고 본다.13) 쿨리
가 ‘거울 속의 자아’이론에서 강조하는 점은 바로 한 개인의 자아개념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
을 인식하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상호관계에서 타자
에게 비추어진 자아의 상(像), 혹은 타자의 반응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상
(⾃我像)을 중심으로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의 자의식은 쿨리의 거울 속의
자아 개념과 맞닿아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의해 자아를 의식하고
들여다봄으로써 자의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인이 말하고
자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식이란 타인의 시선이나 영향 안에
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나의 차이점을 인
지하고 상대와 나를 구별하며 반성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 자기의 고유
한 속성을 찾으려는 것을 포함한다.
본인은 교호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타아와 자아가 구별되는 관계
속에서 타인을 의식하며 형성되는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곧 관계 속에서
의 자의식이라 생각하였다. 관계 속에서 파악한 자아는 타인의 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복귀적으로 돌아와 고유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과 스스로의 의식 그리고
자신의 고유함을 찾으려는 고민이 곧 관계에 대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본인은 관계에 존재하는 틈을 통해 서로의 시선과 영향이 오고가며 그
사이에서 서로에 의해 고유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틈을 통해 자
신의 모습을 의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송인섭, 『자아개념』 (학지사, 2013), pp. 2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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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면에서의 자의식
융은 인간의 삶을 ‘자기’의 순회(circumambulation)라고 기술했다. 즉,
내부의 중심을 향한 나선형의 여행이 삶이라는 뜻이다. 융이 말하는 삶
은 먼 목적을 향한 직선으로의 진전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이 접근할 수
는 있지만,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중심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인
것이다. 융에게 있어서 ‘자기’는 초월적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고유 존재
의 여과기를 통해 ‘자기’를 경험한다. ‘자기’는 하나의 초월적 세계로 향
하는 인간의 개인적 창인 것이다.14) 본인은 주변 관계나 시선에 의해 자
신을 의식하는 과정을 경험한 후 내적으로 파고들어 좀 더 깊이 있게 자
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타인과 나의 구별을 통한 자기발견은 상대적이
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물음에 다가가는 데 한계를 느꼈다. 나를 의식하
고 발견할 수 있는 자극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일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적 탐구를 시도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해 내적으로 주목하는 사적 자의식 개념과도 상
통한다. 이렇게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며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내면
에서의 자의식이라고 구분 지었다. 내면에서의 자의식은 자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아에 대한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자아(ego)’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나(I)’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다.
의식이란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중심에는 ‘나(I)’가 자리하고
있다. 자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출발점이고, 우리가 영혼이라
고 부르는 광대한 내면 우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한다. 자아는 영혼
의 복잡한 특성, 즉 많은 수수께끼와 아직 대답되지 않은 질문을 보유한
다는 특성이 있다.15) 심리학자 융은 자아를 이렇게 정의한다. “말하자면
자아는 의식의 장(field)의 중심을 형성하고, 이것이 경험적 성격을 구성
하는 한 자아는 의식의 모든 개인적 행위의 주체다.”16) 의식은 하나의
14) Robertson, Robin, 이광자 옮김, 『융의 원형』 (집문당, 2012), P. 283.
15) Stein, Murray, 김창한 옮김, 『융의 영혼의 지도』 (문예출판사, 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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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場)’이며, 이른바 ‘경험적 성격’이란 우리가 직접 인식하고 경험하는
성격을 말한다. ‘의식의 모든 개인적 행위의 주체’인 자아는 이러한 장의
중심을 차지한다. 자아라는 말은 의지, 욕망, 성찰, 행동의 중심으로서의
자신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

즉, 자아란 정신 내용들이 ‘표상되

는 주체’다. 자아란 거울과 같다. 더욱이 자아와의 연결은 감정, 사상, 지
각 또는 환상 등을 의식적이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자아는 정신이 스스
로를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 자아가 차지하고 성찰하는 정
신 내용의 정도는 이것이 의식 영역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신 내
용이 단지 모호하거나 최저로 의식될 경우에는 포착되지 못한 채 자아의
반사면에만 머물게 된다.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지각, 나
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의식, 또는 자의식이라 한다.
의식의 내용은 모두 나와 연관되고 나는 나의 의식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며 무의식의 작용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나
는 우리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창구인 동시에 내면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태도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 즉 정
신의 전체성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18) 이와 같은 맥
락으로 자아는 곧 내적으로의 자의식 형성에 시작이며 전부이다. 또한
융에 따르면, 자아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충돌(collision)’ 이다. 다시
말해 이 충돌은 갈등, 곤경, 고뇌, 슬픔, 고통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
아가 발달하도록 해준다.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
요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이란 의식의 잠재적 중심을 이
용해 이 의식의 기능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아는 선천적인 것이
지만 실제적으로 자아가 발달하는 것은 심신으로 이뤄진 몸과 반응 및
적응을 요구하는 주변 환경에 의한 충돌 덕분인 것이다. 융은 의식의 중
16) Jung, C. G., 『전집』, 9권, 21부, 1항. Stein, Murray(주 15), P. 26.에서 재인용
17) Stein, Murray (주 15), P. 26.
18) 이부영,『그림자』, 한길사, 1999. pp. 34-36.

14

심에 있는 자아에서 나아가 깊고 심오한 무의식의 영역을 다루지만 본인
은 충돌과 자극에 의해 성장하는 자아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서 자기 성찰을 통한 자의식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칸트는 모든 관계는 관계 맺는 관계항들의 분화와 구별을 전제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도 분리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설 때, 또 하나의 내가 거울 저편에
마주서듯, 순수한 자의식의 자기거리 역시 순수한 사유공간 속에서 내가
나에게 마주서는 것을 뜻한다. 즉, 자의식 안에서의 타자성에 대해 이야
기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표상들의 자동적 되울림, 즉 생각의 메아리를 의식의 반성이라 말
한다. 이러한 생각의 되울림 덕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 다시 의식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되울림이 가능하게 해 주는 중립적인 공간,
그것이 의식의 자기거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자의
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19)
본인은 나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나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내 안에서 다양
한 나를 발견하고 마주했다. 때로는 내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일은 낯설고 불안한 감정을 동반하기도 했다. 내가
인정하고 싶은 모습 외에도 부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까지 직면
해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적 자아와 거리를 두고 나를 관찰하는 동
안 느꼈던 고독감은 융이 말한 ‘충돌(collision)’ 에 속하는 것으로, 자아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감정이자 경험이었다. 견딜 수 없는 고독감은 오
히려 본인이 겪는 자의식 과정에 있어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으로
재해석되었다. 내면에서의 자의식을 통해 고독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

19) 김상봉 (주 8), pp. 329-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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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이것은 자의식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이러한 의식의 과정과 고독의 의미변화는 고독에 대한 심상표
현의 작업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Ⅱ장에서는 작업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바탕이 되는 자의식
의 개념과 의미를 짚어보고 자의식의 과정에 따른 작품 형성 배경에 대
해 알아보았다. 자의식은 스스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열중하며 경험을
통한 반성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참된 자기 인식과 자아실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자의식이 본인의 예술 활동의 중요한
창작 동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며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식과 내면에서의 자의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Ⅲ장에
서는 실제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통한 자의식 과정에서 관계와 고독이 어
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그에 관한 심상표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자의식 과정의 흐름 순서대로 관계에 대한 심상표현과 고독에 대한 심상
표현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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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의식 과정에 따른 심상표현

심상은 마음에 떠오르는 감각적 성질을 가진 상으로 인간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이고 수많은 표상을 가질 수 있다.
비언어적이고 공간적인 구상화(具象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상들은
독창적인 작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이 심상들은 사
적(私的)이며 따라서 관례적 또는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 마음의 과정
이다.20) 이 장에서는 본인의 자의식 과정에서 발견한 관계와 고독의 의
미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심상 표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관계를
맺는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사이의 의미를 살펴
보고 그에 대한 심상 표현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후 내면에서의 자의식
과정에서 발견한 고독의 의미와 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고독에 대한
심상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관계에 대한 심상표현
대학에 입학한 후 본인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소속감을 중요시 여겨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관계를 발전시켜나는 것에 집중하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만족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상대와 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의 간극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상대와 나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격 차이,
의견 차이, 취향 차이 등등 무언가를 같이 준비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순
간에도 무수히 서로가 가진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각양각

20) 루돌프 아른하임, 김정오 옮김,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2) pp.
475-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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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며 함께 어울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조율하며 관계를 맺는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과 자신의 다른 점
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고유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본인은 이러한
구별이 사람과 사람 ‘사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식을 ‘사이’의 개념과 함께 살펴보고 이어 ‘사이’
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과정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1) 관계의 의미
인간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삶을 구축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서로 친분을 맺고, 고백으로 내면을 공유하며, 관계의
성격을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언어로 감정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모든 행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제 정체성을 확립하며 내적 삶을 가
꾸어 나간다. 이러한 각자의 인간적 경험들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를 바탕으로 삶을 구성해 나간다는 사실과 각 인간은 고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특정한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로, 나 또한 타인들에게 특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없
다면 우리는 서로 무관심하고 개별적이며 교류가 불가능한 인간 집단을
일구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낯선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21)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는 개인의 자아와
삶을 구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고유함을 깨닫는 과정으로서
도 중요하다.
철학사전에서는 ‘관계’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서로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고 작용하면
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물과 사물과의 연관을 관
21) Macqueron, Jerard, 정기헌 옮김,『고독의 심리학』(뮤진트리, 2010),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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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고 부른다. 한 사물의 성질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
각각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무한하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한
하게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그러나 다른 사물과의 관계와
그 사물의 성질은 같지 않다 . 왜냐하면 사물은 언제나 변화하고 운동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22)

철학사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의지하
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무한한 상호작용 속에
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 각자가 지닌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의식은 곧 상대와 나를 구별하도록 하며 그 과정
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개인이 고유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상대에 따라 달라
지는 관계의 상대성 또한 자각할 수 있다. 관계는 관계를 맺는 대상이나
상황 혹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변화한다.
따라서 관계를 통해 구별되는 특징 역시 상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
가능하며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은
굉장히 복잡하며 단순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내릴 수 없고, 수많은
상호작용에 따라 수많은 모습을 지닌다.
본인은 관계를 통해 이렇게 각자의 고유성과 상대성을 확인할 수 있
는 건 관계에 존재하는 ‘틈’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대와 내가
완벽히 맞물리지 않아 생기는 대상 간의 틈, 사이, 거리에 의해 서로를
구별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라는 단어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이라는 의
미 외에도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
인 여유나 겨를.’ ‘서로 맺은 관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이’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의 틈이나, 겨를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사이는
한자로는 간(間)으로 표기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인간(⼈間)’, ‘시간
22)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주 3),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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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間)’, ‘공간(空間)’이라고 표현되듯이 ‘사이, 간(間)’이라는 말은 인간 존
재의 이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을 최초로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와쓰지는『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에서 원래
‘세상’이라든가 ‘사회’를 나타내던 ‘인간’이라는 말이 잘못하여 ‘사람’(der
Men sch)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었지만,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비로소 사람
일 수 있는 이상, 사람을 ‘인간’으로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에 들어맞는다고 말하고, 거기서 ‘관계’로서의 인간 또는 ‘사이’로서
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수립한다고 보았다.23)
본인에게 ‘사이’는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의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이는 타인과 나를 구별하며 나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용들을 의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관계란 불
가능하다. 우리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 간의 ‘사이’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이’는 관계
를 형성하는 구성원들 각각의 고유성을 드러내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
명하는 공간이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빈틈을 통해 수많은 상
호교류와 마음의 작용을 의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는 구성원 혹은
상황에 의해 상대적으로 발생하며 언제나 변화하고 발전하여 개개인을
드러내 보여준다. 본인은 사이를 통해 내적 자의식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작품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2) ‘사이’의 표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인에게 사람 ‘사이’는 타인과 나를 구별하며 자
기 자신을 의식하고 고유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이’를
23) 기다 겐 외 4인, 이신철 옮김, 『현상학사전』 (b, 201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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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대와 상호적으로 교감하고 또 서로를 구별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
에 따른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이를 형성하는 관계의 구성원을 사물에 빗
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 말하기도
한다. 인격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무엇을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러한 비유에서 영감을 받아 그릇과 그릇이 모여 형성하는 ‘사이’를 그
림으로써 사람 ‘사이’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그릇과 그릇 사이의 공간
은 곧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유하며, 사물의 표현은 생략하고 사물을
둘러싼 공간을 그려냄으로써 관계와 사이에 의해 형성되는 자아에 대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도판 1] ‘사이’의 시각화 과정 1

[도판 2] ‘사이’의 시각화 과정 2【작품 1】의 부분

【작품 1】의 부분

‘사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은 드로잉 작업에서 잘 드러난다. 드로잉은
표현에 있어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이며,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보다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은 외부세계에 있는 대상
을 재현하기보다 스스로를 의식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의식과 감정을
포착해 사물의 틈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작업은 ‘사이’
를 시각화하는 중요한 작업과정이었다. 사이에 관한 드로잉은 관계에서
본인을 의식하는 순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본 작업의 바탕이 되는 자료
가 되기도 하였지만 관계와 틈에 관한 순간의 심상을 충분히 담아냄으로

21

써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도판 1]과 [도판 2]는 ‘사
이’의 시각화 과정이 보다 잘 드러나는 드로잉 작업이다. 어느 날, 손에
들려있던 컵에 나를 대입하여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물과 사물이 만
나 형성되는 틈을 표현하여 관계의 ‘사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도판 3] 드로잉 작업을 먹으로 재현한【작품 2, 2-1】

[도판 3]은 오일파스텔로 그린 드로잉을 한지 위에 먹으로 다시 재현
한 작업이다. 순간적인 의식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려나간 드로잉을 다
른 재료로 구현함으로써 기록된 감정을 다른 느낌의 조형 이미지로 만들
어보고자 했다. 감정에 몰입해서 빠르게 사용한 오일파스텔의 색과 질감
을 먹의 농담으로 옮기면서 다른 표현을 시도해보았다.

[도판 4] 사이에 관한 먹 드로잉 【작품 1】의 부분

작업 초반에는 ‘사이’의 형상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이를 구성하
는 사물의 내용을 모두 표현하였다. 하지만 ‘사이’의 의미와 그 표현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사물에 대한 내용과 경계선의 표현을 점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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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였다. 이후에는 사물을 완전한 여백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계에서 ‘사
이’에 의해 드러나는 개인의 고유성과 상대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
하고자 하였다.【작품 3 】의 경우는 먹과 색이 대비를 이루고 선이 생략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도판 5] 색과 먹을 이용한 ‘사이’의 표현【작품 4】,【작품 6】

2차원적으로 접근했던 사물과 사이의 표현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시
켜 표현하기도 하였다.【작품 3, 4】는 3차원의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사
물들의 ‘사이’를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 4】에서는 3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 사물들이 여백으로 표현되면서 추상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사물
들이 공간에서 구성하는 ‘사이’는 흘러가는 의식의 과정을 담아내듯 색
을 엷게 겹쳐 쌓는 방식으로 칠했다. 미묘하게 색이 비쳐 올라오며 뭉개
지는 듯한 표현으로 인간관계에서의 불명확한 경계를 표현하고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자의식의 과정을 나타내고자 하였
다. 색과 면으로 접근하던 이전의 작업과 달리【작품 5, 6】에서는 그
형식을 달리한다. 이전의 작업에서는 감정에 대응하는 색을 사용하여 의
식의 과정을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면【작품 5, 6 】에서는 수묵
과 선(線)을 이용해 ‘사이’에 의해 드러나는 고유성에 대해 조금 더 분명
히 표현하고자 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이’에 의해 의식되는 자아의
고유한 모습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루엣이 잘 드러나도록 평면
적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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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독에 대한 심상표현
관계 속에서 타아와 자아의 차이를 인지하고 ‘나’를 의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인은 자기를 경험하고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내적 탐구를 시
도하였다. 타인과의 관계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보며 스스로를 의식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고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심상을 표현하였다. 이 장에서는 내면으로 파고들어
가는 자의식 과정에서 마주한 고독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 작업의 표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고독의 의미
관계 속에서의 자의식을 통해 사람과의 ' 사이'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면 홀로 시간을 보내며 내적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려
는 노력은 고독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졸업한 뒤 소속된 공간으
로부터 벗어나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본인은 심리적 고립을
느꼈으며,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고 숨어들어가
는 경험을 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면서 마주하는 자아는 낯설고 우울했으며 연약했다. 낯선 내면의
자기를 의식하고 들여다볼수록 불안과 외로움의 감정은 증폭했으며 고독
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누구
인지에 대한 물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러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
정에서 고독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고독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까다로운 개념이다. 슬픔에서 기쁨에 이
르는 모든 종류의 감정을 동반할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상황과 연관되
어 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찾아오는 고독이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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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겪는 고독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독은 우리가 타인과 맺
고 있는 관계 혹은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에 거리가 생겼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다.24) 내면에서의 자의식은 내적 자아와 거
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므로 역시 고독감을 동반한다. 흔히
사람들은 고독에 관해서라면 외롭고 공허한 내적 고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떠올린다. 고독을 사회적 고립 혹은 타인과의 관계가 결핍
된 상태로 여겨 그에 따른 고통과 불안의 감정을 연상하는 것이다. 고독
이란 타인들과의 관계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상태이기에 사회적 관계에 소속되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
아가야하는 존재로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한다. 또 고독의 순
간에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때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무력감, 죄책감,
후회,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고독 속에서 부정하고 싶은 자
기 모습을 마주하는 일은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고통과 절망이 고독에 관한 감정의 전부가 아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
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삶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대면한다. 내 존
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 나는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고독의 경험은 우리에
게 내면세계와 외부 현실 간의 거리를 드러내 보여 준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고통스럽지만 생산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독의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
하는 것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

24) Macqueron, Jerard (주 2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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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5)

에드바르 뭉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우울했던 경험과
불안 때문에 자신의 내면세계에 무척이나
집착한 화가였다. 뭉크의 사색과 작업에
는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고독, 공포가 잠
재해있다. 뭉크의 자화상은 자아에 대한
탐구의 표출이다. 뭉크의 < 지옥에서의 자
화상>은 내면의 불안을 지옥으로 묘사 하
였으며 자신의 뒤로 피어오르는 어둡고
[도판 6] 에드바르 뭉크 Edvard

커다란 그림자 등을 통해 지옥 속에 떨어

Munch, <지옥에서의 자화상>,

진 자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상징적으

캔버스 유채, 82×66cm, 1903, 오

로 표현하였다.[도판 6] 뭉크는 그 자신도

슬로: 뭉크미술관.

그의 작품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

한 자신의 상태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뭉크는 자
신이 겪는 여러 가지 외적 어려움과 내적 갈등을 감수하며 작업을 하였
고 뭉크에게 있어 예술 생산의 기본조건은 병과 불안, 자가 치유의 첫걸
음인 자기 탐구와 자기 기술이었다.
나의 예술은 ‘나는 왜 여느 사람들 같지 못할까’ 하는 삶과의 불화를 설명
하려는 성찰에 뿌리박고 있었다 .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태어났는가 ?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저주와 성찰이 나의 예술에 깔리는 배경음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나의 예술세계에 풀어놓은 데
는 나의 예술이 내게 빛과 어둠을, 또 인간들에게는 빛을 가져다주리라는
욕망과 소망이 깃들여 있었다. 26)

25) Macqueron, Jerard (주 21), p. 12. 참조.
26) Arnold, Matthias, 김재웅 옮김, 『뭉크』, (한길사, 1997), pp. 9-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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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뭉크는 내면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고독이라는 감정을 정면
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동양에서는 ‘탈속’과 ‘은일’의 개념으로 고
독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동양 세계에서
‘탈속’과 ‘은일’은 인간 성숙의 최고 경지인
도와 진리에 이르기 위한 선택 중 일부였다.
은둔, 은거하는 은일은 처음부터 출사의 뜻을
접었거나 벼슬에서 물러나 내적 충실을 기하
는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찾아나서는 적극적이고 성숙한 자세에
서 가능한 결정이다. 욕망 중심의 세속에서
중심축을 상향 이동하는 탈속과 은일은 동의
[도판 7] 강희안(姜希顔), < 고

어 성격을 갖지만 은일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사관수도(⾼⼠觀⽔圖)>,

중심축 이동의 성격도 함께 드러낸다. 사람은

지본

수묵, 23.4×15.7cm, 15세기,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의 구성원이자 문화적
존재로서 개인이다. 가족이나 마을, 국가 등

사회 집단의 구성원일 때에는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성립된다. 그렇게 되면 외부로 향한 관심과 상대적 관계
에 얽힐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독자적으로 고차원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된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중심 이동 역시 성숙의 징
표 중 하나이다. 집단 속에서 개인의 고독은 소외의 괴로움을 뜻하지만
홀로 선 개인의 고독은 외부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인의 독립성은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인격 성숙의 지표가 된
다. 또한 탈속과 은일의 차원에 이른 사람은 밖에서 안으로 관심의 중심
축이 이동한다. 욕망을 찾아 밖으로만 향하던 더듬이를 접고 욕망의 헐
떡임이 만들어낸 불안과 시끄러움을 가라앉히고 담담하게 안으로 살피며
유유자적(悠悠⾃適)한 가운데 고요함(寂靜)을 즐기게 된다. 망, 허, 한, 담
등도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기심에서 무심으로, 유위에서 무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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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상하는 것이다.27) 이러한 인격 성숙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선
택으로서의 은일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
을 만나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내적으로의 자기를 의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만 했
던 부정적 인식의 고독과 새로운 자기 발견이라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고
독을 모두 경험하였다. 새로 발견한 고독의 의미는 자발적인 선택사항으
로 ‘거리두기’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고독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참고 감수해야만
하는 감정이 되기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감정이 되기
도 하는 심리적 반응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고민하
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구성해 나간
다. 본인은 내적인 자의식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장과 자신의 가치를 이
끌어내는 데 있어 고독이 의미 있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고독을 통해 낯
선 자신과 현실을 대면하고 삶과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또 나의 존재 의식을 확장시키고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고독은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일으키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다면 홀로 자신과
마주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찰함으로써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부정적 감정으로 여겨졌던 고독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의식의 대상으로서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내적 변
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자발적 고독
을 선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나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추구하였다. 이
런 과정에서 떠오른 고독에 관한 심상들을 다음의 작업으로 연결하였다.

27) 변영섭,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 (북성재, 2013), pp.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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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면의 풍경
내면으로 파고들어가는 자의식의 과정과 고독에 대한 심상은 내면의
심리적 풍경으로 묘사된다.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품고 혼자 여행을 다
니는 과정에서 마주했던 자연풍경들이 본인의 내적 정서와 맞물리며 마
음속에 새롭게 재생되었다. 예로부터 자연은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모방
의 대상이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연은 미적 아름다움의 근
원일 뿐만 아니라, 조형예술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대상이
다. 인간은 자연의 형태에서 조형의 이미지를 가져왔으며, 자연의 환경
및 현상은 인간의 미적 표현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28) 본
인은 전남 지방을 순례하고 제주도와 대부도, 국내외 곳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했다. 주로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조
용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녔는데, 자연을 거닐면서 자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할 수 있었다. 자연은 내적인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성
찰과 숙고의 공간이 되었으며 결정적인 영감을 주는 대상이었다. 스스로
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이 눈앞에 마주치는 풍경 속에 자
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당시의 심경이 투영된 자연 풍경은 마음에 새롭게
각인되었고 이는 작업의 소재가 되었다. 풍경을 통해 드러나는 고독에
관한 심상의 표현들을 내적 경험의 변화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심리학자 매슬로29)는 사람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성장 동기로 작용하므로 사람은 부단히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 매슬로는 사람이 방어적, 퇴행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성장의 힘과 함께 존재하는 어두운 힘
이 성장의 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하였다.
28)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 (예경, 2008), p. 65
29)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 Maslow), 미국의 심리학자, 철학자. 인본주의 심리학
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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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슬로에 의하면 사람은 성장을 향하는 힘과 퇴보를 향하는 힘,
즉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30)
모든 사람은 자신 속에 두 가지 유형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유형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안전과 방어에 매달리는 것으로 퇴행적이고 과거 지향
적이며, 어머니의 자궁과 가슴으로 이어진 원시적 연결에서 떨어져 나와
성장하기를 두려워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 그가 이미 손에
넣은 것을 가지고 모험하기를 두려워하며 독립과 자유, 분리됨을 두려워하
는 경향을 가진다 . 또 다른 유형은 그로 하여금 자아 전체와 자아의 독특
함으로 나아가게 하며 , 자신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 외부세계에
맞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 동시에 아주 깊은 본래의 무의식적 자아까
지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31)

[도판 8] 내면에서 재구성된 섬의 표현【작품 9】, 【작품10】

본인은 내면의 자의식을 통해 매슬로가 설명한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
에서 보이는 상반된 두 가지 힘을 모두 경험하였다. 고독을 대하는 상반
된 태도와 그에 대한 심상 표현이 이러한 경험과 과정을 잘 보여준다.
초반에 경험한 심리적 고립과 고독에 대한 경험은 방어적이고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당시 본인은 고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이
침잠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작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작품 7】부터【작품 15 】까지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을

30) 김태형,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세창미디어, 2012), pp. 185-86.
31) Abraha m, Maslow , 『존재의 심리학을 향하여』 (교육과학사, 1994)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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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며 마주한 고독에 대한 심상을 표현한 작업들이다.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마주친 낯선 공간과 풍경들을 소재를 하였는데 풍경은 내면을
통해서 재구성 된다. 【작품 7, 8, 9, 10, 11 】은 제주도 올레길에서 마주
친 절벽의 동굴, 바다 멀리 보이는 섬이 심상의 소재가 된 작품이다. 이
후 작업은 【작품 12, 13】처럼 풍경에 상상적 요소가 더해지고 공간의
결합으로 연결된다.【작품 14, 15 】는 스스로를 의식하는 일상의 공간과
자연 풍경이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공간의 표현이다. 조용
한 공간에서 홀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것
과 같은 고독감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내적 탐구를 통한 자기 성찰은 본
인의 선택이었음에도 고독한 순간을 모면하고 벗어나고 싶은 모순된 감
정이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매슬로는 ‘건강한 성장의 과정을 결코 끝나지 않는, 전 생애의 매 순
간마다 각 개인이 직면하는 일련의 자유선택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
다. 매슬로는 걸음마를 하는 아기가 ‘엄마 무릎에서 낯선 주위세계로 탐
험하는 것’으로 사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일생 동안 안전과 성장의 기쁨 사이에서, 의존과 독립, 퇴보
와 진보, 미숙과 성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과
성장은 불안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장의 기쁨과 안전
에 대한 염려가 성장에 대한 불안과 안전의 기쁨보다도 더 클 때 성장한
다.32) 본인은 후퇴와 방어적인 시기의 내적 자의식 과정을 거치고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성찰을 발판 삼아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확장시키
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
2015년부터 본인은 ‘대부도’라는 외진 곳에 작업실을 두고 자주 이동
을 하게 된다. 낯선 곳으로의 이동과 생활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새
로운 모험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가면서 자기 자

32) 김태형 (주 31),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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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의식했던 시간은 고독하고 불안했지만 꾸준히 자기 성찰을 통해 본
인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부정하고 싶던 나의 일면을 인
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가라앉히는 두려운 감
정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내적 자의식의 변화과정은
매슬로가 설명한 걸음마를 익히고 주변을 모험 가득한 탐험의 세계로 인
식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고독을 통해 얻은 내적 자의식의 변화는 본인
에게 세상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하는 사고의
전환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내적 자의식의 변화는 【작품 16, 17, 18,
19, 20, 21】을 통해 드러난다.

[도판 9] <하얀그리움>, 2015【작품20】

대부도에는 가파르게 깎인 단면이 드러난 절벽이 곳곳에 존재한다. 이
러한 절벽은 본인에게 고독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마
주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의 소재가 되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성찰
한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 다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에게 절벽은 웅크리고 있던 섬에서 나와 고독을 마주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다음 뛰어넘어야하는 성장의 과정을 의미한
다. 하지만 절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절벽 아래에 안전하게 머무르고 싶
다는 생각도 든다. 본인은 절벽 앞에서 매슬로가 설명했던 안전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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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쁨을 두고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내가 있는 공간과 나아가
야 할 세상의 경계에서 절벽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갖도록 했다.【작품 17, 18, 19】는 대부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주쳤던 절벽이 있는 풍경을 담아낸 작업이다. 절벽을 가파
르고 높게 표현함으로써 절벽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내적갈등을 표현하
였다. 거대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두고 넘어설 엄두를 내지 못
하면서도 절벽 너머의 세계를 기대하는 자의식이 담겨있다.【작품 20,
21 】은 가로막혀 있는 구도를 가로화면에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절벽
혹은 가로막혀 있는 숲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화면에 한가득 채움으로써
고독과 성장에 대한 심상을 표현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미지를 단순화 시키는 조형적인 구성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지금까지 Ⅲ장에서는 본인의 경험에 따른 자의식 과정에서 관계와 고
독의 의미와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심상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고유한 모습을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게 하
는 ‘사이’의 의미를 짚어보고 사람‘사이’를 사물이 구성하는 ‘사이’에 빗
대어 ‘사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독에 대
한 심상표현은 내면의 심리적 풍경으로 드러나며 자의식을 통한 내적 변
화에 따라 소재와 표현을 달리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내면으로 파고들어
가는 부정적 인식의 고독은 고립된 섬으로 표현되었으며 불안을 상징하
는 요소들과 함께 묘사되었다. 내적 자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후, 긍정적
고독의 의미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면서 절벽을 소재로 한 심상 풍경을
설명하였다. 다음 Ⅳ장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작업의 조형적 특징과 표
현 기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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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형적 특징 및 표현기법

이 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과 표현기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자의식의 과정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정의
변화에 따라 그 심상과 표현 역시 달라졌다. 따라서 조형적인 특징과 표
현기법을 단일한 경향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가장 대표적
인 특징과 새롭게 시도했던 기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조
형적 특징으로 여백의 활용, 과장된 구도와 표현에 대해 언급하고 표현
기법에 있어서 콩즙과 황토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형적 특징
본인의 작품은 자의식의 과정을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크게
관계에 대한 심상 표현의 작업과 고독에 대한 심상표현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상황과 경험에 따라 변화되는 의식의 흐름으로 조금씩 다른 조
형적 특징을 가진다. 관계에 관한 작업의 조형적 특징으로는 사이를 형
성하는 대상의 표현으로서 여백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독에 대한
작업의 특징으로는 과장된 구도와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다.

1) 여백의 활용
동양 회화 예술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여백이란 화면상 표현된 형체
외에 비워둔 공간 또는 표현된 형체 이외의 요소로 간주되는 부분으로서
의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공간은 단지 빈자리로서가 아니라,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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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와 등가 이상의 가치33) 를 지니는 것으로
동양 회화의 표현이나 감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 여백은 작가가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남긴 공간인데 그
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
는 공백을 뜻하지 않는다. 여백은 의도적으
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려진 대상과 동등한
의미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며, 그려진
대상과 유기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내
[도판 10] 정선(鄭敾), <어한도>,

적 의미를 암시하고 미지의 세계를 함축한

견본수묵, 28×21.5cm, 서울:서

다.

울대학교 박물관.

동양회화에서 그려지지 않은 여백 공간이 표현된 형체만큼이나 중요
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동양인의 사유세계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
이다. 서양에서는 화면에 그려진 형태의 감상과 체험을 중시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허(虛)를 통해 암시된 형태 너머에 있는 정신의 실재를 파악
하고자 했다. 동양회화에서 묘사되어 있는 부분과 여백의 관계는 화면에
서이건 깊이에서이건, 일종의 도(道)의 운용의 상징인 보이는 것과 보이
지 않는 것 간의 상관성과 유전(流轉)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34) 여백에
내재된 표현 특성, 즉 없다(無) 또는 있다(有)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말
하는 무관(無觀,없다)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자와 장자의 회화사
상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무위자연정신”으로서 미의 본질이 우주의 근
원(道)에 있고 우주의 근원은 무에 있다고 보았다. 도가 우주만물의 현상
작용이며 진리의 실체라고 할 때, 실체는 존재하나 명칭이나 변론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은 화가들이 실체의 궁극적 의미를 무인 여백에서 찾
고 있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화면의 여백은 비어있는 공의 상태
를 미적으로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므로 결국 여백의 미란 유, 무의 작용
33) 김인환, 『동양예술이론』 (안그라픽스, 2003), p. 194.
34)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찰Ⅰ」, 『예술논총』, 제 6집 (2004),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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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화면의 여백은 하나의 공간으로서
무위사상이 깃들여져 있다. 특히 표현형체 이외의 부분을 공백을 남겨
놓음으로써 화면의 깊이와 심오함을 표현하는 동양사상의 정신적 근간인
도가의 ‘무’가 여백의 ‘없다’라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5)
여백은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화가의 정신적 깊이와 세계를
표현하는 사의적(寫意的) 공간이 된다. 잘 처리된 여백은 어떠한 회화적
인 표현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간주되었다. 여백은 형체 이상의 고도의
가치가 있는 요소로서 묘사된 형체와 더불어 ‘내적 긴장’을 형성하여 조
형의 구성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보다 함축적이고 경제적인 표현을 함
으로써 화면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36) 본인은 상대와 나의 구별
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의 작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이’를
형성하는 구성원을 여백으로 표현하였다. 여백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가치를 부여하고 사이와 대상 간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도판 11] 여백의 표현 【작품 1, 5】의 부분

본인은 관계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의식하고 완벽히 맞물릴 수 없는 틈
을 통해 존재의 고유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관계에서 발견하는 고유성
은 결코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관계와 상황 속
35) 이대용, 「여백의 사상적 배경과 조형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3),
pp. 11-12. 참조
36) 김인환 (주 33), p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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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여
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간의 ‘사이’를 형
상으로 드러내고 ‘사이’에 의해 의식되며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상
을 오히려 여백으로 비워둠으로써 각각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과 대상, 대상이 구성하는 ‘사이’와 대상 간의 무한한 상호작용
의 의미를 여백을 통해 함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2) 과장된 표현과 구도
고독에 관한 심상표현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표현과 구도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는 실제 풍경을 바탕으로
재해석 된 내면의 풍경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적 탐구를 하는 동
안 마주쳤던 풍경들이 비현실적인 공간과 과장된 구도로 표현되었다. 이
러한 표현은 내면으로 파고들어가는 자의식 과정에서의 고독에 관한 경
험과 정서를 반영한다. 고독감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비현실적인 공간 연
출과 과장된 표현으로 드러났다.

[도판 12] < 구름폭포 섬에서>, 2014【작품13】, <그 섬 어딘가에>, 2014【작품15 】

37

이런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풍경은【작품 7 】 ~ 【작품 20】에 나타나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공간과 과장된 표현은 어딘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작품 7, 8, 9, 10, 11】은 섬을 소재로 고독
에 대한 주관적인 심상을 표현한 작업이다. 다양하고 과장된 색의 표현
을 통해 내면의 공간을 표현하였다.【작품 12, 13, 14, 15】는 풍경 소재
를 재구성하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한 작품이다.
【작품 13 】은 하늘까지 높이 솟은 절벽이 구름과 닿아 구름이 폭포로
떨어지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과장된 표현과 더불어 상상적 요소를 더
해 고독에 대한 심상을 표현하였다.【작품 14, 15】에서는 공간의 결합
과 과장된 표현으로 고독과 불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혼
자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공간과 여행 중에 마주쳤던 풍경
을 결합해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하였다. 뾰족한 형태로 반복되는 물결
과 불의 묘사는 고독에서 오는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13] < 하얀 절벽>, 2015【작품18】, <푸른 절벽>, 2015【작품19】

스스로를 탐구하고 의식하는 과정에서 고독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풍
경의 소재에도 변화가 생기지만 조형적으로는 여전히 과장된 특징을 보
이고 있다. 여기서는 공간의 결합을 통한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기보다
과장된 구도를 통해 고독에서의 자의식과 태도를 표현한다.【작품 17.
18, 19, 20, 21】은 대부도에서 마주친 절벽이 있는 풍경을 그린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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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절벽을 묘사하고 있다. 실제 풍경은 작품에서
처럼 거대하거나 높은 절벽의 모습이 아니지만 가파르게 깎인 절벽을 과
장하여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절벽을 마주하고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화면 가득 절벽을 배치함으로써 가로막힌 화면을 구성하였
고 과장된 절벽의 표현으로 보호받고 싶은 자아의 욕구와 동시에 자신의
틀을 깨고 넘어서야 하는 절벽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2. 표현기법
본인은 작품 제작에 있어 주로 한지를 바탕으로 먹을 사용하거나 분
채를 이용한 채색기법을 활용하는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에 대한 작업에서는 ‘사이’의 표현을 고민하던
중에 콩즙을 사용하였고, 고독에 관한 작업에서는 채색기법에 변화를 주
기 위해 황토를 사용하였다. 두 재료기법을 중심으로 표현기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1) 콩즙의 사용
본인은 관계에 대한 심상표현을 주제로 하는 작업에서 ‘사이’의 표현
을 고민하다 일부 작업에서 콩즙을 사용하였다. 아교로 포수한 한지 위
에 콩즙을 올리면 콩즙의 은은한 광택과 함께 색의 겹침이 미묘하게 드
러난다. 콩즙은 물에 불린 콩에 물을 넣고 갈아 짜낸 기름으로 종이를
포수할 때 사용하거나 안료의 접착제로 사용한다. 콩즙은 채색을 보다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동아시아권에서는 회화뿐 아니라
공예 등의 생활 소품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콩즙은 유화에서 쓰이는 아
마인유나 수채의 아라비아고무 그리고 장지채색의 아교 등과 같은 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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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못지않은 접착기능을 가지고 있고 화용액으로서도 아주 우수한 기
능이 있다.37) 콩 단백질은 반건성유로서 요오드가 100 ~ 130인 기름으로
공기 중에 방치를 하게 되면 그 표면에 고체상태의 피막을 아주 천천히
형성하게 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천연 유화제이다.38)
콩즙을 만들려면 콩을 물에 담가 매일 물을 갈아주면서 여러 날 불린
다. 충분히 불어서 마른 상태의 4 ~ 5배 정도의 크기가 되면 1.5배 정도
의 물과 섞어 믹서로 간다. 이것을 자루에 넣어서 짜면 우유와 같은 물
이 나오는데 이것이 콩즙이다.39) 용액 전체를 사용하거나 장시간 침전시
켜 맑은 용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전색제로
적합한 맑은 용액을 사용하였다.

[도판 14] 콩즙을 이용한 ‘사이’ 표현 【작품4】의 부분

본인은 아교 포수와 채색이 이루어진 2합 장지 위에 콩즙을 사용하였
다. 화면 전체에 은은한 색으로 흘러가는 듯한 붓 터치를 남기며 바탕을
만들고 사물 간의 틈을 표현하기 위해 콩즙을 발랐다. 콩즙과 물감을 교
차해 칠하면 기존에 칠해져있던 색이 맑고 진해지며 깊이감이 생긴다.
또 피막과 광택에 의해 밑 색이 투명하게 비치면서 오묘한 색의 표현이

37)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p. 192. 참조
38) 황혜주 외 2인, 「전통마감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발수제 개발에 관한 연구」 ,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4권 제 6호, 2008. p. 46.
39) 정종미 (주 38),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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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콩즙의 이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형성되며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사이’의 경계를 표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2) 황토의 사용
본인은 고독에 관한 작업에서 채색기법의 변화를 주기위해 황토를 사
용하였다. 장지 위에 황토를 얹고 그 위에 채색을 하였는데, 재료 사용
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과정과 변화 된 특징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토는 함수 산화철과 무수 산화철을 포함한 규토와 흙으로 이뤄진
자연 상태의 흙이다. 지구 상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재료이며 선
사시대부터 안료로 사용되었다.40) 장소나 함유 성분에 따라 재질과 색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천연염색이나 전통적인 벽화 기법 등 다양한 재료로
쓰인다. 본인은 벽화기법에서의 채색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한지 위 황
토 사용을 시도하였다. 흙벽을 바탕으로 하는 채색은 다소 불투명하고
종이 위와는 다르게 발색하는데 채색의 표현을 다양하게 시도하기 위해
황토를 사용해보았다.

[도판 15] 장지 바탕에 황토를 엷게 바른 작업
【작품11-1】의 부분
40) 정종미 (주 38), p.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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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먼저 아교 포수를 한 장지 위에 고운 황토와 아교를 개어 물과
적당한 비율로 풀어 준 다음 바탕을 칠하고 그 위에 채색을 하였다. 벽
화 기법과 같은 두꺼운 흙벽의 느낌은 아니지만 장지 위에 황토물 엷게
발라도 일반적인 채색과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장지 위에 황토와
아교를 묽게 갠 황토물을 바르면 종이가 가지고 있는 결과 황토의 묘한
어우러짐이 나타난다. 황토의 농도를 어느 정도로 입히느냐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하고 그 두께에 따라 채색에도 영향을 주는데 엷게 바른 황토 위
에 얇은 채색을 올리면 황토 빛이 비쳐 나오면서 묘한 색감을 낼 수 있
다.

[도판 16] 바탕에 황토와 먹을

[그림 17] 황토를 부분 채색한

이용한 【작품14】의 부분

【작품19】의 부분

장지 위에 황토를 두껍게 올릴수록 색의 발색이 선명해지고 무게감이
생긴다. [도판 16]의 경우는 장지 위로 두껍게 바른 황토에 먹을 발라 황
토에 먹이 스미도록 하여 바탕을 만들고 위에 채색을 한 것이다. 황토를
두껍게 올린 영향으로 벽화기법에서의 채색과 느낌이 비슷하며 안료를
여러 번 칠하지 않아도 색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도판 17]는 절벽 부분
에만 황토를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채색에 차이를 주고자 한 것이다. 절
벽 부분에 황토를 칠하고 물감을 얇게 겹쳐 올렸다. 황토를 바탕으로 강
조하고 싶은 부분에 물감을 여러 번 올리니 발색과 진하기가 종이 위 채
색과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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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를 채색의 바탕으로 바르는 것에서 나아가 황토의 물질성을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다. 입자가 굵은 황토를 쌓아 표면을 거칠게 만든 바탕
위에 채색을 하거나 황토를 바른 뒤 물을 흘려 황토의 흘림 자국을 활용
했다. 황토를 여러 번 올려 황토가 흐르는 자국을 남기고 균일하지 않은
두께를 바탕으로 만든 뒤 채색을 하였다. 【작품 12】는 조금 다른 방식
으로 황토의 자국을 남긴 경우이다. 진한 농도의 황토물을 판에 바른 뒤
위에서 물을 흘리면 흙이 물줄기를 따라 씻겨나가면서 자국을 만든다.
황토와 물을 이용한 우연의 효과를 바탕으로 활용해 표현한 작업이다.

[그림 18] 황토를 흘림기법으로 활용한 작업
<휴식>, 2014 과【작품 12】의 부분

한지 위에 황토를 활용하면서 채색을 함에 있어 황토의 묽기에 따라
발색과 투명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탕에 황토를
입히고 분채 채색을 할 경우, 진하고 강렬한 채색이 가능하며 안료를 두
껍게 올릴 수 있었다. 또 황토의 물질성을 이용해 질감이나 자국의 표현
효과를 활용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Ⅳ장에서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표현기법에 대해 서술
하였다. 관계와 고독에 관한 작업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의식의 흐름
과 변화 과정에 따라 선택되는 소재와 조형적 특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에 관한 작업에서 비어있는 공간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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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여백을 통해 ‘사이’를 형성하는 구성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
음을 살펴보았다. 고독에 관한 작업에서는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표현을
통해 내적 자의식의 과정과 고독에 대한 주관적인 심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현의 확장을 위해 시도했던 콩즙과 황토 사용을 언급
하고 표현과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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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 논문의 목적은 자의식 과정을 통해 발견한 관계와 고독의 의미를
확인하고 관계와 고독의 심상표현을 시각화하는 작업과정을 연구하는 것
에 있다. 본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경험과 자의식에 대한 개
념과 의미를 정리하고 이론적 배경과 함께 작품을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자 하였다.
‘자의식’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 근간을 파고 들면 다양한 해석이 존
재하는 심오한 주제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 개념을 짚어나가며 쉽
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관념적인 개념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그것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느꼈다. 특히 본인의 작품은
개인의 경험에서 발현되어 확장되어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의 연구였
기에 심상표현의 목적을 언어로 규정하고 설명하기가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해왔던 본인의 작업, 창작 욕구의 발현 요소를 되돌
아보고 객관화 시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본인의 작업을 분석하며
작업의 의미와 주제의식에 대하여 고찰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 본인 예술의 목적성에 대한 일부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Ⅲ. 자의식 과정에 따른 심상표현’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관계와 고독에 대한 주관적인 심상의 표현을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관계 속에서 타인과 나를 구별하
고 서로 다름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자의식은 이를 사물간의 관
계에 대입하여 ‘사이’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 스스
로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내면의 자의식에서 느낀 고독을 본인이 경험했
던 자연풍경과 연결지어 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절벽’을 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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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한 작품은 본인의 자의식과 관련해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낸 작업으
로 ‘사이’ 시리즈에서 한 단계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심상표현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본인의 작업을 통일성 있게 하나
의 주제로 바라보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반
성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향후 작업의 목적성과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보다 그 의미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도전해
보고 싶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번 연구논문을 통해 자의식을 통한 관계와 고독의 심상을
작품에 반영하여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자아’, ‘자의식’이라는 관념적인
개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작품연구를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앞으
로의 작업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확장시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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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Mental
Images of Relationships and Solitude
through Self-consciousness
- Based on Yoon, Hong kyoung’s artworks -

Yoon, hongkyo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artworks that, focusing on works that I
produced from 2010 to 2015, presents my works systematically by
analyzing elements such as the works’ creative motivations, formative
backgrounds, visualization processes, and plast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develops with a focus on works that started with
questions about me under the theme of the “expression of mental
images

ensuing

from

the

self-consciousness

process.”

Steadily

experiencing the process of realization through an understanding of
and reflections on “Who am I?” can broaden one’s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life in addition to bringing about one’s growth. This
has been an important motivation for me to create works, and,
moreover, my goal is self-realization through m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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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with an awareness of myself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 worked while following the stream of my self-consciousness
by

grasping

explorations.

and

understanding

Relationships

self-consciousness

my

and

process,

inner self

solitude,

held

which

important

through
I

faced

meanings

internal
in
as

the
new

self-discoveries, and I expressed my subjective mental images of
them.
This study consists largely of five chapters.
Chapter I elucidates my motivations and goals for creating
works and mentions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ensuing study.
Chapter

II

self-consciousness,
describes

my

explains
which

works’

is

the
the

formative

concept
foundation

and
of

backgrounds.

my

meaning

of

works,

and

Based

on

my

experiences, it examines the self-consciousness formed in human
relationships and the self-consciousness formed in my min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ir flow.
Chapter III ponders on the meanings of relationships and
solitude in the self-consciousness process and describes mental image
expressions of them. Section1 examines the meanings of relationships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between”and explains the process of
visualizing

mental images. Section 2 describes the meanings of

solitude ensuing from my inner self-consciousness and the expression
of mental images of them. It explains in stages the process of
changes to emotional experiences and expressions brought about by
internal explorations.
Chapter IV describes the works’ plastic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techniques. It explains the use of empty spaces and
exaggerated composition as the plastic characteristics and describes
the use of bean juice and yellow soil as the contents of the
expressive techniques.Finally, Chapter V summarizes the fore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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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main body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my earlier
work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rough this study on artworks, I have systematically examined
the expression of mental images of relationships and solitude, which
occur in the self-consciousness process.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allowing me once again to examine the direction and meanings of
my works by analyzing my working process up to the present, and,
furthermore, I would like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my continuing
work and to establish the basis for future development.

Keywords: Self-consciousness, mental image expression, relationships,
“between,” solitude, inner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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