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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간관계’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본인의 작업을 대상으로 그 창작 동기와 목적, 제작과정에서 나

타난 이론적 근거,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기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인간이란 본디 ‘사이’라는 뜻을 내포하며 사람 사이의 수많은 문들이

서로 맞닿는 이 세상은 수많은 ‘나’의 집합체이다. 인간은 그들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영향을 벗어나서 존재하기 어렵다. 이에 체험되는

세계 속에서 실존하는 자아와 내면에 존재하는 자아 사이에도 보이지 않

는 문이 존재한다.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대 도시 사회는 크고 작은 집단 안에서 발

생하는 인간소외를 껴안고 있다. 철저한 익명성의 보장이 도리어 획일화

를 불러일으켰고 그 속에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고립감은 더욱 커졌다.

고유한 존재감이 옅어짐에 따라 흔들리는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의 가변

성이 주는 불안과 고뇌 속에서 본인은 그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

했다.

작업은 철학적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연역적으로 대입해보고 귀납적으로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본인만의 창의적인 해석을 더해 작품화하고자 하였

다. 작업의 내용은 본인이 구상한 ‘모나드 셀’을 작업의 모티브로 활용하

여 제작되었다. 배경을 제작하는 방법은 한지 위에 수차례 물과 색을 입

히는 방식이다. 본인은 시간을 들여 셀을 이어 붙이거나 떼는 콜라주 작

업과정이 인간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우리 스스로 운영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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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물과 색 그리고 시간이 만나 화면을 구성

하게 되는 긴 과정에서 작가는 반복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작업 절차를 거

치게 되고 그 안에서 작가 스스로 복잡했던 의식이 비워지며 몸과 마음

이 맑아지는 무아(無我)의 경지를 체험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머리말’, ‘인간관계 속 자아와 모나드 셀’, ‘인간

관계 속 자아의 표현’, ‘조형적 특성과 재료기법’, ‘맺음말’ 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인간사회와 공존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 제작의 목적과

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본인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

경에 대해 다루어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인간 소

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본

인의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모나드 셀이 상징하는 바와 형성 배경, 그리

고 형성 과정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감정의 교류를 그리는

본인의 작품의 표현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인간이 타인과 공존하기 위

한 내적·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그린 본인의 작품을 각각 내용

에 따른 시리즈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함이다. 1절에서는 개인이 사회

속 자신에 대하여 인지하고 타인과 공존하기 위하여 세계의 일부가 된

개인들을 그려 낸 <The Same Earth> 시리즈와 개개인의 내면의 공간

을 그린 <저 마다의 방> 시리즈를 중심으로 침잠하는 개인의 모습을 조

망하였다. 2절에서는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쉽지 않은 관계>와 <관계매듭> 시리즈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타인을 향한 능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여금 어려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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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다가가다> 시리즈를 중심으로 서

술하고자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본인의 작품에 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본인의 작업에 드러나는 조형적 특성과 표현 연구 과정에 대하

여 살펴보고 기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여백을 담고

있는 화면 위에서 한지의 결이 작업에서 어떠한 형상으로 혹은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

해 얻은 결과와 나아갈 방향을 논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모나드 셀’을 통한 인간관계 속 자아 표현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향후 지속할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인간, 인간관계, 자아, 공존, 한지콜라주, 모나드 셀

학 번 : 2016-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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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9] 제작하여 모아 둔 모나드 셀

[도판10] 한지를 뜯어서 제작한 섬모를 콜라주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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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실로 ‘사

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간은 타인과의 수많은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작지만 큰 개인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끊

임없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양산하고 있다. 빠른 것과 순간적인 것들에

함몰된 현대인들이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 하는 일에는 더욱이 어려

움이 따를 것이다. 현대인은 분초를 다투며 흘러가는 시간과, 삭막한 공

간이라는 제약과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엿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소외시키고 동시에 스스로 소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인간

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발점이 되어 본

인은 위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실재하는 세계에서의 그들 스스로의

존재와 내면적 인식에서 발생하는 존재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혼돈을 겪

는다. 본인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아와 인간 내면에 위치하는 자아를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한 개인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한참을 부유하던 내면의 자아는 어느 순간 세계 안에서의 자기라는 존

재에 대해 인식 하게 된다. 그렇게 한 개인은 실존하는 대상으로서의 자

기존재와 그러한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내면적 자아 사이에서 혼란

을 겪게 된다. 스스로에 대해 끝없이 인식하고 또 의식하는 내면적 자아

는 실재하는 존재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그 영역을 확

장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모든 것이 변화해가는 세계 안에서도



- 2 -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개개인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

지게 되었다.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적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다.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그 공간을 본인은

기하학적 도형으로 재단한 단순한 형상으로 화면 위에 나타내었다. 외면

과 내면의 공간, 그리고 불변하는 본질을 갖춘 개개인은 하나의 소우주

(小宇宙)가 되어 군집을 형성하고 거대한 사회를 이룬다. 이에 본인은 개

개인을 ‘섬모로 둘러싸여 구를 품고 있는 육면체’의 형상으로 도상화 하

고 이를 ‘모나드 셀’이라 명명하여 작품에 도입한다. 여기서 결을 표현한

섬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와 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백이 넓어

질수록 섬모가 뻗어나가게 될 공간은 확장되고 공간 내에서의 심상은 깊

어진다.

작업은 철학적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

그리고 공존에 대한 고찰을 연역적으로 대입해보고 귀납적으로 탐구한

후 이에 본인만의 창의적인 해석을 더해 작품화하고자 하였다. 작업의

중심 소재는 ‘인간의 공존’이라는 범주의 물리적, 심리적 모습이며 나아

가 그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존을 자각하는 자아이다.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진 셀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개개인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유의미한 군집의 형태와 의미를 포

착하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움직임까지도 작품으로 표

현하고자 하였다.

배경을 제작하는 방법은 한지 위에 수차례 물과 색을 입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염색된 한지위에 분채나 안료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한지

의 결 하나하나를 따라 선을 긋는다. 본인의 작업에서 활용하는 색감은

그 자체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색감의 선택은 본인이 포착한 군집이나 인간관계 안에서 우러나오는



- 3 -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운용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한 한지로 만든 셀을 콜라주하여 작업한다. 본인

은 시간을 들여 셀을 이어 붙이거나 떼는 작업과정이 인간사회에서 관계

를 형성하고 이를 우리 스스로 운영해가는 방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용과 기법이 서로 호응한다고 생각되었다. 물과 색 그리고 시

간이 만나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긴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노동으로 행

해지는 아날로그적인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속에서 작가 본인은

스스로의 의식이 비워지며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무아(無我)의 경지를

체험하기도 한다.

한지 콜라주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유기적 인간관계에 대한 작업을 서

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Ⅰ. 머리말’, ‘Ⅱ. 인간관계 속 자아와 모나드

셀’, ‘Ⅲ. 인간관계 속 자아의 표현’, ‘Ⅳ. 조형적 특성과 재료기법’, ‘Ⅴ. 맺

음말’ 로 구성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인간사회와 공존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 제작의 목적과

주제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본인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

경에 대해 다루어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인간 소

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본

인의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모나드 셀이 상징하는 바와 형성 배경, 그리

고 형성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감정의 교류를 그

리는 본인의 작품을 제작 시기와 상관없이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그 내

용을 분석한다. 인간이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내적·외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모습을 그린 본인의 작품을 각각 내용에 따른 시리즈로 구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개인이 사회 속 자신에

대하여 인지하고 타인과 공존하기 위하여 세계의 일부가 된 개인들을 그

려 낸 <The Same Earth> 시리즈와 개개인의 내면의 공간을 그린 <저

마 다의 방> 시리즈를 중심으로 침잠하는 개인의 모습을 조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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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을 분석하고, 타인을 향한 능동적인 움

직임을 바탕으로 하여금 어려운 인간관계 속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

는 <다가가다> 시리즈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본인의 작품에 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본인의 작업에 드러나는 조형적 특성과 표현 연구 과정에 대하

여 살펴보고 기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

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본인의 작품 구도에 관해 작성

한 표를 바탕으로 여백과 관련지어 기술한다. 반복적인 노동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또한 한지의 결이 작업에서

어떠한 형상으로 혹은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기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

해 얻은 결과와 나아갈 방향을 논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작품 구상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면밀히 분석 탐구하고 향후 지

속할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또한 본인

의 작업은 작품으로 하여금 본인 뿐 아니라 감상자의 사색과 공감을 이

끌어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 라는 뜻의 인간(人間)이라는 단어에 착안하여 이

땅 위에 공존하는 사람들의 소통과정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

정의 교류를 그리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이 인간관계 속에서 인지하는

실존하는 자아와 의식하는 자아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내면적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본인은 작업을 통해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지닌 인간이 함께 소통하며 공존해나가기 위해 움직이

는 내 안의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작업에 담아보고자 하였다.

위 논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위 논문이 본

인의 작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같

은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불

변하는 본질을 보존하며 상생하는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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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온 작업을 중심으로 본 논문을 서

술하고자 한다.

Ⅱ. 인간관계 속 자아와 모나드 셀

유교의 인간은 대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소우주(小宇宙)적 자아이며,

불교의 인간은 완전한 인격을 전제로 하는 불성적(佛性的) 자아이다. 인

간은 불완전성을 현실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통해 보완하고 완전함

으로 나아간다.1) 전체 없는 나는 없으며 나 없는 전체도 없는 것이다.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현존재가 현존재

다운 점은 다름 아닌 세계 내, 바로 거기에서 이것과 끊임없이 사귀고

교섭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현존재의 참모습이라

언급한다.2) 사람 인(人), 사이 간(間)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우리는

단단한 사회의 그물망 속에서 비로소 개인이 된다. 사회는 개인의 합보

다 크고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의식과는 달리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자로 태어난

개인은 체험되는 일상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곧

체험되는 세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

재한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스스로를

기울이고 내가 먼저 다가감으로써 공존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고 생각

한다.

Ⅱ장의 1절에서는 본인의 작업의 배경을 이루는 ‘인간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본인의 작업에서 모티브

1) 김보경, 「소외된 인성의 길 찾기: 유교와 불교의 인성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사
상과 문화 18권 3호, 2015, p.33.

2) 성홍기, 『하이데거: 존재에로의 행보』, 이문출판사, 2001,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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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는 ‘모나드 셀’의 의미를 밝히고 의미의 형성 과정에 따른 형

성배경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와 소외현상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도입되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

켰고 또한 질적으로도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

는 사회는 소통과 자유 경쟁이라는 바탕 위에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인을 위협하는 디

지털 네트워크 속 삭막한 현대사회 안에서 그 동안 지켜 온 관계가 와해

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의 순간을 겪고 있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발화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 경쟁을 넘어선 무한경

쟁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이 살아가

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개개인의 삶은 상호간의 소통을 추구하

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심리적인 고립감에 고통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각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타인과 공유하고 끝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느껴

지는 이 사회 속에서 도리어 고립감을 느끼며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증가함에

도 사회학에서의 소외 논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학이 지금에 이

르기까지 현대 세계관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인간관의 관

점에서 인간이란 시공간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분리된 개

체이며 합리적으로 자신의 욕망 충족을 추구하는 욕망의 주체이다. 합리

적이고 욕망 충족적인 사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현대사회는 과거의

전현대사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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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으로서는 소외를 인식하기 어렵다 할 수 있을 것이다.3) ‘소외’라는 것

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환경에 동화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 그리고 특정사회에서 집합적으로 ‘비인간화된 삶이 영

위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를 의식하는 사

람이 있는 반면 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한 만약 동일

한 감정을 감지했더라도 이를 표출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

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인간은 물리적으로든 정신적

으로든 각박한 현실 사회 속에서 타성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내맡긴 채

진정한 자유로부터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듯 보인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확대시키려는 디지털 네트워크 매체들의

활성화는 오히려 개인을 고립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한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는 『실재의 종말』에서 “우리는 원근법적 공간과 판옵티콘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원근법적 공간이란 전능한

독재적 시선을 의미하며,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언급한 판옵

티콘4)은 교화를 가장한 고립의 시작이기도 하다.5) 그러나 이와는 달리

무한정의 자유를 주는 매체인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게 된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우리가 가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인

간관계는 실제로 만난 인간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종의 간접적인

관계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연결망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사이버 상의 간접적인 관계의 증대는

사용자 사이의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인맥을 확장시켜주

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추구하여 ‘더 빨

3) 홍승표, 「동양사상과 새로운 소외론」, 사회사상과 문화 23권 0호, 동양사회사상
학회, 2011, pp.221-223 참조.

4) 판옵티콘이란 벤담이 제안한 일종의 감옥 건축양식을 말한다. 판옵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의 합성어로서 소
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
을 제안하고 창안한 것이다.

5) 한병철, 『투명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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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더 많이’를 요구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제의와 의식 같은 서사적

인 과정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순환과 흐름에 방해가 된다.6) 그래

서 속도감과 편리함 속에서 순환 속도를 저해시키는 것들은 배제되고 끝

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

라서 간접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익숙해지고 차츰 적응하게 되는 인간은

오히려 전인격적인 만남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투명하다고 생각한

다. 투명함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믿음 아

래 네트워크를 이루고 끝없이 소통하며 어느새 우리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밀한 세계까지도 자발적으로 전시한다. 투명성을 요구한

다는 말은 도리어 감시를 불러왔고 오늘날 하나가 된 세계 속에서 만인

이 만인을 감시하고 또 감시받는다.7) 그렇게 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디지털 판옵티콘(Digital Panopticon)에 갇혀 자유

롭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외적으로 아름답고 모범적인 척도에 의해 끝없이 판단되어지

고, 그러한 기준과 척도에 맞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심한다. 익명

의 강압 속에서 결국 그렇게 모두가 똑같이, 마치 대체 가능한 기계 속

부품처럼 획일화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모방과 인습의 테두리

안에서 무난하게 처신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의

성급한 태도는 가상공간을 벗어난 현실 세계에서도 이어진다. 물론 단순

히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소통 과잉을 가장한 소통 부

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

인 문맥의 시대는 모두가 함께하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끊임

없는 인간소외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토록 다양한

매체의 발달, 풍부한 소통의 장이 도리어 개인을 고립시키는 이유와 그

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

6) 앞의 책., pp. 64-65.
7) 앞의 책., p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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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인간이 새롭게 구축해낸 세계와 창조물은 도리어 인간 스스로를 소외시

키고 있다. 이제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는 일상의 전면에 포진해있다. 스

스로 구축한 세계의 심부름꾼이 되어 개개인을 역할로 인식하며 그들 본

연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였다.

보이는 것에만 가치가 부여되는 현대 사회 안에서 이제는 나, 그리고 나

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타인들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소통

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타인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감으로써 공존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해와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소망하며 창작을 통해 나름의 방향

을 모색하고 이를 작업으로 구체화 하고자 한다.

2. 자아의 상징적 이미지: 모나드 셀

‘자아’는 생각, 감정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의미한다. 본인은 자아가 외부와 접촉하기 이전에 사고하는 ‘내면

적 자아’와 행동하는 ‘외면적 자아’라는 두 가지 층위의 자아가 존재하고,

그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거쳐 한 사람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자

아와 접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문인화론 정립의 대표적 인물인 중국 북송 시대 소식(蘇軾, 1037∼

1101)은 ‘부상형(不常形), 유상리(有常理)’라 하여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외형의 형체, '상형'의 묘사보다는 대상에 내재하고 있는 불변의 이치 즉

‘상리(常理)'를 그릴 것을 주장하였다.8) 본인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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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대상은 그 자체로 가변적인 외면과 불변

하는 개인의 본질을 탑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의 도상으로 형상화하여 작품에 등장시키고자 하였다.

형상화된 도상은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징은 보편적이면서

도 가변적이고 융통성을 갖는 기호여야 한다. 플라톤(Plato,

BC.427~BC.348)의 ‘이데아 모방론’ 즉 미메시스(Mimesis) 이후 서구의

예술은 ‘세계’를 모방해 왔다. 인간의 모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물

(物)이며 형태가 있는 사물과 그것을 인식하는 시선이 있는 이상 모방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9) 예술의 모방적 측면이란 예술가가 상상력을

통해 파악한 세계의 구조나 본질적 성격을 예술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하

여 재 언급해 놓는 것10) 이어야 하는데, 본인은 이러한 '세계'의 모방을

통해 본인의 작품 내에 등장하는 상징적 기호이자 본인만의 조형언어를

구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본인은 또한 서양 철학자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의 ‘단자론’에 영감을 얻었다. 동양의 회화에 등장하는 ‘요체’

의 개념에 이를 접목시켜 도상화 한 구를 모나드(monad)라 부르고 ‘섬모

로 둘러싸여 그러한 모나드를 품고 있는 육면체’의 형상을 모나드 셀

(monad cell)이라 칭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모나드 셀은 차후

본인의 작업에서의 개인의 도상으로서의 메타포로 등장하고 사용된다.

본인은 관념적 세계인 ‘마음속’ 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감정이 생겨나고

생겨난 감정도 그 자체로의 생명을 지닌다는 가설을 세운다. 가설에 따

라 고안한 마음속의 풍경과 도상은 이와 같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섬모가 존재하는데 섬모들 사이로 작

8) 정형민,「韓國 近, 現代 美術用語의 變遷과 正體性-繪畵에서 드로잉(Drawing)까
지」, 국제학술심포지엄造形 FORM vol.21,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1988,
pp.112-114.

9) 김미경,『(모노하의 길에서 만난)이우환』, 공간사, 2006, p.249.
10) 박일호,『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pp.18-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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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단한 구 하나가 굴러다니면서 모든 섬모들의 움직임을 지휘한다.

구의 지시에 따라 마음속 섬모들은 유영하듯 움직이며 섬모는 본인이 타

인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호작용하게 될 때 서로 동요된다.11)

본인의 경우 섬모들의 움직임은 바람이 부는 언덕 위의 풀들이 이리저

리 움직이는 형상과도 비슷하고 그 움직임의 작용은 마치 내이에서의 이

석의 작용12)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

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기 어렵다. 인간의 마음

속에 섬모가 존재하고 섬모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구의 존재에 대한 가정

도 본인의 상상일 뿐이다. 다만 그러한 상상 속에서도 섬모와 구라는 도

상의 움직임과 작용의 원리를 비롯한 생각의 원천은 자연의 모습에서 비

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그러한 내면의 움직임을 우리가 타인과 마주할 때 스스로의 마

음속 섬모를 기울여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작용의 형태라 가정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세우기에 앞서 본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마음을 기울여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본인은 섬모의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기울이기’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시작 한 감정 드로잉의 섬모와 구의 움직임의 원리는 이후 접하

게 된 철학적 레퍼런스에 영감을 받아 개인을 의미하는 메타포를 구상하

는 토대가 된다.

Ⅱ장의 2절에서는 자아의 상징적 이미지작업의 본인의 작업에서 모티브

가 되는 ‘모나드 셀’이 상징하는 바와 형성 배경, 그리고 형성 과정에 대

하여 단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1) 김민경, 작가노트(2014)에서 발췌.
12) 내이에는 세반고리관이 있고 그 안에는 먼지만큼 작은 돌인 이석이 들어있다.
이석은 따라 중력의 영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몸의 위치정보를 뇌에 보내 몸이 평
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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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면적 자아의 상징: 단자론과 구

우선 본인이 가정한 자아의 층위는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로 구

분되며 내면적 자아는 외면적 자아가 발현되기 이전에 스스로의 내면을

고찰하고 사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인이 가정한 ‘마음속’이라는 공간 안에서 섬모들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구에 대한 사유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단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대 철학의 근본적인 입장을 이해하

여야 한다. 근대 합리론자들은 철학의 모든 문제에 대해 실체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지각되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관념 내지는 현상이라고 인지한다.

물체는 정신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관념론자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과는 달리 라이프니츠는 물체가 정신 안에 존재하는 관념이기

는 하지만 정신의 외부인 실재세계에서는 물체에 상응하는 것이 아무것

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실체인 단자들의 집적체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단자 중에서 진리와 인식의 원리인 이성을 가

진 단자만을 정신이라 부르고 이를 ‘monad’라 언급한다. 모나드는 더 이

상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만물의 본질에 해당하는 최초의 단

자를 의미한다. 집합적 존재에 대하여 그 개별적인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모두가 구별되는 개체적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모나

드를 강조한다.13)

본인은 라이프니츠가 언급한 ‘서로가 구별되는 최소단위의 단자’ 이자

‘능동적인 힘을 가진’ 모나드의 성질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철학적 담론에

영감을 얻게 된다.

13) G.W.라이프니츠, 『G.W.라이프니츠 모나드론 외』, 배선복 옮김, 책세상, 2007,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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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초기에 본인은 마음속 섬모들의 움직임을 지휘하며 능동적인 힘을

가진 구를 ‘모나드 구’라 칭하였다. 이 구의 역할과 움직임에 대하여 라

이프니츠의 단자론에 등장했던 철학적 담론에 영감을 받았고, 실제로 본

인이 생각한 모나드 구의 역할이 라이프니츠 이론의 모나드와 닮아있었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모나드는 라이프니츠가

언급한 모나드 이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와 더불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

다는 근본적 테두리를 설정한다. 그의 이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모나드는 신에 의하여 예정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여

기서 인식론적인 난점이 발생한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존재론적인 관

점에서 신을 주체 삼고 있지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유한한 이성

이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14) 다시 말해 그의 철학이 신학적 측면에 근거

하여 인식의 가능성과 의지의 자유가능성이 모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서는 라이프니츠가

그의 이론 중, 신에 의한 예정조화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

에 한하여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모든 움직임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인간이며, 인간 사

이의 관계와 그 관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은 오로지 개인의 의지와 노력

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주목한 내면적 자아의 또 다른 속성은 불변성이었다. 세상에 변

하지 않는 것은 없고 ‘대상의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 만은 바뀌지 않는

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다.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도 의심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본인이 라이

프니츠의 단자론을 들으면서 고민했던 ‘개인의 본질’은 데카르트의 명언

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내면적 자아의 성질은

내면을 고찰하고 사고하며 인지하는 정신작용에 관한 것인데 이는 즉 자

14) 윤선구,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의지의 자유문제와 단자론」, 한국철학회, 哲學
제52집, 1997,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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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역할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의 내면과 대상의 불변성

은 그 역할이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나 그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

기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화하는 감정드로잉은 타인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의 감정의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내듯 포착하는 것이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은

점, 선, 면만을 이용하여 최대한 날것에 가깝지 않도록, 정제된 형태로 나타낸

다.15)

서로 구별되는 최소단위의 단자인 모나드처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점이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듯 점은 모든 도형

의 기초가 된다. 플라톤 이래로 원은 자기충족적인 완전함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한 원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구는 한 점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

로 구성된 삼차원의 도형이다. 실제이든 가상이든 규정된 공간 내에 존

재하기 위해서라면 부피와 질량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섬모들의 움직임

을 지휘하는 모나드는 점이 아닌 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건이 만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은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이를 인지함과 동시에 포착하고 싶었기에

작은 크기의 연필 드로잉의 형태로서 감정드로잉을 진행하였다.

[도판1] <직면하기_2014> 감정드로잉

15) 김민경, 본인의 작가노트(201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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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 <기울이기_2014> 감정드로잉

[도판3] <감정의 비루_2014> 감정드로잉 [도판4] <군집_2014> 드로잉

감정 드로잉은 본인의 작가노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옅은 색으로 그어

진 줄 노트 식 수첩에 0.3mm 두께의 흑연으로 그렸다.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기에 이동성이 좋은 수첩이 용이했고 옅은 색의 줄 노트가 백지

위에 무언가를 그린다는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마치 일기를 쓰거나 메모

를 남기는 것처럼 일상이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순간에 기록하였는데 당

시의 감정 선을 섬모를 통해 최대한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

다.

[도판1]은 감정에 따라 [도판2]와 [도판3]처럼 다양한 변주로 기록되기

도 하였는데, 이는 이후에 섬모들의 기울임과 움직임을 지휘하는 구만

따로 떼어내어 드로잉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도판4]와 같이

개별적인 존재자들의 군집에 대한 드로잉으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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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면적 자아의 상징: 육면체

위의 행에서는 본인이 화면 위에 나타나는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

를 분리시키게 된 과정과 외면적 자아의 도상을 육면체의 형태로 상징화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자아’를 정신 과정을 일관성 있게 조직하고 모든 정신의 구

성과정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자아를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주체의

통합적이고 자족적인 이성적 능력으로 규정하였다.16) 하이데거의 언어를

빌리자면 현실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실존하는 자아’는 시간과 공간

이라는 제약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의식하는 자아’

와의 간극을 경험하게 된다. 실존하는 자아도 의식하는 자아에 의해 스

스로를 인지하게 되지만 그 둘의 바탕은 결국 한 사람이다.

본인은 한 사람의 자아가 특정한 찰나의 단면으로서 규정지어질 수 없

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의식의 일부라 생각했다. 동시에 하이데거

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가 단순히 하나의 층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

다고 인지했다. 사고 그 자체만으로는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것 이

상의 생각의 교류가 어렵다. 그래서 내면적 자아는 외면적 자아를 통해

스스로를 세상에 노출시키고 나아가 또 다른 자아와의 공존을 가능케 한

다.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토록 다른 개

인이 서로 다른 존재와 공생하기 위해서 결국 소통에 대한 노력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이에 본인은 정신적인 활동과 사고를 하는 지점을

‘내면적 자아’에서,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행위 하는 노력의 움직임을 ‘외

면적 자아’에서 찾게 되었다.

인간은 태어나서 그 육신이 소멸하며 땅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섭리를

16)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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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인간의 외면은 정신이 머물다 가지만 결국 소멸하고 마는 일시

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인은 일시적이고 가변적

인 육체로서의 의미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외적인 자아’에 그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외면

적 자아’는 하이데거가 언급한 ‘실존하는 자아’에 해당하며 체험되는 삶

속에서 끝없이 변화하고 물리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자아를 의미한다.

사회적 존재이자 사회 안에 속한 일부로서 개인은 ‘언어와 행위’라는 수

단을 이용하여 타자와 대면하고 사회 안에서 대화한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감정드로잉에서의 ‘섬모와 구’의 일차원적인 구조에

서 나아가 불변하는 개인의 본질과 가변적인 외면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고의 지점에 도달했다. 가변적인 외면은 해석하기에 따라 단순히 겉모

습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작업에서는 시간과 세계 안에서 자의

적 혹은 타의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의식 외적인 변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다음으로 겉모습과 움직임으로 다른 대상과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

목했다. 세상에 온전히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변화를 물

리적으로 접하고 받아들이는 외면적 자아는 오늘날 더욱이 스스로를 포

장시키는 역할에 충실하다. 단순히 외양을 떠나 행동과 움직임까지도 스

스로를 포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로 같은 집단 내 개인들이 동일한 조건에

놓인 경우를 상정하여 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서로를 동등하게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인은 육면체 구조 안에 구가 들어 있는 형상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서로 다름을 구별 짓고자 하였다. 여섯 개의 면 중에

다섯 개의 막힌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같은 화면 내의 육면체는 서

로 비슷한 크기로 구성되어 표현된다는 시각적으로 형상화되는 지점에서

의 조건만이 동일할 뿐, 서로 동일한 육면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기 위함인 동시에 인간이

지구상의 작은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의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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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메타포가 되는 모나드 셀의 도상을 구상하던 시기에는 개인보다

는 세계 혹은 사회 안의 작은 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서로 다른 사고를 하며 살아가

지만 한 발 짝만 떨어져서 인간의 삶과 개개인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살

아가는 삶의 레퍼토리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 작업을 진행하면

서 점차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를 대하는 개인의 자세에 대한 관

심이 더 커졌지만 개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도 관계라는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3) 개인을 의미하는 상징: 모나드 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필멸의 존재인 인간 뿐 아니

라 시간과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개인

은 타인의 의식 앞에 대상화되고 판단되어진다. 실재하는 세계 안의 ‘나’

라는 존재와 내면의 자아와의 충돌과 마찰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채 알기 이전에 그 생을 마감하

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생에

단 한번 겪게 되는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의 순간을

거친다. 본인은 그러한 불안이 초래되는 이유를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

이라는 지점에서 찾았다.

위에서 본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감정 드로잉을 시작하게 되었고 감

정 드로잉에 등장하는 섬모와 구의 역할에 대해 밝혔다. 이후 자아가 내

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로 분리되는 과정과 외면적 자아가 섬모로 둘러

싸인 육면체로 도상화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이 모든 요

소를 갖추고 있는 모나드 셀을 계획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로써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 그리고 그 개인은 섬모로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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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육면체가 구를 품고 있는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본인이 가정한 마음속의 풍경을 간략하게 표현해본 것이지만 그러

한 개개인도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공간인 지구상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개인의 내면과 생각에 대한 관심으로 감정드

로잉을 진행했지만 점차 그러한 개인도 거대한 사회 안의 일부에 불과하

다는 생각에 사회 안에서 비로소 개별화되는 인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

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에 대한 관심이 인간

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제각기 다른 감정을 표출하는 인간도 결국에는 커다란 지구상에의 티끌

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하나하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제각

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조망하고 싶었다.

본인은 스스로 규정지은 비정형의 ‘마음속’ 이라는 가상공간에 대한 상

상으로부터 사고를 확장하여 개인에 대한 도상을 구상해낸다. 구의 지휘

에 따라 자신을 기울이는 섬모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존재할 것이라 생

각하였고 이는 우리가 타인과 공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공감의 원천

이 되었다. 그 외부의 영향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띠는 외면, 즉 ‘육면

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환원될 수 없는 불변의 본질, ‘구’ 로 이루

어진 구조를 함께 갖춘 것이 바로 인간 개개인이라고 상징화 한다. 그러

나 구가 육면체 안에 담겨지게 되는 지점에서 이전부터 본인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던 모나드 구의 운동성이 직접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만 보았을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타인과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지 마음이 생겨나는 것만

으로 그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본인은 외면적

자아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인은 내면적 자아가

표상하고자 하는 것들을 외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춘 외면적 자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고민을 거듭하던 단계에서 본인은 감정드로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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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던 섬모의 운동성을 육면체에 이식하여 세계 안

의 외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모름지기 타인에 대한 공감 혹은 소통 의지

와도 같은 마음이 생겨나도 결국 직접적인

타인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은 의식 외적

인 행동과 노력이다. 따라서 운동성을 내포하

고 있는 섬모를 육면체의 외면에 이식함으로

써 개개인의 본질은 그대로 두며 의식 외적

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감정 드로잉에서 나아

가 모나드 셀이라는 하나의 대상의 일부로서

섬모는 마치 아지랑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

은 물속에서 유영하는 듯 보이는 선으로 화

면 위에 그려진다. 선은 본인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과 관계한다. 그

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구를 품고 있던 육면체가 섬모로 둘러싸이는 형상

을 갖추게 되면서 개인을 나타내는 도상이 형성된다.

이로써 본인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과 여러 철학적 담론에 대한 연구로

부터 영감을 받아 구와 육면체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후

구의 운동성을 육면체의 표면에 이식하여 개인을 의미하는 셀을 만들게

되었다. 셀(cell)이란 생물학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조직체의 최

소 단위인 ‘세포’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형의 단위 용기이자 기본단위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 모나드를 간직한 개별적인

개개인을 구별하는 단위로써의 셀을 만들고 모나드 셀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나드 셀은 각각의 개체가 결합하여 하나의 도상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서 생각의 전개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부분은 동양

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도판5]【작품10】의 부분



- 21 -

형이 상자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이것이 이(理)다. 형이 하자는 정도

있고 모양도 있다. 이것이 기(器: 사물) 이다.

〔形而上者無形無影是此理, 形而下子有情有狀是此器,〕 朱喜 「朱子語類」 券95.

이는 중국 송대(宋代) 명리학을 계승한 주희(朱喜, 1130~1200)가 그의

핵심사상인 이기(理氣)사상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다. 무한한 것은 영

원성이라 하는 비물질의 정신적 존재이고 유한한 것은 사물이라 하는 물

상의 성질이 변하지 않지만 그 겉모양만 육안에 보여지는 무상한 존재라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7) 본인은 형이상학적인 정신적 존재와 인간의

외면적인 부분에 대하여 주희가 언급한 이기론(理氣論)에 대입하여 생각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동양에서는 산수화를 그릴 때에도 이(理)와 기(氣)를 찾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연 대상물에 대한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상의 형태를 보이

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대상을 간명하게 표현하여 궁극적인 리를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

화의 원리로 보는 ‘기’는 산수화에서 지세의 흐름을 형상으로 재현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18) 이처럼 ‘이’와 ‘기’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념으

로 해석되며 예로부터 동양의 그림에 등장하고 있다.

모나드 셀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육면체를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다본 형

태를 갖추고 있다. 천장이 뚫린 상자처럼 보이며 그 안에는 구가 들어있

다. 각각의 상자 안에는 각 하나의 구가 들어있다. 그것이 개인을 의미하

기 때문이고 내부의 구는 마주보고 있는 육면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내

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들만이

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 발짝만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좀 더 많

은 상황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눈앞의 것들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통이 그리도 어

려운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17) 강행원, 『문인화론의 미학』, 서문당, 2001, pp.161-163.
18) 이나나, 『문인화의 연원과 영남문인화』, 서예문인화, 2013,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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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간관계 속 자아의 표현

‘인간(人間)’ 이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하게도 그 자체로 ‘사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람

은 타인과의 수많은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

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가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는 관계는 사람

들의 사이에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여 살아간다. 그

들이 속하게 되는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집단은 더욱 다양해지기

도 한다. 그리고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들이 한 개인으로 존재할 때와

사회 안에서의 개인이 될 때 행하게 되는 ‘사회적 행동’을 달리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밝힌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모나드 셀에 대

한 구상을 바탕으로 창작한 다양한 변주를 내용과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소개하고자한다. 본인의 작업은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람들

사이의 공존의 모습을 관조하는 맥락에서 시작하여 점차 침잠하는 개인

의 내면에 천착한다. 다만 본 논문의 Ⅲ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인의 작

업은 작품 제작의 시기에 따른 순차적인 정리가 아님을 밝힌다.

1. 내면의 개인
 

스스로 침잠한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불

안감을 느끼고 자기 내면에 몰입한다는 의미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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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

신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그렇게 저마다 스스로 구사하는 생존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자

신이 인지하는 세상의 잣대에 근거하여 사유 한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

로서 인간은 거대한 세계 안에서의 흐름을 벗어나서 생존하기는 어렵다.

세상의 규칙을 따르고 적응해가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그 과

정에서 개인들은 타인과는 다른 자신의 존재 위치를 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스스로 침잠한다.

Ⅲ장의 1절에서는 개인이 사회 속 자신에 대하여 인지하고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침잠하여 공존하기 위하여 사회의 일부가 된 개인들을 그려 낸

<The Same Earth> 시리즈와 개개인의 내면의 공간을 그린 <저 마다의

방> 시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침잠하고 있는

개인들을 조망하고자 한다.

1) 사회의 일부가 된 개인

인간은 마치 우주의 점처럼 작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우주와

우주 안 10만 광년의 크기로 존재하는 우리 은하계, 그리고 그 안에 아

주 작은 행성인 지구가 있다. 그 작은 지구 위에 62억의 인간이 살고 있

다. 마치 이 세상에서 세포 알맹이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은 세기

의 흐름 앞에 스스로 겸허해진다. 유교의 국가론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구성요소 사이를 조화적, 보완적 관계로

인식한다. 이렇게 유기적 통합이 강조되는 것은 유교의 조직이 자연의

운행과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19) 큰 덮개이자 집의 지붕을 의미하는

우주(宇宙)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정의된 우(宇)와 주(宙)의 복합어이다.

19) 이영찬, 「유교의 사회제도 사상- 가족, 국가,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학논
집 제34집, 2007,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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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사방(四方)과 상하(上下)를 포괄한 의미이고 '주'는 예로부터 오늘

에 이르는 온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주는 인간이 발 디뎌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동양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중국

의 ‘우주론(宇宙論)’에서 우주는 자신이 사는 세계를 모두 포함하여 시간

과 공간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으로 설명 된다.20) 철학적 관점에

서 보았을 때 '세계관'이란 세계 전체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말하는 것

이다. 자연연구에 의해 얻어진 자연 또는 세계에 관한 경험적 전체로서

의 세계상으로 설명되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 세계관에 비해 동양에서는

세계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형이상학적 근거로부터 설명한다.21)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든 존재들 간의 근원적인 통일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해

서 인간과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을 통일체적 세계관이라 지칭한다. 통일

체적 세계상에 의하면 티끌과 같은 작은 공간도 무한한 우주를 내장하고

있으며 순간과 같이 짧은 시간도 영원한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다시 말

하자면 부분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이다. 어떤 존재도 영원한 시

간과 무한한 공간을 자신 안에 품고 있기에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보

는 것이다.22)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 중국 송대(宋代) 신유학

자인 육상산(陸象山, 1139-1193)의 육상산전집(陸象山全集)에서도 통일체

적 세계관에서의 우주를 공간과 시간의 포괄적 전체로 인식하고 있다.

육상산은 우주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전체로 해석하였다. 이

는 단지 물질세계나 경험세계 또는 현상세계나 역사세계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理) 라는 우주적 원리 내지는 실재가 내재적으로 편재하

는 세계이며, 이 인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주와 동질적으로 일치하는 것

임을 주장한 것이다.23) 요컨대 동양적 세계의 의미는 천지나 우주라 표

현할지라도 물질계나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현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정지된 공간의 영역만이 아니라 생동하는

20) 이연승. 「양웅의 우주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26.
21) 김한배, 이규목, 「동양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한국도시경관의 특성」, 한국조
경학회·한국조경학회지 21, 4, 1994, p.57.

22) 홍승표, 앞의 논문, pp.225-226.
23) 宇宙便是吾心, 吾心便是宇宙, 陸象山全集, 券 36(이남영, 「동양의 세계관과 인간
관」, 동아문화 제 21호, 1983, p.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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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원형이기도 하며 그 활동은 종말을 예상할 수 없이 무한으로 지

속되는 것이다.24) 이러한 시각은 동·서양의 회화를 보는 관점에도 반영

되었다. 이성 중심적이고 경험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형이상학적

근거를 토대로 정신의 함양을 중요시하는 동양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파

악하고 동양 사상에 기인하여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중

요시하였다.

중국 북송 시대 소식(蘇軾, 1037∼1101)은 그림의 가치란 자연에 있는

어떤 대상과의 닮고 닮지 않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붓에 의해 그려

지는 대상의 형태와 특성이 그 물상의 내면적 성찰에 대한 유심적(唯心

的)인 세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보았다.25) 이는 그림을 그릴 때는 물

상이 가지고 있는 성정을 터득하여 그 내면세계를 품어야 함을 의미하

며, 서양에서 추구하는 회화와 동양에서 추구하는 회화의 역할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본인은 본인의 의식의 바탕을 이루는 동양의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작

업을 진행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과 그것이 나타나는 여백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땅’을 명확

히 하자면 본인이 의식하는 이 세계의 터전을 뜻한다. 우주의 점인 인간

이 모여 땅을 이루고 땅은 지구가 되고 지구는 곧 우주이자 우리가 살아

가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 때 작가는 전지적 시점을 취한다.

24) 이남영, 「동양의 세계관과 인간관」, 동아문화 제 21호, 1983, pp.103-106 참조.
25) 강행원, 앞의 책,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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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그렇게 시작된,

죽지에 채색 및 한지콜라주,

116.8x90.0cm, 2015

모든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본인은 표상으로서의 만남과 지각작

용으로서의 만남에 대하여 경계를 두지 않고자 한다. 만남은 물질을 매

개하지 않고 별안간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물과의 관계에서 빈번

한 것은 세계가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양상을 띠며 현전하기 때문이다.26)

만남이라는 것이 없이 모든 관계는 시작되지 못한다. 만남으로부터 시작

되는 지점은 마주치는 순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맞닥뜨리는 첫 순간이

다. 그러나 만남과 대응 될 만 한 이별은 끝이 되지 못한다. 이별마저도

만남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인

은 모든 것의 시초에 해당하는 시점이자 추상적으로 서술한다면 ‘만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에 대한 관심어린 지각으로

부터 시작된 무언가의 ‘본질’에 대한 사고는 ‘시작’ 지점으로부터 본인의

작업을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만물에는 어떠한 조건에도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본질이 존재한다. 스

스로를 재단하고 포장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가지만 그들 내면의

고유한 본질은 변함이 없다. <The Same Earth> 시리즈는 우리가 살아

가는 이 땅에서 공존하고 있는 존재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간(人間)

26) 김미경, 앞의 책, pp.152-155.



- 27 -

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늘 존

재한다. 그 모든 것들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내가 먼저 공간을 내어주고

자 하는 수많은 '나'의 마음가짐에서 서서히 비롯되고 있다.

본인의 <The Same Earth> 시리즈와 그 작업은 같은 요소를 그리더라

도 서로 동일한 셀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시도한 작업이

다. 개인을 상징하는 동일한 셀들을 하나의 화면 위에 담고 있는 <The

Same Earth> 작업은 되풀이되는 노동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구상한

셀을 콜라주 하여 화면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단순히 양식화된 행위의 반

복이라 할 수 없다. 셀 하나하나는 개인을 의미하고 섬모로 둘러싸인 육

면체가 구를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지만 모든 셀은

재제작 될 때마다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화가 이

우환(1936∼)은 같은 종류의 구성요소를 현시점에서 찾아냈다고 해도,

혹은 원래의 작품을 분해해 놓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이미 과거의 그것

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예전 그대로의 작가일 수 없

기 때문이다.27)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서로의 DNA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다수 존재한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서

로 동일할 수 없다. 이 점을 본인은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해 나가는 제

작과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0】The Same Earth 516,

죽지에 채색 및 한지콜라주,

80.3x100.0cm, 2016

27)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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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Earth> 작업은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를 셀을 배치하는 간

격과 배경의 색감으로 시리즈 안에서 차별화된다. 기본적으로 한 화면의

셀은 거의 다 크기가 비슷하고 서로 크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크기가 큰

편인 셀과 작은 편인 셀의 크기 차이는 7∼8mm 이내로 제작한다. 모든

개인은 저 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레퍼토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은 개체이기 때문이다.

<The Same Earth>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중점을 둔 부분은 셀의 크

기에 따라 셀을 배치하고 콜라주하는 것이다. 미리 제작하여 말려 둔 한

지 셀을 콜라주할 때 화면 위에 셀을 배치시키는 작업은 마치 우리가 인

간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과 닮아있다. 비교적 크기가 큰

셀의 주위에는 크기가 작은 셀을 배치함으로써 화면이 이루는 전체적인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개인의 자세이다. 인간은 사회 전체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

되면 줄이고 부족하면 채운다.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며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 그렇

기 때문에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리고 이해와 양보가 아닐까. 전체의 화면은 각각의 개체와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어 어느 한 쪽의 평형이 어그러지는 순간 전체의 균형이 유지

되기 어렵다.

<The Same Earth> 시리즈는 2014년에 섬모와 구를 활용한 감정드로

잉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모나드 셀을 구상함과 동시에 시작하게 된 작업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이라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의 공존의

방식을 연구하며 작업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을 다

루고 있다. <The Same Earth> 시리즈는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며 본인의 다른 작업들의 시초가 되는 작업이

다. 또한 미술 시장에 첫발을 디디어 본인의 작업을 소개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주가 탄생하고 변화되기도 하였지만 본인에게 위

의 작업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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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면의 공간

본 논문은 ‘생각하는 개인’과 ‘행동하는 개인’의 면모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인간이 공존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인지하고 의식한 것들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인지하고 의식하는

과정은 전체로서의 우리 안에 일부로서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의

식적으로 관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

은 자기 안으로 침잠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탈

피하여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인간은 서로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어도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타인과 소통하기 어렵

다. 온전히 자신의 모습에 침잠할 수 있는 순간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머무르는 세계는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험에 의하여 규

정된 사회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

계는 우리의 특수한 인식 조건에 의해 규정된 세계이므로 이를 대상이

있는 그대로 파악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에 부과한 형식에 따라

파악되는 것이라 설명한다.28) 관념론적으로 설명한다면 더욱이 본질에

가까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상대에 대한 객관적 앎이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개인

의 선험적인 의식과 경험으로부터 산출된 인식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를 추상적으로 인간이 ‘저 마다의 방’

에 머무르며 자신의 여러 모습 중 한 단면을 꺼내어 타인과 소통을 시도

하는 모습으로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전개에 앞서 내면의 공간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고 시

작한 작업은 작품 <자기침잠>(【작품14】)이었다. 실재하는 나와 내면의

나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라는 울타리이며 두

번째 요인은 시간이라는 가변적 테두리였다. ‘나’ 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

28) 김혜숙·김혜련,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pp.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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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속한 장소와 사람들,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확장되어 시작한 작업이 바로

‘홀로 머무는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홀로 머무는 개인은 과연

사회라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스스로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까? 그렇

게 시도한 작업이 작품 <자기침잠>이었다.

【작품14】자기 침잠,

장지에 채색 및 한지콜라주, 90.9x72.7cm, 2016

사람이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계속해서 물

음을 던졌다.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만이 함께하는 순간에도 혼자이기 어려웠

다. 나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나에 대한 생각은 내가 처한 상

황으로,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나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다. 살아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달리기

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임의의 상황에서 임 의의 사람들 속에 놓인 나를 끊임없

이 인지하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될 쯤 이면 이곳을 떠난다.

확실한 것은 ‘나’ 라는 사람이 ‘나’라는 것. 그리고 이미 지나온 시간 뿐 이다.

나는 결국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 일 뿐이며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외면

적인 나는 그 생각을 좇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나’이

지만, 끊임없이 내 안의 다른 무언가를 좇는 존재인 것이다.

<자기 침잠>에 관하여.29)

29) 김민경, 본인의 작가노트(2016)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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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시간까지

도 실재하는 나와 사고하는 나의 대화였다고 느꼈다. 이러한 자기 안으

로의 침잠에 대한 생각은 점차 외적인 범위가 확장되었고 실재하는 공간

이 아닌 인식과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한 내적공간을 형상화 한 저 마다

의 방>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작품15】저 마다의 방(Green),

장지에 채색 및 수묵한지콜라주, 161.9x130.3cm, 2015

작품 <저 마다의 방>(【작품15】)은 <The Same Earth>시리즈 작품

에서 군집의 일부를 추출하고 확대한 후 투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등장하는 개인의 도상과 그러한 도상들의 배치로 구성된 작품에서 자아

와 타자를 분리하고 심리적 공간만을 인식한 것으로 전반적인 구조가

‘책거리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는 감정을 배제한 채 군집을 관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심리적 공간을 들여다 본 것이기도

하다. 본인이 생각한 저 마다의 방의 의미는 우선 모든 사람은 마주하는

대상의 성향에 따라 저 마다의 방에 숨겨진 이면의 특성을 소환하여 대

면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또 다른 의미는 이러하다. 개개인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개인이 생각하는 타인에 해당하는 마음의 방인 것이

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입장에서 인식 속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그 존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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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져도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기억하고 있는 타인의

마음속에서 간직되며 그 생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내적 공간에 대한 상상은 개별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되었

다. 따라서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적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안에 개

개인의 고유함을 의미하는 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 구들은 각각의 공

간에서 눈에 띄는 지점으로부터 조금씩 빗겨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작품

으로 구체화 하는 데에 영감을 주었던 날의 글을 작가노트에서 발췌해보

았다.

그 날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칸칸이 벽이 세

워진 독서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노라면 텁텁하게 쌓인 공기층을 뚫고

또다시. 칸칸이 줄지어 서있는 사물함들이 보인다. 벽에 테두리를 치고 세워져

있는 사물함에는 누구 하나 예외랄 것 없이 자기 물건들을 채워놓았다. 두꺼운

전공서적, 실내용 슬리퍼, 오래 입어서 그런지 각이 허물어진 하얀 실험복, 필통

과 컵 그리고 칫솔과 치약. 벌집처럼 뚫린 칸칸이 누군가의 생활이 가득 담겨져

있다.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같은 규격에 같은 사물함들이 똑같이 줄지어 있

는데 그 어디에도 똑같은 사물함은 없다. 빛이 들고 꺾여 되돌아 나오는 모양새

도, 어둠 지는 그림자도 하나같이 다르다. 무심하게 쌓아놓은 물건이 누군지 모

르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한다. 그들은 거의 매일 이 곳에 온다. 하루의

반을. 어쩌면 그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보낸다. 그러나 사물함의 주인도,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그들도. 서로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30)

<저 마다의 방>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자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는 동안 본인은 ‘실재하는 나’는 나를 인지하고 있

는 ‘내면의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군집과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나 스스로와

자아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스스로의 사유공간에 침잠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혼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30) 김민경, 본인의 작가노트(2016)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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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 자유에 속한다. 남

이 나를, 또한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이

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31)

법정 스님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는 타인이고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기 어렵다.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누구도 타인의 존재를 배제한 채 사고하거나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인간은 사회라는 단단한 그물망 속에서 비로소 '개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전

체의 질서와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인지하고 그 안의 자기 존재에 대

하여 깊이 사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단지 군집을 관망하던 태

도에서 나아가 숙고하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변질은 어떠한 조건에도 변

하지 않지만 인간은 우리 스스로 닿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 스스로를 서

서히 변화시켜갈 것이다.

2. 소통하는 개인

Ⅲ장의 1절에서는 세계의 일원이자 인간관계 속에서 고군분투 하는 거

대한 군집을 조망하였고, 저 마다의 관계 안에서 침잠하는 개인의 모습

을 살펴보았다. Ⅲ장의 2절에서는 타인을 향한 능동적인 움직임을 바탕

으로 하여금 어려운 인간관계 속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다가가

다> 시리즈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이 시공간 속에 존재

하기 때문에 더욱이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를 위해 본인이 먼저 다

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1) 법정, 『무소유』, 범우사, 197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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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에 침잠하는 나’와 세계 혹은 개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나’의 차

이점은 행동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여부이다. 다만 Ⅲ장의 2절 역시 Ⅲ장

의 1절과 마찬가지로 모나드 셀이나 섬모 등의 본인의 작업에서 상징적

인 모티브로 등장하고 있는 대상의 등장만으로 침잠에 관한 조망을 표현

하고 있는 작업인지, 소통을 향한 움직임을 담은 작업인지 분류할 수 없

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Ⅲ장의 전개

순서는 대체로 군집에 대한 조망에서 공존을 향한 구체적인 해결점의 제

시로 이어지지만 온전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업 진행 순서가 아닌 분

류기준에 따른 서술임을 밝힌다.

1) 소통의 노력

본인의 작업에서 여백은 시간이라는 변화의 공간을 담고 있다. 사람 사

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시간’ 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 시간을

양분삼지 않고 형성되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무형(無形)이

자 비물질의 시간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흐르고 소멸하지만

필연적으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의 Ⅱ장 2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감정드로잉에서 구의

지휘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기울이던 섬모는 공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본인은 감정드로잉에서 등장하는 섬모의 운동성을 육면체

에 이식하여 세계 안의 외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부여하였음을 서술

하였다. 여기까지 본인의 작업에서 섬모로 표현된 선은 본인이 인간관계

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 그리고 움직임과 관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나드 셀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교류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운동성을 가진 섬모가 육면체의 외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므



- 35 -

로 외적인 노력의 가능성과 감정의 교류를 섬모의 결로써 표현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통의 노력을 그리고자 한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지점은 ‘행동과 관계하는 섬모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섬모의 길

이’, 그리고 ‘섬모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끝에 위치하는 존재’이다.

【작품20】쉽지 않은 관계,

죽지에 채색, 80.3x100.0cm, 2016

작품 <쉽지 않은 관계>(【작품20】)는 본인의 작업에서 소통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과 에너지 등을 섬모로만

나타낸 작업이다. 한 가닥씩 가는 선을 그어 공감과 소통의 원천이 되고

있는 섬모를 표현하고 있다. 선은 점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선

이 모이면 면이 된다.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면처럼 보이기까지의 과

정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임을 의미한다. 【작품20】은 본인의 다

른 작업의 부분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형 요소이기도 한 섬모만 화면

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선과 섬모는 사

진으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첨예함이 있다. 전부 시각화하기 어려운 인

간관계 속의 개개인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을 표현하고자하기 때문이

다. 본인의 작업들은 큰 흐름의 맥락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위의 작업이 보여주고 있다.

모나드 셀로부터 섬모를 통해 소통의 노력을 그린 작품은 【작품21】과

【작품25】로도 나타나고 있다. 【작품20】과 【작품21】은 <쉽지 않은

관계>의 제목인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위의 두 작품은 쉽지 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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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소통의 노력에 대한 모습은 <The Same Earth>로부터 나온

<조율(調律)>(【작품25】)이다.

오선지 위에 흘러가는 음표들처럼 우리는 모두가 시간이라는 땅 위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다. 저 마다의 삶과 그들의 수많은 사연이 한 데 만나 우리는 '우리

'를 보고, '너'를 보고, 비로소 '나'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32)

작업에서(【작품25】) 섬모는 상대의 섬모를 마주보거나 마치 음표가

흘러갈 것 같은 오선지의 형상처럼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기도 한다. 위

의 작업에서 섬모는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를 내포한다. <다가가다>시리

즈를 제작하게 되었던 초기단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육면체 외면

의 섬모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였다.(【작품30】)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

록 섬모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는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작품27】)

이후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섬모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개인의 노력이

나 에너지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

정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이 역시 시간으로 치환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이에 작품 <조율(調律)>에서 섬모를 과정과 시간의 의미로 작품

내에 배치하게 되었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계에

서 서로 화합하고 전반적인 균형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조율은 반

드시 필요하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 마다의 규칙에 따라 이

합집산이 구성된다. 가상적 배치에서 관찰되는 규칙적인 혹은 불규칙적

인 구조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 본인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관계도가 내면적 인지에 따른 비가시적 줄 세우기라 인식하였

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내’가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기울이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각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관계도마저도 공동생활양식의 구축과 조율을 위한 것이다. 어느 한

32) 김민경, 본인의 작가노트(2017)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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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면 전체가 이루고 있는 열과 행이 어그러지

고 균형감을 잃게 되는데 그 방향과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우연적'으로, 혹은 그 우연이 필연이 되어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만난다. 우리는 그렇게 끝없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간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 대상 중 하나이다. 공간은 시간의 영향 아래에서 변화된 모

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본인은 소멸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물리적 시

간과, 개인의 경험과 지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심리적 시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번 절에서 시간을 매개로 하여금 형성되고

소멸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였

다. 시간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켜켜이 쌓이고 때로는 흘러 없

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찰나를 거쳐 간 시간은 과거와 미래에

서 지나간 ‘현재’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2)타인을 향한 능동적인 움직임

임의의 거대한 군집 속 개인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관찰자적인 조망으로

그려낸 <The Same Earth> 작업 시리즈는 침잠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의 일부를 대표하는 본인의 작품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

해 <다가가다>(【작품30】) 작업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타인을 향해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관계성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과 같이 본인은 인간관계의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스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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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0】 다가가다,

장지에 채색 및 한지콜라주, 130.3x193.9cm, 2015

인간은 그 존재가 사라져도 타인의 기억 속에서 그 삶을 이어간다. 그

러나 우리가 타인과 마주하는 방식은 다소 일방적인 성향을 띠기도 한

다. 실재하는 존재와 마음속에 형상화되는 존재 사이의 간극은 서로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어려움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

는 시선도 이와 같기 때문에 타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모습은

지극히 타인의 시선에 의해 인지되고 재단된 형태로서 현현된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사실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

엇인지 알기 어렵다. 결국 타인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인식에 의존하여 상대를 대상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마주한다

는 것은 불현듯 다가온 타인에 대한 나의 축적된 의식과, 실존하는 내가

조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서 각자의 노력이 수반되어 타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려 하

는 가능성의 상태는 본인이 생각하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궁극적인 지점이다. 따라서 <다가가다>시리즈는 본인이 소망하

는 관계의 지점을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기적 인간관계

와 공존에 대한 작업 시리즈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며 <다가가다> 작업

이 본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할 수는 없다. 마치 본 시리즈에서

본인이 얻은 깨달음의 정점을 찍는 작업일 것처럼 여겨지던 위의 작업은

생각보다 다양한 변주를 낳았다. 작품 <닿기를>(【작품27】), <다가오

다>(【작품26】), 바라보다(【작품31】)와 같이 나 자신과 타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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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작업으로부터 나 개인의 실존하는 자아와 의식하는 자아 사이에

서의 괴리감에 대한 침잠을 그린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품<다가가다>가

그 시작점에 있었다. 그래서 이후 <다가가다>를 시리즈의 제목으로 정

하게 되었고 본인의 첫 번째 개인전의 제목으로 쓰기도 하였다.

<The Same Earth> 시리즈에서 천장이 없는 육면체를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다 본 각도로 선만으로 양감 없이 셀을 콜라주 한 반면 두 명의 사

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다가가다> 작품에서는 좀 더 사실적으

로 모나드 셀을 드러낸다. 마치 두 명의 주인공을 위한 무대에 조명을

켠 듯이 둘 사이의 공기를 가까이에서 조망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보일 듯 말 듯 한 섬모의 존재이다. <다가가다> 시리즈에서 가장

초기에 제작한 작품은 작품 <다가가다>(【작품30】)였고 두 개체 사이

의 섬모의 길이는 거의 동일하게 그려졌었다. 그러나 작품을 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개체 사이의 섬모의 길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

로 동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 계절이 지나기 전에

작품의 크기와 상관없이 <닿기를>(【작품27】)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작품은 작은 크기이지만 섬모의 길이가 서로 동일할 수 없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본인의 작업 시리즈에 그 의미가 크게 작용하여 섬모의 길이 차이에 대

한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하

는 마음의 크기와 노력의 정도는 서로 동일하기 어렵다. 단순한 깨달음

을 얻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본인의 작품도 본인과 함께 그

성숙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불현 듯 쏟아져 들어오는 빛처

럼 순간적이며 예측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타인을 마주하듯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본인의

작업에 있어 다가간다는 것은 일련의 작업들을 마무리하는 완결의 의미

를 지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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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형적 특성과 재료 기법

본인은 작업에서 스스로 부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하학적 도상

들을 화면 위에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공존의 형태와 더불어 그

속에서 형성되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 등을 그리고자 하였다. 인간관계의

구조나 방식에 따라 작품의 바탕이 되는 여백 안에서 형성되는 대상의

구성과 배치는 달라지며 표현 연구의 방식으로 한지의 결에 따른 물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드러나는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표현 연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지의 결이 작업에서 어떠

한 형상으로 혹은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1. 화면의 구성과 표현

모든 군집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 안에서 공존을 이루고

그 모습은 가시적인 형태를 갖춘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

서 저 마다의 규칙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합집산이 형성되는데 본인은 이

를 내면적 인지에 따른 비가시적 줄 세우기라 인식하였다. 그러한 가상

적 배치에서 관찰되는 규칙적인 혹은 불규칙적인 구조도 인위적으로 형

성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본인이 ‘인간’, ‘간극’, ‘관계’ 등 ‘사이’를 그리고 있는 만큼 공백과 여백

은 본인의 작업에서 조형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여

백과 대상이 서로 호응하는 구조와 형태로써 사람들의 관계와 움직임이

가시화 된다. 여기서 움직임이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움직임 모두를

포괄한다.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장처럼 형성되는 비가시적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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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그리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여백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

으며 그러한 여백을 바탕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조형적 대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여백과 시·공간의 표현

동아시아에서 그림이란 본질적으로 ‘뜻을 그리는 것[寫意]’이라 정의한

다. 여기서 ‘뜻’이란 참과 진리와 도에 이르는 보편가치를 지향하는데 이

러한 뜻을 그리는 것이 바로 사의(寫意)이며, 사의를 성공시킨 것을 사의

적 화법이라 부른다.33) 사의는 예로부터 동양회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문인화의 정신과 가치를 의미한다. 남제(南齊) 사혁(謝赫, ?~?)은

동양회화의 구도에 대하여 경영위치(經營位置)를 제언하여 작가의 정신

과 그림의 목적에 따라 이를 작가 스스로 경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언급하였다.34) 적절한 방법으로 화면위에 표현하였을 때 비로소 기운생

동(氣韻生動)을 느낄 수 있으며 사의적 정신에서 여백은 본질적으로 중

요한 위치라 할 수 있다.

동양의 회화를 비롯한 동양의 예술에 나타나는 여백은 내면세계이자 사

유공간을 나타낸다. 필묵을 통해 드러난 사의적 부분은 여백이 존재하기

에 드러난다. 조형적 특성상 여백이 없는 필묵은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

서 여백은 침묵을 담고 있는 조형 언어라 할 수 있다.

여백은 주로 물상을 희게 남겨두는 ‘공백’이나 배경을 희게 남겨두는

‘공간’으로 설명된다.35) 일반적으로 공간(空間)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33) 변영섭,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 북성재, 2013, pp.88-90.
34) 鎭兆復, 『동양화의 이해』, 김상철 옮김, 시각과 언어, 1999, pp.44-46.
35) 앞의 책.,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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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범위로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영역이나 세계 등을

의미한다. 미술계에서는 작가가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남

긴 공간을 여백이라 하고 이와는 달리 조형적인 고려가 충실하지 못한

상태로 남은 허(虛)의 공간을 공백(空白)이라 구분한다.36) 예술의 표현에

서 여백을 그리는 이유는 실(實)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함이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공간인 공허(空虛)와 실(實)은 상대적인 것이다. 화면에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지만 주(主)와 객(客)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빈 곳

은 일필(一筆)도 그리지 않았지만 실(實)이 되기도 한다. 그리지 않았지

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린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도판6] 정선(鄭敾),<어한도(漁閑

圖)>, 비단에 수묵, 21.5x28cm,

18세기경

여백에도 큰 여백과 작은 여백이 존재한다. 큰 여백(大空)은 화면에 크

게 비어있는 여백을 의미하고 작은 여백(小空)은 화면의 형체 사이에 작

36) 王佰敏, 『동양화구도론』, 강관식 옮김, 미진사, 1991, p.63.

[도판7] 김득신(金得臣), <유압(遊

鴨)>, 종이에 수묵담채, 24.5x34cm,

18세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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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어있는 여백을 의미한다.37) 가령 정선(鄭敾, 1676~1759)의 <어한도

(漁閑圖)>를 살펴본다면 나무 사이의 여백은 작은 여백이지만 상대적으

로 면적이 넓은 수면부분은 큰 여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면에 일필도

그리지 않았지만 넓은 빈 곳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이 있다고 느끼

게 하기 때문에 실(實)이다. 김득신(金得臣, 1754~1684), <유압(遊鴨)>에

서는 정선의 <어한도>와 달리 직접적으로 화면 위에 물을 표현하고 있

지만 나무나 바위 사이의 여백에 비해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계곡의

물 부분은 큰 여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작품에서도 여백은 자주 활용되고 있다. 다만 예로

부터 그림에서 중시되어 온 사의의 의미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작업의 기

법적인 측면에서 여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여백은 단지 정지 되어 있는 빈 공간이 아닌, 그 곳에

충만한 기(氣)의 생동성을 ‘그리지 않고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다.38) 우리는 여백의 공간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백이 담고 있는

시간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백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공백이지만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여백

은 주로 배경의 색감으로 화면 가득 차있다. 작품의 주제나 내용에 상응

하는 오브제를 그리지 않고 비워둔 대신 여백의 색감은 작품의 배경 색

감으로 전반적인 작업의 의미와 시각적 바탕이 되는 작품의 분위기를 좌

우한다. 본인의 작품의 공간구성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여백을 담고 있

다. 이는 본인의 감각에 의한 공간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는 본인이 규정

한 시간과 관계에 대한 나름의 수식이며 일종의 법칙에 따라 구성한 시

간의 표현이다. 동시에 비가시적인 내면세계를 구성하는 시각언어이기도

하다. 이에 본인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백의 활용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공간을 운용하고 있다.

37) 앞의 책., pp.52-53.
38) 앞의 책.,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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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등장하는 구도는 저 마다의 의미를 내포한다. 본인은 작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생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화면 위의 구도

를 달리한다. 이를 ‘나열구도, 분산구도, 대칭구도, 수직구도, 수평구도,

병렬구도’로 정리해 보겠다. 이에 앞서 작업을 분류할 때 작업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하나의 구도로 설명하고자 하나, 여러 구도에 속할 수도 있

음을 밝힌다.

먼저 나열구도는 화면에 본인이 고안한 셀이나 이미지를 열과 행을 맞

추어 나열하는 구도를 의미한다. 위에 언급한 듯이 본인이 고안한 모나

드 셀 하나하나는 개개인을 상징한다. 따라서 나열구도는 개인들의 집합

으로 인해 생겨난 유기체로서의 사회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나열구도가

가지는 의미는 등가(等價)의 표현이다.

[표 1] 본인의 작업 중 나열구도의 작품

구도 나열구도

본인의

작품

사회의 유기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The Same Earth> 시리즈에서

는 주로 개인을 의미하는 셀들을 화면 가득 열과 행을 맞추어 배치한다.

[표 1]의 좌측에 위치한 작품은 <The Same Earth (Blue)>(【작품3】)

이다. 개개인들이 겪는 삶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멀리 떨어져 관망한다면

결국 개인은 거대한 세상 속의 점과도 같은 일부이며 생멸(生滅)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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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라는 자체만으로 지니게 되는 가치는 모두가 동등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나열구도를 통해 표현한다. 개인의 크기와 역량 그리고 점

유하는 공간의 크기는 모두 다르지만 이 역시 멀리서 바라보면 비슷한

정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열 구도를 활용할 때에 모나드 셀의 크기

역시 화면에 비해 현저히 작고 서로 비슷한 크기로 제작하여 화면위에

콜라주 한다. [표 1]의 우측에 위치한 그림은 <저 마다의 방(Red)>(【작

품16】)의 부분도이다. <저 마다의 방> 시리즈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위의 그림에는 모나드 셀의 내부에 해당하는 임의의 공간을 상상하여 그

린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공간이 등가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

에 모두 나열되어 표현되고 있다.

다음은 분산구도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은 작업에서 셀

을 분산구도로 콜라주하거나 분채를 아교에 풀어 드리핑(dripping)하기도

한다. 셀을 활용하여 콜라주 하는 경우에는 분산구도를 취하고 있지만

각각의 셀이 향하는 방향이 드러나도록 한다.

[표 2] 본인의 작업 중 분산구도의 작품

구도 분산구도

본인

의

작품

[표 2]에 나와 있는 두 작품은 모두 모나드 셀을 분산구도로 한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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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 작품들이다. 좌측의 작업은 이합집산을 나타낸 것으로서 개인보다

는 군집에 초점을 둔 것이다. 수묵을 담채기법으로 부드럽게 물로 우려

서 개개인을 부각시키지 않은 임의의 군집과 무리를 표현하였다. 우측의

작업 역시 이합집산을 그리고 있지만 그 속의 '나'에 초점을 두어 모나

드의 색을 달리 콜라주 한 작업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분

산 구도는 본인의 작업에서 개개인이 지향하는 바가 다름을 표현할 때

와, 개인보다는 거대한 사회, 우주를 부각시키는 경우에 활용되어 나타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칭구도를 보이는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대칭구도의 작품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내포

하고 있는데 두 명 이상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각각의 대상을 대칭으로 배치함으로써 표현하였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루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집합보다 개개인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에서 대칭구도가 활용되고 있

다.

[표 3] 본인의 작업 중 대칭구도의 작품

구도 대칭구도

본인

의

작품

좌측의 작업 <다가가다>(【작품30】)는 섬모로 둘러싸인 육면체가 구

를 품고 있는 형상의 모나드 셀 두 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대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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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된 작품이다. <다가가다> 작품에서 개인을 의미하는 모나드 셀

을 대칭 구도로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개인이 접하고 있는 상황을 동

일 선상에 두며 개인이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콜라주 된 구를 품고 있는 육면체보다도 두 모나드

셀 사이에 위치한 섬모들이 그 관계 안의 유기적인 작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측의 <너와 나_끌림Ⅰ>(【작품28】)작업은 모나드 구, 섬모의

배치와 구도를 달리하여 시리즈로 구성된 작품이다. 구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섬모가 흐르는 방향이 모두 다르지만 개인을 대표하는 대상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며 본인은 대칭구도를 통해 두 사람 사

이의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화면 위에 구현해내고 있다.

다음은 본인의 작업에서 수직구도가 나타나는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 한다.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수직구도의 작품들은 ‘사고 주체의 위

치에 따른 움직임의 방향'을 담고 있다.

[표 4] 본인의 작업 중 수직구도의 작품

구도 수직구도

본인

의

작품

먼저 [표 4]의 좌측에 위치하는 작품은 <다가오다>(【작품26】)로 우리

가 생각하는 타인에 대한 생각은 오직 타인을 인지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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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비롯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

은 외부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정보가 불현듯 쏟아져 들어오고 사고의

주체인 모나드의 자의적인 인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표 4]의 우측

에 위치하는 작품은 <자기침잠>(【작품14】)이다. 개인의 외면은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내면을 따라 끝없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

의 작품은 육면체의 외면을 감싸고 있는 섬모의 작용방향을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본인의 작업에서 수평구도가 나타나는 작업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평구도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하에서 동일한 개인들의 삶

을 담고 있다.

[표 5] 본인의 작업 중 수평구도의 작품

구도 수평구도

본인

의

작품

[표 5]의 두 작품들은 모두 수평으로 흐르는 섬모 위에 모나드 셀이 서

로 비슷한 높이로 나열해 있다. 이는 동시에 나열구도에 해당하기도 한

다. [표 5]의 좌측에 위치하는 작품은 <조율(調律)>(【작품25】)이다. 본

인의 작품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개개인이 지니는 가치

의 무게는 모두가 거의 동일하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섬모는 시간의 흐

름을 의미한다. 동일선상에 놓인 작은 개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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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우측에 위치하는 작품은 <마주하다>(【작품17】)이다. 작품

<조율(調律)>이 거대한 흐름 속의 개인들이 이루어가는 조화를 그린 작

업이라면 <마주하다>는 그러한 개인의 내면에 좀 더 집중한 작품이다.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조금만 떨어져서 본다면 동시대인이

함께 겪어야 할 시간적 공간적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를 본인은 수평구도라는 조형언어에 대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업에서 등장하는 평행구도의 작업에 대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평행구도의 작업은 수평구도의 작업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평행이란 그 사전적 의미인 ‘두 개의 직선 또는 평면이 서로 나란히 있

어 아무리 연장해도 서로 만나지 않는 일’ 과 같이 둘 이상의 관계의 움

직임을 내포한다.

[표 6] 본인의 작업 중 평행구도의 작품

구도 평행구도

본인

의

작품

[표 6]의 좌측에 위치하는 작품은 <쉽지 않은 관계>(【작품21】)이다.

[표 6]의 우측에 위치하는 작품은 <너와 나_끌림Ⅱ>(【작품29】)이다.

평행구도의 작품들은 그 구도에서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표 6]의 두 작품은 모두 섬모와 모나드 구라는 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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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작품 <쉽지 않은 관계>에서는 섬모가 각자의

모나드 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너와 나_끌림Ⅱ>에서는 모나드 구가

옅게 흘러가는 섬모 위에 위치하며 그 흐름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고 있

다. 두 작품 모두 본인의 작업에서 섬모가 지니는 운동성을 바탕으로 서

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로써 여백에 대해 서술해보았고, 본인의 작업에 나타나는 구도가 어

떠한 의미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본인은 작업에 도상과 도상

을 통한 구도 활용법을 시각언어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백을 포함

한 화면 내 공간의 활용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2) 반복적 수행 표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과 물감의 축적은 간결함을 만들어낸다. 본인은

종이에 색을 엷게 올리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마치 염색을 하듯 수

십 겹의 색을 입힌다. 겹겹이 쌓인 색들이 붓 자국 등의 얼룩들마저 아

우를 수 있을 만큼 균일하고 고른 색감의 화면을 이루게 될 때까지 진행

된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물과 한지의 작용과, 시간성을 담아내기에

한지라는 매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색을 올

리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다른 매체가 표현해낼 수 없는 한지작

업만의 깊이 있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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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박서보, 묘법(描法),

캔버스에 유채, 연필, 52.0x65.0cm,

갤러리 현대 소장

위의 작품은 1980년대 초 박서보(1931~)의 ‘묘법(描法)' 연작이다. 채색

된 캔버스 위에 연필로 선을 긋는 반복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묘법’이란

묘사하다(描)와 기법(法)을 합친 단어로, 선을 긋는 행위의 결과물을 보

여준다. 이는 어떤 대상을 그리기 보다는 그리는 행위 자체를 중시한 것

이었다. [도판8]은 캔버스에 유성물감을 칠하고 초벌이 마르기 전에 연

필이나 끝이 뾰족한 도구로 화면을 지우듯 손을 움직여 그 궤적에 따라

서 생긴 선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박서보는 자신의 예술 행위는 그림

을 그리기 보다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까지 끝없이 비우기를 반복하는 몸

짓임을 뜻한다. 그에게 그림은 생각을 채우기보다는 마음을 비워내는 수

신의 도구였던 것이다.39) 동양의 회화에서 서법(書法)과 화법(畵法)은 상

통하여 서화동원(書畵同源), 서화일치(書畵一致)라는 말을 인용한다. 박

서보가 본인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난을 치는 것에 비유

한 것은 대상을 그리는 동안 작가 스스로 가꾸어 가는 수신의 과정을 거

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0)

박서보의 작품 외에도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단색조의 예술작품들은 물

질적이다. 서양에도 미니멀리즘(Minimalism)41)이나 모노크롬

39) 앞의 책., pp.136-144 참조.
40) 앞의 책.,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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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chrome)42) 회화로 대변되는 깔끔하고 엄정한 스타일을 강조했던

단색조 경향의 작가들이 있다. 엄청난 노동과 집중력을 통해 특정한 색

을 겹겹이 중첩시킨 물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작가 자

신의 신체에 의한 무한 반복적인 수작업 행위를 강조하는 점에서 구별된

다.43) 또한 단색화 작가들은 한국 특유의 정치적 상황과 미학적 기반에

서 발현된 우리 고유의 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44) 단색조의 색감을 활용하는 것은 현란한 가시적 자극을 최대

한 억제함으로써 보다 깊은 사색을 가능케 한다. 자연친화적인 단색조의

색감을 활용하는 것은 색채 고유의 근원적 자연에로의 복귀에 있어서 그

발생적 심연으로부터 현상적 필연을 보는 ‘미적 관조’의 태도를 연상시키

기도 한다.45)

본인의 작업이 ‘단색화’를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니멀리즘의 특

징인 간결한 화면구성을 추구하는 만큼 작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드러

내는 배경의 색감과, 간결한 조형요소들의 물질성이 작품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 물질성은 본인의 작업에서 배경 및 조형요소의 채색과

콜라주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본인이 작업

에서 추구하는 색감의 활용과 한지를 활용한 반복적인 수행은 중요한 지

점이다.

본인의 작업은 반복적인 채색과 콜라주를 통해 균형감, 평온함, 단순함,

중용과 절제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 미론의 범주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데 소박함과 자연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46)

41)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 문화 사조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추구한다.

42) 모노크롬(Monochrome)이란 다색화(polychrom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일한
색조를 명도와 채도에만 변화를 주어 그린 단색화를 의미한다. 색채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주제의 선과 형태를 거부한 회화이다.

43) 권영진, 「1970년대 한국 단색조 회화-무한 반복적 신체 행위의 회화 방법론」,
현대미술사연구 제 36집, 2014, pp.60-61.

44) 서진수 외,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마로니에북스, 2003, p.111.
45) 권영길 외,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돌베개, 2005, p.67.
46) 앞의 책., p.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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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감은 자연주의적인 색감이 대부분이며

가끔 강렬한 원색의 분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같이 등장하는 조

형요소들은 대체로 흰빛을 띤다. 모나드 셀을 그리거나 섬모를 콜라주하

는 경우에 사용하는 흰 빛의 색은 아무런 장식 없이 흰색으로만 구워낸

고아한 백자 항아리의 흰 빛과 분청사기의 담박한 질감과 미감을 표현하

고자 한 것이다. 한 가지 백색에도 그 다양한 변화는 말로 표현하기 어

려운데, 백자의 살은 백색이지만 그 백색에도 젖빛 같은 유백(乳白), 달

걀빛 같은 난백(卵白), 또 그냥 희기만 한 순백(純白)도 있기 때문이

다.47) 백자 항아리와 분청사기의 색감은 분채와 아교보다 물의 비율을

훨씬 높게 설정하고 이를 엷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채색하여 표현한다.

이 때 자연주의적 색감의 배경과 이질감이 들지 않고 서로 어우러진다.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화면의 배경이자 내적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담채를 엷게 여러 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균질한 바탕

위에 얼룩을 남기기도 한다.(【작품6】) 이는 시간의 흐름이 어딘가에

남긴 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작품의 주제가 시간의 궤적을 따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한지 위의 고른 색감과 시간성을 나타내는 얼룩을 만들어내는 과

정에서 반복적 노동이 필요하다.

본인의 작업에서 반복적 노동과 수행을 거치는 또 하나의 공정은 본인

이 구상한 셀과 한지의 결을 따라 가늘게 찢은 한지를 콜라주하는 과정

이다. 본인이 작업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는 결과물

은 같은 공정을 거침에도 단 하나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점

을 활용하여 미세한 다름의 차이를 남기고자 함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반복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또 다른 지점은 한지 콜라

주를 통해 '관계매듭'을 만드는 과정이다. 관계매듭을 만들어내기 위해

47) 하용득,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명지, 1989,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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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물로 가늘게 한지의 결을 따라 찢는 과정에서도 반복적 행위를 거친

다. 이는 다음 장에서 한지 콜라주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개인을 의미하는 도상으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모나드 셀’의 제

작과 이를 녹말풀로 화면 위에 콜라주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노동의 시간

이 필요하다. 한지의 결을 따라 세필로 섬모를 그리는 과정도 반복적 노

동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본인의 작업과정은 노

동집약적이다. 반복적 노동과 수행은 정신을 비우고 정신적 자유를 획득

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 하나의 작업행위를 반복하여 작업을 하

는 것은 본인에게 그 자체로 유의미한 과정이다.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

기 위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강박적이

고 자유롭지 못함을 스스로 규정하여 행하는 과정 안에서 도리어 본인을

비우고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2. 한지의 활용

한국 고대의 종이인 한지(韓紙)는 서양의 다른 화지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물과 물감을 화지 안으로 흡수시키고 퍼지게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물에 적셔진 종이 위에 반응하는 물감이나 먹의 흔적들은 스스로

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퍼지게 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지와 매개하는 먹 그리고 물감 등의 매체들은 물과 호응하며 한지의

결을 따라 번져나간다. ‘시간’을 매개로 하는 본인의 작업과 이러한 한지

의 성질이 호응한다고 생각하여 한지라는 독특한 화지의 물성을 반영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본인은 주로 한지의 담채기법을 활용하여 색을 중첩하는 방식과, 한지

를 젖게 하여 이를 콜라주 하는 방식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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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지의 결로 인해 생겨나는 효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지의 결을 활용한 콜라주 기법이 본인의 작업에서 어떠한 의미

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1) 한지의 결을 활용한 작업방식

한지는 말 그대로 ‘한국의 종이’다. 한지는 한옥, 한복과 더불어 한국 고

유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재료로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서와 삶과 예술

을 담아왔다. 한지는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조절하는 필터 기능으로 탁

월한 환기능력을 갖추었고 명암에 의하여 분위기도 조절한다. 캔버스가

탄력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한지의 특징은 흡수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

게 일반 종이와는 다른 한지는 우수한 습도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숨을

쉬는 종이라 할 만큼 자연과 호흡한다.48)

종이는 재료나 폭 두께에 따라 화선지, 마지, 장지, 옥판선지, 당지, 창

호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한지(漢紙)는 닥나무, 삼지

닥나무, 강화 산닥나무 등의 닥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닥종이’라 하

며 조선종이,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49)

닥섬유는 길이가 길고 여러 방향으로 꼬여서 튼튼하고 질긴 해부학적 특

성을 지닌다. 한반도 전역에서 자생하는 닥은 장섬유가 풍부하고 조직이

치밀하며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닥의 장점 때

문에 한지는 세계에서 가장 질긴 종이가 되었다.50)

한지와 같이 식물성 섬유를 물에 현탁(縣凙)51) 시켜 발로 떠 올려 건조

시킨 종이를 수록지라 한다. 단섬유와 장섬유 이합 삼합 얇은 종이일수

48) 서진수 외, 앞의 책, p.148.
49) 손경숙, 『동양회화의 재료와 기법』, 한국학술정보(주), 2010, p.146.
50) 앞의 책., p.148.
51) 액체 속에 고체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 또는 그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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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결이 살아난다. 외발 뜨기와 쌍발 뜨기의 수록한지가 아닌 기계로 제

작한 기계한지는 동일한 평량에서 비교하면 두께가 얇고 밀도가 높은 경

향을 보인다고 한다.52) 다시 말해 전통 한지 제작 기법으로 제작한 한지

를 이루는 결은 기계로 제조한 한지에 비해 종이를 이루는 결이 가시적

으로 두드러진다. 기계로 제작한 한지일수록 제작 공정에서 펄프가 더

많이 분절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조과정에서의 탈수공정과 건조공정의

차이에도 종이의 결은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

본인은 다른 물질과 자연스럽게 매개하는 화지인 한지가 조화롭고 배타

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물의 순리를 따르고 꾸밈없는 자연스러

움을 중시하는 동양의 자연관처럼 한지 위에 표현되는 작품은 한지가 물

과 반응하고 시간과 조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현현한다. 식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적인 성질을 지닌 한지는 다른 화지 또는 매체와 달

리 물과 색 모두를 뱉어내거나 표면위에 고이게 하지 않고 천천히 흡수

시킨다. 시간을 매개로 다른 매체와 천천히 호응하는 한지의 성질이 본

인의 작업에 드러나는 주제와 표현 기법 면에서 모두 호응하기 때문에

본인은 ‘결’을 의미와 기법 면에서 모두 주된 대상으로 나타낸다.

본인의 작업은 주로 순지, 장지, 죽지 위에 수묵담채를 비롯한 채색 기

법을 기반으로 한다. 담황색의 얇고 빳빳한 재질의 죽지, 닥으로 만든 순

지 중에서 가장 크고 두터운 종이인 장지는 채색을 하기에 좋다. 그 위

에 중성지나 안피지를 콜라주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먼저 본인의 작업의 주제와 내용면에서 살펴본다면, 본인은 인간관계

를 비롯한 모든 유기적인 작용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 생각

했다. 따라서 그렇게 시간 위에서 의미를 획득해 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의 미묘한 감정적 교류들을 배경에 녹여내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52) 나종범,윤승락, 「전통한지의 종이 방향성」, 펄프·종이기술 45, 3 (2013):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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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8】너와 나_끌림Ⅰ,

장지에 혼합재료, 60.6x72.7cm,

2016

【작품29】너와 나_끌림Ⅱ,

장지에 혼합재료, 60.6x72.7cm,

2016

【작품28】과 【작품29】은 시간 자체를 작품의 내적 공간으로 설정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인장력과 거리감을 사색적으로 시각화

한 작품이다.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작품28】은 자연스럽게 서로 이끌

리는 관계를, 【작품29】는 서로 노력함에도 쉬이 만나기 어려운 관계

를 형상화 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관계도, 서로 노력하지만 쉽

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도 모두 ‘끌림’이라는 관계의 한 부분이기 때

문에 결론이 아닌 과정이 보여주는 시간성을 담고자 하였다. 표현 기법

면에서 살펴본다면 동양적이고 은은한 색감을 활용하여 장지 위에 엷게

여러 번 채색하여 사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물이 한지와

호응하여 한지의 결을 따라 번져나가는 현상을 활용하여 수묵을 번지도

록 하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실에 묻힌 분채를 젖은

종이 위에 찍고 번지게 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내용과 기법이 서로 호응

할 수 있도록 한 표현기법이다.

한지 본연의 결은 물과 서로 호응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상대와 상대를 잇는 매개체이다. 본인은 한지의

물성을 작업에 반영하는데 본인의 작업에서 한지의 결은 물이 시간과 호

응하고 한지 위에서 반응하여 나타내는 효과들을 바탕으로 표현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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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테면 결을 따라 번지도록 하거나 결을 직접 그리거나 물이 닿은 부분

을 찢어서 그 결이 드러나도록 콜라주 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인은 주로 배경을 먼저 작업한 후에 그 위에 채색을 쌓아올린다. 먼

저 수묵과 채색이 물과 반응하여 퍼지는 원리를 활용한 담채기법을 활용

하여 색을 염색해내듯 수차례 중첩시킨다. 그리고 그 위에 분채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제작한 셀이나 한지 조각들을 콜라주 하는 방법을 활용하

여 작업한다. 이는 모든 관계와 흐름의 바탕이 되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

함이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서 한지라는 매체와 매체의 물성은 큰 비

중을 차지한다.

2) 한지 콜라주 기법의 활용

본인이 한국의 전통지인 한지 위에 물과 색을 계속해서 쌓고 손으로 직

접 한지를 찢어 붙여가며 시간을 들이는 수공예적인 작업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그 자체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닮아있기 때

문이다. 본인은 직접적으로 인물의 형상을 그리는 대신 기하학적인 셀의

형태를 통해 이를 그리거나 콜라주53)하여 개개인을 형상화한다.

콜라주를 위해 사용하는 종이는 주로 중성지이며 때로는 안피지도 사용

한다. 안피지는 기름을 먹여 내구성이 좋은 종이인 중성지와 비슷하게

반투명하다. 안피지는 일본에서 자생하는 안피를 들여와 한국에서는 조

선 초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종이인데,54) 안피지와 중성지는 그 두께가

얇아 물을 묻히고 손으로 찢어 콜라주하기에 좋다.

본인이 작업에 활용한 한지 콜라주작업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The Same Earth> 시리즈에서 개개인을 의미하는

53) 콜라주(Collage)기법은 풀로 붙인다는 뜻의 수법이다. 근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기법인 콜라주는 화면의 구도와 채색효과,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54) 손경숙,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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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드 셀을 콜라주 한 방식이다. 먹 선을 긋고 나서 그 선이 마르기 전

에 손으로 찢었을 때의 결을 살려 화면 위에 한지 콜라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활용되는 모나드 셀의 형태는 사선 위에서 천장이 없는 육면

체를 내려다 본 형태이며 그 안에 구가 들어있는 구조이다. 채색 없이

먹 선으로만 이루어진 셀을 콜라주하기 때문에 셀을 제작하는 과정도 한

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육면체의 외면의 선을 그리고 마르기 전

에 찢는 과정, 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구를 그리는 과정, 육면체 내부의

선을 그리는 과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도판9] 제작하여 모아 둔 모나드 셀

이렇게 제작된 셀은 화면에 붙이기 이전에 먼저 모아두었다가 이후에

전체의 균형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콜라주 한다. 크기가 큰 셀의 옆

에는 조금 작은 셀을 배치하고, 크기가 다소 작은 셀 옆에는 큰 셀을 배

치함으로서 전체의 배열과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섬모 그 자체를 콜라주하는 방식이다. <관계매듭> 시리즈는

관계의 지속성과 가변성에 주목하여 이를 작품화 한 것이다. 본인이 제

작한 개개인을 의미하는 모나드 셀의 외부에 위치하는 섬모들을 따로 배

치하여 중성지나 안피지에 세필로 가는 선을 긋고 손으로 찢고 이어붙이

는 방식으로 콜라주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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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시화 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성되고

소멸하거나 또 새롭게 이어지는 관계의

가변성에 대하여 【도판10】에 나타나듯

하나하나 찢어서 만든 한지를 이어 붙인

것인데 이 역시 내용과 기법이 서로 호

응하였기 때문에 콜라주라는 방식을 채

택하여 이어가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운동성을 의미하는 섬

모는 소통과 공감의 원천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가시적으로 흐르

는 에너지의 흐름을 상징하고 있다. <관계매듭> 시리즈에서 본인은 한

지 콜라주를 하여 기존의 관계의 선 위에 새로운 관계의 선이 이어 붙여

지면서 형성되는 감정의 매듭을 견고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개인 혹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린 그림에서 분채로 채색되고

완성된 육면체를 배경 위에 콜라주하는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완성된 육

면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얇지만 내구성이 강한 한지를 택해야

하므로 본인은 장지나 중성지가 아닌 죽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예

시로【작품31】에서 붉은 육면체는 배경과 별도로 제작되고 이후에 화면

위에 콜라주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은 구는

화면위에 그린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한 후 콜라주 한 것이다. 그리지

않고 별도로 제작한 것을 콜라주하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한지의 결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물이나 물감에 의해 찢어진 얇은 한지는 가공된 상

태의 한지 본연의 결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을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작

업에서 인간이 가진 감정과 에너지의 운동성을 모두 내포하는 의미를 지

녔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쉽지 않은 관

계> 시리즈 작품들과 같이 섬모를 하나하나 그리기도 하지만 관계나 감

[도판10] 한지를 뜯어서 제작한

섬모를 콜라주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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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변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은 결을 살린 한지 콜라주를 이어나

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지 위에 끊임없이 색을 중첩시켜 올리고 그렇게 쌓인 색감이 모

여 하나의 깊이 있는 바탕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손으로 찢

은 셀을 화면 위에 붙이는 것은 본인이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부분

이다. 본인이 한지 위에 물과 색을 계속해서 쌓고 손으로 직접 한지를

찢어 붙여가며 시간을 들이는 수공예적인 작업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그

자체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닮아있기 때문이었다.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작가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정신적인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감상자로 하여금

본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피상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

계 속에서 지나간, 혹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간관계에 대해 잠시나마

숙고하고, 관계 안의 자아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

가 언젠가는 본인의 작업이 어떤 새로운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

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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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모나드 셀’을 통한 인간관계 속 자아의 표현

연구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본 논문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실존을 자각하

는 개인이 모여 공존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한지의 결을 활

용하여 종이를 염색하고, 채색하고, 찢어 붙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작업

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품에 대해 서술하면서 작품 구상의 배경

과 의미에 대하여 되짚어보았다.

제Ⅰ장에서 인간사회와 공존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 제작의 목적과

주제를 간략히 제시 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본인의 작업 분석에 앞서 본

인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루어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감정의 교

류를 그리는 본인의 작품을 제작 시기와 상관없이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본인의 작품에 대

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작업에 드러나는 조형적 특성과

표현 연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나아갈 방향을 논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나’에 대한

성찰이 되어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뜻의

‘인간’이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본인의 작업에서 개인은 우주의 일부이

며 거대한 흐름 속의 점일 뿐이었다. 다소 관조적이었던 초기작업인 군

집에 대한 단상들로부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와 공존에 대한 사색을 작품화하게 되는 과정

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본인의 작업에 영감을 준 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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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論)이든,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이든, 하이데거의 실존에 대한 이론이

든. 빠른 것과 순간적인 것들에 함몰된 현대 사회라는 공통된 시간과 공

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생하기를 바라

는 본인의 마음이 작품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다.

본인은 감정 드로잉을 시작으로 스스로 부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하학적 도상들을 화면 위에 배치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

한 공존의 형태와 더불어 그 속에서 형성되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 등을

그리고자 하였다. 개인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구현된 ‘모나드 셀’의 구, 육

면체, 섬모는 본인의 작업에서 각기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감정드로잉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섬모는 운동성이 없는

셀 자체를 대신하여 관계에서의 정서적 교류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였

기에 화면 위에서 그 의미가 컸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 마다의 규칙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합집산이 형성된다. 본인은 이를 내면적 인지에 따른 비가시적 줄 세

우기라 인식하였고 그러한 가상적 배치에서 관찰되는 규칙적인 혹은 불

규칙적인 구조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나열구도,

분산구도, 대칭구도, 수직구도, 수평구도, 병렬구도 등이 본인의 작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작품 내 여백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큰 여백의 공간 위의 간결한 화면구성을 추구하는 만

큼 작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배경의 색감과, 간결한 조형요소

들의 물질성은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물질성은 본인

의 작업에서 배경 및 조형요소의 채색과 콜라주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

정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는 본인에게 큰 배움이 되

고 의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표현할 수 있음

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에게 작업이란 그림 그 이상의 무엇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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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과정이기도 했다.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작업에 착수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을 통해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작은 작품 하나에도 스스로

를 옭아맸다. 노동집약적인 작업의 수행은 마음을 비우고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 하나의 작업행위를 반복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그 자체로 유의미한 과정이다. 원하는 색감이 나타

날 때 까지 수십 차례 한지 위에 채색을 하고, 수백 수천 개의 셀을 콜

라주하기 위해 먹으로 선을 긋고 찢는 과정 안에서 강박적이고 자유롭지

못함을 스스로 규정하여 행하였고, 도리어 본인을 비우고 자유를 찾게

되기도 했다.

우리가 머무르는 세계는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험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이다. 본질에 가까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존재한

다고 언급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주하게

된 상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人

間) 그리고 관계(關係)라는 단어를 보아도 그렇다. 이들은 이미 그 자체

로 ‘사이’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

는 이 때문이 아닐까. 개인을 의미하는 오브제로서 ‘섬모로 둘러싸인 육

면체가 구를 품고 있는’ 모나드 셀이 본인이 작품으로 나름대로 상징적

인 규칙을 정립하여 작업으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오랜 사색과

연구의 시간이 있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실재하는 세계

에서의 실존하는 자아와 인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내면의 자아 사이의 간

극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 체험되는 세계 안에서 실존하는 자아

와 인간 내면에 위치한 자아는 서로가 끝없이 서로를 인식하며 내면적인

조율의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본 논문을 작성하며 작업의 발상과 주제, 조형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철학적 의미를 파악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이어지게 될 작업에서의 발전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지난 5년 동안 위의 작품들로 본인이 작가로서 미술시장에 처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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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딛고 수차례의 전시와 경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다만 본인의 작업에서 발견되는 시각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대칭구도와 반복되는 형태들의 단조로움은 본인이 의도한 것임

에도 다소 형식에 얽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본인만의 조형언어를

구사하면서도 작품 하나하나의 생명성을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작은 생각들에도 귀를 기울여나가야 할 것 같다. 본인의 작업

이 시각적인 감상만을 위한 그림보다는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각자의 경

험에 비추어 공감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에너지가 있는 작업을 해 나

갈 수 있기를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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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go within Human

relations through ‘Monad Cell’

-Based on Works by Kim MinKyung-

Kim Minky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artworks created under the theme of ‘Human 

Relations’ and ‘Co-Existence’ from 2014 to 2018 and suggests the artworks 

systematically by analyzing the creation motive and purpose, theoretical grounds 

during creation process, formative characteristic of the artworks, and expression 

techniques. 

 The Korean word for ‘Human’ implies the meaning of ‘Between’ and this world 

of numerous doors between people is the aggregate of ‘Myself’. It is difficult for 

human beings to exist by getting away from the influence of the space they are 

occupying. Also, there are invisible doors that exist between the existential ego of 

the world and internal ego within the inn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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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dern urban society where modern people live on embraces the human 

alienation within the large and small groups. Guarantee of thorough anonymity 

brought standardization and the individuals feel much more alienation in such 

standardized society. As the unique presence becomes vague, human beings feel 

unstable and the variability of human relations cause anxiety and agon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between people in such situation, this study arranged 

theoretical bases and started painting about them. 

 The artworks were based on the philosophical preceding researches and the 

inductive exploration on the deductive reflection for personal understanding on 

human beings and personal thoughts toward human relations. Then, the artworks 

were created by adding own creative interpretation. The contents of the artworks 

were made by utilizing the ‘Monad Cell’ devised by me as the motif for the work. 

For making the background, I applied water and color on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several times. I thought that the collage work of continuing or separating the 

cells over time was similar to how people form relationship in the society and 

manage through the human relations. In the long process of composing the screen 

over time, I wen through analog work procedure repeatedly and I experienced the 

state of selflessness where my complicated thoughts were gone and the body and 

minds got clear. 

 This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Introduction’, ‘Ego and Monad Cell in Human 

Relations’, ‘Ego Expression in Human Relations’,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Material Technique’, and ‘Conclusion’. 

 In chapter I, this study briefly suggested the purpose and subject of artworks 

reflecting the considerations on human society and co-existence.

 In chapter II, this study covered the background for creation of artwork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sis before analyzing the artworks. In part one,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n society where human alienation is occurring. In part two, this 

study clarified the meaning, background of formation, and formation proc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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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d Cell as the motif of the artworks.

 In chapter III, this study had in-depth analysis on artworks expressions which 

describes the relationships and emotional exchange between human beings. In the 

chapter, this study showed how artworks tried to express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orts for co-existing with others and classified the artworks in to series based on 

each content. In part one, this study covered <The Same Earth> series which 

described the individuals who realized their selves within the society and who 

became the part of the world to co-exist with others. Also, <Room for Each One> 

series described the internal space of each individual. Based on these artwork series, 

this study examined withdrawing individuals. In part two, this study analyzed 

<Difficult Relation> and <Relation Knot> series which described the individuals 

caring others and continuing the relationship even having difficult relation and 

<Approach> series which suggested the fundamental solutions for difficult human 

relations based on active approach to others. 

 In chapter IV,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research process expressed on the artworks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chapters and described about the technical aspects. This study tried to discuss about 

how texture of hanji is expressed in the screen with blank spaces. 

 Lastly, chapter V summarized the previous chapters, discussed about the research 

results,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aims to 

solidify the theoretical basis for ‘A Study on Ego within Human relations through 

Monad Cell’ and seek direction for future artworks.

keywords : Human, human relation, ego, coexistence,

hanji-collage, ‘Monad cell’

Student Number : 2016-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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