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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리여행’, ‘풍류(風柳: 바람 버들)’,

‘강상풍월주인(江上風月主人)’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본인의 작업을 대상

으로 하며, 그 창작 동기와 목적, 작품의 기초가 된 이론, 작업의 조형적

인 특성과 표현 기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의 작업을 체계

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도시의 삶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었으나 정신적 포만감은 채워

주지 못하였고, 현대인은 이러한 간극에서 발발하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

를 껴안았다. 반면에 자연은 사람을 원시적이고 천진한 상태로 이끌어주

는 공간이자 쉼을 제공해주는 장소로 여겨졌고,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

인은 종종 자연으로 떠나 지친 마음을 달래며 휴식을 취했다.

사람이 자연 안에서 노니는 것을 풍류(風流)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자연 속 풍류를 마음껏 즐기기란 쉽지 않

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풍류의 공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자연은 예부터 풍류의 공간이었다. 풍류(風流)는 바람 ‘풍(風)’ 자와

흐를 ‘유(流)’ 자로 구성된 단어로, 본래 바람은 불고 물은 흐른다. 그러

므로 풍류는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노니는 것을 의미한다. 풍류의 정의는 다

양하게 해석되지만, 본인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 인생과 예술

의 합일’을 풍류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풍류의 공간

이 지녀야 할 조건으로 ‘독락’할 수 있는 한적함과 ‘자연 친화’적인 특성

을 내세웠다.

‘대리여행’은 풍류의 공간을 글로 묘사한 작업으로, 개인적인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였다. 본인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



- ii -

니며 기행문을 남겼다. 원고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요소

는 서정적 정서로, 글에 산재한 서정성은 유람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풍류의 공간을 시적 형상화한다.

회화 작업에서는 ‘풍류(風柳)’를 중심 소재로 다루었다. ‘풍류(風柳)’는

만들어낸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바람 버들’이라는 뜻이다. 화면에 나타

나는 공간은 바람(風)과 버들(柳), 그리고 물(水)이 존재하는 풍류의 장

(場)이다. 또 화면 안에 일상적인 사물과 인물의 행동을 더하여 풍류의

행태를 더욱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회화 작업은 비움으로 연출하였다.

종이테이프(마스킹테이프)를 버드나무 형상으로 붙였다 떼어내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고, 결과물은 주체인 바람 버들이 비워진 상태로 완성된다.

또한, 반복되는 작업의 행위는 무의식적인 손놀림으로 발현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이 비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

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닿게 된다.

본 논문은 크게 ‘머리말’, ‘풍류의 의의’, ‘글과 그림에 담은 풍류’, ‘풍

류의 공간 표현’,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대리여행’과 ‘풍류(風柳)’, ‘강상풍월주인’이 작품의 주제

가 된 동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간략하게 소개

한다.

제Ⅱ장에서는 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풍류 문화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다. 1절에서 자연과 인간, 예술과의 관계를 동양 철학인 노장사상으로 고

찰하며 학문적 기초를 확립한다. 이후 2절에서 풍류 개념의 시초부터 발

전, 변모의 과정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3절에서 풍류를 소재로

창작된 회화 작품을 나열하여 미술사 속 풍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Ⅲ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풍류의 공간을 글(詩)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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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 두 가지 매체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1절에서는 이상적 풍류를 모색

하며 떠난 여행을 언급하고, 여행지에서 쓴 원고를 토대로 간행된 본인

의 저서 『작가의 집으로』를 덧붙인다. 2절에서는 현대인에게 제공하고

자 하는 풍류의 공간을 회화 작품과 함께 설명한다. 작업 전반에 등장하

는 바람과 버들, 물의 특성을 알아보고, 뒤이어 현대인의 여가활동을 그

린 <강상풍월주인>에 대해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과 표현 방법을 살

펴본다. 1절에서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작업

단계를 정리하고, 2절에서는 작업에 활용되는 비유적인 소재를 해석한다.

3절에서는 작업의 큰 특징인 ‘비움’의 의의를 밝힌다.

제Ⅴ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

과와 나아갈 방향을 논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풍류(風柳)’로 표현한 풍류의 공간에 대한 이

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향후 지속할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풍류(風流), 풍류(風柳), 기행, 버드나무, 비움

학 번 : 2014-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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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거대한 대중 사회의 체제 속에 매몰시켰다. 사람들은

기계와 같은 삶에서 야기된 공허함과 걱정, 불안 등의 온갖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오늘날 ‘우울증’과 ‘자아 상실’ 같은 단어가 더는

낯설지 않다. 치유(Healing)를 외치는 구호가 유행처럼 번졌고,

자기계발을 돕는 책이 방대해졌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에서 자연

공간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자연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데,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은 종종 자연으로 들어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서적인 여유를 누린다.

사람이 자연을 찾아 그 안에서 노니는 것을 풍류(風流)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바쁜 현대 사회에서 풍류를 즐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적 제약이 있고, 계획된

경제생활 아래 여가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이

도시 안에서 가벼이 누릴 수 있는 풍류의 공간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자연은 예부터 풍류의 공간이었다. 풍류는 바람 ‘풍(風)’자와 흐를

‘유(流)’자로 구성된 단어다. 바람은 불고, 물은 흘러내린다. 즉, 풍류는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현재

자신이 사는 장소나 구속된 일을 떠나서 노는 것을 의미한다. 풍류의

기원을 고대국가의 농경 제천문화에서 찾는 의견이 있다. 당시 의례가

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의식을 구성하는 집단적 놀이가

원시 형태의 풍류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여러 시대를 거쳐 풍류는

신라의 화랑도로 전승되었고, 산수를 찾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하는

성격이 한층 강조되었다. 화랑도의 유오산수(遊娛山水) 수련법은 후대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으로 이어졌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귀족적

탐미로 변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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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노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놀이

문화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풍류는 정신적인 영역을 포함하며,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사대부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신을 직면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우주의

이치와 조화의 원리를 체득하고자 하였다. 한 선행 연구자는 ‘자연’과

‘나’를 합일시키는 근원적인 미적 체험을 선비가 지향한 풍류의 본질로

본다. 풍류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본인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 인생과 예술의 합일’을 핵심적인 정의로 삼았다.

또한, 풍류를 이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독락’해야 하고 공간이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풍류의 공간은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본인은 이를 ‘대리여행’으로 일컬었다.

신라 「풍류도」에 나오는 유오산수에서 ‘유’는 놀 ‘유(遊)’자로, 그

사전적 의미는 ‘놀다, 즐기다’ 뿐만 아니라 ‘떠돌다, 유람하다, 배우다’가

있다. 즉, ‘유’에는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며 공부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놀이 문화로 인식되는 유흥(遊興)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과거의 풍류는 현대의 여행 문화와 특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2012년부터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녔다. 목적지는 명사들의

문학관(또는 미술관)이 있는 지역이며, 떠나기 전에 주요 대상의 작품을

연구한다. 작가를 그리는 장소에 다다르면, 곳곳을 관찰하고 재해석하며

글을 쓴다. 때때로 여행의 단면적인 모습을 드로잉 하여 원고 사이에

추가한다. 본인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정적 정서다. 서정적인

감각은 기행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풍류의 공간을 시적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완성된 원고는 특정한 다수에게 읽히고, 독자들은 글을 통해

잠시나마 풍류의 공간으로 여행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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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인의 회화 작업은 주로 ‘풍류(風柳)’ 속 풍류의 공간을 창

작하는 것으로 행해졌다. ‘풍류(風柳)’는 만들어낸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바람 버들’이라는 뜻을 가졌다.

특정 공간을 지각하면서 사람마다 대상을 인지하는 기준이 다르고,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의 시·공간적 환경이나 정서적 상황 등 여러 요인

에 의해 주관화된다. 본인에게 풍류의 공간으로 느껴진 장소는 버드나무

흩날리는 수경이었다. 바람에 의해 매 순간 변화하는 공간은 이상적 장

소에 닿은 듯 착시를 일게 하며, 바람결 따라 마음을 움직이게 해 편안

함을 선사하였다. 이러한 사적 경험을 토대로, 타인 역시 급급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 아래에서 풍류 하길 바라며 ‘풍류

(風柳)’ 작업을 진행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풍류의 장을 표현하고자 비유

적 장치를 더해 화면을 구성하였고, 사람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다양하

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풍류의 행태를 여러 종류의 방식으로 시각화했다.

작업은 비움으로 연출하였다. 종이테이프(마스킹테이프)를 버드나무

형상으로 붙였다 떼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결과물은 주체인 바람

버들이 비워진 상태로 완성된다. 공간은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여 전체를

이룬다. 종이테이프를 얇게 잘라 가지를 만들고, 넓은 면적을 찢어

나뭇잎을 만든다. 이후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곳에 먹이나 봉채 등

전통재료를 활용하여 색을 올린다. 배경은 획(劃)이나 점(點)으로

채우는데, 사용할 색은 즉흥적으로 정한다. 작업할 당시의 마음 상태에

따라 재료를 자유롭게 운용함으로써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찰나의

이상적인 공간을 화면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테이프를 떼어낸다. 그렇게 하나의 이파리와 가는

줄기가 모여 한 줄의 풍성한 버들가지가 되고, 그 버들가지가 모여

온전한 형태의 버드나무를 만든다.

본인의 작업은 수없이 되풀이되는 노동을 거친다. 반복의 행위는

무의식적인 손놀림으로 발현되는데, 이 과정을 끊임없이 추진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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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의식이 비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닿게 된다. 또한, 반복적인 행위가 버드나무에 투영되기 때문에 작업을

보는 관람자도 간접적으로나마 무아를 체험할 수 있다.

‘풍류(風柳)’로 표현한 풍류(風流)의 공간을 논하고자 전체 구성을 ‘Ⅰ.

머리말’, ‘Ⅱ. 풍류의 의의’, ‘Ⅲ. 글과 그림에 담은 풍류’, ‘Ⅳ. 풍류의 공간

표현’, ‘Ⅴ. 맺음말’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Ⅰ장에서는 ‘대리여행’과 ‘풍류(風柳)’, 그리고 ‘강상풍월주인’을 주

내용으로 삼은 동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기초가 된 배경 지식과

작업 방법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제Ⅱ장에서는 풍류의 의의를 미학적으로 고찰한다. 1절에서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예술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중심으로 연구를 본격화한다.

2절에서는 풍류의 개념을 기술한 뒤, 풍류의 태동부터 발전, 변모의

과정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다. 3절에서 풍류를 소재로 창작된

여러 회화 작품을 나열하여 미술에 나타난 풍류의 유형을 시각적으로

분류한다.

제Ⅲ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풍류의 공간을 글(詩)과

그림(畵), 두 가지 매체로 나누어 분석한다. 1절에서는 글로 창작한

풍류의 공간을 논한다. 먼저 이상적인 풍류를 모색하며 떠난 여행의

가치를 언급하고, 여행지에서 쓴 원고를 기반으로 간행된 본인의 저서

『작가의 집으로』를 담는다. 단행본에는 간단한 드로잉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곽희(郭熙)와 소식(蘇軾)의 언사를 더한다. 2절에서는 회화 작업으로

표현한 풍류의 공간을 해설한다. 작업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바람과

버들, 물의 생물학적 성향과 비유적 특성을 여러 갈래로 알아보고, 특히

버드나무를 주된 물체로 선정한 이유를 옛 그림과 함께 밝힌다. 뒤이어

현대인에게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강상풍월주인’ 작업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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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에서는 작업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성과 표현 방법을

알아본다. 1절에서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밝히고, 작업 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2절에서 작업에 산재한

비유적인 장치를 분석하여 작업의 이해도를 한층 높인다. 3절에서는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움’의 의미를 여백과

관련지어 기술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통한 무아(無我)의 경험을

얘기한다.

제Ⅴ장에서는 본론에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공시한다. 이후 앞으로 지속할 작업의 방향을 논한다.

본 연구는 개인이 경험한 풍류의 공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

아니라, 작품을 매개체로 하여 관람자가 스스로 풍류를 즐기도록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인은 작품에 영향을 끼친 요소를 여러 관점으로 조명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인 작업의 사상적 배경이 된 풍류의 이론적

근거를 알아보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풍류의 공간을 매체별로

분석한다. 특히 글에서 두드러지는 서정적인 표현의 형성 배경과 회화

작업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또

‘풍류(風柳)’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인의 여가생활을 시각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한국인의 풍류에 유흥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조형요소와 표현기법을

열거하며 작업의 의도가 조형 이미지로 나타나는 단계를 정리한다. 이는

개인적으로 시작된 작업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작품

형상화의 과정을 타당하게 증명하고, 나아가 작업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할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본

논문이 그 이론적 토대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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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풍류의 의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늘 완벽한 것을 갈망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현대문명을 발달시켰고, 인간의 삶은 전보다 한층 편리해졌다.

그러나 정신적인 평안은 문명의 발달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문제점은 자연히 창작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사람들은 자연으로 시선을 돌렸다. 원시적인 자연 공간은 현대인을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이끌고, 마음의 휴식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자연을 매개로 일상에서 온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동양에서 ‘자연(自然)’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며 순환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저절로 되는 바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바가 있는 것을 자연이라 한다.”1)

이러한 단어의 풀이는 지리적 환경의 의의가 있는 서양의

자연(nature)관과 다르다. 이 장에서는 본인 작업의 밑바탕이 되는

자연을 분석하고, 사상적 배경이 된 풍류의 기초이론을 알아본다.

1절에서 노장사상에 드러나는 도와 자연의 의미를 정리하고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언급하여 논지를 확장한다. 2절에서는 풍류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를 논하고, 3절에서 풍류의 다양한 유형을 묘사한

회화 작품을 보며 미술사 흐름 속 풍류의 변화를 고찰한다.

1. 자연 속 소요(逍遙)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았을 때 노장사상은 풍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대 도래된 노장사상은 철학적

의미에서의 도가사상을 말하며, 이는 당시 정치적 혼란과 사회 질서의

1)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 199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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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 속에서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을 가져다주었다. 노장사상은

‘자연으로의 복귀’를 일종의 처세관으로 삼았고,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사령운(謝靈運) 역시 본성의 해방을 얻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자연으로 회귀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진(眞)’과 ‘미(美)’를

구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부패로부터 도피하여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자연 안에서 ‘선(善)’까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현실 사회의 이해득실을 잊을 수 있는 도원경(桃源境)을 발견하고자

했다. 즉, 이 시대의 자연은 사람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해방·발전시키는 이상적인 장소로, 개인 본연의 선(善)을 회복하고자

찾는 곳이었다. 이런 관념적인 자연의 모습은 향후 ‘은자의 풍류’라는

색채를 짙게 하였고, 인간의 개성미를 존중하는 풍류의 이념이 주로

자연의 미(美)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2)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나타난 도와 자연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제는 무위자연이다.

무위자연이란 사물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3)으로,

여기에서 ‘자연’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다. 『노자』 본문을 보면

무위자연의 의미를 더욱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무위자연의 의미는 『노자』 제25장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道는 자연을 본받는

것이다.”4)와 제37장 “도道는 늘 하는 일이 없지만 하지 못 하는 것도

없다.”5), 제51장 “도道의 높음과 덕德의 귀함은 대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항상 그렇게 된 것이다.”6)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2) 민주식, 「풍류(風流) 사상의 미학적 의의」, 美學·藝術學硏究, 한국미학예술학회,

2000, p.65 참조.

3) 이강수, 『도가 사상의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5, p.202 참조.

4) 노자, 『도덕경』, 제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박영규, 『도덕경 읽

는 즐거움』, 이가서, 2005, pp.246-248에서 재인용.)

5) 제37장. 道常無爲 而無不爲 (위의 책, pp.275-276에서 재인용.)

6) 제51장. 道之尊德之貴 夫莫之命 而常自然 (위의 책, pp.315-3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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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는 자연에 의거하여 도(道)를 말했다. 여기에서의 도는 원칙이나

대상, 실체가 아닌 원시적인 순수한 자연의 힘이다. 곧 자연은 도의

본성이므로 도와 자연은 그 자체로 같아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노자가

논한 자연은 문자 그대로의 ‘자연계’를 고지하는 것이 아닌 사물 본래의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데, 그 속에 천연(天然: 하늘이 그렇게 함),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 자연이연(自然而然: 스스로 그리하여

그리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노자의 도는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어 경계 없이 넘나드는 인식의 확장이며, 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상까지 갖게 하는 형식이다.7)

장자는 노자의 도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장자』에서 논하는 도는

단순히 자연의 질서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본체이자

원리이며 모든 변화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나아가 인간이

걸어가야 할 바의 길을 말한다.

장자는 사람 대부분이 물(物)에 의해 구속당하는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물에 속박당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도를 체득하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의 개념을 자연의 질서라는 뜻으로만 한정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자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이

무한한 것처럼 자연의 질서가 무한한데, 개인이나 인류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자는 물(物)의 단계를 초월하여 물물자(物物者)인

도를 체득하고 도의 본성인 자연에 따름으로써 도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8) 정리하면 장자의 자연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승으로 삼아야 할 인간 행위의 원칙이며,

7) 김지은·김개천,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에 의한 전통 누정(樓亭) 공간

연구」, 디자인학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10, p.326.

8) 왕부지, 「산목(山木)」, 『장자해(莊子解)』, p.166. (周將處夫材與不材之間 材與

不材之間 似之而非也 姑未免乎累 若夫乘道德而淨游 則不然 無譽無訾 一龍一蛇

與時俱化 而無肯專爲 一上一下 以和爲量 爭遊乎萬物 物物而不物于物 則胡可得而

累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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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목표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도를 체득하는 수양에

정진해 진인(眞人)·지인(至人)·천인(天人)이 되는 것이다.9)

도는 노자 사상의 핵심 용어이자 장자 사상의 주제이다. 노자가 도의

창조성을 근본으로 한 사변적인 이론 구성에 집중하였다면, 장자는 도의

체득과 이해에 중점을 둔 비교적 감성적인 색채의 철학을 논했다.

노자는 정신의 깊이와 엄숙함을 좇았지만, 장자는 정신의 자유와 해방에

더욱 열중하였다.10) 특히 장자는 소요유(逍遙遊)의 과정을 통해 도를

체득하고 깨달아 하늘과 한 무리(興天爲徒) 된다고 하였는데, 본인은

여기에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풍류와의 연관성을 찾았다.

소요유의 기본적인 뜻은 한가롭게 떠돌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자득하며,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걸리는 것도 없고 꺼림칙한 것도 없다는 뜻이다.11)

그러나 장자의 소요는 몸의 평안에 한정되지 않고 마음의 소요와

자기만족을 포함한다. 소요라는 단어는 『장자』에 36차례 쓰이고,

「소요유」에 직접 거론된다.

지금 당신(혜자)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도 쓸모가 없어 걱정하나요.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곳이나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들판에 심어

놓고서 그 부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 나무 아래에서 소요하게(편안하게) 누워서 낮잠이라도

자지요12)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소요란 별다른 목적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자유롭게 노니는 것을 말한다. 소요유에 대한

9) 이강수, 앞의 책, pp.151-153 참조.

10) 왕카이, 『장자의 미학, 소요유』, 신정근(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pp.90-91 참조.

11) 위의 책, p.67.

12) 장자, 「소요유」. 今子有大樹 患其无用 何不樹之於无何有之鄕 廣莫之野 彷徨乎

无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 (위의 책,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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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풀이가 있지만, 많은 장자 연구가들은 ‘무한한 자유’ 또는 ‘자유의

경지’로 서술하였다.13) 장자의 ‘소요유’ 혹은 ‘유’는 초월과 관조의

마음으로 여유롭게 ‘변화를 타는(乘物)’ 무위의 행위를 이미지화한

것이다.14)

「소요유」는 『장자』의 내편 7편 중 첫째 편으로, 여기에 책의

전반적인 맥락이 담겨있다. 「소요유」는 거대한 물고기 곤(鯤)과

거대한 새 붕(鵬)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스케일이 작은 것과 큰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는 세속의 가치를 좇는 사람들의 자잘한

눈으로는 거대한 세계를 지향하는 이들의 경지를 결코 가늠할 수 없고,

도리어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을 은유한 담론이다.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鵬)이라 한다.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 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大風)이 일 때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天池)를 말한다.15)

장자는 깊은 호수에 잠겨 살던 곤이 붕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야기로 「소요유」를 시작한다. 매미와 산까치, 참새는

소용없는 일이라며 비웃지만, 붕새는 높이 날아올라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의 허상을 확인하고 남쪽 바다 천지(天池)를 향해 날아간다.

13) 안동림은 ‘구속이 없는 절대의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니는 것’을 소요유라고 보았

고(장주, 『장자』, 안동림(역), 현암사, 1993, p.25), 오강남은 ‘자유롭게 노닐다’라

는 의미로 풀이하였다(장주, 『장자』, 오강남(역), 현암사, 1999, p.25).

14) 방진하·이성미,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오우크쇼트의 놀이(play) 개념 비교

연구」, 교육철학연구, 한국교육철학학회, 2015, pp.77-78.

15) 장자,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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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 안동림(역), 앞의 책, p.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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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북쪽 바다의 물고기가 커다란 붕새로 변하여 밝은 빛의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일대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현실의 모든 구속이나 속박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노니는 자유를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속의 편협한 지식으로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요하는 자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매미와

같은 미물이 붕새를 비웃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16) 더욱 확장하여

해석하면, 결국 붕이 천지에 다다르러 노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산과

강을 구경 다니는 유산완수(遊山玩水)가 아니라 천지와 산수 속에서

자연의 본성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감으로 충만한

소요유의 경계이다. 소요유의 경계에서 사람은 자유의 쾌감을 체험할 수

있고 정신은 스스로 위안할 수 있으며 영혼은 평온을 찾을 수 있다.17)

소요유는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여 활기차고 경지가 높은 것을

가리키며, 정신의 자유로운 노닐기를 말한다. 이는 도를 체득하고 깨달아

하늘과 한 무리 되는 여천위도(與天爲徒)의 과정을 거쳐 경험할 수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한 몸으로 융합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원활하게 소통하면

모두 자연에 따라 그렇게 될 뿐 어떠한 의지나 목적이 끼어드는 게

없는데, 이것이 바로 소요유라는 절대적 자유의 자연 경계이다.18)

본인은 장자의 철학을 발판삼아 한계나 제약 없이 무궁하게 노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곳이 정신을 기댈 편안한 자연의

모습으로 발현되도록 하였다.

16) 한흥섭, 『將子의 예술정신』, 서광사, 1999, p.182 참조.

17) 왕카이, 앞의 책, pp.215-217 참조.

18) 위의 책, pp.90-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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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류의 개념과 역사

우리네 삶을 멋스럽게 표현한 말로 ‘풍류(風流)’가 있다. 풍류는 바람

‘풍(風)’ 자와 흐를 ‘유(流)’ 자가 결합한 한자어로, 마치 바람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묘사한다.

풍류의 사전적 의미는 ‘바람이 정체되거나 막히지 않고 흐르는

것’으로 ‘자유’, ‘자연스러움’, ‘변화’, ‘움직임’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풍류의 정의는 다양하다. 우리 고유의 사상인 ‘부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속악(俗樂)과 구별되는 정악(正樂)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중풍류’와 ‘대풍류’처럼 음악과 관련하여 쓰이기도

한다.19) 그뿐만 아니라 풍류를 풍속의 흐름으로 풀이해 문화와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하고, 풍월(風月)처럼 자연 속에서 바람과 달을 벗 삼아

시나 노래를 짓고 즐겁게 노는 일로 간주하기도 한다. 풍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악했을 때에는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운치가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미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일종의

놀이문화이면서 예술문화의 원형으로 분석된다.20) 여러 의견을

종합·정리하면, 풍류란 자연과 인생, 예술이 혼연일체가 되는 미적

표현이다.

풍류라는 용어는 동아시아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념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풍류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중국으로, ‘자유분방함과 호방함’21)이란 의미로 두루

19)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영남

퇴계학연구원, 2014, pp.188-190 참조.

20)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23권,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1, pp.627-635 참조.

21) 중국에서 ‘풍류’(風流), 즉 ‘바람의 흐름’은 본래 퇴폐적인 풍속을 의미하였다. 그

러던 것이 풍속의 잔존이나 유풍을 의미하다가,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

혹은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것은 속인의 태도와 대립하는 ‘아’(雅)와

동의어이다. 때로는 관능적인 미 혹은 호색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후

일에는 탁월한 품격이나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자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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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였다. 일본은 풍류의 개념에 ‘외면적인 아름다움’22)을 한층 강조하여

구사하였고, 한국에서는 풍류에 종교성과 사상의 정신적 측면이 더해져

한층 승화된 의미로 통용되었다. 한국 풍류의 근원과 유래는 고대

제천의식에서 행해지는 놀이 문화와 신라 화랑도의 풍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풍류의 기원은 고대 국중대회(國中大會)로 소원(溯源)한다.

국중대회는 나라 안의 큰 모임을 뜻하는데, 이것이 원시 종교 의식인

제천의식(祭天儀式)과 연결되면서 풍류의 특성이 나타났다. 부여와

고구려, 삼한 등의 부족국가에는 산악신앙과 신선 사상에 바탕을 둔

주술적인 제천의식이 있었다. 나라마다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붙었고,

영고·동맹·무천 등으로 불렸다. 제천의식에서 풍류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제의의 내용으로, 첫째로 ‘음주·가무’를 수반하고, 둘째로 ‘남녀가

모여 논다(群聚相戱)’는 것이다. 의례의 주목적은 공동체의 유대를

돈독하게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일상의 굴레나 규범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다. 한 선행 연구자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 제천의식을 ‘원시 풍류’라 주장한다.23)

한국에서 풍류 사상이 정착된 것은 삼국시대였다. 이 시기는

외래문화인 한문과 불교를 수용함과 동시에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던 때였다.

풍류 사상은 신라가 정치적·교육적 목적으로 만든 수련단체인

화랑도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풍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등장한다. 화랑정신을 기술하는

다. 나아가 초속적인 고매한 정신적 경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정병훈, 「포스트

모더니즘과 한국의 풍류」, 민족미학, 민족미학회, 2011, p.149.)

22) ‘풍류’는 일본어로는 ‘후우류우’(ふうりゅう)라고 발음하고, 풍치 있고 우아한 모

양’(みやびやか)을 뜻한다. 따라서 풍류는 본래 ‘의장(意匠)을 가해 만든 물건’을

의미한다. 마츠리에 등장하는 마차나 가마 등이 그러한 물건을 싣는 경우, 이를

풍류라고 하고, 그러한 물건을 몸에 걸치고 행하는 춤 등의 동작도 역시 풍류라

고 부른다. (위의 논문, p.149.)

23) 민주식, 앞의 논문, p.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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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풍류’란 용어가 나타나는데, 최치원 글의 전문은 전해지지

않고 『삼국사기(三國史記)』 「진흥왕(眞興王)」조(條)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다.24)

우리나라에 현묘(玄妙)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거니와, 실로 이는

유불선 삼교(三敎)를 포괄하여 뭇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사구(司寇, 공자)의 가르침이고, 억지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함은 주나라 주사(柱史, 노자)의

뜻이며,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하라 함은

축건태자(竺乾太子, 석가모니)의 교화이다.25)

풍류의 성격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로 갈수록 조금씩 변모하였다.

고려 시대의 풍류는 팔관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팔관회는

다른 어떠한 국가의례보다도 성대하고 엄격하게 거행된 국가제전이다.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팔관회는 고려의 건국 이후 거의 매년 개경과

서경에서 거행되었다. 신라 시대에는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제적 성격의 의식이었으나, 고려 시대에는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 등에 제사하고 복을 비는 토속의례의 성격이

강해졌다. 팔관회에는 군신 간의 엄격한 위계에 따른 법식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개방된 백희가무(百戲歌舞)가 있었다. 여기에 왕의

사찰방문과 환궁에 따른 화려한 행렬이 이어지면서 축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26)

24) 이난수, 「근대적 시선으로 본 풍류객의 미적 형상」, 陽明學, 한국양명학회,

2016, p.450 참조.

25) 김부식, 『三國史記』. 國有 玄妙之道 曰 風流 說敎之源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旦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魯司冠之旨也  虛無爲之事 行不信之敎 周

枉之宗也 諸惡莫作 衆善 奉行 竺乾太之化也.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사기Ⅰ. 신

라본기』, 박장렬 외 5인(역),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2, pp.153-154에서 재인용.)

26) 한흥섭, 「백희가무를 통해 본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상-팔관회는 불교의례인

가?-」,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pp.347-348 참조.



- 15 -

조선 왕조는 유교 사상을 수용하면서 엄격한 신분적 질서를

확립하였고, 예악(禮樂) 사상과 우문(右文) 사상을 문화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 시대의 풍류는 양반 사대부 계층의 문화이자 유희로,

시·서·화·기·금과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풍류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통합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유생들의

교양과 취미 활동이었다. 그들은 예술을 통해 심성을 다스리고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 다다르자 풍류의 주체와 공간에 변화가 생겼다. 풍류가

양반 및 사대부들이 전유하는 문화가 아닌 중인 계층을 비롯한 여러

집단으로 퍼진 것이다. 또한, 악·가·무를 담당했던 기녀와 일부 중인이

상업적 연행 공간으로서 기방(妓房)을 열어 새로운 풍류 문화를

선도하였다. 조선 후기는 풍류 속에 잠재한 관능적 향락이 실제로

드러난 시기로, 풍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했다.27)

신라 시대에 정착한 풍류 사상은 시간이 흐르며 계승·발전되어

한국인의 미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래 풍류는 자연의 경물을

완상하고 예술을 즐김으로써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초탈한 우아(優雅)를

추구하는 가치였다.28)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음주·가무를 즐기는 쾌락적인

풍류가 발현되었고, 집단으로 향유하는 유흥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풍류를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 이래

예술의 영역에 등장하며 작품으로 묘사되기 시작하였다.

27) 정병훈, 앞의 논문, pp.150-156 참조.

28) 민주식, 앞의 논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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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화에 나타난 풍류의 유형

예술과 풍류를 아우른 흔적은 고려 시대 이인로의 「파한집」

상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문인화가 김군수가 그린 병풍에 이인로가

발문(跋文)을 지었는데, 내용은 “설당거사 이시명 묵희 풍류역사생

(雪堂居士 以詩鳴 墨戱 風流亦寫生)”이었다. 이는 ‘서화(書畫)가 뛰어난

화사(畫師)’를 풍류의 의미에 포함하는 말로, 전보다 그 개념을 확장해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즐기는 행위를

풍류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러 자연과

예술을 연관 짓는 풍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29)

조선의 사대부는 자연을 벗 삼는 인생이나 산수로의 유람 등을

회화로 묘사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그림 양식으로 사인풍속화가 있다.

사인풍속화는 주로 전원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인물을

형상화한 그림으로, 양반의 여가를 깊은 학문과 수양에서 비롯된 아취의

세계로 표현하였다. 양반은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자신과 대면하고,

자연 속에 흐르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화의 내용과 표현이 사실적으로 변하였고, 그림은 사대부의 사치와

놀이문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향락적인 풍류

행태가 고스란히 후대로 전해졌는데, 당시의 여가문화가 오늘날의

유흥문화로 이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풍류는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으로 그려진 풍류는 크게

관념적인 풍류와 현실적인 풍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탈속을

나타내는 은일적인 풍류와 독서·다연회·시연회 등의 여가문화를 그린

그림이고, 후자는 기생을 동반한 연회·탄금과 가무·뱃놀이·답청 놀이

등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이다.

29) 황효순, 「그림 속에 나타난 17·18세기 風流像」, 교육연구, 韓南大學校 敎育硏

究所, 2004, pp.8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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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 정선, <차만리의 별장을 찾아가다>, 크기·재료(未

知), 개인 소장

관념적인 풍류

조선 초기 선비들은 계곡이나 강을 거닐며 상념에 젖었고, 때로는

홀로 독서를 하거나 시를 지었다. 탈속의 풍류를 그린 작품은 주로 자연

속에 머무는 선비의 모습을 묘사했다.

겸재 정선(鄭敾, 1676~1759)이 그린 <차만리의 별장을 찾아가다>

([도판1])는 차운락의 고사에 홍복상의 시를 곁들인 작품이다.

“…대나무 울타리 옆의 국화향기 무르익고 창 앞을 흐르는 물소리

잔잔하다. 아름다운 계절 9월을 맞아 오신 손님은 돌아갈 줄

모른다.”라는 제시(題詩)의 내용을 보면 깊은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유하는

사람을 그린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인은 가을에 맞춰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차를 내고, 그와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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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 정선, <독서여가>,

24.1x17cm, 견본담채,

간송미술관

겸재의 <독서여가>([도판2])는 더운

여름날 부채를 든 선비가 툇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고급스러운 도자기 화분에

핀 난초와 작약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30) 조선에서 유래하던 화훼와

조경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당시 풍류를 그린 그림에는 주로 선비가

자연 속에서 시를 짓고 심성을 수련하는

모습이 표상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작품 <독서여가>는 개인의 한가로운

일상의 여유를 담은 상당히 이례적인

작품이다. 취미가 구체적으로 그려진

점으로 인해 그림 속 선비의 모습이 겸재의

초상이라 전해지기도 한다.

조선 후기 윤두서(尹斗緖, 1668~1715)의 <송하관폭도>([도판3])에는

깊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선비는

빼어난 산수를 배경으로 소나무를 그늘 삼아, 무릎 위에 거문고를

내려놓고 자연을 관망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그림으로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고사관수도>([도판4])가 있다. 이는 은일적 풍류를

중시한 도가 사상을 화폭에 담은 대표적인 풍속화다. <고사관수도>는

대자연 속에서 사색에 잠긴 고사(高士)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속 선비는 턱을 괴고 물을 바라보며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선비의 마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30) 이태호,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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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 강희안,

<고사관수도>, 23.4x15.7cm,

지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도판3] 윤두서 <송하관폭도>,

19x18.5cm, 견본수묵, 윤영선 소장

선비 홀로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여러 회화작품에

나타난다. 이는 사대부들이 정치 생활에서 사사로운 욕망이 싹트거나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때마다 자연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자연 속에 흐르는 우주의 이치와

조화의 원리를 체득하고자 하였다.31) 이렇듯 자연 속에서 ‘자연’과 ‘나’를

합치시키는 근원적인 미적 체험이 사대부들이 지향한 풍류의

본질이었다.32)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자연을 찾는

것은 예부터 이어지는 자연의 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31) “후한(後漢)이래 가혹한 정치적 박해로부터 벗어나고자 은둔(隱遁)이 시작되었

고, 남조(南朝)의 많은 지식인들은 시대의 혼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자연으로

은둔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산수를

암울한 정서를 마음껏 풀어버리고,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장소로 삼기 시작하였

다.” (박낙규·이창환, 「자연과 예술-동서양 예술철학의 비교를 위한 시도」, 인

간과 자연, 철학과 현실사, 1998, p.257.)

32) 권윤희, 「선비풍류(風流)가 빚어낸 문인화의 이상향(理想鄕)」, 동양예술, 한국

동양예술학회, 2016,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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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 전 심정주, <누상위기도>,

26.4x30.6cm, 견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안식처로 자연 공간을 찾고, 그 안에서 풍류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풍류는 집단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주로 산수 속에서 다섯 명

이상의 선비들이 모여 시회를 즐기는 모습이 많은데, 선비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기록한 계회도(契會圖)에서 단체 풍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회도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조선의 문인화가 심정주(沈廷胄,

1678~1750)의 그림이라 전하는

<누상위기도>([도판5])가 있다.

화면 중앙에서 바둑을 두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총 8명의

선비가 글을 읽거나 시를 쓰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부채를 부치고 있다. 이는 당시

선비들의 여유로운 여가 문화를

보여주는 사인풍속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럿의 풍류를 그린 그림으로 강희안의 <사인삼경>([도판6])이

있다. 삼경이란 휘호, 시음, 사예를 뜻하는 것으로, <사인삼경>은

사대부들의 시회(詩會)를 묘사한 작품이다. 그림에는 엎드려 턱을 괴고,

수염을 만지며 시상을 가다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선비의 행위가

자유롭게 드러나 있는데, 야외에서 친한 벗과 어울리며 권위를 탈피한

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김홍도(金弘道, 1745~1806?)는

<단원도>([도판7])를 통해 단체 풍류의 장을 기록하였다. 김홍도는

1718년 청명일에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진솔회(眞率會)라는

아회(雅會)를 회상하며 작품을 그렸고, 1784년 섣달에 완성했다.33)

그림에 보이는 조용하고 담백한 풍류가 조선 초기 선비들의 이상적인

모임이었다.

33)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2002, p.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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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6] 강희안, <사인삼경>, 26x21cm,

지본담채, 개인 소장

[도판7] 김홍도, <단원도>,

135x78.5cm, 지본담채, 개인

소장

현실적인 풍류

18세기 조선은 도시의 상업화로 인해 유흥문화가 발달한 때였다.

당시 풍류의 행태는 예술 애호가들이 사적인 장소에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시와 그림을 감상하며, 예술가를 후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풍류의 유형이 기존의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34) 자연히 풍류를 소재로 하는 회화

작품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다. 먼저 탄금·가무의 풍류 유형이 그림에

등장하였다. 악기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모임에는 흔히 예기(藝妓)가

동반되는데, 이때 기녀가 직접 춤을 추는 경우와 장악원에 소속된

34) 정혜윤, 「신윤복 풍속화에 내재된 풍류적 여가문화의 특징 연구:『혜원전신

첩』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2014, p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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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신윤복, <청금상련>,

28.2x35.3cm, 지본담채, 간송미술관

[도판9] 김홍도, <포의풍류>,

27.9x37cm, 지본담채, 개인 소장

악사·무희가 함께 흥을 돋우는

경우가 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윤복(申潤福,

1758~?)의 《혜원전신첩》 중

<쌍검대무>와 <청금상련>,

<상춘야홍>, <납양만홍> 등은

양반들의 사연회(詞筵會)로 볼

수 있는 탄금과 가무를 묘사한

대표적인 풍류화다.

<청금상련> ( [ 도판 8 ] )은

연꽃이 피어 있는 후원에서

갖는 모임으로, 정원의 규모로

보아 당대 세력 있는 관리의 저택으로 보인다. 가야금의 선율 속에

노니는 세 명의 기녀와 양반 셋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각자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개성적으로 표현되었다.

김홍도는 <포의풍류>([도판9])

에서 ‘흙벽에 아름다운 창을 내고

여생을 야인으로 묻혀 시가나

읊조리며 살리라’는 화제와 함께

당비파, 생황, 검, 조롱박 등의

지물을 지닌 선인을 묘사하였다.

맨발을 드러낸 점이 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로운 감성을

전해준다. 기록에 의하면 김홍도는

외모가 빼어났을 뿐 아니라35)

스스로 풍류를 좋아하여 음악과

35) 이용휴, 『혜환잡저』 권7, 「對右菴記」. 우암은 김홍도 거처의 편액을 말한다.

이용휴가 김홍도를 본 후 ‘…옥 같은 모습 난초 같은 향기가 들은 바 보다 훨씬

낫구나. 이는 한 온화한 군자의 모습이다…’라고 적고 있다. (황효순, 앞의 논문,

p.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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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0] 김희겸, <전일상영정 및

한유도>, 119.5x82.5cm(한유도),

견본채색, 전용국 소장

국화차, 국화주를 즐겼다. 특히 연풍현감 시절에는 풍류를 일삼고 정사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았을 만큼 평생 풍류를 갈망했던 화가이기도

했다.36)

사대부의 여가생활이 향락적 성격으로 변질되었던 1740년대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김희겸(金喜謙, 생몰년 미상)의

<전일상영정 및 한유도>([도판10])를 들 수 있다. <석천한유도>라

전하기도 하는 비단 위의 그림은

전라우수사·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지낸 전일상(田日祥, 1700~1753)이

누각 위에 올라 기생들과 함께

오후를 보내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37) 화폭에는 가야금과

피리를 연주하고 술을 나르는

기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석천한유도>가

행락도(行樂圖)38)적인 성격을 띤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양반

계층의 행락 장면이 본격적으로

회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성행하던 유흥·향락적인 문화가

일반적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선유 장면, 화류놀이 장면, 그리고 오락으로 즐기던 풍류가

화폭에 담겼다.

36) 위의 논문, p.92 참조.

37)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1998, pp.270-271 참조.

38) 행락도(行樂圖): 그림의 일종. 원래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은 초상화

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들과 어울려 나들이를 나가 즐기는 모

습을 그린 것도 '행락도'라고 부른다. (출처: 인명,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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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1] 신윤복, <주유청강>,

28.2x35.6cm, 지본채색,

간송미술관

[도판12] 신윤복, <연소답청>,

28.2x35.6cm, 지본채색,

간송미술관

강 위에서 시가를 읊조리며 음악을 감상하는 뱃놀이는 상당한 부를

가진 계층의 풍류 문화였다. 특히나

도회지를 가로지르는 한강 덕분에

양반들은 언제든 뱃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신윤복의 <주유청강>([도판11])

을 포함한 여러 선상 연회 그림에는

선비와 기생, 악사, 하인 등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이처럼 선상 유람 문화는

규모의 크기를 떠나서 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이 누리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39)

화류에 대한 문헌적인 자료는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인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에서 살필

수 있다. 번역된 본문을 보면 “서울

풍속에 산언덕이나 물굽이를 찾아 놀러

다니는 것을 화류(花柳)놀이라고 한다.

삼짇날 처음 돋은 풀을 밟는 풍속인

답청(踏靑)에서 유래한 놀이다. 필운대

(弼雲臺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바위 유적)의 살구꽃, 북둔(北屯: 지금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의 복사꽃, 흥인문

밖의 버들 등이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화류 놀이꾼들이 주로 여기에 모인다.”40)고 쓰여 있다. 사람이

화류를 구경하는 모습은 신윤복의 <연소답청>([도판12])에 드러난다.

작품은 진달래꽃 피는 봄철에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 답청을 계획하고,

기생과 함께 화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밖에도 양반들이

오락으로 즐기던 투호와 쌍륙이 회화 작품으로 전해진다.41)

39) 정혜윤, 앞의 논문, pp.20-24 참조.

40) 홍석모, 『동국세시기』, 정승모(역), 풀빛, 2009,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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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에 나타난 장면이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때, 조선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풍류의 방법이 존재·발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던 선비의 모습이 주가 되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오락적 유흥이 여가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회화의 표현에서도 나타났다. 화가들은 자연을 중심으로

구성하던 화면을 사람 중심으로 옮기고, 자연은 그저 인간행동의

배경으로써 활용하였다. 당연한 여파로 그림 안에 등장하는 양반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탈속적인 선비의 모습부터 오락의 성격을 띤 놀이 문화까지, 그림

속에 나타난 풍류상은 시대의 변환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나 모두

개인의 유희를 위해 행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41) 황효순, 앞의 논문, p.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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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과 그림에 담은 풍류

풍류는 한(恨)과 더불어 한국 문화의 전통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미학적 실체이며,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의미를

지녔다. 풍류는 ‘바람의 흐름’이라는 문자 의미처럼 ‘자유로운 정신과

탈속의 경지를 추구함’을 내포하기도 하고, 유학자의 시·서·화를 위한

문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또 음주·가무의 향유 속에서

쾌락의 발현을 지칭하는 기호로 자리할 때도 있었다.

과거에는 풍류를 즐기는 사람을 ‘풍류가’ 혹은 ‘풍류인’이라 불렀다.

이는 바른 성품과 학문적 교양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시가와 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조선 시대 선비들이 꿈꾸었던

현세의 이상적 인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통용되는 ‘풍류’라는 용어는

과거의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이고 외형적인 면만을 부각해 ‘마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현재의 풍류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과거의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풍류에 대한 수많은 해석

중 ‘자연과 인생과 예술의 합일’을 풍류 개념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이에 한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장에서는 본인이 표현한 풍류의 공간을 글(詩)과 그림(畵), 두

가지 매체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1절에서 이상적 풍류의 조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여행지에서 쓴 원고를 바탕으로

간행된 본인의 저서 『작가의 집으로』를 논한다. 2절에서는 작업

<풍류(風柳)>를 중심으로 하여, 회화로 그린 풍류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작업에 등장하는 바람과 버들, 물의 생물학적 성향과 비유적

특성을 알아보고, 중국과 한국의 옛 그림을 근거로 예부터 버드나무가

풍류의 상징으로 쓰였던 경향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이 즐기는

여가활동을 표현한 작업 <강상풍월주인>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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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류를 찾아 떠난 여행

여행(旅行)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며, 보편적으로 풀이되는 정의는 ‘집을 떠나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여행의 구체적인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 역시 개개인의 의식으로 구별된다. 이처럼

여행의 욕구나 동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으나,

여행은 다양한 욕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삶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자아를 찾는다. 더욱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은 신선한 자극이 되어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된다.

여행은 신라 시대 「풍류도」의 유오산수(遊娛山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유오산수란 풍류의 3대 실천지표 중 하나다.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을 단련한다’는 내용으로,

화랑이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수련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즉, 유오산수에서의 ‘유’는 놀 ‘유(遊)’자지만, 오늘날 풍류로

인식되는 ‘감각적 즐거움을 동반하는 유희’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42)

한자 ‘유(遊)’는 ‘논다’는 뜻 이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고, 특히 배움과

연관되는 활동을 언급할 때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유학(遊學)’이라 하며, 중(僧)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수행하는 것을 ‘유방(遊方)’이라 한다. 또 ‘유오(遊娛)’하는

것은 단순한 놀이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구경하며 다니는 것을 말한다.43) 이러한 점을 빌어 본인은 「풍류도」의

유오산수와 현대의 여행 문화가 유사점을 지녔다고 보았다.

42) 신은경,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1999, pp.42-43 참조.

43) 김정오, 「鄕歌에 表出된 花郞道의 思惟世界」,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

문, 2004,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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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적 풍류의 모색

본인이 내세운 이상적인 풍류의 조건은 ‘독락(獨樂)’할 수 있는

한적함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다. 독락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서

즐김’이며, ‘자연 친화’는 말 그대로 ‘자연과 어울림’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에 입각한 선비들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자연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44) 그들은 자연 안에서 풍류를 즐겼는데,

그 방식은 혼자 즐기는 행태와 함께 즐기는 양상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풍류는 흔히 독락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독락를 누리는 풍류인들은

자연 속에서 제 마음대로 노니며 소요했고, 그 안에서 하늘의 이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선비들은 독락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문학작품에

담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황의 제자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독락팔곡」이 있다.

태평성대에 시골에 은거하는 선비가 / 구름 덮인 산기슭에 밭 갈고,

내 낀 강가에서 낚시하니, 이밖에는 일이 없도다 / 곤궁과 영달이

하늘에 달렸으니, 가난함과 천함을 걱정하리오 / 옥당(玉堂)·

금마(金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로다 / 자연이 수명이 긴 경계요,

초가집이 봄 전망 좋은 춘대로다 / 어사와, 어사와, 우주를 굽어보고

쳐다보고, 눈을 돌려 삼라만상을 보며, / 편안하고 한가한 가운데

옷섶을 열어 제치고 홀로 술을 마시느니, / 두건을 벗은 채 길게

휘파람 부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제1곡>45)

권호문은 「독락팔곡」에서 태평하고 성스러운 시대에 한 선비가

구름 낀 산록에서 밭을 갈고 안개가 자욱한 강에서 낚시를 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유하는 모습을 노래했다. 선비는 자연과 동화된 생활을

44) 정우락, 앞의 논문, pp.211 참조.

45) 권호문, 『송암집』, 「독락곡」 제1곡. 太平聖代 田野逸民(再唱) / 耕雲麓 釣烟

江이 이밧긔 일이 업다 / 窮通이 在天니 貧賤을 시름랴 / 玉堂金馬내의願

이 아니로다 / 泉石이 壽域이오 草屋이 春臺라 / 於斯臥 於斯眠 俯仰宇宙 觀品物

야 / 居居然 浩浩然, 開襟獨酌 / 岸幘長嘯景 긔엇다 니잇고 (위의 논문, p.18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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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사물의 이치를 살피고, 혼자 술을 마시며 독락한다.

독락의 또 다른 방법으로 홀로 그림을 그리거나 회화를 감상하는

행위가 있다. 선비가 여기(餘技)로 그린 그림을 소위 문인화라 하는데,

조선 시대의 강희안을 비롯하여 이우, 강세황, 이인상, 심사정, 김정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혼자서 가락을 연주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풍류가 있다. 음악은 선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육예(六藝) 가운데 하나로, 이로 인해 선비들은 자연스레 음악으로

독락할 수 있었다.46) 여럿이 즐기는 풍류가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것에 반해 홀로 즐기는 풍류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단체가 어우러진 풍류는 여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혼자만의 풍류는

관념적인 세계의 추구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락의 풍류는 고려 초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

「생각나는 대로(適意)」를 읽으며 살필 수 있다.

홀로 앉아 스스로 거문고 타고 / 혼자 마시면서 자주 술잔 드나니 /

이미 내 귀를 저버리지 않았고 / 또 내 입도 저버리지 않았노라. /

무엇하러 구태여 지음(知音)을 바랄건가 / 함께 마실 술 벗 없어도

좋다네. / 뜻에 맞으면 곧 즐겁다 하니 / 이 말을 내 반드시

취하리라.47)

혼자 즐기는 풍류란 절제와 내면세계로의 몰입, 그리고 자연과의

교류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음악과 술 등이 매개체로 등장한다.48) 즉, 독락의

풍류가 일반적인 풍류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46) 위의 논문, pp.190-191 참조.

47) 이규보, 「適意」. 獨坐自彈琴 獨飮頻擧酒 旣不負吾耳 又不負吾口 何須待知音 亦

莫須飮友 適意則爲歡 此言五必取 (이규보, 『백운거사 이규보 시집』, 김진영·차

충환(역), 민속원, 1997, p.44에서 재인용.)

48) 김경철, 「고전적인 견해로 본 서양의 여가와 한국의 풍류」, 용인대학교 논문

집, 용인대학교, 1995, pp.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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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가활동 동반자_1순위 (단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기타

2014 56.8 32.1 8.3 1.1 1.6 0.1

2016 59.8 29.7 8.8 0.8 1.0 0.0

변화 ▲ 3.0 ▼ 2.4 ▲ 0.5 ▼ 0.3 ▼ 0.6 ▼ 0.1

「2016 국민여가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로, 약 두 달 동안 전국 만15세 이상 인구

10,602명을 가구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 자료이다. 여기에 선호하는

<여가활동 동반자>를 조사한 항목이 있다. 결과를 보면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로써

현대까지 이어오는 독락의 풍류 세계가 자기에게로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혼자만의 시간’임을 표상하는 것으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본인이 이상적인 풍류를 즐기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삼은 것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자연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자연의 질서 속에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 생명체다. 또한, 자연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정신적인 안정을 줄

만큼 풍부하기에 이상적인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여겼다. 풍류의 개념에 내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자연 친화인

동시에 자연과의 교감이며, 나아가 자연과 합일, 자연에의 회귀를

의미한다.49) 동양에서 자연을 의미하는 말로 ‘산수(山水)’가 있다. 송대

곽희(郭熙, 1020년 추정~1090년 추정)의 『임천고치(林泉高致)』 중

「산수훈(山水訓)」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49) 신은경, 앞의 책, pp.6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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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산림과 정원에 거

처하면서 자신의 천품을 수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게 거

처하고자 하는 바이고, 샘물과 바위에서 노래하며 자유로이 거니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처럼 즐기고 싶은 바일 것이다. 세상을 피

해 물고기 잡고 땔나무 하며 한가하게 사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취미에 맞는 바이고, 원숭이 울고 두루미 나는 광경은 누구든지 언

제나 친하고 싶어 하는 바이다. 속세의 풍진사에 구속받는 것은 인

정상 누구든지 언제나 싫어하는 바이고, 안개 피어오르고 구름 감도

는 절경 속에서의 신선이나 성인, 이것은 인정상 누구든지 언제나

동경하는 바이나 그들을 만나볼 수는 없는 형편이다.50)

이는 산수가 미적 관조의 대상임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 안에서 여유를 즐기며 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산수 즉 자연은 예부터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고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낭만적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음악과 순

수한 대상이 존재하는 놀이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상적 공간인

자연을 찾아 떠나는 유람은 옛사람들이 흔히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

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의 문인들은 산수 유람을 떠나 기

행문과 그림을 남기며 조선 문화에 하나의 풍조를 만들었다. 조선 후기

산수유람 문화를 이끈 이로 안동 김씨 가문의 김창협(1651-1798), 김창

흡(1653-1722) 형제가 꼽힌다. 산수유람 문화는 진경산수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창협·김창흡 형제가 성행시킨 산수유람 풍조와

기행문학 창작 문화에 동참한 결과로,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렸다는 것

이다.51)

50) 곽희, 「산수훈」. 君子之所以愛夫山水者 其旨安在 丘園養素 所常處也 泉石嘯傲

所常樂也 漁樵隱逸 所常適也 猿鶴飛鳴 所常親也 塵囂韁鎖 此人情所常厭也 烟霞

仙聖 此人情所常愿而不得見也 (장언원 외 지음, 『중국화론선집』, 김기주(역), 미

술문화, 2002, p.126에서 재인용.)

51) 최완수, 「겸재진경산수화고」, 『간송문화』 29, pp.35-60. (조규희, 「정선의 금

강산 그림과 그림 같은 시-진경산수화 의미 재고-」, 韓國漢文學硏究,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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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3] 정선, <백천교>, 36x37.4cm,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는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은 13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백천교>([도판13])에는 시냇물 주변의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는 한 무리의 사대부가 그려져 있다.

1711년, 겸재는 김창흡의

여섯 번째 금강산

유람에 동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백천교>를

완성했다. 겸재는 인물의

얼굴이나 표정을 세세히

묘사하기보다는 계곡과

언덕, 바위, 나무 등으로

화면을 채웠다. 이는

금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중심으로 회화를 구성해,

자연의 정경을 강조하려

했던 작가의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산수화는 자연경관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전경 안에 존재하는

자연 경물을 통해 작가의 사상이나 정신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회화

양식이다. 산수화를 보는 것이 곧 “정신을 펼쳐내는 것”이라는 종병의

말로 알 수 있듯이,52) 산수화는 정신적인 공간을 구성할 것을 지향한다.

본인은 겸재가 실경과 주관이 결합된 자연의 미를 탐색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회화로 표현함으로써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풍류 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p.215에서 재인용.)

52) 국립중앙박물관, 「산수화의 이상향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14,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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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많이 이용한/이용을 희망하는 여가 공간

(복수응답 / 단위: 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이용한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 (1순위/1+2+3순위)

식당
아파트내

(집주변)공터
생활권 공원 커피숍 대형마트

9.4 33.2 8.7 21.6 6.8 20.2 6.1 19.1 4.5 18.5

영화관 산 헬스클럽 목욕탕 기타 실내공간

4.4 12.9 4.1 11.5 3.8 6.2 3.3 12.8 3.1 6.3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공간(개별) 상위 10개 (1순위/1+2+3순위)

산 생활권 공원 식당 공연장 영화관

5.8 16.7 5.2 14.3 5.0 17.6 4.0 8.0 3.7 10.6

헬스클럽 삼림욕장 쇼핑몰 캠핑장 테마파크

3.3 8.1 3.2 11.9 3.1 9.0 3.0 9.1 2.9 11.7

「2016 국민여가활동」 조사 항목 중 <많이 이용한 여가 공간/이용을

희망하는 여가 공간>을 보면,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갈망을 느낄 수

있다. 검은색으로 명시한 숫자는 여러 항목 중 한 가지를 택했을 때의

선호도 비율이고, 파란색 숫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총 세 가지

공간을 골랐을 때의 정도다. 본고에서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1순위만

택했을 때의 상황을 언급한다. 현대인이 휴식 시간에 빈번하게 애용하는

공간은 ‘식당’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이용을

희망하는 풍류의 공간은 ‘산’과 ‘생활권 공원’ 등 자연과 관련된 장소로,

자연 친화적인 여가를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인이

가장 추구하는 이상적 풍류의 공간은 자연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떠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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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떠나는 자연으로의 여행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풍류다.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자연은 생명이 생동하는 곳으로 인간과 감응하는

자연이며, 이는 독락할 때 더욱 풍성하게 다가온다. 본인은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자연을 서정적인 글로 기록·묘사하며 ‘대리여행’ 작업을

이어갔다.

2) 『작가의 집으로』

회화와 문장으로 여행을 묘사하는 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 활동

이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예술가가 작품 창작을 위해 여행길을 나선다.

낯선 장소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예술가에게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욕

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주변 모든 것을 감상하고 체득하며 여행지에

서의 감흥을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문자화·시각화한다.

여행의 경험이 글과 만났을 때 그것은 ‘기행(紀行)’이 된다. 기행 문학

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와 가야 사람들

은 성지 순례와 유학 등으로 국제적인 여행을 다녔다. 특히 신앙의 순례

가 여행 문화를 세계적인 넓이로 발전시켜 주었는데, 이는 혜초(慧超,

704~787)의 『왕오천축국전』으로 알 수 있다. 신라 시대의 승려 혜초는

719년 중국 광주(廣州)로 떠났고, 723년경 인도의 오천축국(五天竺國)을

여행하며 글을 썼다. 그의 기행문은 산문에 시를 섞어 쓴 것으로, 예술적

특징을 한껏 살리고 있다.53) 또한, 삼국시대에는 신라 말의 최치원처럼

유람의 경험을 기행 시로 남긴 이들이 많았고, 이 전통은 고려에까지 이

어졌다. 조선 후기 여성 작가 김금원54)의 『호동서락기』55)는 일생의 여

53) 김태준, 『한국의 여행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8.

54) 김금원(金錦園, 1817~1850년 이후): 조선 시대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된 여행을 단

행하여 남장을 하고 제천 의림지, 금강산, 관동팔경, 설악산, 서울을 유람하였으며

여행기록서 『호동서락기』를 남겼다. 최초의 여류시간 ‘삼호정시사’를 결성한 조

선 시대의 여류 시인이다. (출처: 두산백과)

55)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여류시인인 저자가 호중(湖中) 4군과 관동지방의

금강산 및 관동팔역, 관서지방에서 특히 의주, 그리고 한양 일대를 두루 유람하면

서 쓴 시를 모은 시집이다. 발문 ‘호동서락기’가 시집명칭이 되었다. 1851년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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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

『작가의 집으로』 표지

행을 한데 모은 글이다. 일반적 기행문의 일기 형식보다 회고적 성격이

강한 이 글은 평생 여행한 내력을 자전적으로 묶어냈기에 당시까지 전해

져 온 기행문과 다른 성격을 보인다.

본인은 삼성그룹에서 주관하는 대외활동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

로 여행을 다녔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직업의 포로가 되었다고 느낀

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 ‘시간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일간의 틈만 있어도

‘시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한다.56) 그러나 집단의 일이 있는 상태에

서 도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대부분 직장인은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만다. 반면에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던 본인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

었다. 이런 삶의 여건을 바탕으로 현대인을 대신하여 여행을 다니고 한

편의 원고로 정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약 4년간 이어진

기행을 ‘대리여행 프로젝트’라 칭했고, 풍류의 공간을 문장으로 묘사하는

작업으로 삼았다.

대리여행의 목적지는 명사들의 문학관(또

는 미술관)이 있는 지역이며, 떠나기 전에 그

들의 작품을 연구한다. 작가의 오래된 기억을

품은 공간에는 한 인물의 일대기와 장소의 맥

락을 품은 수많은 레이어가 쌓여 있는데, 이

것들을 관찰하고 재해석하며 글을 구상한다.

때때로 여행의 단면적인 모습을 드로잉 하여

원고 곳곳에 추가한다. 완성된 원고는 특정

직장인에게 읽히고, 독자는 글을 통해 잠시나

마 풍류의 공간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여행 작가’라는 호칭을 얻었고, 마흔 편이 넘

는 기행문 중 몇 편을 모아 2016년 여름,

『작가의 집으로』([도판14])를 출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6)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꿈·신비』, 강응섭(역), 숲, 2006, pp.3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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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흔세 곳을 유람했고, 마흔세

편의 글을 썼다. 그중 일부를 추려 『작가의 집으로』를 엮었다. 이

책에는 동시대를 공유하는 여덟 명의 시인과 여섯 명의 소설가,

그리고 네 명의 해외 작가의 이야기가 있다. …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미대생의 문장에서 어설픈 문향을 느끼고, 카메라 셔터음의

단면을 보며 간접적으로 동행하기를 바란다.57)

산문 중 ‘기록(記)’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사실성과 객관성을 특징으로

삼는다. 그러나 본인이 원고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주관적 정서의 표현이었다. 본인은 서정적인 감정이 창작의 기본

도구이며 산수와 조화되고 자연과 물아일체 되는 중요한 감각이라

여겼다.

여행지는 주체에 의해 지각되고 체험된 공간이다. 모든 장소에

객관성이 존재하지만, 그 객관성은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자연히 개인의 관점에 의해 조경이 수식되고, 이는 본래의

자연이 지닌 보편성을 상쇄할 만큼 구체적이다. 본인 역시 자연 풍경을

시적 사유의 출발점이자 글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원고 작업을 하였다. 단순히 만물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 정서를 자연에 투영시킴으로써 독자 개개인이 지향할

만한 풍류의 공간이 자연스레 상기되게 하였다.

본격적인 글 창작에 앞서 본인은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산문을 즐겨 읽었다. 다산은 여러 지역을 유람하며 기행문을 남겼고,

특히 자연을 묘사한 글에 서정적 표현을 풍성하게 활용하였다. 정서가

가득한 문장은 한 편의 시처럼 승화되어 나타나고, 유람 및 기행의

즐거움을 한층 극대화한다. 다산이 여행을 다니며 묘사한 자연이 어떻게

시적 형상화 되었는지 아래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57) 이진이, 『작가의 집으로』, 홍시, 201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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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우리는 다시 배에 올라 달을 맞으니, 오로지 만 길이나 되는

황금빛 줄기가 수면에 내려 쐬더니, 잠깐 돌아보는 동안에도

千態百狀(천태백상)으로 순간순간 광경이 바뀌었다. 수면이 움직일

때는 부서지는 모습이 구슬이 땅을 흩어지듯 하고, 조용할 때는

平滑(평활)하기가 유리가 빛을 내는 것과 같았다. 달을 잡고

물놀이를 하는 등 서로 돌아보며 매우 즐거워했다.58)

위의 글은 『여유당전서』 문집에 수록된 「월파정야우기」로,

1787년 다산이 강정(江亭)에서 이기경(李基慶)과 병려문(騈儷文) 공부를

하다가 권영석(權永錫), 정필동(鄭弼東)과 함께 월파정(月波亭)에서 노닌

기록이다. 그들은 용산에서 물결을 거슬러 동작 나루와 파릉 입구를

완상하고 월파정에 도착하여 화주(火酒)를 마시며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 배를 타고 달을 맞이한다.59) 다산은 수면(水面)에 비치는 달의

빛깔과 파동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비유의 수사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자연을 의인화하는 활유법을 사용해 글의 흥미를

더했다. 비유나 활유는 대체로 표현의 생동성을 높이거나 서정적인

정서를 드높이는 효과를 위해 사용된다. 덕분에 다산과 그의 동료가

마주한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다산이 수많은 한시를 남길 수 있게 한 배경은 유람 및 기행에 대한

기록과 서정적인 정서를 그때마다 시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60) 그는 1차 경험으로 유람을 하고, 이후 2차 경험인 집필을

하면서 다시금 한가로운 여행지에 닿은 듯 풍류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독자 역시 간행된 기행문을 읽으며 다산의 풍류를 간접경험

했기에, 그가 타인에게 풍류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58) 정약용, 『與猶堂全書』3, 「月波亭夜游記」,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p.82.

遂復登舟以候之 但見萬丈金標 條射水面 轉眄之頃 千態百狀 盪漾流灕 其動者破碎

如珠璣之迸地 其靜者 平滑如玻瓈之布光 捉月戲水 相顧樂甚

59) 김종구, 「다산 정약용의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와 그 의미」, 韓民族語文

學, 한민족어문학회, 2017, pp.315-317 참조.

60) 위의 논문,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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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5] 전라남도 강진의 가로수길

신록의 계절이다. 득달같이 달려드는 여름은 이내 봄을 집어삼킬 것

같다. 여행지는 서울에서 약 380킬로미터 떨어진 곳, 전라남도

강진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너른 들판 위 생경한 모습에 눈길이

쏠렸다. 적당한 간격을 사이에 두고 조성된 촘촘한 가로수길이었다.

나무 사이에 틈이 있어 다행이었다. 모든 면면에 나무가 가득했다면,

답답함에 숨통이 조여왔을 것이다. 날숨을 틈 안에 남겨두고 새로이

호흡했다. 우연히 만난 가로수길은 시와 닮았다. 시는 여백에 의미를

남겨두며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61)

2015년 5월, 전라남도

강진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영랑 김윤식 시인의

고향으로, 강진군청 뒷산

초입에 영랑 생가가 있다.

위의 글은 강진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가로수길

([도판15])에 대한 묘사다.

본인은 날씨와 지역에 대한

객관적 기록과 함께 감흥을

불러일으킨 정경을 비유적으로 서술했다. 이는 풍경의 흥취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로수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여백과 호흡을 글로

수식함으로써 여유로움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시와

시인’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서정적 정서를 은연중에 상기하고자 한

의도였다.

한창이어서인지 낮의 메밀꽃도 소금을 뿌린 듯 새하얗다. 앙증맞은

벤치들과 조형물은 광활한 흰 물결 사이에서 제 몸을 내밀며 재미를

더한다. 메밀은 오영지영물이라 하여 신령스러운 식물로 불린다. 꽃,

61) 졸저,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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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 <아껴둔 여행_이효석문학관_20140918>, 드로잉

줄기, 열매, 잎, 뿌리의 색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꽃은 하얗고,

열매와 줄기는 빨갛지만 다 익은 열매는 검게 변한다. 이파리는

초록이고, 뿌리는 노랗다. 멀리서 보면 하얀색 밭이지만 가까이 보면

많은 색이 숨어있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너른 밭 사잇길에 찍힌 사람들의 발자국은 낭만을 한층 더하고, 몰래

메밀꽃 하나 입에 무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어린 소녀처럼 순수하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흰 물결이 일렁인다. 지휘자의 손짓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하모니다. <이효석.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62)

위의 글은 2014년 9월, 강원도 봉평으로 떠난 기행문 중 일부다. 봉평

은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의 고향으로, 소설가를 기리는 문

학관과 복원된 생가가 조성되어 있다. 본인은 메밀꽃의 개화 시기에 맞

춰 여행을 떠났고, 정보전달 위주의 사실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수

사법을 이용하여 메밀꽃밭을 묘사하였다. 더불어 원고에 시와 회화가 공

존하도록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원고에 여행지에서 그린 드로잉([도판

16])을 첨가하였고, 이면에는 문장에 화의(畫意)를 더욱 강조하였다.

62) 졸저,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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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중국의 고대 예술가들은 시(詩)와 화(畵)는 서로 통하며 그 길

이 둘이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시와 회화의 표현 기법이나 전달

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정신의 작용과 원칙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다. 시와 회화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곽희였다. 곽희는 『임

천고치』에서 “시는 형태가 없는 그림(無刑畵)이요, 그림은 형태가 있는

시(有刑詩)이다. 앞 시대 아주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

을 했으며 이것은 내가 스승 삼는 바이다”63)라 하였다. 또한, 소식은

『동파제발(東坡題跋)』의 「서마힐남전연우도(書摩詰藍田烟雨圖)」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왕유의 시를 음미해보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왕유의 그림을

보노라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시는 다음과 같다. : “남계 계곡에

시냇물 줄어들어 바닥 흰 돌 드러나고, 옥천에는 붉은 단풍잎이

드물다. 한적한 산길에는 원래 비 내리지 않았건만, 하늘의 푸르름이

사람의 옷을 적시는구나.”64)

왕유는 산수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자신의 의경을 나타냈을 뿐 시와

회화의 결합을 의식하지는 못하였다. 소식이 왕유의 시가 경치에 감정을

의탁하고 왕유의 그림이 경치를 빌어 감정을 묘사한다는 것을 부각하여

품평한 이래로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詩)’는 시 예술과 회

화 예술에서 추구하는 창작목표이자 비평의 기준이 되었다.65)

‘시중유화, 화중유시’로 정리한 시와 회화의 관계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시와 회화의 관계는 한 수의 시를 읊을 때 회화적 이미지

가 떠오를 수 있고, 한 폭의 그림을 마주할 때 시의를 떠올릴 수 있는

관계이다. 둘째, 시와 회화는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시중유화’

63) 곽희, 『임천고치』. 詩是無形畵 畵是有形詩 哲人多談此言 吾人所師

64) 소식, 『동파제발』. 味摩詰之詩 詩中有畵 觀摩詰之畵 畵中有詩 詩曰 : 藍溪白石

出 玉川紅葉稀 山路元無雨 空翠濕人衣

65) 김연주, 「“시중유화(詩中有畵), 화중유시(畵中有詩)”: 시와 회화의 관계를 중심

으로」, 美學·藝術學硏究, 한국미학예술학회, 2001, pp.316-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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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를 주체로 회화의 요소를 받아들여 시 예술이 드러내기 어려운 미

적인 표현을 구현해 낼 수 있고, ‘화중유시’는 회화를 주체로 삼지만 이

에 시의를 더해 더욱 풍부한 화면을 창작할 수 있다. 셋째, 시와 예술은

상호보완을 넘어 융합될 수 있다. 이는 곧 두 가지 예술이 하나로 스며

들고, 서로 전이되고 전화되면서 더욱 풍부한 경계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66)

본인은 현재 글과 그림을 따로 분리하여 풍류의 공간을 표현하였지

만, 시와 회화의 외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의경을 창출해내는 것을

향후 작업의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단순히 ‘예술 작품으로 묘사한 풍류

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

다. 즉, 주관적으로 선택한 대상을 하나의 이상화된 장소로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개인의 언어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풍류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작업의 최종 목표로 한다.

66) 위의 논문, pp.338-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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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류(風柳)’ 속 풍류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공간의 한 장면에서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67)

이러한 체험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혹

은 아무런 개연성 없이 홀연히 생기기도 한다. 본인은 흩날리는 버드나

무 밑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을 했다. 우아한 곡선의 춤사위는 한 폭

의 추상화를 연상시켜 감흥을 일게 했고, 자유분방하고 멋스러운 모습은

본인에게 위로를 건넸다. 본인은 버들 아래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그 속

에서 한없이 머물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렇게 2013년부터 바람 버들

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본인은 현재 ‘풍류(風柳)’를 소재로 작업한다. ‘풍류(風柳)’는 만들어낸

합성어로 ‘바람 버들’이라는 뜻이다.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

에 ㈎ 풍류(風流)와 ㈏ ‘풍류(風柳)’의 개념 차이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 풍류(風流)의 의미는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이다. 자연은 예부터 풍류의 장소였다. 바람이 불고(風) 물이 흐르는

(流) 것처럼 풍류는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노니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거대한 대중 사회의 체제 속에 매몰시켰다. 현

대인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야기된 각종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향유할 수 있는 풍류의 공간이다.

㈏ ‘풍류(風柳)’는 만들어낸 합성어로 ‘바람 버들’이라는 뜻이다. 사람

마다 장소를 인지하는 기준이 다르다. 같은 경치라도 개인의 시·공간적

환경이나 정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주관화되기 때문이다. 본인

에게 풍류의 공간으로 다가온 장소는 흩날리는 버드나무 아래였다. 바람

67) 헨리 밀러(Henry Miller)는 이런 경험에 대해 기술한바 있다. “내 눈은 갑자기

숨을 멈추게 할 듯한 광경에 사로잡혔다. 비밀 감옥에 서서, 나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 가운데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부

드러우면서도 도취적이어서 눈물이 나왔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

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논형, 200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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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하는 버들 공간을 만들면서 본인의 정신은 이상적

장소에 닿는다. 그렇게 재현된 ‘풍류(風柳)’의 공간을 선보이며 관람객에

게 풍류를 권한다.

이 절에서는 ‘풍류(風柳)’ 작업에 드러난 조형요소를 분석하고, 현대인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이상적 풍류의 공간을 작품과 함께 해설한다. 나

아가 현대인에게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여가활동을 풍류라는 관점에서 조

망해보고자 한다.

1) 바람(風), 버들(柳), 물(水)

‘풍류(風柳)’에서 바람(風)은 자연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풍류를

존재하게 하는 형이상학적인 요인이다. 바람의 본질은 사유나 직관으로

탐구해야 한다. 이는 바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지의

흔들림 등 이차적 반응으로는 지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람의 특성은 여러 경전에서 논의되었다. 동서고금의 성현들은

바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져 ‘보이지 않는 진리’를 터득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의 문장 이론가인 유협(劉勰,

465-521)은 “『시경』에는 육의(六義)가 있어서 풍(風)이 그 첫머리를

차지한다. 풍이란 사람을 감화시키는 본원적인 힘이며, 작가의 사상과

감정의 기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도

절실하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68)라 주장하며, 바람이 예술 정감과 감화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논어와 맹자에도 “군자의 덕(德)이 바람과 같다”69)고

68) 유협, 「風骨」. 詩總六義 風冠其首 斯乃化感之本源 志氣之符契也 是以怊悵述情

必始乎風 … (유협, 『문심조룡』, 최동호(역), 민음사, 1994, p.351에서 재인용.)

69) 『논어』, 「안연」.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백성

의 덕은 풀과 같으니…) (공자, 『논어』, 동양고전연구회(역), 민음사, 2016,

pp.260-261에서 재인용.) / 『맹자』, 「등문공장구상」. 君子之德 風也 小人之德

草也 草上之風 必偃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풀 위로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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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7] 절류(折柳)

하며 바람을 소재로 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

풍류(風柳)의 또 다른 요소는 버들(柳)이다. 나무의 정식명칭은

‘버드나무’지만, 번번이 ‘버들’로 일컬어진다. 1527년 조선 전기 어문학자

최세진(崔世珍, ?~1542)이 지은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버드나무의 종(種)을 가지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선버들이나

왕버들처럼 수형(樹型)이 곧바로 선 종에 대해서는 버들 楊(양) 자로,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처럼 아래로 드리우는 종에 대해서는 버들 柳(류)

자로 구분했다. 본인은 이중 ‘류(柳)’에 해당하는 버들을 화폭에 담았다.

버드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주로 물가에서 군집을 이룬다.

서양에서 이르는 버들의 속명인 ‘살릭스(Salix)’는 물가에 산다는 의미의

라틴어다. 또한, 버드나무의 ‘버드’는 벋다의 어근 ‘벋’에서 유래하며,

버드나무의 뿌리나 줄기가 길게 자라고 잘 휘는 특성과 관련 있는

말이다.70) 종합하여 정리하면, 버드나무의 특징은 ‘물가에서 자라는

유연한 나무’다.

계절에 따라 분위기가 확연히 변하는

버드나무는 독특한 미의식을 낳았다. 과거

사람들은 버들의 특성을 일상생활에 대입해

수많은 민속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시가와

회화의 좋은 소재로 삼았다. 버드나무는

고전문학에서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은 식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도판17]은 버들가지를 꺾어 말린 것이다.

‘절류(折柳)’는 문자 그대로 버들가지를

끊는다는 뜻으로, 이는 이별을 상징한다.

한대(漢代) 이별의 장소였던 패교(霸橋)에서는

불면 눕는 법입니다.) (맹자, 『이우재의 맹자 읽기』, 이우재(역), 21세기북스,

2012, p.263에서 재인용.)

70) 김종원, 『한국 식물 생태 보감. 1, 주변에서 늘 만나는 식물』, 자연과 생태,

2013, pp.846-8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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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8] 마원, <산경춘행도>, 27.4x43.1cm,

견본담채, 교토양족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건네며 다시 만날 날을 그리는 정표로 삼았다.

‘버드나무’를 뜻하는 ‘류(柳)’가 ‘머물다’를 뜻하는 ‘류(留)’와 음이 같아

‘마지못해 보내지만, 마음속에는 남아 있다’는 애끊는 뜻을 표상한

것이기도 했다. 또 버드나무는 기우(祈雨)의 주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농경에 필요한 비가 내릴 때는 먼저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바람이 불면 나무의 가지와 잎이 요동치는데, 여기에서 바람에 가장 잘

흔들리는 성질을 가진 버들이 기우의 주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불교에서는 버들가지가 대자대비를 상징함으로써 중생의 소망을

들어주는 물체로 여기기도 하였다.

본인은 버드나무 형상을 가장 직접적인 소재로 활용하여 풍류의 공간

을 창작했다. 예로부터 풍류는 한적한 강변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는 항

상 버드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버드나무의 형상이 주는 조화로운 질서와 그 속에 내재된 생명력은

자연이 주는 풍류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으며 이는 이진이에게 작업을

위한 무한한 교감을 제공한다.71)

남송 화가 마원(馬遠, 1160

또는 1165추정~1225추정)의

<산경춘행도>([도판18])는

『명화집진책』 13폭 중의

하나이다. 꽃이 핀 버드나무

아래에 한 고사가 앞서 걷

고, 그 뒤로 동자가 거문고

를 안고 따라간다. 화면 오

른쪽 위에 있는 제시는 ‘소

매 끝에 스치는 들꽃이 모두

절로 흔들리니,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새가 울지를 않는다.(觸袖野花多自

71) 김미향, 「버드나무가 주는 치유의 공간」, 《버들 사이는 나비의 길이다》 전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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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9] 김홍도,

<마상청앵도>, 117.2x52cm,

지본담채, 간송미술관

舞 避人幽鳥不成啼)’라는 내용이다. 그림은 인간과 산새를 대비시키며,

이는 각각 속세와 자연을 상징한다. 인간이 현실의 속세에서 벗어나서

대자연의 섭리에 동화되려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2) 또

대상이 되는 이외의 것은 전부 여백으로 남겨두었는데, 여기에서 여유를

통한 시적 정취가 드러난다.

조선의 풍속화 중 가장 서정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73) 김홍도의 <마상청앵

도>([도판19])에도 버드나무가 그려졌다.

화폭에는 말을 탄 선비와 말을 이끌고

가는 종, 버드나무와 꾀꼬리 두 마리 등

이 등장한다. 화면은 새소리를 듣기 위해

멈춘 선비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시선

을 따라 구성되었고, 늘어진 버드나무에

는 늦봄에 피어오를 법한 파릇파릇한 새

잎이 나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느긋하

게 한다. 화제를 지은 작자에 대한 설은

분분하다. 단원이 지었다고도 하고, 단원

의 벗인 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이 붙였다고도 한다. 제시에는

‘어여쁜 여인이 꽃 아래에서 찬 가지 가

락으로 생황을 부나 / 운치 있는 선비가

술상 위에다 밀감 한 쌍을 올려놓았다 /

어지럽다 황금빛 베틀 북이여, 수양버들

물가를 오가더니 / 비안개 자욱하게 이끌

어다가 봄 강에 고운 깁을 짜고 있구나.

(佳人花底簧千舌, 韻士樽前柑一雙 歷亂金

樽楊柳岸 惹烟和雨織春江)’가 적혀있다.

72) 이중희, 「동양 산수화의 조형의식(造形意識)과 시각(視覺)」, 東西文化, 啓明大

學校 人文科學硏究所, pp.89-90 참조.

73) 진준현, 앞의 책,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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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0] 이정, <산수도>, 19.1x23.5cm,

지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마원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김홍도의 작품에 여백이 아득히 남았다.

그러나 공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어 보이지 않고, 도리어 무한

한 공간감을 주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또한, <마상청앵도>에는 강약

의 조화가 드러난다. 인물은 가는 선묘로 뚜렷하게 처리되었고, 말은 몰

골법(沒骨法)을 사용했다. 버드나무는 굵은 필치로 그렸고, 버들잎은 섬

세하게 묘사했다. 이와 같은 강약의 조화가 그림의 서정성을 풍부하게

한다.

‘풍류(風柳)’에는 형상화된 바람과 버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려지지 않

은 허상의 공간도 존재한다. 여백의 공간에 존재하는 물(水)이다.

옅은 농담 변화와 단순

한 선으로 물을 관념화해

표현한 작품으로 조선 중

기 이정(李楨, 1578~1607)

의 <산수도>([도판20])가

있다. 그림에는 잔잔히 흐

르는 강에서 노 젓는 어부

의 모습이 나타난다. 강은

엷은 먹으로 바림 되었는

데, 왼쪽 상단의 바위와 물

의 경계가 확연히 구별되

지 않고 모호하다. 여백으

로 남겨진 강은 잔잔하고

한적한 느낌을 준다. 여백은 실체에 대해 두루 생각한 뒤에, 고의로 배경

을 구도함으로써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74) 즉, 붓을 거의 대지 않은 상

태에서 그려진 이정의 강은 계획된 구도 아래 발현된 물이다.

74)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찰. 동양화의 '여백' 해석을 위한 동양화의 특

성」, 예술논총,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2004,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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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자연을 이루는 기본구조 중 하나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제공한다. 땅에서 솟은 물은 일정한 길을 따라 흐르며 완전한

수평을 맞추고, 침전 작용을 하면서 스스로 맑아진다. 또 그릇의 모양에

따라 어떠한 형태도 취하고, 가장 좁은 틈도 뚫고 들어간다. 물은 주로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강압에 양보하지만, 단단한 돌도 닳게 하고

얼음처럼 자신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물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하다.

철학에서는 물의 특성을 적용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행위에 대해

비유적으로 논한다. 노자는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은 것이니라. 물의

선善이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니, 그러므로 도道에 가까운 것이다.”75)라고 하였다.

물은 겸손과 양보의 태도를 갖춰 항상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모든 장애

요인도 유유자적하게 벗어날 수 있다. 또 사람이 피하는 더러운 곳까지

닿고, 흐름에서도 선후의 갈등이 없이 순리대로 행한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생명에 대한 온화함을 갖추고 있다.76)

노자는 물의 성질을 빌어 사람도 자연에 자신을 맡기고 조용하게

물과 같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에 동화되는 일상은

모든 만물을 부드럽게 대하며 자신을 감춤으로써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은 자연 친화를 넘어 결국 자연과 인생의 합일로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예술이 더해지면 자연·인생·예술의 합일, 즉 풍류가 있는

삶을 영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를 기반으로 풍류의 공간을

표현하는 데 물성(水性)을 하나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하였다.

75) 노자, 『도덕경』, 제8장. 上善若水 水善利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박영규, 앞의 책, pp.142-143.)

76) 한경혜, 「東洋繪畵에 나타난 물 表情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20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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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 【작품1】

처음 【작품1】([도판21])을 바라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상은 간들바람에 흩날리는 버드나무 가지뿐이다. 그러나 이내

엷은 먹으로 바림 된 공간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버드나무가 주로 물가에 군집한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이룬 것이고, 여백을 화면 하단에 고의로 남김으로써 지표면에 물이

있음을 연상하도록 한 것이다.

‘풍류(風柳)’ 작업에서의 물은 명상과 관조의 대상이다. 바람결에 따라

생기는 물결의 파동은 살아있는 생명의 물로, 이는 창조와 재생,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어 동적이면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흐드러진 버드나무

가지와 함께 평온의 상징이기도 하다. 관람자는 이를 보며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자연에 동화되며 풍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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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2] 【작품17】의 부분

2) 강상풍월주인(江上風月主人)

자연은 현대인에게 마음의 쉼을 제공해주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기업에서 집단적인 일을 하고 결과는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현대인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힘들 때마다 자연을 찾아 떠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일상과 타협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더는 풍류를 생각할 여유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본인은 현대인에게 예전 선조들이 즐겼던 풍류의 공간을 바람과

버들, 그리고 물이 어우러진 형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화면에

그려진 ‘풍류(風柳)’를 보며 간접적으로나마 자연 속 미적 체험을

경험하고, 결국 자연과 인생, 예술이 합일되는 풍류를 향유하기를

바랐다.

‘풍류(風柳)’ 작업을 하면서 보다 직접 풍류의 장을 표현하고픈

욕구가 생겼다. 본인은 본인 작업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함과

동시에 화면 구성에 일상적인 사물이나 몸짓을 더하는 작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의자를 화폭에 담은 첫 번째

작업은 <풍류가 있는 집Ⅰ>

([도판22])이다. 의자는 사람이

걸터앉기 위해 만든 가구로,

일상 속 대부분의 휴식이 이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인은

현대인이 풍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장소가 의자라고 판단하였고,

<풍류가 있는 집Ⅰ> 이후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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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위에서 풍류를 즐기는 방법은 사람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작업에 앞서 현대인이 여유 시간에 즐기는

행동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2016 국민여가활동」을 기본 지식으로

삼았고, 본인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이다음 가장

많이 나온 열 개의 여가 활동을 뽑아 작품화하였다. 이미지화된

현대인이 그림 속에서만큼은 자연 속에서 풍류 하도록 그 위치를

버드나무 아래로 설정하였다.

「2016 국민여가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설문조사로,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여가행태를 파악하고자 실행한 것이다.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파악, 여가 활동 참여 실태 및 목적 파악, 그리고

휴가 및 휴일의 여가활용 실태 파악 등이 있다.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략히 논하자면, <여가활동 목적>의 조사항목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택한 것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7.1%)’이고,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의 항목에서 다수의 피조사자가 선택한

사항은 ‘휴식 활동(56.7%)’과 ‘취미 오락 활동(25.8%)’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부터 전해오던 풍류의 목적이 현재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와 ‘취미 오락 활동’ 등은 놀이 정신으로서의 풍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서 ‘노닌다’는 말은 심신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예술적인 유희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고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분방(奔放)이라 할 수 있다.77)

77) 정병훈, 앞의 논문, pp.150-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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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유형-스마트기기 활용자

(단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SNS 활동 게임 TV 시청 음악 감상

48.8 19.0 16.2 5.3 3.4

웹소설/

웹툰 읽기
쇼핑

드라마/

영화보기
사진촬영 기타

2.3 1.9 1.9 1.2 0.1

위의 표는 작업의 기초 배경이 되었던 조사목록 <스마트기기를 활용

한 여가활동 유형>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스마트기기로 ‘인터넷’을 한

다고 답하였으며, ‘SNS 활동’과 ‘게임’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은 현대인

의 삶과 스마트기기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답변으로

나온 항목을 종합·정리하여 작업 <강상풍월주인_江上風月主人>의 설문

조사 보기로 응용하였다.

[표 4] <강상풍월주인-江上風月主人> 설문. ‘주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글독스 활용 / 지인 및 불특정다수 159명 응답 / 비고 2명(1%))

인터넷

영상

시청

(TV

포함)

외식 휴식 통화 음주 게임
스트

레칭

음악

감상
독서

52명

(33%)

37명

(23%)

18명

(11%)

13명

(8%)

11명

(7%)

9명

(6%)

7명

(4%)

4명

(3%)

3명

(2%)

3명

(2%)

索(색)

찾다

觀(관)

보다

食(식)

먹다

休(휴)

쉬다

通(통)

통하다

飮(음)

마시다

解(해)

풀다

動(동)

움직이다

聽(청)

듣다

讀(독)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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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3] 【작품25】의 드로잉

2017년 신작인 <강상풍월주인_江上風月主人>은 현대인의 다양한

휴식을 의자와 결합한 연작으로, 쉼의 형태에 대한 고찰을 보다

유쾌하게 표현한 작업이다. 제목으로 삼은 ‘강상풍월주인’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차지한 주인(主人)’이란 뜻이며, 경치가 좋은

산수 사이에서 욕심 없이 즐겁게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화폭

안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강상풍월주인’들은 누군가와 함께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에 더 가치를 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락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159명의 응답을 받아

분류한 대표적인 휴식의 행태로, 33%의 사람이 주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을 뽑았고, 그 뒤로 ‘영상시청(23%)’, ‘외식(11%)’ 등이 이어졌다.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 아래 붙여진 한 음절의 한자어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도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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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4] 【작품25】의 전시

전경_병풍의 형식

[도판25] 【작품25】의

전시 전경_대입의 과정

작업의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기술할 수 있다.

첫째로, 10폭 병풍의 구조를

차용해 작업을 진행했다.([도판24])

병풍은 본래 바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요즘에는 그림이나

자수·글씨 등을 감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본인은

2차원 화판에 병풍의 입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자 공간을 비틀어

표현하였고, 전시장 한쪽 벽에 병풍을 펼쳐놓은 듯 현대인의 여가

활동을 나열하였다. 관람객은 천천히 거닐며 ‘강상풍월주인’들을 만날 수

있고, 편안함과 차분함,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 10폭의 그림에 나타난 배경과 의자에는 규칙적인

연관성이 있다. 먼저 배경은 한 그루의 버드나무로 이어져 있다. 이는

‘강상풍월주인’들이 하나의 안락한 ‘풍류(風柳)’ 아래에서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의자는 부채가 펼쳐지듯 왼쪽 끝에서

중심으로, 나아가 오른쪽 끝으로 시점의

변화가 있다. 이것은 각 행위에 어울리도록

의자의 형상을 운용한 것이자 동시에

앞으로 다양한 풍류의 방법이 무한정

창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로, 본인은 인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얼굴과 몸을 생략하고 피부색 역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색을 택하였다. 이는

현대인의 익명성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보는 사람이 자신을 쉽게 대입해볼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다.([도판25]) 팔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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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은 소품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보며 현대인들은 본인의 얼굴을

화면 속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여가 활동을 떠올릴 수 있다.

<강상풍월주인_江上風月主人>에는 복잡한 세상 속에 놓인 여유의 한

단면이 드러나 있다. 본인은 현대인의 여가를 풍류라는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특히 이상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풍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회화 작품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우선 예술은 삶을 바탕으로 한 경험과 사유의

결과78)이기에, 하나의 자연 풍경도 개인의 사고에 따라 다른 풍경으로

받아들여진다. 본인에게는 버드나무의 정경이 휴식과 풍류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왔지만, 타인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작업은 그 접점을 찾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모집단 수가 적은 관계로

조사 결과를 현대인의 대표적인 여가 생활이라 말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표현 방식을 통일하고자 모델과 의자 등의 사물을 같게 하고

색을 한정하여 사용했지만, 지나치게 정형화된 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종류의 의자를 마련하여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하는 등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작업을 통해 한국인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시각화될 것이고, 현대 한국인의 풍류에 여흥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새로운 물음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78) 미술사가 조지 로울리는 “동양예술의 창조는 정신과 물질의 상상적 결합의 산물

로서 예술가 자신이 창조자로서 간파하는 안목과 자신이 체험한 경험이라고 하

는 원료 및 자신이 반영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정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조지 로울리, 『동양화의 원리』, 김기주(역), 중앙일보사, 1980.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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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풍류의 공간 표현

동양의 자연관을 토대로 인간의 삶을 보면 인생은 인위적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물과 바람처럼 흘러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의 회화 공간은 단순한 평면을 넘어 보는 이가

자연으로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노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인은 풍류의 공간을 동양 회화로

구현하고자 하였고, 이를 표상하는 소재로 바람과 버드나무, 그리고 물을

택했다. 수경이 있는 여행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버들의 유려한

모습이 본인에게 이상적인 풍류의 공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중을

위한 ‘풍류(風柳)’ 속 풍류의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스스로 풍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회화 작업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풍류(風柳)’로

조성한 풍류의 공간을 해설한다. 본인은 화폭 안에 동양의 자연관이

고스란히 발현되기를 바랐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위적이지

않은 천연한 표현을 실현해야 했다. 무수한 실험 끝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사이로 물감을 스며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떼어내는

방법을 택했다.

1절에서는 모든 작업의 첫 단계인 종이테이프 착탈(着脫) 과정을

정리한다. 기법 분석에 앞서 종이테이프를 거쳐 완성된 작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간략하게 짚어본다. 2절에서는 본인이

작업에 적용하는 비유에 대해 알아본다. 화면에 등장하는 소재에

은유적인 의미를 더하는 작업과 전시 공간 자체를 비유적으로 운용하는

작업을 분류하여 논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작업의 큰 특징인

‘비움’의 의미를 여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된

노동이 갖는 수행적 의의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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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이고 떼기

‘풍류(風柳)’ 시리즈에 나타나는 풍광은 이상적이다. 실존하는

버드나무를 보고 재구성한 공간임에도 사실적인 양태가 아닌 순간의

감상만이 남아있다. 본인은 자연의 순리를 중시하는 동양의 자연이론을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만물의 꾸밈없는 특성이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바랐다. 동양의 자연관처럼 ‘스스로, 저절로 되는

바가 있어야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여러 시도를 거쳐

그리지 않고 자연스레 발현되는 방법을 택했다. 종이테이프를 작업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표현 기법이나 조형적인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작업의

전개 방향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작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첫째로 여행을 다니며 작업한 ‘대리여행’ 시리즈가 있고,

두 번째로 사진을 활용하여 심리적 공간을 만든 ‘바람 버들’과 ‘밤 버들’

작업이 있다. 세 번째는 ‘풍류(風柳)’를 특정한 장소로 끌어들인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여가생활과 과거 풍류를

관련지어 시각화한 ‘강상풍월주인’이 있다. 작업은 제목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지역(날짜)_대리여행’ 작업은 특정 지역에서 마주한 버드나무를 그린

것으로, 여행지에서 느꼈던 분위기와 문학 작품의 내용을 작업에 적용한

것이다. <부안(20130517)_대리여행>이라는 제목의 【작품6】은 2013년

5월 17일에 부안을 방문하고 당시의 감흥을 동양 회화로 옮긴 작품이다.

본인은 해 질 무렵 부안에 도착해 신석정 문학관을 찾았고, 문학관

내에서 시인의 「기우는 해」를 읽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가에 자란 버드나무를 보았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 【작품6】을

그렸다. ‘대리여행_둥지’ 시리즈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국 각처에

분포하는 둥지를 회화로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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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진학하고부터 카메라를 들었다. 대중에게 ‘풍류(風柳)’가

‘풍류(風流) 할 수 있는 장소’로 느껴지게 하고자 실경이 아닌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회화를 위한 초석 작업으로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 작업은 정서와 심리를 반영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카메라로 찍은 뒤, 인화된

사진을 자르고 붙이며 안락한 한 그루의 버드나무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든 공간은 회화 작업인 <바람 버들> 시리즈와 <밤 버들>

시리즈가 되었다. 사람의 심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작업을 크게 창작했고, 【작품11】과 【작품13】이 결과물로 남았다.

첫 개인전을 마친 후 풍류의 공간을 보다 직접 나타내기 위하여 온갖

장소로 ‘풍류(風柳)’를 끌어 들여왔다. 비교적 초기의 작업의 제목은 각각

‘빈방’, ‘야영장’ ‘집’ 등의 특정 장소를 지칭한다. 바람 버들이 있는

뒤편으로는 편안한 색상이 퍼져있는 반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다. 이로 인해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대상은 어두운 공간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흐트러질 수 있다. 이후

화면 밖 공간에서 ‘풍류(風柳)’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했는데, 관람객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려오는’ 풍류를

눈으로 담을 수 있으며, 불빛이 ‘비춰’ 드러난 풍류를 언제든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현대인의 여가 활동과 과거의 풍류를

관련지어 생각했다. 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조와 현대인이 바라는

휴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화면에 담기로

하였다. 본인은 현대인의 휴식이 이루어지는 의자를 적극적으로 그리며

작업 ‘풍류(風柳) 공간’ 시리즈를 만들었다. 바람 버들이 있는 부분에는

금분과 은분을 칠하여 더욱 이상적인 화면을 연출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여가 활동을 설문조사 하여 열 개의 행동을 뽑았다. 동작 별로 가장

자연스러운 몸짓을 찾아 드로잉 했고, <강상풍월주인_江上風月主人>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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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6] 【작품3】의 테이핑 과정

풍류의 공간은 종이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본인은 대부분 작업을 장지에 제작하였다. 종이테이프를 착탈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손상 정도가 가장 적은 재료가 장지이기 때문이다.

[도판26]은 표백하지 않은

장지에 종이테이프를 붙여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다. 미표백 장지의

색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종이테이프의 표면 색상이

유사한데, 이 때문에 작업의

진행 방향을 전지적(全知的)

시점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작업의 한계를

받아들여 더욱 자연스럽고

회화적인 작업을 추구하였고,

덕분에 시각적인 편안함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화면을

고르게 표현할 수 있었다.

별다른 스케치 없이 연출되는 풍류의 공간은 작은 부분으로 시작하여

전체를 이룬다. 종이테이프를 얇게 잘라 가지를 만들고, 넓은 면적을

손으로 찢어 나뭇잎을 만든다. 마스킹 작업이 끝나면 먹과 봉채 등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획 또는 점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종이테이프를

떼어낸다. 그렇게 하나의 이파리와 가는 줄기가 모여 한 줄의 풍성한

버들가지가 되고, 그 버들가지가 모여 온전한 형태의 버드나무를 만든다.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형상은 절대 재료를 직접 나타내지 않으며

미묘하고 유연한 움직임만을 드러낸다. 장지 위에 부착된 종이테이프를

떼어내고 나면 재료의 속성은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풍류(風柳)’의 자유로움이 나타난다. 전체적인 작업 과정은 「<밤

버들Ⅰ> 작업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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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밤 버들Ⅰ> 작업 과정

종이테이프를 붙였다 떼는 과정으로 형상화한 대상은 평면적이지만

부드럽다. 재료의 유동적인 속성은 우연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이상적인 자연의 정경을 탐미할 기회를 선사한다. 선미(鮮媚)의 풍경이

주는 미학은 복잡하고 빠른 현대 사회에서 여유와 휴식을 내어준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나무의 형상은 물의 생명력과 함께 그 안에서 춤

추듯이 넘실거리는 잔잔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

럼 버드나무는 그 자체로 방랑자의 풍류가 담긴 상징물이며 눈에 보

이지 않는 끊임없는 기의 흐름과 변화가 느껴지는 동적인 화면을 만

들어낸다. … 풍류(風柳)의 형상과 절제된 조형미가 주는 시각적 편

안함은 대중들에게 휴식의 감정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79)

79) 김미향, 전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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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7] 획의 사용 예시

종이테이프로 버드나무 형상을 만들어 붙인 뒤 배경에 획과 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이는 내면의 감성을 더욱 서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중첩된 획이나 점은 그 자체가 화면을 장식하는 미적 조형

요소로 이용되고, 작업 당시의 내적 감정을 발산하거나 찰나의 감회

등을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본인의 일부 작품에서 색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작품의 분위기를 만드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옅은

색을 무수히 중첩함으로써 배경의

깊이감을 더한다. 별도의 색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며, 순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색을 선택하여 획과 점이라는

형태로 드러낸다.([도판27])

초기의 ‘풍류(風柳)’ 작업에는 주로 획을 사용하였다. 동양 예술에서

획의 의미는 단순히 대상을 피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와

본질이 하나 되어 나타나는 진실한 표현이며, 작가의 마음과 합일되어

드러나는 작품의 기본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획이 개인의 정서를

부각하기에 합당한 요체라 생각하였다.

일부 작업에서는 획이 아닌 점의 형태를 이용하여 색을 중첩하였다.

점묘(點描)는 중국 남송 시대 미불(米芾, 1051~1107)과 미우인(米友仁,

1090~1170)의 미가 산수를 바탕으로 고안한 방법이다. 그들은 강남의

안개와 비에 젖은 경치를 형용하기 위해 물을 담뿍 머금은 붓으로 점을

찍으며 형태를 그려나갔다. 미가 산수에 나타나는 윤곽선은 다소 흐릿한

점군(點群)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점묘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80)

80) J. 캐힐, 『중국회화사』, 조선미(역), 열화당, 2002, pp.119-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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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은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거나 표현을 과장하기보다는 공들여서

쌓아 올리는 행위를 통해 발묵의 깊이감을 담을 수 있다.

우연의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발묵 기법은 본인이 작업에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도 맞물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은 주로 장지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장지는 종이테이프의 탈부착에도 효과적이지만,

물성을 지닌 채색재료가 스며들어 번지는 방식이나 축척에 의한 색의

깊이감 등을 표현하는 데에도 최적의 재료다. 특히 장지 위에 옅은

색으로 중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호한 경계가 본인이 회화에 담고자 한

시각적 효과에 부합한다.

발묵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비로소 종이테이프를 제거한다. 지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뜯기보다는 천천히 손을 좌우로

움직여가며 조심스레 떼어낸다. 종이테이프를 떼어낸 곳은 경계 부분을

따라 미미하게 스며든 안료를 제외하고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결국,

버드나무 형상이 여백으로 남아 풍류의 의미를 표상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절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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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8] 【작품22】

2. 비유의 활용

비유의 수사법은 문학과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또한, 대부분 사람은 비유를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비유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한다. 즉,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유는 어떤 진술을 효과적으로 형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인생관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비유는 인식론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킨다.81) 정리하면, 비유란 사실을 경험하고 수긍하는

방법이자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회화는 어떤 의미를 대체할 이미지를 선택하여 작가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구현해내는 것이기에, 모든 회화 작품이 비유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작업에 비유를 응용하는 양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작업에 등장하는 소재에 인유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고, 둘째는 작품의 전시 공간을 비유적으로 운용하여 한층 시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물을 더해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풍류(風柳) 공간Ⅰ>

([도판28])이 있다. 종이테이프를 떼고 난 후에 일상적인 소재인 의자와

그림자를 등장시켜 비유적 의미를 반영하고, 평면적이지 않은 화면과

81) 김욱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pp.83-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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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9] 【작품24】

바닥과 벽의 모호한 경계, 개별적인 시점 등으로 종잡을 수 없는 공간을

드러낸 작업이다. 이는 조형요소에 심상을 더해 새로운 환상의 공간을

만들고자 한 의도였다. 사람들은 공간을 이루는 색이나 사물의 구체적

형상을 보고, 그에 대한 감정과 기억을 모티브로 삼아 자신만의 풍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랭거(S.K Langer,

1895~1985)의 견해가 있다.

랭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적 의미가 되는 것은 예

술가의 직접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이해되거나 파악되

는, … 이른바 본질로서의 감정(nature of feeling)이다. … 그리고

이때의 인식(cognition)은 ‘사실’(fact)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의식적

존재의 ‘내적 삶’(inner life)에 대한 인식이다.82)

랭거의 소견은 경험과 정서를 바탕으로 예술을 인식하는 직관에 관한

이야기다. 작업이 창작자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관람자의 인식에

달려있다. 관람자는 작품을 대할 당시의 내적 삶을 기반으로 상상을

하게 되며, 상상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예술을 마주한다. 본인은

이렇게 주관적인 감상으로 생성되는

예술이 풍류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암: 버드나무 잎이 무르녹아

어둡게 푸르다>([도판29])에는 가장

직접적인 모습으로 의자가 나타난다.

의자는 삶과 밀접한 가구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편안함은 인간이

82) Y. 바진, 『현대 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윤자정(역), 예전사, 1996,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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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0] 갤러리 도스 전시 전경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원하는 감정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장소가 의자라 할 수 있다. 본인은 현대인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의자를 택하였고, 나아가 현대인의 실존과 외로움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암: 버드나무 잎이 무르녹아

어둡게 푸르다>는 병풍의 형상을 빌려 세 화폭으로 펼쳐놓은 작품이다.

언뜻 보면 작업 속의 의자가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미세한

선으로 세월과 인간의 흔적을 표상하고 있다. 흔들리는 버들 사이에

놓인 형상은 마치 자연 속에서 사유하는 인간의 모습과 같다.

본인은 2017년 갤러리 도스에서 《버들 사이는 나비의 길이다》

전시를 열었고, 전시 공간에 <유암: 버드나무 잎이 무르녹아 어둡게

푸르다>와 작품의 소재가 된 의자의 실물을 함께 두었다. 여백과

곡선·지선, 그리고 면의 조형성이 드러난 공간 안에서 비유적 의미를

품은 소재와의 만남은 명상적인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념의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생각했다. 관람객은 의자를 자유롭게 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작품 속 의자처럼 자신을 비우며 내면의 감정을

포용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도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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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전체를 비유적인 공간으로 만들기에 앞서 관람객의 마음이

동요할 수 있는 작업을 기획하였다. 심리적인 공간을 가시화하고자 한

것이다. 심리적 공간은 개인의 인식이나 심상을 통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내적인 의식 세계에서 상상으로 확장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사르트르의

상상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모든 지각은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다.

2) 모든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다. 즉 그것은 자신의

대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겨냥하며 그 대상에 일정한 성질을

투사한다. … 83)

비록 작품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편안한 분위기의 회화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로 했다. 먼저 카메라를 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찍었다. 그 뒤 인화한 사진을 오리고 겹치며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보았다. 여러 생김새가 만들어졌고, 그중 안락한 느낌을 위해

중심을 감싸 안는 형태의 버드나무 쉼터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동양화

작업을 진행하며 풍류가 이루어지는 미적 공간84)을 만들었다. 사진

작업은 사실적인 풍경이 아닌 정서와 심리를 반영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잠정적인 작업이었다.

83)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상상계』, 윤정임(역), 기파랑, 2010, p.67.

84) 예술에 있어서 미적 공간은 과학적 공간의 추상적 기하개념에 비해 구체적이다.

‘미적 공간은 참된 「삶의 공간」이다. 그것은 순수 사유의 도움을 받아 구성되는

이론적 공간과는 달리 순수정서와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다.’는 카시러의

이론대로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은 강력한 표현적 가치로 채워지며, 생기를 띌 수

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의 특이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볼 수 있

다. (Y. 바진, 앞의 책, pp.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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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2] 【작품11】

[도판31] 【작품10】

【작품10】([도판31])은 서울대학교 도처에서 찍은 여덟 그루의

버드나무를 배열·조합하여 하나의 안락한 공간을 만든 것으로, 회화

작업 【작품11】([도판32])의 창작 동기로 작용하였다.

본인은 【작품10】과 【작품11】을 통해 심리적 공간이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장에 놓인 【작품11】을

보며 ‘평온하다’고 느낀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외롭다’고 느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외로움을 말한 사람 중에는 근래에 이별을 경험한 이가

있었고, 시험을 앞두어 불안을 내비치는 이도 있었다. 이렇듯 심리적

공간은 경험의 주체인 자아가 경험의 대상인 공간과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총체적인 의식을 말하며, 이는 온전히 관람자의 주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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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3] 갤러리 그리다 전시 전경

위의 단계를 거쳐 창작한 심리적 공간은 어떤 곳에 선보여지는가에

따라 감흥이 달라진다. 2015년 갤러리 그리다에서 개최한 개인전 《풍류

風柳》는 공간을 운용하여 비유적인 의미를 더한 전시였다.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전시장의 크기는 대략 길이 10m, 높이 4m, 폭 4m로,

너비가 작고 세로의 길이가 긴 직육면체 공간이다. 독특한 면적을 가진

장소이니만큼 작품의 위치를 선정할 때 시적인 감흥을 최대화하여

관람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전시장에 설치한 작품은 총

세 점(【작품11】, 【작품12】, 【작품14】)이었다. 가로 길이가 5m

이상인 【작품11】을 벽면 한쪽에 길게 나열하고, 맞은편은 온전히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즉, ‘풍류(風柳)’를 그린 큰 크기의 평면회화가

비좁은 공간 한쪽 벽면을 차지함으로써 감상자에게 더욱 직접 풍류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도판33]) 이로써 감상자는 본의 아니게 바람

버들을 가까이 마주하며 심리적으로 공간에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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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움의 공간

오늘날 현대인은 광고와 시각자료 등 범람하는 이미지 속에 살고

있다. 이미지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에서 비움의 공간은 삶의 여유와 평안을

위해 필요하다.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비움’과 ‘공간’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비움’은 ‘비다’에서 나온 단어로, ‘비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따위가 들어 있지 아니하게 되다’ 또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것이 없게 되다’, 그리고 ‘욕심이나 집착 따위의 어지러운

생각이 없게 되다’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비움의 의미는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존재에 주된 관심을 가졌던

서양의 철학에서 비움은 ‘나쁜 것’, ‘허무한 것’ 등으로 풀이되었다.

서양에서는 우주의 본질을 추구할 때 비움(無)이 아니라 있음(有)을

추구하였고, 허공이 아니라 물질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비움은 그저 그런 허공이 아니라 생성하고 변화하며 창조하는 작용으로

충만한 기(氣)를 뜻하였다.85)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범위, 어떠한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등이다. 서양에서 공간개념이 활발해진 것은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의

발달로 볼 수 있다. 원근법은 서양에서 자연 대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회화에 응용한 것이다. 반면

동양에서의 공간은 보통의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작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또 동양의 공간은 무한의

공간이며, 만물이 생성할 수 있는 근원적 공간임을 암시한다.

85) 이남영, 「노자의 비움공간에 내재된 관계성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사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2011, pp.2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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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은 명상의 상태에서부터 보통의 생활에까지 다방면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간은 비움의 과정을 통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비움의 상태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기(氣)로 발현되며, 인간과 자연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86) 본인은 비움의 공간을 ‘없기 때문에 허전한 곳’보다는

‘비어 있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풀어 해석한다. 비움의

공간은 존재하는 온갖 것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다.

먼저, 내용물을 버려라. 그러면 빈 상태가 된다. 그다음에 의식까지

버리면 그대는 완전히 텅 비게 된다. 이 완전한 공(空)의 상태가 인

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 그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완벽한 안정과 안정성이 있다.87)

인도의 사상가 오쇼 라즈니쉬(Rajneesh Chandra Mohan Jain,

1931~1990)는 자아를 비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움을 이루어야만

완벽한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본인은 작업을 매개로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자연과 융화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풍류의 공간에 머무는 것을 작업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비움은

비물질적인 정신세계이기에 그 현상을 완전하게 가시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설적으로 비움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회화적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의 본뜻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서양의 미술가들은 캔버스의 공간을 ‘채우는’ 작업에 열중함으로써

공간의 형상묘사에 주안점을 쏟았다. 반면 동양의 공간개념은 ‘비우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동양의 화가들은 여백(餘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양화에서 형상화된 대상 외에

남겨진 부분을 여백이라 부른다. 여백은 동양화의 관찰 방법인

86) 김성태, 「비움현상의 내적구조와 기체(氣体)조각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2006, p.1 참조.

87) 오쇼 라즈니쉬, 『반야심경』, 손민규(역), 태일출판사, 2001,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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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취신(遺貌取神)에 의한 것으로, 유모취신이란 대상의 본질적인

사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만을 취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은 모두 화면에서 제거한다는 의미다. “동양화의 여백은 ‘공백’이나

‘space’, ‘area’의 개념과 다르고, 묘사된 형체와 공백으로 남는 부분이

우열 없이 공존하는 것이다.”88) 이렇게 형성된 여백은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즉, 동양화에 있어서 여백이란 화면상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여운이 감도는 공간의 부분을 말한다.

여백이 많은 작품은 언뜻 보면 미완성의 상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백은 꽉 채워진 화면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며,

화의를 무궁무진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여백을 보며 감상자는

상상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그림을 확대하여 해석한다. 그들은 확장되는

상상력으로 인해 화면의 완결성에 속박되거나 구애받지 않는다. 여백은

화면의 배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백(空)’을 잘 처리하면

화면에 생동감이 있고 숨이 통하며 옹색하게 되지 않기에89), 여백은

시각적 여운을 느끼게 하는 미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부분을 여백으로 처리할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짜임새 있는 여백의 공간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자는 여백을 ‘자연적인 여백’과 ‘의도한 여백’으로 나눈다.

전자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의식 없이 그저 행위의

부산물로서 발현된다. 후자는 회화나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여백으로,

의도적으로 남긴 빈 곳에 행위가 가해진 부분과 동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된 여백 즉 비움은 회화에 있어서 조형적 비움을

통해 정신적 비움(空)으로 이어진다.90)

88) 김현주, 「건축(建築)에 있어서 ‘비어있음’의 의미(意味)와 공간적(空間的) 특성

(特性)에 관한 연구(硏究)」,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1999, p.14.

89) 왕백민, 『동양화 구도론』, 미진사, 1997, p.52.

90) 이민한, 「餘白이 갖는 精神과 造形性」,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1984,

p.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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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 여백으로 남은 바람 버들

동양화를 보는 방법은 유의 배후에 있는 무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며 그런 의미에서 여백은 중요한 표현요소 중에 하나이다. 작가는 버

드나무의 형상을 종이테이프를 화면에 찢어 붙인 후 배경을 채색하고

떼어내는 방식으로 여백을 남긴다. 이로써 인식의 실체를 비워진 공

간으로 전환시키고 화면에 정신성을 불어넣는다.91)

본인은 전통의 기존 틀에서 벗어난 여백을 작업 전반에 활용한다.

과거 여백으로 두었던 배경 부분을 빠짐없이 채색하고, 오히려 구체적인

형상을 공(空)으로 남겨두는 작업이다. 이는 1절에 이야기했듯이

종이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방식으로 구현한다.([도판34])

결국 버드나무 형상이 여백이

되어 풍류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므로, 주제를 여백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논할 수 있다.

‘풍류(風柳)’에 드러나는 여백은

충실하게 비어있는 공간이며

현상적 풀이가 배제된 빈

곳이지만, 동시에 온갖 잠재적

가능성이 담긴 공간이다.

본인은 여백을 화면에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여백이 갖는 무한한 사고

공간의 중요성을 더하고, 자연

풍경의 격(格)을 높이고자

하였다.

91) 김미향, 전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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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제를 비우는 표현 방법과 더불어 반복(反復)적인 노동을

통한 정신적 비움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자아를 비워내고 자연에

스며들어 찰나의 순간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만끽할

방법이며, 정신적인 만족과 평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리라 여겼다.

사전적 의미의 반복(反復)은 ‘같은 것을 되풀이함’이다. 반복은 현대

미술 작가들이 개성적인 표현을 끌어내고자 사용하는 기법이며, 그

의도와 결과물은 창작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반복의 과정으로

탄생한 작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반복적인 동작의 여파로 작가는 의식을 비우고 정신적 평정 상태인

무위(無爲)에 접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작자의 반복 행위가

작품에 투영되기 때문에 감상자 역시 그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작업이란 겉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소한 변형까지 포함한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35-1994)에 의하면 반복의 의미 속에는 시간성,

수행성, 자유성, 그리고 축척성이 담겨 있다. 즉, 반복은 모든 시간을

포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시에 영원의 순간으로 들어가려는 승화

작용이며, 이로써 한없는 자유와 계속된 공간으로 들어감을 느끼는

행위라 할 수 있다.92)

본인은 종이테이프를 얇게 잘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듯 붙이고,

손으로 찢어 이파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되풀이한다. 이후 붓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획이나 점을 이용해 테이프 주변을 채색한다.

이러한 행동의 반복은 시각적인 형태의 유사성을 가져오고, 정지된

공간에 리듬과 연속성을 부여하며 생동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반복의 행위는 생명력 있는 바람 버들을 창작한다는

의도로 시작되지만, 결국 무의식적인 손놀림으로 변질되어 신체와

92) 이실구,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적 표현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1991,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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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괴리가 생기게 한다. 그러나 본인은 멈추지 않고 바람 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작품과의 거리를 좁히는 등 일종의 물아일체와

같은 수행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이 비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닿게 된다. 다시 말해, 반복적인

미술 행위를 면면히 함으로써 무위의 상태에 접근하고, 내면의 가장

순수한 자아와 만나 완전히 몰입하는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본인 작업의 핵심은 ‘비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인은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작업으로 전통 여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회화의 주체인 ‘풍류(風柳)’를 비워 작품의

여백으로 남겼고, 비유적 의미를 담은 의자를 희게 남겨두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작업은 여백을 극대화해 신선한 이미지를 창조하거나, 공백의

일부분을 형상화하여 여백이 간직하는 함축미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통적 여백의 이미지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할 현대 여백의 기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인은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는 경험을

한다. 종이테이프를 찢어 붙이고, 붓을 규칙적으로 운용하며, 테이프를

하나씩 떼어내는 등의 행위는 끊임없이 거듭하며 이루어진다. 반복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작업에 온전히 몰입하며 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와

무소외(無所畏)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본인은 만인을 위한 풍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자부터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꾸준한 작업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수양을 하고

정신적 자유를 경험해야 한다. 이로써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풍류의

공간을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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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한 작품의 구상 원리와 배경을

되짚고, ‘자연과 인생과 예술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풍류의 공간을 다각

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Ⅱ장에서 풍류의 전통적인 상징과 의미를 고찰

하고 풍류를 소재로 삼은 전통 회화 작품을 나열하였다. 뒤이어 Ⅲ장에

서는 본인이 글과 그림으로 창작한 풍류의 공간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대리여행’으로 표상되는 원고 작업을 설명하며 이상적인 풍류의 조건으

로 선정한 ‘독락’과 ‘자연 친화’를 논했고, 다산의 글에서 영향을 받은 서

정적 표현의 운용을 언급하였다. 또 회화 작업인 ‘풍류(風柳)’에 나타나는

바람과 버들, 그리고 물의 생물학적·비유적 특성 등을 살피고, 현대인의

개성과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풍류의 방법을 알아보았다. 마지

막으로 Ⅳ장에서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앞으로 진행

할 작업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얻었고, 효율성과 생산

성을 바탕으로 편리함을 누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계와 같은 삶에

서 오는 우울증이나 경제적 불평등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복잡

한 사회구조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돌아

볼 여유도 없이 앞으로만 전진한다. 그들 중 대다수는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으며, 절대 경시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향유할 수 있는 풍류의 공간이다.

풍류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논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로, ‘풍

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로 풀이된다. 이는 미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일종의 놀이문화이면서 예술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풍류란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생활을 말하며, 정신적인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러

한 풍류는 예로부터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루를 살기에도

급급한 현대 사회에서 자연을 찾아 풍류를 즐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누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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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이상적으로 풍류를 즐기려면 ‘독락’해야 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홀로 떠나는 자연으로의 여행이

가장 완전한 풍류라 결론지었다. 과거의 풍류와 현재 여행 문화의 연관

성은 신라 화랑도의 「풍류도」에서 찾을 수 있다. 「풍류도」에는 유오

산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遊)’란 ‘한 곳에 머무

르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

수를 관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수양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2012년 기업의 대외활동을 통해 직장인을 대신하여 한국 각지

로 여행을 다니고 이를 한 편의 원고로 정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본인

은 이를 ‘대리여행’으로 불렀고, 풍류의 공간을 문장으로 묘사하는 작업

으로 삼았다. 원고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룬 요소는 서정적 정서

였다. 글에 산재한 서정성이 풍류의 공간을 시적 형상화하는 데 큰 역할

을 했기 때문이다. 감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와 활유의 수사법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다. 완성된 원고는 대외활동을 주관한 기업의 홈페이지

에 업로드되었고, 독자들은 글을 통해 잠시 동안 풍류의 공간으로 여행

을 떠났다. 2016년 기준 약 마흔 편의 원고 중에 18편을 골라 책 『작가

의 집으로』를 엮어 대중에게 소개하였다.

풍류의 공간을 회화 작업으로 나타내기 위해 택한 주 소재는 독자적

인 풍취의 버드나무 형상이었고, 언어유희를 이용해 제목을 <풍류(風

柳)>로 정했다. 작업에 표상된 자연경관은 실경이 아닌 본인에게 특별한

정서를 환기해준 장면의 모습이다. 본인은 사적으로 느낀 평안을 회화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한 그루 온전히 자란 수목이 아닌 바람에 흩

날리는 버들(風柳)을 재창조하여 안락한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초반의

작업에는 바람과 버들, 그리고 물이 존재한다. 자연의 기본 구조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저마다 풍류의 흥취를 한껏 올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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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풍류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강상풍월주인_江上風

月主人>을 기획하였다. 본 작업에 앞서 일상적인 사물과 몸짓을 더한 습

작을 만들었고, 설문조사를 하여 내용에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작업의 조형성을 파악하고자 연구 말미에 ‘붙이고 떼기’, ‘비유의

활용’, ‘비움의 공간’으로 내용을 분류하였고, 작업의 단계와 표현 방식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본인의 작업은 모두 종이테이프의

착탈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대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양 회화가 선사하는 자연 동화적인 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은 풍류의 행태를 묘사하는 본인의

태도였다. 초기의 작업이 풍류의 공간을 간접적이고 시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최근작에는 비유의 의미를 품은 소재를 더하여 더욱

해설적으로 풍류의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기존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제를 오히려 여백화하거나 병풍의 구조를 응용하여

회화 작업을 연작으로 펼쳐놓았다. 작업은 전반적으로 ‘비움’과 관련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종이테이프를 이용함으로써 작업의 주 형상인 바람

버들을 비우고, 내면적으로는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무아를 경험한다.

최근에는 풍류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거대한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개인은 개성을 잃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쉼 없이 노동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풍류가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평균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풍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희박해지고

풍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인은 풍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사상성을 글과 회화로

기록하기 위해 ‘대리여행’, ‘풍류(風柳)’, ‘강상풍월주인’ 등을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풍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풍류의 미학을 탐구하며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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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의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작업의 발상과 주제, 그리고 조형 특징

등을 통찰하였다. 이는 본인의 작업세계를 정리하는 연구이자 작업의 근

원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풍류의 공간에 대해

독창적인 해석을 정리하며 향후 작업에 있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림의 소재와 기법이 다소 형식화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인 스스로 주제에 얽매어 화면 구성을 바람

과 버들로 정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하여 많은 관찰

과 사생이 이어져야 하고, 사상적 배경이 된 동양의 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표현 기법에서 전보다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실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한 자료는 앞으로의

작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발전시켜야 할 점의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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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pace of

Elegance Expressed

as the Wind in the Willows

-Based on Works by Lee Siennie-

Lee Siennie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author’s work which was produced with the

title of ‘Proxy Traveling', ‘Wind in the Willows', and ‘One with

Nature' from 2012 to 2017. It is a research paper to explain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creation, theory,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technique which are the basis of the

work. Based on this description, this research paper intends to

systematically suggest the work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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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life gave material affluence to people, but it did not fill the

mental satisfaction, and modern people embraced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that arise from this gap. On the other hand, nature was

considered as a space that provides people with primitive and natural

conditions and a place to provide a rest. For this reason, modern

people have often rested soothing tired minds in nature.

One can say that a person playing in nature is the elegance.

However, due to time and economic constraints, it is not easy to

fully enjoy elegance in nature. Therefore, I began to express the

space of elegance that people can enjoy in the city by writing and

painting.

Nature has been a space of elegance since ancient times. The

elegance is a word composed of ‘wind' and ‘flow', and the original

meaning is wind blows and water flows. Therefore, elegance is not

bound to any one place, but it means that it is escaping from the

present situation like wind or water flows.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elegance is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 have determined the

‘unity of nature, life and art' which is performed in nature as a key

element of elegance. The condition that ideal space of elegance should

have i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quiet and nature-friendly that can

be solely enjoyed.

‘Proxy Traveling' is a work of portraying the space of the

elegance, based on the experience of personal trip. I have traveled in

earnest since 2012 and left a travel essa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riting the manuscript is sentiment of lyricism. Lyricism

maximizes the enjoyment of the excursion and visually shapes the

space of elegance in the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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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inting work, I treated “Wind in the Willows" as the main

subject. ‘Wind in the Willows' is a compound word, literally means

‘wind willow'. The space that appears on the screen is the venue of

elegance where wind, willow, and water exist. In addition, the actions

of ordinary objects and characters were added to the screen to reveal

more directly the behavior of elegance. The painting work was

directed by a blank. The paper tape (masking tape) was attached in

a willow shape and peeled off, and the output is done with the empty

willow, which is the main subject. In addition, the repetitive act of

work is manifested by the unconscious hands and as this process

continues, you will reach a state of ‘Anatta’ where consciousness is

emptied and your mind becomes calm.

This paper mainly consists of five parts: ‘preface', ‘significance of

elegance', ‘elegance in writing and painting', ‘spatial expression of

elegance' and ‘closing'.

Chapter Ⅰ describes the motive and purpose of ‘Proxy Traveling',

‘Wind in the Willows' and ‘One with Nature'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work and briefly introduce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research.

Chapter II discusses the culture of elegance in nature. In section 1,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man, and art is considered with

oriental philosophy of Lao-tse and Chuang-tse, thereby, establishing

the academic basis. Then, in section 2,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cept of elegance is

summarized according to the flow of history, and in section 3, the

paintings created by the subject of elegance are listed, help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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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elegance within the art history.

Chapter III analyzes and classifies the space of elegance that

appears in my work into two media, poetry and painting. Section 1

refers to the journey in search for idealistic taste, and refers to

author's book titled “To the Writer’s Home," published on the basis

of the manuscript written at travelling site. Section 2 explains the

space of elegance offered to modern people along with paintings. I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wind, willow, and water that appear

throughout the work, and then describes the “One with Nature",

which depicts leisure activities of modern people.

Chapter Ⅳ examin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methods that appear in this work. Section 1 summarizes the stages

of the work, focusing on the process of attaching and detaching

paper tape, and section 2 analyzes the figurative material used in the

work. Section 3 reveals the significance of ‘emptiness', a major

feature of work.

Chapter Ⅴ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discusses the

results and direction derived from this research.

Through the above research, this study solidifi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space of the elegance expressed as ‘Wind in the

Willows' and seek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work.

keywords : Elegance, ‘Wind in the Willows’, traveling, willows,

empt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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