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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의 창작의 동기

와 과정으로 응시를 통한 상상, 상상 공간의 확장, 물질성에 관하여 밝

히고, 상상 공간이 형상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본인의 작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에 대하여 연구, 정리하고 이후 작업의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이 연구 논문은 창작의 동기가 되는 상상력과 그 현상에 대하여 체계

적으로 알아보고 그 결과 나타나는 상상의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 되는

지 작품으로 설명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행해 온 ‘응시’와 창작이 어

떻게 연관되는지 그 현상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파악하고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상상력을 따라 상상공간의 환영이 어

떻게 가시화되는지 이유와 근거를 통해 앞으로의 상상이 어떠한 곳을

향하게 되는지 그 지향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여긴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창작과정에의 의식의 흐름을 체계화시켜 살

펴보고, 그 흐름이 상상으로 연결되어 흘러가고 그 상상이 어떠한 공간

을 만드는지 다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갈지 탐구하는 데 있

다.

논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조형적 작품으로 표현해왔던 본인의 작품을

글로 풀어냄으로써 시각적,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작품을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 동안의 작업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

탕으로 앞으로의 작업 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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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2012 - 23398

이러한 연구를 위한 본 논문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초월을 위한 방법으로의 예술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

는 상상력과 상상의 공간, 창작의 출발점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Ⅱ장 응시와 상상에서는 작품제작의 이전 단계가 되는 ‘응시’를 정

의하고 이를 통한 상상적 공간의 이미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서술할 것이다. 1절에서 나의 ‘응시’행위에 대하여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중심으로 응시와 몽상의 과정을 현상적으로 알아보고 비교, 고

찰해보도록 하겠다. 이어 2절에서 ‘응시’의 지향점에 대하여 장자와 관

련지어 살펴보는데, 응시 상태에서의 심리적 지향점과 초월적 의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제Ⅲ장 상상적 공간으로의 확장에서는 응시를 통한 상상이 변화함에

따라 어떠한 상상의 공간이 펼쳐지는지 다룬다. 1절 소실점 응시와 상

상에서 구체적인 응시의 장소와 방법을 다루고, 이미지는 어떻게 떠오

르게 되는지 살펴본다. 이어 2절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작품

이 이미지로서 어떻게 기능하며 상상적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겠다. 3절에서는 상상적인 공간이 가지는 물질성에 대하여 서술하

도록 하겠다.

제Ⅳ장 상상적 공간의 표현에서는 3장에서 다룬 상상적 공간이 어

떤 연결점을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되는지 본인의 작품을 시기별로 분류

하고 그에 따라 착시적 공간, 입체 조형적 공간, 촉각적 공간으로 나누

어 분석한다. 이어 4절 표현기법과 재료에서 각 시기에 따라 작품의 재

료와 기법에 대하여 추가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론에 서술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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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든 예술은 초월의 방법이다.”1) 동양에서는 일탈의 일(逸)을 예술의 요소로

말한다. 일이란, 달아나는 것이다. 달아나고 벗어나는 것은 초월과 닿아 있다. 이

는 예술이 분명 예외적이고 차원을 달리하는 초월적인 의식과 경험을 통해 새로

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해석하였다.

초월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예술로, 본인은 상상력을 주요하게 생각하였다. 예술

은 단순히 있는 것을 그리면서도 그 것을 넘어서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다. 초월의

계기는 별로 위대하다고 할 수 없는 몇 줄의 시나 그 뒤의 지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소한 것일 수 있다.2) 어떠한 작품을 만들면서 나는 왜 이런 형상이 머릿

속에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고, 왜 꼭 이것을 표현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찾기 힘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표현하였다.’ 라는 의지가 아닌 ‘나는 어떤 상

태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현

상을 통하여 이유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이전에 어

떤 상황에 처하는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거치는지

관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이미지는 어떤 형상과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 채 그림을 그리는 행위 이전에 나

타나는 현상으로 ‘벽을 응시하는 것’이 있었다. 이 상황을 작품의 동기이자 출발점

으로 삼아 심리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발현되고 전개되는지 상상력에 관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현상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 본인의 작품이 심리적으

로 어떤 역할과 효용을 가지는지, 작품을 통한 또한 상상 현상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현상학적으로 살펴본다. 그 이후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본인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초월의 방법은 어떻게 가시화되는지

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본인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욕망과 휴식, 초월은 어떤 의미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1) 김우창, 『김우창 전집』,총 5권 중 제 2권, 서울 : 민음사, 1977, p.117

2) 김우창, 『김우창 전집 2, 지상의 척도: 현대 문학과 사회에 관한 에세이』, 서울

: 민음사, 1981,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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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자극적이며,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져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

계 각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 또한 세계에 노출될 기회

가 되며 다름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게 된다. 자신과의 대화,

사색의 시간은 게으른 것, 성과 없는 것으로 가치 절하된다. 성과사회의 주체를

움직이는 것은 ‘하면 안 된다’나 ‘해야 한다’와 같은 부정성의 언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언어이다.3) 이러한 말은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성과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부정성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든다. 소외되고 싶지 않은 개인은 긍정적으로 스스로 더 큰 자극을 받아들

이고 바쁘게 노동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 속에서 본인은 ‘응시하기’ 행위를 통해

‘할 수 있다’의 긍정성을 잠시 내려놓고 해체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없는 사회란 바꾸어 말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과도 통한다. 무엇이든 할 능력이 있지만, 아무 것도 할 능력이 없다. 이

러한 무위성은 이전 세대부터 지속되어 온 굳건한 가치의 중심점을 파편화시킨다.

현대의 중심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변화하는 가치이다.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음’, ‘아무 것도 명확하지 않음’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붙잡고 싶게 만

든다.4)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 혹은 그 알 수 없는 곳을 사색

하고 들여다보는 행위, 즉 그대로 응시하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상상적

공간을 가지게 된다. 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본인에게 휴식이 된다. 사람

들은 여행을 즐기고 미지의 곳으로 떠나보기를 갈망한다.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어떠한 순간 속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크

게 변화하여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공존한다. 그러한 상상을 쫓아가보는 것이 응

시이다.

본인은 Ⅱ장과 Ⅲ장 전반에서 작품의 전 단계인 ‘응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한

상상적 공간의 이미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서술할 것이다. Ⅱ장에서 나

의 ‘응시’행위에 대하여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은 중심으로 응시와 몽상의 과정

을 현상적으로 알아보고 비교,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어 ‘응시’의 지향점에 대하

여 장자와 관련지어 살펴보는데, 응시 상태에서의 심리적 지향점과 초월적 의식은

3)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12, p.83

4) 한병철, 위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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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응시의 장소와 방법을 다루

고, 이미지는 어떻게 떠오르게 되는지 살펴본다. 이어 상상하게 하는 예술작품이

이미지로서 어떻게 기능하며 상상적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확장되는지 다루

겠다. Ⅳ장에서는 Ⅱ·Ⅲ장에서의 응시의 단계에 따라 본인의 작품을 시기별로 분

류하고 그에 따라 착시적 공간, 입체 조형적 공간, 촉각적 공간으로 나누어 분석

하고, 4절에서 각 시기별 표현기법과 재료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의식적으로 행하여 온 작품 발상 단계에서의 상상 활동과

그 현상을 세세히 분석하여 어떠한 이미지가 왜 펼쳐지게 되는지 그 필연성을 탐

구하는 데 있다. 나아가 상상과 실제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유

희적 상상에서 발전하여 변화의 힘을 가진 새로운 상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향

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상상과 그 결과물인 작품을 분

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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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시와 상상

이 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되는 ‘응시하기’의 상태를 탐

구·정의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유의 장이 펼쳐지는지 알아본다. 본인에게 있어

서 응시는 상상하기 전의 준비 단계이다. 응시를 통해서 우리는 사유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응시는 통상적으로 시각을 통해 어딘가를 지속

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본인은 응시의 의미를 한층 확장한다. 응시란 주체가 대

상을 오감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대상 또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 2장 1절 몽상과 응시의 탐구를 통해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몽상을 통해 응시할 때 어떠한 상태이고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

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지 그 방법과 현상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그리고 2절 응시

응 통한 사유에서 장자와 관련하여 응시를 통해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하는지, 응시

상태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초월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다른 차원으로의 상상

적 공간을 향한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 응시의 방법론

‘응시(the gaze)’는 회화와 시각성에 대한 논의에서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주체

와 대상에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시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세계

에 대한 의식의 탐구로 그 영역이 확장되게 된다. 이같은 입장은 니시타니 게이

지1)의 응시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주체 중심적인 시각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사르트르와 라캉의 응시 개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사르트르는 공원의 관찰자 시나리오에서 주체와 대상(타자)의 관계를 설명한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공원 안의 모든 것은 응시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지평선

1) 니시타니 게이지(西谷,1900-1990)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접맥시킨 니시다(西田)의 계승자로, 1924년 교토대학교 철

학과를 졸업하고 오타니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하며 철학과 종교를 강의했다. 동양의 철학적 전통을 서양과 비교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고, 종교와 공(空)사상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다룬 저작으로 <종교란 무엇인가-종교와 절대무>

(정병조 옮김. 1993, 대원정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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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펼쳐진다. 주체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장면에서 관찰자의 영역으

로 타자가 들어오고 이 관찰자는 관찰 대상으로 바뀐다. 관찰자에게서 이어지던

수평의 선은 타자에 의해 다른 원근법으로 바뀌고 관찰점은 소실점이 된다.2) 일

점투시의 원근법에서 관찰 지점이 없는 소실점은 없다. 보는 주체가 자신의 입장

에서 소실점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은 결코 중심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캉은 인격화된 타자를 생략하고 관찰자의 침입을 시각 영역에서의 기표의 침

입으로 설명한다. 이 기표의 그물망에 의해 주체의 시각은 다시 탈중심화된다. 이

처럼 그에게 시각은 타자의 영역에 펼쳐지며 응시는 타자의 영역에서의 보기이

다.3)

하지만 니시타니는 이러한 시각이 여전히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주체의 입장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동양 풍경화에서의 여백을 예로 들어 무

(無)의 상태, 순야타 개념을 설명한다. 니시타니가 보기에 사르트르에게 대상은 뷰

파인더 끝에 나타난다. 니시타니는 이러한 주체를 위한 대상, 대상을 위한 주체를

만들어내는 틀지우기 장치를 해체시키고 대상을 뷰 파인더의 끝이 아니라 우주의

전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관찰자를 뷰 파인더와 분리시켜 틀에서 벗어난 것

으로 정의하면 관찰자의 눈은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관찰자를 둘러싼 전체 중 한

부분에서 밖을 내다본다. 이런 시각은 전체에서 분리되어서 단일하게 존재할 수

없고, 관찰자 자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비어있음의 영역에서 틀이 해체되는

순간 좁은 시각이 보이지 않는 주변에 의해 싸여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 시각

은 주변의 시각을 넘어서 관찰자의 머리와 눈 뒤까지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

다. 보여 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시각을 감싸고 있는 타자의 응시에 의해

서 상호 침투된다.

이러한 불가시영역의 응시의 재현은 시각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러한 순

야타, 공허의 응시를 재현하려면 파묵, 여백과 같은 반(反) 재현적인 방법을 사용

해야 한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서 빠져나와 관찰자가 없는 무수한 장소

로 향하는 다른 모든 잉여적 시각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시 영역을 인정하고 우연의 힘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주체

2)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 눈빛, 1999, pp.113-115

3) 윤난지 엮음, 위의 책, pp.117-120



- 6 -

는 대상의 윤곽만을 보고 그것을 대상 자체로 오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니시타니

는 말한다. 시각은 주체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어떤 것, 시각 밖에 있는

모든 것의 힘에 잠복한 어떤 것으로부터 관통된다. 이러한 점에서 니시타니의 응

시는 사르트르와 라캉의 응시와 구분된다.4)

본인은 이러한 주체와 대상간의 시각이론 중 불가시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니

시타니의 ‘응시’ 개념에 동의한다.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은 빈 벽, 빈 공간, 하얀

종이, 천장의 모서리 등은 바라보고 있는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거울과 같이 느껴

진다.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순간을 경험

하기도 한다.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는 나라는 자신이 존재하는지, 시간

은 찰나인지 영원인지 혼동되며 의식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는 생각과 함께 상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응시 행위는 현상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바슐라르의 ‘몽상’ 개념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몽상은 수면 상태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무의

식과 의식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는 의식을 해방시켜 상상하도록 만

든다. 바슐라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상상력이 이미지를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former [형성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한데 그것은 차라리 지각에 의해 제공된

이미지를 변형케 하는 déformer [형성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기능인 것이다.

그것은 특히 최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5)

바슐라르의 이론은 상상‘현상’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바슐라르 이전의 상상력 연구에 있어서는 늘 무의식이 기본요소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큰 전환점을 맞았다. 상상력의

현상학은 이미지를 창조하고 체험할 때의 의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

4) 윤난지 엮음, 앞의 책, pp.125-128

5) 가스통 바슐라르, 『공기와 꿈 L’Air et les songes』, José Corti,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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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란 일반적인 정의들과는 구분이 필요한데, 그에게 있어 의식이란 정신분석학

적 무의식과 현상학적 의식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사색이나 명상처럼 명

확한 의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도 아니다. 몽상은 뚜렷한 의지 없이 자연

스러운 상상력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신활동이다.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이

아니라 존재 아래, 무(無) 위에 위치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이다. 이것을 몽상의 의

식이라 한다.6) 몽상 상태에서 우리는 그 상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인식할

수 있으며 현실을 벗어난 비현실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본인에게 있어 어딘가

를 응시하는 몽상상태는 바슐라르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현실세계와 달리

의식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상상속의 심리적 공간으로 쓰여질

수 있다. 그 안에서 이미지는 자유롭게 바뀌고 움직이며 스스로 발전해나가고 없

어져버리기도 한다.

밤의 꿈과 몽상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 현상학의 영역에 속하는

차이가 있다. 밤의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어둠인 데 비해,

몽상을 하는 몽상가는, 그가 약간 철학적이라면, 자신의 꿈꾸는 자아의 중심에

서, 코기토(cogito)를 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몽상은 의식의 빛이 그 안에

존속하고 있는 정신 활동이다. 몽상가는 자신의 몽상 안에 있다. 몽상이 현실,

시간, 밖으로의 탈출이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몽상가는 탈출하는

것이 자기 자신(육체로서의 자신)이고, 과거나 여행의 유령인 ‘영혼’이 되는 것

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7)

바슐라르에게 몽상은 꿈과 같이 수면 상태로의 퇴행이 아니다. 꿈과 몽상은 몽

환적이고 비현실적인 현상이라는 속성을 공유하지만 꿈은 무의식의 활동에, 몽상

은 의식의 상태에 속한다. 몽상은 상상력의 활동 장소가 되는데 이는 몽상 속에

대상과 이미지가 결합되게 만드는 의식의 힘이 있고 의식은 이미지의 근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의식은 몽상을 지탱하고 방향을 인도하며 의식 또한 시적 몽

상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커진다고 바슐라르는 말한다.8)

6)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서울 : 살림출판사, 2005, pp.43-50

7) 홍명희, 위의 책, p.53

8) 홍명희, 앞의 책,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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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몽상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망상이나 헛꿈이 아니다. 꿈을 꿀

때의 상태가 비현실이라는 것을 꿈 안에서 자각하기 힘든 것과 달리 몽상 안에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지들을 의도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은 이러한 정신활동이 새로운 자극이 도처에 펼쳐진 현대사회

에서 정신적 피로와 긴장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몽상은 단지 그 상태로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

니라 능동적으로 이미지에 물질성 역동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힘을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동일한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

가 단순히 시각적인 재현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정신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미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특성엔 시각적 이미지가 강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곧 그림이라는 도식이 성립되었고, 시각적 이미지

의 창조 외의 상상력과는 분리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와 대조되어 바슐라르의 정신적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

이 만들어 내는 창조적 결과물로,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한 감각적 이미지가 형성

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와 대조되어, 고정되

어 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되어 간다.9) 이 정신적 이미지는 시각적

인 이미지 모든 감각적 이미지를 포괄하여 다룬다. 즉 오감을 포괄하여 시각적 이

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미각 이미지로 각각의 감각에 따

라 나누어진다.10) 이미지는 시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단정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많은 것을 잃게 한다.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때

오로지 시각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우

리는 눈을 통해 보고, 촉각을 통해 질감을 느끼고, 걸어 다니면서 각각 다른 거리

감을 가지고 작품을 파악하고 느끼게 된다. 우리가 감각을 통하여 이미지를 파악

한다고 할 때, 단지 생물학적 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험하고 존재하는 신체로,

온 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미지를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이

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가시화 할 때 시각적인 재현만으로는 온전히 모든

9) 홍명희, 앞의 책, pp.72-73

10) 홍명희, 앞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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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이미지를 총동원하여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리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상상은 비로소 역동성을 가지

고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응시는 상상계로 떠나는 것의 준비 단계로, 몽상과 같이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

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서 오감을 통한 정신적 이미지를 포착하고, 또 능동

적으로 변화시킨다. 몽상은 헛꿈, 쓸모없는 생각 등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응시의

상태 또한 일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이미지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보

인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규정되어있지 않을 때 더욱 자유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는 오감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느끼며 새로운 것을 상상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감각적 이미지는 물질성을 띄게 되고 촉각과

연관되어지는데 이는 3절 상상적 공간의 물질성에서 서술하겠다.

2. 응시를 통한 사유

1절에서 몽상과 응시를 통해 응시의 방법과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다

면 응시는 어떤 지향점을 지니고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하며 어떤 방식을 통해 초

월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장자의 사유와 연관지어 서술하도록 하겠

다.

우선,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각을 통해 보는 것은 가장 직관적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글이나 말의 경우 같은 것을 읽고 들어도 그 해석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시각의 경우 보이는 것은 모두에게 같으며 때로는 보

이는 것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단지 ‘보는 것’과 ‘관조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전

통 중국 산수화론에서의 관조는 정신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산수의 예술성을

발견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배치나 구도, 색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하여금 정신의 집중을 통하여 세속적인 해탈과 초월을

경험하고, 이로써 산수의 기묘함과 영묘함을 통찰해냄으로써 그 예술성을 찾는

다.11) 또한 산수화에서의 평시(平視)는 바라볼 도리가 없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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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곳을 그려낸다.12)

앞서 서술한 니시타니의 이론에서 주체가 인식하는 순야타13)란 명확히 알기 힘

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영역과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장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연결된다. 장자는 변

화하는 세계의 실체에 관하여 말한다. 이와 연관하여 초월적 사유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체를 파악해야 하며 응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세계에 대한 장자의 관점에서 핵심은 장자가 세계를 실체론적으로 보지 않는다

는 데 있다. 이는 서구의 지적 전통에서,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은

존재의 실상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정신과 본질이 우주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14)

夫知有所待而後當, 所待者 特未定也 .

표준 위에서 비로소 옳은 것이 있는데, 그 표준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없

다.15)

장자는 변화하는 세계 그 자체를 실상으로 보는데, 참된 존재를 찾기 위해 변

화하는 세계를 고정시키고 이상적인 세계를 설정하는 데 반대한다. 변화하는 세계

는 얽힌 채로 변화하고 유전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세계의 경계를 구분하고

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확정적 지식이나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는 실상의 세계는 그 자체로 연속되어 있으며 이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은 우리

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실상을 이탈하여 세계를 고정시키고 자아를 세우는 마음을

장자는 성심(成心)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성심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

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허상에 불과한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 장자는 세계

의 ‘주재자 없음’, ‘구별 없는 연속성’, ‘고정적인 실체성이 없는 세계’를 표현하기

11)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권덕주 외 옮김, 서울 : 동문선 , 2000, p. 377

12) 서복관, 위의 책, p. 387

13) 순야타는 산스크리트어로 शून्यता, Śūnyatā, →비어 있음 · 공허(空虛))를 번역한 것이다.
14)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 사회평론, 2009, p.65

15)『莊子集釋』「大宗師」, 雖然有患, 夫知有所待而後當, 其所待者, 特未定也。庸詎知吾所謂天之非人乎, 所謂人之非天

乎。(안동림 역, 『신역장자』, 서울 : 현암사, 1978,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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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괴(大塊)라는 메타포를 사용한다.16) 이는 인식의 차원을 넓히는 방법으로

대괴의 메타포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상상을 이끄는 것이다.

대괴(大塊)는 우리에게 모습(形)을 주었다. 또 우리에게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삶을 좋다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죽음도 좋다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17)

대괴는 <대종사>에서 총 세 번 언급되는데 모두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대괴는 거대한 흙무더기란 의미로, 도의 자연 과정의 실상을 의미하는 은유이

다.18) 대괴는 인과적 질서나 목적, 중심점도 가지지 않는다. 대괴, 즉 세계는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갖는 중심, 혹은 주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상의 사물은 모두

자연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며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한다. 그 안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되어 의지하고 있지만 그 주재자는 알 수 없다. 대괴는 흙이라는 물성을

가지고 있고, 실상이며, 인식으로 가늠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장자는 성심에 사로

잡히지 말고, 잡히지 않는 광활한 세계인 대괴를 통하여 인식의 차원을 넓히라고

말한다.

우리가 의식의 범주 안에서 실체 없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

만 대괴와 같은 것을 상상해볼 수 있는 능력, 즉 상상력이 실체 없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

차원을 달리하여, 즉 초월하여 내려다보아야 한다. 상상력을 빌리지 않는 한, 우리

는 궁극적인 시각차원을 초월하지 못한다. 장자는 이러한 초월을 내포한 불가시의

영역을 말하기 위해 우화적으로 시각의 전환을 유도하고, 상상의 장으로 인도한

다.

상상을 통하지 않고 의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시도하면

존재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실체에서 멀어진다. 반대로, 실체성을 해체하여야 오히

16)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서울 : 사회평론, 2009, p.68

17)『莊子集釋』「大宗師」, 夫大塊載我以形, 勞我以生, 逸我以老, 休我以死。故善吾生者, 乃所以善吾死也。(안동림 역,

『신역장자』, 서울 : 현암사, 1978, p.297 참조)

18) 정용선, 위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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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존재의 실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19) 실체성을 해체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는

의식을 통해 인지한 것이 실체와 다르다는 의심이다. 이러한 의심의 끈을 잡고 상

상이 시작된다.

장자의 우화가 의도하듯이 실체의 세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상이다. 본인이 말하는 응시는 상상으로 실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다. 응시하는 상태, 즉 상상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내가 사유하는 의식만으로도 존

재할 수 있는지, 실체를 가진 육체인지에 대하여 의심해 보게 된다. 먼저 나의 생

각을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의심하고, 나아가 변화하지 않는 세계를 의

심하게 된다. 장자의 말에 따르면 대괴는 나와 연속되어 있고,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변화하며, 이는 인식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존재의 의심을 통

해 인식의 범위 밖을 응시하여야 한다. 응시를 통해 규정되지 않는 실체를 들여다

본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존재를 의심하며 들여다보고,

세계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응시 행위는 실체의 세상에서 벗어나보는 상상적 공간

을 만든다. 이러한 상상적 공간은 의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이 된다.

본인은 이러한 응시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규정되어진 세상에 관한 생각을 비우

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유도한다. 이 상태에서 잠시 동

안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어느 곳에 있는지도 인식의 밖으로 몰아낸다. 내가

나인 채로 가진 인식과 경험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시도한다. 대신 현재와 찰나

의 순간에 집중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그 어떤 것

도 하지 않고 집중하여 무엇에 얽매이지 않은 상상이 사유의 공간을 떠다니며 끊

임없이 변화하게 내버려둔다. 그리고 상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한다. 상

상적 공간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미지로 변화되는 상상을 시작하는 것

은 그 이후의 현상이다.

응시를 통해 인식을 자유롭게 하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나’라는 존재를 의심하다보면 ‘나로서 존재하는 나의 의식’을 끝까지

떨쳐버리기 힘든 것을 깨닫게 된다. 나라는 인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또 경험이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장주가 나비가

된 꿈에서처럼 모든 것이 꿈이라는 상상 안에서만 자아를 잊는 것이 가능하다. 그

19) 정용선, 위의 책,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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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자아는 무엇인가?

옛 사람의 예지(知)에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데가 있었다. 그럼 어떤 경지

에 다다랐는가? 애초 사물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무의 경지이다. 지극하고 완전

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 경지는 사물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거기에 구별(封)을 두지 않는 경지이다. 그 다음은 구별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거기에 시비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시비가 나타나면 도가 파괴되

는 원인이 되고, 도가 파괴되는 원인은 또한 편애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

다.20)

장자에 따르면 세계 안에서 ‘나’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만들고 동시에 수동적으

로 만들어진다. 세계나 만물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스러지는 실체성 없는 구체

적인 사태로만 존재하게 된다. 위의 글에서와 같이 세상은 앎에 따라 다르게 드러

나고 앎의 상태, 어떠한 시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만큼 현현하게 된다.21) 여기서

말하는 앎은 시각, 마음, 개별적 자아에 관련된다.

자아란 경험적 실물, 물리적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실체라고 보

는 의식’을 말한다. 이 자아에 기초하여 강고한 자의식이 형성된다. 장자는 이 자

아를 의도적으로 두 개로 분리하여 하나의 ‘자아’와 어떤 존재로 인식된 ‘대상적

자아’로 나눈다. 일단 대상적 자아란 타자성이 개입된 자아로 애초부터 이분화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라는 주체를 의식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꿈과

같은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22) 연속적인 ‘세계’와 ‘나’, ‘자아’는 독립시킬 수 없

는 관계 속에 얽혀있는 존재인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장자는 나비의 꿈

을 이야기한다. 내가 나임을 잊는 것은 세계를 나와 구분하였던 자의식을 내려놓

는 일이다. 자의식을 해체함으로서 끊어져 있던 세계와 나의 연속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식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꿈을 통하여 상상하

20)『莊子集釋』「齊物論」, 古之人, 其知有所至矣。 惡乎至, 有以為未始有物者，至矣盡矣，不可以加矣。其次以為有物

矣，而未始有封也。其次以為有封焉，而未始有是非也。是非之彰也，道之所以虧也。道之所以虧，愛之所以成。(안동림

역,『신역장자』, 서울 : 현암사, 1978, p.97)

21) 정용선, 위의 책, pp.78-79

22) 정용선, 위의 책,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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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꿈과 마찬가지로 회화에서는 꿈에 가보았던 곳을 실제로

표현하기도 하고,,회화를 통하여 가볼 수 없는 공간을 상상을 통하여 가보기도 한

다.

이와 연관하여 옛 중국 산수화 감상에서 직접 갈 수 없는 산수를 상상을 통하

여 유람한다는 개념이 있다. 종병(宗炳)은 산수화를 보는 것을 ‘정신을 펼쳐내는

것(暢神)’이라 하여 산수화 자체의 효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중국의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늙고 병들게 되자 몸소 유람할 수 없어 산수화를 보며 누워서 마

음으로 노닐었다. 이를 와유(臥遊)라 한다.23) 산수화에서 유(遊)는 상상으로 산수

화 속 공간을 유람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나의 ‘응시’와도 연관되는

데 이 응시를 통해서 사유하고 몽상할 수 있는 하나의 상상공간을 마련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산수를 유람하듯, 상상적 공간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로 의문은

이어진다. 사유의 지향점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유람하여야 초월

적 의식에 가까워 질 수 있을까? 장자는 내편을 구성할 때 ‘소요유(逍遙遊)’를 맨

앞에 놓았다. 소요유는 장자의 사유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그 사유 여정

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24) 장자

는 첫 번째 이야기로 ‘곤어(鯤魚)의 대붕으로의 변신’을 말한다.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昆)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鵬)이라고 한

다.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

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

면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天地)를 말

한다. 제해(齊諧)란 괴이한 일을 아는 이다. 제해의 말에 의하면 “붕이 남쪽 바

다로 날아갈 때는 파도를 일으키기를 삼천리,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오

르기를 구만리, 그런 뒤에야 유월의 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아지랑이와 먼지. 이는 천지간의 생물이 서로 입김으로 내뿜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하늘의 새파란 빛은 과연 제 빛깔일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끝이 없기

23) 김홍남, 『중국산수화의 ‘와유’개념』, 미진사, 1989. p.106 

24) 정용선, 위의 책,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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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까? 붕 또한 하계를 내려다볼 때 역시 여기서 올려다볼 때처럼 그와 같

이 새파랗게 보일 것이다.25)

장자는 이 이야기의 은유를 통하여 개념적 분석,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사유, 대

상적이고 소유적인 사유를 일단 유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보라고 말한다. 이는

최초의 이야기에서 시각을 전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곤이 붕으로 변화하기 위해

서는 엄청난 노력으로 존재 기반의 동요를 겪어내야 한다.26)

앞서 대괴의 예와 같이 곤어와 대붕의 예에서도 존재가 흔들리고 현실에 대한

의심을 겪어내야 한 단계 초월할 수 있고 비로소 지금까지 있었던 곳을 넓은 시

야로 조감할 수 있다. 곤어와 대붕의 예시는 그 전 단계에 이르는 준비 단계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와유와 같은 상상공간으로의 여행은 회화를 통해 장주의

나비의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산수화 안의 공간은 상상 공간이지만 그 공간의 유

람을 통하여 불가능한 것을 초월하여 실현할 수 있다. 예술은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을 상상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불가시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곤어와 대붕은

현실의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다.

이처럼 예술에서 상상력은 뛰어넘을 수 없는 공간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도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 그 한계는 의

식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연의 힘을 빌려 그렇게 될 수는 있다. 이러한 개

념을 동양회화에서 일(逸)이라고 하는데 딱히 하나로 규정 짓기 어려운 것이다.

이 개념은 여러 사람에 의해 언급되는데, 황휴복은 『익주명화록』에서 아래와 같

이 ‘일격(逸格)’을 규정한다.

그림의 일격(逸格)은 그 동류될 만한 것이 없다. 방원은 규거에 얽매이면

졸렬하여지고 채회에 몰두하면 그림이 천하여진다. 필은 간하나 형은 저절로

갖추어지니 자연을 터득한 것이다. 이는 모방하여 본뜰 수가 없다. 이는 의

25)『莊子集釋』「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

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齊諧者, 志怪者也。 諧之言曰 : 鵬之徙

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六月息者也。 野馬也, 塵埃也,生物之以息相吹也。 天之蒼蒼, 其正色

邪。 其遠而無所至極邪。 其靦下也, 亦若是則已矣。(안동림 역, 『신역장자』, 서울 : 현암사, 1978, p.31참조)

26) 정용선, 위의 책,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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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찌를 만큼 뛰어나다. 이를 가리켜 일격이라 한다.27)

일(逸)이란, 본래 일종의 생활 형태와 정신경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일품(逸品)

의 특징은 자연을 얻는 것이다. 이 ‘자연’은 세속적 생활태도와 정신경계를 초탈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28)

예술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직관적 통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방

법으로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인 사람의 인식을 통하여 궁

극적인 시각차원을 달리하여 초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불

가능과 불가시 영역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의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

사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태의 상상은 고정된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

이며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적 우연의 힘을 빌려 초월해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소요유의 이야기들은 초과적인 사유이며 초현실주의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초

현실주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다. 초현실주의란 현실주의적 사유

에 의해 제한된 기준을 설정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잘 계산된 이해타산을 저울질

하는, 제한된 속박을 초탈하려는 자유정신인데, 소요유는 초현실적이지만 결코 비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29) 소요유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짓지 않고 혼동 속에 내

버려둠으로서 현실과 비현실을 모호하게 연결한다.

곤이 붕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존재에서의 일탈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바슐라르의 몽상과 같이 비현실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장자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곤과 붕을 구분하지 않는다. 곤이 원래 붕이었는지 붕이 원래 곤이

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곤은 내부에 이미 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

고, 단지 변화하는 바람이 곤이 붕이 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본인의 응시상태는 몽상과 같이 비현실적인 공간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

지만 바슐라르가 말하는 내향성과 외향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모퉁이, 모서

27) 黃休復,『益州名畵錄』, 畵之逸格, 最難其。拙規矩于方圓, 鄙精硏于彩繪, 筆簡形具, 得之自然, 莫可楷模, 出于意表, 故

目之曰逸格爾。여기서는 서복관, 권덕주 외 옮김, 『중국예술정신』p.349에서 재인용

28) 서복관, 『중국예술정신』, 권덕주 외 옮김, 서울 : 동문선 , 2000, p. 349

29) 김형효,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 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서울 : 예문서원, 200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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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응시를 시작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얀 벽을 응시하는 것은 텅 빈 어느

곳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일이고(心齋),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세계를 일탈하기

위해 망지(忘知), 망욕(忘欲)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한다.30) 본인의

응시는 전통적 개념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미적 관조를 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구석이나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응시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의식

적으로 어떤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의도한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세계를 만

든다는 점에서 나는 바슐라르에 동의한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떠나는 것

이 아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나라는 자아가 어디에 속해있는지는 구분할 수 없

는 상태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고 나와 타자는 연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장자

적 세계관 속에서 내가 응시를 시작하게 된 것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의 구분은

모호하다. 몽상은 꿈을 꾸는 상태가 아니고 장자의 사유는 꿈에서의 나비가 나인

지 꿈꾸는 자가 나인지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응시는 장자적 입장

을 취한다.

30) 서복관, 앞의 책,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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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상적 공간으로의 확장

이 장에서는 응시하기의 방법으로의 소실점 바라보기와 소실점 응시의 결과로

출현하게 된 환영의 양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환영의 속성을 분석한다. 환영이

가시화된 상상적 공간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며 어떠한 성질을 부여하게 되는지

물질성에 대하여 이어 서술하게 된다.

1절에서는 앞서 서술한 응시개념이 구체적으로 발현하게 되는 장소와 조건, 요

소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응시에서의 소실점이란 어느 지점을 나타내는지 서술하

겠다. 2절에서는 응시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세계가 어떠한 예술적인 가치와 효용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상상적 공간이 어떠한 물절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

는지 기법적 재료인 흙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 상상적 공간이 가진 구체

적 이미지와 소재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1. 소실점 응시와 상상

물질의 세계를 재현하는 데 있어 미술은 복잡한 자연의 모습들을 점차 단순한

형태로 환원해 간다. 그 극단에 ‘추상’과 ‘비 대상(non objective)’이 있다. 대상

(object)으로부터의 먼 이탈은 양식화된 기하학적인 형태에 이르게 된다.1) 이러한

형태들은 현재 우리 주변의 가구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비잔틴 미술에서 당대의 작가들은 능숙한 묘사주의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단순

화되고 엄격한 도상표현으로 돌아선다. 이러한 철수는 상황 또는 형태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같은 ‘구성적(compositional)’ 양상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철수 상황 하

에 이탈된 시점에서의 관찰은 미적 표현에서 디테일을 떨쳐버리는 충분한 거리를

1)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서울 : 미진사, 2003,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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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게 된다. 이러한 관찰의 거리를 가지는 것은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

성질을 추상하여 드러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오히려 우리를 깊은 통찰에 이

를 수 있게 한다.2) 이는 순수한 본질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한 추상성

의 강조를 의미한다. 추상은 대상을 구성적 요소로 환원시켜 그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데 이는 미술에서의 형식주의, 미니멀리즘 뿐 아니라 건축과도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진다.

건축과 기하학은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 형

태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으며 건축과 기하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

계를 가진다.3) 기하학적 형태는 원시건축에서부터 사용되는데 이는 실용성과 기

능성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하학은 건축과 무관하게 출발하였지만 그것의

형태적 명백성과 기능성 때문에 더욱 확고한 건축의 형태적 바탕이 되었다.4) 이

와 맞물려 모더니즘의 유행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탈적 면모는 현재 우리를 둘러

싼 현대 건축공간들을 하얗고 반듯한 직선들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본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축물들은 모두 이러한 추상성과 기하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다른 자연적인 것들이 띄고 있는 복잡한 패

턴이나 질감의 변화 없이 늘 일정한 빛의 세기와 평면들로 이루어진다. 이 비어있

다고 느껴지는 추상적 공간들은 단순명료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건축의 추상성의 바탕은 흰색이다. 흰색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색으로,

공간을 더욱 빈 것처럼 혹은 더욱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흰색의 평면과

직선들 또한 사물이나 공간에서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흰색의

사각형들은 종이에서부터 캔버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글을 써서 채우고 그림을

그려서 채워나가는 밑바탕으로 인식될 수 있다.

건축의 추상성의 또 다른 바탕은 투영 패턴의 부재이다. 공간이 실재적인 부피

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투영 패턴의 유무는 주요한 조건이 된다.

투영 패턴이 없는 공간은 실재적인 부피를 이해하는 데 혼동을 가져온다. 2·3 차

원적인 패턴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면 공간은 평면적으로 보여 지고 이 평면성으로

2) 루돌프 아른하임, 위의 책, p.143

3) 여두홍, 「현대 미술관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기하학적 특성을 미술관 계획에 적용」,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논문, 2000, p.9

4) 여두홍, 위의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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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공간을 인식하는 개념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5)

오늘날 실내 건축공간은 추상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뚜렷한 패턴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이 건축공간은 일률적

인 질감, 미미한 패턴과 조명으로 얼마든지 공간개념의 혼동을 유발한다.

이처럼 순수 본질을 드러내는 추상적 공간들에서 우리는 자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직선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하얗고 반듯한 벽면과 곧게 뻗는 선, 그

접점과 접선이 있는 공간은 마치 캔버스나 종이와 같이 느껴진다. 이러한 혼동은

이 공간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준다. 그리고 공간을 추상

적으로 비워냄으로써 본질을 드러낸다.

이러한 추상적 실내 공간을 응시할 때, 나의 시선은 표면에서부터 점차 내부로

이동한다. 먼저 질감, 재료에서 시작하여 벽, 즉 면으로 향하고, 다시 모서리, 즉

선으로 향하고, 결국 한 점, 즉 소실점으로 향한다. 이에 따라 외부적인 시선은 소

실점에 이르면 갑자기 전복되어 내부로 향하게 된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

듯, 한 점을 바라보게 되면 [도판 1]과 같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현실, 비현실이 이

분법적인 세계로 나뉘고 순간적으로 뒤바뀌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몽상하듯 그 곳에 머물러 유영하는 것는 휴식이 됨

과 동시에 새로운, 저 너머의 이면 공간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하

학적 건축물 내부에서의 응시 경험은 착시 효과적 공간 표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착시적 공간 표현은 저 너머로의 공간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을 재현하

고자 한 것이다.

[도판 1]

현실 - 비현실 에스키스

5)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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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행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

끼곤 한다. 본인은 여행을 할 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즉 ‘나의 현실’에서 멀어지

면 멀어질수록 더욱 큰 즐거움을 느낀다. 다른 환경, 다른 언어, 다른 인종, 다른

세계관, 다른 시대 등이 지금 현재 나의 현실과 반대되면 반대될수록 자극은 더욱

커지고 더욱 큰 재미를 느낀다. 나의 일상에서는 지평선과 수평선을 볼 기회가 없

다. 여행에서 버스를 타고 끊임없이 지평선을 달린 경험, 끝없는 수평선을 하염없

이 바라본 경험, 사막에서 지평선을 보며 잠든 경험 등은 나에게 비현실적인 풍경

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준다. 기하학적 건축공간 내의 한 점을 바라보면서 나는 현

실과 비현실을 뒤바꾸는 상상을 하고, 소실점 이면에 펼쳐진 세계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채워진 공간이 된다. 응시를 통해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다보면 인식

의 범위를 의심하게 된다. 비현실에서 의식을 다시 한 번 전복한다면, 과연 우리

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일까? 예를 들어 달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달이 구형이

며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구를 도는 것이 사실인지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달은 빛에 비추기 때문에, 특히 보름에는 시각적으로 평면인 듯한

착시효과를 준다. 밑의 인용은 이와 같은 착시에 관한 서술이다.

지평선과 달 사이의 빈 공간을 구조화시켜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달이, 땅 위의 멀리 있는 대상보다 별로 더 멀리 있지 않는 것이다.6)

원근법적인 공간인식 또한 이러한 비현실적 공간인식을 가속화시킨다.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거리에서의 높은 건물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 대고 높이 서 있다고

느끼기 어렵지만, 회화에서의 원근법을 이해하는 미술 전공자들에게 이러한 지각

은 어렵지 않다.7) 원근법은 3차원의 실물을 2차원적 평면 위에 사실적으로 재현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달과 나의 시각 사이에서 이러한 원근법은 적용되는

가? 인식의 차원에서는 3차원 공간을 원근법과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공간 형태

를 판단한다. 본인은 응시를 통해 인식의 범위를 넓혀 3차원 공간을 원근법을 이

6)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275

7)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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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인식해보기도 하고 그 공간을 2차원적 환상이라고 치부해보기도 한다. 마음

속에서 선과 그림자를 그려 공간에 대입해본다. 그러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의문

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저 빈 공간의 부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 튀어나

온 모서리가 사실은 들어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추상적이고 기

하학적인 공간은 앞서 이야기한 요소들을 통해 –흰색, 투영 패턴의 부재- 이러

한 의심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러한 의심은 결국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착시효과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축공간은 응시상태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상상의 장이 된다. 추상적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본인 시선의 집중을

유도하는 것은 응시상태에서 소실점으로 모여지는 천장의 모서리이다. 본인은 빈

기하학적인 공간을 응시의 장소로 이용하는데, 이 공간에 단 하나의 사물이라도

놓여 진다면 이 환상은 바로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응시의 장소는 천

장의 모서리가 된다. 천장 모서리는 언제나 대부분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 나부터

후진하고 있는지 반대로 끝없이 튀어나오고자 하는지 혼동되는 상태를 가져다준

다. 면과 면, 선과 선이 만나서 접하고 끝점에 다다르는 이러한 모서리 부분은 2

차원 캔버스 내 중앙 원근법을 사용할 때의 1점 투시를 연상시킨다. 이 1점은 즉

소실점이 된다.

[도판 2] 중앙 원근법에서의 소실축과 소실점

[도판 2]에서 일방적인 정사면, 동형적 구성은 그것의 투영 연장선에 의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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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의 경사진 것들이 균형을 얻게 된다. 중앙 원근법(central perspective)에서

내재하는 구도와 일치되는 후퇴하는 선들은 그 연장선이 수렴되는 지점에서 만난

다. 이 선들을 소실축(vanishing axis)이 되고 선이 만나는 지점은 소실점

(vanishing point)이라고 부른다.8)

중앙 원근법은 회화사상 최초로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는 세계의 이미지를 창조

하게 되었는데, 만일 사물의 한쪽 면이 정면성을 유지할 경우, [도판 3]에서와 같이

후진하는 선의 각도는 소실점과 이어지는 대상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이 소실점에 가까워질수록 후진하는 변과 면의 길이는 급격히 단축된다.9)

[도판 3] 중앙 원근법에서의 소실점과 대상의 거리

그렇다면 이러한 투시법은 공간을 실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일까? 한 점으로 모

이는 초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의 시점으로서의 중심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

다. 어떠한 시점을 가진다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각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며, 이에 따라 실재는 왜곡된다. 여기서, 보는 이의 특정한 초점과 원근법

상의 소실점을 혼동하여 생각하다보면 기하학적인 추상을 통해 본질성을 드러내

는 공간이 달리 보일 것이다. 이를 테면, 원근법의 3차원의 실물이 2차원적 평면

위에 옮겨지거나,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거꾸로 3차원적인 공간이 평면화 되기도

8)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283

9)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p. 2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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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찰자는 2차원과 3차원의 혼동 사이에서 보여지는 점들이 어떤 점인지 –1점

투시, 모서리, 소실점, 초점, 등– 알 수 없다. 어떠한 점은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

키는 지점인지 혼동된다. 본인은 이 모든 점을 소실점으로 의심하는데, 이는 소실

점 이후에 펼쳐지는 상상의 단서가 된다. 소실점은 나에게 단순한 점이 아니라 확

장의 가능성을 가진 한 지점이다. 원근법적 투시에서의 소실점이 실제로 어떠한

공간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지점 너머로도 충분히 연속되는 어떤 공

간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시작된다. 소실점에 관한 이러한 단서를 통해 본인이

바라보는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한 지점은 응시 상태를 유도하고 응시 다음 상태

인 상상의 길을 열어준다. 본인은 그 지점 너머의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는데, 이 때 정신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서술하

는 상상의 이미지들은 모두 이 지점 너머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2. 상상적 세계로의 확장

앞서 서술한 소실점 응시를 통해서 상상의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

면,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상력은 예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미지란 무엇인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예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상

상력과 이미지, 그리고 예술과의 연관을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상상력은 서구 사상사 속에서 다른 인식능력에 비

해 부차적이거나 종속적인 능력으로 여겨져 왔다. 중세는 물론이고 르네상스 시대

에 이르기까지 상상은 거짓된 것으로 이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낭

만주의 시기는 서구 사상사 속에서 상상력에 대한 탐구가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

이다. 상상력은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회상, 조작하는 어떠한 정신적 능력 그 이상

의 것으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창조적 상상력이

예술적 능력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나의 작품이 예술로 인정받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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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상상적이라고 말해지면 충분할 정도였다.10) 이후 이러한 격찬은 상상 개념

을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상상력은 구체적인 것이 없는 최면술

적인 용어로 전락하게 된다. 헤겔에 의하여 사유에 종속 개념으로 정의 된 상상력

은 20세기를 거쳐 예술론에서 점점 위상을 잃게 되었다. 상상력에 관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르트르는 <상상력>11)과 <상상계>를 통하여 상상력 고유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되찾으려고 시도하였다.12) <상상력>은 이미지와 상상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한 권의 작품을 할애한 최초의 저서로 고대부터 17, 18세기의

형이상학자들을 거쳐 현대 심리학자들과 후설에 이르기까지 상상력 혹은 이미지

의 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13) <상상계>는 <상상력>에서의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상상 이론을 다룬다.

사르트르는 상상 작용을 의식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의식의 창의성과 자

유가 전적으로 이 상상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상상하는 의

식 행위의 구조를 규명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의 의식

은 상상적이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식만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

이는 창조하는 행위와 연결된다.14) 이러한 자유로운 의식은 예술작품을 창조는 창

조력과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지란 무엇인가? 작가는 자신의 눈으로 대상의 형(形)을 파악하는

데 고개지의 <논화>에서 말하는 ‘천상묘득(遷想妙得)’에서 천상은 상상력으로, 묘

득은 대상의 신, 즉 사르트르가 말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이미지를 터득하는 것

으로 말할 수 있다.15) <상상계>에서 사르트르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이원론

에서 줄곧 물질 쪽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미지’를 정신적인 활동으로

편입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가 말하는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닌 하나의 ‘상상하는 의식’으로 정의된다. 이미지란, 지각하는 의식과 대등한 위

치에서의 상상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 ‘상상 의식’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이미지는

10) 신길수, 「J.P.Sartre의 현상학적 상상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석사논문, 1989, p.15

11) J .P .Sartre, 『L’Imagination』, (Paris : Presses Univ. de France, 1963)

12) 신길수, 위의 논문, p.18

13) 장 폴 사르트르, 윤정임 옮김 , 『상상계』, 2010, 서울 : 기파랑 p.347

14) 신길수, 앞의 논문, p.3

15) 서복관, 앞의 책,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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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상상력을 의미하는 것이다.16)

이 상상력, 즉 ‘상상 의식’은 ‘지각 의식’과 대비된다. 지각하는 의식은 현전하고

실재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상상하는 의식은 대상을 부재하는 것으로 대면하

게 되는 것이다. 지각하는 의식에서 우리는 결코 사물의 전체를 한 번의 관찰로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주사위의 모든 면을 한 번에 지각할 수 없다. 반면에, 상

상하는 의식에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단번에 파악한다. 주사위를 상상할 때 우리

는 주사위의 여섯 면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이는 지각과 상상의 가장 분명한 차이

점이다.17)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이처럼 실제로 앞에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을 상

상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는 세계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 의식’이 꼭 필요하다. 상상

하지 않으면 사물의 세계에 매복되고 만다. 응시상태를 통해 ‘허정지심(虛情之心)’,

즉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여 방해 요소를 없애는데 집중하는 것인데, 이는 동

양에서 무엇을 그려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연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가슴 속

에 훤히 펼쳐지는 것’, 즉 창작의 동기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18) 상상 의식이

정신을 자유롭게 하여 작품의 창작에 있어 정신적인 ‘해의반박(解衣槃礴)’하게 만

드는 것이다.19)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예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르트

르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날로공’ 이다. 아날로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물질적 이미지와 가까운데, 이것은 유사 표상물로서

이미지를 상기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의 그림”을 보고 있다

면 액자 속의 “그림” 그 자체는 아날로공이고 그림으로부터 떠올리게 된 “용”은

이미지(=상상 의식)인 것이다.20) 이처럼 하나의 예술작품은 아날로공으로 쓰일 수

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감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16) 지영래,「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과 미술 비평–자코메티의 경우」,『프랑스문화예술연구』, 9권 3호 제21집 (2007.

8), 프랑스문화예술학회, pp.583-606 p.588

17) 신길수, 앞의 논문, pp.7-8

18) 서복관, 앞의 책, p. 415

19) 서복관, 앞의 책, p. 413

20) 신길수, 앞의 논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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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초상화 속의 인물을 보고 위풍당당했던 나폴레

옹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지각 의식을 통하여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선들이 나

타내는 어떤 인물이 그려진 유화와 액자를 감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세계에

있는 물질적인 유화를 감상할 때 우리는 상상 의식을 통하여 나폴레옹이라는 이

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의식이 실재를 벗어나

스스로 상상적인 것으로 다시 구성되는 순간에 어떠한 심미적 대상이 나타나게

된다.21) 예술가는 자신의 상상 의식 속에 포착된 비현실적인 것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 그림을 통해 관객 역시도 비현실적인 것을 마주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예술작품은 아날로공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심미적 대상은 실재가 아니고 예술

가 혹은 감상자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비물질적인 이미지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

은 상상의 이미지가 표현된 것이고 감상자가 그것을 마주할 때, 상상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바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감상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

다. 어떤 그림을 감상하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림액자를 보

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상상하는 것이다. 그 너머의 이미지는 실재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인 것, 사르트르가 말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시 말

해 아날로공으로 기능하는 예술작품을 통한 상상이 정신을 실재에서 벗어나게 하

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르트르는 상상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아름다운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재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아름다움이란 오직 상상적인 것에

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이고 그 본질적 구조 속에 세계의 무화를 포함하고

있는 가치이다.22)

실재하는 것은 아름다울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이란 오로지 상

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은 아날로공으로의 예술작품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예술 감상에서 뿐 아니라

21) 신길수, 앞의 논문, p.12

22) 장 폴 사르트르, 윤정임 옮김 ,『상상계』, 2010, 서울 : 기파랑,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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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제작에서도 관여될 수 있다. 실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상상을

통해 작품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상상 작용이 세계를 비현실적인 것, 없는

것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을 지녔다면, 예술작품 또한 실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그 자체로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실재하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고자 시도하였는가? 앞서

소실점 응시를 통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전복되는 경험을 하였고, 그것은 착시 효

과적 공간 표현을 통하여 작품에서 재현하고자 하였다. 비현실적인 세계는 낮선

곳으로의 여행과 같이 현실에서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내가 살고 있

는 곳, 나에게 현실적인 공간은 다른 사람의 여행지는 될 수 있지만, 나의 여행지

로 작용할 수는 없다. 여행은 다른 세계로 ‘떠나야’하는 것이다. 상상계로의 여행

또한 그러하며, 이러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적인 방법

을 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예술은 초월의 방법”23)이라는 말과 상

통한다.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로 ‘떠날’ 때, 어떠한 계기가 되는 도구가 필요했

다. 어떠한 계기란, 소실점과 소실점 너머를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계와

의 매개물이다. 나는 입체 조형적 공간 표현을 통해 실제로 그 도구를 만들어, 물

질로 채워진 공간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의식이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의식은 무엇인가 있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현실

의 끈끈함을 벗어나게 된다24)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구석에서 벗어나야 자기 자신

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듯, 현실의 끈끈함을 벗어나 보는 것은 결국 원래 있던 것

과의 단절을 말한다. 이런 단절과 이탈을 통한 상상은 오히려 현실의 본질적인 구

조를 보여줄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상상의 힘을 통하여 결코 실재할 수 없는 것

들을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본인의 작품은 늘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담고 있다. 현실을 실제로 이탈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상계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지속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가시화된 작품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상계로 떠날 수 있

는 아날로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김우창, 『김우창 전집』,총 5권 중 제 2권, 서울 : 민음사, 1977, p.117

24) 지영래, 앞의 논문, p.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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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상적 공간의 물질성

이 절에서는 상상적 공간이 어떠한 물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또한 작품 표현에 실제로

쓰이는 기법적 재료인 흙의 물질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상상적

공간이 흙이라는 물질로 촉발되어 구성됨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추상적 공간에서 소실점 응시를 통하여 그 너머의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상의식을 통하여 떠오른 정신적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인지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바슐라르는 인간의 상상력이 자연의 물질세계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강조

하였다. 그는『불의 정신분석』(1938)과 『물과 꿈』(1942), 『공기와 꿈』(1944),

『대지와 휴식의 몽상』, 그리고 『대지와 의지의 몽상』(1948)에 이르는 그의 저

서에서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용어를 차용하여 인간의 상상력의 세계를 서술하였

다. 그는 물, 불, 공기, 흙이라는 4원소가 인간의 물질적 상상력의 근본을 구성한

다는 4원소론을 확정한다.25) 이 때 흙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는 흙뿐만 아니라, 모

래, 자갈, 바위, 보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26) 물이 유연성의 원소이고 공기가

가벼움의 원소라면, 흙은 한 편으로는 지속적인 안정성과 견고함을, 반대로 이 견

고함이 촉발하는 반발과 저항을 나타낸다.27)

바슐라르가 상상력에 ‘물질적’ 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가 상정하는 ‘물질’의

개념이 상상력과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28) 그가 생각하는 물질

은 형태를 갖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가능성을 가진 변화 가

능한 것이다. 바슐라르는 어떠한 형체가 개념화되어 패턴으로 굳어져 고정되어 변

25) 홍성호,「흙과 건축–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과 흙의 이미지」,『건축』, 제36권 제3호, 대한건축학회, 1992,

pp.62-64 , p.63

26) 곽광수, 『가스통 바슐라르』, 서울 : 민음사, 1995 p. 64

27) 홍성호, 위의 논문, p.63

28) 김현, 곽광수, 『바슐라르 연구』, 민음사, 1976,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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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 힘든 것을 형태적 이미지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물질적 이미지는 물질

이 형식화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화되려고 노력하는 무의식을 보여주며, 그런 의

미에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한다. 물질적 상상력이란,

상상하려는 의지를 뜻하며 주어진 형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모시키는 힘을

가진 역동적인 것이다.29) 우리는 사르트르의 이미지론에서 상상하는 의식을 촉발

시키는 물질적 대상과 그 물질적 대상으로부터 생성되는 유사 매개로서 물질적

아날로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에 대한 이론에서

도 이러한 방식은 그대로 나타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우주 혹은 자연은 4원소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원소들로부터 물질적 상상력이 촉발되어 물질적 이

미지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상상은 한편으로 자연을 변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에서 자연과 상호작용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응시를 통한 상상에 있어 본인의 상상공간을 만드는 재료는 이러한 유동적인

물질적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물질적 상상은 형태의 외곽선을 그리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다. 흙은 상상적 공간 안에서 돌처럼 견고한 형태로 나타나

고,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반죽처럼 물렁거리고, 다시 단단해지는 순환적인 이

미지로 나타난다.

대지(흙)의 안정된 표면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 유동성이 없고 물질적 상상력의

활동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지(흙)에서의

물질적 상상력은 두 가지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대지(흙)의 표

면이 견고하며 유동적이지 않다는 특성은 물질적인 상상력의 적극적인 활동을 자

극한다.30)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대지가 지니는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상

반된 성질이 나타난다.

첫째, 외향성은 ‘맞서는’ 대지로서 의지와 일, 창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

가 직접 한 줌의 흙을 움켜쥘 때 느껴지는 것은 대지의 저항이다. 연한 진흙과 함

께 단단한 암석은 촉각적으로 즉시 저항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맞서는 저

항은 우리에게 의지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의지는 능동적이고 강렬한

힘, 복종시키고 바꾸려는 근육과 같은 의지이다. 단단한 물건이 인간에 의해 깎이

29) 홍성호, 위의 논문, p.63

30) 김윤재, 박치완, 「바슐라르의 대지의 시학에 나타난 상상력의 두 축」,『철학·사상·문화』, 제17호 (2014년 1월), 동

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pp.187-217,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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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대상이 원하는 형태에 다다르게 되는 변화를 행하는 활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항하는 대지는 우리에게 고유한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저항의 정도에 따라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알려준다.31) 전자는 긍정을 후자는 부정

을 의미한다.

우선, 부드러움에 관해서 바슐라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완전한 반죽의 이 기쁨 속에서 손가락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가, 손가

락은 손가락의 의식을 만들고 따라서 이번에는 손가락이 상상하는 것을 보거

나, 손가락이 자신의 고유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을 알아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 부드러움은 충만해져 반죽하는 손의 힘을 둘러싼다. 향기로운 봄은

행복한 손 안에서 탄생한다.32)

여기서 언급하는 손의 힘은 인간의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며, 기계적이고

타성적인 것에 대립되는 신선한, 본원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33) 본인의

기초 작업에서 밑판을 만드는 데 부드러운 흙 반죽이 사용된다. 이때 흙 반죽에서

부드러운 저항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대지가 자신을 너그럽게 내어주는 것으로

행복을 일깨운다. 신이 부드러운 흙으로 인간을 쉽게 반죽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

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저항을 손쉽게 굴복시켜 원하는 형태를 부여하는 행복이

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작업은 단지 필요에의 작업이 아니라 과정으로서도 큰 의

미를 가진다. 흙의 물질성을 지닌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 뿐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서 가공할 때, 상상은 시각 뿐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실체화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실재와 상상공간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상상공간의 이미지가 재현되어 작업

이 완성된 상태는 하나의 완결로서 멈춰있고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업의 과

정에서 흙을 다루는 과정은 변화하는 상태로, 실제 상태가 상상적 공간에서 원하

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상일지라도 실재하는 대상의 실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상상을 더욱 자유롭

게 한다.

31) 김윤재, 박치완, 앞의 논문, pp.194 -196

32) 김 현, 곽광수, 앞의 책, p.239

33) 김윤재, 박치완, 앞의 논문,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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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바슐라르에 따르면, 단단함은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낸다.

단단한 물질이란 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저항하는 세계’이다. 저항하는 세

계와 더불어 우리의 신경의 생명이 근육의 생명과 결합한다. 그 물체는 우리

근육의 현실화된 영상으로 나타난다. ... 물체, 모든 물체는 원동력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적인 에너지를 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의 영

상에 의해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던 것이다.34)

단단한 광석은 인간에게 완강히 저항하며, 이것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에게 필

요한 것은 도구이다. 단단한 물질에 대한 의지는 도구를 쥐고 근육을 긴장시킬 때

나타난다. 대지의 저항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대장장이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 대장장이가 금속을 달궈 모루 위에 올려 망치질을 하고 담그는 과정은

대지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노동이야말로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창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는 신과 같은 부드러

운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힘과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힘겨운 일로, 인간적인 창조

인 셈이다.35) 대지의 저항, 일, 의지는 모두 노동으로, 창조의 행복을 내포하며 능

동적이고 역동적인 상상력을 부른다.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이러한 단단함에 대항

하는 일은 부드러운 흙을 굳혀 단단해진 판 위를 원하는 형태로 파내어 완성품으

로 가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향성은 ‘안으로’의 대지의 상상력으로 나타난다. 상상력을 외부로 향하

게 하면 대지는 저항을 통해 능동적인 상상을 하게끔 한다. 동시에 상상력이 내부

로 향하면 심층의 것을 응시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호기심이 된다. 이 응시에의 의

지는 본인이 앞에서 서술하였던 상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응시와 관련된다. 바슐라

르는 이러한 심층의 응시가 인간의 의지 뿐 아니라 대지의 권유를 받아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상

상력에 의한 것이다. ‘안으로’의 대지를 통해 상상력은 내밀성을 지니게 된다. 관

34) G. Bachelard,『대지와 의지의 몽상』, 민희식 역, 서울 : 삼성출판사, 1982, p.233

35) 김윤재, 박치완, 위의 논문, pp.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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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긴밀하고 따뜻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 개념은 은밀하고 친밀한 느낌을 준다.

안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졌지만, 내부에 집착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닥불 옆에 앉아서

그 온기로 몸이 녹아내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길 때

물과 자신의 몸을 구분할 수 없는 상상의 경험을 하거나 청량한 공기를 들이마시

고 자신의 내부가 청량해졌다는 기분이 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36) 이처럼

대지의 내부로 응시에의 의지가 향할 때 우리는 대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휴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위험과 시련에서 벗

어나 숙고하며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보호와 사유의 장소가 된다.

일이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고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휴식을 필

요로 한다. 삶에서 일과 휴식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상상하는 흙

의 물질성과, 흙으로 만들어 빚어내는 손, 근육과 저항은 창조의 행복과 관련된

‘맞서는 대지’의 일이고, 작품을 보면서 그 안의 상상 공간에서 사유하고 충전하는

것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안으로’의 대지의 휴식이다. 작품의 제작과 감상에 있어

본인이 머릿속의 비실체적 이미지를 실체화시키는 행위는 시각을 포함하여 온 몸

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전적인 일도, 전적인 휴식도 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응시는 오감을 통하여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응시를 통하여 확장된 상

상공간은 물질성을 지니는 공간이다. 상상계로 가는 도구를 만들 때, 벽을 재현하

고 연장하여 우주선이 한 점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데, 이 때 사용한 물

질은 나무와 흙이었다. 입체 조형물을 만들 때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데, 착시효과

에서 착시에 빠져들게 되는 속도감을 나타내기 위해 직선이 사용되었던 것에 더

불어 나무는 가공될 때 직선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 그 위에 흙을 발라 벽의 연작

처럼 보이게 하는데 주로 흙을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촉각적 공간 표현에서는 흙

자체의 성질에 집중하였다. 흙의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가공하고 촉각적으로 느끼

는 일은 상상력이 흙으로 만들어 빚어내는 손에 빗대어진 것과 같이 다시금 물질

적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흙의 부드러운 촉감은 행복감을 가져다주고, 흙의 단단

함은 의지를 느끼게 해 준다. 앞선 작업들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힘과 초월적 의지

를 직선 또는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냈다면, 촉각적 공간 표현에서는 흙 자체의 물

36) 김윤재, 박치완, 위의 논문,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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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변화와 속도감을 포괄한다. 나는 작업과정을 통해 시간에 따라 물질이 변화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흙을 가공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

이 증발하고 갈라지고 다시 그 사이를 메꾸는 작업과정을 거치는데 흙의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표면이 변화한다. 흙에는 순간의

형태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을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 기하학적 형태의 재

현은 필요하지 않고 흙과 변화하는 상상 그 자체의 흐름을 그리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만질 수 있는 촉각적인 공간 표현은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적합

하며 이러한 상상은 실내 건축공간을 벗어나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실점으

로 향한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여행이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라면 자연에서의 소실점은 항상 그 너머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도판 4]와 같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 사이의 도로를 달릴 때 달리는 방향의 도로 끝 지점에서 소

실점을 찾아볼 수 있다. 소실점의 끝에서는 계속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이러한

소실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지평선, 즉 선이 아득히 보일 때 가능하다. 수평선을

바라보는 경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수평선을 보면서 늘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지만 수평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도 계속해서 다른 수평선

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자연에서의 점과 선은 건축 공간 안에서의 모서리와 달리

선을 포함하여 그 너머로의 상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선을 응시하며 상상하고

다시 그것을 흙의 물성을 통하여 재현하고, 완성된 작품은 다시 하나의 상상적 공

간이 되어 소실점, 선을 응시하게 한다.

[도판 4]

도로 위에서의 소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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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상적 공간으로 확장된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

겠다. 본인의 응시상태에서 소실점 너머의 이미지는 다시 부피와 질감을 가진 공

간처럼 확장된다. 상상력으로 확장된 그 공간은 심리적인 장소로, 그곳엔 여러 경

험들에 의한 기억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곳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조작할 수 있

는 정신적인 이미지의 세계이다. 또한 실재의 세계를 벗어난 다른 공간이다. 상상

계를 유람하는 것은 ‘미리 온전한 대나무의 형사를 마음속에 담고 그 형사를 초월

하여 그 신을 그려낼 수 있는 것(胸中成竹)’37)과 같이 상상의 공간에 어떠한 이미

지를 담는 것인데, 본인은 상상의 공간에 특정한 대상이 없는 물질성을 상상하였

다.

이러한 상상은 현재까지 세 개의 단계를 거쳐 왔다.

첫 번째는 상상 공간을 통하여 펼쳐지는 공간 그 자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착시

이다. 추상적 공간의 착시효과로 2차원과 3차원이 혼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혼동

을 바탕으로 공간의 소멸과 확장을 상상한다. 공간을 평면적인 선으로서의 2차원

으로 인식하여 표현하고, 3차원의 캔버스를 만들어 그것을 다시 응시하고 2차원으

로 인식해보는 식으로 혼동된 상상공간을 만든다. 응시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는

시각적 형상에 따라 상상 공간이 왜곡되고 함몰하고 다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모

습이 된다. 왜곡된 형태 안은 중첩되고 연속적인 선과 계단 등으로 채워지게 된

다.

두 번째는 상상 공간을 통하여 펼쳐지는 벽의 환상이다. 벽의 모서리 점의 응

시를 통하여 그 안으로 뻗어나가는 벽의 물성, 흙을 상상한다. 물성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 다시 소실점을 통하여 출현하고자 한다. 어떤 것은 탈출할 수

있는 매개물이 필요하고,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주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은 실제로 벽에서 막 튀어 나온듯한 입체조형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움

직이고 벽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의 상상이다. 하나로 모여진 소실점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입체 조형적 상상의 초점은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이는 역동성을

가진다.

세 번째는 상상 공간을 통하여 펼쳐지는 물, 불, 바람 등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일렁거리는 움직임의 환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

37) 倪瓚, 『倪瓚林先生詩集』, 권6「題畵竹」, 不筆能形蕭散趣, 要須胸次有篔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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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평선, 지평선과 같은 물질과 물질이 맞닿은

어떤 곳은 자연에서의 소실점이며, 이 소실점으로 향하는 시선 너머를 상상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상상은 본인의 작품재료와 기법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

가게 되는데, 이는 흙이라는 재료를 다루고 파내는 작업에의 집중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응시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상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작품과 재료

또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바뀌게 된다. 이 상상적 공간의 구체적 이미지는 4장

상상적 공간의 표현에서 본인의 작품과 연관하여 자세히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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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상적 공간의 표현

이 장에서는 응시 행위에 따른 상상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상으로 펼

쳐지고, 그것을 작품을 통해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해 작품과 함께 서술하겠다.

작품은 시기별로 3개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이는 응시 상태의 변화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응시의 단계에 따라 상상적 이미지가 달라지고, 이 환상들은 점차 구

체적으로 가시화하게 되었다. 첫 번째 시기는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로, 응시

의 초기 단계인 착시와 관련된다. 이 작품들은 응시를 통해 나타난 2·3차원의 상

상적 공간들이 뒤섞이고 혼동되는 모습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한 것들이다. 두 번째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응시를 통해 나타난 상상적 공간이 착시 효

과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물들이 상상적 공간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능동적 환상이다. 이 작품들은 입체로 상상적 공간의 3차원적인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로, 응시를 통해

서 펼쳐진 상상적 공간의 시간에 대한 이미지이다. 시간의 혼동에 변화하지 않는

것들과 찰나의 순간인 현재를 소재로 물질적 상상력을 직접 드러낸다. 이를 흙의

물성을 통해 촉각적으로 드러낸다. 본인은 화면 안의 공간에서 소실되는 공간인

수평선에 지향점을 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시기에 따라 표현기법과 재료

에 대하여 총괄하여 알아보겠다. 4장을 통해 2·3장 전반의 응시개념이 시기별로

상상의 방향성과 상상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재료기법을 어떻게 변화

하는지 직접적으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착시적 공간 표현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는 응시를 통한 착시적 공간에 관하여 작업한 시기이

다. 응시의 첫 단계로, 소실점을 바라보는 데 있어 내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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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도판 6] [도판 7]

[도판 5] 상상의 공간을 재현한 입체조형 화판, 60x90cm, 2007

[도판 6] 소실점 예시 사진 이미지, 2009

[도판 7] 착시적 공간 에스키스, 14.8x21cm, 2009

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상의 시작점이 되었다. [도판 5]는 2007년 제작

으로, 이러한 환상을 처음으로 재현해 본 것인데 이는 캔버스 내에서의 공간의 상

상이었다. 이러한 2·3차원적 공간의 혼동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작품에 영향을 주

어 왔다. [도판 6]와 같은 구도의 사진에서 소실점은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고 다시

끝없이 펼쳐지는 시작점이다.

이러한 공간을 실내 공간 모서리의 응시에서도 상상할 수 있다. 공간은 비어있

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내 공간은 우리를 빠짐없이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준다. 또한 우리는 공간의 성질에 따라 각각의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

다. 2장 2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순수 본질을 드러내는 추상적 공간들은 착시 효

과를 가져다준다. 하얗고 패턴이 드러나지 않은 기하학적인 건축 내 모서리는 비

현실적인 느낌을 주고, 이 비현실적인 느낌은 공간을 지우기도 한다. 이렇게 지워

진 공간에는 점과 선, 면만이 남는데 여기서 2차원적 환상이 시작되게 되었다. [도

판 7]의 에스키스는 이러한 혼동의 한 모습을 캔버스 위에 그려 본 것이다. 의식

과 무의식 사이에서 소실점 응시를 시작할 때, 의식은 자유롭게 몽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착시적 공간들은 2차원으로 환원되어 선으로 변해 중첩되고 함몰하

면서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상상적 공간에서 이 이미지를

다시 변형시키게 된다.

이러한 착시를 이용한 공간들은 【작품1】,【작품2】,【작품3】에서 평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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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현된다. 이 착시적 공간은 2차원 평면에서 다시 3차원적 환영을 느끼게 한

다. 또한 일정한 소재 없이 ‘벽’, ‘계단’, ‘천장 모서리’, ‘틈 사이 공간’등을 선과 면

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착시적 공간의 원형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다. 작품의 화면

안에는 공간이 한 점으로 모이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 지점이 상상공간이 펼쳐지

게 되는 시작 지점이 된다.

【작품4】,【작품5】는 상상공간의 중첩과 함몰, 돌출 속에서 새로운 소재가 등

장하는 것이다. 【작품4】에서는 물에서처럼 자유롭게 공간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출현하게 되었고, 【작품5】에서는 다른 공간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미

지를 표현하였다. 두 작품에서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동물과 사람이 등장하

는 것으로 착시적 공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존재들이 출현한 것이 된다.

【작품6】,【작품7】,【작품8】,【작품9】는 상상적 공간에 출현한 것들이 착시

적 공간을 깨고 현실의 도시공간으로 나아간 모습이다. 상상적 공간의 단서는 선

으로만 희미하게 남아있고, 공간의 깨어짐은 군데군데 강렬한 형광 색상을 사용하

여 표현하였다. 【작품6】은 도시에서의 도로표지를 이용하여 도시에서의 질서를

나타내었고, 【작품7】,【작품8】,【작품9】는 상상 동물과 공룡을 이용하여 현실

의 도시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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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 조형적 공간 표현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는 응시를 통한 입체 조형적 공간에 관하여 작업한

시기이다. 응시를 통해 상상적 공간이 나타나고 상상적 공간 안에서 어떠한 소재

들이 등장한 후 상상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상상계의 비현실성을 마주하는

것은 본인에게 현실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는 일이 된다. 입체 조형적 공간 표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로 채워진 이상적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계로 가는 수단, 도구로서의 입체조형이다.

2-1. 물질로 채워진 공간

이 작업들은 상상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심미적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재현한

다. 상상적 공간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나에게 실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것이고, 다시 그 이미지를 입체 조형물을 통해 재현하게 된다. 나는 상상 의식 속

에 포착된 비현실적인 것을 작품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 그림을 통해 관객 역시도

비현실적인 것을 마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작품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매개

인 아날로공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심미적 대상은 실재가 아니고 예술가 혹은 감

상자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비물질적인 이미지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은 상상의

이미지가 표현된 것이고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상상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이

상화된 상상적 공간은 물성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이 시기의 소재는 우주적 공간

과 모래, 수영장, 일렁이는 물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상적 공간을 나타내는데,

본인이 상상을 통해 가고자하는 이상향이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재현된 작품을 통해서도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초기

의 상상적 공간에서는 벽의 틈 사이로 보여 지는 이상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것을 재현하게 된다. 상상적 공간이 직접 3차원에서 튀어나오거나 함

몰하는 형태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소실점을 찾게 되는 장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품10】,【작품11】,【작품12】는 서울대 수원 캠퍼스에서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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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소에서의 상상이다. 본인의 소실점 찾기의 과정에서 응시하는 하얗고 깨끗한

천장의 세 모서리는 어느 현대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상의 바탕이 되는

하얀 도화지와 같다. 반면에 위 작품들의 상상의 대상이 된 낡고 버려진 장소에서

나에게 나타난 심리적 공간은 낡은 건물의 금이 간 벽 틈 사이로 직관적으로 돌

출되었다. 상상을 통해 틈새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쏟아지듯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을 드러냈다. 같이 전시를 준비하는 작가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심리적 공간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심리적

공간이 버려진 장소에 기존의 공간을 대체하거나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

【작품10】에서 벽은 흙과 콘크리트의 물질성을 드러내고, 그 물질성은 틈 사이로

비어있는 듯 하지만 비어있지 않은 우주의 공간을 토해냈다. 작품은 실제 벽에 틈

이 생긴 것처럼 조형물이 벽을 따라 연장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벽에서 펼쳐진

환상인 것처럼 이어지게 된다.【작품11】의 경우엔 빛이 있는 우주의 모습을 나

타낸 것이다. 【작품12】에서는 붉은 빛을 띄는 철근으로 세워진 건축구조물의 영

향을 받은 붉은 빛의 공간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특정 장소와 연관성

을 지닌다. 장소를 주제로 한 독립적인 장르 중에 대표적으로 산수화가 있다. 이

는 현대미술에서 새롭게 전환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장소는 공간이라는 일상생

활의 경험이 펼쳐지는 3차원은 장 안에 존재하며, 공간을 재현하거나 조정하는 데

절대적인 접근법은 없을 것이다. 2차원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포토리얼리즘과

같은 환영적 방식과 추상미술에서 그렇듯 납작하게 눌리거나 평평하게 내려앉도

록 공간을 처리하기도 한다.2) 본인에게 특정 장소에서의 풍경이란 어떠한 장소와

그 장소에서의 공간적 감상, 그 너머로 상상하게 되는 심리적 공간을 말한다.

【작품20】,【작품21】등은 학교 내 83동이라는 장소 내에서의 상상이다. 83동은

한 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옆을 지나는 긴 층계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구

조이다. 오전 시간에는 수업을 듣는 3층 대형 강의실 옆으로 강한 햇볕이 들고,

오후시간에는 1층부터 5층에 이어지는 창 전체로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데, 유리

구조물 사이로 철근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교차한다. 강의실 계단에서 소실점에 드

는 강한 햇빛을 보면서 그 주변에 아른거리는 어떠한 움직임을 통해 몇몇 캐릭터

1)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 옮김, 서울 : 두성북스 , 2011, p.228

2)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위의 책, 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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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이 캐릭터들은 본인은 ‘친구’라고 명명하고 상상 속에서 의미를 부여

하게 되었다. 이 생물들은【작품22】,【작품23】에서의 ‘샛병아리’와 ‘구름꽃’, ‘무

지개똥’의 크로키로 나타난다. 각각의 특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캐릭터를 완성하였

고,【작품22】는 각각의 캐릭터와 캐릭터가 나오게 된 풍경과 과정을 A4이면지에

간단하게 스케치하여 설치한 것이다. 【작품21】은 중요한 풍경의 요소가 된 햇빛

을 재현하기 위하여 거울로 삼각뿔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캐릭터를 오려붙이고

그린 후 다시 햇빛에 반사시킨 것이다.

【작품13】,【작품14】,【작품15】는 버려진 공간의 더는 물이 나오지 않는 수

도 파이프와 움푹 패인 벽을 보고 패인 공간 사이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상상을

가시화한 것으로, 본인이 평소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인 수영장에 대한 작

품이다. 수영장의 타일 조형이 상상공간 너머로 왜곡되고 일렁거리는 풍경이다.

물의 이미지는 잠수한 상태에서 위를 쳐다본 시점을 취하는데, 이는 함몰된 공간

안에서 깊이 잠수하여 물의 일렁거림에 둘러싸인 상태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작품을 통해 다시 의식을 물의 일렁거림 속에서 부유하게 하여 응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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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상계로 가는 도구

이 입체조형 작업들은 응시를 통해 상상계에 완전히 몰입된 나머지, 상상계로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소실점

너머의 지점을 상상하고, 그 상상적 공간에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잊고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서는 몰입의 수단이 되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구로서

본인은 ‘우주선’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우주선’의 형태는 벽과 소실점과 같이 기

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소실점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도구가 되는 작품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지가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능

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우주선들은 각자의 욕망

을 드러내는데 그 변화에 의해 작품의 형태, 지향점 등도 각각 달라진다.

【작품16】,【작품17】은 날카롭게 모서리를 향해 돌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군데로 향하는 선은 소실점을 향하는 속도감을 높여 상상세계로

의 초월을 꿈꾼다. 송곳이 아주 작은 단면을 이용하여 단숨에 뚫고 나가듯이, 입

체조형으로 만들어진 형태 또한 날카롭게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본인은 상상계

로 이동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우주선을 통한다고 상상할 수 있고, 그 도구를 형상

화하였다.

【작품18】,【작품19】는 이러한 도구가 소실점을 향하지 않고 불시착하여 알

수 없는 곳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다. 【작품16】,【작품17】과 같이 천장을 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 모서리에 안착하여 있고 모래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다.

이 작품들은 앞서 83동이라는 장소와 연결되는데, 1층에서 5층에 이어지는 수직으

로 나위어진 유리창 건축 구조에서의 상상적 공간이다. 이 창에는 오후에 옅은 햇

빛이 든다. 그 곳에 가로, 세로로 나뉜 철골 구조 위로 눈이 쌓인 것처럼 정체된

상상적 공간이 펼친다. 불시착한 우주선은 조용히 이 공간에 가라앉아 있게 된다.

이러한 입체 조형적 우주선들은 어느 장소에 어느 모서리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

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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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각적 공간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응시를 통해 촉각적 공간에 관하여 작업한 시기이다.

촉각적 공간은 응시를 통한 물질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상상계에 몰입되

어 소재들이 자유롭게 변화하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상상 공간으로의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난 후, 응시 상태는 비현실적인

것 뿐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장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전한다고 하였는데, 변한다는

사실만이 지속적인 것이다. 현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지금, 여기, 찰나적인 순간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결코 멈추지 않고 변화한다. 현실은 현재의 흘러

가는 시간을 지나고, 상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시간은 이어진다. 변화하는 현재

이 순간 확연히 존재하는 나의 의식은 찰나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상상 의식으

로는 시간의 전후를 응시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의 소재는 주로 파도이다. 파도는 항상 변화하는 물질성을 가지

고 있고 순간의 형태만을 인식할 수 있다. 흙은 양가적인 물질성을 지닌다고 바슐

라르는 주장한다. 파도는 물로 이루어졌지만 흙의 물질성에서 항상 변화하는 성질

은 부드러움과 대입되고, 순간의 형태만을 인식하는 것은 저항과 의지에 대입해

볼 수 있다. 본인은 이 시기 작품의 밑바탕을 만드는 데 흙을 반죽하여 화판 위에

바르는데, 이 행위 역시 흙의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느끼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사유의 순환을 통해 상상 공간은

흙의 물질성으로 채워지고 움직이게 된다.

【작품26】,【작품27】은 상상 공간에서의 흙의 물질성을 파도로 재현한 것이

다. 얇게 발린 흙 위에 날카로운 송곳 등으로 파내어서 파도의 흐름을 나타내었는

데, 이러한 기법이 변화 가운데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있어 유효하다고 생각하였

다. 또한 물질적 이미지를 촉각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상상적 공간을 만져질 수

있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작품26】은 인체의 뒷모습을 파도와 오버랩 시키고,

동물의 머리뼈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었다.【작품27】에서는 장자에서의 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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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로서의 나비를 등장시켜 현실과 비현실의 혼재를 암시한다.

【작품28】,【작품29】,【작품30】,【작품】에서는 불교적 소재를 차용하였다.

【작품28】에서 파도의 형태는 해탈을 의미하는 연꽃잎으로, 초월에의 바람으로

사용하였고, 파도의 움직임은 선으로 흐름을 따라갔다. 상상 공간에서의 의식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눈에 보이는 색 또한 실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상적 공간에서 바다와 빛에 따

라 반짝이는 물결은 모든 것이 색이 바란 무색을 띈다. 시각에 따라 보이기도 사

라지기도 하는 파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지닌다. 정확히 정의

할 수 없는 것들을 점차 제거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을 모호함을 표현하기 위해 파내어진 흙의 층차와 흰색, 펄

로만 간소화하여 나타내었다. 【작품29】,【작품30】,【작품31】에서 섬은 참수된

머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본인은 경주 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다수의 목이 잘려진

부처상을 본 적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의 것들로 추정된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목이 잘려 버려진 것들이었는데, 야외 전시장에서 목이

잘려 머리가 없는 그 부처상들은 얼굴을 내어주고도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에서,【작품28】는 없어진 부처의 머리가

평안한 얼굴로 파도 사이에 잠겨있는 이미지로 등장하였다.【작품29】,【작품30】,

【작품31】또한 부처의 머리가 몸과 분리된 채 섬이 되어 파도 속에 잠겨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목이 잘리고도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는 평화적 모티브는 크

로키 시리즈인 ‘beheaded’에서 섬의 모습이 확대된 형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참수

된 목의 모티브는 머리로 만들어진 섬 뿐 아니라 【작품24】,【작품25】에서는 남

녀 관계에서의 의식과 이성이 없는 모습으로 발전되고, 목이 잘린 것의 의미를 실

제 다양한 모습을 통해 탐구해보는 계기가 된다.

【작품32】,【작품33】,【작품34】,【작품35】는 빛의, 백색의 파도가 일렁이는

상상적 공간에서 펼쳐진 하나씩의 내러티브를 가진 작품들로 동양의 설화와 고전

등에서 비롯된 동물들이 등장하여 본인의 경험을 동물의 이야기에 비유한다.【작

품35】는 젖은 날개로 도약하는 나비를,【작품32】는 덮쳐오는 파도에서 달아나는

비익조를,【작품33】에서는 유혹에 빠져 간을 빼앗길 뻔한 토끼를,【작품34】에서

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현무의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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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기법과 제작과정

앞서 3장의 1절부터 3장까지 시기별로 응시 상태의 변화와 관련지어 작품을 살

펴보았다. 착시적 공간, 물질로 채워진 공간, 상상계로 가는 도구, 촉각적 공간까

지 상상적 공간의 환영 이미지가 달라지면서 재료 또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1

절 착시적 공간 시기는 주로 한지나 갱지를 바탕재료로 하고, 2절 입체조형적 공

간 시기에는 나무로 짠 입체 조형물을 바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3절 촉각적 공

간 시기는 화판 위에 흙과 마대를 바탕 재료로 쓰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1절 착시적 공간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 다시 3차원적 환영을

표현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풍경화의 원근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화

면의 소실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한 곳, 혹은 두 곳이 된다. 이 소실점은 화

면에서 시선이 모이는 곳이 되고, 본인은 이 점을 화면 안에서 공간의 ‘틈’으로 설

정하는데 이를 흑색의 선과 면으로 구획한다. [도판8], [도판9]의 백색의 한지를 사

용한 작품에서는 한 면이 깨끗한 하나의 벽면처럼 여백으로 남겨지고, [도판10],

[도판11]과 같이 갱지를 사용한 작품에서는 면으로 나누어지며 분열된다.

[도판8] [도판9]

<잠원한강지구>, 우민정, 29x21cm, 2010 【작품2】, <Cave in the spac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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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0] [도판11]

【작품4】 <Fish> detail 【작품1】 <Crack space> detail

채색재료는 동양화 물감과 글로시 미디움, 방해말 가루를 섞어 사용하였는데,

글로시 미디움과 방해말 가루는 한지에 코팅 효과를 입혀 시각에 따라 면이 다르

게 보이는 효과로 이용하였다. [도판12]는 글로시 미디움, [도판13]은 방해말의 표현

효과이다.

[도판12] [도판13]

【작품1】 <Crack space> detail 【작품3】 <Crack space> detail

2절 입체 조형적 공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로 채워진 이

상적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계로 가는 수단, 도구로서의 입체조형이다. 전자

는 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주는 입체조형으로 제작하였고 후자는 밖으로

튀어나온 다면체로 판을 제작하였는데, 나무로 입체조형 판넬을 만든 후 마대로

감싸고 그 위를 흙으로 편평하게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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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는 나무로 입체 형태를 만든 모습이고, [도판15]는 마대로 감싼 후 흙을

발라 마감한 모습이다.

[도판14] [도판15]

나무로 만든 입체 조형물 이미지 흙 마감 입체 조형물 이미지

흙으로 마감한 이후엔 위에 직접 색을 바르고 형태를 그리거나 날카로운 송곳

을 이용해 파내는 방법으로 선을 그린 후 색을 채운다. [도판16]은 송곳을 이용해

파낸 상태이고, [도판17]은 색을 채워 넣은 모습이다. 도판에서의 형태는 상상계로

가기 위한 도구, 우주선으로서의 입체조형이다.

[도판16] [도판17]

【작품18】부분, 송곳을 이용해 파낸 상태 이미지 /【작품19】부분, 색을 채워 넣은 상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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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내어진 부분에 색을 채워 넣고 마무리하기도 하고,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하

여 물, 수영장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따로 에폭시를 발라 완성하기도 한다. [도

판18], [도판19]는 수영장을 소재로 에폭시 마감한 모습이다.

[도판18] [도판19]

【작품13】 <Exit the water> detail 【작품15】 <WONDERPOOL> detail

3절 촉각적 공간 표현에서는 앞서 사용한 재료들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연구

하여 견고한 흙으로 된 화판을 만들고자 했다. 표현기법 면에 있어서도 재료와 맞

는 방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촉각적 공간이란 주

제는 사용하는 재료,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지각하는 3차원적 깊이

는 시각으로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흙의 질감을 ‘느끼다’라는 표현은

질감을 ‘보다’라는 표현과 다르다. 우리는 시지각만으로 깊이와 양감을 자각하지

않는다. 손가락만으로 물체를 만지거나 공간을 걷는 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미흡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시각만으로 얻는 정보는 일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

육 운동적 경험(kinesthetic)들은 눈이 판단하는 개념의 오류를 고칠 수 있고, 촉

각은 실제의 세계를 보다 가까이 가져다 줄 수 있다. 흙판을 바라볼 때, 눈과 흙

판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손으로는 흙을 만잘 수 있다.3) 흙을 재료로 사용할

때, 흙 자체의 표면 효과 뿐 아니라 표면을 파내었을 때 더욱 직접적으로 흙의 촉

각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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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0] [도판21]

화판에 마대를 고정시킨 이미지 / 흙의 높이에 따라 갈라지는 정도 실험 이미지

[도판20]은 가장 기본 단계로 화판 위에 본드로 마대를 고정시킨 모습이고, [도판

21]은 흙의 높이에 따라서 갈라지는 정도를 실험한 것이다. 흙판이 만들어지고 나

면 그 위에 먹과 붓을 이용해 스케치한다. [도판22]와 같이 붓의 강약이 스케치에

서 드러나고, [도판 2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선을 따라 파낸 후 [도판24],[도판

25]와 같이 색을 입히게 된다.

[도판20] [도판21]

붓으로 스케치한 모습 이미지 스케치 선을 파낸 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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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4] [도판25]

<Two tangerines>, 우민정, 29.7x21cm, 2016 / <獨也靑靑>, 우민정, 45.5x53cm, 2016

이상으로 재료기법과 제작과정을 살펴보았다. 2차원적 평면에서의 착시를 다룬

1절 착시적 공간 표현의 재료는 주로 2차원의 평면 안에서 다시 한 번 시각의 혼

동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상상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다룬 2절 입체

조형적 공간 표현의 재료는 나무 판으로 점, 모서리를 찌르는 형상의 입체조형물

을 만들었고,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위한 힘을 내포하는 듯한 송곳같은 역할을

해야 하므로 날카로운 직선 나무판으로 짜 맞추어진 기하학적인 형상이다. 나무

판넬 위에 마감 재료로 흙을 사용하여 벽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주기를 바랐다. 물

질의 변화가 상상의 주가 되는 3절 촉각적 공간 표현에서는 흙의 물성 자체에 집

중하여 흙이 불러일으키는 상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재료인 흙을 효과적

으로 다루어 견고히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로서 재료와 기법이 구체적

으로 상상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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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으로 본 논문은 작품의 동기이자 근간이 되는 응시에 대하여 그 현상과 지

향점을 알아보고 응시 상태와 개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발

전하였는지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작품연구에 선행하여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응

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상상의 방향성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응시의 상

태 변화와 방향성에 따라 작품과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나에게 일어난 현상을 하

나하나 분석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연결지점

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응시와 작품이 본인에게 어떻게 상호

작용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2장 응시와 상상을 통해 바슐라르가 말한 몽상과 비교하여 응시는

어떠한 상태인지 탐구, 정의하였고 장자가 말한 의식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응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재고하였다. 3장 상상적 공간으로의 확장에서는

응시를 통한 상상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왔는지 알아보고 4장 상상적 공

간의 표현과 연결지어 보았다. 소실점 응시는 착시 효과적 공간 표현과, 상상의

세계로의 확장은 입체 조형적 공간 표현과, 상상적 공간의 물질성은 촉각적 공간

표현과 각각 연관된다.

본인의 상상적 공간은 소실점, 구석진 천장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응시하는

시간동안 존재, 나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에서 일탈하여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었고,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상상의식을 통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바슐라

르는 몽상가들이 모퉁이에서, 구석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

며, 구석에서 벗어나보는 경험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한다고 서술한다. 그

리고 구석에서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비현실적인 상태에 놓여 몽상한다고 말한

다.1) 본인에게 있어서도 상상적 공간은 이러한 예술적 가치와 효용을 가지고 있

다. 곤이 붕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존재기반의 동요를 겪어내야 하는 것과 구석

을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바슐라르의

1)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서울:민음사, 1997,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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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의 상태는 일단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여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비현

실의 세계로 뛰어드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장자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않

고 곤과 붕을 구분하지 않는다. 곤이 원래 붕이었는지 붕이 원래 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곤은 내부에 이미 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단지 변화

하는 바람이 곤이 붕이 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인의 응시는 몽상과 같이 비현실적인 공간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향성과 외향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모퉁이, 모서리는 응시를 시작하는 중

요한 부분이 된다. 구석이나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응시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의도한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바슐라르에 동의한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말한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고 나와 타자는 연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응시를 시작하게 된 것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의 구분은 모

호하다. 몽상은 꿈을 꾸는 상태가 아니고 장자의 사유는 꿈에서의 나비가 나인지

꿈꾸는 자가 나인지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응시는 장자적 입장을

취한다. 또한 그 구분이 모호할 때, 본인은 초월적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작품을 제작할 때, 상상은 언어와 시각 뿐 아니라 촉각, 후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응시를

통한 상상에서 한 곳에 머무름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곳까지 달아나는 비현실

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빗대고 물성을 부여하고 변화시킨다. 이러한 응시를 통하여

확장된 상상공간은 물질적인 공간이다. 미술작품의 제작과 감상에 있어 머릿속의

비실체적 이미지를 실체화시키는 행위는 시각적인 것을 포함하여 온 몸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본인은 예술작품을 만들고 감상하는 데 있어 신체적인 것, 오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러한 생각은 물성을 이용한 상상적 공간을 만들고 유람

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 작품으로의 제작에 있어서도 물질성은 그 부

드러움으로 즐거움의 효용을 주고, 상상공간과 순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

다.

응시를 통한 환영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그 이미지를 재현

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상상 의식을 통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 수 있는 새로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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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이 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작업과 발상의 시작점, 주제, 표현방식과

기법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한 것들이 앞으로의

작품이 더욱 다양성을 가지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실상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과 현실의 작품의 간극을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시도해

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초월적인 사유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만큼이나 형이하학

적인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채워 넣어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백에 집중하여 초월적인 공간

으로의 의지를 나타내는 데 집중하여야겠다. 나아가 본인에게 있어서 응시가 일탈

과 휴식이 된 것처럼, 감상하는 데 있어 작품 자체가 타인에게도 하나의 상상적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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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작품1】Crack space, 초배지에 혼합재료, 116.8 × 91.0cm 2011



- 57 -

【작품2】 【작품3】

【작품2】Cave in the space, 장지에 혼합재료, 145.5 × 112.1cm, 2011

【작품2】Crack space, 장지에 혼합재료, 65.1 × 53.0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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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작품5】

【작품4】Fish, 초배지에 혼합재료, 116.8 × 91.0cm, 2012

【작품5】Escape, 초배지에 혼합재료, 65.1 × 53.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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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작품7】

【작품6】sign, 순지에 혼합재료, 91 × 45.5cm, 2012

【작품7】도시공간-틈, 순지에 채색, 97 × 13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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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물의도시-틈, 순지에 채색, 130 × 97cm, 2012

【작품9】붉은도시-틈, 순지에 채색, 97×13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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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Starwall, 나무 판넬 위에 혼합재료, 162×130×65 cm, 2013

【작품11】Starwall, 나무 판넬 위에 혼합재료, 162×130×57 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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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Starwall-Mars, 나무 판넬 위에 혼합재료, 30×60×52 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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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3】Exit the water, 흙 위에 혼합재료, 60x120x2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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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4】WONDERPOOL, 흙 위에 혼합재료, 60x45x20cm , 2014

【작품15】WONDERPOOL, 흙 위에 혼합재료, 60x120x25cm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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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6】Spaceship-pink struggle, 흙 위에 혼합재료, 61x160x20cm, 2014

【작품17】Spaceship, 흙 위에 혼합재료, 160x82x32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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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8】TETRAHEDRON SPACESHIP, 흙 위에 혼합재료, 80x120x70cm, 2014

【작품19】TETRAHEDRON SPACESHIP, 흙 위에 혼합재료, 80x120x7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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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0】빛이 말하는 것, 반사 아크릴판, 42x25x20cm, 2014

【작품21】빛이 말하는 것, 반사 아크릴판, 42x25x2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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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2】모서리의 생명, 이면지에 크로키, 29 x 267cm, 2014

【작품23】모서리의 생명, 장지에 채색, 각 29 x 97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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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4】beheaded, 목재 위에 채색, 36 x 24cm, 2015

【작품25】beheaded, 목재 위에 채색, 27 x 18cm, 2015



- 70 -

【작품26】back, 흙 위에 혼합재료, 130 x 162cm, 2015

【작품27】wave–escape, 흙 위에 혼합재료, 115 x 60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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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8】Nirvana-Wave, 흙 위에 혼합재료, 130 x 162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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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9】 【작품30】

【작품29】참수된 것들의 섬, 흙 위에 혼합재료, 54 x 42cm, 2016

【작품30】참수된 것들의 섬, 흙 위에 혼합재료, 54 x 42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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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1】참수된 것들의 섬, 흙 위에 혼합재료, 54 x 42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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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2】 【작품33】

【작품32】Eternal wave-pairbirds, 흙 위에 혼합재료, 115 x 60cm, 2016

【작품33】Eternal wave-rabbit, 흙 위에 혼합재료, 115 x 6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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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4】 【작품35】

【작품34】Eternal wave-turtles, 흙 위에 혼합재료, 115 x 60cm, 2016

【작품35】Eternal wave-birdfly, 흙 위에 혼합재료, 115 x 6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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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xpression of Imagined

Space through Gazing

-Based on My Works-

Woo, Min-J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 dong-H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key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s that lie behind the creative processes involved in the making

of my artworks, created between 2010 and 2016. In doing this, I will explore

three broad and interconnected themes. Firstly, I will research and analyze my

imagination, its relationship to the act of looking or ‘gazing’, and the expansion

and expression of an imagined space. Secondly, I will identify and analyze the

processes in which the imagined space gains materiality and is visually and

physically manifested within my artwork. Finally, I will also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of my practice.

In this thesis I wish to study and scrutinize my imagination, and the way

that it motivates my creativity, in order to articulate how this contemplative

space is realized and articulated within my artworks. This, I hope, will

determine in detail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ubconsciously performed

‘Gaze’ and the creative process, and help to view this relationship in a new

light. I also se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future direction of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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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hrough this analysis of my current creative process.

Through my work I produce visual manifestations of imagined and

contemplative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flow of consciousness within these creative processes, and to understand

how this flow develops and travels through imaginary space and into physical

space, and to explore how I might develop and intensify this process in the

future.

By utilizing written language in this thesis to explore the essentially visual

processes and presence of my artworks, I hope to lay the foundation for a

more objective analysis of my practice.

The structure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In Chapter I, I explore and describe the imagination in relation to

transcendence, the imagined space, and the imagination as a starting point for

the act of creating.

In Chapter II, The Stare and the Gaze, I will define what I consider to be

the precondition of the creative process - ‘the Gaze’ - and explain how the

image of the imagined space is realized through this concept. In the first part

of this chapter I will contemplate the phenomenal process of the Gaze, mainly

through the ‘Fantasy Theory’ of G. Bachelard. In the second part of this

chapter, I will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 Gaze’ in relation to Zhuangzi,

and in particular the potential for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during the

gazing state.

In Chapter III, The Expansion of the Imagined Space, I will discuss what

kind of imagined space is expanded, due to the changes made to the

imagination through the gaze. In the first part of this chapter, I will discuss

gazing at a vanishing point or distance, as well as gazing at a solid form. As



- 78 -

well as exploring different methods of gazing, I will also consider how visual

images emerge through this process. In the second part I will explain how

imagination-evoking artworks function as visual images, and what role the

imagined space plays in these.

In Chapter IV, Expression of the Imagined Space, I will explain how the

imagined space described in Chapter III ties into my practice, by

chronologically organizing my artworks and analyzing the following themes

within them: the space of optical illusion, the three dimensional space, and the

tactile space. Additionally in Chapter IV, I will discuss in detail my techniques

of expression and the materials utilized during each stage of the making of

my artworks.

Finally, in Chapter V, I will summarize the above and discuss the results

achieved through my research, its limitations, and the direction and potential

of my future art practice.

Key words : Gazing, Staring, Imagination, Imagined Space,

Tacti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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