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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본인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는 자연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주제, 작품의 표현과 조형적 

구성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 연구는 현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에서부터 비롯된다. 본인은 현대의 자연 지배적인 태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술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자연이미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2017년 이전의 작업에서는 생명력과 치유력으로 가득한 자연이미지가 

드러나는 한편, 2018년도의 작업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들은 자연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존재가 

희미해진 오늘날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본인의 작업을 분석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시각적 탐구 과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은 머리말, 현대인과 자연의 관계와 그 회복 가능성, 

자연이미지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표현, 조형적 특성과 제작과정, 

맺음말의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성과 본인 작업의 동기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내용 전개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Ⅱ장에서는 현대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극복을 위해서 본인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한 극복의 가능성을 

‘유기체적 자연관’과 본인이 비판적으로 수용한 칸트의 ‘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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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자연이미지를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과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은 2017년 이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섬과 살장의 이미지로 드러난다. 한편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2018년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땅과 물 

그리고 동굴의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때 전자에는 유기체적 자연관이, 

후자에는 숭고 개념이 작품 설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Ⅳ장에서는 본인 작품을 회화와 설치로 나누어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회화의 경우 중첩의 표현기법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변화되어 왔는지,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조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설치작품의 경우 그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감상자들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 작품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인 작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연, 인간, 관계, 유기체, 숭고, 생명, 치유, 경외, 표현, 구성 

학번 : 2016-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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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자연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주제, 작품의 표현과 조형적 

구성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삶의 근원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공존해 온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은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배워나가게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그 

소중함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자연을 물질적인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의 

편의나 욕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지배적 인식을 반성하고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을 통해 주제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긴 

여운과 넓은 생각의 여지를 던져준다. 본 연구는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인이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감상자에게 

자연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수많은 자연을 경험하며 살아왔다. 

광활한 바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람, 흙 냄새로 가득한 오름 등 

제주의 자연 요소들은 언제나 충만한 감각과 생명의 감동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은 본인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켜준 원천이기도 했다. 이러한 삶의 배경으로 인해 본인은 오래 

전부터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애착을 가지며 살아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개발과 파괴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익숙했던 풍경들이 매년 바뀌어 

가고, 자연이 인간에 의해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재단되는 것을 목격해 

오면서 본인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공존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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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본적 질문은 본인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본인은 자연의 이미지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본인의 작품이 어떤 생각을 토대로 진행되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성과 본인 작업의 동기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내용 전개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Ⅱ장에서는 현대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극복을 위해서 본인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한 극복의 가능성을 

‘유기체적 자연관’과 본인이 비판적으로 수용한 칸트의 ‘숭고’ 

개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표현된 자연이미지를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과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은 2017년 이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섬과 살장의 이미지로 드러난다. 한편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2018년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땅과 물 

그리고 동굴의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때 전자에는 유기체적 자연관이, 

후자에는 숭고 개념이 작품 설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Ⅳ장에서는 본인 작품을 회화와 설치로 나누어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회화의 경우 중첩의 표현기법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변화되어 왔는지, 화면의 구성이 어떻게 조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설치작품의 경우 그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감상자들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 작품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인 작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인의 작품들은 자연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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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본인 작업의 시각적 탐구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자연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본인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Ⅱ. 현대인과 자연의 관계와 그 회복 가능성 

 

현대 사회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일종의 도구로 인식되어 

무차별적 개발과 파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한 자연 지배적인 현실은 

곧 자연과 인간의 불균형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이 장에서는 현대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극복 방안으로서 두 가지 논의를 검토해보려 한다. 자연을 

거대한 생명이자 통합체로 보는 유기체적 자연관,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숭고’개념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본인의 작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현대인과 자연 

 

기계문명의 발달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체계를 흔들어놓았다. 

근대 이래 서구에서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 가능한 하나의 

물질세계일 뿐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 문명의 빠른 

전파와 함께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았다. 자연을 인간이 

지배 마땅한 물리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자연은 

손쉬운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기술은 곧 자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였고 자연은 인간의 피지배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현대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자리잡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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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결탁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배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 자연이 재단되거나 사라지는 정도는 

점차 강화되어 왔고, 그에 따른 논의들도 격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자연과 환경에 대한 논의가 전지구적 이슈가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삶을 영위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이 부여된 상황에서 실행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며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연에 대한 권력을 

부여 받았다고 자신하며 스스로의 영역을 비대화하기 시작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한 쪽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한 쪽을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차지하는 제국주의적 관계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물론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이나 정책적인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마저 자본과 발전의 거대 담론 

앞에서 좌절되거나 타협하게 되는 게 부지기수가 되어버렸다. 자연은 

말이 없고, 그러한 침묵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구실 좋은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개발과 파괴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분명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해결책들은 순간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녀온 자연에 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공존해야 할 파트너로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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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배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1 

 

위의 인용문은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지 않는 

태도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오만이며, 결국 그 모든 오만은 

인간을 향한 화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연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관계 맺음에 대해, 그것이 과연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방식인지 

성찰하고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본인 작업의 동기이자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가능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본인 작업의 동기라면, 

이어서 본인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본인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절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은 자연과 더불어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자연에 대한 존중은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대상으로서 인식시키고 그에 따라 자연에 대해 취하는 행동양식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은 자연에 대한 옛 동양인들의 태도와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양에서 자연을 지배의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것과 달리, 

동양에서는 자연에 대한 긴밀한 연결성과 존중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곧 본인 작업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서 

                                           
1 Callicott, J. Baird 외, 윤미연 옮김,『자연은 살아 있다』, 창해, 2004, p.12.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l(freeText0)=Callicott%2c+J.+Baird&vl(21523919UI0)=creator&vl(728813000UI1)=all_items&fn=search&tab=all&mode=Basic&vid=82SNU&scp.scps=scope%3a(82SNU_ROSETTA)%2cscope%3a(82SNU_COURSE)%2cscope%3a(82SNU_INST)%2cscope%3a(82SNU_SSPACE2)%2cprimo_central_multiple_fe&ct=lateral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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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적 자연관’과 ‘숭고’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 외에 서양의 숭고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자연을 

타자로 인식하는 서양의 이론 체계 속에서도 자연 존중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당 개념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기체적 자연관의 탐구 

 

생물체는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면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전체를 이룬다. 유기체라는 것은 그러한 

유기적 구성을 갖는 일체의 것을 지칭하며, 유기체적 자연관은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기체적 자연관은 동양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대 이전 서양에서도 자연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했다. 그 예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연이 조화와 질서를 가진 자율적 존재이며, 자체적인 목적을 

내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중세까지 쭉 계승되어 서양 자연철학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서양의 유기체적 자연관은 사실상 

동양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에서 

자연 대상들은 인간 이외의 것으로 분리되어, 목적론적 체계 안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2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산물로 보고 오랜 세월에 걸쳐 

거대한 우주론으로 체계화시켜 온 동양의 자연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양에서는 자연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대상으로 보았으며, 

변화를 만물을 생성시키는 동력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자연은 멈추지 않는 생명현상이자 생명 그 자체이다. 세계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이며, 자연은 

                                           
2 김기주,「동양 자연관의 비교철학적 연구-동서자연관의 거시적 비교와 전망」,Vol.16, 

동양철학, 2002,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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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天)’,‘천지(天地)’,‘만물(萬物)’등의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만물이라는 개념에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포함 3 되어 있어 독립된 개체 혹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연과 사람은 기의 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합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동양에서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이 대두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인식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기체적 

자연관에서 인간과 자연은 근본적으로 친밀하며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자연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입장에서 인간은 결코 

자연의 주인도 정복자도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공존하며 공생하는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원리에 의해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4 

 

유기체적 자연관의 핵심은 결국 

‘전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을 카테고리화하고 개념을 

정리하여 특성을 분석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요소들은 당연히 전체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서로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대립되는 

개념이라던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도출될 수 없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성질조차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영향 속에서 생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기운의 움직임일 뿐이다. 

                                           
3 안종수,「노자(老子)의 자연관」,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 2006, p.209. 
4 김기주, op. cit., p.108. 

[도판 1] 곽희(郭熙), <조춘도(早春

圖)>,158.3x108.1cm, 비단에 수묵담채, 

1072, 대만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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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은 결코 대립 혹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은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을 자연의 원리와 하나로 묶어 거대한 체계로 이해하고 인간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찰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동양의 자연 그림들에는 이러한 유기체적 자연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도판 1]은 송대 곽희(郭熙, 1023~1085)가 이른 봄날의 정취를 

표현한 그림으로,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곧 움트게 될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산수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속 피어 오르는 

안개와 유기적인 산의 형태, 그 사이를 흐르는 물은 죽은 개체가 아니라 

생동하며 변화하는 생명체이자 우주이다. 곽희는『임천고치(林泉高 

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은 물로써 혈맥을 삼고, 초목으로 모발을 삼으며, 

안개와 구름으로 뛰어난 풍채(神彩)를 삼는다… 높은 산은 

혈맥인 물줄기가 아래에 있고, 그 모양이 마치 어깨와 다리를 

한껏 벌리고 있는 듯 하다… 바위란 천지의 뼈다. 뼈는 

단단하고 깊이 묻히되 얕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긴다… 5 

  

곽희는 자연요소들을 인체에 대입하여 살아 있는 생명체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곧 인간과 자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유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이 세계에 대한 전체적 인식을 

확장시킨다. 유기체적 자연관이 반영된 곽희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고 있음을, 인간 

또한 이 거대한 생명과 하나로서 공존하고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유기체적 자연관이 반영된 자연이미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유기체로서의 자연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그 

속에 포함된 인간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효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그러져버린 현대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5 郭熙,「山水訓」,『林泉高致』, 山以水為血脈，以草木為毛髮，以煙雲為神彩, …高者血

脈在下，其肩股開張, …石者，天地之骨也，骨貴堅深而不淺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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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트 ‘숭고’ 개념의 비판적 수용 

 

한편, 서양의 자연관은 동양의 자연관과 비교했을 때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자연, 

타자로서의 자연은 서양인들에게 있어 신의 영역,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영역으로 여겨지거나 인간이 이해 가능한 범주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되었다. 근대 기계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을 

인간이 지배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일반적이게 되었지만, 

본인은 자연의 타자성을 전제로 하는 서양의 철학 체계 속에서도 자연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품 설명에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칸트의 ‘숭고’ 

개념을 비판적으로 모색하여 그 속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숭고’라는 개념은 서구 철학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다. 

숭고는 높이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롱기누스(Longinus, 213-273)에 

의해 크기나 높이에 상관없이 내적인 크기나 위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6  이후 숭고의 관념은 18세기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다듬어지게 되는데,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힘, 

공포, 놀라움이 곧 숭고의 특성임을 강조하면서 미와 숭고를 본질적으로 

분리시키고 고통과 위험을 자극하기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든 숭고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7  그는 숭고의 체험을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 

제거될 때 발생하는 쾌(delight)라고 여겼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관념을 더욱 체계화시킨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숭고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근대 서구 철학의 특성상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면서도 칸트의 숭고 개념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6 이지언,「칸트의 숭고미학과 동양의 숭고미학에 관한 비교 고찰」, 건국대학교 조형연

구소, 2004, p.101. 
7 마순자,『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서양 풍경화의 전통에 관한 연구』, 아카넷, 2003,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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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숭고 개념에 대해 일부 비판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존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본인만의 숭고 개념을 정립하며 이야기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칸트의 숭고 개념에 어떤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눈 앞에 웅장한 자연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아마도 금방 그 풍경에 압도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칸트는 상상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현시할 수 없는 대상과 마주쳤을 때 

인간이 비로소 압도되고 좌절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활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곧 이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숭고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숭고의 감각은 자극에 

합일되는 미의 감각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숭고함의 감정은 

대상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대상에 의해 저지당하는 정신의 상태와 

관계되어 있기 8  때문이다. 쉽게 말해 타자, 즉 절대적인 자연대상에 

의해 압도되고, 그러한 압도에 의해 절망하고 고통 받는 가운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의식활동에서 생겨나는 판단 혹은 감정이 바로 

숭고이다.9  

주목할 점은 자연 대상 자체에 숭고함이 성질처럼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광활하게 뻗은 산맥이나 거대한 

폭포의 물줄기 같은 형상들을 보면서 ‘숭고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숭고함은 사실 대상과 조우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발현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숭고의 감각을 대상과 무관한 인간의 

의식작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자연 대상은 어쨌거나 그 감정을 

발생시키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숭고 개념에 대해서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칸트의 철학은 근대 서구의 산물로서 인간 중심적인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칸트는 자연대상에 감정적으로 

압도되었다가 이성으로 회귀하는 숭고의 경험이 결국 압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발현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대상들(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자연)은 정신력을 

일상적인 평범함을 넘어서도록 고양시켜주며, 또 우리 내부에 

                                           
8 최준호,「칸트의 숭고함과 타자의 존엄성」, 철학 64, 한국철학회, 2000, p.142. 
9 Ibid.,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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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저항 능력, 즉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우리 자신을 견주어볼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주는 저항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10 

 

    본인이 칸트의 숭고 개념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 본인은 숭고의 경험이 자연 대상에 도전 혹은 저항하는 

인식을 고양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의 ‘여기 있음’, 즉 현존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 대상과 자신의 관계, 혹은 자연 대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존재가 있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광활한 자연의 에너지는 그 압도적인 힘으로 한정적이던 상상의 틀을 

확장시키고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 그리고 거기서 발현된 놀라움은 

이성으로 귀환하여 거대한 세계가 

인간 자신과 더불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것이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숭고함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숭고함은 곧 자연 대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본인이 

정의하는 숭고란 자연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압도적인 

감각-두려움, 공포, 낯섦 등-이 

이성을 거치면서 발현되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감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이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함과 위력을 그 

자체로 지닌 듯이 보였던 자연이, 자신으로 정신이 귀환한 뒤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11 오히려 자연의 거대한 존재에 대해 

                                           
10 Kant, Immanuel, 김상현 옮김,『판단력비판』, 책세상, 2009, p.270. 
11 최준호, op. cit., p.152. 

[도판 2]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그림자와 어둠 : 대홍수 전의 저녁>, 

78x78.7cm, 캔버스에 유채, 1843, 테이

트갤러리. 



-12-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됨과 동시에 자연이라는 타자와의 관계맺음에 대해 

고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도판 2]는 터너의 

풍경화로,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의 

삶과 생존을 불안으로 이끄는 거대한 대홍수의 전조는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발생시킨다. 이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공포와 경이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절대적 

힘의 현시이며, 12  거대한 자연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터너의 작품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현대 사회에서, 숭고의 경험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본인의 작업은 현대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인은 그것의 극복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유기체적 자연관과 숭고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둘은 앞으로 본인의 작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의 2017년 이전 작업들에서는 

유기체적 자연관이, 2018년 작업들에서는 숭고 개념이 작품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극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유기체적 자연관의 경우 인간과 자연이 애초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숭고 개념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타자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의 차이는 2018년 이후 본인 작업에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자연이미지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표현 

 

                                           
12 마순자, op. cit.,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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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작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2017년 이전의 작품들로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을 표현한 

것이고, 둘째는 2018년도의 작품들로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작품 분석 또한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본인은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한다. 본인 작품의 대부분이 회화이므로 지금부터 

말하는 전제들은 회화 작품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첫째, 본인의 회화 작품은 산수화 혹은 풍경화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귀속되지 않는다. 본인은 산수화와 풍경화의 구분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산수화가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에 기반하여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통합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풍경화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산수화와 풍경화의 

특징이 둘 다 나타난다. 2017년 이전의 작품은 유기체적 자연관을 

기반으로 하고, 2018년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타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전자를 산수화로, 

후자를 풍경화로 규정하는 것도 이 글에서는 지양하고자 한다. 이는 

본인의 작품을 특정한 카테고리로 제한하지 않고 ‘자연이미지’ 그 

자체로서 폭넓고 자유롭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본인 작품의 자연 이미지는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자연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은 시각적 인상을 객관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형상이 작가의 심리작용에 개입함에 따라, 

말하자면 안으로부터 풍경을 창조해 내는 것 13 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는 풍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든, 본인의 상상으로 구성한 것이든 간에 분명 본인의 경험과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의 경험이란 좁은 의미로는 실제 자연에서의 

경험을 일컬으며,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 한마디로 본인의 작품 속 자연 이미지는 

수많은 경험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와 자연이 조우했을 때 

본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발현되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3 김우창,『풍경과 마음 : 동양의 그림과 이상향에 대한 명상』, 생각의나무, 2004,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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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인의 작업 

전반은 현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순수한 자연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판 3]은 도시로 

뒤덮여버린 자연이미지의 

디스토피아적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무너져버린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은 [도판 3]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방식과 사뭇 다르다. 이는 인간의 문명보다도 

자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으로,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때묻지 

않은 생명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인간과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본인의 작품은 인간의 형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인간이 없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떻게 작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주제를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중국 

최초의 산수화론으로 알려진 종병(宗炳, 375~443)의『화산수서 

(畵山水序)』가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종병에 

의하면 산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감각적인 형상 속에 무한한 신(神)14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수의 신은, 그 모습이 담긴 그림의 

형상과 감응하여 그림 속에도 깃들게 된다. 15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자연이미지가 담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실제 자연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인간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자연의 

형상이 담긴 작품과, 그것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관계가 곧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작품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14 동양화론에서의 신(神)이란 형(形) 안에 깃든 정신을 의미한다. 
15 박현숙, 「宗炳「畵山水序」의 形神論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2015, p.68. 

[도판 3] 양용리앙(杨泳梁, Yang Yongliang), <The 

Landscape without Night>, 150x300cm, 디지털프린

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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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 

 

    2017년 이전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은, 자연이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유기체적 자연관을 중요한 배경으로 삼게 된다. 진화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과학자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 1935~2011)는 지구의 여러 요소들이 

함께 공생하면서 이 세상을 구성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생으로 

인한 상호작용은 새로운 생명을 출현시키며, 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 

이 세계를 끊임없이 유지시키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공생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팽창을 추구하는 인간 사회는 

결국 스스로를 위협할 뿐이다. 

유기체적 자연관은 공생과 상호작용의 원리를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린 마굴리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인간과 자연의 친밀한 

관계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기본 전제이다. 인간과 자연이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연은 인간에게 생명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주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자연과 함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공생은 물리적으로는 이 지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정신적으로는 인간이 생의 

감각을 끊임없이 감지할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적 자연관이 반영된 본인의 자연이미지는 크게 ‘섬’과 

‘살장’의 이미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섬 – 포용하는 자연 

 

본인은 오랫동안 섬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섬’의 사전적 

정의는 둘레가 물로 둘러싸인 육지16이지만, 본인이 말하는 섬은 이러한 

물리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에게 있어 섬이란 자연의 

축소판으로서 자연의 유기체적인 모습을 응축하여 담아낼 수 있는 

소재이자, 하늘과 땅과 물이 조우하는 자연의 최소 단위이다. 따라서 

섬은 자연에 대한 일종의 대유(代喩)이다. 대유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16 두산동아 사서편집국,『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2003, 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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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통해 전체를 은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인 작품에서의 

섬이란 자연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은유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섬의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관념적인 

의미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본인의 섬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섬의 모습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표현된다. 수많은 자연물 

중에 섬을 자연의 비유 대상으로 가져온 것은 본인의 자연 경험에서 

제주도라는 섬의 비중이 차지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인이 

섬을 소재로 하여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온 만큼, 이 글에서는 시기 

순으로 섬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유기체적 자연관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연이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된지 오래다. 그래서 ‘순수한 

자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소중해서 화폭 안에 조심스레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나의 작업은 어쩌면 그러한 사소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17 

 

 ‘섬의 기억’ 시리즈는 2015년에 작업한【작품 1】에서【작품 

6】까지의 회화 작품이다. 이때의 섬은 본인의 자연 경험과 인상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공간이다. ‘섬의 기억’이라는 용어는 본인이 

살아온 섬에 대한 기억이라는 의미와, 섬이라는 자연에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생명의 기억 혹은 흔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섬은 위의 작업노트에서 말한 ‘순수한 자연’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자연이란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순수함이란 일체의 것이 개입되지 않고, 그 자체의 성질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맥락에서 

순수한 자연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면, 인간의 개발 혹은 파괴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섬의 기억’ 시리즈는 그러한 순수한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순수한 자연의 

                                           
17 현승의, 2016년 작업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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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이 어떤 이미지로 드러날 수 있는지 고민하여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본인은 본인이 체험한 제주의 자연을 그 단서로 삼아 순수한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동시에 그러한 생명력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떤 시사점을 던질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섬의 기억’ 시리즈에서 생명력은 강렬하거나 동적인 힘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의 생명력은 만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고요하게 침잠되어 흐르는 힘이다. 이러한 부드럽고 고요한 생명력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포용하고 감싸 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다. 

그렇기에 본인의 섬 이미지는 웅장하거나 험준하지 않으며, 오히려 

완만하고 부드럽다. 이러한 특성은 송대 미불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거대하거나 험준하지 않은, 곡선적이고 완만한 자연의 모습은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그 기운을 표출한다. 

 '섬의 기억’ 시리즈는 곡선적인 이미지를 통해 미불의 작업처럼 

고요한 자연의 힘을 내포한다. 부드러운 살결,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는 이러한 자연이미지는 자연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인간과 자연의 동질성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로 이어진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섬의 부드럽고 

포근한 생명력은 만물을 발생시키는 시원(始原)을 상징하고, 그에 따라 

인간 또한 만물의 일부로서 그 위치를 재정립할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  

인간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작품 5, 6】은 그러한 내용이 

[도판 4] 미불(米芾), <춘산서송도(春山瑞松

圖)>, 44.1x35cm, 종이에 수묵채색, 1100, 

교토양족원. 

【작품 2】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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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작품 5】에는 물과 땅으로 이루어진 자연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인간 형상은 본래 

그림 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꼴라주하여 자연 이미지 위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한 이질성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분리된 현대의 

상황을 암시한다. 그러나 꼴라주된 인간 형상은 단순히 붙여지기만 하지 

않고 섬 이미지의 색과 함께 화면에 자연스럽게 합치되는데, 이는 

현대인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합치된 인간 형상은 배경에 천천히 녹아 들며 그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동화된다. 그리고【작품 6】은 거기서 더 나아가 

자연과 입간의 합일이 아름다운 유희이자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곡선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그려지던 섬 이미지는【작품 3, 

4】에 이르러 더욱 단순명료하고 평면적인 이미지로 변모한다. 이는 

자연 대상의 신(神)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자 고민의 결과물이다. 당대 형호(荊浩)는 육요(六要) 18  중 

사(思)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요를 간추리고 상을 물형에 집중하여 

파악할 것19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깎고 덜어내어 크게 요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작가가 사물의 요체를 구상하고, 그것을 집중하여 화폭에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작품 3, 4】에서 물과 땅과 

하늘이라는 기본적인 자연 이미지를 가지고 그 형태의 요체를 추려내어 

단순하게 구상해 내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축약은 

간략화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략화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20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간략화는 자연 안에 내재된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나타난다. 형태를 덜어내는 시도를 통해서 자연의 

기본적 형태와 그 본질을 고민하고, 자연의 생명력이 형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지는 2016년도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되어 자연 

                                           
18 형호의 육요는 기(氣), 운(韻), 사(思), 경(景), 필(筆), 묵(墨) 으로 그림의 여섯 가지 

요체를 의미하며, 사혁의 육법을 계승 및 발전시킨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19 형호, 김기주 역,「필법기」,『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7, p.112. 
20 김백균,「한국화, 추상 담론의 가능성 탐색」, 미술사학연구회, 2010,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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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단순화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 시기 자연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색의 

세로줄이 끊임없이 중첩되며 형상 

안에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에 대한 

이야기는 Ⅲ장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세로줄의 표현 

기법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작품 7, 8】의 

세로줄은  봄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촉촉하게 내려와 

땅을 적시는 봄비의 하강적 성질과 그로 인해 움트는 생명의 상승하는 

성질을 동시에 내포한다.【작품 9~13】은 실제 제주도의 지형을 

기반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이때의 세로선은 ‘치유’의 성질을 강하게 

내포한다. 제주도는 관광지로 포장되어 아름답고 행복하게만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4.3이라는 비극을 겪은 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림에 표현된 세로선은 하강하는 슬픔의 눈물이자 끊임없이 마음 속을 

파고드는 한(恨) 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로선은 그러한 슬픔을 

치유하는 자연의 생명력이자 조용하게 솟아오르는 희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치유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자연과 인간이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이러한 치유의 작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이 감정을 의탁하고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작품 10】에서는 물의 형상을 통해 그러한 치유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본인은 서귀포 돈내코에 위치한 원앙폭포로부터 맑은 생명의 

기운을 감지하였고 그러한 기운이 곧 치유의 힘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의 물이라는 소재는 생명의 시원이자 고통을 씻어주는 

성수의 의미를 가진다.【작품 11, 12】는 4.3 당시에 피난민들의 중요한 

도피처였던 중산간지대의 오름을 형상화한 것이다. 짙은 흉터처럼 

[도판 5]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내포된 

세로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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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길은 피난민들이 걸어갔을 오름의 좁은 샛길을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상처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흉터는 오름의 고요한 

생명력을 통해 서서히 회복될 희망의 가능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시 

말해【작품 11, 12】는 인간의 아픔을 기억하고 보듬으며 대지의 

안식으로 이끄는 섬의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작품 12, 13】은 오름 분화구에 물이 증발했다가 비가 

내리면 이내 다시 차올라 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곧 시간을 의미하며, 4.3의 아픔이 그 순환의 시간을 거쳐 

서서히 생명과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됨을 암시한다.  

이처럼 2016년도의 작품들은 인간의 아픔을 포용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인간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키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강조함으로써, 인간 또한 자연이라는 유기체에 포함되어 의지하고 

교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 들어서면 2015년도 초기 

작업에서처럼 다시 동그랗고 입체적인 

형상의 섬 이미지가 등장한다. 초창기 

작업과 비교했을 때【작품 14, 15】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파스텔 톤의 화사한 

색상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발현되는 몽환적 분위기의 섬 이미지는 

환상적인 감성을 자극한다. 【작품 14】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인간 이미지가 작고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다. 초창기 ‘섬의 기억’ 

시리즈에서 나타난 인간 이미지가 꼴라주로 

덧대어져 인간과 자연의 분리와 합일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면, 여기서의 인간 

이미지는 자연 이미지 속에 직접 호분으로 

그려져 자연과 완전히 동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통합체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도판 6] 꼴라주된 인간 이미지

(위)와 호분으로 옅게 표현된 

인간 이미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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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이는 그러한 합일이야말로 유기체적 자연관의 본질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본인은【작품 25, 26】을 통해 섬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다양한 형상들은 산, 나무, 동굴, 바위 등 대지에 

존재하는 자연물들의 형상을 함축시키고 그것을 한 화면에 구성하여 

독특한 유기체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섬 

이미지에는 최초로 이끼 같은 자연 대상의 모습이 표현된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노란 대지와 그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가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형상의 섬 이미지는【작품 16~24】로 이어져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발전해간다. 

【작품 16~24】는 개별적으로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입체작품 

이지만 본인은 그것들을 한데 모아 설치작품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자연 이미지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섬의 모양들은 모아놓고 

보면 마치 수집된 자연물처럼 느껴진다. 이때의 ‘수집’이란, 사물을 

체계화하고 분류하려는 서구의 수집 개념이 아니라, 수집한 사물의 

감상을 통해 우주와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동양의 수집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의 성질이 내재된 사물을 모으고 감상하는 동양의 

풍류 취미는, 자연을 늘 곁에 두고자 했던 소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곽희는 『임천고치(林泉高致)』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천(林泉)을 사랑하고 안개와 노을을 벗하고자, 자나 깨나 늘 

그리워하면서도 귀와 눈으로는 이를 접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림에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 만나 성대하게 

그려낸다면 방을 나서지 않고도 앉은 채로 시내와 골짜기를 

다 접할 수 있으니, 원숭이의 소리와 새의 울음이 실제로 귀에 

들리는 듯하고 산색과 물빛이 황홀하게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어찌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고 참으로 나의 

마음에 바라던 바를 얻었다 하지 않겠는가? 
21 

 

    곽희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산수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21 郭熙, 신영주 역,『임천고치』, 문자향, 2003, pp.10-11, 

然則林泉之志，煙霞之侶 ，夢寐在焉 ，耳目斷絕。今得妙手，鬱然出之，不下堂筵，坐窮
泉壑。猿聲鳥啼，依約在耳；山光水色，滉漾奪目。此豈不大快人意，實獲我心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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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 즉 자연을 항상 직접 보러 

가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이 담긴 대체물을 

곁에 둠으로써 실제 자연을 감상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는 산수화나 

정원, 수석 등을 항상 주변에 두고 이를 

감상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본인은 

자연이 이질적이고 먼 존재로 자리잡게 된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문화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일상적 사물인 인형에 

자연 이미지를 대입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인형이라는 형식을 

택하게 된 것은 우리 삶에서 친숙한 사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치유와 편안함을 안겨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옛사람들이 수집된 자연물을 감상하고 정서의 감화를 얻었듯이, 

【작품 16~24】는 일종의 수집된 섬 이미지로서 감상자에게 자연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입체물들은 솜과 광목을 

재료로 하여 인형의 형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감상자가 직접 만지며 

치유와 위로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섬의 실험적인 형상은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와 그로 인한 치유, 그리고 자연이라는 포용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Ephraim Lovelock, 

1919~)은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임을 이야기하였다. 생물과 미생물이 분리되지 않고 한데 

어울려서 가이아라는 하나의 복합적 실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22 그가 

말하는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의 명칭을 가져온 

것으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능동적으로 유지 및 조절되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지구를 의미한다. 가이아 이론은 우주를 이루는 

                                           
22 홍욱희, 「가이아 이론이란 무엇인가」, 과학사상, 1992, p.130. 

【작품 16】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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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구성한다고 보는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과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은 자체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근원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섬은 바로 

그러한 자연의 근원적 모습이 담긴 것이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섬은 

따뜻한 기운으로 인간을 아우르며 생동하는 ‘포용하는 자연’이다. 

섬은 그 생명력을 통해 대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치유하는 주체적인 유기체인 것이다. 

 

2) 살장 – 무속의 재조명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은 본인의 ‘살장’작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살장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메’와 

‘당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기메’는 종이를 다양하게 접은 뒤 

오려서 만드는 무구(巫具)를 총칭하는 말이다. 23 무구는 굿에서 쓰이는 

도구를 일컫는 것으로, 기메는 제주도 굿에서 사용되는 무구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에 속한다. 기메는 신이나 영혼을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부터 꽃의 모양, 깃발의 모양을 한 것까지 그 형태와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세부화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형상의 기메가 있는 반면 

추상적인 형태로 제작되는 것도 있다. 또한 제작방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형태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메는 하나하나가 굿의 의미를 살리고 원활한 제차진행을 

위한 필수 무구이자, 의례의 장소를 형성시키는 역할도 한다.24 

‘당클’은 제의공간의 상단에 달아매는 선반을 말한다. 25  당클은 

굿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원래는 나무판자로 

만들어지지만 야외에서 하는 굿의 경우 끈이나 밧줄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당클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메가 설치되는데, 그 

중에서도 ‘살장’은 당클 앞에 길게 늘어뜨려 걸어놓는 기메를 

의미한다.26 [도판 7]에서 보이듯이 살장은 커튼처럼 제의공간의 공간을 

                                           
23 강소전,『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총서1-제주의 무구』, 제주대학교박물관, 2014, p.31. 
24 강소전,「제주도 굿의 무구(巫具) ‘기메’에 대한 고찰-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

머리당 영등굿’ 기능보유자 김윤수 심방의 기메 제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회, 

2006, pp.103-104.  
25 강소전, op. cit., 2014, p.40. 
26 Ibid.,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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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하고 장식하는 기능을 한다. 살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굿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살장 작업은 

사실상 개인적, 사회적 

아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에 비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핵심 주제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치유 과정에서 인간과 자 

연의 통합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유기체적 자연관의 맥락에서 

설명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인이 살장을 작품에 사용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무속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것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속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이다. 무속에서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인과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에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계의 물상들이 의지와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7  무속적 세계관이 현대의 지식 앞에 무의미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미신으로 등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자연과의 소통과 연결성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현대의 담론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인은 무속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관계가 현대인에게 있어 치유와 승화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살장을 통해 그러한 치유의 공간을 구현하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옛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의존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리적인 치유 효능은 거의 없을지 몰라도, 무속신앙의 정서적 치유 

효과와 그로 인한 해방감은 심리적 안정감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안겨주었다. 무속이 그러한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 우주와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신화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대상을 분석하고 

                                           
27 양영수,『세계 속의 제주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p.18. 

[도판 7] 제주 영등굿에서 사용되는 살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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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여 인간에 의한 대상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지만, 신화적 사고는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세계상을 구체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파악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양상에 총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8  이러한 사고 방식에 

따르면, 이 세계는 의미와 질서가 

부여된 통일된 것이며, 인간 또한 

그 세계 속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는 곧 유기체적 자연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무속의 

세계관에서 자연은 생명력을 

가진 주체로서 인간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인간의 고통이나 

아픔을 승화시켜주는 정신적 

힘을 가진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연과 소통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살장과 같은 무구이다.  

본인이 제작한 살장의 모습은 [도판 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살장의 모양과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제작한 살장은 

제주도내의 문화기행에서 심방29에게 우연히 배울 기회가 생겨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윗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내고 아랫부분은 

길쭉하게 잘라 모양을 내었는데, 장식적이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본인은 이러한 추상적인 모양이 자연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원시신앙에서의 추상적 

무늬들은 그 유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인은 중국의 철학자 

‘리찌허우(李澤厚)’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재현(모방)에서 표현(추상화)으로, 사실적인 묘사에서 

                                           
28 “신화적 사고”, 두산백과, 접속일자 2018.09.13,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

1013000716003 
29 제주의 무속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도판 8]【작품 27】에 사용된 살장의 모습. 



-26- 

 

부호화로의 과정은 바로 내용에서 형식으로의 누적-침전 

과정이다…(중략)… 후세에 보기에는 다만 ‘미관’이나 ‘장식’일 

뿐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듯한 

기하무늬가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원시 무술의례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30 

 

위 글은 원시 무술의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자기고 있던 도상이 

형식화되면서 기하학적 추상 무늬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술의례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 졌던 도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연물이다. 자연과의 관계는 원시 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연물의 

도상이 무구에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제작한 살장의 무늬들은 어떤 자연물의 도상이 추상화된 것일까? 기메의 

무늬 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확실하게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은 살장의 무늬가 바다와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생각하였다. 

제주는 주위가 전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고, 예부터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수월한 바닷가 근처에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다. 따라서 

바다와의 연결고리를 제외하고 제주무속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도판 9]는 물고기 도상이 점차 추상화되어 기하학적 

무늬로 변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삼각형 무늬의 기하학적 무늬는 

본인이 제작한 살장의 무늬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본인은 이를 통해 살장 

윗부분의 무늬가 수많은 물고기 

떼이며, 아랫부분의 풀 같은 

형상은 물고기 떼 아래에서 

너울거리는 해초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어로와 해산물 채취가 중요한 

                                           
30 李澤厚,『미의 역정』, 글항아리, 2014, pp.45-46. 

[도판 9] 원시 물고기 도상의 추상화 과정. (李

澤厚, 이유진 옮김,『미의 역정』, 글항아리, 

2014, p. 47.) 



-27- 

 

생업이었던 만큼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무구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살장은 그 자체가 바다의 이미지이며, 생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바다는 모든 생물의 시원이자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 삶을 영위해나가는 생명의 공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진 물의 속성은 곧 치유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물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옛날부터 강력한 치유제로 여겨져 

왔으며, 수많은 민족 문화에서 그러한 물의 치유력을 신성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31  즉 본인이 제작한 살장은 생명의 순환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자연 이미지이자, 자연의 치유력을 은유하는 

소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그러한 살장을 적극 활용하여 생명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작품 27, 28】을 제작하였다.【작품 27】은 정사각형의 틀에 살장을 

늘어뜨려 공간을 만들어 낸 설치작업이다. 2013년도 본인의 학부 

시절에 제작된 이 작업은 당시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본인을 위로하기 

위한 치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은 당시 자신을 지치게 했던 

복합적인 고민들과 그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를 한 장의 글로 정리하여 

공간에 함께 전시하였다. 

 

… 청춘은 돈도 꿈도 아닌 스스로의 환상으로 채워지고, 

욕심은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있었다. 하늘 아래 고독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누렇게 변색되어가는 상처. 희망은 조용히 

졌다가 피어오르고, 스스로의 잠재능력에 대한 직감은 

섬광처럼 심장을 찌른다. 진실과 마주할 때 요동치는 불안과, 

내뱉는 모든 것들이 허풍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들은 

덩어리가 되어 서서히 물 밑으로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겠지…(중략)…두려움이 몰려와 눈앞을 잠식할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용기를 조금씩 

갉아먹어간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답답해. 뻔한 체력과 뻔한 출발. 악,악,악! 하고 소리지르는 

조급함. 어둠 속의 별은 비웃기라도 하듯 푸른빛을 쏘아댄다. 

넌 너무 크고 깊은 것을 바라고 있군. 마음의 비수는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속물처럼 능글거리며 수백 가지 슬픔을 

                                           
31 Altman, Nathaniel, 황수연 옮김,『물의 신화』, 해바라기, 2003,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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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붓는다 … 

 

    이러한 본인의 글은 살장으로 형성된 제의공간 안에서 음성으로 

재생된다. 음성이 흘러나오는 검은 상자는 일종의 관(棺)으로, 본인의 

심리적 고통을 잠재우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검은 상자 주변은 종이 조각들이 감싸고 있는데, 이는 살장을 

제작하면서 나온 부산물로서 본인이 살장을 하나하나 제작하고 

잘라내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염원, 즉 치유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이러한 부산물들은 상자 주변을 둥지처럼 감싸며 그 아픔을 따뜻하게 

포용한다.  

살장으로 구획된 제의공간은 곧 바닷속이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원초적 치유의 장이다. 비록 실제 자연이 아니라 살장으로 

표현된 상징적 자연이지만, 수많은 물고기와 해초가 너울거리는 물 

속에서 본인의 음성은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자연과 하나가 된다. 

이처럼 본인은【작품 27】을 통해 본인의 슬픔과 고뇌가 무속의 장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후【작품 28】에 이르러 본인의 살장 설치작업은 개인적인 

내용에서 사회적 내용으로 확장된다.【작품 28】에서는 본인의 조부의 

목소리가 음성으로 재생된다. 이는 조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했던 것으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직후 제주도에 정착해 4.3까지 겪은 

조부의 삶 속에는,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얼룩진 근현대의 상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은 조부가 사용하는 고어(古語)가 

섞인 제주도 방언으로 인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언어의 장벽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부재와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었지만, 동시에 

과거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주의 급격한 언어 

변화는 제주의 발전 속도와 비례했다.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표준어가 유입되었고, 언어를 비롯한 삶의 양상들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언어, 과거의 역사는 그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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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박제되어 현재와의 연결성이 희미해진 채 유물처럼 남아버렸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절로 

인해 거기에 공감하거나 회복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무속적 요소를 통해 이러한 단절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무속의 공간, 제의의 공간은 현재, 과거, 미래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이쪽과 저쪽의 공간적 개념도 성립되지 않는 통합적 

시공간의 세계이다. 따라서 본인은 살장으로 만들어진 제의공간이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는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제주어이지만 반복적으로 열심히 듣다 보면 

이야기의 맥락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은 조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공간 속에 들어오는 모든 감상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조부가 

살아온 과거와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하나의 연결선상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이자,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끄집어내어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므로【작품 28】에서의 

살장은 과거와 현재, 망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잇는 매개체이자,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상처받은 망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살장의 이미지로 구획된 생명의 공간, 원초적 바다의 공간은 

아픔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희망으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치유는 단순히 ‘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제공한다. 

 살장은 윗부분만 최소한으로 고정되고, 양 옆과 아래는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나부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바람에 따라 여울치는 파도 같기도 하고 그 자체가 

생동하는 자연의 기운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살장으로 제작된 공간은 

주변의 빛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날씨에 따라, 태양의 위치에 따라 

제의의 공간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러므로 살장에 

내재된 바다의 생명력은 정체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유기적 생명력이다. 

무속적 모티브를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설치 미술가 이승택이 

있다. 그의 천 설치작품은 외적 요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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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며 자연을 공간 안팎에 

담아낸다. 이러한 방식은 

자연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일깨우며 개인과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인식시킨다. 이러한 이승택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설치 작품은 우주의 시공간을 

아우르는 유동적인 자연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온 인간은 자연의 거대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정신을 내맡길 수 있게 된다. 거기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위안은 곧 자연의 생명력에서 비롯되며, 살장은 그러한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매체이자 자연의 치유력을 고스란히 이행하는 소재이다. 이러한 

무속적 자연이미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연결성에 대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자연과의 유대관계는 소박하고 

겸허한 교감이자, 삶의 원형인 것이다. 

 

    지금까지 2017년 이전의 본인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작품의 

주요한 테마는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이었다. 이는 본인의 

작업에서 인간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섬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속적 세계관이 담긴 살장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은 곧 유기체적 자연으로,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통합체이자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자연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그 생명력은 곧 치유의 의미로까지 나아가 인간에게 안식을 

선물한다. 자연과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에 대한 지배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조화로움의 모색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현대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극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2018년 ‘Nowhere’시리즈에 이르러 본인의 작업은 이전과는 

[도판 10] 이승택, <바람>, 천,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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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전 작업에서 유기체적 자연관을 전제로 

인간과 친숙한 존재, 밀접한 존재로서의 자연을 드러내었다면, Nowhere 

시리즈에서는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작업이 

전환된다. 

자연을 경외의 대상으로 표현한 

사례는 동양의 산수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범관(范寬)의 <계산행려도(谿山 

行旅圖)>를 그 예로 살펴보면, 웅장하고 

수직적인 산세를 통해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감지할 수 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연이미지의 당당한 풍채는 

자연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거대한 자연과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Nowhere 시리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타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동화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양의 산수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타자성을 

개입시킨 이유는, 유기체적 자연관을 

통해서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고찰해볼 수 있지만 타자의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자연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타자라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타자의 입장을 전제로 하는 

관계 맺음이, 자연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기체적 자연관은 거대한 우주 안에 인간과 자연이 통합체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친밀한 관계로서 

대립 혹은 거부하는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며, 상호 긴밀하게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Nowhere 시리즈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도판 11] 범관(范寬), <계산행려도

(谿山行旅圖)>, 103.3x206.3cm, 비

단에 수묵담채, 북송, 교토양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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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존재’이다. 자연이 

타자가 된 입장에서 친밀한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인간에게 자연은 그저 좋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Nowhere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자연 이미지는 인간과 자연의 

‘거리 두기’를 통해 자연이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연의 모습은 본인의 작업에서 

‘땅과 물’ 그리고 ‘동굴’의 어두운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 자연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연이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자연이 상위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발생시킬 만한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숭고 개념이 이 시기 본인의 작품을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Nowhere 시리즈에서의 자연이미지는 감상자가 숭고를 감각하는 

대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이 본인의 작품 속에서 제한된 

크기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숭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버크는 

우리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 그로부터 모종의 커다란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숭고체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 32  버크를 기반으로 한 

칸트의 숭고 개념 또한, 인간이 숭고를 감지하려면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므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여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거대하거나 위험한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숭고체험의 이상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Nowhere 시리즈 안에 담긴 자연은 인간이 결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없는 두려움의 공간이다. 실제로 이렇게 어둡고 복잡한 자연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두려움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감상자들은 

안전한 상황을 기반으로 자연의 힘을 경험하고 숭고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1) 땅과 물 – 죽음의 자연 

                                           
32 안성찬,『숭고의 미학-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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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here 시리즈 중【작품 29~35】는 땅과 물의 어두운 형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섬을 소재로 한 이전 작업들에서의 땅과 물은 

섬이라는 유기적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었으나, 

【작품 29~35】에서는 야생성을 가진 땅과 물 자체가 핵심적인 소재로 

드러난다. 자연은 우리에게 그저 편안한 장소가 아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위협적일 수 있으며, 죽음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본인은 

그러한 땅과 물의 형상을 통해 인간에게 두려운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하고자 했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벗어나는 거대한 것, 두려운 것, 

위협적인 것은 인간에게 압도의 경험을 안겨준다. 자연은 그런 의미에서 

숭고 체험을 발현시키는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Ⅱ장에서 

말했듯 칸트는 숭고체험이 강력한 위력을 지닌 자연 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무력한 감정이, 이성으로 회귀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본인은 그러한 극복을 인간이성의 위대함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식이 아니라, 자연의 현존성에 대한 

이성적 인식과 경외심의 발현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칸트는 숭고를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로 분류한다. 수학적 

숭고가 ‘위대함, 무한함, 총체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무서운 영광, 두려운 힘, 전지전능’의 개념을 포함한다. 33 즉 수학적 

숭고는 절대적 크기와 무한한 규모, 역학적 숭고는 힘과 권력에 

관련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작품 29~31】에는 거대한 자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작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개별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사실 가로로 배치하면 쭉 이어지는 광활한 

풍경이다. 이러한 자연이미지는 제한된 화면 밖으로까지 계속 확장되어 

끊임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수없이 연결되는 

산봉우리와 땅을 둘러싸며 펼쳐지는 물결은 자연의 거대한 규모를 

인지시킨다. 이러한 자연의 광활함은 이 세계 안에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수학적 숭고를 발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본인이 작업에서 더욱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것은 자연 

자체가 인간을 두렵게 할 만한 힘을 보유한 것, 즉 역학적 숭고가 

                                           
33 마순자, op. cit.,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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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었다.【작품 29~31】의 땅은 

이전의 작품에서처럼 조화로운 

안식의 장이 아니다. 수많은 필로 

표현되는 땅의 형상은 기괴하고 

배타적인 느낌마저 들어서 인간이 

그 안에 있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듯이 보인다. 산은 굽이굽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것들이 모여 

마치 미로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낸다. 빈틈없이 꽉 채워진 형상은 

마치 인간이 발 디디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본인의 작품과는 반대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 산수화를 보면 [도판 12]처럼 아무리 험준한 땅이라도 그 속에 

인간의 자취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보인다. 

 

…산이 돌아서 감싸고 있는 곳에 절을 놓을 수 있고 물과 

뭍이 만나는 곳에 인가를 둘 수 있다...평야의 누대에는 높은 

버들이 인가를 비추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명산의 사관에는 

기이한 삼나무가 누각을 두르게 하는 것이 잘 맞는다…34 

 

…점사(店舍)를 그릴 때에는 시내에 기대어 있게 하되 물이 

부딪히는 곳에 기대어 있게 하지 않는다…촌락을 그릴 때에는 

뭍에 의지하여 있게 하되 산에 기대어 있게 하지 않는다. 뭍에 

의지하여 있게 하는 것은 경작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산에 기대어 있게 하지 않는 것은 경작하는 곳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35 

 

   동양의 산수화론들은 이처럼 산수화 내에 인간의 조화로운 삶이 

엿보이도록 집이나 교량 등의 장치를 그리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34 왕유, 신영주 역, 「산수결」,『임천고치』부록에 수록, 문자향, 2003, pp.118-119. 
35 郭熙, op. cit., pp.61-62, 店舍依溪不依水沖, …村落依陸不依山，依陸以便耕， 

不依山以為耕遠…。 

[도판 12] 이인문, <강산무진도(江山無盡

圖)> 부분, 856x44.1cm, 비단에 수묵담채, 

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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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달리【작품 29~31】의 

땅 형상에는 인간의 자취들이 포용될 

만한 가능성이 내재되어있지 않다.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대지는 곧 인간에게 있어 죽음과 

동등하다. 물 또한 땅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내포한다. 산수화에서 

일반적으로 흰 여백으로 표현되는 

물은 본인의 작업에서 시커먼 

암흑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물의 

형상은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어두움으로 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듯한 공포를 환기시킨다. 타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연의 권능이자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인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작품 29, 30, 31】은 각각 밤, 어스름한 새벽, 낯의 시간성을 

내포한다. 세 개의 이어지는 풍경을 동일한 기법으로 그리지 않고 각자 

다르게 표현한 것은 자연의 고정되지 않은 시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은 자연을 하나의 규정된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되지 않음’은 곧 

인간에게 있어 또 다른 막연한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말없이 존재하는 

땅과 물, 그리고 그것을 거쳐가는 시간의 흐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우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폭포를 형상화한【작품 32】는 겸재 정선의 <구룡폭(九龍瀑)>을 

연상시킨다. 폭포는 자연 유람의 꽃이자 낭만적 관조의 대상으로 수많은 

그림에 그려져 왔다. 정선의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산수화에서의 폭포는 일반적으로 여백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여백은 

화면의 숨통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정화시킨다. 그러나【작품 32】에서의 폭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기괴한 땅에 둘러싸여 가느다랗게 떨어지는 폭포는 곧 

시커먼 소(沼)를 이루며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을 형성한다. 이전 

작업에서 드러나는 물의 속성이 생명과 치유의 의미를 강하게 

【작품 29】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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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다면, 이 작업에서의 물은 곧 죽음의 영역이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는 동그랗게 물결이 형성되며 하염없이 요동친다. 물은 

언제든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비극성과 

공포를 강한 속성으로 지닌다. 이러한 폭포의 이미지는 감상자에게 

불안함과 불편함을 안겨주며, 물은 평화로운 관조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거듭나게 된다. 

【작품 33, 34】에서 드러나는 물의 형상도 마찬가지다.【작품 

33】의 섬은 유기체적 자연관을 기반으로 하는 이전의 섬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섬은 그로테스크하게 물결치는 

바닷물 사이에 고립되어 결코 인간이 생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로 

표현된다. 이러한 바다의 모습은【작품 34】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결코 멈추지 않을 듯한 어지러운 물살은 모든 것을 잠식하고 

묻어버릴 듯이 보이며,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한 죽음의 속성을 통해 본인은 아름답고 편안하게 포장된 자연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어두운 속성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경외의 

가능성을 물색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땅의 이미지는【작품 35】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작품 35】에서의 땅의 모습은 수많은 산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빈틈 

없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어떠한 원근도, 중심이 되는 사물도 없이 

[도판 13] 정선, <구룡폭(九龍瀑)>, 

23.5x29.5cm, 비단에 수묵담채, 조선후

기,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작품 32】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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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사방으로 메워진 땅을 통해 본인은 풍경의 무한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무한하고 장대한 자연 속에서 방향이나 위치는 무의미하며, 

인간이 이 속에 있다면 하염없이 헤매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준다. 이러한 꽉 찬 땅의 이미지는 이후의 동굴 작업에서도 

지속되며 자연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함을 극대화시킨다. 불안함은 곧 

자연에 대한 공포와 무력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공포와 무력함은 

곧 이성으로 회귀되며 자연이라는 두려운 대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으로 

전환된다.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자연의 힘이, 숭고 체험을 통해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실적 요소로 감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숭고의 체험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증명으로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2) 동굴 – 도원의 재해석 

 

   【작품 36, 37】에는 화면을 꽉 채운 땅의 형상과 함께 동굴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동굴은 동양에서 흔히 도원의 입구로 여겨져 

왔다. 도원이란 이상향을 뜻하는 단어로, 동굴이 도원의 입구로 

여겨지게 된 것은 도연명 (陶淵明, 365~ 427)의 『도화원기 

(桃花源記)』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화원기』의 등장인물인 어부는 산 

속을 헤매다가 동굴을 발견하여 들어간다. 동굴 너머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에는 마을이 있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자신이 살던 고을로 

돌아온 어부는 태수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나, 그 입구는 다시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도원 이야기는 오랫동안 낭만적인 옛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고, 그림의 소재로도 자주 이용되었다. 

 『도화원기』는 사회적, 정치적 난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내용이기에 사실상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주목하였던 것은 그러한 내용 분석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원이 실제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도원도는 옛 사람들이 어떠한 이상자연을 꿈꾸었는지를 보여준다. 

동양에서 도원은 청록산수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인가(人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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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려졌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인간의 자취를 함께 그려 

넣음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그 속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도원도는 『도화원기』의 전개 과정을 

화면에 모두 그리는 것과, 한 장면만 

선택해서 그리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6  [도판 14]는 후자에 속하는 

그림으로, 어부가 배를 타고 동굴 입구에 

들어선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자연은 복사꽃이 만발한 청록산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동굴을 지나 쭉 들어서면 중앙 왼쪽 

부근에 인가의 모습도 작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작품 36, 37】에서 나타나는 

도원 입구, 즉 동굴의 풍경은 안중식이 

묘사한 것처럼 화사한 분위기도 아니고 

예쁘게 정돈되어 있지도 않다. 본인은 앞서 

자연에 대한 개발과 파괴가 성행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도원이란 인간에 의해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2017년 이전의 섬 작업 

또한 일종의 도원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본인의 섬 작업은 인간 

존재를 포괄하는 이상향이라는 점에서 동양의 도원도와 공통분모가 

있었다. 그러나 2018년의 동굴 작업은 인간이 다가가기 힘든 어지럽고 

음침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이때의 도원이란 인간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오직 자연만이 존재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을 그대로 놔두려 하지 않는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영역에 인간이 진입하는 순간 그곳은 순식간에 인간의 

의지대로 변형되고 만다. 따라서 본인은【작품 36, 37】처럼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동굴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도원으로의 진입이 

                                           
36 국립중앙박물관, 「동아시아 산수화에 보이는 이상향」,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그라픽네트, 2014, p.211. 

[도판 14] 안중식, <도원문진

도(桃園問津圖)>, 164.4x70.4cm, 

비단에 채색, 1913년,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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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은 같지만, 이전의 섬 작업과 비교했을 때【작품 36, 

37】은 도원을 인간이 접근 불가한 장소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안중식이 그린 동굴은 어부에게 한없이 열린 장소로 표현되며, 

도원까지 물길로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따라서 감상자들은 그림을 

보면서 어부가 거리낌 없이 동굴을 통과하여 도원까지 평화롭게 당도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 작업의 동굴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버거운 듯한 느낌을 주며, 도원까지 이어지는 길도 표현되지 

않아 불안함을 가중시킨다. 그 너머에 있을 도원이 어떤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작품 36, 

37】의 동굴이 도원으로 가기 위한 통로라기보다는 인간으로부터 

도원을 차단하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작품 36】에서의 동굴은 강한 필치로 표현되어 무섭고 기괴한 

느낌이 극대화되어 드러난다. 동굴을 둘러싼 자연형상은 매서운 기운을 

내뿜으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굴 안쪽은 시커먼 암흑으로 

표현되어 동굴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듯이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작품 37】에서도 기괴한 자연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동굴이 그려져 있으며, 어느 것이 도원으로 통하는 

입구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 두 동굴 사이의 땅의 형상은 복잡하게 

얽히고 중첩되어 그림 속에 들어 간다면 빠져나올 수 없을 듯이 보인다. 

[도판 15] 어두운 분위기로 표현된 동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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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러한 동굴의 형상을 통해 다가갈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보여주고 인간 중심적인 도원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감상자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무서운 자연의 모습으로 인해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이윽고 

숭고의 메커니즘에 따라 이성으로 회귀한다. 인간의 이성 속에서 

두려움은 곧 자연의 영역에 대한 인식,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될 

자연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숭고의 체험은 자연이 

인간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며,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본인의 Nowhere 시리즈를 설명해보았다. 숭고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낭만주의 풍경화의 거장 

윌리엄 터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터너의 작품에서 자연은 홍수, 

눈사태 등의 재해로 나타난다. 하지만 Nowhere 시리즈에서의 자연은 

재해처럼 자연이 두렵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동적인 모습으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본인은 굳이 재해가 아니더라도 

자연이 항상 무서운 힘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자연이미지는 일견 고요하게만 보이지만, 얼마든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연의 이면에는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즉 자연은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그 두 가지 성질 중에서 자연의 이면과 그림자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이 위협적인 존재이며 숭고를 발현시키는 존재임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위협은 우리가 저항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위협 앞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존재, 

자연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7  이러한 

인식의 과정 속에서 자연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경외의 태도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본인 작품의 자연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37 Callicott, J. Baird 외, op. cit., p.10. 

http://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l(freeText0)=Callicott%2c+J.+Baird&vl(21523919UI0)=creator&vl(728813000UI1)=all_items&fn=search&tab=all&mode=Basic&vid=82SNU&scp.scps=scope%3a(82SNU_ROSETTA)%2cscope%3a(82SNU_COURSE)%2cscope%3a(82SNU_INST)%2cscope%3a(82SNU_SSPACE2)%2cprimo_central_multiple_fe&ct=lateral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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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으로, 유기체적 자연관을 그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둘째는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으로, 본인이 

비판적으로 수용한 칸트의 숭고 개념을 참고하여 이야기해보았다. 본인 

작업에서의 이러한 두 가지 큰 흐름은 기본적인 내용에 분명 차이가 

있으나 현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자연을 인간과 친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든, 인간이 존중하고 경외해야 하는 개별적 타자로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관계를 끊임없이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는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조형적 특성과 제작과정 

 

이 장에서는 본인 작품에 사용된 구체적인 기법과 구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는 회화뿐 아니라 설치 작업도 일부 

혼재되어 있으므로, 회화와 설치의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회화의 경우 어떤 색을 사용하여 어떤 기법으로 그려나갔는지, 

화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설치 

작업에서는 입체물인【작품 16~24】와, 살장으로 공간을 구획한 

【작품 27, 28】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의 구체적인 

제작 과정이 무엇이며, 감상자들이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회화의 기법과 구성 

 

   본인의 회화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현방식은 

‘중첩’이다. 이는 안료를 끊임없이 쌓고 덧대는 기법으로 화면의 

깊이와 밀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중첩의 표현방식은 본인 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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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므로 시기 순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화면 구성의 경우 동양 산수화의 구도론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은 일관되게 자연을 표현해 왔기 때문에, 

자연 그림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형성해 온 동양의 산수화 이론이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 중첩 기법 

     

    중첩이란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진다는 의미이다. 38  본인의 중첩 

기법은 2017년 이전까지는 색의 중첩으로 드러나며, 2018년에는 선의 

중첩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중첩 기법은 화면에 심도 있는 밀도를 

형성하고 작품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색 중첩 기법 

본인의 채색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색의 종류는 노란색과 푸른색이다. 

노란색은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색으로, 그 

따뜻하고 풍부한 속성은 곧 생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39 노란색은 햇살 

혹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작품 내에서 화사하고 밝은 

생명력을 대변한다. 푸른색의 경우 초록과 파랑이 혼재되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푸른색들은 따뜻한 생명력의 노란색과는 

달리 신비롭고 편안한 생명력의 속성을 가진다. 푸른색은 식물, 바다, 강, 

하늘 등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이자 정신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작품에 

부여한다. 

초창기 작업인 ‘섬의 기억’ 시리즈에서 중첩의 기법은 부드러운 

색면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비슷한 색을 쌓고 

은근하게 퍼뜨리기 때문에 중첩 기법이 시각적으로 강하게 다가오지 

않으나, 한 화면에 끊임없이 색이 덧대어지며 자연스러운 효과가 

형성된다. 이 시기 중첩 기법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번짐의 

우연적 효과이다. 색을 칠하고, 그 색이 채 마르기 전에 또 덧칠하며 

중첩되는 방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도판 16]과 같이 색이 사방으로 

                                           
38 두산동아 사서편집국,『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2003, p.2176. 
39 IRI색채연구소,『COLOR COMBINATION』,영진닷컴, 201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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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번짐으로 인해 서로 

다른 색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고 화면 안에 온화한 

느낌이 구현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종이에 

끊임없이 수분과 마찰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표면에 보푸라기가 일어나며 독특한 질감이 

부여된다.【작품 1, 5, 6】의 경우 그렇게 채색된 자연이미지 위에 먹을 

한 단계 더 중첩시킴으로써 깊이 있는 하늘과 물의 모습을 형성시켰다. 

    2016년도에 이르면 중첩된 세로줄의 색면 효과가 등장한다. 이러한 

세로줄은 앞서 Ⅲ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유하며 생명과 치유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 전에는 색 위에 같은 색 

또는 유사한 색을 겹쳐 칠했기 때문에 중첩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는 다양한 색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중첩 효과가 

시각적으로 부각된다. 이때도 역시 색을 칠한 뒤 마르기 전에 덧칠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따라서 각각의 색들이 자연스럽게 합치되면서 

다양한 색이 결합된 색면으로 거듭난다. 뿐만 아니라 젖지 않은 

상태에서 칠하는 방법도 함께 혼용되기 때문에 세로줄의 효과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뿐 아니라 중첩 기법이 한층 다채롭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 

    2017년도의【작품 15】를 보면 세로줄의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입체적인 면의 느낌으로 중첩 기법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본인은 물의 

양과 마르기에 따라 섬세하게 중첩 기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색을 

칠하고 종이가 약간 축축한 정도가 될 때까지 말린 뒤에 다시 색을 

올림으로써 번지는 정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고, 그와 함께 마른 

상태에서 색을 올린 뒤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습을 가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젖은 상태에서 색을 칠하는 것은 색이 균일하게 번지고 

녹아 내리게 되는 효과를 준다. 반면 색을 먼저 올리고 그 뒤에 물기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된 물기의 양이나 그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번짐 효과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성질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본인은 더욱 정교하게 중첩의 표현 방식을 구사할 수 있었다.  

【작품 25, 26】또한 같은 방식으로 부드러운 형상의 자연이미지가 

[도판 16] 색의 중첩 기법으로 인한 번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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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작품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기존 

이미지보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만큼 더욱 섬세한 중첩 기법이 

요구되었다. 본인은 섬세하게 칠해져야 하는 부분에 습을 가한 상태에서 

점을 찍고 중첩하여 정밀한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점은 서서히 번지고 나중에는 면의 형태로 치환된다. 이러한 

중첩 방식은 유하면서도 예민한 자연이미지를 형성하며 작품에 차분한 

느낌의 밀도를 부여한다. 

 

    자연의 생명력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다. 2017년 이전의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중첩의 표현 기법은 

그러한 내재된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끊임없이 

색을 겹치고 밀도를 올려가면서 본인은 자연의 농후한 생명력이 

시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2018년에 이르면 또 다른 자연이미지, 즉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중첩 기법 연구가 진행된다. 

 

② 선 중첩 기법 

     2018년 Nowhere 시리즈에서는 필(筆) 혹은 목탄을 사용한 선 

중첩 기법이 사용된다. 이 시기 본인은 자연형상 자체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색상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무채색의 재료만을 

활용하였다.  

먹과 필선을 사용한 작품으로는 죽음의 공간으로서의 땅과 물을 

표현한【작품 29~32】와 도원을 재해석한【작품 36, 37】이 있다. 

필선이 중요하게 사용된 만큼, 이러한 작품들의 중첩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화의 준법(皴法)에 대한 설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준법은 동양 산수화에 있어서 회화적 표현에 사용되는 근본적 

조형언어이다.40 이는 자연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산이나 바위, 언덕 등의 굴곡 입체감과 명암 그리고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유형적 표현기법이다.41  

 

                                           
40 지순임,「山水畵 皴法의 造形性 硏究」,『상명대학교논문집』, vol.16, 상명여자사범대

학, 1985, p.409. 
41 Ibid.,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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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준법 
 

대표적 적용 사례 

 

 

 

 

 

 

 
 

 

 

[도판 17]『개자원화보 (芥子園畵譜)』 

하엽준 도판. 
 

 

 

 

 

 
 

 

 

[도판 18] 정선, <금강전도 (金剛全圖)> 

에 사용된 수직준. 

 

 

 

 

 

 

 

 

 

 

 

 

 

 

 

 

 

 

 

 

 

 

 

【작품 29】부분. 

 

 

 

 

 

 

 

 

 

 

 

 

 
 

[도판 19]『개자원화보 (芥子園畵譜)』 

해삭준 도판. 

 

 

 

 

 

 

 

 

 

 

 

【작품 30】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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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개자원화보 (芥子園畵譜)』 

난마준 도판. 

 

 

 

 

 

 

 

 

 

 

[도판 21]『개자원화보 (芥子園畵譜)』 

난시준 도판. 

 

 

 

 

 

 

 

 

 

 

 

 

 

 

 

 

 

 

 

 

 

 

 

 

 

 

 

 

 

 

 

 

 

 

 

 

 

 

 

 

 

 

 

 

 
 

【작품 31】부분. 

 

[표 1] Nowhere 시리즈에 응용된 준법의 종류와 대표적 사례 

 

산수화의 필선은 자연대상의 신과 화가의 신이 감응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특히 동양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필선은 

준(皴)으로 유형화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며 산수화에서 계승되었다. 

준법은 무조건적으로 답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는 

사람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화되고 다양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열린 

법식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기존의 준법을 개성 있게 활용하여 중첩의 

효과를 낸 자연이미지들이 나타난다. 

【작품 29】에는 하엽준(荷葉皴)과 수직준(垂直皴)이 사용되었다. 

하엽준은 연잎 줄기의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준이고, 수직준은 겸재 

정선이 창안한 것으로 수직으로 그어 내린 모양의 준이다.【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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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하엽준은 유연하며 속도감 있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그와 동시에 예리한 필선의 수직준이 혼용되어 독특한 땅의 

형세가 구성되었다. 본인은 종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번지는 필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종이가 마른 뒤에 

하엽준과 수직준을 농묵으로 수차례 중첩함으로써 기괴하고 독특한 

느낌의 산 모양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 30】에는 해삭준(解索皴)이 사용되었다. 해삭준은 말 

그대로 새끼줄(索)을 풀어헤친(解) 듯한 모습을 한 준이다. [도판 1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삭준은 곡선적인 선들을 얽히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잘하면서도 섬세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작품 

30】의 땅 모습은 멀리서 보면 어둡고 조용하게만 느껴지나, 가까이서 

보면 살아 움직이며 부글거리는 듯한 감각을 주는데, 이는 해삭준을 

밀도 있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해삭준의 중첩 효과를【작품 32】와【작품 37】에도 사용하여 

자연이미지에 독특한 질감을 부여하였다. 

【작품 31】에는 난마준(亂麻皴)과 난시준(亂柴皴)이 동시에 

사용되어 어지러우면서도 거친 느낌의 자연형상이 표현되었다. 난마준은 

복잡하게 뒤얽힌 마 섬유와 같은 준이며, 난시준은 어지러운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의 준이다. 42  이 두가지 준은 마의 올을 풀어놓은 듯한 

피마준(披麻皴)이 변용된 것으로, 단단한 돌산의 질감을 다채롭게 

표현하기에 용이하다.【작품 31】에는 난마준과 난시준이 수없이 

겹쳐지고 포개지며 산의 형세를 심도 깊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첩 방식은【작품 36】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그로테스크한 도원 

입구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본인은 무궁무진한 표현과 변화가 가능한 필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양한 실험과 탐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준법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무수하고 밀도 있게 중첩함으로써 본인만의 개성을 담아내었으며, 

이를 통해 화면에 깊이를 부여하고 자연의 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편【작품 33~35】는 목탄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필선과는 또 

다른 느낌의 중첩 기법이 활용된다. 이 작품들에서 본인은 선을 긋고 

                                           
42 王槪 외, 이원섭, 홍석창 옮김,『芥子園畵傳』, 능성출판사, 1980,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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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질러 퍼트린 뒤에 또 다시 위에 선을 중첩해나가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화면 안에서 독특한 질감과 깊이를 형성하고자 했다. 필이 

한 선에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하다면, 목탄은 그러한 큰 변화 없이 

반복적인 선의 사용을 통해 오묘한 시각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건식 재료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가루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뭉개지면서 화면에 독특한 깊이감이 부여된다. 본인은 이러한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중첩 기법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중간과정에서 

정착액을 분사하고 그 위에 또 중첩하여 그리는 것을 반복해서 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인의 2017년 이전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첩 기법이 자연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력과 치유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Nowhere 시리즈에서의 중첩 기법은 인간이 경외할 만한 자연의 힘을 

다채롭고 복잡하게 교차하는 선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본인에게 있어 중첩의 표현기법은 작품이 발현하는 에너지와 호소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자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탐구 과정이었다. 

 

2) 화면의 구성 

 

   자연은 무궁무진한 모습을 가진 대상이므로, 어떤 구성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천차만별이 된다. 

작품을 구성한다는 것은 감상자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화면 안에서 대상을 그에 맞게 꾸며내거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혁(謝赫)은 육법(六法) 중 

경영위치(經營位置)를 말함에 있어서 작품의 구성은 반드시 교묘한 

재단을 거쳐야 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43  즉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판단에 따라 재단하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은 그림의 구성이 그림 그리는 

주체의 의도나 감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작품에 그려질 형상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배치하고자 하였다. 

                                           
43 葛路, 강관식 옮김,『중국회화이론사』, 돌베개, 2016,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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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작품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 것은 자연의 

세(勢)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세는 대상의 표면에 있는 것으로서 

생동하며 리듬이 있는 형식감이다. 44  자연형상의 세는 매우 다양하다. 

산은 험준하게 솟은 것도 있고 완만하게 엎드린 것도 있으며, 물은 

빠르게 흐르는 것도 있고 고요하게 고인 것도 있다. 이처럼 수많은 

자연의 세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선택하여 어떤 구도로 그려내느냐에 

따라 작품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이전의 본인 작업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세는 완만하고 부드러우며 

평온하다. 땅은 높게 솟지 않은 채 모난 구석 없이 곡선적이고, 물은 

잔잔하게 머무르거나 고요하게 흐른다. 한편 2018년 Nowhere 

시리즈에 표현된 자연의 세는 복잡하게 엉켜 있다. 산은 이리저리 

빽빽하게 솟아 있고 물은 힘차게 떨어지거나 꿈틀대며 흐른다. 

이러한 본인 작품의 세는 화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되거나 

혼합되면서 조형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게 된다. 이 글에서는‘성김과 

빽빽함’,‘모임과 흩어짐’,‘큼과 작음’,‘감춤과 노출’, ‘곡선과 

직선’의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되는 대표적 작품을 예시로 들어 

본인이 표현한 자연형상의 세를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45 

 

① 성김과 빽빽함  

성김과 빽빽함은【작품 7, 8, 12, 13】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작품 7, 8】에서는 봄비를 상징하는 세로줄이 화면을 채우고 있으나 

섬의 모습만은 침투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성긴 

공간은 화면에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작품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마찬가지로【작품 12, 13】에는 빽빽하게 표현된 

오름의 모습과 그 안에 밋밋하게 색으로만 칠해진 물이 대비를 이루며 

독특한 구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작품 중에는【작품 

33~37】처럼 대부분 빽빽한 구성으로만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본인이 

Nowhere 시리즈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자연은 인간이 결코 여유롭거나 

평화롭게 있을 수 없는 장소였다.【작품 29~32】의 경우 어느 정도 

                                           
44 王伯敏, 강관식 옮김,『동양화 구도론』, 미진사, 1997, p.29. 
45 ‘성김과 빽빽함’, ‘모임과 흩어짐’, ‘큼과 작음’, ‘감춤과 노출’ 이 네 가지 개념은 王伯

敏의 『동양화 구도론』(1997)에서 동양화 구도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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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모습이 구현되긴 했으나, 위쪽에 추가된 하늘의 텅 빈 이미지로 

인해 그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삭감되어버리고 말았다. 본인은 이러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작품 33~37】에서는 아예 하늘 이미지를 

생략하고 땅과 물을 꽉 차게 구성함으로써 본인의 의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모임과 흩어짐 

    모임과 흩어짐은 성김과 빽빽함의 개념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작품 11】은 그러한 구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작품에 표현된 세로줄은 길의 형상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진한 선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점차 그 밀도가 줄어들고 

주위로 흩어지면서 땅의 형상을 구성해내고 있다.【작품 14, 15】의 

경우 중심이 되는 땅의 밀도 높은 형상이 물 부분에서는 점차 흩어지고 

녹아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임과 흩어짐의 

구성은 화면의 중요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고 주변 대상과 

차별화시키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효과를 준다. 

 

③ 큼과 작음 

    큼과 작음의 대비는 본인의 작품 중에서도 인간 형상이 나타나는 

【작품 3, 4, 14】에서 두드러진다. 자연은 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작다. 이러한 구성은 인간의 크기에 의거하여 자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며, 자연 속에 통합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작은 

존재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④ 감춤과 노출 

    감춤과 노출의 구성은【작품 4, 15】에서 살펴볼 수 있다.【작품 

4】의 경우 땅과 물, 인간의 형상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 하늘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감추는 구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상할 수 

있게 하여 형(形)은 보이지 않으나 뜻(意)을 드러나게 한다. 46  즉 

                                           
46 王伯敏, op. cit.,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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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의 하늘은 단순히 그리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을 일부러 감춤으로써 자연의 기운을 더욱 생동하게 전달해주는 

여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백을 통해【작품 4】에서는 시원하게 

트인 자연의 환한 생명력이 더욱 부각되어 드러난다.【작품 15】의 

경우 산의 윗부분이 화면 밖으로 벗어나 감추어져 있다. 이는 대상의 

범위를 화면 안에 한정 짓지 않고 감상자가 볼 때 산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춤은 섬의 생명력이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숨통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⑤ 곡선과 직선 

곡선적 요소와 직선적 요소를 조화시킨 대표적인 예로는【작품 1, 2, 

5, 6】이 있다.【작품 1】의 경우 곡선적인 섬의 형상에 직선적이고 편

평한 물의 모습이 함께 표현되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러한 대비적인 

구성은 작품에 색다른 느낌을 부가시키며 조형적인 흥미를 불러일으켜준

다.【작품 2】 또한 동글동글한 땅 사이에 직선으로 흐르는 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작품 5, 6】의 경우 섬의 곡선과 물의 직선이 교차하며 

묘한 아름다움과 시각적 대비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세의 다양한 방법론 외에도, 자연 이미지를 구성하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점이다. 본인 작업의 시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작품 29~31】의 경우 완전히 멀리서 내려다본 

부감시점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은 자연의 광활함을 한눈에 

보여주어 그 거대함을 한눈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자연을 비교적 가까이 끌어당겨 보는 듯한 시점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의 멀고 가까움 외에도, 본인 작품 

속에는 곽희의 삼원법(三遠法)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다.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은 삼도공간으로서 장(長), 

활(闊), 고(高)의 원리이다. 고원법 구도의 시점은 수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마치 산 아래에서 산 정상을 올려다보는 

느낌이며, 우뚝 솟아 있는 느낌이 있다. 심원법 구도의 시점은 

수평선 위에 있으므로 마치 앞에서 산 뒤를 넘어 보는 것 

같으며, 중첩의 느낌이 있다. 평원법 구도의 시점은 수평선 

부근에 있으므로 마치 근경에서 원경을 보는 것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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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느낌이 있다.47 

 

     삼원법은 자연 경험과 회화 창작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화폭 

안에서 자연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인 작업 중에서 고원법이 표현된 것으로는 

【작품 15】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속 주봉은 산 

아래에서 바라본 느낌으로 표현되어 고원법이 적용되지 않은【작품 

14】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높이 솟은 느낌이 든다.【작품 15】의 주봉은 

고원법이 적용된 반면 수면 부분은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시점이기 

때문에 화면에 입체감이 부여된다. 심원법은 중첩의 성질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으로 Nowhere 시리즈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작품 35】를 들 수 있다. 끊임없이 중첩된 산의 

형상은 화면의 깊이를 만들어내며 우중충한 느낌을 자아낸다. 심원은 

무겁고 어두운(重晦) 색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Nowhere 시리즈가 

추구하고자 한 자연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평원법의 경우 

【작품 3】화면 위쪽의 섬 형상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평시를 통해 아득하게 떨어져 있는 섬의 모습이 명상적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그 아래에 있는 자연이미지들은 부감시점으로 표현되어 화면에 

공간감이 생겨난다.  

 

이처럼 본인은 작품 구성에 여러 가지 방법론과 시점을 적용하고 

그것의 시각적 효과를 실험함으로써 자연의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해내고자 했다. 작품의 구성은 화면의 외형을 형성하며 시각적인 

매력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러한 매력이 있다는 것은 곧 작가가 

                                           
47 袁金塔, 이근우 역,『中〮西 회화구도비교연구』, 예서원, 2004, p.223. 

[도판 22] 본인 작업에서 삼원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 

고원법(좌), 심원법(중), 평원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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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자 하는 바에 더욱 호소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본인 작품의 구성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본인 작업의 대주제가 

감상자에게 한층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연구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치작품의 제작과 구성 

 

    이 장에서는【작품 16~24】, 그리고【작품 27, 28】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인의 설치작품은 여러 재료를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설치는 평면의 회화와는 달리 3차원의 공간 

자체가 작품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고 어떤 공간적 구성을 취하는지, 그러한 구성을 

통해 본인이 감상자에게 어떤 체험을 안겨주고자 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1) 제작 과정 

 

① Shape Colletion 시리즈 제작 과정 

먼저【작품 16~24】의 제작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하나의 입체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인은 

그것을 한데 모아 설치작품으로 구성하였다. 즉【작품 16~24】는 

입체물로 구성된 설치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인형들은 광목에 

솜을 넣고 바느질하여 제작하였다. 광목 안에 삽입되는 내장재는 

방울솜이다. 방울솜은 섬유가 동글동글한 알맹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구름솜에 비해 인형의 형태를 만들기에 용이하다. 

바느질은 형태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홈질과 공그르기는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으로, 두 개의 천을 빠르고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한편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박음질이,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버튼홀 스티치나 

감침질이 활용되었다. 

   각 인형의 형태는 미리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으로 덧대고 

연결하는 식으로 제작되었다. 본인이 경험했던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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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만들어나간 결과 독특하고 유기적인 

형상의 인형이 제작될 수 있었다. 나무 선반은 각 인형의 크기에 알맞게 

재단되었고, 벽에 고정되어 인형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설치 

공간의 배경은 분홍색으로 칠해졌다. 분홍색은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느낌을 더해주어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공간은 감상자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② 살장 시리즈 제작 과정 

【작품 27, 28】은 살장을 이용하여 큐브 형태의 공간을 구획한 

설치작품이다. 본인은 Ⅲ장에서 제의 공간의 상단에 달아매는 선반이 

당클이며, 거기에 매다는 기메를 살장이라 칭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살장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매달 수 있는 당클이 필요하다. 

【작품 27】의 경우 사각의 나무 틀을 끈으로 고정하여 공중에 매달아 

당클로 삼았다. 나무 틀은 풀 바른 한지로 도배하여 따뜻한 흰 빛이 

나도록 하였고, 거기에 살장을 알맞은 크기와 폭으로 재단하여 풀로 

고정해 늘어뜨렸다. 살장은 당클의 각 면마다 세 개씩 고정되었으며, 

본인은 이를 바닥에 너무 닿지 않게 공중에 살짝 띄움으로써 부유하는 

듯한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살장은 원래 아주 얇고 여린 종이로 

제작되나,【작품 27】의 살장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장지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찢어지거나 훼손될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인은 당클의 

1 2 

3 4 5 

[도판 23] 【작품 16~24】제작에 사용된 바느질. 

홈질(1), 공그르기(2), 박음질(3), 버튼홀스티치(4), 감침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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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얇은 광목을 사방으로 팽팽하게 당긴 뒤 고정하여 공간의 천장 

부분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살장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는 천을 씌운 

앉은뱅이 책상 위에 상자를 놓았다. 본인은 이 상자를 합판으로 

제작하였으며, 먹으로 검게 물들인 뒤에 사포로 살짝 문질러 빛 바랜 

느낌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살장을 제작하면서 나온 종이 조각들을 

먹으로 염색하여 상자 주변을 감싸도록 배치하였다. 

 

【작품 28】의 경우 당클을 공중에 띄울 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아예 육면체 형식으로 나무 골격을 제작하였다. 본인은 나무 

골격을 흰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작품 27】과 마찬가지로 규격에 맞게 

살장을 제작하여 고정하였다. 이때의 살장은 두께감이 있는 장지가 아닌 

얇은 순지로 만들어졌다.【작품 27】에서는 살장이 장지로 제작되어 

작품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얇은 종이가 흩날리는 시각적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었다. 본인은 이처럼 이전 작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작품 28】에서는 얇고 투명한 순지로 살장을 만들되, 공간의 

입구가 되는 부분만 살장을 생략하여 감상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작품 28】의 천장 부분은 천으로 막아낸【작품 

27】과는 달리 트인 상태 그대로 남겨놓았다. 이는 자연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으로, 공간의 유동성과 생명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내부는 바닥에 푹신한 

천이 고정되고 책상 위에 노트북이 설치되어 감상자가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상으로 본인 설치 작품의 제작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감상자에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그러한 체험을 위해 구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체험 공간의 구성 

 

① 촉각체험 공간 구성 

   본인의 설치작품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 안에서 감상자가 특정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꾸며진다. 【작품 16~24】는 감상자들이 자유롭게 

인형을 가져가 만질 수 있도록 선반에 고정되지 않고 얹어진 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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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되었다. 그러나 미술작품은 

대체로 만지는 것이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은 감상자들이 

작품 만지기를 주저할 것을 

예상하여 관람객들에게 직접 체험을 

유도하는 식으로 안내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인형은 다양한 높낮이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부드러운 

자연의 형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한 촉각적 체험은 감상자에게 

편안함과 치유를 안겨주며 인간에게 

가깝고 친근한 자연,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발생시킨다. 

 

② 무속적 치유공간 구성 

    【작품 27】은 살장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감상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작품 바깥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이 

부착되었다. 살장을 옆으로 살짝 걷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감상자는 

무속과 자연의 치유공간 속에 진입한 것이 된다. 공간 안에는 푹신한 

방석이 배치되어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공간은 위아래로 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신전 같은 

느낌을 선사하며 감상자는 명상하는 기분으로 검은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차분하게 귀 기울이게 된다. 

음성은 본인의 목소리와 함께 북소리, 징소리, 그리고 파도소리가 

혼합되어 배경음으로 재생된다. 이러한 청각 효과는 공간의 무속적 

속성을 한층 더 강조시키며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파도소리는 살장이 바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음성이 흘러나오는 상자는 감상자가 앉는 자리의 

정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감상자는 마치 마주보고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본인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한계에 대한 

두려움, 생각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는 듯한 조급함,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아보려는 노력 등 수많은 생각이 뒤엉킨 것이다. 

[도판 24]【작품 16~24】설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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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만한 생각으로 특히 본인과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자들은 본인의 말에 공감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그 이야기에 

대입시키기도 하며 공간 속에 젖어 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아픔은 살장으로 만들어진 생명과 치유의 무속적 공간 안에서 치유와 

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장은 곧 원초적 자연이미지, 생명의 

주체로서의 자연이미지로서 감상자는 인간과 자연의 본래적 연결성, 

그리고 거기서 오는 편안함과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작품 28】의 경우 

【작품 27】에 비해 납작한 

육면체 형상을 하고 있으며, 

바닥 전체가 천으로 덮여 

있다. 따라서 감상자는 

신발을 벗은 채 몸을 굽히고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는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조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듣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편안히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방 안에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설치되어 조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노트와 펜이 함께 놓여져 있다. 그 옆에는 

감상자가 행해야 하는 지침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지침에는 조부의 이야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책상 위의 

노트에 메모하면서 그의 말을 경청할 것,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뒤로 되감기하여 반복적으로 들어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침의 내용대로 감상자들은 조부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를 통해 한 개인의 비극적인 역사, 

혹은 한 시대의 비극적인 역사가 현재의 시간과 이어지게 된다. 즉 

감상자들은 지나간 세월의 아픔이 시대를 초월해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아픔은 생명력과 치유력으로 충만한 자연의 

[도판 25] 【작품 28】 안에서 작품을 체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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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무속의 공간에서 포용되고 보듬어지면서 치유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거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상자들은 치유의 중심이 

되는 살장과 그것으로 구성된 공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관계와 

통합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본인의 작품을 회화와 설치로 구분하여 조형적 특성과 

제작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작품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떻게 

제작하고 구성할 것인가는 효과적인 이미지와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질 테지만, 

이상으로 살펴본 본인의 작품들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해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본인은 끊임없이 그 방식을 고찰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자 하였다. 

 

 

 

Ⅴ. 맺음말 

 

   본인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연을 물질적인 소유물로만 인식하고 인간의 의지대로 

파괴하거나 재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사회에 만연하였다. 심각한 

환경 문제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제국주의적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본인은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를 바로잡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본인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서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과 칸트의 숭고 개념을 제시하였다. 유기체적 자연관은 

자연이 살아 있는 유기체이고, 인간 또한 자연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존하는 관계이기에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과 치유력 속에서 

생동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칸트의 숭고 개념은 인간이 상상력으로 현시할 수 없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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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마주쳤을 때 압도되는 감정이 이성으로 회귀하면서 발생하는 

인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성으로 회귀될 때 자연의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 발견된다는 칸트의 서구 근대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그 대신에 본인은 이성으로의 회귀를 통해 자연의 현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발현된다고 보며 칸트의 숭고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거대하거나 두려운 

자연의 형상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2017년 이전의 작업에서는 유기체적 자연관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2017년 이전의 본인 작업은 ‘생명과 치유의 주체로서의 

자연’에 대한 것으로, 섬과 살장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때의 자연은 

인간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생명의 장소로 표현되었으며, 조화로운 

치유의 장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2018년도의 작업에서는 숭고의 개념이 작품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의 작업은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것으로, 인간을 공포와 무력함으로 몰아넣는 자연이미지가 등장한다. 

이러한 자연이미지는 숭고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이 발현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한 본인의 작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및 구성되었다. 

회화의 경우 중첩의 표현 기법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사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통해 자연의 힘을 깊이 있는 화면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화면의 구성 또한 여러 가지로 시도하여 자연의 모습이 작품 

안에서 다방면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작품은 일련의 

제작과정을 거쳐 감상자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체험은 치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자연으로부터 발현되는 

생명과 회복의 과정이 담긴 것이었다. 

    본인은 자연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 이어왔다.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 속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 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작업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고 그러한 염원을 담아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작품은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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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라는 이슈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예술의 시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자연 이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비판적 입장이 작품 내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에 따라 자연에 대한 낭만적인 시선으로만 

작품이 읽힐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이후의 작업에서 한층 비판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현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자연에 개입된 자본과 그 폭력성, 그리고 

자연에 작용되어 온 다양한 역학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 및 연구하여 

본인의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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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섬의 기억, 장지에 수묵채색, 130.5x194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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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섬의 기억-사이, 장지에 채색, 130.3x162.2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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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섬의 기억-대면, 장지에 채색, 111x190cm, 2015. 

 



-67- 

 

 

 

 

 

 

 

 

 

 

 

 

 

 

 

 

 

 

 

 

 

 

 

【작품 4】섬의 기억-유희, 장지에 채색, 130.3x162.2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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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섬의 기억-조우 1, 장지에 수묵채색,  

130.5x97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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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섬의 기억-조우 2, 장지에 수묵채색,  

130.5x97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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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봄비 1, 장지에 채색, 60x90cm, 2016. 

 

 

【작품 8】봄비 2, 장지에 채색, 60x9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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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원앙폭포, 장지에 수묵채색, 73x61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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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오름 가는 길 1, 

장지에 수묵채색,  

60x40.5cm,  

2016. 

 

【작품 11】오름 가는 길 2, 

장지에 수묵채

색, 60x40.5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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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사라오름-干, 장지에 수묵채색, 97x130.5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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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사라오름-滿, 장지에 수묵채색, 97x130.5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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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다가오다 1, 장지에 채색, 67x13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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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다가오다 2, 장지에 채색, 67x13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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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21】Shape Collection, 광목에 바느질, 가변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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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24】Shape Collection, 광목에 바느질, 가변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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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내면형상 1,  

장지에 채색, 

35x27cm,  

2017. 

 

【작품 26】내면형상 2,  

장지에 채색, 

35x27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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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나의 방, 오디오와 살장, 가변설치, 2013. 

 



-81- 

 

 

 

 

 

 

 

 

 

 

 

 

 

 

 

 

 

 

 

 

 

 

 

【작품 28】경청, 오디오와 살장, 가변설치, 2016. 

 

 

【작품 28】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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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Nowhere 1, 장지에 먹, 130.3x162.2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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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Nowhere 2, 장지에 먹, 130.3x162.2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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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Nowhere 3, 장지에 먹, 130.3x162.2cm, 2018.  

 



-85- 

 

 

 

 

 

 

 

 

 

 

 

 

 

 

 

 

 

 

 

 

 

 

 

 

 

 

 

 

 

 

 

 

 

 

 

 

 

 

 

 

 

【작품 32】Nowhere-Waterfall, 장지에 먹, 

116.8x91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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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Nowhere-Island, 장지에 목탄, 40.5x60cm, 2018.  

 

 

【작품 34】Nowhere-Sea, 장지에 목탄, 40.5x6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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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Nowhere-Mountain, 장지에 목탄, 

90.9x72.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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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Nowhere-Cave 1, 장지에 먹,   

130.5x9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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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Nowhere-Cave 2, 장지에 먹,   

130.5x97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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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ature Image  

About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Focusing on Own Works- 

 

Hyun Seung Eui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author’s works from 2013 to 2018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explain the works systematically.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ontent, subject, expression, and formative composition focusing on 

the author’s works which reflect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through 

the image of nature.  

 

In the author’s works, the images of nature are expressed in various shapes. In 

the works before 2017, the nature images are full of vitality and healing power. On 

the other hand, the works of 2018 expresses the image of nature as the space of fear 

and awe. In the present day where the existence of nature is faint, the works holds 

significant meaning as they propose new implications by constantly exploring the 

original and inherent shapes of nature and expressing them visually. This study 

analyzes such works and organizes the visual exploration process for re-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nature.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is study will have important meaning in the contemporary society 

where na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rising.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Relationship between Modern People and Nature and Possibility to Overcome. 

Chapter Ⅲ. Reflection on Rela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through Nature 

Image. Chapter Ⅳ. Expression and Composition of Nature Image. Chapter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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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Ⅰ explains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the motive or works, and the 

developments in this study. 

 

Chapter II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contemplates on the relationship in a critical way. To 

overco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nature, the author suggests that 

people should have perception on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human and nature 

and should have respect for the nature. The author also tries to find the possibility 

to overcome in the ‘Organic View of Nature’ and Kant’s concept of ‘sublime’ after 

critical accommodation.  

 

Chapter III classifies the nature image expressed in the work into “Nature as 

Subject of Life and Recovery” and ‘Nature as Subject of Awe”. The chapter 

focuses on describing the ideas of the works and their meanings. The nature as the 

subject of life and recovery is expressed in works before 2017 and the nature is 

expressed in the image of island and shamanistic tool. On the other hand, the nature 

as the subject of awe is expressed in works of 2018 and the nature is expressed in 

the image of land, water, and cave. In the ancillary role for explanation of work, the 

organic view of nature played the role in the former and the concept of sublime 

explained the work in the latter.  

 

Chapter IV divides the works into painting and installation and describes 

about the work expression and format. For the painting, the chapter covers how the 

overlapping is expresses and how the screen is organized formatively. For the 

installation works, the chapter explains the production process and analyzes the 

space composition for work appreciation of audiences.  

 

Lastly, Chapter V summarizes the above paragraphs and examines the 

significant of the works. The chapter also contemplates on the works in a critical 

way and suggest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based on the contemplation.  

 

Keywords : nature, human, relationship, the organic view of nature, sublime, 

life, recovery, awe, expression, format 

Student Number : 2016-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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