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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업 성과물 중, 무의식이라는 큰 주
제 아래 진행된 작업들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본 고는 본인의 작업시리즈 물 중 가장 최근의 작업물인 <풍경시리즈>를 
대표작으로 설정하여, 작업의 창작 동기와 제작 의도를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작품의 표현기법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본인은 작업에 앞서 ‘한 사람의 기억은 무엇으로 이루어 졌을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본인은 그것을 눈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했다. 자주 머물던 장소, 혹은 유년 시절을 함께 한 풍경들 
그리고 그 곳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은 우리의 생을 이루고,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면 자연히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배경처럼 머릿속에 펼쳐지
곤 한다. 이러한 풍경에 대한 기억들은 멈추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다. 그 장
소 안에서 직접 행동하며 그곳을 걸었을 때의 풍경, 앉아서 머물렀을 때 본 
풍경, 또는 빠르게 뛰면서 스치듯 보았을 때의 풍경 등, 그곳에서 소비했던 
시간과 사건에 따라 면면히 변화하는 이미지들의 총체가 그 장소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 일 것이다. 풍경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중국 송 대 화
가인 곽희의 산수화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곽희는 산의 모습을 표현할 때 
면면히 변화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어떤 풍경을 대할 때 그 
풍경을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감을 그 경물에 
연관시키는 것인데, 본인 역시 풍경을 대할 때 그것을 단순한 관조의 대상으
로 보는 것이 아닌, 본인의 정감을 투사할 수 있는 매체로 보았다. 
 이동하는 시점과 변화하는 감정의 면면을 엮어 풍경화로 표현해 보면서 실
제로는 존재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풍경이 공간의 형태로 구현된 한 개인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의식 공간을 표현하며 그 공간을 더욱 잘 연출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기호들을 만들어 냈다. 더불어, 이러한 의도와 개념들을 이미지로 구현해내
며 다양한 표현기법까지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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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시리즈>에 포함된 대부분의 작업은 즉흥성을 바탕으로 작업되었다. 
빈 화지에 바로 필선을 그어 화면을 구성해 내고, 그 위에 다양한 안료를 덧
입히며 화면 안의 공간을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즉흥적인 작업 방식
은 무의식을 화면에 담기 위해 선택되었다. 장면 장면을 이으며, 본인의 무
의식이 개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화면에 의도적인 연출과 무의식의 부
분이 혼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 결과물들의 진행 방식과 그 
의도를 정리해 보았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작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한다. 이어서 2장에서 본 논문의 중심 
개념으로 논의된 ‘기억’을 고찰한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서술
하였다. 3장 ‘무의식 공간의 재연’ 장에서는 2장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기
억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된 여러 수단, 다시점과 주관적 도상에 대해 두 
개의 장에 걸쳐 논의하였다. 이어 4장에서 2,3장의 개념과 표현방식들을 바
탕으로 표현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작업에 사용된 기법과 기
법실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하며 느낀 소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기억, 무의식, 산수화, 동양적 시방식, 주관적 도상, 이동시점, 옻칠, 칠화 
학  번 : 2014- 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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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린 시절부터 본인은 사람을 관찰하기를 좋아했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
기를 좋아했다. 다른 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
는지 실제로는 어떤 의도인지 파악해보는 일을 즐겼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관심은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했고 이러한 무
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본인의 무의식부터 표현해보기로 하였다.
 ‘무의식’이라는 방대하고도 난해한 주제에 접근할 때, 본인은 굉장히 비  
논리적이면서도 자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것은 학부시절 거의 매일에 
걸쳐 그려온 무의식에 관한 드로잉에서 비롯하였는데, 주로 본인 자신이 무
의식 연구의 대상이 되어 그려졌다. 본인의 드로잉은 원과 선, 그리고 미지
의 존재를 대변하는 임의의 손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대상들은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써 점점 기호화 되어 차용되었으나, 기호를 
사용하는 근거나 기호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모호하였다.
 이러한 기호들은 본인의 작업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번 논문의 주요 작업 시리즈인 
<풍경시리즈>에서도 다양한 기호가 등장하고 있다. 본 작업시리즈의 목표
는 무의식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학습함과 동시에 지금껏 본인의 작업
에 사용되어 온 기호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 기호의 역할과 그것이 만들어지
게 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연구를 통해 
본인이 만들어낸 기호에 대해 이해하고, 무의식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 이후에 진행할 무의식 작업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를 제
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융1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는데, 무의
식이란 불명확해진 생각이나 인상 혹은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명확
해진 그러한 것들은 상실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에 계속적

1 칼 융(1875-1961)은 스위스의 산간지방인 케스빌에서 태어났다. 1900년 바젤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취리히 대학 부속 부스크휠츨리 정신병원의 조수로 일하였다. 1906년부터 프로이트와 편지를 주고받
으며 그의 대를 이어 연구하는 관계가 되었다. 1913년에 프로이트와 결별한 융은 1918년까지 내적으
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무의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후 1961년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을 출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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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2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의식과 무의
식이라는 양자 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만든다. 본인은 사람의 정
신계를 하나의 덩어리에 비유하자면 가장 최 외부로 갈 수 록 의식적인 부
분, 내부로 갈수록 무의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의식적일수록 쉽게 
‘인지’되는 성질의 개념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
한 고민은 본인이 동양화과 학부 졸업 작품으로 진행한 <무의식 발견 시리
즈>를 통해 드러나 있다. 당시 졸업 작품을 제작하며, 의식과 무의식 이 둘
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였고, 원과 선, 그리고 문과 창, 작은 인물들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 표현 하였다. 이러한 <무의식 발견 시리즈>는 2장에서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 함께 서술하였다. 
 무의식에 대한 고민은 학부 졸업 작품 이후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
는데, 대학원 재학시절 진행한 작업 시리즈인 <stitched 시리즈>,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가 된 작업시리즈인 <풍경시리즈>가 그것이다. 
 <풍경 시리즈>에서 무의식은 풍경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 때 ‘풍경’
은 본인의 기억을 통해 조합된 것인데, ‘기억’이 무의식을 표현하는 데 중
요한 소재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으로 특정되기 위한 것들 중 ‘기
억’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생을 살아오며 행해온 일들
과 그의 사상들이 만들어낸 모든 일들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때문에 한 사람의 기억을 탐구하
다보면 그 사람이 처한 여러 관계와 개인적 사정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살
고 있는 문화적 배경까지 알아 낼 수 있다. 이처럼 기억이란 인간을 탐구하
는데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며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한 소재가 되었다. 작품의 표현 방 전통 중국회화
에서 산수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다시점을 차용하고 있다. 남조 송나라 때의 
은자 왕미(王微, 415-443)가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꼬불꼬불하고 어지럽게 얽힌 것을 모두 마음의 눈에 기록했다가 
(...)한번 상고해 찾으면 모두 비슷하게 할 수 있다3.” 이 말의 뜻은 관찰 
체험을 통해 산천의 경물을 마음속에 기억해 놓았다가 그것을 직접 대하지 
않고도 그려낼 수 있다는 것4이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왕미의 성기심
2 칼 융 외, 『무의식의분석』 ,홍신문화사, 1990,p.42.
3 장언원, 『역대명화기』, 권6, [송], '왕미' 盤紆糾紛, 成紀心目, 一往迹求, 皆得彷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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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成紀心目)”의 방식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는데, 기억 속에 있는 풍경을 상
고하여 화면에 그려낼 때, 무의식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실제와는 다른 풍경
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토대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무의식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풍경으로 무의식으
로 표현하면서, 길과 침전물이라는 기호들을 시리즈에 차용하였는데, 이 중 
침전물은 풍경 안에 고이게 된 감정으로서,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2014년
에 진행한 작업 시리즈인 <침전물 시리즈>에서 구상된 개념이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연
구한 작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한다. 이어서 2장에서 본 논문의 중심 개
념으로 논의된 ‘기억’을 고찰한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서술하
였다. 3장 ‘무의식 공간의 재연’ 장에서는 2장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기억
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무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된 여러 수단, 다시점과 주관적 도상에 대해 두 
개의 장에 걸쳐 논의하였다. 이어 4장에서 2,3장의 개념과 표현방식들을 바
탕으로 표현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작업에 사용된 기법과 기
법실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하며 느낀 소감을 기술하였다.

4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돌베게, 2010,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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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공간
 무의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삶의 경험이란 곧 인간의 
기억으로 치환된다. ‘기억’은 인간의 어떤 일련의 사건을 재구성하여 간직
하는 것으로,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인간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즉 
무의식과 기억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 기억에 대해 탐구해보고 기억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간이 재구
성 되는지 알아본다. 

 2.1 기억에 대한 탐구 

 사전적인 의미의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
로 생각해내는 것, 혹은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을 이른다. 기억은 곧 의식 자체를 포괄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식’하는 일은 기억이라 볼 수 있다. 
 기억의 문제는 학문의 문화, 자연의 문화사, 역사적 인간학, 기술의 문화사, 
매체의 실천 방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오늘날 문화학 분야의 주된 관심 
영역이다.5 이렇게 '기억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전면화 된 데에는 과거의 
기록형식을 능가하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전통적인 기억의 
위상과 기능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6을 꼽을 수 있다. 대량저장매체가 개
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후로 기억의 과정은 그야말로 저장(upload) 그리고 
기억해내기 (download)의 이분법적 방식으로 변화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
러한 대량 저장 매체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행위 자체를 퇴화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기억의 과정'에 대한 문제가 성찰되고 있다. 이는 '기
억'의 문제가 단순한 저장매체와 같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데, 인간의 기억
이란 창조적 과정이고,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불러낸다는 것은 상상력과 환상
의 도움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작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
다.7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그와 동시에 문화의 한 측면
5 Hartmut Böhme · Peter Matussek · Lithar Müller,『문화학입문』, p.104-204. 최문규 ,『기억의 망각』, 책세상, 2003, p.53, 재인용
6 최문규 ,『기억의 망각』, 책세상, 2003, p.54.
7 같은 책,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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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과연 신빙할 수 있을까? 혹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정보를 신
빙할만한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기억의 창조성과 관
련하여 제기된다. 기억의 성격이 창조적인 데에는 기억이 필연적으로 감정적
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선행한다. 본 고에서 기억의 주관적, 감상적
인 면을 중심으로, 기억의 특징에 대해 고찰 한 후 그것을 세 가지 개인적 
경험을 예시로 통해 서술하겠다. 

  본인이 기억하는 가장 최초의 기억은 세 살 무렵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날의 풍경이다. 그 당시의 기억은 노란 빛깔의 벽지와 허공을 떠돌던 
반짝이는 먼지, 그리고 하얀 빛의 바닥 장판의 색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
한 어릴 시절의 기억은 본인에게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종류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때의 기분이나 상황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에 없고 마치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풍경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본인이 지닌 최
초의 기억에는 아무런 맥락도 흐름도 없이 독립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하
나의 이미지와도 같은 것인데, 이 기억이 정말로 세 살에 보았던 것을 여전
히 가지고 있는 것 인지, 어느 날 우연히 앨범을 보다가 발견한 사진 한 장
을 본인의 기억이라고 왜곡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말로 설명 해주신 그날의 상황을 이미지로 치환하여 기억하고 있
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처럼 기억이란 늘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기억의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꼽으며, 
인간의 정신 영역에 나타나는 기억과 망각의 심리적 과정은 억압과 반복, 자
리바꿈의 원칙과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왜곡이나 
수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꿈의 작업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하였다.8 그렇기 때
문에 기억은 본디 부정확하고, 부정확한 것 자체를 기억이라고 이를 수 있으
며 그것은 인간 심리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
트는  특히 어린 시절의 체험을 중요한 기억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개인
의 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기억 속에는 대체로 과거의 일이나 정신
적 과정의 일부만이 보존되며 그 중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극히 일부를 차지
하지만 그러한 기억들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속에서 어떤 
다른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9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기억은 언제든지 선택
8 최문규 ,『기억의 망각』, 책세상, 2003,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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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망각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또는 잠재의식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의 망각 혹은 치환을 기억의 자리바꿈이라고 하는데, 
기억의 망각과 왜곡 역시 기억의 일종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입
장에서 만들어낸 기억, 부정확한 기억, 기억된 적이 없는 기억 모두를 그의 
기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정확히 기억되기 어렵기 
때문에 왜곡되기 쉬우며 이는 수많은 변형을 거쳐 인간의 정신 작용에 크던 
작던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어떠한 기억이 의식 속에 
머무는 것, 혹은 망각되어 잠재의식 저편 또는 무의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
에도 일종의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기억의 '자리바꿈'에 대해 설
명하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한 인상을 기억하고자 할 때 정신의 내부에서는 
그것을 교란 시키는 의도가 작용하여 실제 내용의 기억 과정을 억압한다고 
말한다. 억압된 내용이 기억의 공백을 이룰 때 억압은 기억의 망각을 초래하
지만, 기억되어야 하는 실제를 대신하는 다른 내용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
므로 재생된 기억은 대부분 정말로 중요한 다른 내용의 대체물일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자리바꿈에 의해 하찮은 어린 시절의 인상들이 기억에 남게 된
다. 그러한 사소한 기억들은 기억의 내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억압된 
다른 내용과 맺고 있는 연상 관계에 의해 보존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
리바꿈된 기억은 이른바 '은폐기억'10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은폐되는 기억, 
그리고 망각되는 기억 들은 억압되어있는 무의식과 의식적 검열간의 일종의 
타협의 소산11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억은 대부분이 부정확한 기억일 경
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억들을 오(誤)기억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그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12 
기억 대부분이 오기억인 이유는 기억의 특징 자체가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기억은 어떠한 현상을 인지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창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억은 오기억이며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기억들
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몇 년이나 지난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 될 때가 있다. 그에 반하여 그 날 
아침 먹었던 아침메뉴조차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 본인 역시 그런 경험이 

9 같은 책, p.205.
10 Sigmund Freud, 4권, p.51, 최문규 ,『기억의 망각』, 책세상, 2003, p.206 재인용
11 같은 책, p.52.
12 James L. McGaugh ,『기억과 감정』, 박소현, 김문수 옮김, 시그마프래스, 2012,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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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데, 몇 해 전 떠났던 여행에서 들렀던 식당의 메뉴는 기억하지만 당장 
오늘 아침에 먹었던 메뉴를 기억할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나, 어제 먹었
던 아침메뉴만 집요하게 기억이 나는 바람에 오늘의 메뉴는 기억이 나지 않
거나 또는 어제와 오늘의 메뉴가 뒤죽박죽 섞여서 기억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의 선택적 기억과 망각은 기억이 지닌 주관적 특성에 기인한다.  기억은 
주관적인 기준, 즉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에 의거하여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으로 분류되고 선별적으로 기억이 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분류된 기억들은 
기억된 시간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기억이 재생되기도, 망각되기도 혹은 과거
와 현재의 기억이 섞여 버리기도 한다. 이는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과 연관이 
깊다. 기억은 우리의 개인적 경험들을 이어 붙이는 풀과 같기 때문인데, 우
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고, 바로 직전에 지나간 매 순간의 경험에 대한 기
억이 현재의 순간적 경험과 융합되어 우리의 삶에 대한 기억을 만들고 그렇
게 만들어진 기억들이 연속적으로 재생되어 삶에 대한 연속된 인상을 남긴
다. 이러한 순간에 대한 기억과 그러한 기억의 재생과정은 영화에서 각 프레
임이 모여 재생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듯 기억은 순간의 
조합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이 가능해 지는 것13이며, 각각의 
기억의 순서가 주관적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기억의 
시간성 역시 초월될 수 있다. 기억을 회상 할 때 앞서 언급한 기억의 주관적 
중요도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입력할 때부터 그 
정보를 선택적으로 거르는 과정을 통해 수용한다. 제시 받은 어떤 정보를 습
득할 때 그 정보를 이해하는 동안 우리는 그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되
고 이후 그 정보를 회상할 때 중요도가 떨어졌던 정보들은 선택적으로 제거
하게 된다.14 이렇게 선별적으로 기억된 것들 중 일부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정신에 남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아있는 기억은 
'응고화'된 기억이라 이른다. 기억이 응고화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오래 지속될 기억이 왜 천천히 응고화 되는지는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유류의 뇌가 가진 기질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5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속 응고된 기억들 
중에는 어린 시절 생성된 것들이 다수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와 

13 같은 책, p.17.
14 송기주,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과 기억인출에 대한 연구검토」,『論文集』,Vol.16 ,1997, p.70.
15 James L. McGaugh ,『기억과 감정』, 박소현, 김문수 옮김, 시그마프래스, 2012,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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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물학적 체계가 응고화 된 기억을 신속히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니
다. 이는 인간이 정서가 기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서가 기
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서술해 보겠다. 

  초등학교도 채 들어 가기 전의 어린 시절, 본인은 시골에 사는 사촌의 집
에서 약 2주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 처음으로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타
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막연하게 두렵고 외로웠던 감정을 가지고 그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난다. 시골집에 살던 사촌은 여자와 남자였는데, 남자 
쪽이 오빠였고 여자가 동생이었다. 그 둘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았고 처음 시
골집에 방문한 날부터 그 집을 떠나던 2주가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을 집요하
게 괴롭혔던 기억이 있다. 가장 먼저 회상되는 기억은 시골집 옆의 작은 개
울가의 풍경이다. 그 개울은 무성한 환삼덩굴16로 둘러싸여 있어서 빛이 잘 
들지 않았고 폭은 1미터 내외로 매우 좁았으며 개울 끝이 하수구로 연결되
어 있어서 음습하고 어두웠다. 작은 개울이지만 대낮에도 어둡고 어린아이가 
들어가기에는 생각보다 깊었는데, 사촌들이 그 개울에 사람을 물어 죽이는 
뱀이 있다며 겁을 주고는 억지로 그 곳에 들어가게 한 경험이 있다. 그 외에
도 크고 작은 괴롭힘 들이 2주 내내 지속되었는데 그들이 본인을 괴롭게 만
들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방식은 '두려움 자극하기'였다. 그 때 느
꼈던 두려움은 20년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곳의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
하게 만들었다. 그때 본인이 두려움을 느꼈던 장소들은 시골의 투박한 자연
풍경일 때가 많았다. 덤불 숲 밑의 거무튀튀한 공간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곤충들은 모두 그 풍경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시골길의 모습과 돌들이 
쌓여있는 풍경, 그리고 그곳을 둘러 흐르는 개울이 어떤 모습이고 도로의 모
습은 어떠한지, 뿌옇게 썩어가는 집 옆의 연못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각인된 풍경 중 하나를 거점으로 떠올리고,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상해 보면 어느새 전체의 풍경이 기억되고는 한다. 성인이 되고 난 후 사
촌의 시골집을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두렵게만 느껴졌던 작은 개울은 수
심이 무릎까지도 채 되지 않는 얕고 평화로운 느낌의 개울이었다. 그 이외의 
풍경들 모두 어린 시절에 느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적인 시
골의 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머릿속에 기억되던 풍경은 실제 
16 전국에 자라는 풀로서, 훼손된 들에 흔하게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네모가 지며, 길이 2-4m에 이르고, 밑을 향한 거친 가시가 있다. 잎은 마주나며, 5-7갈래로 깊게 갈라져 손바닥 모양이고, 길이와 폭이 각각 5-12cm이다. 갈래는 난형 또는 피침형,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고, 양면에 거친 털이 난다.(참고: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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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과는 다르게 그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기억되어 있었는데 기억에서 탈락
된 풍경도 다수 있었고, 두려움을 크게 느꼈던 장소들은 중복으로 기억되거
나 실제보다 크게 기억되고 있었다. 기억은 이처럼 그 기억이 만들어 질 때
의 정서에 영향을 받아 재구성 되는데, 정서를 통해 분류된 기억의 중요도는 
앞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의 보존과 탈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이트는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과 사건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
적으로 자각을 차단한다고 언급하였는데,17 불안 혹은 두려움으로 설명되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특히 기억에 강한 영향을 끼치며 정서의 강도에 따라 기
억의 배치 혹은 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정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와 
인지는 각 계통이 다른 계통의 지도와 조직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상
호작용한다. 인지적 기능은 정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지와 정서는 우리
가 자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혼합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우
리의 정서에 의해 채색된다. 정서는 주의를 유도하여 기억을 가능하게 하고 
기억된 것에 정동적 색채를 입힌다.18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졌던 시골 풍
경에 대한 감상은 그 시골 풍경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그 시골 풍경 자체를 실제와는 다르게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본 고의  주제가 된 작품 시리즈인 <풍경 시리즈>의 작업들은 사례 3번의 
풍경을 포함하는 본인의 기억 속 풍경을 바탕으로 그렸다. 여기서 기억은 이
번 장에서 논한 기억의 세 가지 특징인 ‘오기억인 점’, ‘응고화 될 수 있
는 점’, ‘정서에 의해 기억이 선별적으로 재구성 될 수 있는 점’을 전제
로 한다. 기억을 바탕으로 풍경을 그릴 때, 필연적으로 그 기억과 관련하여 
느꼈던 정서가 개입하게 된다. 그러한 정서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에 영향
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이 풍경을 표현하는 방식 및 순서에 영향을 미친다. 
재구성되어 표현된 풍경은 기억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 기억은 정서
에 의해 선별적으로 구성된다. 재구성된 풍경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무의식
이 개입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재구성된 풍경 자체가 무의식을 대변한다
고 볼 수 있다. 곧 무의식이란 인간의 기억 그리고 정서를 바탕으로 구성되
는 것이다.   

17 고지희, 「정서적 자극이 주의 및 기억에 미치는 효과」,『長安論叢』,Vol.23 ,2003,  p.28.
18 고지희, 「정서적 자극이 주의 및 기억에 미치는 효과」,『長安論叢』,Vol.23 ,2003,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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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구성된 기억과 무의식 공간 

  <풍경시리즈>에 포함된 작업들은 대부분 외부 공간, 즉 바깥 풍경을 그
린 것이다. 이 풍경들은 고정된 시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닌 다시점으로 그려
져 있다. 풍경이 다시점으로 그려지는 과정은 기억을 회상해 내는 과정과 흡
사하다. 앞선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억은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쳐 저장되고 
그것을 또다시 재구성하여 회상된다.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무의식이 개입할 
여자기 있다고 가정했고, 재구성된 기억은 무의식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 때 재구성된 기억이 무의식으로 설명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이번 
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정신계를 의식적인 것 과 무의식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정신분석의 기본 전제이다.19
 무의식의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각성(覺醒)되지 않은 심적 상태, 즉 자
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각이 없는 상태20이다. 무의식과 더불어 많이 쓰이는 
개념 혹은 말은 '의식'인데 보통 '무의식'의 반의어처럼 사용 된다. 의식의 사
전적 의미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
용을 말하며, 철학적 의미로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 작용21을 뜻
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을 미루어 보면 무의식과 의식 이 두 가지 개념
이 상반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제로 무의식과 의식에 관계에 관해서
는 여러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인간 정신을 다루는 일에는 어
디까지나 가정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정한 무의식은,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무의식과 개인의 기억' 사
이의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빠져 나갔을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길모퉁이에서 시계 밖으로 사라져 버린 자동차처럼 다만 보이지 않
게 되었을 뿐이다. 나중에 우리가 그 자동차를 또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잊고 있던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된다. 이렇듯 무의식의 부분은 
일시적으로 불명확해진 생각, 인상, 이미지 등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19 지그문트 프로이트,『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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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상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인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22 
  어떤 사람의 의식 속에 나타난 어떤 표상은 다음 순간 사라질 수 있으며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감각에 의해 감지된 결과가 아닌 기
억에 의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의식되지 않았던 시간에 그 표상은 
잠재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23. 잠재해 있던 어떤 표상 혹은 생각은 무의
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이 무의식이 의식의 범주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순간'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특정한 순간을 '정
신작용 속에서의 저항'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무의식은 우리의 정신 활동
을 구성하는 제반 과정 속에 있는 정상적이면서도 불가피한 단계이다. 모든 
정신적 행동은 무의식적 행동으로 시작되어, 그것이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
냐에 따라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더 발전되어 의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24 그렇지만 이 특정한 순간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발현되
기 위한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에 의
해 무의식이 의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  
 한편 '잠재된 의식'이라는 말에서, 무의식이 '의식이 약해진 부분' 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프로이트는 어떤 동태적인 생각 역시 무의식 속에 
존재할 수 있다25고 말하며 그 생각이 지닌 힘의 강도나 활동성에도 불구하
고 의식에서 멀리 떨어져 나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 보자면 이와 같다. 의식은 
우리가 당장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의 범주 속에 존재한다. 의식의 상태는 대
단히 일시적인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26 당장 기억에 떠올리고 행
동이나 언어로 표현하거나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
러한 의식의 관념은 잠깐의 순간에만 의식의 형태로 존재하고 잠시 후에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그것이 일정한 조건에서 다시 의식화 되지만 그것이 관
념화 되지 않던 순간에도 그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그
것이 무의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27.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은 의식의 옆에 
존재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칼 융이 표현한 '모퉁이' 와 같은 개념인데, 
22 칼 융 외, 『무의식의 분석』, 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1990, p.42.
2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p.27.
24 같은 책, p.33.
25 같은 책, p.31.
26 칼 융, 『무의식의 분석』, 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1990, p.349.
27 같은 책,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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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모퉁이 저편에 있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되던 것들이 무의식의 범주로 넘어가 버리는 이유
는 인간의 의식이 많은 정보를 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자극을 '소재'라고 정의한다면, 소재는 모든 동인, 충동, 경향성, 온갖 
지각과 직관, 합리적 및 비합리적인 생각, 결론, 귀납, 연역, 전제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감정으로 성립된다.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혹
은 항상 무의식의 형태를 취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소재들이 의식에 모두 머
물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 혹은 기억은 그 정동적인 에너지
를 잃고 잠재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28 이렇게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인간이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 중 하나인 '망각'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도 있
다. 앞선 장에서 설명하였듯 기억이 망각되어지는 데에는 그 기억이 지닌 감
정적인 의미 또는 기억이 만들어졌던 시간 등이 영향을 끼치며 주관적인 검
열에 의해 선택적으로 기억이 망각되는데, 이때 망각되어진 기억들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다시 기억날 수 있는 소지가 있
다. 이는 망각된 기억들이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 
다시 의식에 범주로 넘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무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분류 방법에 의거해 생겨날 수 있다.  
 본인은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약 2년간 <무의식 발견 시리즈> 를 진
행하였다. 작업의 큰 맥락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관한 고찰인데, 대부분
의 작업에서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을 두고 이 둘을 상이한 두 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한 쪽이 의식이라면 다른 한쪽
이 무의식, 그리고 그 어느 것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한 지점, 곧 의식
과 무의식 사이의 '틈'이라고 볼 수 없는 지점까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28 칼 융, 『무의식의 분석』, 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1990,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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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 【작품1】 <무의식 발견 2>(좌) 와 【작품2】<무의식 발견 3>(우), 
2013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관계를 원과 선에 비유하여 그린 두 점의 연작이다. 
가상의 '원'이 존재할 때 이 원이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
가는 장면을 잔상이 남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도판1]의 왼쪽 그림인 <무
의식 발견 시리즈 2> 에서 완벽한 모양의 검은 원은 의식, 그리고 의식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검은 원 위의 링은 무의식을 표방한다. 이는 의식이 무
의식의 재료가 됨을 의미한다. 링 위에는 일렬로 대충 그려진 작은 타원들이 
놓여있다. 이 역시 무의식을 뜻하는 거지만, 의식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무의
식이라고 보기엔 애매하다. 검은 원과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의식
과 무의식, 두 영역을 서로의 양극에 존재시키며 그 영역들의 정신작용의 크
기를 가늠하기에는 인간의 내면세계는 이미 대상 자체가 사유로 환원키 어
려운 애매성과 복합성을 함축하고 있다29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판2] 【작품1】의 부분,2013(좌)와 【작품2】의 부분,2012(우)  
29 고경호, 김헤수,「조형예술로 발현된 무의식 세계의 양가적 가치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6 ,201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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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2]에서 보여 지는 무의식발견3번에서 사용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선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의미한다. 왼쪽 그림의 선은 그림의 윗부분에 그려
진 것으로 무의식의 경계를 뜻한다. 오른쪽 그림의 선은 그림의 아랫부분에 
그려진 일정하고 곧은 선으로 의식의 경계를 표시한다. 각 선들은 가장의식
적인, 그리고 가장 무의식 적인 것의 경계를 이른다. 그렇다면 두 선 사이의 
공간은 일렬로 펼쳐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인 것이다. 무의식과 의식 둘 사
이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닌, 정도의 차이에 의해 무의
식 혹은 의식으로 분류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느 부분
은 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애매한 부분이 된다. 무의식과 의식이 분명하게 
나뉘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화 할 수 있는 의식 속 
내용들은 의식으로 재현할 수 없는 부분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무의식에 녹
아 있는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온 얼룩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30

30고경호, 김헤수,「조형예술로 발현된 무의식 세계의 양가적 가치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6 
,201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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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3]【작품3】<무의식 발견 4>,2013
 [도판3]의<무의식 발견4>그림을 보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가 더욱 긴밀
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앞서 그려진 그림과 마찬가지로 무의식과 의식의 
파노라마가 일렬로 펼쳐져 있다. 다만 다른 점은, 무의식으로 대치될 수 있
는 타원이 의식의 영역으로 갈 때 '창(window)'과 같은 기호가 사용이 되었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창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의식을 무의식으로 만들게 
하는 어떠한 정신적 작용을 설명한다. 

 

 

[도판4]【작품3】의 부분,2013
  <무의식 발견4>의 무의식과 의식이 닿아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미지
의 손이 사용되었는데 총 두 쌍의 손으로 한 쌍은 손을 맞잡고 있고 한 쪽
은 창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손을 걸친 것처럼 보여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자크 라캉 (Jacques Lacan)은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무의식
은 타자의 담론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31 이는 무의식의 내면에 미지의 
타자가 존재해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무의식 사고 활동을 이끈다는 의
미이다. 맞잡은 손 들 역시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타자와 같다. 이 손들은 
31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5, p.30.



- 16 -

무의식의 모호성과 애매성 그리고 비 논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무의
식과 의식을 이어주는 미지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도판5]【작품4】 <무의식발견 5>,2013
 <무의식발견 4>에서 시작된 '창(window)'이나 '맞잡은 손' 과 같은 기호
들은 <무의식발견 5>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다. <무
의식발견 4>에서 사용한 창의 모습이 주관적으로 그려진 모호한 도상이었
다면 <무의식발견 5>에서 그려진 창의 모습은 좀 더 전형적인 형태를 표방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창의 모습은 창 보다는 문(door)에 조

금 더 가까운데, 활짝 열린 형태로 그려
져 있고 문 너머에는 불특정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앞서 사용되었던 '맞잡은 
손' 역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그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무의식
이 발견되는 장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
고 있는데, 주로 오래 머물던 곳, 혹은 

[도판6]【작품4】의 부분,2013    일상을 보내는 장소에 대한 생각이 시작
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무의식발견5>에서 그 장소를 사람이 앉아서 머
무는 장소로 한정하여 표현하였고, 그것을 개인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장
소로 설정하여 다양한 의자를 묘사하였다. 이 의자에는 누군가 앉아있는 것
으로 묘사되었는데, 앞선 작업에서 손만 그려졌던 것에 비교하면 훨씬 적극
적으로 표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누군가의 형태는 온전히 드러나
지 않고, 팔이나 다리의 일부만 보이게 하여 애매모호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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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식발견5>에서 시작된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곳'에 대한 고민은 곧 무
의식과 무의식이 탄생시킨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의 소재가 되는데, 의식하는 것들은 곧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가상의 공간에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 무의식은 이러한 의식의 공간 안에 잠재하거
나, 혹은 그 공간 자체가 무의식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
순수기억'이라는 용어를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순수기억은 어떤 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 이미지처럼 기억되어 성장한 후에 그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32 그러한 순수 기억이 본
인의 경우에는 작품을 통하여 공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무의식이 공간으로 치환이 지점에 대해 '라쇼몽 효과'와 무의식의 관계를 
들어 조금 더 이야기 할 수 있다. 
 라쇼몽 효과라는 말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에서 기인한 
개념으로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주관성 때문에 같은 사건을 관
찰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기억되며 각각은 모두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을 말한다. 이는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억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를 두고 모이니한(Daniel P. Moynihan)은 영
화의 제목을 따 '라쇼몽 효과'라고 개념화 하였으며 이 용어들은 철학, 해석
학, 심리학등의 학문 등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33 
 라쇼몽 효과, 즉 기억의 재구성에 의한 기억왜곡은 의식 안의 무의식이 개
입하여 벌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무의식은 개인마
다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 각각의 개인은 각자가 지닌 기억의 주관적인 검열
에 의해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들은 사실과 다
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주관성은 기억의 필
연적인 특징이고, 그 기억을 지닌 개인에게 실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공간을 기억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
건을 기억할 때, 연상작용처럼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함께 기억해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두고 주관적인 감정의 검열과정에 의해 
32 칼 융,『무의식의 분석』,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1990,p.52.
33 이다솔, 이찬 ,「라쇼몽 효과의 사유적 접근을 통한 공간 특성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4 ,2013, p.187.



- 18 -

재구성하여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된 공간 역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공간에 대한 기억 역시 재구성 되는 것이다. 그 공간은 실제와는 
다르지만 기억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재한다. 무의식의 검열체계에 의해 
생성되어,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곧 무의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앞서 언급했던 재구성되어 기억
되고 있는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무의식이 가진 힘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하여 모든 고정적인 체계
를 거부하고 탈주하는 공간을 만든다. 이 때 그 공간은 상황에 따라 역동적
으로 변화하며 드러나기도, 왜곡되기도 하는 가상의 실재 속에 존재한다.34  
 본인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작업 시리즈인 <풍경
(space)>에서 이 공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
게 되는 재료는 본인의 기억에서 출발한다.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발생한 공간을 기억해내고, 그 공간을 기억의 순서대로 연출하여 그려내는 
방식으로 무의식 세계를 표현코자 했다.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
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34 이다솔, 이찬 ,「라쇼몽 효과의 사유적 접근을 통한 공간 특성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4 ,2013,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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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의식 공간 재현
  <풍경시리즈>는 본인이 기억하는 어떤 풍경을 회상하고, 그것을 화면에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재연한다. 이 때 화지에 그려진 풍경은 다시점으로 
묘사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풍경화와 같은 이미지를 표상한다. 
이 풍경화가 공간으로 표현되는 본인의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풍경으로 대변되는 무의식 공간을 재연하기 위해 다시점이라는 시각법을 
사용했다. 그 외에 화면 안에 여러 기호들을 만들어 추가했다. 이번 장에서
는 이와 같이 무의식 공간을 재연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과 개념들을 설명하
고자 한다.
 작업에서 표현된 풍경들은 공통적으로 길을 포함하고 있다. 한 점의 그림 
안에 다양한 시점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시점들은 길로 연결이 되며 이어지
고 있다. 그림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재구성된 풍경으로 대변되는 본인의 
무의식세계이다. 이 풍경에 길과 같은 공통적인 기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작업에서 풍경은 기억이 전이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기억으로서
의 풍경은 한 개인의 사유공간을 대변한다. 이 때 풍경의 작용을 다각도로 
분석해보자면 배경, 균열, 표현, 감정의 기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배경으
로서의 풍경은 물리적인 특정 공간으로 구체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 
장소' 혹은 어떤 서사 혹은 시선에 의해 '구성된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이 풍경은 '인간의 활동의 기록'에서 출발하며, 그 풍경이 풍경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을 매개로 해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균열, 그리고 표현으로서의 풍경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배경
으로서 존재하는 풍경은 프레임 안에서 구성되는데, 어떤 맥락이 그 풍경에 
적용 될 때, 그 풍경 역시 어떤 서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미의 균
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풍경은 인물의 내적인 심리, 즉 고독, 외로움, 불
안 등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풍경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풍경의 마지막 작용은 감정을 생성하는 장소라는 점이다. 주로 영화에서 풍
경은 자연풍경에 인물의 심리를 비유하여 서사적인 맥락에서 그 인물의 심
리를 드러내는데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풍경이 관조의 대상으로, 혹은 배
경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사와 인물을 매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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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 
 이러한 풍경들은 '다시점' 혹은 ' 이동시점'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 때 
풍경 안에 특정한 기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풍경에서 사용되는 시점
과 기호에 관한 설명은 이어지는 장에서 논하도록 한다.

 3.1 다시점을 통해 표현된 풍경

 '본다'는 행위가 화면 안에 표현되어 질 때 일정한 형식이 필요해진다. 중국
의 산수화 역시 일정한 시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양의 풍경화와 매우 
다른 방식이다.36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에 올라 시를 짓는 것을 교양인
의 중요한 자격으로 꼽을 만큼 자연을 관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
지만 그것은 자연경물을 미적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 아니었고 자연에 합일
한 정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37
 농경 중심의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섬겨야 할 대상 혹은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산수화는 위진시대
(220-420)에 처음 출연하였는데 사회적 혼란에 대해 '죽림칠현'과 같은 은
일자들에 대한 찬미, 혹은 자연을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도'에 일치시키며 무
위자연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38
 이후 동진(371-420)시대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사상은 회화에 
계속 영향을 미쳤고, 동진에서 남조로 넘어가는 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산수
화가 출현하게 된다. 동진에서 남조에 걸쳐 산수시와 산수화가 잇따라 나타
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설과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신빙성 있는 원인
으로, 해당 시기부터 자연미를 인식하고 자연미를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
다. 39이 시기에 종병40이 중국 최초의 산수화이론서로 간주되는 [화산수서]
35 서정아,「영화에서의 풍경, 그 기억의 전이에 관한 연구」,『한국영상학회 논문집』,Vol.14 ,2016, pp.12-13. 
36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 2000, p.25.
37 양회석,『소리 없는 시, 소리 있는 그림』,전남대학교출판부, p.17.
38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2000, p.26.
39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 돌베게,2010, pp.98-102.
40 종병 (375 ~ 443) 자는 소문(少文)이다. 허난성 난양[南陽] 출신으로 후베이성 장링[江陵]에서 살았다. 일생 동안 벼슬하지 않고 징산[荊山]·우산[巫山]·헝산[衡山] 등 각지의 명산을 돌아다녔다. 어진 이는 산수를 통하여 형(形)으로서 도(道)를 아름답게 한다고 하여 산수화론에서 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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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필한다.
 종병은 산수화의 작용에 대해 '정신을 펼쳐내는것' (暢神)이라고 하며 산수
화를 통해 정신이 유쾌해 질 수 있음을 논했다. 이러한 산수화 효능론은 그 
기본사상이 예술에 있어서 미감의 향수작용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41 종병은  산수화의 표현방법까지 논했는데, '마음의 눈에 기록'하는 방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관찰한 바가 깊으면 실제로 경물을 대하지 않고
도 마음속으로 완벽한 형상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자연경물을 그리는 일에 있어 초보적인 투시 원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종병은 하나의 작은 화면에 고산대천을 그리는 일을 논하며 
이렇게 말 했다.

... 몇 리를 멀리하면 한 치의 눈동자로도 이를 다 두를 수 있으니, 
진실로 떨어지는 것이 조금씩 멀어질 수록 그 보는 것이 더욱 작아진
다.42

이 글은 투시원리에 있어 중심적인 문제, 즉 먼 것은 작게, 가까운 것은 크
게 보이는 원리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종병의 선구적인 투시법 이론 이후 
다양한 투시법과 시방식이 제시되게 되었다.43
 산수화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시방식으로는 '부감시'를 꼽을 수 있다. 부
감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다' 로 산수화 뿐만 아니라, 인
물, 화조 등 각 화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44 시점이동의 대표적 시각법
인 부감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멀리있는 것을 끌어당겨 가까이 보게 한다, 따라서 먼 산의 소나
무 잎을 그리거나 실제로는 나타낼 수 없는 먼 누각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
습을 그리는 경우가 가능해진다. 이는 그리는 자와 그림을 보는 자의 관념의 
약속에 의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멀리 있는 대상을 본질 혹은 본체로 확대시키고 눈 가까이에 있
는 가장 현상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개별화된 대상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킴
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점의 초점을 근경보다는 중경 이상 원경에 둔다.45

명천(名山名川)의 생활화를 주장하였다. 즉, 산 속에 도가 있으니 산에 살고 산수화 속에 신(神)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노년에 병이 든 이후, 젊은 시절 돌아다녔던 산수를 벽에 그려 놓고 즐긴 '와유(臥遊)'의 일화가 유명하다. 저서에 《화산수서(畵山水敍)》 등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41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 돌베게,2010, p.108.
42 종병,『화산수서』
43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 돌베게,2010, p.110.
44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2000, p.27.
45 김병종,『중국회화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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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물을 그릴 때, 부감시로 표현하게 되면 
사물의 측면, 전면, 상표면 부분까지 더 자세하
게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산수화에 표현되는 부
감시는 서양에서 사용하는 원근 투시법을 따르
지 않고 역원근법을 따른다.  역원근법은 주로 
동양화에서 보여 지는 투시법으로, 자연스러운 
시각과는 달리 배경의 입체를 전경(前景)의 입
체보다 크게 그리거나 화면의 중심을 향하여 집
중하여야 할 선을 반대로 확산하여 그리는 방법
을 말한다.46 

[도판7]작자미상, <책가도>, 시대미상
 이러한 역원근법은  착시에 의해 앞쪽 변의 길이보다 뒤쪽 변이 길어 보이
는47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 화면의 뒤쪽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긴다. [도판7]을 보면 책장의 앞부분 보다 뒷부분이 더욱 넓어 보이는 효
과가 있는데 이렇듯 역원근으로 표현된 부감은 산수화 화면에서 그 시선을 
뒤로 밀어 화면 밖으로의 공간 확장을 암시한다. 원근 투시가 화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면 역원근은 그와 반대로 화면 안으로 확장되
는 깊이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부감시는 객관적인 사실성을 바탕으
로 하되 이를 종합하여 표현하는 관념적인 시각법이다. 이는 대상의 개별성 
보다는 관념적인 관계를 먼저 인식하게 되고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부감시는 대상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공간의 무한한 깊이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
현되는 것은 그림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판단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
문이다.
 관념성이 짙은 전통회화의 부감시는 대상을 보는 시각을 멀거나 가까운 곳
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이동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한 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시점은 고정되지 않고 하나의 운동태로 나타나게 되며 서양에
서의 소실점 고정에 의한 정연한 질서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시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은 사실성과 관념성이 결합되어 사람의 시
지각으로는 한번에 볼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한 화폭에 그릴 수 있으며, 시
46 국어사전 참조
47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200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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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다.48 이렇듯, 하나의 
화면 속에 서로 상치, 반대되는 입장들이 조화되며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데에 중국 회화의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자연 경물의 위치향배에 
따라 여러 차원의 공간성이 나타나게 되며 전제적으로 화면 안에 아득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49 
이러한 이동시의 방법은 곽희의 화론을 통해 더욱 자세히 파악 해 볼 수 있
다. 
 곽희는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 자연경물을 관찰할 때, 반드시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결합시켜야만 하며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곽희는 이와 같이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 
외에도 원근에 따른 이동법을 제시했다.

 산은 가까이에서 보면 이와 같고, 멀리 떨어져 보면 또 이와 같으며, 
십여 리 떨어져 보면 또 이와 같아, 매번 멀어질수록 매번 다르니, 이
른바 산의 모습은 걸음걸음마다 바뀐다는 것이다. 산은 정면에서 보
면 이와 같고, 측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으며, 뒷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아, 매번 볼 때마다 매번 다르니, 이른바 산의 모습은 면마다 보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산이면서 수십, 수백의 산 모습
을 겸하고 있으니, 가히 자세히 알지 않을 수 있겠는가? 50

곽희가 자연경물의 관찰태도에 대해 제시한 이러한 방법은 그가 자연을 관
찰할 때, 경(景)과 정(情)을 서로 융합시키는 태도에서 비롯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경물의 특징을 자신의 감정과 연계시켜 표현하는 것은 중
국산수화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의해 그림에 비로소 
의경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1 

48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2000, p.29.
49 김병종,『중국회화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218.
50 郭熙, 郭思,  「山水訓」,『林泉高致』, 山近看如此, 遠數里看又如此, 遠十數理看又如此, 每遠每異, 所謂山形步步移也, 山正面如此 側面又如此, 背面又如此, 每看每異, 所謂山形面面看也, 如此是一山而兼數十百山之形狀, 可得不悉乎?
51 갈로,『중국회화이론사』,강관식 옮김, 돌베게,2010,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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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안견(安堅),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1447년

 그러한 곽희의 표현방식은 [도판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적으로 펼쳐진 
산수화에서도 발견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30도 정도의 부감시를 가지고 있
으면서 이동 시점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의 경치를 표현한 방식인데, 도
판을 보면 산세가 잔잔히 오르다 급격히 꺾이고 다시 물과 만나 그 세가 점
차 약해지다 다시 세지는 식의 끝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면면에 보이는 산세들은 하나의 지점 혹은 하나의 장소를 그린 것
이 아니며 심지어는 하나의 시간을 그린 것이 아니다52. 그렇지만 화면에 등
장한 개체들은 서로 묘한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하나의 운동
태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감상자에게 화면 속으로 스스로 몰입하고 유람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53

 [도판9]김석신(金碩臣), <도봉도(道峯圖)>, 18세기후반
 앞서 인용했듯, 곽희는 '산은 정면에서 보면 이와 같고, 측면에서 보면 또 
52 왕백민,『산수화의 특수한 구도법』,『동양화구도법』, 미진사, 1991, p.145. 
53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200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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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으며, 뒷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아 매번 볼 때마다 매번 다르니, 이
른바 산의 모습은 면마다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대상의 면면을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의 전후좌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러한 다변적
인 시점을 산점투시라고도 하는데, 평면상에서 원근투시가 한 대상의 입체감
을 나타내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면 동양의 산점투시는 평면상에서 오행감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다. 화면 안에 표현된 각각의 시점들
을 분리해서 보면 어색함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한 화면에 이를 겹쳐 볼 때는 
논리적으로 수궁할  수 없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도판9]의 그림 역시 
산점투시로 그려졌으나 화면이 분산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그림 전반에 
통일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림을 보면, 가운데 내를 중심으로 밭고 도봉 
서원의 시점이 반대로 마주보고 있으며 윗쪽의 시점은 정면을 응하고 있어 
그림의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다시점을 형성하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54
 본인의 작업 역시 이러한 이동시점, 그리고 산점투시로 그려져 있는데, 이
는 본인이 기억하는 어떤 풍경을 운동하는 시점대로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무의식을 대변하는 어떤 다른 공간, 혹은 실재하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되었다. 

[도판10]【작품7】,<풍경-1>,2014
 이동하는 시점대로 그려진 풍경 중 가장 처음의 작업이다. [도판10]을 보

54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2000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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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알 수 있듯, 왼쪽의 건물이 있는 부분, 우물이 있는 부분, 계단 부분, 그
리고 호수 부분은 전부 위에서 내려다 본 부감시로 표현되어 있으나 각각이 
다른 시점으로 그려져 있다. 이 풍경은 본인이 직접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서 걷고 머물던 풍경들이 바탕이 돼서 그려진 것으로, 실제 그 풍경 속에 있
었을 때의 바라보던 시점들이 그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림의 풍경은 실
제의 풍경과는 물론 다르며, 실제 풍경에는 없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실제의 풍경과 본인의 정감이 합치되어 표현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느낀 사건이 선행한 후,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표현할 때,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 섞이게 되고 그 주관적인 풍경을 그
리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산점투시로 그려진 그림은 전반적으로 산만할 수 있으나, 본인은 그러한 산
만함을 없애고 그림 안에서 일정한 통일감을 주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어지
는 '길'을 넣고, 기호적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응고된 것'을 추가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그림에 공통적으로 등장시킨 데에는 그림의 통일성을 주기 위함이 
부차적인 목적이었고, 첫 번째 목적은 각각의 기호들이 가지는 의미를' 그림
안에 서사적 의미로 추가시키기 위함이었다. '길'과 '응고된 것' 으로 대표되
는 그림 안의 기호들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3.2 주관적 도상의 차용 
기호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그것을 취하는 일정한 구조와 근거에 
의해 형성된다. 기호는 늘 특정 사회의 맥락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유나 은유 등은 각기 다른 사회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 
 한편 각기 다른 사회의 기호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구
조를 발견할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호 활동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
는 자연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관습적인 것이다. 추울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은 행위는 자연적인 것, 그리고 어떤 형태 혹은 종류의 옷을 입는 가는 관
습적인 것이다. 즉 관습적인 것은 우리가 속해있는 특정 사회의 규범에 의존
한다는 것이다.55
 기호는 기표와 기의라는 두 가지 불가분의 요소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55 손 횰, 『기호학 입문: 의미와 맥락』, 김진실 옮김, 비즈앤비즈, 201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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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dog)를 부를 때 '개' 라고 하는데, '개'라는 말이 우리 개념 속에 
있는 개의 의미를 실어 나른다. 이것을 기표라고 한다. 한편 '개'의 의미가 
털이 있는 네발동물인 개를 뜻하는 것을 기의화하고 있다고 한다. 기표와 기
의 관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첫째, 그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가 개(dog)를 '개'라고 부를 때 그 '개'라는 음성은 '내', '대','래' 라는 음성보
다 전혀 나을게 없다. 개라는 이름은 우연히 선택되었고 개라는 음성이 특별
히 우수해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호는 보는 대로 바로 이해
하기 못한다. '개'라는 말 역시 한국어라는 일정한 언어 관습이 학습된 후 이
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다. 관습의 틀 안에서 볼 때, 그 안에서 의미
화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나 실제로는 문화의 관습과 편견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56 

[도판11],【작품10】<미대풍경-4>(좌)와 【작품11】<미대풍경 5>(우), 
2016

 [도판11]에서 보여지는 작품을 보면, 풍경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인 '길' 그리고 '침전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작품 시리
즈 전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일정한 의미로 관통하는 이른바 '기호'로 작
용한다. 이때 기표는 길(load), 그리고 둥그런 모양으로 뭉쳐서 군데군데 펼
쳐있는 앙금이다. 길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도판12]에서 볼 수 있듯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길의 모습도 있고, 도판의 아래쪽의 빗금 모양이 
있는 사람이 걷는 길도 
함께 표현되고 있다. 
 한편 침전물의 모양 역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대부분 둥그런 모양이 
주로 길 위에 얹혀진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56 같은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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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침전물'은 '풍경시리즈'라는 큰 
틀이 가지는 관습 안에 존재하는 기호로 
볼 수 있다. 풍경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 즉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
성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대변하는 본
인의 무의식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길과 

[도판12]【작품11】의 부분,2013 침전물의 형태가 시리즈 안에서 거의 흡사
한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기호로 분류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호들은 시리즈 안에서 일정한 기의를 내포한다. 
 우리에게 길은 걷는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여행, 방법, 삶, 미래, 방향 
사랑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확장돼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삶의 도처에서 무
수하게 많은 의미들이 길을 중심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길은 그
것이 가진 본래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문화적 의미의 또 다른 차원을 가
진다.57  이와 같이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데에는 은유
적 사고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사고나 개념 자체가 본질에 있
어서 은유적이기 때문58인데, 그러한 은유를 바탕으로 본인은 본인의 작업 
속에 기호들이 가지는 기의를 설정했다. 
 우선 시리즈에서 '길'은 각각의 시선으로 그려진 장면들을 잇는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각각의  시선들은 그 각도나 위치 그리고 원근이 다르게 그려졌으
나 하나의 길로 통한다는 점에서 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시키는 의미
를 가진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각각의 장면을 하나로 잇는 동시에 전체를 하
나로 묶어 결론적으로는 확장하는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때 이 길은 연걸의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품을 보는 이를 화면 
속으로 끌어당겨 길을 따라 풍경 속을 유람하게 하는 의미로 쓰인다. 
 풍경시리즈에서는 총 3가지 형태의 길이 등장한다. 
[도판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도로형태의 길, 사선으로 획이 그려진 길, 
그리고 [도판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 김고운,「길의 문화적 의미 연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p.6.
58 김고운,「길의 문화적 의미 연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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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난 타일이 연속적으로 늘어진 
길이 그것이다.  각각의 길들은 장면
과 장면을 잇고 공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같으나, '도로'
는 사람이 걸을수 없으나 지나갈 수
는 있는 길, '사선의 획이 있는 길,' '
네모난 타일이 있는 길', 이 두 길은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설정했

[도판13],【작품9】의 부분 ,2016     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에만 침전물이 그려진 것이 발견
된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
다. 이 때 침전물은 기억의 응고화와 관련이 있다. 선별적으로 기억된 것들 
중 일부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정신에 남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랫
동안 계속해서 남아있는 기억은 '응고화'된 기억이라 이른다. 기억이 응고화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이 아니라 강
한 감정을 느낀 것도 응고화 될 수 있다. 침전물은 본인의 감정과 연관이 있
다. 그림에서의 침전물은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후 그것이 맺혀서 
침전되어 풍경에 고이는 개념' 으로 정의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작
성된 작가 노트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고여있는 것. 튀어나온 부분에 혹은 움푹 패인 부분에 시간이 지나
고 나면 무언가 고여있다. 공기처럼 형체가 없는 것들도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어떤 결정이 되어버려 굳어진 형태로 고이게 된다. 
 나는 그 고임과 마주침을 겪는다.  - <작가노트 발췌 2014>

 이 와 같이 형체는 없는 감정도 계속 쌓이다 보면 침전되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2014년 진행했던 작업에서부터 발견 
된다. 

[도판14],【작품5】<침전물 1>(좌) 와 【작품6】<침전물 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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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굴곡이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 위에 하나의 줄로 꿰어져 있는 침전물
이 놓여있는 도상이 두 점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최초의 침전물의 모양은 사람을 줄에 꿴 듯한 형상이지만, 곧 다음 작업에서 
좀 더 추상적인 형태로 변한다. 
 이 때부터 시작된 침전물에 대한 고민은 풍경시리즈에서도 등장하여, 완전
히 추상화 된 형태로 화면 속에 기호로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단락부터는 앞서 설명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본인의 작업 시리
즈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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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경시리즈>설명과 표현 방식 및 기법 

  동시대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미적 기준이나 정치 사회적 문제로부터 벗어
나 작가 자신의 정신적 발현으로서의 작품세계를 구현하여 작가 개인의 특
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작업들을 더욱 풍부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데카
르트 이후 예술가들이 이성 중심 세계에서 탈피하여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
포한 무의식 세계로의 접근을 확장하며 그들의 예술 영역을 발전시켜 온 일
련의 흐름과 연결된다.59
 본인의 작업 역시 앞서 언급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본인 자신의 무의식
을 탐구한 작업을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2012년부
터 2013년 까지는 <무의식 발견>시리즈 라는 주제 아래 무의식과 의식간
의 관계 자체에 집중한 작업을 해왔고 그 이후 2014년 무의식과 의식관계
를 표현하는 기호까지 관심이 확장되어 그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인 현재까지 무의식을 표현하는 표현방식까지 그 
관심과 연구가 확장되어 여러 점의 풍경시리즈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풍경시리즈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지금까지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
들을 두 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59 고경호, 김헤수,「조형예술로 발현된 무의식 세계의 양가적 가치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6 ,201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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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풍경시리즈> 

 [도판10]【작품7】,<미대풍경 1>,2014 
 무의식을 공간에 대입하여 표현한 가장 최초의 작업이다. 
장지 위에 동양화 안료로 채색된 위의 그림은, 종이에 별다른 스케치 없이 
빠른 호흡으로 한 번에 그려진 그림이다. 흰색의 선으로만 그려진 그림 위에 
비슷한 계열의 색이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올라갔고, 그 이후 분채로 '침전물' 
기호가 표현되었다. 
앞서 '기억에 대한 고찰' 장에서 언급 하였듯, 기억은 본디 부정확하다. 기억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재구성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는 창조적 행위60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은 또한 무의식의 재료가 된다. 
무의식과 의식, 그것을 전부 아우르는 기억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
다. 의식은 순간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고 순간순간의 시간 가운데는 무의
식의 영역이 자리한다.61 
 위의 작업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풍경을 묘사하였고, 실제 풍경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 부분 부분 실제의 풍경을 기반으로 그려졌으나, 하나로 합쳐
지며 그 순서와 내용물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풍경이 현실의 모
습과 다르게 묘사되는 데에는 본인이 가진 무의식이 작용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의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각기 다르게 기억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의식이 그 기억의 저장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것은 기억이 가진 본래의 특성이고 부정확한 것 자체가 기억이니, 현실과 다
르다 해서 잘못된 기억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본인이 구성한 풍경 역시 본
60 최문규 ,『기억의 망각』, 책세상, p.55.
61 칼 융, 『무의식의 분석』,권오석 옮김, 흥신문화사,1990,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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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는 실재하는 것이고, 무의식이 관여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무의식 
자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작업을 포함한 풍경 시리즈의 모든 그림들은 실제 풍경을 마주대하고 
그린 것이 아닌,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진 풍경들이다. 위의 작업에서 그려진 
풍경은 본인이 공부한 미술대학의 풍경이 주된 재료가 되어 그려졌다. 직접 
발로 걸으며 지난 7년간 거의 매일 왕래한 풍경들인데, 좌측에 그려진 두 개
의 문이 있는 건물, 우물가, 호숫가, 그리고 계단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미술대학 내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과 본인의 상상력이 혼합되어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물이나, 호수 등은 미술대학 부지 내에서 찾아볼 수 는 있으나 그림에 묘
사된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본인에게 익숙하게 기억되어 
있는 모양새대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익숙한 형태대로 사물을 바꾸
어 그리는 점에서 본인의 삶이 그림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무의식의 측면이 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건축물들은 각기 다른 시점으로 그려져 있는데, 공통점을 찾자면 모
두가 위에서 내려다 본 듯한 부감시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부감시
로 그려지는 것은 풍경 시리즈 전체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로도 꼽아 볼  수 있다.  앞선 '산수화의 시방식을 통해 표현된 풍경' 
장에서 설명하였듯 부감시의 ‘부감’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내려
다 보다’로  사물의 측면과 후면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수준으
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법이다.  때문에 표현코자 하는 것을 좀 더 관념적으
로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부감시는 중국 전통 산수화에서 
시점이동의 대표적 시각법으로 가장 흔하게 쓰인 시방식이기도 하다.62  
 곽희는 ‘산은 정면에서 보면 이와 같고, 측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으며, 
뒷면에서 보면 또 이와 같아 매번 볼 때마나 매번 다르니, 이른바 산의 모습
은 면마다 보아야 한다63.’고 한 바 있다. 대상의 면면을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의 전후좌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러한 다변적인 시점을 
산점투시64라 하는데 각각의 건축물들이 다른 시점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산점투시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동양의 산점투시는 대상의 면면을 보고 

62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 2000, p.27.
63 郭熙, 郭思, [林泉高致], [山水訓], 山近看如此, 遠數里看又如此, 遠十數理看又如此, 每遠每異, 所謂山

形步步移也, 山正面如此 側面又如此, 背面又如此, 每看每異, 所謂山形面面看也, 如此是一山而兼數十
百山之形狀, 可得不悉乎?

64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 2000,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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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의 전후좌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산점투시
는 화면에 오행감을 표현하기 좋은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그렇지만 위의 작
업은 산점투시로 그려졌으나 화면안에서 오행감이 표현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과 도상을 차용해 보았
다. 

[도판15]【작품8】,<미대풍경 2>,2016
작품 1번 그림의 도상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진행해 본 작업이다.
그림에 그려진 도상은 앞선 작업과 거의 동일하지만 작품 1번에서 진행한 2
바와는 달리 침전물을 묘사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었다. 종이 위에 부분적으
로 옻칠을 차용하였는데 그러한 시도를 통해 그림에 옻의 광택감과 색감이 
더해지게 되었다. 본 작업을 계기로 풍경시리즈에서 장지위에 부분적으로 차
용되는 옻칠 기법이 빈번히 사용되었고 그를 통해 옻칠기법을 연구하게 되
었다. 장지 위에 옻칠을 올리기 위해 연구된 기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
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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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작품9】,<길 1>,2016 
 장지에  동양화 안료와 옻 그리고 운모 등을 사용하여 채색한 풍경 시리즈 
3번이다. [도판12]에서 보이듯, 본 작업부터 시리즈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
용되는 도상이 차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길'과 '침전물' 로 그것을 한정해 볼 
수 있다. 
 우선 그림에 그려진 이미지들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그림
에서 보이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은 길과 그 주변의 풍경이 이리저리 얽힌 
모습이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길 옆의 펜스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그 주
위에 방음벽이나 바위산, 그리고 터널, 다리 등이 그려져있다. 그러한 풍경에 
네모난 타일이 깔려진 모양으로 생긴 길이 그림을 가로로 관통한다. 그리고 
그 위에 노란 색 옻으로 표현된 침전물 기호가 표현되어 있다. 
본 그림 역시 빠른 필선으로 그려졌고 그 위에 명암의 표현 없이 평면적으
로 채색이 되어 있다.  이렇듯 그림이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되는 데에는 
시지각의 문제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다.  
 본다(see)는 일은 본질적으로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오리엔테
이션의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일이란 눈을 통하여 어떤 사물이 주어
진 장소에 제시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보는 일 즉 ‘오리엔테이
션’은 단서가 되는 최소한의 요체만 있으면 가능하다. 형체가 지니는 몇 개
의 두드러진 특징들은 지각된 대상의 아이덴티티를 결정짓고 통합된 전체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때 형(shape)은 눈에 의해 포착된 대상의 본질적 틍
징의 하나이다. 형은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가리킨다. 
이때 형은 어떤 형태(mass)의 윤곽이라고 할 수 있다. 3차원 물체가 2차원
의 면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면은 1차원적 경계선, 즉 선(線)에 의해 나타
난다. 65 이러한 물체들은 선으로만 그 외곽이 표현되어 있어도 그것을 보았
65 루돌프 아른하임 ,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미진사, 2006,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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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무엇을 상징하는 형태인지 쉽게 지각이 가능하다. 이는 형태를 관찰하
는데에 선행하는 학습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이란 대상을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
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순간의 경험은 결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관찰 하였을 때 과거에 지각되었던 형에 대한 기억의 
흔적들과 더불어 들어온다. 이러한 형의 흔적들은 상호간의 유사성의 기반 
위에서 서로 마주치는데, 새 이미지는 이러한 영향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66 
본인의 그림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인 선과 면으로 묘사
되어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그러한 이미지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미지가 관찰자와 작가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 될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에 그려지는 도상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흔
히 존재하는 것이며 보는 순간 이해되기 쉽다. 또한 그림 전체의 이미지가 
선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산재해 있는 여러 시점의 풍경들이 하나의 연
결된 풍경이미지로 통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업에 처음으로 차용된 소재 중 하나인 ‘길’에 대해 논해보고
자 한다. 본 작업 이후 풍경시리즈에 지속적으로 길이 등장하며 그림에 일정
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듯 길은 크게 두 종류로 그려져 있
다. 네모난 타일이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
고, 길게 쭉 뻗어 있는 길은 고속도로를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길들은 그림 
안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점을 하나의 풍경으로 묶는 역할을 하는 동시
에, 관람자를 그림 안으로 끌어 들여 길을 따라 풍경을 관찰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이때 타일이 있는 길은 직접 걸어 다니며 기억한 길을 뜻한다. 노
란색 옻으로 표현된 '침전물' 이 주로 사람이 걷는 길에 표현되어 있는데, 감
정의 앙금인 침전물은 주로 사람이 직접 경험한 곳에 고이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은 앞선 그림과는 달리 주로 길을 포함하는 풍경에 집중하여 표
현되고 있다. 걷는 길을 포함하는 길과 그 주변의 풍경, 그리고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그 주변의 풍경들이 그림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길을 걸으며, 혹
은 차에 탄 채로 보아온 풍경들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길 들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들을 하나로 엮는 과정은 기억을 재생
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기억 역시 사진처럼 하나하나 분리되어 기억되어 있
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길이 그림에 본격적으로 차용되면서 풍경에서 느껴지는 공간 개념이 더욱 
66 루돌프 아른하임 ,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옮김,미진사, 2006,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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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인식된다. 길을 통해 풍경을 스케일을 가늠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풍경이 길을 통해 완성되며 그러한 추상성이 무의식을 표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판17]【작품10】,<미대풍경 3>,2016

[도판18]【작품11】,<미대풍경 4>,2016
 앞서 진행하였던 풍경 1번의 모티브를 다시 작업한 두 점의 연작이다. 
풍경 3번에서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길과, 풍경1번에서 모티브가 되었던 미
술대학의 풍경이 함께 혼재되어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풍경 1번의 그림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인 이
미지의 배치는 앞선 풍경 1번과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길의 모습과 얕은 동산이 추가되어 있다. 위의 작업에서 표현된 길은 총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앞선 작업에서 나타났던 고속도로와 네모난 타일 모양의 
길을 포함하여 세로 선이 연달아 그려진 모습의 길까지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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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점의 연작에서는 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풍경 속에 의자 같은 것이 
추가 되는 등 좀 더 현실의 풍경에 근거를 두었다. 두 그림은 서로 다른 그
림이지만 하나로 합쳐서 감상이 가능하다.

[도판11]【작품10】<미대풍경-3>(좌) 와 【작품11】<미대풍경-4>
(우),2016

 [도판15]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그림을 합치면 하나의 풍경으로 이어
진다. 각각의 장면이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있는 위 그림은 길로 그 공간이 
연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여러 시점으로 
그려진 각각의 다른 풍경들이 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길만 
있다면 그림은 무수히 확장할 수 있다. 
 

[도판19]【작품12】<소사풍경 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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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작업은 앞선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
진 차이점은 포커스의 정도로 볼 수 있다.  앞선 작업들이 전반적인 풍경을 
다루고 있고 60도 정도의 각도에서 내려다 본 부감시라면 본 그림은 풍경 
일부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90정도의 각도에서 내려다 본 부감시로 
볼 수 있다. 
 본 작업에 그려진 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림에 가장 큰 면적
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연못의 이미지가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데, 어린 
시절 머물던 사촌의 집 근처에 있던 연못을 떠올리며 표현한 것이다. 이 연
못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탁하고 뿌연 
물과 그 주변에 아무렇게나 자라있던 잡초는 기억할 수 있었다. 그 연못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혹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들, 예를 
들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네모난 타일 모양의 길이나, 길쭉한 직사각
형의 타일이 일렬로 깔려있는 길, 그리고 둥그런 돌을 징검다리처럼 설치한
길 등을 그려 넣고, 머물러 쉴 수 있는 의자와 고속도로, 방지턱, 방음벽, 얕
은 동산 등이 그림에 중심을 바라보는 듯한 각도로 그려졌다. 
 연못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단서만으로 그 연못이 지녔던 느낌과 그 
곳에 연관된 본인의 감정을 연상법으로 기억해내고, 그 주변의 건축물들을 
즉흥적으로 혹은 기억에 기반 하여 그려냈다. 종이 위에 아무런 스케치 없이 
곧장 그려진 이 그림은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가 계획적으로 구상된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느꼈던 본인의 기분까지 그 즉흥적인 시간성 
안에 함축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즉흥성과 시간성은 본인의 무의식
에서 발현되고 있다. 본인의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풍경이미지로 연출되고 있
는 본인의 그림은 본인의 무의식 공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그림의 소재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본인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데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앞선 ‘기억에 
대한 고찰’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억은 기억된 시간이 오래될수록 영구적
인 기억으로 남기 쉽다. 기억된 것들 중 일부는 결코 잊혀 지지 않는 기억으
로 정신에 남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남아있는 기억은 '응고
화'된 기억이라 이른다. 기억이 응고화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이 걸린다고 보는데, 오래 지속될 기억이 왜 천천히 응고화 되는지는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유류의 뇌가 가진 기질적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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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 개인에게 응고화 되어 오랫동안 기억되기 쉬우나, 
그 기억은 굉장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인
간의 기억 속에는 대체로 과거의 일이나 정신적 과정의 일부만이 보존되며 
그 중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지만 그러한 기억들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속에서 어떤 다른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68 
이렇듯 인간의 기억에서 유년시절의 기억은 일부 혹은 전체가 변형된 형태
로 응고화되어 기억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억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 것이기
에 한 개인을 이루는  중요한 기억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
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변형되어있기 쉽다는 점이며 그 
기억이 변형되는 데에는 그 개인의 무의식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
정했다. 
 본 작업을 계기로, 본인의 작업 시리즈에서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바인 
‘무의식’을 인간의 ‘기억’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표현 하는 
것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이미지인 ‘풍경’과 맞물려서 하나의 일관되고 설
득력있는 맥락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도판20]【작품13】<소사풍경 3>,2016
 앞선 작업을 좀 더 넓은 시야로 확장해서 그린 그림이다. 본인의 작업 방식
67 James L. McGaugh ,『기억의 감정』, 박소현, 김문수 옮김, 시그마프래스, 2012, p.73.
68 최문규 ,『기억의 망각』, 책세상, 2003,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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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케치 없이 화지에 곧장 그림을 그리는 즉흥적인 방식으로 인해, 연못가 
주변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앞선 작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연못가와 연못과 주변의 도상들이 앞선 그림과 차이가 있는데, 길
이 나 있는 방향이나 의자가 놓여있는 위치 등이 앞선 그림과 약간씩 다르
다. 
 어린 시절 보았던 연못가를 중심으로 보이는 넓은 풍경을 그린 이 그림은 
연못을 포함하여 그 옆에 놓여진 우물, 그리고 왼쪽 하단에 그려진 밭, 그리
고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그려진 작은 하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억에 
대한 고찰’ 장에서 사례로도 언급한 바 있는 작은 하천은 어린 시절 본인
이 막연한 공포감을 느꼈던 장소 중 하나로도 꼽을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기
억으로 떠올리는 것들은 대개가 공포와 같은 강렬한 감정과 연관이 되어 기
억이 되고 있는데, 정서와 인지는 각 계통이 다른 계통의 지도와 조직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한다. 인지적 기능은 정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지와 정서는 우리가 자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혼합되
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정서에 의해 채색된다. 정서는 주의를 유도
하여 기억을 가능하게 하고 기억된 것에 정동적 색채를 입힌다.69 이처럼 본
인의 기억은 그것이 기억될 때의 감정과 연관되어 주관적으로 재창조된다. 
 이번 작업에서 본인은 감정과 무의식을 통해 재구성된 혹은 재창조된 기억
은 주관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림에 전반적으로 표
현된 연한 회색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닌 모호성과 오래된 느낌을 나타
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에 사용된 시각법은 앞선 시리즈의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시
점을 표현하는 것은 같으나. 앞선 작업과 이번 작업에서는 중앙의 연못을 중
심으로 안으로 모이는 듯한 시각법을 사용하였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앞
선 ‘산수화의 시방식(視方式)을 통해 표현된 풍경’장에서 예시로 설명한 
김석신의 [도봉도]를 보면, 가운데 내를 중심으로 밭고 도봉 서원의 시점이 
반대로 마주보고 있으며 윗쪽의 시점은 정면을 응하고 있어 그림의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다시점을 형성하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70 이렇듯, 
[도봉도]에서는 가운데로 시점이 모이는 방사형의 다시점을 통해 산점투시
로 그렸을 때의 시각적인 혼란함을 없애고, 그림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있
다. 이번 작업에서도, 그와 같은 방사형의 다시점을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69 고지희, 「정서적 자극이 주의 및 기억에 미치는 효과」,『長安論叢』,Vol.23 ,2003, pp.26-27.
70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 2000,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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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작품14】<소사풍경 4>,2016
 아크릴로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틀 위에 견에 그린 그림을 설치한 작업이
다. 횡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풍경을 표현하고 있는 위의 그림은 일정한 크
기로 재단되어 마치 도미노처럼 생긴 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앞선 작업과 마찬가지로 본 작업은 어린 시절 사촌의 시골집에서 보았던 
풍경을 중심으로 그려졌다. 즉흥적으로 그려진 이 풍경은 어린 시절을 떠올
리며 그린 풍경과 최근에 생긴 기억에서 그려진 풍경이 혼재되어 그려져 있
다. 그림에 그려진 건축물들은 본 작업 시리즈에서 자주 등장한 소재인 우물
과 작은 하천, 계단과 길 그리고 언덕과 의자 등 인데, 이것들은 본인이 자
주 지나며 보아온 풍경 속에 존재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작업이 다른 시리즈의 작업과 가장 차별화 되는 점은, 그림이 설치된 방
식이다. 앞선 작업들은 일반적인 회화작품과 마찬가지로 화판에 설치되어 그
려졌으나, 본 작업은 아크릴로 제작된 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일정한 간격
으로 떨어져, 세로로 붙어있는 이 틀은 한 칸 당 한 점의 그림을 세로로 붙
일 수 있게 되어 있다.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된 이 틀은 그림의 뒷면까지 보
여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투명한 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견에 그
림을 그렸고, 그림의 뒷면까지 채색하여 앞뒤의 구분 없이 양방에서 그림을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본 작업을 감상하는 방법은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이
동하며 보는 것이다. 하나의 길로 계속 이어지는 그림은 각각 다른 시점으로 
그려진 풍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동시점을 직접이동하며 보는 방식
으로 감상하는 것이다. 그림이 이러한 감상방법을 취하게 된 데에는 그림에 
표현된 시각법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본 작업에 그려진 그림은 세로
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이동시점을 표현하고 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보
면 전반적으로 30도 정도의 부감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 시점으로 끝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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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펼쳐지는 산수의 경치를 표현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화면의 면면에 보
이는 산세들은 하나의 지점 혹은 하나의 장소를 그린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하나의 시간을 그린 것이 아니다71. 그렇지만 화면에 등장한 개체들은 서로 
묘한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하나의 운동태로 존재한다. 그러
면서 감상자에게 화면 속으로 스스로 몰입하고 유람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다.72 본인 역시 이동시점으로 그려진 본 작업을 진행하며 횡으로 넓게 펼쳐
진 그림을 감상할 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을 표
현하기 위해 차용한 방식이 아크릴로 만든 도미노 모양의 틀인데, 이 틀은 
중국의 두루마리 그림 형식의 감상방식에서 그 힌트를 얻어 제작되었다. 
 두루마리, 즉 횡권은 그 특유의 ‘풀어서’보는 방식으로 인하여 포함하는 
그림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게 한다. 횡권의 내용물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살펴
보게 되어 있으며 팔 길이가 최대 시야 거리가 된다. 좌측 손을 이용하여 두
루마리를 펴면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 손을 사용하여 임시로 우측 나무 축 
근처로 다시 말아지게 된다. 보는 이의 눈앞에서 시각적 내용물이 펼쳐지는 
동시에 작품과 두루마리를 사용하는 이가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은 횡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 독특한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한 물리적인 정지는 관
람자 자체적으로 자신의 감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루마리를 
감상하는 이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작품을 신속히 혹은 천천히 살펴보며 원
하는 순간에 멈출 수 있음은 물론 말려진 부분을 다시 펼쳐 시간의 흐름을 
역류하게 할 수도 있다. 관람자는 각 장을 살펴볼 때 마음대로 시간적 소요
를 정할 수 있고 이것은 독특한 시간의 순차성을 발생시킨다.73 
 이번 본인의 작업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두루마리 그림 방식이 가지는 시
간의 순차성이라는 독특한 효과를 차용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
어진 것이 도미노 모양의 아크릴 틀인데, 이 아크릴 틀은 긴 그림을 조각조
각 나누어 각각의 컷을 나누어 보게 만든다. 감상자는 그림을 감상하며 각각
의 컷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그림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그러한 
능동적인 감상방식으로 인해 감상자는 그림의 한 부분에 임의로 더 머물러 
있거나 혹은 한 부분을 건너뛰는 등 자율적으로 그림 안을 유람할 수 있다. 

71 왕백민,『산수화의 특수한 구도법』,『동양화구도법』,미진사, 1991, p.145. 
72 장지성,「산수화의 시방식 연구」,『기초조형학연구』,Vol.1 , 2000, p.30.
73 Cheers, Carmen,「중국회화의 횡권(橫卷) 형식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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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작품15】<소사풍경 1>,2016
 본 작업은 풍경시리즈의 첫 번째 그림이다. 초기 드로잉 수준의 이 그림은 
앞서 제시한 작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에 이동하는 시점이 거의 표현
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작업은 앞선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된 풍경을 내
포하고 있는데, 기억의 모호성에서 비롯한 이동 시점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이루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풍경화처럼 그
림이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본 작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그 뒤에 진행한 여러 
점의 풍경 시리즈를 진행할 때 사용된 여러 도상이나 색감 그리고 재료 등
을 설정할 수 있었다.
  본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그림에 표현되는 감정의 부산물인 ‘침전물’을 
잘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본 작업에서는 침전물을 옻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침전물을 표현하기 위해 침전물의 형태나 침전물이 설
치되는 위치 등에 대한 고민이 본 작업에 담겨 있는데, 본 작업을 통해 사람
이 직접 머무는 장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고 그런 장소에 침전물을 설치
하게 되었다.  그 외 풍경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색감에 대한 구상도 
이루어 졌는데, 화면을 어둡게 처리 해 놓은 후 점점 밝은 톤의 색을 사용하
여 모호하고 뿌연 느낌을 주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풍경 시리즈의 초기
작에 해당하는 이 그림은 풍경시리즈에 사용되는 여러 도상 혹은 기호를 설
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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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지의 기법적 실험

[도판23]【작품5】침전물 -2, 2014
 <풍경시리즈>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호인 ‘침전물’은 2014
년 진행한 <침전물 시리즈>에서 선행되어 시도된 바 있다. 
이러한 ‘침전물’에 대한 고민은 위의 그림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데, 그림
을 보면 여러 층위로 나뉜 공간이 존재하고 그 사이사이에 일렬로 표현된 
침전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의 화면을 보면 이미지가 위, 아래로 양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위와 아래의 화면 모두 특기할만한 한지기법을 통해 표현되었다. 
 우선 작품의 윗부분은 감지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아교포수한 장지 위에 

감지를 올리고 그 위에 붓을 이용하여 물로 
적셔준다. 그렇게 되면 감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며 감지의 쪽빛이 밑에 깔린 장
지 위로 새어 나오게 된다. 그 후 감지를 
장지에서 치우면 장지에 감지의 색과 주름
이 그대로 표현된다. 

[도판24【작품5】의 부분 ,2014 이후 감지가 묻은 장지를 잘 말려준다. 위
의 도판을 보면, 색이 여러 층으로 분리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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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와 장지의 특성에 의해 생겨난 효과이다. 감지는 여러 색이 합쳐져 진한 
쪽빛을 띄는 종이인데, 이 종이가 물을 만나게 되면서 감지 안에 있던 안료
들이 한꺼번에 감지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다. 이 새어나온 안료는 그대로 장
지에 묻는다. 처음 장지에 안료가 묻었을 때는 색의 층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안료는 일정 조건이 되면 안료 각각의 특성에 따라 따로 따로 
분리될 수 있다. 장지에 물을 흠뻑 적시고 화판을 세워두면 색이 각각 분리
된다. 이는 안료 입자의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이동성이 
강한 안료는 물을 타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고, 이동성이 약한 입자는 
그다지 많이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장지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종이이기 때문인데 장지가 안료를 충분히 머
금을 수 있을 만큼 두텁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그림의 아랫부분은 얇은 순지를 이용하여 표현했다. 순지를 잘라 여러 겹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표현했고, 순지가 얇
기 때문에 붙인 후에도 뒷면이 비쳐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도판25]【작품16】침전물 -4, 2014
 위 작업은 <침전물시리즈>중 4번 작업으로, 콩물과 금박을 사용하여 표현
한 작업이다. <침전물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상을 화면에 펼
쳐 놓은 이 작업은, 연필로 그림을 그린 후 연필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콩
물로 표면을 처리하였다. 이때 쓰여진 콩물은 연필의 번짐을 방지하는 동시
에, 종이에 반투명한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한다. 찬 물에 하루 간 불린 백태
를 믹서로 곱게 갈은 후 채에 받쳐 물만 받아낸다. 이 콩물은 하루 동안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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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 맑은 층과 탁한 층으로 분리되는데 위의 맑은 층만 이용한다. 
 금박은 금을 얇게 펼쳐놓은 재료인데 이 금박을 아교를 이용하여 종이에 
부착하였다. 

4.2 옻칠 기법의 활용 
 옻이란 옻나무 과의 낙엽 고목 및 옻나무 속 등 여러 종류에서 얻어지는 
천연 수지를 이르는 말로, 이 수지는 산화 효소인 라카아제, 고무질을 함유
한다. 옻나무 표피에 형성층에 달할 정도로 수평으로 칼로 베어 흘러나오는 
유액을 채취한다. 6월경부터 시작하여 갈로 베는 것을 반복하여 10월 말 경
까지 채취 한다. 
채취 직후의 옻은 생칠(生漆)이라고 하는데, 이 생칠은 유회백색 액체이며 
이것이 공기와 접촉되면 신속하게 흑색으로 변한다. 오랫동안 생칠을 저장하
면 수분, 고무질은 침전되어 진흙 상태를 나타내고 우라실은 상층에 모인다. 
도막(途膜)의 경화(이른바 건조)는 라카아제에 의하는데 한번 70c정도로 가
열하면 활성을 잃고 경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130c 정도로 가열하면 중
합하여 경화된다. 칠기용 도료로 예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긴 도료이다. 74 
 이러한 옻은 빛깔이 아름답고 광택이 은은하여 고급스럽다. 그와 동시에 강
도가 높고 방부성, 내열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현대화된 동
양화의 종이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이의 변색과 부식의 문제를 해결하
기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된다. 
옻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
여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적 
관점에서 옻의 희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시아 적 소재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옻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생옻과 정제옻으로 나눌 수 있다. 생옻은 옻나
무에서 채집된 옻을 불순물만 제거한 상태이고 이것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
거나 화학반응을 일으켜 그 기능을 보강한 것을 정제옻이라고 한다.75 생옻
을 곧 생칠이라 하는데 주로 미술, 칠기공예, 목재의 방부, 금속의 방청, 접
착 등과 옻 도상 시 토회 호칠 등과 밑바탕일이나 광내기용 접칠 등에 사용
된다. 정제옻은 정제칠이라 하며 그 종류에 따라 고투명 옻, 투명옻, 광내기
74 세화편집부, 『화학 대사전』, 세화, 2001
75 손대현, 『전통옻칠공예』,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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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흑칠, 반무광 흑색칠, 색칠 등이 있다. 이 중 색칠은 옻칠에 분말의 무기
안료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색을 이용하여 각종 문양이나 회화적인 기법을 
표현한 것인데 그 색채가 은은하고 깊다. 특히 건조 후에는 처음의 어둡게 
표현되었던 빛깔과 달리 옻칠의 색이 피면서 색이 선명도가 높아지며 쉽게 
변하지 않는 색을 유지한다.76 
 옻칠 용매 곧 옻의 희석제는 생칠이나 정제칠의 점도를 조절하는 데 주 목
적이 있다. 원액상태의 칠은 점도가 높아 칠이 엉기거나 붓 발이 안 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 때 희석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면 점도를 낮출 수 있어 칠 
도막의 형성이 용이해진다.77 본인은 테레핀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테레핀유는 투명한 송진을 증류하여 얻은 기름으로 특유의 송진향을 지녔다. 
휘발성이 빠르고 잔류가 거의 남지 않게 증발하기 때문에 옻칠의 희석제로 
가장 적합하였다. 색상에는 투명한 색상과 담황색이 있다.78
 이 테레핀을 생칠과 혼합하여 생칠 혼합물을 만들었고 이것을 종이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생칠 혼합물을 이용한 회화 기법 연구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종이인 장지
와 순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이루어 졌다.
 우선 실험의 목표는 종이 위에 적절한 도막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생칠 혼
합물을 종이에 적용시킨 후 생칠이 건조되며 종이 위에 적절한 도막을 형성
하고 그 위에 색칠을 올릴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색칠은 안료와 생칠이 혼합된 것을 이르며, 전통적으로는 이를 직접 혼합하
여 사용하지만 근래에는 이미 혼합되어 사용할 수 있는 튜브형태로 유통되
고 있어 사용이 용이하다. 
색칠에서 표현되는 색의 범위는 베이스가 되는 생칠의 색이 진한 갈색인 관
계로 전반적으로 옻칠의 색은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양화 안료
의 범위보다는 색의 다양함이 적으나, 색칠끼리의 혼색이 가능하고 건조 후 
색의 선명도가 탁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
문에 회화 재료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더불어 옻이 가진 광택감은 기존 
동양화의 표현에서 쉽게 보여 지지 않던 것으로 동양화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적 범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옻칠화는 단단하고 흡수가 덜 되는 판재에 전체적으로 옻을 올려 표

76 손대현,『전통옻칠공예』,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6, p.18.
77 같은 책, p.40.
78 같은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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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인은 한지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옻을 올려 표현하고 싶었다. 장지나, 순지, 화선지 등 다양한 전
통지 위에 동양화 안료를 이용하여 채색을 한 그림 위에 주목할 만한 효과
로 옻칠을 이용하는 것이다. 표현상의 맥락에서 단순히 종이에 그리는 방법
을 넘어선 동양화적 표현의 지평을 넓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옻칠은 장지와 
같이 수분을 흡수 할 수 있는 매체에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종이 위에 옻이 올라가면 종이의 내부에 옻이 스며들면서 
옻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인 광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적인 동양화 안료와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만다. 결과적으로 종이에 옻이 충분히 스
며들고, 더 이상 종이가 옻을 흡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종이 위에 
옻이 얹히게 되는데, 이때 옻이 가진 고유한 색감과 광택이 표현된다. 그러
나 비교적 고가인 옻의 가격을 생각하였을 때 옻이 가진 특징이 표현될 때 
까지 옻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옻을 가장 
적게 흡수하는 종이를 실험을 통하여 찾아보았다. 
 우선, 테레핀과 생칠을 혼합한 용매를 아교포수 후 그림을 그린(동양화 안
료가 올라간) 장지 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리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칠
과 테레핀의 농도는 전통 옻칠 기법에서 사용되는 초벌칠 농도에 기반 하여 
설정하였으며 대략적으로 생칠4에 테레핀6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혼합 용매를 붓을 이용하여 칠하고, 송판을 이용하여 만든 옻칠장에 하루 
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종이 위에 옻칠을 세 차례 반복하여 올려 건조하였다. 테레핀이 본래 
지닌 수분이 적기 때문에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기름이 쉽게 건조 되
지 않고 계속적으로 묻어 나왔다. 용매를 한 차례 올렸을 때에는 비교적 건
조가 빨랐으나 옻 특유의 특징이 사라져 단순한 갈색 안료로 염색한 것처럼 
표현이 되었다. 여러 차례 생칠용매를 바르고 건조된 장지 위에 광택감이 있
는 색칠을 올려 표현 해 보았는데, 종이 위로 옻이 올라가지 않고 종이 안으
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테레핀과 혼합하지 않은 생칠 원액을 이용하여 장지에 실험해 보았으
나 앞서 진행한 실험과 별반 차이가 없이 옻칠 특유의 특징이 제대로 표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양화 안료가 올라가 있는 부분의 안료 색상은 옻칠용
매를 바른 후에도 그 색상이 옻에 가려지지 않고 선명하였는데, 장지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종이기 때문에, 동양화 안료가 종이의 표피 부분에 자리하
고, 옻칠 용매는 안료보다 아래층으로 스미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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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순지에 이전 실험에서 사용한 용매를 장지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
로 시도하였다. 
두 차례 생칠 용매를 올린 순지 위에 광택감이 있는 색칠을 올린 후 칠장에 
하루 간 건조하였다. 그 결과 색칠 특유의 광택감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나, 부분적으로 광택이 소실되고 종이에 흡수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순지는 장지보다 얇고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옻칠
을 올리기에 장지보다 더 용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테레핀 
생칠 혼합물은 옻칠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불완전하였다. 테레핀이 건조되며 
종이 위에 끈적이는 느낌을 남겼고, 종이에 용매를 흡수시키는 과정을 통해 
종이위에 도막을 형성하는 것도 오차가 많이 발생했다. 종이 자체의 특성 
상, 안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모든 종이 표면이 안료를 균일하게 흡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생칠 용매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전통 옻칠 
공예 기법 중에서, 백골에 배를 바를 때 찹쌀가루로 풀을 쑤어 생칠과 혼합
하여 접착제처럼 사용한다. 이 때 찹쌀 풀과 생칠의 비율은 10:3.5 정도이며 
수분으로 건조 되는 옻의 특성상 풀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건조장에 두지 
않고도 건조가 빨리 이루어진다. 건조된 찹쌀 풀과 생칠의 혼합물은 접착성
이 강하고 단단한 도막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혼합물을 종이 위에 사용하
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찹쌀 풀을 혼합하는 방식을 응용하여 동양화에서 종이를 화판에 부착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밀가루 풀을 이용하여 옻칠 혼합물을 만들어 보았다. 우선 시
중의 밀가루 풀은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밀가루 풀 1 수분 2 의 비율로 
잘 혼합 한 후 밀가루 풀 혼합물과 생칠을 전통공예의 비율에 의거하여 
10:3.5 정도로 혼합한다. 이 혼합물을 종이 위에 얇게 바르면 되는데, 수분
과 만난 생칠이 빠른 속도로 변색하여 짙은 갈색을 띄며 신속히 건조가 된
다. 풀 혼합물을 바르고 건조된 후의 종이는 단단해 진 상태로 표면에 얇은 
도막을 형성하였다. 이 위에 색칠을 올려 옻칠화를 시도해 보았고 본인의 의
도대로 옻칠이 균일하게 종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가루 풀 혼합물은 종이 위에서 신속하게 건조 되는 동시에 단단한 도막
을 형성한다. 이 위에 원하는 색의 색칠을 올려 묘사하였는데, 원하는 색을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옻은 적절한 건조를 위해 정해진 온도와 
습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옻은 습도 60%~80%, 온도 22~28도 사이
에서 가장 잘  건조될 수 있기에 옻칠장과 같은 도구를 만들어 최적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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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이 들어갈 만큼 큰 옻칠장을 새로 제작하는 것은 무
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실 전체에 비닐을 둘러 습도를 조절하고 에어컨을 
이용해서 온도를 맞추었다.  
 색칠 옻은 백색에 가까울수록 색을 내기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 베이스가 
되는 생칠의 색이 짙은 갈색이기 때문에 어떤 안료를 섞더라도 기초가 된 
갈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조건이 완벽히 맞아지면 의도
한 바대로, 옅은 색을 곱게 낼 수 있다. 
<풍경시리즈>를 제작하며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한 색은 옅은 노란 색이었
다.  

 [도판13]【작품9】의 부분 ,2016
  이 도판에서 보이는 이미지 중 침전물 기호를 표방하는 노란색의 형상들
은 모두 옻칠로 표현되었다. 이 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선행
되었는데, 색칠 중 노란색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완벽한 조건이 아니면 갈색
과 비슷한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원하는 색을 내기 위
해서는 그 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옻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옻은 
건조 되었을 때 색의 밀폐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을 
완벽하게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옻의 특징을 이용하여, 원하는 밝은 노란색
이 표현 될 때 까지 약 10회 이상 반복해서 옻을 쌓았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옻을 쌓아 침전물을 표현하는 과정은 본인의 작
품 속 침전물이 지닌 기호적인 의미와 맥락 면에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
다. ‘여러 감정이 풍경에 고여 만들어지게 된’ 이라는 의미의 침전물은 그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차례 온전한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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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풍경시리즈>를 과정 면에서 보았을 
때, 손이 많이 가는 재료인 옻을 사용한 것, 종이라는 예민한 재료 위에 표
현하려 한 것, 더 나아가 이러한 종이 위에 굳이 옻칠을 사용하려 한 것 들
은 이러한 매체들이 가지는 고유한 매력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작품의 의도와
도 관련이 있다. 
 처음 동양화과 전공에 진입하였을 때, 가장 먼저 접했던 재료는 장지였다. 
장지는 본인이 가장 처음으로 접한 동양종이로, 특기할 만한 개성이 많은 종
이로 느껴졌다. 우선 본인은 서양의 켄트지를 가장 자주 써왔는데, 켄트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화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그저 안료를 올리
는 충실한 바탕이 된다. 그러한 켄트지는 유화를 그릴 때 주로 사용되는 서
양의 캔버스와도 비슷하다. 캔버스 역시 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료로, 안
료를 완벽하게 올리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서양의 바탕 재료들은 구상한 바
를 의도대로 완전히 표현하기에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동양의 종이는 서양의 
종이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서양의 종이에서 기대하던 사용 효과를 동
양 종이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장지는 물과 친한 재료이다. 물을 어떻
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료의 사용효과가 달라진다. 이는 장지가 길고 질긴 
종이 입자들이 여러 층으로 겹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장지는 2합이나 
3합으로 만들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해도 쉽게 찢어지거나 종
이가 손상되지 않는다. 안료는 물길을 따라 퍼지게 되며 물을 많이 흡수한 
장지 위에 안료를 올리면 부드럽게 종이에 안료가 흡수되고 건조 후에도 균
일한 색상으로 고정된다. 적시지 않은 장지 위에 안료를 올릴 때는 안료의 
색이 잘 퍼지지 않으며 건조 된 후에 군데군데 흰 자국이 남게 된다. 위의 
두 경우는 물의 양에 따라 안료가 곱게 혹은 거칠게 퍼지는 경우이며, 두 경
우 모두 건조 후 켄트지에 올렸을 때보다 옅게 표현이 된다. 본인은 그것을 
종이가 그림에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안료가 종이의 표면에만 겉도
는 것이 아니라 종이 속으로 흡수되어 은은히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료
에 종이가 가진 고유의 색감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다. 
종이 자체가 그림의 일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떼 종이를 그
림의 한 요소로 생각하고 작업해야 한다. <풍경시리즈>는 본인의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겹쳐 올리는 방식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장지는 안료를 종이 속으로 흡수하여 고정 시
키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안료를 올리면 안료들은 올려진 순서에 따라 
여러 층으로 분리되어 보인다. 본인은 작업에서 인간의 정신계를 의식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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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그리고 그 사이의 어떤 것으로 분류 되는 여러 층계로 분리하였고 그
러한 층계를 다양한 색감의 안료를 올리고 건조 후에 또다시 반복하여 겹쳐 
올리는 방식을 통해 표현했다. 안료가 반복적으로 쌓여 표현된 화면은 결과
적으로 보았을 때, 장지가 가진 고유한 색감과 합쳐져 다소 뿌옇게 변하는 
데, 그 때 무의식이 가진 모호함이 표현된다. 이러한 모호함을 더 극대화하
기 위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안료에 운모를 적당량 혼합해 화면에 올렸고, 
빛에 따라 운모가 반짝이며 화면을 한층 모호하게 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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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지금까지 논문을 통해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
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진행해 온 작업에서 무의식을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해 왔는지 그 변화를 관찰하였고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주제
가 된 시리즈인 <풍경시리즈>를 설명하였다. 
 본인은 2012년부터 ‘무의식’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
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관심이 지금의 <풍경 시리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 작업인 <풍경 시리즈>에서 ‘무의식’은 ‘풍경 이미지’
로 표현되는 이미지이며  다시점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다시점을 통해 표현
되는 공간 이미지는 본인의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 되었고, 이렇게 재구성 된 
이미지는 본인의 무의식을 대변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2장 1절 ‘기억에 대
한 탐구’그리고 2장 2절 ‘재구성된 기억과 무의식 공간’을 통해 설명하
였다. 
 논문의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2장 1절‘기억에 대한 탐구’장을 통
해 인간의 기억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기억의 본질이 
재창조 되는 과정에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재창조의 과정은 기억이 본디 
부정확한 것이라는 명제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이어서 2장 1절 ‘재구성된 
기억과 무의식 공간’ 장에서 인간의 무의식, 그리고 공간으로 대변되는 무
의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3장에서는 기억을 토대로 화면 안에 풍경을 구성하
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것을 위해 차용된 방식인 중국 산수화에서 
사용되는 시점 방식인 다시점에 대해 논하였다. 기억이 생산될 때, 반드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산수화의 이동시점으로 풍경을 구성하는 것과 
기억이 생산되는 것 사이의 과정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후 4장 1절에서 <풍경시리즈>에 포함된 작업을 하나하나 소개한 후 
4장 2절과 3절을 통해 지금까지 논문에 소개된 작품 표현 방식과 옻을 비롯
한 여러 재료들을 설명하였다. 
 학부 시절 <무의식 발견 시리즈>를 작업할 때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관계
를 피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쳤다면, 최근 2년간 진행한 <풍경 시리즈>에
서는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을 그 근거로 두었고, 그것을 다시
점 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데 이르렀다. 또한 기억이 재구성되는 과정과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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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시방식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고, 그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다시점 방
식이 기억을 재구성하여 표현할 때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그러
한 방식으로 진행된 풍경 시리즈는 대부분 화지에 아무런 스케치 없이 즉흥
적으로 그려졌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본인이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이미지
들이 그려지게 되었다. 그 이미지들이 본인의 무의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
에, 화면에 그려진 풍경이 본인의 무의식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화면을 구성하며 무의식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착안된 다양한 기호가 있는
데, 그 중 가장 대표되는 기호는 ‘침전물’로써 감정의 응고물을 의미한다. 
이 침전물은 <풍경시리즈>에서 전반적으로 반복해 등장한다. 이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옻질 기법을 연구해 보았다. 종이 위에 국소적으
로 옻칠을 올리는 방식을 고안했고, 다양한 용매를 사용해 표현기법을 실험
해 보았다. 밀가루 풀을 사용하여 종이 위에 의도대로 옻칠을 올리는데 성공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작성하며 지금까지 본인 작업의 개념적 토대가 된 이론들을 심
도 있게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에 사용된 기호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
를 탐구하였다. 작업의 개념과 표현방식 그리고 재료기법을 명확히 하는 과
정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작업의 방향에 대해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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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xpressions of Unconscious 

Spaces
 through Reorganized Memory 
-Based on Pyeon, Sojung’s artworks-

Pyeon, Soj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described based on works done under the 
unconsciousness, a main theme, among outputs produced from 2012 
to 2016.
 It is a product which explains the motivation to create and the 
intention to produce the <Space Series>, the most recent and 
representative work, among a series of the author's works and also 
examines the expression technique of it.
 It was thought that moving perspectives and aspects of emotions 
were combined to express landscape which is not substantial but 
does not exist, and that such a landscape is an individuals' 
unconsciousness embodied as a form of space. As tools for 
expressing unconscious spaces and more properly producing them, 
various signs were created. In addition, it examined a variety of 
expression techniques, while embodying such intentions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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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images. 
 Most of works included in the <Space Series> were created based 
on improvisation. The scenes were constructed by directly drawing 
lines on empty papers, and spaces in the scenes were divided by 
adding various pigments to on them. Such an impromptu method was 
selected to include unconsciousness on the scenes. The author's 
unconsciousness intervened in the connection between each scene, 
and therefore, intended productions and parts of unconsciousness 
were mixed on a scene. This paper arranged progressions and 
intentions of such outputs. 

Keywords: unconsciousness, moving perspectives, space, landscape, 
lacquer,  Reorganized Memory
Student Number: 2014-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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