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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자는 문명을 누리기보다 문명에 구속되는 현실에서 인간다

운 삶의 추구로서 유(遊)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의 표현을 연

구하였다. 연구는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한 작품을 대상

으로 한다.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작품 창작의 배경과 동기, 작품

의 개념과 논리, 전통 미술에서의 선례, 표현 기법과 조형의 특징,

작품의 의의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통하여 추구하는 이상향은 유로 설명할 수 있다. 유를

논함에 있어서 작품에 해당하는 유의 구체적인 개념과 논리, 실질

적 적용과정과 작동기제를 밝혔다. 현대사회와 기계문명의 모티브

로서 기하학적 조형이 창출하는 유의 정신성을 분석하여 시대의

정신과 환경을 반영하였다. 작품에 적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발하

는 유의 현대적 유형을 분석하여 재료기법의 적합성을 규명하였

다. 이로써 현실에서 심유(心遊)하는 유의 진의(眞意)를 탐구하였

다.

유란 현실에서의 심재(心齋)와 좌망(坐忘), 성심(成心)의 해체와

초월을 통한 정신적 자유로서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인간다운

삶의 방편이 된다. 연구에서 현대사회 속 유적 이상향의 유형으로

은일(隱逸)공간과 가상(假想)공간을 도출하였다. 은일공간은 현실

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음을 비우는 심리적 공간이다. 현실적 지식

과 욕망을 잊는 이상향이다. 잊음은 허정한 마음으로 현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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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매개가 된다. 가상공간은 현실적 상식을 해체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인식의 공간이다. 변화의 순리를 인식하고 자신과 대상

의 구분을 뛰어넘는 이상향이다.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판단으로부

터 자유의 매개가 된다.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의 자연환경과

선비의 행위에서 좌망적 은일공간을 분석하였다. 〈몽유도원도(夢

遊桃源圖)〉의 꿈과 도원 그리고 비현실적 풍경에서 물화(物化)적

가상공간을 분석하였다.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 연구는 삶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배경으로 한다. 한병철

은 고도자본화 사회에서 자본이 촉발하는 욕망에 의하여 스스로를

착취하며 소진되어가는 현상을 진단한다. 그는 무위(無爲)와 사색

의 시간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제시한다. 유발 노아 하

라리(Yuval Noah Harari)는 기계과학문명의 무한한 힘의 위험성

을 경고하며 인간을 위한 기계의 활용과 진실한 자신을 찾는 행복

을 말한다. 각 분야의 석학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

의 필요성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문제에서 도출되는 진단들은 기

원전 장자(莊子)가 말한 유에 닿아 있다.

연구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하학

적 조형이 유발하는 유의 정신성을 분석하였다. 기하학적 조형은

현대사회와 기계문명의 모티브로 원형, 구획, 큐브(Cube), 그리드

(Grid) 등을 적용하였다. 기하학이 유발하는 유의 정신성으로 관조

(觀照), 사유(思惟), 환기(喚起), 소요(逍遙), 자오(自娛) 등을 형상

화하였다. 그리고 표현에 적용한 옻칠과 수묵의 물성에서 기인하



- iii -

는 유의 정신성을 분석하였다. 옻칠의 높은 경도는 매끄러운 광택

과 투영에서 관조를 유발하고, 수묵의 삼투현상의 불가역성은 재

료기법의 숙련에서 자오의 정신성을 도출하였다.

고도 자본화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기계문명은 현대인의 삶의

기반이다. 자본기계과학문명과 자유로운 공존을 위한 정신적 공간

의 표현이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는 이상향으로서 은일공간과 가

상공간의 유적 측면에 대한 이론과 미술사적 사례를 분석하고, 유

적 이상향의 한 가지 표현으로서 조형과 재료기법의 특성을 고찰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작품 세계를 풍부히 하고, 인간다운 삶의

지침을 구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유(遊), 이상향(理想鄕), 은일(隱逸)공간, 가상(假想)공간,

옻칠(漆), 수묵(水墨)

학 번 : 2011-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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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자는 현대의 자본기계과학 문명에서 이상향으로서 유(遊)적 은일

(隱逸)공간과 가상(假想)공간을 표현한다.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의 유적

측면에 대한 이론과 미술사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상향을 표현하기 위하

여 사용한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유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의미

를 낳는지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를 통하여 추구하는 이상향은 유로 설명할 수 있다. 유를 논함에

있어서 선행 연구와 달리 작품에 해당하는 유의 구체적인 개념과 작동기

제를 밝힌다. 현대사회와 기계문명의 모티브로서 기하학적 조형이 창출

하는 유의 정신성을 규명하여 시대의 환경과 정신을 반영하고, 작품에

사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발하는 유의 현대적 유형을 분석하여 재료기법

의 적합성을 규명하며, 현실 속에서 심유(心遊)하는 유의 진의(眞意)를

탐구한다. 따라서 유적 이상향의 성격과 논리, 현실에서 작동기제를 밝히

고, 구현사례를 통하여 연구 작품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유적 이상향은 동양의 자연관에서 유래한다. 농경문화에 근간한 동양

에서는 자연을 만물의 근원과 궁극적 귀의처로 간주하고, 도와 이상향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과 생명성을 숭상하고 산수화

로 기려왔다. 연구에서는 당대의 사회상을 통하여 〈매화서옥도〉와

〈몽유도원도〉에서 추구된 이상향을 분석하고, 유적 은일공간과 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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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니는 영향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유적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의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의 기계과학문

명을 상징한다.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 낸다. 도시와 건축물은 직선, 사각형, 육면체 등의 형태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구성된다. 생활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전자기기와 가전

제품은 기하학적 형태와 매끄러운 표면을 지닌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전

자공간은 비물질적 무한공간의 그리드(Grid)로 표상된다. 디지털의 이미

지들은 망형의 픽셀(Pixel)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그림으로써 기하학적 공간을 표상하고자 한다.

원형의 설치에 적용한 옻칠은 방부(防腐), 방수(防水), 내열(內熱), 내

염(內鹽), 절연(絶緣) 등의 장점을 지닌 천연재료이다. 특수한 사용방법,

높은 경도와 점성, 마감재로서의 견고함으로 인하여 주로 공예 등의 실

용품에 사용되어 왔다. 옻칠의 높은 경도를 활용하여 설치작업을 시도하

고, 회화적 표현성을 연구하여 회화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견고

한 물성에서 기인하는 유적 심미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수묵은 자연재료

와 얇은 바탕재에서 기인하는 물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자연의 생명

성과 관념의 추상성의 표현에 사용되었다. 현대의 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기하학의 표현에 적용하여 기계과학문명 속의 유적 정신성과 새로운 미

감을 창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현대사회 속 이상향으로서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이 가지는

유적 특성과 전통사회의 이상향으로서 산수화의 유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비교하여 현대사회에서 연구자의 작품이 가지는 가치

와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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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현대사회의 이상향으로서 은일(隱逸)공간과 가상(假想)공간의 유(遊)적

특성과 전통사회의 이상향으로서 산수화의 유적 측면을 분석하고,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으로서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의 표현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의의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논의를 전개한다.

Ⅱ장에서 유적 이상향의 하나로서 좌망(坐忘)적 은일공간을 고찰한다.

우선 은일의 개념을 『설문해자(說文解字)』, 『논어(論語)』, 『노자(老

子)』, 『장자(莊子)』, 『역경(易經)』에서 분석하고, 은일의 유형과 은

일의 의의를 살펴본다. 장자의 심은(心隱)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을 통하

여 현실에서 은일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도연명의 심원(心遠), 정호의 정

관(靜觀), 당경의 무사(無事)의 삶에서 은일의 의의를 고찰한다. 다음으

로 은일의 전제가 되는 심재(心齋)와 좌망의 개념과 유적 논리를 『莊

子』의 내편과 외편, 잡편의 원문과 강독, 그리고 관련 논문을 통하여 분

석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상을 통하여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

에서 추구된 이상향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매화서옥도〉에 드러난 자

연환경과 소요(逍遙)와 자적(自適)의 행위에서 좌망적 은일공간의 특성

을 살펴본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좌망적 은일공간의 성격과 의의, 선

례에 대하여 파악한다.

Ⅲ장에서는 또 다른 유적 이상향으로 물화(物化)적 가상공간을 고찰한

다. 우선 현상의 가상성 인식을 통한 현실관의 해체와 초월을 『장자(莊

子)』의 내편과 외편, 잡편의 원문과 강독, 그리고 관련 논문을 통하여

살펴본다. 가상성의 인식을 통하여 도달하는 유의 개념과 논리를 세상,

자신, 대상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현실적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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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용(無用之用), 세상적인 공명으로부터 자유로운 무기(無己), 만물의

천화유전(遷化流轉)과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인식으로 대상으로부터 자

유로운 물화(物化)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조선 초기 사회상을 통하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서 추구된 이상향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몽유도원도〉의 꿈의 인식체계, 도원(桃原)의 관념소재, 비현실적 정경

의 측면에서 물화적 가상공간을 살펴본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물화적

가상공간의 내용과 의미, 전통 미술에서의 선례를 파악한다.

Ⅳ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화의(畵意),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유적 이

상향의 표현에 대하여 고찰한다. 우선 한병철과 장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자본에 대한 분

석과 대안,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기계과학문명과 행복에

대한 담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유적 화의를 분석한다. 작품은 석사 이후

의 발표를 중심으로 현대문명의 모티브로서 기하학적 조형이 유발하는

유의 정신성에 따라 은일공간의 이상향을 원형의 관조(觀照)와 심재, 코

끼리의 소요, 묵희의 자오(自娛), 그리고 가상공간의 이상향을 구획의 사

유(思惟)와 대지(大知), 큐브(Cube)의 환기(喚起)와 물화, 그리드(Grid)의

소요로 나누어 공간과 유의 조형과 상징, 상호관계에 따른 역할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작업과정에서 작성한 작업노트와 평론가의 전시서문 그

리고 작품의 유적 유형에 해당하는 『장자(莊子)』의 구절과 전통화론,

전통회화를 인용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작품에 적용한 재료의 유적 물

성을 분석하고, 작품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특징적으로 구현한 조형과 기

법을 기술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유적 이상향의 성격과 조형의 의

미, 재료의 유적 물성과 표현의 적합성과 독창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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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중요성

연구자는 문명을 누리기보다 문명에 구속되는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추구로서 유(遊)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의 표현을 연구하였다.

유는 물리적인 노님을 포함한 정신적인 노님으로서 정신적 자유와 초월

의 과정이다. 이상향으로서 유적 은일(隱逸)공간과 가상(假想)공간은 현

실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인식적으로 거리를 둔 정신공간이다. 은일공간

은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통한 심은(心隱), 가상공간은 성심(成心)의

해체와 초월적 인식을 통하여 문명 속에서 유의 방편을 제시한다.

유를 주제로 한 기존의 작품논문1)은 일반적으로 유의 개론을 통하여

작품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창작 활동에 해당하는 창작

과정에서 자유와 유희를 유와 연결하여 심미를 표현하였다. 이상향을 표

현하는 작품논문2) 또한 이상향의 개론을 통하여 작품의 방향을 암시하

고, 개인적 향수와 상상의 심미 표현에 주안하였다. 유토피아에 관한 작

품논문3) 역시 유토피아의 개론과 동식물을 이용한 자연소재 그리고 원

1) 노신경, 「‘遊’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바느질 회화연구 : 연구자 작품 중심으

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임지연, 「‘遊’ 개념을 통한 心象

的 유희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조인호, 「산수화에

나타난 유(遊)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8 / 김가을, 「‘遊’의 심미적 관점으로 본 산수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최근순서, 가나다순 기재.

2) 장경연, 「‘日常의 桃源境’表現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남

현주, 「이상향적 시·공간의 표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신현대, 「『山海經』에 나타난 想像을 통한 理想世界 表現」, 홍익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근순서, 가나다순 기재.

3) 문형선, 「원형(原型 : Archetype)이미지의 혼성적 표현을 통한 유토피아적

공간 연구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

민진, 「東洋 繪畵의 유토피아적 세계 硏究 : 桃源과 民畵의 상징성을 中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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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상과 초현실적 조형을 연결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설득력이 있는

논거로 유와 이상향, 유토피아의 의미를 논의하고 감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을 표현하는 이 연구는 축적된 선

행연구에서 나아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유적 이상향의 개념과 성

격, 논리와 작용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현대의 기계과학문명을 반영하는

기하학적 조형이 유발하는 유의 정신성을 규명하여 시대적 환경과 정신

을 반영하고, 작품에 적용한 재료의 물성에서 비롯되는 유의 표현을 분

석하여 재료기법의 적합성을 규명함으로써 현실에서 심유(心遊)하는 유

의 진의(眞意)를 구현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작품과 이론의 직결성과 구

체성, 현대와 현실의 반영, 재료기법의 적합성 규명, 유의 진의 구현 면

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즉, 현 시대를 반영하고 현실의 난제를 극복

하려는 시도로서 현실에서 유의 적용 논리와 작동 기제를 규명한 면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작품 및 작품 활동과 관련된 현실과 창작의 과정을 분석하여

삶과 작품의 연계성을 살피는 중요성이 있다. 또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인생관을 확인하고, 창작에 대한 관점과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밝혀 창

작론과 작품론을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에 대한 통시적이

고 통사적인 작품 분석으로 작품의 전통성, 시의성, 독창성을 밝힐 수 있

다. 이에 더하여 현 시대의 삶을 반영한 창작으로서 작품의 인문 사회적,

문화 예술적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의 전통적 근

거와 현대적 시의성의 규명을 통하여 앞으로의 창작과 연구의 초석을 다

지는 중요성을 지닌다.

연구는 현대사회 속 이상향으로서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의 유적 근거와

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근순서, 가나다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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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적 사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향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유적 은일공간과 가상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논함으로써 이상향과

미술작품, 그리고 양식 간의 상관관계 및 해석의 한 예를 제시하는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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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좌망(坐忘)적 은일(隱逸)공간과 유(遊)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송정애는 지(知)와 성심

(成心)에 의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인식의 본질과 인식의 변화

방법을 탐구할 것을 주장한다. 자아와 타자의 나누어짐에서 비롯된 대상

화되고 주체화된 지와 성심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하듯 자아

내부를 구조화하여 본질적 인식을 막는다는 것이다.4)

연구에서 유적 이상향으로서 은일(隱逸)공간과 가상(假想)공간은 외부

의 영향에서 벗어나 존재의 고유한 유(遊)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좌망(坐忘)과 물화(物化)를 통하여 세상적인 지식과 욕망을 잊고, 만물의

변화와 순리에 따른다. 한병철에 따르면 “침묵과 고요, 고독이 있는 자유

로운 공간, 말해질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다.”5) “삶이 외

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삶 자체로 머물러 있는 차원이다.”6) “주체는

탈심리화되고, 아직 이름이 없는 삶의 형식을 위한 자유가 창출된다.”7)

이 장에서는 유적 이상향으로서 좌망적 은일공간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은일의 개념을 『설문해자(說文解字)』, 『논어(論語)』, 『노자(老

子)』, 『장자(莊子)』, 『역경(易經)』에서 분석하고, 은일의 유형과 은

일의 가치를 살펴보겠다. 장자의 심은(心隱)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을 통

4) 송정애, 「장자 철학에서 인식의 본질과 그 깨어남에 대한 고찰」, 『철학논

총』 Vol.3(새한철학회, 2015), p.105.

5)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심리정치』(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5), p.114.

6)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위의 책, p.18.

7)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위의 책,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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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실에서의 은일의 방식을 분석하고, 도연명의 심원(心遠), 정호의

정관(靜觀), 당경의 무사(無事)의 삶을 통하여 은일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은일의 전제가 되는 심재와 좌망의 개념과 유적 논리를

『장자(莊子)』의 내편과 외편, 잡편의 원문과 강독, 관련 논문을 통하여

분석하겠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통하여 〈매화서옥도(梅花書

屋圖)〉에서 추구된 이상향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매화서옥도〉에 드

러난 환경과 행위의 측면에서 좌망적 은일공간을 고찰하겠다.

장자 원문의 해석은 안동림 역주 『莊子』, 안병주 전호근 공역 『(譯

註) 莊子』, 김창환 번역 『장자』를 주로 참고하였다. 은일의 개념에 관

하여는 변성규의 「隱逸 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은일의 유형과 가치에

관하여는 김창환의 「中國 隱逸文化의 類型考」, 은일적 삶에 관하여 조

민환의 「道家的 隱士의 삶과 웰빙」과 「疲勞社會와 동양의 隱逸思想」

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 이상향으로서 은일공간

1) 은일과 은일공간

은일(隱逸)이란 현실로부터 몸이나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다. 『설문해

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은일에서 은(隱)은 ‘작은 모습〔小貌〕’ 또는

‘작아서 드러나지 않는다〔小則不可見〕’는 뜻이고, 일(逸)은 ‘토끼처럼

속이고 잘 달린다〔走謾訑善逃也〕’ 혹은 ‘달아난다〔亡逸〕’는 뜻에서

유래하였다.8) 즉,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모습이 되거나 놀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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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재빠르게 달아나는 것이다. 변성규는 은을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

상에 대한 대처 방안’이고, 일을 ‘세속으로부터 도피하는 행위 방식’으로

설명한다.9) 뜻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 뜻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공자는 『논어(論語)』에서 일민(逸民)과 은자(隱者)를 은둔자(隱遁者)

로 거론한다.10) 공자는 일민(逸民)에 대하여 구세제민(救世濟民)의 목표

를 부여한다. 자신을 수양하여 덕을 이룬 후에 출사하는 것이 군자의 도

리라고 여긴다.11) 그러나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 혹은 뜻을 펼 수 없

는 상태에서는 물러나 때를 기다릴 것을 말한다.12) 지식인의 포부를 실

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자신을 수양하여 대비하는 한시적인 은

일이다. 지식인의 출퇴의 시기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도(有道)와 무도

(無道)로 구분하면서 은일을 인정한다.13) 이러한 면에서 유가의 은일은

사회적 진출을 목표로 한다.

도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사를 반대하였다. 현실참여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으로 여겼기 때문이다.14) 노자의 은일은 도에 대한 성찰을

8) 許愼, 『說文解字』, --隱, --小貌也. 走謾訑善逃也. --逸, 亡逸者, 本義也.

--兎謾訑善逃也.

9) 변성규, 「隱逸 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중국문학』Vol.32(한국중국어문학

회, 1999), p.90.

10) 『論語』 「微子」, “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　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

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淸,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11) 『論語』 「憲問」, 脩己以安人, --, 脩己以安百姓, --.

12) 『論語』 「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13) 『論語』 「衛靈公」,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君子哉,

蘧伯玉 邦有道, 則仕, 邦無道, 則可卷而懷之.”

14) 김창환, 「中國 隱逸文化의 類型考」, 『중국문학』Vol.34(한국중국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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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다. 말없이 진행되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은일관이다.15)

장자는 현실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개인적 최고 이상경계인 ‘소요유(逍遙

遊)’를 추구하였다. 정신적 은일이므로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은일할 수

있다.16) 세속과 공존하면서 개체의식의 독립성을 유지하여17) 세속 내에

서 은둔(隱遁)하는 방식이다. 변성규는 은둔이 세속의 불여의(不如意)함

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의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욕망을 없애는 것은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경

지라고 한다.18) 이러한 관점에서 도가의 은일은 관계 속에서 개체의 양

생을 목표로 한다.

『역경(易經)』에서도 은둔은 삶의 도리로서 그 시기와 의미를 잘 아

는 것이 군자의 요건이라 하였다.19) 순환론적인 관점에서 필연적인 인생

의 계기로 간주하며 가치를 부여하였다.20) 역경의 은일관 역시 유가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진출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은일은 심은(心隱)과 형은(形隱)의 개념 하에 역사적으로 대은(大隱),

중은(中隱), 소은(小隱) 등의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창환의 은일의

2000), p.147.

15) 『老子』, 功遂身退, 天之道也.

16) 『莊子』 「繕性」, 古之所謂隱士者, 非伏身而弗見也, 非閉其言而不出也, 非

藏其知而不發也, 時命大謬. 當時命而大行乎天下, 則反一無迹, 不當時命而大

窮乎天下, 則深根寧極而待, 此存身之道也.

17) 楊國榮, 『莊子的思想世界』(北京大學出版社, 2006), p.181 : 조민환, 「道家  
    的隱士의 삶과 웰빙」, 『동양철학연구』Vol.53(동양철학연구회, 2008), p.87

재인용.

18) 변성규, 앞의 책, p.87.

19) 『明史 列傳』 「隱逸」, --韓愈言--蹇之六二曰, 王臣蹇蹇, 而蠱之上九曰,

高尙其事, 由所居之時不一, 而所蹈之德不同.

20) 『梁書 列傳』 「處士」, --易曰--君子遯世無悶, 獨立不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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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석에 따르면 심은은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세속을 떠난 것이

다. 정신상의 은일로서 현실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대은으로 나

타난다. 대은은 몸은 시장과 조정에 있지만 마음은 은일의 한적함을 추

구하는 것이다. 형은은 몸을 세속과 격리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은일로서

장소의 힘을 빌리는 중은과 소은으로 나타난다. 중은은 높은 지위를 사

양하고 지방관이나 중앙의 소관으로 있으면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것이다. 소은은 구릉이나 골짜기 등 속진에서 멀리 기거하여 마음의 한

적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21) 위에서 거론한 은일의 유형 중에 심은의

대은과 형은의 중은은 현실 속에서 개체의 의식을 조절하는 방식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은일은 역사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방편으로 가치를 발하여 왔다. 은일

의 가치에 대하여 김창환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22)의 유가적 은일은

불의에 대항하여 신념과 지조를 견지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위정자를 견

제한 것으로 분석한다. 소부(巢父)와 허유(許由)23)의 도가적 은일은 부귀

공명을 초월하여 인격과 자존심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발현한

것으로 본다. ‘공수신퇴(功遂身退)’형의 은일은 물러날 때를 알아 모욕이

나 피해를 입지 않는 만족과 멈춤의 미덕으로 해석한다.24) 이에서 도가

21) 김창환, 앞의 논문, pp.155-158.

22)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형제는 주(周)왕조 초기에 은(殷)왕조를 타도하려

는 무왕(武王)의 무도(無道)함을 간언하고, 수양산(首陽山)에 은둔하여 아사

(餓死)하였다고 전한다. 小尾郊一 著, 尹壽榮 譯,『중국의 은둔사상』, (춘

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pp.24-25.

23) 소부(巢父)와 허유(許由)는 성인(聖人)인 요(堯)가 천하(天下)의 위(位)를 양

도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그 말을 들은 허유는 귀가 더렵혀졌다며 영

천(潁川)에서 귀를 씻고, 소부는 허유의 귀를 씻은 물이 더럽다며 그 물을

건너지 않았다고 전한다. 小尾郊一 著, 尹壽榮 譯, 위의 책, pp.23-24.

24) 김창환, 앞의 논문,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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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은일은 심은의 유형, 공수신퇴형 은일은 중은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은일의 공간은 전통적으로 전원과 자연이 선호되었다. 은일이 나타나

기 시작한 중국 후한(後漢)시대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어지러운 정치상황

에서 도피하여 관명(官命)이 미치지 않는 산야(山野)나 해상(海上)에 은

거하였다.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러 자연을 도체로 파악하는 노장사상의

영향으로 자연에서의 기거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대(晉代)에 이르

자 산수를 진실과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숭상하여 은거를 즐기기에 이른

다.25)

자연이 은일지로 선호된 원인에 대하여 김재숙 역시 노장의 은일관념

을 든다. 노장의 은일관념은 숲이나 들판에서 한가롭게 살며 무위(無爲)

하는 것이다. 산수에서 노닐고 즐기며 자연을 성찰함으로써 인격을 수양

한다.26) 자연을 도체로 파악하여 자연 생활의 불편함까지도 수양으로 받

아들이는 동기가 된 것이다.

은일지로서 전원이 선호되었던 내부적 요인에 대하여 전영실은 전원생

활에 대한 유토피아적 인식을 든다. 관료의 세계를 부정하고, 농민들이

사는 전원이 고뇌를 없애는 피난처로 여긴 것이다. 외부적 이유는 지속

된 평화와 농업생산의 발전, 그에 따른 농민의 생활의 안정을 꼽는다. 안

정된 상황이 전원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었기 때문

이다.27) 이와 같이 정치적 희생으로부터의 도피가 은일의 출발이라면, 노

장의 은일관념은 정신적 동기가 되고, 유토피아의 관념은 심리적 지지이

25) 小尾郊一 著, 尹壽榮 譯, 앞의 책, pp.8-14.

26) 김재숙, 「삼원법에 나타난 산수공간의 미학적 의미」, 『哲學硏究』Vol.125

(대한철학회, 2013), pp.84-107.

27) 전영실, 「王維詩에 나타난 詩人의 隱逸과 官職에의 모순 된 感情 硏究」,

『중국연구』Vol.50(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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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원의 경제적 풍요는 실질적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에서 은일은 왕궁이나 시가지를 벗어나 고향의 전원과 자연의

산수에서 이루어졌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등산이나 여행 또는 별장이나

귀농 등을 통하여 은일의 공간을 구한다. 그러나 심은은 개체적 의식의

승화를 통하여 장소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조민환에 따르면 정신의 무한

한 소요는 공간적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28) 이나미 리츠코는 은자

들의 주된 은일지가 고대의 자연에서 근세의 도시로 변모하였다고 분석

한다.29) 도시가 현대인의 생활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시

속 빌딩과 아파트에서도 관조와 명상, 독서와 예술 감상 등을 통하여 심

은할 수 있다.

2) 은일의 탈속적 삶

현실로부터 마음을 멀리하면 사회적 합의나 타인의 이목(耳目)이 아니

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기

준으로 하면 자신의 본성을 마주한다. 사회적인 요구보다 생명의 이치를

따르게 된다. 자신의 본성과 자연의 순리를 깨닫는다. 사회적 관계의 자

리에 생명과 자연이 들어온다. 아침의 햇살과 새의 지저귐, 단풍의 고운

색과 회전하는 낙엽의 반짝임, 구름의 움직임과 바람을 느낄 여유가 있

다. 선인(先人)들은 마음의 은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의 여유를 취하였

다.

28) 조민환, 「仲長統 「樂志論」을 통해본 隱士의 삶」, 『동양예술』Vol,25(한

국동양예술학회, 2014), p.368.

29) 이나미 리츠코 지음, 김석희 옮김, 『중국의 은자들 : 불멸의 저항정신이 만

들어내는 중국사의 풍경』(서울 : 한길사, 200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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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유(遊)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세속을 떠난 형은(形隱)적 은사(隱士)

가 아니라 세속에 살면서 외물로부터 자유로운 심은(心隱)적 은사를 말

한다.30)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을 자유롭게 노닐고〔乘物以遊心〕’,
‘자신을 텅 비움으로써 세상을 노닐지만 그 무엇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虛己以游世〕’ 사람은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31) 유

를 통하여 개인의 독립성을 지킴으로서 외부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일상

적 삶에서 소요(逍遙)하는 것이다.

왕박(王博)은 장자에 대하여 심령(心靈)과 형체(形體)를 구분하는 방식

을 통해 ‘형체적인 은거〔形隱〕’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인간 무리 중에서

은거하면서도 ‘망형(忘形)을 통해 독립적 심(心)’을 강조하였다고 분석한

다. 그 결과 장자는 심령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의 은거〔心隱〕’의 방식

을 취하였고 이런 점에서 새로운 은사 유형을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32)

장자는 「각의(刻意)」편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뜻을 새기지 않고도 저절로 고결하고, 인의(仁義)가 없어도

수양하며, 공명(功名)이 없어도 나라를 다스리고, 강해(江海)

가 없어도 한적하며, 장생방법을 익히지 않고도 오래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갖춘 것이다. 마음이 한없

이 편안하여 온갖 미덕이 따른다. 이것이 천지의 도요, 성인

의 덕이다. 그러므로 옛말에도 염담(恬惔), 적막(寂漠), 허무

30) 조민환, 앞의 논문, p.74.

31) 韓林合, 『虛己以游世(莊子哲學硏究)』(北京大學出版社, 2006), p.191. ; 조민

환, 앞의 논문 p.95 재인용.

32) 王博, 『莊子哲學』(北京大學出版社, 2004), pp.178-180. ; 조민환, 앞의 논문,

p.8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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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無), 무위(無爲)는 천지(天地)의 바른 이치요 도덕의 근본

바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또 성인은 이 네 가지 덕에서 편

히 쉰다고 한다. 여기에서 편히 쉬면 마음이 고요할 것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곧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 모든 걱정 근심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또 온갖

나쁜 기운이 덮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덕이 온전하

면 곧 정신은 이지러짐이 없을 것이다.33)

장자는 뜻이 없어도 고결하고, 인의가 없어도 수양하며, 공명이 없어도

다스리고, 강해가 없어도 한적하며, 도인하지 않아도 오래 살면 모든 것

을 잊고 모든 것을 갖춘 것으로 마음이 편안하여 미덕이 따른다고 한다.

염담, 적막, 허무, 무위는 천지의 바른 이치이자 도덕의 근본 바탕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여 정신이 이지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조민환은 ‘강해에 있지 않아도 한가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강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세속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 개체의 소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34) 개체 의식의 조

절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도 외부적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개인의 독립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당(唐)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易, 772-846)는 마음을 은일(隱逸)의 상

태에 둠으로써 도시에 있거나 관직에 있더라도 은일하는 중은(中隱)을

33) 『莊子』 「刻意」, 若夫不刻意而高, 無仁義而修, 無功名而治, 無江海而閒,

不道引而壽, 無不忘也, 無不有也. 澹然無極, 而衆美從之, 此天地之道, 聖人

之德也. 故曰, 夫恬惔寂漠虛無無爲, 此天地之平, 而道德之質也. 故曰聖人休

焉, 休則平易矣. 平易則恬惔矣. 平易恬惔, 則憂患不能入, 邪氣不能襲, 故其

德全而神不虧.

34) 楊國榮, 『莊子的思想世界』(北京大學出版社, 2006), p.183. ; 조민환, 앞의

논문, p.8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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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장소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심은(心隱)의

일종인 것이다. 백거이의 중은에 대하여 최우석은 은일자의 숭고한 이미

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고위관직에 뜻이 없으므로 일상생활과 개인의 욕

망을 인정하여 정신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35) 유병례는

욕망의 본질을 꿰뚫고 자신의 분수를 헤아림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을 조화시켜 사환(仕宦)과 은일을 동시에 지향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절

제하고 달관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 평한다.36) 김경동은 백거이의 삶

을 상대적 풍요로움과 상대적 즐거움으로 ‘지족상락(知足常樂)’, ‘낙천지

명(樂天知命)’, ‘안분지족(安分知足)’하였다고 본다.37) 이와 같이 중은은

현실과 욕망에 대하여 통찰과 내적인 조절을 통하여 구현하는 인간다운

삶을 방식인 것이다. 백거이는 「관청을 나와 내 집에 돌아와〔出府歸吾

廬〕」에서 진정한 부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出府歸吾廬 : 관청을 나와 집에 돌아오니

靜然安且逸 : 고요하여 편안하고 한가롭구나.

중략

身閒自爲貴 : 몸이 한가하면 저절로 고귀해지니

何必居榮秩 : 어찌 반드시 영화를 누리는 지위에 있어야 할까.

心足卽非貧 : 마음이 흡족하면 가난하지 않나니

豈唯金滿室 : 어찌 오직 황금을 집안에 가득히 채워야 할까.

35) 최우석, 「中唐 詩歌 속의 隱逸 특색 고찰」, 『중국어문논총』Vol.54(중국

어문연구회, 2012), pp.193-197.

36) 유병례, 『세속의 욕망과 그 달관의 노래(백거이 평전)』(서울 : 신서원,

2007), p.239.

37) 백거이 저, 김경동 역, 『매여 있지 않은 배처럼』(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

부, 2003),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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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觀權勢者 : 내가 권세 있는 자를 살펴보니

苦以身徇物 : 고통스럽게 자신을 물질에 따르게 한다.

중략

但有富貴名 : 다만 부귀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而無富貴實 : 부귀의 실속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38)

백거이는 고향에서의 고요하고 편안한 한가로움을 노래한다. 몸이 한

가하고 마음이 흡족한 것이 진정한 부귀라고 한다. 영화, 지위, 권세 등

의 물질은 부귀의 이름뿐이라고 한다. 이에 백거이는 「한가롭게 노닐다

〔勉閒遊〕」에서 지나친 가난과 과도한 노역의 절충점으로 기본적인 생

활의 영위가 가능한 한직(閑職)을 제안한다.

貧窮身苦多無興 : 가난에 쪼달리면 몸 고생 많아 흥이 안나고

富貴身忙不自由 : 부귀를 누리면 몸이 바빠 자유롭지 못한다.

唯有分司官恰好 : 오직 분사 정도의 벼슬이 나에게 맞으니

閒遊雖老未能休 : 비록 늙어도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즐기리라.39)

백거이는 「마음에 느껴진 것〔感興〕」에서 명예는 공동의 것이고,

지나친 이익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고 본다.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재물

에 만족하는 부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안분지족을 말한다.

名爲公器無多取 : 명예는 사회의 공기인지라 많이 취하지 말고

38) 조민환, 「疲勞社會와 동양의 隱逸思想」, 『도교문화연구』Vol.45(한국도교

문화학회, 2016), p.210.

39) 조민환, 위의 논문,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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利是身災合少求 : 이익은 몸의 재앙거리니 조금만 탐해야 한다.

雖異匏瓜難不食 : 사람은 표주박과는 달라서 먹어야 살지만

大都食足早宜休 : 적당히 배부르면 일치감치 그쳐야 한다.40)

장자는 심은을 통하여 외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초탈하여 소요한다. 백거이는 심은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중

은의 안분지족을 택한다. 이와 같이 세상적 공명과 이욕을 내려놓고 개

체의 양신을 꾀하는 은일의 탈속적 삶은 정신의 자유와 양신을 누릴 수

있다.

3) 은일을 통한 자오(自誤)

자오란 실용적 목적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에의 추구를 대

표하는 용어이다. 자오는 세속적인 것을 개의치 않음으로써 마음을 비우

고 자신을 되찾는 것이다.41) 동진(東晋)말기에서 송대(宋代)초기에 활동

한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년)은 41세에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짓고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다.42) 10여 년간 고향의 전원생활 후

에 지은「음주(飮酒)」20편 중 제5수(其五)에는 마음이 멀어지는 것〔心

遠〕43)을 통한 전원에서의 자오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結盧在人境 :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을 지었지만

40) 조민환, 앞의 논문, p.213.

41) 김연주, 「자오(自娛)의 예술창작관 연구」, 『미학예술학연구』Vol.33(한국

미학예술학회, 2011), pp.251-281.

42) 이나미 리츠코 지음, 김석희 옮김, 앞의 책, p.79, 89.

43) 小尾郊一 著, 尹壽榮 譯, 앞의 책,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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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無車馬喧 : 나를 찾아오는 수레 끄는 소리,

말울음 소리로 시끄럽지 않네.

問君何能爾 : 그대는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心遠地自偏 :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절로 외딴 곳이 되는 법.

採菊東籬下 :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다가

悠然見南山 : 무심히 고개 드니 멀리 남산이 보인다.

山氣日夕佳 : 산 기운은 해 저무니 더욱 아름답게 물들고

飛鳥相與還 : 아침에 둥지를 떠난 새들은 짝 지어 돌아오누나.

此中有眞意 :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자연 현상 속에

참뜻이 있는데

欲辨已忘言 : 말로 드러내려다 할 말을 잊고 말았네.44)

이 시에서 도연명은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나 수레나 말

을 타고 오는 방문객에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국화를 따다 무심

히 고개를 드니 항상 있던 남산의 해 질녘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발견

한다. 저녁 귀가 길의 새들의 모습에서 평범한 자연과 일상의 참뜻〔眞

意〕을 깨닫는다. 모두 속세에서 ‘마음이 멀어졌기〔心遠〕’ 때문이다. 송

용준은 이 시에서 마음이 속세와 멀리 있으니 어디든 외진 곳이 되며,

힘들게 농사짓는 전원의 즐거움과 보람, 아침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보

금자리에 드는 자연의 섭리를 읽는다.45)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할 말을

잊는 것’에 대하여 김학주는 자신을 잊고 자연과 어울림으로 분석한다.46)

44) 조민환, 앞의 논문, pp.80-81.

45) 송용준, 『도연명 시선』(서울 :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pp.268-270.

46) 김학주, 『도연명』(서울 : 명문당, 2013),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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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명은 이 글에서 속세에서 멀어진 마음이 주는 일상의 여유와 자적

을 보여준다. 이치수는 도연명의 글에서 유연한적(悠然閑適)한 분위기와

안빈낙도(安貧樂道)의 자세를 꼽는다.47) 송용준은 도연명이 소박하고 자

유로운 삶을 지향하여 전원에 생활하면서 인생과 사회에 대한 사색을 글

로 풀어냈다고 본다.48) 첸즈시는 외부 환경과 이해관계를 떠나 마음의

문제를 직시하여 진실하게 본심을 따랐다고 평한다.49) 이성호는 만물의

고유한 발전과 운동에 따라 맡기고 사는 화천(化遷)적 위운자연(委運自

然)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다.50)

중국 북송 중기의 유학자 정호(程顥, 1032-1085)는 「가을날 우연히

시를 짓다〔秋日偶成〕」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

보는 ‘정관(靜觀)’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득(自得)의 경지를

읊고 있다.

閑來無事復從容 : 한가롭게 일삼는 것 없으니 다시 조용하고

睡覺東窓日已紅 : 아침 눈뜨니 동창 이미 밝았구나.

萬物靜觀皆自得 : 만물 고요히 살피니 모두 자신의 삶을 사니

四時佳興與人同 : 네 계절 좋은 취향 인간과 같도다.51)

이 글에서 정호는 ‘일삼지 않음〔無事〕’으로서 한가하다. 일삼지 않으

니 ‘마음이 조용하고〔虛靜〕’ 이미 동창이 밝은 후에 여유롭게 깨어난

다. 일삼지 않은 여유 속에 ‘만물을 살피니〔靜觀〕’ 모두 때에 맞게 살

47) 이치수, 『도연명 전집』(서울:문학과 지성사, 2005), pp.386-393.

48) 송용준, 앞의 책, p.265.

49) 첸즈시 저, 이규일 역, 『도연명전』(서울:글항아리, 2015), p.440.

50) 이성호, 『도연명 전집』(서울:문자향, 2001), pp.357-358.

51) 조민환, 앞의 논문, pp.206-207.



- 22 -

아가는 것이 보인다. 만물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일삼지 않는 여유 속에 가능한 자득의 즐거움을 누린다. 북송대

에 활동했던 당경(唐庚, 1071-1121)은「취면(醉眠)」이란 시에서 무사(無

事)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읊는다.

山靜似太古 : 산은 태고인양 고요하고

日長如小年 : 해는 짧은 일년처럼 길도다

餘花猶可醉 : 남은 꽃은 가히 취할만하고

好鳥不妨眠 : 귀여운 새 소리 잠 방해하지 않고

世味門常掩 : 세상의 맛은 문이 항상 가리니

時光簟已便 : 시절 따뜻해 돗자리 이미 편안해

夢中頻得句 : 꿈결에 자꾸 좋은 시구 떠오르니

拈筆又忘筌 : 붓을 들면 구법(句法) 따윈 잊고 만다오.52)

이 시에서 시간관과 관련하여 회자(膾炙)되는 것은 ‘산은 태고인양 고

요하고 해는 짧은 일년처럼 길다〔山靜似太古, 日長如小年〕’라는 시구이

다. 당경은 꽃의 향기와 새소리가 나는 계절에 돗자리에서 따뜻하고 편

안한 낮잠을 자는 하루를 ‘짧은 일 년처럼 길다’고 한다. 동일한 시간이

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무사의 한적(閑寂)한 삶을 사

는 은일자는 세상의 시간관념에서 벗어난다. 목적의식이 없는 무사의 행

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며, 과정에

서 충만한 즐거움을 얻는다.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정신적, 신체적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조민환은 ‘산정일장’에서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생명의 존재가치와 외물에 사역당한 나를 되찾는 환아(還我)적 삶을 읽

52) 조민환, 앞의 논문,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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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53)

도연명은 심원적 삶을 통하여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적한다. 정호

는 존재에 대한 정관을 통하여 만물을 자득의 즐거움을 누린다. 당경은

목적의식이 없는 무사를 통하여 자유와 생명의 존재가치를 구한다. 이와

같이 현실적 욕망을 비운 마음은 자연과 일상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심

신의 양생을 도모한다. 실용을 떠난 순수한 즐거움이자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되찾는 자오이다.

2. 은일의 전제로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

1) 심재의 망지(忘知)

심재란 마음을 재계한다는 뜻으로 마음을 수양하고 기를 연마하는 것

이다.54) 장자(莊子)에서 유(遊)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장자

는 「인간세(人間世)」에서 공자와 안회의 대화를 통하여 심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회가 말했다. “부디 심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

가 말했다.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통일해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귀는

감각적인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밖에서 들어온 것을

지각할 뿐이지만, 기란 마음을 비워서 사물을 대하는 것이다.

53) 조민환, 앞의 논문, pp.202-218.

54) 陳鼓應 저, 최진석 역, 『老莊新論』(서울 : 소나무, 1997),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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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도(道)는 오직 마음을 비우는 곳에 모인다.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재계하는 것이다.”55)

장자는 심재란 마음의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켜 잡념을 떨쳐버리라 한

다. 전심일지(專心一志)하여 귀와 심(心)이 아니라 기(氣)로 들을 것을

말한다. 지각에 의하여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우주적 직관인 기에 의하

여 파악하라 한다. 귀는 듣는 것에 그치고, 심은 부합(符合)하는 것에 그

치나 기는 허(虛)하여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주적 직관인 기

는 텅 빈 허의 상태이므로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사물을 그대로 수용

하고 포섭하여 도(道)에 이른다. 도만이 허를 모여들게 하는데 허하게 되

는 것이 심재라고 말한다. 우주적 직관인 기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나가는 것을 심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齋)는 세속적인 사유체

계의 감성작용이나 이성작용에 의한 지식을 굶기는 것이다.

심재에 관한 진술에서 김태진은 대상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을 분석

한다. 첫째는 귀로 듣는 것〔聽之以耳〕이고, 둘째는 마음으로 듣는 것

〔聽之以心〕이고, 마지막은 기(氣)로써 듣는 것〔聽之以氣〕이다. 귀로

듣는 것은 감각의 작용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성의 작용으로, 이것

은 세속적인 사유체계로 파악하는 것이기에 ‘잊음’이 선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로써 듣는 것은 마음을 비워 ‘허’하게 함으로써 세속의 사유체

계를 잊고 우주만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마음을 빈 우주공

간처럼 ‘무심(無心)의 집허(集虛)’로 여기는 것이다. ‘무심의 집허’는 제한

적 세계관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 기의 흐름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

55) 『莊子』 「人間世」, 回曰, 敢問心齊. 仲尼曰, 若一志. 無聽之以耳, 而聽之以

心. 無聽之以心, 而聽之以氣. 聽止於耳, 心之於符. 氣也者, 虛而待物者也. 唯

道集虛, 虛者心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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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56)

조민환은 기로 듣는 것을 직관으로 듣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 지각과 사려를 완전히 버리는 경지이다. 허는 고정된 내용

이 없는 것이다. 고정된 성심(成心)이 없으므로 사물을 실상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천변만화하는 모든 사물과 명합(冥合)하기 위하여 분별지

를 버린 허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7)

송정애는 심재를 무위의 인식이 작동하는 원리로 분석한다. ‘기’란 접

촉에 반응하여 고요히 유동하는 ‘흐름’으로 의식을 작동시키는 형식이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응함의 흐름만이 있는 텅 빈 상태이다. 외부 세계

에서 영향 받은 고정된 인식 형식이 없으므로 귀는 들음에 그치고, 마음

은 지각에서 그치게 된다고 본다.58)

진고응은 외계의 사물을 모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잡념이 없고 통달

한 마음의 상태라고 본다. 마음이 수양을 통하여 무념과 깨달음의 경지

에 도달한 것을 일컬어 기라고 한다. 기란 가장 높은 단계의 수양의 경

지에서 얻은 무념과 깨달음이다. 이와 같이 심재는 마음을 수양하여 인

간 초탈의 수양적 경지를 완성하는 것이라 한다.59)

김태진, 조민환, 송정애, 진고응의 공통된 의견과 같이 심재는 세속적

인 사유체계와 그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모두 잊고 비우는 것이다. 세속

적인 사유체계 속에서의 감성작용이나 이성작용에 의한 지식을 버리면

마음이 허정해 진다. 잊음을 통하여 현실 세계 속의 제한적 사고를 넘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56) 김태진, 「놀이(遊) - 장자의 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61.

57) 조민환 저, 『중국철학과 예술정신』(서울 : 예문서원, 1997), p.237.

58) 송정애, 앞의 논문, p.119.

59) 陳鼓應 著, 최진석 역, 앞의 책, p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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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망의 이형(離形)

좌망(坐忘)이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장자에서 유에 이르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심재(心齋)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유체

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인의(仁義), 예악(禮樂)같은 이지주의

(理智主義)와 윤리지상주의(倫理至上主義) 등 외부의 사유체계를 버려야

한다. 망외(忘外), 망물(忘物)은 외부적인 것을 잊는 것이고, 망내(忘內),

망기(忘己)는 내부적인 것과 나 자신을 잊는 것이다. 김태진은 심재와 좌

망 모두 ‘잊음’을 말하지만 심재는 망외와 망물, 좌망은 망내와 망기의

측면으로 본다.60) 서복관은 심재는 지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고, 좌망은 지식과 욕망 두 가지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라 말한다.61) 장

자는 「대종사(大宗師)」에서 공자와 안회를 통하여 좌망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안회가 말했다. “저는 얻는 바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인의(仁義)를 잊었습니다.”

“괜찮지만 아직은 미흡하구나.” 다른 날, 다시 뵙고 말하였다.

“저는 얻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

는 예악(禮樂)을 잊었습니다.” “괜찮지만 아직은 미흡하구나.”

다른 날, 다시 뵙고 말하였다. “저는 얻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좌망(坐忘)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놀라서 물었다. “무엇을 좌망이라고 하느냐?” 안회가

60) 김태진, 앞의 논문, p.62.

61) 徐復觀 著, 권덕주 역, 『중국예술정신』(서울 : 동문선, 1990),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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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손발이나 몸을 잊고, 귀와 눈의 작용을 물리쳐서, 형

체를 떠나 지식을 버리고, 위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

을 좌망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하나가 되면 좋고

싫음이 없어지고, 변하면 한 군데 집착하지 않게 된다.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나도 네 뒤를 따라야겠다.”62)

장자는 ‘손발과 몸을 잊고, 귀와 눈의 작용을 물리쳐, 형체를 떠나 지

식을 버리고, 위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좌망이라고 말한다. ‘손발이

나 몸을 잊는다’는 것은 ‘형체를 떠난다’는 것이고, ‘귀나 눈의 작용을 물

리친다’는 것은 ‘지식을 버린다’는 것이다. ‘손발과 몸을 잊는다’와 ‘형체

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감각 기능의 잘못된 인식을 배제하는 것이고,

‘귀나 눈의 작용을 물리친다’와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분석적이고 개념

적인 지식 활동을 버린다는 의미이다. 우리를 얽매는 욕망과 지식의 속

박에서 벗어날 때 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와

합일하면 욕망이나 지식과 관련된 좋고 나쁘고, 추하고 아름다운 것의

차별이 없다. 차별과 얽매임이 없으면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조민환은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망지(忘知)하고 망욕(忘欲)

해야 하고, 심재와 좌망은 아무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정신이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63) 서복관은 욕망과 지식의 속박에서 동시에

벗어나는 것을 좌망(坐忘)이자 허정(虛靜)이며 무기(無己)이자 상아(喪

62) 『莊子』 「大宗師」, 顔回曰, 回益矣. 仲尼曰, 何謂也. 曰, 回忘仁義矣. 曰,

可矣, 猶未也. 他日復見曰, 回益矣. 曰, 何謂也. 曰, 回忘禮樂矣. 曰, 可矣, 猶

未也. 他日復見曰, 回益矣. 曰, 何謂也. 曰, 回坐忘矣. 仲尼蹴然曰, 何謂坐忘.

顔回曰, 墮肢體, 黜聰明, 離形去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仲尼曰, 同則無好也,

化則無常也. 而果其賢乎. 丘也請從而後也.

63) 조민환 저, 앞의 책,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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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라고 말한다.64) 송정애는 좌망을 의식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

이면서 고요하게 깨어있는 상태, 응하지만 간직하지 않는 걸림이 없는

인식이라고 한다.65) 진고응은 좌망의 경지에 도달할 때, 마음은 아무런

장애 없이 활짝 열려져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다고 분석한다. 육체적

인 자아와 지략에 묶여 있는 자아로부터 끌어올려져, 개체적인 소아(小

我)로부터 우주적 대아(大我)로 변화하며, 대통(大通)의 경지에 도달하여

대도(大道)와 하나가 된다고 본다. 만물과 화해롭게 통하여 편애가 없어

지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참여하여 편견이 없어진다고 한다.66)

김태진, 조민환, 송정애, 진고응, 서복관의 공통된 의견과 같이 심재는

세상적 지식을 잊는 것이고, 좌망은 지식과 욕망까지 잊는 단계이다. 현

실적인 지식과 욕망을 잊으면 마음이 허정해 진다. 마음이 허정하면 고

요한 물과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어 낸다.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아

정신적으로 자유롭다. 이와 같이 심재와 좌망은 은일공간에서 유의 전제

가 된다.

3.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와 은일공간

1) 〈매화서옥도〉의 이상향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라는 제목의 그림은 산기슭에 가득한 매화

64) 徐復觀 著, 권덕주 역, 앞의 책, pp.106-107.

65) 송정애, 앞의 논문, p.113.

66) 陳鼓應 著, 최진석 역, 앞의 책,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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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비가 머무르는 서옥의 고즈넉한 풍경을 전한다. 서옥의 선비는 독

서(讀書), 시작(詩作), 다도(茶道), 매화(梅花), 피리 등을 통해 독락(獨樂)

하거나 지음(知音)의 방문을 통해 동락(同樂)을 도모한다.

이러한 〈매화서옥도〉중에 벗과의 동락(同樂)을 기다리며 자적(自適)

하는 고람 전기(田琦, 1825-1854)의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참고도

판1] 는 참신한 구성과 산뜻한 화풍이 돋보이는 그림이다.

[참고도판1] 전기(田琦),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 32.4×36.1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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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매화초옥도〉는 눈처럼 하얀 매화가 만발한 겨울의 풍경을

보여준다. 두 개의 산봉우리가 화면의 왼편에 위치하고, 매화는 여러 곳

에 나뉘어 있다. 근경(近景), 중경(中景), 원경(遠景)에 위치한 강가의 언

덕과 초옥 주변에 매화가 소복하다. 화면의 오른쪽에 자리한 서옥에는

선비가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다. 매화 삼매경에 빠져 자오(自娛)하는 모

습이다. 친구를 찾아 다리를 건너는 선비는 매화 속 풍경의 정적을 깨운

다.67) 중경을 확대한 구도와 눈 덮인 겨울산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의 설

채, 다리 위 선비의 붉은 옷과 초옥 안 선비의 녹색 옷, 호분으로 선명하

게 처리한 매화 꽃잎, 산 위의 녹점(綠點) 등에서 청신함과 단아함이 돋

보인다. 장식적 효과에서 중인들의 서화수집과 호사취미를 충족할 수 있

는 화풍이라 할 수 있다.68)

구도는 심산유곡(深山幽谷)을 상징하는 전통적 갈지자(之)형의 전형을

벗어났다. 배경과 대상 사이에 연운(煙雲)으로 처리한 여백(餘白)이 없

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은 풍경과 서옥을 중심으로 모아 확대한 느

낌을 준다. 시점 또한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으로 구성되는

삼원(三遠)의 이동시점을 벗어나 일점투시(一點透視)의 경향을 띤다. 초

옥 앞의 작은 바위, 초옥 옆의 둔덕, 뒷산의 봉우리는 크기의 차이만을

보인다. 앞쪽 경물을 처리한 농묵과 뒷 배경의 담묵은 서양적 원근법(遠

近法)에 가깝다. 초옥과 다리를 표현한 선은 골기(骨氣)를 담아 기운(氣

韻)을 표현한 일필휘지(一筆揮之)가 아니라 윤곽선의 경향을 띤다. 바위

아래쪽에 덧칠해진 면적은 바위에 쌓인 눈을 드러냄과 동시에 서양의 음

영법(陰影法)을 연상시킨다.

67) 권윤희, 「고람(古藍)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의 심미적(審美的) 이상경계(理

想境界) - 유(儒), 도가(道家) 미학(美學) 공존(共存)의 이상향(理想鄕) 구현

(具顯)」, 『동양예술』Vol.25(한국동양예술학회, 2014), p.14.

68) 성혜영, 앞의 논문,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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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나무는 부드러운 선으로 아담하고 둥글게 그려져 포근하게 느껴

진다. 산과 언덕과 바위의 능선을 따라 찍은 녹색 점은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의 생명의 약동을 전하는 것 같다. 함박눈처럼 보이는 매화

의 꽃 봉우리는 이제 막 피어날 것 같다. 서옥 안의 선비가 입은 녹의

(綠衣)와 다리를 건너는 친구가 입은 홍의(紅衣)의 색감 대비는 화면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더불어 녹색은 피리 부는 선비의 자적, 적색은 친구

를 만나기 위하여 거문고를 메고 먼 길을 수고롭지 않게 걷는 기쁨과 설

레임이 느껴진다. 붉은 지붕으로 보아 노을이 비치는 저녁 무렵에 도달

한 먼 여정의 소요로 짐작된다.

[참고도판2] 전기(田琦),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 35.5×54cm, 간송미술관

전기의 〈매화서옥도〉[참고도판2] 는 〈매화초옥도〉[참고도판1] 에

비하여 전통미학에 충실하다. 가로 형 화면에 전통적인 갈지(之)자형 구

도와 근경(近景), 중경(中景), 원경(遠景)에 여백(餘白)이 드러난다. 매화

나뭇가지와 토파와 산을 표현하는 골기(骨氣)가 살아있는 강건한 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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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옥의 유려한 필치는 전통적인 선의 미학과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심

산유곡(深山幽谷)을 표현하는 고원(高遠), 평원(平遠), 심원(深遠) 대신

일점투시에 의한 원근의 표현에서 서양식 단일시점(單一視點)이 보이는

것 같다.

〈매화초옥도〉에서 서옥 주변을 빼곡히 둘러선 매화가 주는 포근함과

는 달리 〈매화서옥도〉의 매화는 서옥으로 향하는 길목에 드물게 있다.

경물 간의 거리와 여러 방향으로 굽은 매화 가지는 겨울의 찬 대기를 보

여주는 것 같다. 서옥 안의 선비는 붉은 옷을 입고 앉아 있다. 다리 위의

선비는 뒷모습을 보이며 걷는다. 벗과의 해후(邂逅)와 환담(歡談) 이후에

헤어지는 장면으로 추측된다. 붉은 옷은 벗과의 조우(遭遇)로 기쁨이 차

오른 마음, 옅은 청색은 석별(惜別)의 아쉬움과 쓸쓸함을 전하는 듯하다.

산의 능선을 따라 써내려간 제발(題跋)은 고유한 리듬을 지니고 그림 속

에 어우러진다. 전통 문인화의 전형성을 탈피한 새 시대의 문자향(文字

香)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와 같이 전기는 문인화의 전통미학에 충실하면서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남겼다.69) 전기의 작품에는 19세기 후반 중인 문화의 다층성이

잘 드러난다. 남종 문인화를 지향하면서도 과장된 일기와 감각적인 색채

그리고 분방한 화법 등을 도입한다. 전통적인 화풍에 장식성을 결합한

전통과 실험의 모순된 조화가 돋보인다.70)

전기의 포근하고 청신한 〈매화초옥도〉와 대조적으로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매화서옥도〉[참고도판3] 는 활달한 필치로 자오의 독락

(獨樂)을 표현하고 있다. 화면은 세로형 갈지(之)자 구도에 근경의 토파

69) 황은영, 앞의 논문, p.93.

70) 성혜영, 「19세기의 中人文化와 高藍 田琦(1825-1854)의 作品世界」, 『미술

사연구』, Vol.12 (미술사연구회, 2000),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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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坡)와 서옥을 둘러선 매화, 중경 언덕의 매화, 원경의 뒷산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근경의 토파는 평원, 중경의 언덕은 심원, 뒷산은 고원의 전

통적 시점으로 묘사되었으나 경물간의 여백은 없다. 수지(樹枝)와 토파의

필치는 형태나 윤곽을 드러내기보다 표현적 성향이 보인다. 전통적 선의

역할보다 서양화의 면적인 터치에 가깝다.

[참고도판3] 조희룡(趙熙龍),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 106.1×45.1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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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까지 닿을 듯 솟아오른 겨울 산, 밤처럼 어두운 하늘, 주위의 어두

움과 대조적으로 새하얀 매화 꽃봉오리가 함박눈이 날리듯 만발하였다.

매화로 둘러싸인 서옥 안의 선비는 층층이 쌓인 책을 펼치지 않은 채 화

병에 꽂힌 매화를 응시하고 있다. 마음 깊은 매화애를 통한 자오를 보여

주는 것 같다. 매화시를 읊으며 매화에 묻혀 살기를 원했던 조희룡의 삶

이 투영되어 있는 듯하다.71) 음산한 분위기와 날렵한 매화가지, 거칠게

흩뿌린 먹점들은 겨울밤의 추위를 전하는 것 같다. 형사를 초월한 사의

(寫意)의 표현으로 보인다.

〈매화서옥도〉는 전통적으로 문인사회에서 매화에 투영해 온 고결함

의 상징과 중국 북송 초기의 시인 임포(林逋, 967-1028)의 은일을 도상

(圖上)적 시원(始原)으로 하여 선비들의 이상향(理想鄕)에 대한 동경(憧

憬)을 표현한다.72) 매화는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이른 봄 첫 번째로

꽃을 피우는 강인함과 매화의 단아한 생김새와 은은한 향기의 생태적 특

징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문인의 절개와 고결함의 의미

가 투사되어 왔다.

임포는 자연을 이상향으로 삼아 중국 서호(西湖)의 고산에 은거하였다.

벼슬과 가족을 멀리 한 채 집주변에 매화를 심고 시를 지으며 지냈다.

학과 사슴을 길러 손님의 방문을 학이 알리고, 사슴이 술동을 나르며, 마

을에 내려가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일러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았으며, 사슴을 심부름꾼으로 삼은 사람이라

고 하였다.”73) 이러한 고사에 따라 임포는 은둔처사(隱遁處士)의 고고한

71) 이선옥, 앞의 논문, p.163.

72) 洪善杓, 『朝鮮時代 繪畵史論』(서울 : 문예출판사, 1999), p.351.

73) 이나미 리츠코 지음, 김석희 옮김, 앞의 책, p.105,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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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임포의 고사를 표방하여 은인문사의 이상화

된 삶을 그린 〈매화서옥도〉 속의 선비들은 시문(詩文), 서화(書畵), 가

락(歌樂), 끽다(喫茶), 음주(飮酒), 한담(閑談) 등을 즐긴다. 자연 속에서

탈속적인 문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매화서옥도〉는 조선후기에 김정희(金正喜, 1786-1856)파의 여항(閭

巷)74)문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하나는 근대기

에 들어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의 신흥지식층으로 부상한 중인층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신분제약의 비애와 신분상승의 욕구를 사대부

계층의 전유물인 매화와 은일(隱逸)의 이상향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인출신 여항인들의 소동파(蘇東坡, 1037-1101)에 대한 연모이

다. 소동파는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매

화로 마음을 달래며 여생을 보냈다. 이러한 소동파의 일생에 신분의 한

계에서 오는 여항인의 좌절을 이입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김정희를

통하여 들어온 청나라의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그 영향으로 볼 수 있

다. 그림이 전해지지 않으나 당시에 서양적 화풍의 〈매화서옥도〉류가

유입되어 감상되었다고 전한다.

19세기 중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근대성이 싹트던 시기였다.75)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인들은

이전까지 사대부 계층에 전유되었던 시서화(詩書畵)를 향유하기 시작하

였고,76) 음악, 회화, 서예, 시조 등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74) 여항은 궁궐이나 관가가 아닌 민간인이 살아가는 도시로 여항인이란 조선

후기 도시에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중인을 일컫는다.

75) 황은영, 「고람(古藍) 전기(田琦)의 회화중개활동(繪畵仲介活動)」, 『강원사

학』Vol.21(강원사학회, 2006), p.93.

76) 성혜영, 「19세기의 中人文化와 古藍 田琦(1825-1854)의 作品世界」, 『미술

사연구』Vol.12(미술사연구회, 2000),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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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항문화를 창출하였다.77) 특히 현재 전하는 〈매화서옥도〉는 모두 조

선말기 여항인의 작품이다.78)

〈매화서옥도〉의 유행 배경에 대하여 이선옥은 근대기 신분제의 와해

의 흐름 속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신흥지식층으로서 여항인들의 문인취향

이 문인들의 은일정신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79)

반면 성혜영은 〈매화서옥도〉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경제

적 역량을 키워온 중인들이 실질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신분질서를 관념

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에서 사대부 문화의 모방으로 추구되었다고 본

다.80) 임포와 같이 은둔한 선비에 빗대어 중인층의 사회적 한계에 대한

갈등과 신분상승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매화가 만발한 겨울에 외딴

초옥에 홀로 있는 임포와 그를 찾아가는 선비에게 중인층이 느끼는 현실

에서의 소외감을 이입하는 것이다.81)

이에 더하여 성혜영은 〈매화서옥도〉에서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패배

감이 초래할 수 있는 향락을 뛰어넘을 문화기제로서의 역할을 찾는다.

사대부의 교양을 익힌 중인들은 시서화 중 가장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그림으로서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82)

윤철규는 당시 여항문인들이 시의 모범으로 존숭하였던 북송의 시인

소동파의 매화애(梅花愛)를 〈매화서옥도〉의 새로운 지향성으로 든다.

77) 황은영, 위의 논문, p.98.

78) 이혜원, 「조선말기 매화서옥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87.

79) 이선옥, 「19세기 여항화가(閭巷畵家)들의 매화도」, 『역사학연구』Vol.25

(호남사학회, 2005), p.171.

80) 성혜영, 앞의 논문, p.139.

81) 성혜영, 앞의 논문, p.160.

82) 성혜영, 앞의 논문,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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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유배 생활에서 매화로써 자신의 상

황을 위로하였던 소동파의 불운한 처지에 계급적 한계를 감내해야하는

중인의 입장을 이입하는 것이다.83)

그리고 청나라 문사들과 교유를 통하여 서양의 신문물의 영향을 받은

회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추사의 동생 김상희(金相喜, 1794-1861)

가 전한 장심(張深)의 〈매감도(梅龕圖)〉라는 그림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매감이란 매화로 둘러싸인 감실로 매화서옥 또는 매화초

옥과 같은 의미이다.84) 서양식 문명의 영향을 받은 〈매화서옥도〉류의

전래에 여항문인들의 자유분방함이 더해져 전통 문인화의 경직성과 보수

성을 탈피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매화서옥도〉가 유행한 조선 말기에 동아시아의 전통문인화는 상인

과 시민계층이 요구하는 분방하고 감각적인 회화로 변모하였다. 문인화

에 시서화를 겸비한 남종문인화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도시적 미감과 개

성적 표현을 드러내었다.85) 새로운 화풍의 구도, 시점, 운필(運筆), 용묵

(用墨), 색감 등과 더불어 화면 속 선비로 작가와 친구를 직접 등장시키

기도 한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배경에서 강희안의 〈세한청상도(歲寒淸賞圖)〉,

김수철(金秀哲, 19세기 활동)의 〈동경산수도(冬景山水圖)〉, 전기와 조

희룡 그리고 허련(許鍊, 1808-1893) 이한철(李漢喆, 1808-1880) 박기준

(朴基駿, 19세기 활동) 등에 의하여 다수의 〈매화서옥도〉가 제작되었

다.

이상의 고찰과 같이 〈매화서옥도〉는 전통사회에서 매화의 상징성과

83) 윤철규, 『조선 회화를 빛낸 그림들』(서울 : 컬쳐북스, 2015), pp.107-108.

84) 윤철규, 앞의 책, p.419, 이선옥, 앞의 논문, pp.164-165.

85) 황은영, 앞의 논문,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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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의 은일에 대한 동경에 더하여 여항인들의 사대부 신분과 문화에 대

한 갈등을 은일문화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청나라를 통한

서양 신문물의 영향과 도시경제의 발달에 따른 상인문화의 신감각이 더

해져 조선후기 사회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 은일공간의 소요(逍遙)와 자적(自適)

〈매화서옥도〉가 보여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하여 권윤희는 고독하고

적막(寂寞)한 은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서화를 즐기며 방문객을 맞는

낭만적 풍류(風流)의 공간으로 보고,86) 서옥 안에 정좌한 선비의 자적(自

適)과 서옥 안의 벗을 찾아가는 소요(逍遙)를 도가적 유(遊)로 해석한다.

그리고 유가적 비덕물(比德物)인 매화와 ‘유붕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라

는 군자삼락(君子三樂)의 열락(悅樂)과 거문고를 메고 벗을 찾아가는 일

탈(逸脫)을 유가의 락(樂)으로 해석한다.87) 연구에서는 〈매화서옥도〉의

은거지(隱居地)로서의 자연환경과 등장하는 선비의 소요(逍遙)와 자적(自

適)에서 좌망(坐忘)적 은일(隱逸)공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화서옥도〉의 좌망적 은일공간의 환경적 측면은 눈과 낮게 내려앉

은 하늘, 매화가 만발한 언덕과 산비탈, 산중이나 강변 등의 촌락에 위치

한 글 읽는 작은 집, 개울과 외나무다리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산과 언덕을 덮은 하얀 눈은 속진의 번다함을 말소하고 세상과

절연한 거리감을 준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나리고 땅을 희게 덮어

갈 때 우리는 마치 중력이 변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흰 지평과 대조적

으로 어둡게 내려앉은 하늘은 공간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진공상태와 같

86) 권윤희, 앞의 논문, p.29.

87) 권윤희, 앞의 논문,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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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막감과 무중력감은 세속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배가한다. 주변의

고적한 어두움과 대조적으로 함박눈처럼 피어난 매화꽃은 실제로 하늘에

서 눈이 날릴 때와 같이 현실로부터 이격(離隔)감을 준다. 마치 진공상태

처럼 세상에서 절연(絶緣)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특히 매화가 만발한 자연은 속세로부터의 거리를 상징한다. 매화는 추

위를 이겨내고 묵은 등걸에서 피는 꽃잎, 은은한 향기, 맑은 기품 등의

특성이 있어 예로부터 군자에 비유되었다. 시인 묵객이 상찬하며 시의

소재와 화목으로 사용하였고, 사대부의 완상(玩賞)물이자 흠모(欽慕)의

대상이었다.

산중이나 강변 등의 촌락에 위치한 글 읽는 작은 집, 골짜기와 좁은

길, 개울과 외나무다리는 인적이 드문 은거지의 환경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상향으로서의 매화서옥은 한적한 촌락에 위치한다. 주위에는 인가와

인적이 없다. 좁은 길과 외나무다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와 같은 은거지는 사대부의 풍류와 은일이기도 하고 임포(林逋)와 같

은 고고한 은사에 비유한 정신적 위안과 도피처이기도 하다.

〈매화서옥도〉에서 좌망적 은일공간의 행위적 측면은 서옥에 앉은 선

비의 자적과 홀로 길을 걷는 선비의 소요에서 볼 수 있다. 서옥안의 선

비는 임포처럼 자적하는 은사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은사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멀리하고 독락을 구하였다. 서옥 속 선비는 끽다(喫茶)와 다락(茶

樂), 피리, 독서, 묵매 등의 삼매경을 보여준다.88)

88) 권윤희, 앞의 논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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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 전기〈매화초옥도〉서옥 [참고도판5] 전기〈매화서옥도〉서옥

[참고도판6] 조희룡〈매화서옥도〉서옥

전기의 〈매화초옥도〉[참고도판4] 에서 서옥 안의 선비는 피리를 불

고 있다. 우측 하단에 “오경석이 초옥에서 피리를 불고 있다”〔亦梅仁兄

草屋笛中〕라는 제시에서 서옥 안에서 피리를 부는 선비가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고, 선비를 찾아가는 친구는 전기 자신임을

알 수 있다. 전기의 〈매화서옥도〉[참고도판5] 의 선비 역시 길을 떠나

는 친구 쪽으로 시선을 두고 정좌하고 있다. 조희룡 〈매화서옥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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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판6] 의 선비는 어두운 밤 서옥에 홀로 앉아 화병에 꽂힌 일지매(一

枝梅)를 응시하고 있다. 주위에 가득한 매화에도 불구하고 방안에 애장

하는 매화 화병으로 보아 서옥 안의 선비는 매화사랑이 특별했던 조희룡

자신으로 보인다.

[참고도판7] 전기〈매화초옥도〉다리 [참고도판8] 전기〈매화서옥도〉다리

전기의 〈매화초옥도〉[참고도판7] 에서 벗을 찾는 선비는 정측면의

모습으로 벗을 만나러 오는 기쁨의 발걸음으로 보인다. 거문고를 가지고

벗을 찾는 행위에 대하여 권윤희는 도가적 ‘승물유심(乘物遊心)’의 표현

으로 해석한다. 도가의 정신적 경계에서 범상(凡常)에서 일탈하여 정신적

으로 노니는 것이다.89) 반면 전기의 〈매화서옥도〉[참고도판8] 에서 다

리를 건너는 선비는 벗과 헤어져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아쉬움이 묻어난

다.

은사는 홀로 있음으로써 세상의 소식과 그 소식이 불러일으키는 욕망

에서 멀어진다. 다도(茶道), 독서(讀書), 묵매(墨梅), 소요(逍遙) 등에 집

중함으로서 번민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적 소요는 정신적 소요로 승화

89) 권윤희, 「文人畵에서 意趣의 條件과 그 象徵 - 고람 전기의 문인화를 中心

으로」, 『동양예술』Vol.22(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pp.176-178.



- 42 -

(昇華)된다. 마음은 한가하고 여유롭고 자유롭다.

〈매화서옥도〉와 같은 좌망적 은일공간은 〈여산초당도(廬山草堂

圖)〉,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등의 〈산거도(山居圖)〉류에서 공통

적으로 드러난다. 정선(鄭敾, 1676년-1759년)의 〈여산초당도〉[참고도판

9] 는 여산에 은거하였다고 전하는 중국 당대의 시인 백거이(白居易,

772-846)의 고사를 소재로 하여 여산(廬山)을 상상하여 그린 채색화이다.

선비는 뒷산의 폭포와 대나무 밭을 뒤로 하고 고송 옆의 초가에 홀로 앉

아 있다. 정좌하고 앉은 선비의 시선은 마당의 학과 연못 속 연꽃에 머

문다. 선비의 곁에는 괴석과 화분이 있고, 방안 책상에는 서적과 술병이

보인다.90) 심원(心遠)하여 자적(自適)하고, 정관(靜觀)하는 무사(無事)의

삶이 드러난다. 앞마당의 사립문은 열려있고, 그 앞으로 작은 개울이 흐

른다. 세상에 대하여 사립문처럼 마음을 열고, 개울의 폭만큼 심리적 물

리적 거리를 둔 것 같다. 은거(隱居)의 환경과 소재, 정좌(正坐)와 관조

(觀照)의 행위에서 고즈넉한 은일의 시간을 볼 수 있다.

90) 조규희, 「朝鮮時代의 山居圖」, 『美術史學硏究』 Vol- (한국미술사학회,

1998),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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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9] 정선(鄭敾), 〈여산초당도(廬山草堂圖)〉, 견본채색, 125.5×69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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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일장도〉에서도 은거의 한가한 생활에서 오는 자적을 볼 수 있

다. 〈산정일장도〉는 남송대 문인 나대경(羅大經, 1196-1242)의 『학림

옥로(鶴林玉露)』중 「산거편(山居篇)」을 주제로 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한 글을 토대로 각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산거편」은 당경

(唐庚, 1071-1121)의 「취면(醉眠)」에 나오는 “산은 태고처럼 고요하고,

해는 소년처럼 길구나〔山靜似太古 日長如少年〕”라는 시구를 인용하여

산속에서의 한가한 생활을 묘사한다. 「산거편」을 재현한 그림에는 오

수(午睡), 독서(讀書), 탁족(濯足), 오찬(午餐), 서예(書藝), 끽다(喫茶), 한

담(閑談), 석양(夕陽), 귀로(歸路)의 장면이 등장한다.91) 시간이 정해진

도시의 삶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보여준다.

이인문(李寅文, 1745-1821)은 〈산정일장도〉를 다수 남겨 그 중 《산

정일장병(山靜日長屛)》제 4폭 〈산처치자도(山妻稚子圖)〉 또는 〈맥반

흔포도(麥飯欣飽圖)〉[참고도판10] 라고 불리는 그림92)에는 조촐한 식사

를 하는 선비와 차를 준비하는 시동의 모습이 등장한다. 안개가 걸린 산

을 뒤에 둔 단촐한 초가 주변에는 고송과 대나무 밭이 울창하다. 앞마당

에는 단아한 꽃나무와 아담한 연못이 있다. 화면 전체의 고즈넉한 분위

기와 더불어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 마시는 시간의 여유, 무사의 삶이

주는 자적을 볼 수 있다.

91) 홍혜림, 「조선후기 은거 이미지의 전개와 변용 - <山靜日長圖>를 중심으

로」, 『美術史學硏究』Vol.290291 (한국미술사학회, 2016), p.95, 오주석,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서울 : 신구문화사, 2006), p.111, 조규희, 앞의

논문, pp.52-54.

92) 김소영, 「이인문(李寅文)의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연구」 『인문과학연구

논총』 Vol.4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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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0] 이인문(李寅文), 《산정일장병(山靜日長屛)》 제 4폭 〈산처치자도

(山妻稚子圖)〉 또는 〈맥반흔포도(麥飯欣飽圖)〉, 견본담채,

116×48cm,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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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화서옥도〉는 전통사회에서 매화의 상

징과 임포의 은일에 대한 동경에 더하여 조선후기 근대화 속에 자본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한 여항인의 신분갈등에서 촉발된 사대부

문화의 지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매화서옥도〉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

으로 눈처럼 피어난 매화와 골짜기에 위치한 한적한 서옥, 개울과 다리

등의 고적한 환경과 그림 속 선비의 자적과 소요의 행위에서 현실의 갈

등을 잊고 정신적으로 승화한 은사의 공간, 즉 좌망적 은일공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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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화(物化)적 가상(假想)공간과 유(遊)

가상(假想)은 가정(假定)의 인식으로 현실과 상호영향관계를 갖는다.

실제적 현상과 현상의 이면 그리고 실체를 갖지 않는 현상에 대한 인식

을 포함한다. 현실에 대한 가정은 현실을 초월한다. 초월은 기존의 경험

이나 현실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다. 초현실, 탈현실과 같이 비

논리적, 비맥락적 양상을 띤다. 따라서 기성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와 같이 현실을 초월한 인식은 장자(莊子)의 사유와 맥락을 같이 한

다. 장자는 장자 전반에 걸쳐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비유와 표현을

통하여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 장자의 사유에 대하여 오태석은 기존의

질서와 일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세계 인식, 새로운 세계인식의

형성을 위한 현실 가치의 도전적 해체, 부정과 역설을 통한 새로운 도

(道)의 세계를 지향한다고 본다.93)

이 장에서는 유적 이상향으로 물화적 가상공간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

선 현상의 가상성 인식을 통한 현실관의 해체와 초월을 『장자(莊子)』

에서 살펴보고, 현상의 가상성 인식을 통하여 도달하는 유(遊)의 개념과

논리를 세상, 자신, 대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이것은 각각 현실적 가

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용지용(無用之用), 세상적인 공명에서 자유로

운 무기(無己), 천화유전(遷化流轉)과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인식을 통하

여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화(物化)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조선 초기의

사회상을 통하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서 추구된 이상향의 배경

93) 오태석, 「장자의 꿈 –초월, 해체, 역설의 글쓰기」, 『중국어문학지』

Vol.45(중국어문학회, 2013),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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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격 그리고 〈몽유도원도〉의 꿈의 인식체계, 도원(桃源)의 관념소

재, 가상적 풍경의 측면에서 물화적 가상공간의 유를 고찰하겠다.

장자 원문의 해석은 안동림 역주 『莊子』, 안병주 전호근 공역 『(譯

註) 莊子』, 김창환 번역 『장자』를 주로 참고하였다. 장자 인식의 분석

은 로버트 앨린슨의 『장자, 영혼의 변화를 위한 철학 : 『장자』 ‘내편’

분석』, 오태석의 「장자의 꿈 –초월, 해체, 역설의 글쓰기」, 이연도의

「‘나비의 꿈(胡蝶夢)’과 가상현실」 그리고 송정애의 「장자 철학에서

인식의 본질과 그 깨어남에 대한 고찰」 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

다.

1. 이상향으로서 가상공간

1) 가상을 통한 초월

장자는 「소요유(逍遙遊)」편에서 물고기 곤(鯤)이 붕(鯤)이라는 새로

변화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어느 날 북쪽 바다에 살던 곤이 하늘로 날

아올라 붕으로 변하여 남쪽바다로 날아간다.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鯤)이라 한다. 곤

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

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鵬)이라 한다. 붕의 등도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 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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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天地)

를 말한다. 제해(齊諧)란 괴이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제해에

의하면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날개를 벌려 수면을

3천 리나 치고, 날개를 펼쳐 회오리바람을 치고 9만리에 올

라, 이렇게 해서 여섯 달 동안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한다.94)

물고기가 커다란 새로 변하여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 것

은 획기적인 전환이다. 바다의 물고기가 큰새로 변화하여 창공을 비상하

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전환의 과정이다. 현실의 구속과

질고(疾苦),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대도(自然大道)의 태도로 사유

를 확대하고 개방할 때 가능한 경지이다. 소아(小我)를 벗어나 대아(大

我)로 변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속했던 세계의 가치관을 벗어날 때에야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장자는 유로서 현실적 삶의 외적 가

치관의 속박과 지배를 초월한 절대자유를 설명한다.

오태석은 곤에서 붕으로의 변신을 거시세계의 열림을 위한 상상적 유

희 장치로서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광활한 인식 세계로의 깨침을 위한

변신이자 근원적 세계관에 대한 자기초월적 인식의 대변혁과 각성이라고

분석한다.95) 김태진은 수양을 통하여 인간이 추구해온 명성, 부귀, 권력

등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 가치의 구속을 벗어나 절대 자유의 경지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96) 장자에서 비상을 통하여 확장된 시각은

94) 『莊子』 「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

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齊諧者, 志怪者也. 諧之言曰, 鵬之徙於

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95) 오태석, 앞의 논문, p.40.

96) 김태진, 앞의 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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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붕의 비상에 이어 아래와 같이 그려진다.

아지랑이와 먼지는 생물들이 숨기운으로 서로 불어 대는 것

이다. 하늘이 파란 것은 원래의 색인가? 그것이 멀고 끝이

없어서인가? 그것이 아래를 내려다 볼 때에도 또한 이와 같

을 뿐이리라.97)

창공으로 높이 날아올라 내려다 본 세상은 아지랑이와 먼지처럼 아련

하게 보인다. 미물(微物)의 생존의 격전지(激戰地)로 끝이 없어 푸르게

보이는 하늘과 대조적이다. 붕의 비상에 대하여 오태석은 존재의 장과의

거리를 통하여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타자화 하는 사

유의 전환이라고 본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남으로서 일상이 전체로 인식

되고 본질적 인식이 가능해 진다. 초월적 시점이동을 통한 일상에 대한

새로운 눈뜸이며 자기 돌파를 향한 출발이자 자기 초월적 변신과 비상인

것이다.98)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 인식은 현실을 벗어나 더 큰 세계에 대한 깨달

음을 준다. 세계를 객체화하고 자신을 타자화 한다.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연대도의 시각으로 사유를 확대 개방한다. 현상을 초월하여 현상

에 구애되지 않고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가상을 통한 해체

97) 『莊子』 「逍遙遊」, 野馬也, 塵埃也, 生物之以息相吹也. 天之蒼蒼, 其正色

邪. 其遠而無所至極邪. 其視下也, 亦若是則已矣.

98) 오태석, 앞의 논문,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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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가정, 즉 가상의 인식은 현실을 해체한다. 해체는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인지하게 한다. 관습적인 시각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불러온다. 고정관념을 벗어난 시각은 통찰을 유도한다. 인식이 전환되어

심리적 거리가 발생하고 현실에서 유(遊)할 수 있다. 장자(莊子)는 「제

물론(齊物論)」에서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모든 사물은 저것 아닌 것도 없고, 모든 사물은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보이지 않고, 자기에서 알

려진 것은 알게 되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모르게 된다. 그러

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도 또한 저것에 말미암는

다. 저것과 이것은 나란히 함께 생기는 말이다.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되는 게 있으면 안되

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으면 되는 게 있다. 옳음으로 말미

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그러

므로 성인은 거기에 의거하지 않고, 하늘의 이치에 비추고

이것을 따른다. 이것은 또한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저것에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이 있고, 이것 또한 하나의 옳

고 그름이 있다. 과연 저것과 이것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

것과 이것은 없는 것일까. 저것과 이것이 그의 짝을 얻을 수

없으니, 도의 지도리 도추(道樞)라고 한다. 지도리가 한가운

데 추(樞)를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궁에 대응하는 환중(環

中)이다. 그로써 무궁에 응하니 옳음도 하나의 무궁이며 그름

도 하나의 무궁이다. 그러므로 도에 따라서 밝히는 ‘이명(以

明)’만한 것이 없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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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모든 사물이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보는

쪽만 보일 뿐 보지 않는 쪽은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저것과 이것은 서

로로부터 기인하여 함께하는 것이다. 마치 삶과 죽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옳음과 그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으로 판단

하지 말고 양쪽을 인정하며 본질을 통찰할 것을 말한다.

이은봉은 이것에 의거하여 보면 저것의 입장에서 본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그 반대가 되어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시(是)가 있으면 비(非)가

있어 시비 또한 상대적이라고 말한다.100) 이연도는 현상세계의 시비(是

非)와 선악(善惡)과 미추(美醜) 등은 모두 상대적 가치판단에 의해 규정

된 것으로 어떤 것을 옳다고 하면 그것과 상대되는 옳지 않음이 있게 되

고,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하면 그에 상대되는 추함이 존재하여 하나의

고정된 기준을 선택하면 상대적 시비논쟁의 늪에 빠진다고 본다.101) 신

순정 역시 분별적 인식과 이것과 저것의 지칭 자체가 서로 의존한 상대

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적인 시비분별에 의한 앎은 참된 인식에

서 멀어진다고 본다.102)

99) 『莊子』 「齊物論」, 物無非彼, 物無非是. 自彼則不見, 自知則知之. 故曰, 彼

出於是, 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 雖然方生方死, 方死方生. 方可方不可, 方

不可方可. 因是因非, 因非因是. 是以聖人不由, 而照之於天, 亦因是也. 是亦彼

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果且有彼是乎哉. 果且無彼是乎哉. 彼

是莫得其偶, 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 以應無窮. 是亦一無窮, 非亦一無窮也.

故曰, 莫若以明.

100) 이은봉, 「莊子 齊物論에 나타난 相對論의 問題」, 『인문과학연구』Vol.1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p.3.

101) 이연도, 「‘나비의 꿈(胡蝶夢)’과 가상현실」, 『중국학보』Vol.84(한국중국

학회, 2018), p.167.

102) 신순정, 「장자의 ‘胡蝶夢’ : 物化의 구조와 의미」, 『동양철학연구』

Vol.87(동양철학연구회, 2016), 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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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애는 장자의 인식의 본질은 혼돈(混沌)과 무위(無爲)로서 정해진

형식과 구조가 없는 혼돈에서 무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103) 이연도는 물

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자의 입장이 개입되어 대립적인 가치 구분이 이루

어지나 도의 관점에서 보면 피차(彼此), 시비(是非), 귀천(貴賤), 미추(美

醜), 선악(善惡) 등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구분과 차별을 꿰뚫는 밝음

(以明)으로써 볼 때 모든 사물은 하나라고 말한다. 초월적 절대세계에서

는 분별이 없고, 만물이 제일(齊一)하여 사물에 집착하거나 구애되지 않

고 자유롭다는 것이다.104) 오태석은 이것과 저것은 독립적이거나 선택적

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기(緣起)되어 일어나는 방생(方生)과 병생(竝

生)이라고 본다. 함께 일어나는 방생은 두 편단을 모두 보아 서로가 서

로의 근거가 되는 불유(不由), 무대(無待), 절대(絶待)가 된다. 유분(有分)

과 견분(見分)의 관점을 벗어나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인정하면 이것과

저것의 구속으로부터 풀려난다. 물(物)의 굴레를 해체하고 세계를 인식하

면 본질과 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상계는

본질계의 일시적인 명멸(明滅)이며, 본질의 현실적 은현(隱現)일 뿐이다.

기존의 세계관을 해체하고 구분과 차별을 넘어 현상적 유위, 이분법적

편향, 인습적 자신에서 벗어나 대긍정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105)

이와 같이 해체적 세계 인식은 성심을 해체하여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준다. 상대적 의존관계에서 나오는 시비분쟁을 벗어나

현상적 자아의 세계관을 해체한다. 상호 연기되는 방생과 병생의 양행으

로 대긍정의 인식으로 나아간다. 일체의 차별을 떠나 만물을 제일하게

볼 수 있다. 사물에 집착하거나 구애되지 않고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103) 송정애, 앞의 논문, p.112.

104) 이연도, 앞의 논문, p.169.

105) 오태석, 앞의 논문,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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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다.

2. 가상을 통한 유

1) 무용지용(無用之用) : 대지(大知)를 통한 가치판단의 자유

공동체를 유지해주고 관계를 편리하게 해주는 사회적 가치체계는 때론

소지(小知)에 머물러 걸림돌이 되고 구속이 되기도 한다. 시대의 변화에

뒤쳐지고 불필요한 형식으로 본질을 가리기 때문이다. 서복관은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쓸모를 얻으려면 사회의 속박을 받는다고 한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은 구속을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준다는 것이

다.106) 장자는 「외물(外物)」편의 혜시와 장자의 일화에서 무용(無用)의

용(用)을 말한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쓸모가 없소.” 장자가

말했다. “쓸모가 없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쓸모를 말할 수 있

소. 저 땅은 턱없이 넓고 크지만 사람이 이용하여 걸을 때

쓰이는 곳이란 발을 딛는 부분뿐이오. 그렇다고 해서 발이

닿는 부분만 재어 놓고, 그 둘레를 파내려가 황천(黃泉)에까

지 이른다면 사람들에게 그래도 쓸모가 있겠소?” 혜자가 말

했다. “쓸모가 없소.” 장자가 말했다. “때문에 쓸모 없는 것이

실은 쓸모 있는 것임이 분명하오.107)

106) 徐復觀 著, 권덕주 역, 앞의 책,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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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사람이 걸을 때 이용하는 곳은 발이 닿는 부분뿐이지만 발이

닿지 않는 부분을 모두 파낸다면 이용하던 곳도 쓸 수 없음에서 쓸모없

어 보이는 것의 쓸모를 보여준다.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대상을 보고 대상의 쓸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상적 가치관을 해체하고

사회적 인습을 초월한 자유로운 인식이다.

복영광사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의 대지는 상식과 관습이 무용하다고

규정한 것에서 유용성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108) 조민환은 ‘이물관지(以

物觀之)’한 세속에서의 용을 벗어나 ‘이도관지(以道觀之)’한 용을 말한다.

심미적인 입장에서 무용을 통하여 공리를 초월한 무용의 대용(大用)을

말한다. 도의 입장에서 용을 파악하여 외물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을 말하는 것이다.109) 장자는 「소요유(逍遙遊)」의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의 이야기에서도 무용지용을 대지(大知)를 보여준다.

송(宋)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가업으로 하고 있

었다. 나그네가 이 말을 듣고 그 방법을 백금에 사겠다고 청

하였다. 그는 가족을 모아 놓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해왔는데, 몇 푼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 하

루아침에 기술을 백금에 팔게 되었으니, 그것을 팔도록 합시

다.’ 나그네는 이것을 얻어 오(吳)나라 왕을 찾아가 설득하였

107) 『莊子』 「外物」, 惠子謂莊子曰, 子言無用. 莊子曰, 知無用. 而始可與言用

矣. 天地非不廣且大也, 人之所用, 容足耳. 然則, 廁足而墊之致黃泉, 人尙有

用乎. 惠子曰, 無用. 莊子曰, 然則無用之爲用也, 亦明矣.

108) 福永光司 저, 이동철 임헌규 역, 『莊子』(서울 : 청계, 1999), p.218.

109) 조민환 저, 앞의 책,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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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越)나라가 오나라로 침략해 오자 오왕은 그를 장군으

로 삼았고, 겨울철 월나라 사람들과 수전(水戰)을 하여 크게

월나라 사람들을 무찌르자, 땅을 갈라 그에게 봉(封)해주었

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봉

지(封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솜을 빠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

한 것은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110)

장자는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솜을 물에 빠는 일에 사용할 때와

겨울철 수전에서 수병들의 손을 트지 않게 하여 대승을 거둘 때의 차이

를 보여준다. 안동림은 현실의 제한적인 사유체계에 갇혀 그 약의 가치

를 솜 빠는 데만 국한시킨 사람과 그 체계에서 벗어나 또 다른 차원의

쓸모를 알아본 사람의 차이로 본다.111) 관습을 벗어나 인식의 전환을 통

하여 대용을 얻은 것이다. 세속적인 사유방식이 대상 본래의 모습, 본래

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송정애는 무용지용을 무위(無爲)의 인식작용이라 한다. 틀에 맞추어진

인식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물처럼 흘러가는 인식의 흐름이라

는 것이다.112) 무용지용은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해체하고 초월한다. 사

물의 고유한 존재를 받아들인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본질을 파악하고

통찰한다. 변화하고 순환하는 만물의 본질을 순연히 따른다. 순리를 따르

는 마음은 자유롭다.

110) 『莊子』 「逍遙遊」, 宋人, 有善爲不龜手之藥者, 世世以洴澼絖爲事. 客聞

之, 請買其方以百金. 聚族而謀曰, 我世世爲洴澼絖, 不過數金, 今一朝而鬻技

百金, 請與之. 客得之, 以說吳王. 越有難, 吳王使之將, 冬與越人水戰, 大敗越

人, 裂地而封之. 能不龜手一也, 或以封, 或不免於洴澼絖, 則所用之異也.

111) 莊子 저, 안동림 역, 『莊子』(서울 : 현암사, 2010), p.43.

112) 송정애, 앞의 논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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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無己) :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인 관습, 법률, 재리, 권력, 명예 등의 유위(有爲)

의 체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공동체 생활을 도덕적 인격적으

로 유지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멍에가 되기도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기본양식 이상으로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을 유념해야하기 때

문이다. 외부에 의한 판단과 행동은 자신다움을 잃고 때론 본성을 훼손

하기도 한다.

조민환은 『장자(莊子)』에서 “지인(至人)에게는 사사로운 자기가 없

고, 신인(神人)은 공적에 얽매이는 일이 없으며, 성인(聖人)은 명예에 얽

매이는 일이 없다”113)를 들어 무기(無己), 무공(無功), 무명(無名)의 상태

에서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114) 서복관은 무기가 곧 무

공이자 무명으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경지라고 본다.115) 주관적인

판단과 공명에 속박되는 소아(小我)를 벗어나 천지정신과 왕래하는 경지

라는 것이다.116)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남곽자기를 통하여 무기

의 경지를 보여준다.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숨을 내쉬

니, 멍하니 자신의 육체를 잃은 듯 하였다. 안성자유가 그 앞

에 서서 모시고 있다가 물었다. “어찌된 일이십니까? 육체를

113) 『莊子』「逍遙遊」, 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114) 조민환 저, 앞의 책, p.229.

115) 徐復觀 著, 권덕주 역, 앞의 책, p.103-104.

116) 徐復觀 著, 유일환 역, 『中國人性論史』先秦編(서울 : 을유문화사, 1995),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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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마른 나무와 같이 할 수 있으며, 마음을 진정 불 꺼진

재와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신 모습은 예전

에 기대고 계시던 모습이 아닙니다.” 남곽자기가 말하였다.

“언아, 너는 훌륭한 질문을 하는구나. 지금 나는 스스로를 잊

어버렸다.”117)

장자는 남곽자기의 마른 나무와 같은 얼굴에서 자신의 몸을 잊은 경지

와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에서 스스로를 잊은 경지를 보여준다. 탁양현

은 상(喪)은 망(忘)을 의미하고, 오(吾)는 실존적인 나이고 아(我)는 세상

에서 규정한 나로 해석한다. 세상에서 규정된 아를 잊는 실존이 오이며

잊음을 통하여 도에 이르는 존재가 오라는 것이다.118) 진고응 역시 ‘아’

는 학문과 경험으로 습득한 생각이나 마음으로 ‘나를 잊는다’는 것은 평

소의 의지와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본다. 학문적 태도와 욕망을 잊

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면 평안하고 여유로우며, 편견과 독단을 버린

본연의 나는 자유롭게 비상하여 자연의 도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119)

송정애는 우리의 인식형식은 외부의 형식을 내부로 들여와서 의식의

본연을 덮은 것이므로 비실재성을 지닌 인식 주체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

고 나를 잊음으로써 사회문명 속 성장환경에서 길들여진 언어의 사용과

사유의 방식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견해, 집착을 낳은 형식을 잊

어야 한다고 본다.120) 오태석은 남곽자기의 상태를 우주로의 소요 이후

117) 『莊子』 「齊物論」, 南郭子綦隱机而坐, 仰天而噓, 荅焉似喪其耦. 顔成子游

立侍乎前曰, 何居乎. 形固可使如槁木, 而心固可使如死灰乎. 今之隱机者, 非

昔之隱机者也. 子綦曰, 偃, 不亦善乎, 而問之也. 今者吾喪我.

118) 탁양현, 「장자의 예술정신 - 유(遊)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8, p.36.

119) 陳鼓應 저, 최진석 역, 앞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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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라본 지상의 작은 현상에 대한 놓음으로 자신의 존재마저 놓고 비

운 자아의 해체로 본다. 우주적 도를 발견하고 자기 존재를 놓고 비움으

로써 현상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본질계와 공명하는 새로운 자신을 얻

는 것이다.121) 이와 같이 남곽자기의 무기와 상아의 경지는 현상적 가치

관을 해체하고 초월하여 자신을 비움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구할 수 있

다.

무기는 세상에서 규정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잊음은 세상의 가치와

관습을 해체하고 초월한다. 시비와 논쟁, 편견과 독단을 일으키는 주관과

공명(功名)을 내려놓는다. 집착이 없는 마음은 변화하고 순환하는 만물의

본질을 따른다. 순리를 따라 절대적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3) 물화(物化) : 대상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종종 대상에 이입(移入)되어 대상의 내면을 직관적으로 체득

(體得)할 때가 있다. 사전의 지식과 경험이 없이 지각이 대상에 전일(全

一)하여 동화(同化)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잊고, 대상과 자신

의 인식적 구분이 없어진다. 이러한 경험은 인식주체와 현상적 대상의

비실재성의 체험이기도 하다. 만물은 본질의 일시적 은현(隱現)으로서 본

질적으로 제일(齊一)하며 변화하고 순환하는 순리를 깨닫는다.

장자(莊子)는 「제물론(齊物論)」의 호접지몽(胡蝶之夢)에서 나비가 되

어 나비와 나의 인식적 구분이 없는 경지를 즐긴다. 그러나 장자로서의

삶이 꿈이고 실재로는 나비일 수도 있다.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은 무의식적이고 비맥락적인 면에서 초현실적이다. 현실의 상

120) 송정애, 앞의 논문, p.118.

121) 오태석, 앞의 논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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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관습을 해체하고 초월한다. 장자는 꿈을 통하여 현실을 벗어난 차

원에서 자유로운 가정을 유도한다. 지각적 현상의 전위(轉位)를 통한 유

희와 성심의 전복(顚覆)을 통한 정신적 자유를 보여준다.

언제인가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그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다. 자기 자신은 유쾌하게 느꼈지만 자기가 장

주임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꿈을 깨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

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

가 되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

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만물의 변화, 물화라고 한

다.122)

오태석은 나비의 꿈을 본질의 현상계적 과정으로서 기존의 세계를 벗

어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세계 인식의 전환이라고 본다. 애벌레와 고치

의 생활에서 대변신을 하여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는 나비는 새로운 세계

로의 탈피와 각성, 자유경으로의 비상과 초월이다. 자신이 나비일 수도

있다는 역전의 사유는 만물과 운행의 근원적 이치에 대한 인식이다.123)

만물은 본질의 토대위에서 현상적 사물로 잠시 드러나고 사라지는 변화

유전(變化流轉)인 것이다.124)

이연도는 물화를 물과 나의 구분과 만물의 질적 차이를 해소한 만물일

체(萬物一體)의 상태로 본다. 만물은 도(道)의 입장에서 하나이므로 장자

122) 『莊子』 「齊物論」, 昔者莊周夢爲胡蝶, 翉翉然胡蝶也. 自喩適志與, 不知周

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

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123) 오태석, 앞의 논문, pp.68-69.

124) 오태석, 앞의 논문,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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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비는 참 자아와 거짓 자아의 관계가 아니라 형체의 변화일 뿐이다.

장자와 나비는 본질의 표면에 있는 물질의 현상적 명멸(明滅)로서 영속

(永續)함 없이 사라지고 피어난다. 인생은 작은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 무

상(無常)하게 변화하는 부질없는 꿈으로 생사존멸(生死存滅)의 천화유전

(遷化流轉)이라는 것이다.125)

이와 같이 물화는 자아와 대상의 구별이 사라진 인식의 전환이자 현상

계의 끊임없는 유전(流轉)이다. 이에서 나아가 송정애는 물화란 자신을

나비로 인식하면 나비이고, 장자로 인식하면 장자로서 인식의 주체는 고

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라고 해석한다.126) 로버트 앨린슨 역시

물화란 실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본

다. 인식 주체의 비실재성을 깨닫는 정신적 깨어남인 것이다.127)

오태석은 물화에 대하여 본질계의 외적 현현(顯現)으로 장자와 나비는

본질계에서 제일(齊一)하므로 현상계가 곧 본질계라고 말한다. 제물은 현

상에서는 다르나 본질이 같으므로 총체적 시야에서 이것이기도 하고 저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심(成心)으로 굳어진 자아와 인식을 해

체하여 자의적 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화(分化)적 세계의 본질은폐성

을 깨달아 조각으로 분리된 세계를 복원하며, 존재계의 큰 마당을 하나

의 원(原)세계로 보아 우주의 총체성을 각성하고, 현상계에 대한 초월적

시야에서 자연 그대로 바라볼 것을 말한다.128)

물화는 자아와 대상 사이의 구별이 사라진 인식을 통하여 자신을 포함

한 현상계 사물의 끊임없는 유전(流轉)을 깨닫는 것이다. 인식의 주체 또

125) 이연도, 앞의 논문, p.169.

126) 송정애, 앞의 논문, p.117.

127) 로버트 앨린슨, 김경희 역,『장자, 영혼의 변화를 위한 철학 : 『장자』

‘내편’ 분석』(서울 : 그린비, 2004), p.300.

128) 오태석, 앞의 논문,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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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만물은 현상에서는 다르지만 본질에서는 같다.

이와 같이 물화는 인식론적 해체이자 현상계에 대한 초월이다. 만물을

도의 일시적 현현과 명멸로 인식하여 현실에서 자유롭다.

3.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가상공간에서의 유

1) 〈몽유도원도〉의 이상향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참고도판11] 는 조선 초기에 학문과 예술

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꿈속에

서 거닐었던 도원을 당대의 화가 안견(安堅, 생졸년미상)이 재현한 그림

이다. 풍경은 왼쪽하단의 평지와 개울에서 중앙의 가파르고 험한 산길과

협곡, 동굴과 폭포를 거쳐 오른쪽 상단의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도원으

로 전개된다. 고원(高原)에 위치한 도원은 복숭아꽃이 만발하였고 몇 채

의 가옥에는 인적과 가축이 전혀 없다. 전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복합

된 기이(奇異)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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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1] 안견(安堅),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1447년, 견본채색,

38.7×106.5cm,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

가로로 긴 화면의 구성은 크게 서너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오른편에서

시작하는 당대의 일반적인 형식과 반대로 왼편부터 전개된다. 현실계는

먼 곳을 조망하는 평원(平遠)법으로 평안한 느낌으로 시작하여 이어지는

기암괴석(奇巖怪石)은 높은 곳을 올려보는 고원(高遠)법으로 숭고한 느

낌을 준다. 화면의 중앙에 현실과 도원을 나누는 계곡은 심원(深遠)법으

로 단절의 심연(深淵)을 표현하여 대상에 따라 변화된 삼원(三遠)이 표

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화면에 역동성을 준다. 공간의 특징을 이루는

괴암들은 해초처럼 흐드러진 형태이고, 산은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의

형태로 기괴한 느낌을 더한다.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허공에 거꾸로 매달

린 돌들은 마치 영험(靈驗)한 원시의 자연, 생명의 주관처로서의 자연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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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2] 안견,〈몽유도원도〉 평지

왼편 그림의 도입부 [참고도판12] 는 평지, 둔덕, 아담한 나무, 잔잔한

개울, 중경의 원산 등 평범한 현실의 풍경으로 시작한다다. 그러나 이어

지는 오른편은 갑작스레 하늘까지 닿은 원산, 당장이라도 떨어져 내릴

듯 산의 덩어리로부터 돌출된 암괴, 전설속의 동물로 변신할 듯 괴이한

중량감을 지닌 산의 형태, 기암괴석과 절벽을 따라 좁게 이어지고 끊어

지기를 반복하는 오솔길이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야에서는 볼

수 없는 기괴한 암산이다.

아슬아슬한 오솔길로 이어지던 산괴(山塊)는 화면의 중앙에서 다리조

차 없는 넓은 계곡에 의하여 단절된다. 강 가운데 솟은 바위들은 둥글고

비죽한 형태로 마모되어 물살의 세기를 보여주는 듯하다. 장구(長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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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동안 오로지 흘러내리기만 했을 물살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도

원으로 향하는 길은 화면의 하단 계곡의 하류에 보일 듯 말 듯 한 동굴

의 입구를 찾을 수 있다. 미로찾기에서 여러 번 되돌아 나온 끝에 발견

할 수 있는 보물지도처럼 숨겨져 있다.

[참고도판13] 안견,〈몽유도원도〉 폭포

동굴을 통과하면 청량한 폭포의 물줄기 [참고도판13] 가 마치 생명의

시원처럼 흘러내린다. 폭포는 두 단으로 구성되어 위쪽에 한 줄기가 한

번 고였다가 아래쪽에 두 줄기로 흘러내리며 최상의 순수를 암시하는 것

같다. 폭포가 고인 잔잔한 물에는 작은 조각배가 떠 있다. 송희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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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어부가 도원입구까

지 타고 왔던 배로서 도원에 도달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참고도판14] 안견,〈몽유도원도〉 도원

폭포를 지나면 중심을 향하여 빼곡히 굽어 들어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

암괴석 가운데 구름처럼 피어오른 복숭아밭 [참고도판14] 이 펼쳐진다.

이전보다 어둡게 처리된 괴석들은 안개가 차오른 것 같은 도원을 더욱

뽀얗게 강조하는 것 같다. 그림 속 복숭아꽃은 실제 복숭아꽃 빛으로 붉

게 처리되어 있다. 노을 질 무렵 도착한 긴 노정의 끝에 향수어린 애잔

한 정서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복숭아밭을 가로질러 끄트머리에 위치한 인가(人家)에는 인적

도 가축도 없다. 오랫동안 비워진 곳처럼 낡고 쇠락한 형태이다. 쓸쓸함

과 허망(虛妄)함이 느껴진다. 그러고 보면 도원을 향하는 긴 여정의 장대

한 화면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몽유도원도〉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텅 빈 인가와 인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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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산수화에는 거대한 자연 속 작은 인물이 등

장하여 자연이라는 도체(道體)에서 노니는 모습이 표현되어 왔다. 그리고

〈몽유도원도〉의 모티브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무릉도원

(武陵桃源)은 세상의 혼란을 피하여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소공동체

로 묘사된다. 소통하고 협동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즐겁게 지내는 소박하

고 균등한 삶129), 순박한 이들의 평화로운 공동체130)로 그려진다. 또한

안평대군의 「도원기(桃源記)」에도 안평대군과 동행한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최항(崔恒, 1409-1474), 신숙주(申叔舟, 1417-1475) 그리고

초반에 길을 알려주는 산관야복(山冠野服)의 은사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림으로 태어난 「도원기」는 평화로운 소공동체도 아니고 신선들이 노니

는 선계도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몽유도원도〉의 이상향의 정체성을

고심하게 된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드러난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이상향은 다음

과 같다.

동진(東晋)의 태원연간(太元年間, 376-396)에 무릉(武陵)의 어

떤 사람이 고기를 잡아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따라

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다. (이 때) 갑자기 복숭아꽃 나무숲을

만났다. 냇물의 좌우 양안(兩岸) 수백 보에 걸쳐 (복숭아나무

이외에는) 잡나무가 (일체) 없고 향기로운 풀들만이 산뜻하고

아름다우며 떨어지는 꽃잎들이 펄펄 날리고 있었다.

어부가 이것을 매우 이상히 여기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 그

복사꽃 숲이 끝나는 곳까지 가보고자 하였다. 숲이 다 하는

129) 송용준, 앞의 책, p.283.

130) 이성호, 앞의 책,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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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물이 흐르고 문득 산 하나가 나타났다. 산에는 조그마

한 구멍이 있는데 마치 빛이 있는 듯하였다. 곧 배를 버리고

구멍을 따라 들어갔다. 처음은 아주 좁아서 사람이 겨우 들

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다시 수십 보를 가니 확 뚫리며 밝

아졌다. 땅은 평평하고 넓으며, 집들은 엄연하고, 좋은 밭과

예쁜 연못과 줄지은 뽕나무와 대나무 등이 있었다. 길은 사

방으로 뚫려 있고,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남녀의 옷 입는 것은 모두 밖의 사람들(세상 사람들)

과 같았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다같이 기쁘게 즐거워하였

다. 어부를 보고 크게 놀라 어떻게 왔는가를 물었다. 갖추어

답하니 당장에 초청하여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식사를 대접하

였다. 이 어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

아와 캐물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선대에 진(秦)나라 때

의 난을 피하여 처자와 읍인(邑人)들을 이끌고 이 절경(絶境)

에 와서 다시 나가지 않았소. (그래서) 드디어 바깥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고 말았소.”라고 말하면서 “요즘은 어떤 세상이

오?”라고 묻는 것이었다. 한(漢)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위

진(魏晋)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어부가 일일이 들은 바를

말하니 모두들 놀라고 탄식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각기 다시

자기 집에 그를 끌고 가 모두 술과 음식을 내었다. 여러 날

묵고 사양하며 떠났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

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밖으로 나와 배를 찾아서 먼저 길을 오며 곳곳에 표시를 했

다. 군(郡)에 이르러 태수(太守)를 만나 이처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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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는 곧 사람들을 보내 그를 따라가서 표시한 바를 찾도록

했지만 다시 그 길을 찾지 못하였다. 하남성(河南省) 남양현

(南陽縣)의 유자(劉子驥, 이름은 인지(麟之)는 고상한 선비였

다. 이 이야기를 듣고 흔연히 가볼 계획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하고 멀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그 후로는 마침내 그 길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131)

안평대군이 〈몽유도원도〉에 남긴 「도원기」는 다음과 같다.

정묘년(丁卯年) 4월 20일 밤에 바야흐로 자리에 누우니, 정신

이 아른하여 잠이 깊이 들므로 꿈도 꾸게 되었다. 그래서 인

수(仁叟, 박팽년)와 더불어 한 곳 산 아래에 당도하니, 층층

의 묏부리가 우뚝 솟아나고, 깊은 골짜기가 그윽한 채 아름

다우며,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있고, 오솔길이 숲밖에 다다

르자, 여러 갈래가 나서 서성대며 어디로 갈 바를 몰랐었다.

한 사람을 만나니 산관야복으로 길이 읍하며 나에게 이르기

131) 陶潛, 「桃花源記」, 晉太元中 武陵人 捕魚爲業 緣溪行 忘路之遠近 忽逢桃

花林 夾岸數百步 中無雜樹 芳草鮮美 落英繽紛 漁人甚異之 復前行 欲窮其

林 林盡水源 便得一山 山有小口 仿佛若有光 便捨船 從口入 初極狹 才通人

復行數十步 豁然開朗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 美池 桑 竹之屬 阡陌交通

雞犬相聞 其中往來種作 男女衣著 悉如外人 黃髮 垂髫 並怡然自樂 見漁人

乃大驚 問所從來具答之 便要還家 設酒 殺鷄作食 村中聞有此人 咸來問訊

自云 先世避秦時亂 率妻子邑人 來此絶境 不復出焉 遂與外人間隔 問今是何

世 乃不知有漢無論魏晉 此人一一爲具言所聞 皆歎惋 餘人各復延至其家 皆

出酒食 停數日辭去 此中人語云 不足爲外道也 旣出 得其船 便扶向路 處處

誌之 乃郡下 詣太守說如此 太守卽遣人隨其往 尋向所誌 遂迷不復得路 南陽

劉子驥 高尙士也 聞之 欣然規往 未果 尋病終 後遂無問津者. ; 李章佑註釋,

『中國歷代散文選』(新雅社, 1985)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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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휘어져 골짜기에 들어가면 도

원이외다.”하므로 나는 인수와 함께 말을 채찍질하여 찾아가

니, 산벼랑이 울뚝불뚝하고 나무숲이 빽빽하며, 시냇길은 돌

고 돌아서 거의 백 굽이로 휘어져 사람을 홀리게 한다.

그 골짜기에 들어가니 마을이 넓게 트여 2, 3리쯤 될 듯하며,

사방의 산이 바람벽처럼 치솟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데, 멀

고 가까운 도화숲이 어리비치어 붉은 놀이 떠오르고, 또 대

나무숲과 초가집이 있는데 싸리문은 반쯤 닫히고 흙담은 이

미 무너졌으며 닭과 개와 소와 말은 없고, 앞 시내에 오직

조각배가 있어 물결을 따라 오락가락하니, 정경이 소슬하여

신선의 마음과 같았다. 이에 주저하며 둘러보기를 오래 하고

인수한테 이르기를 “‘바위에다 서까래를 걸치고 골짜기를 뚫

어 집을 지었다’더니, 어찌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니겠는가. 정

말로 도원동이다.”라고 하였다. 곁에 두어 사람이 있으니 바

로 정부(貞父, 최항) 범옹(泛翁, 신숙주) 등인데, 함께 시운을

지은 자들이다. 서로 짚신감발을 하고 오르내리며 실컷 구경

하다가 문득 깨었다.

아아! 통도(通都)와 대읍(大邑)은 진실로 번화한 벼슬아치의

노니는 곳이오, 깊은 골짜기와 깎아지른 언덕은 유잠(幽潛)한

은자의 깃드는 곳이다. 이러므로 몸에 청자(靑紫)가 얽힌 자

는 족적이 산림에 다다를 수 없고, 천석(泉石)으로 성정을 도

야하는 자는 꿈에도 조정을 그리지 않나니, 대게 정직하고

조급함이 길이 다른 것은 이치의 필연이다. 옛 사람의 말에

“낮에 한 일이 밤에 꿈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대궐 안

에 몸을 의탁하여 밤낮으로 왕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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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림에 이르렀으며, 나의 좋아하는 친구가 하도 많은데

어찌 반드시 도원에 노닐면서 이 두어 사람만 동행하게 되었

는가. 아마도 그 천성이 유벽한 것을 즐겨 본시 천석의 회포

를 지녔고, 또 이 두어 분과 더불어 사귐이 특히 두터웠던

까닭에 이렇게 된 것인 듯하다.

이제 가도(可度, 안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나, 다

만 옛날 말한 그 도원도 역시 이와 같았는지는 모르겠다. 훗

날 보는 자가 옛 그림을 구해서 내 꿈과 비교한다면 반드시

가부의 말이 있을 것이다. 꿈 깬 뒤 3일 만에 그림이 완성되

었기로 비해당(匪懈堂)의 매죽헌(梅竹軒)에서 이 글을 쓴

다.132)

〈몽유도원도〉의 이상향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

132) 安平大君, 「桃源記」 歲丁卯四月二十日夜 余方就枕 精神蘧栩 睡之熟也 夢

亦至焉 忽與仁叟(朴彭年)至一山下 層巒深壑 崷崪窈窅 有桃花數十株 微徑抵

林表而分岐 徊徨竚立莫適所之 遇一人 山冠野服 長揖而謂余曰 從此徑以北

入谷 則桃源也 余與仁叟 策馬尋之 崖磴卓犖 林莽薈鬱 溪回路轉 蓋百抗折

而欲迷. 入其谷則洞 中曠豁可二三里 四山壁立 雲霧掩靄 遠近桃林 照暎蒸霞

又有竹林茅宇 柴扃半開 土砌已沈 無鷄犬牛馬 前川唯有扁舟 隨浪游移 情境

蕭條 若仙府然 於是踟躕瞻眺者久之 謂仁叟曰 架巖鑿谷 開家室 豈不是歟

實桃源洞也 傍有數人在後 乃貞父(崔恒)⋅泛翁(申叔舟)等 同撰韻者也 相與

整履陟降 顧盻自適忽覺焉 嗚呼通都大邑 固繁華名宦之所遊 窮谷斷崖 乃幽

潛隱者之所處 是故 紆身靑紫者 亦不到山林 陶情泉石者 夢不想嚴廊 蓋靜躁

殊途理之必然也 古人有言曰 晝之所爲 夜之所夢 余托身禁掖 夙夜從事 何其

夢之到於山林耶 又何到至而至於桃源耶 余之相好者多矣 何必遊桃源 而從是

數子乎 意其性好幽僻素有千石之懷 而與數子者交道尤厚 故致此也 於是 令

可度作圖 但未知古之所謂桃源者 亦若是乎 後之觀者求古圖較我夢 必有言也

夢後三日 圖旣成 書于匪懈堂之梅竹軒. ; 안휘준 이병한, 『安堅과 夢遊桃源

圖』(서울 : 예경, 1993), pp.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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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가(儒家)적 이상향으로서 신선과 같은 삶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건설적 청사진이라는 해석이다. 도원을 치세(治世)의 이상으로 삼아 평화

로운 환경에서 기쁘게 노동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그렸다는 것이다. 〈몽

유도원도〉가 제작된 1447년은 세종의 치세 하에 『용비어천가(1445

년)』와 『훈민정음(1448년)』을 발표하며 원대한 이상을 펼칠 국가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로 이러한 새 왕조 부흥의 분위기가 반영되었다고 보

는 것이다. 이에 고연희는 도원을 꿈꾼 인품을 세상에 알리고픈 은근한

자기표현과 현실의 공간을 도원까지 확장하고픈 낙관적 포부로 해석한

다.133) 한편 안평대군과 집현전 학사들의 정치사상의 빈곤이나 현실 비

판의식의 결여가 낳은 비현실적 환상체계라는 김윤식의 해석도 있다.134)

다른 하나는 도가(道家)적 이상향으로 왕자의 책임과 현실의 갈등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즉 속세의 부귀영화와 권력의 허망함을 탈피

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김경임은 꿈을 통하여 도달하는 도원

을 억눌린 현실의 해방구이자 실패한 현실의 도피처라고 본다. 도연명의

「도화원기」 속 무릉도원과 같이 마음의 안식처라는 것이다.135) 고연희

는 건국의 분위기 속에서 번영을 도모하던 당시의 건설적 기상과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관료들이 느껴야 했던 인생과 벼슬길의 낭만적 허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36) 김풍기 역시 그림을 통한 무릉도

원의 간접체험이 바로 현실 속에 이상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번잡한 속

133) 고연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서울 : 아트북스, 2011), p.160.

134) 김윤식, 도화원기의 사상과 몽유도원도의 사상 , 『동양정신과의 감각적

만남』(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pp.199-201.

135) 김경임,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 안평대군의 이상향, 그 탄생과 유

랑』(서울 : 산처럼, 2013), p.172.

136)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서울 : 돌베개,

2007),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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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중핵(中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으로 본다. 세속적 권력

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고 고요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이중적

태도에서 이상향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137)

〈몽유도원도〉가 제작되었던 세종 치세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조송

식은 왕권과 신권을 조율하고, 예악문물을 정비하여 문치(文治)주의를 융

성하며, 민식(民識) 정책과 애민(愛民) 이데올로기 확립 등을 통하여 유

교적 이상주의 국가건설에 다가서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겸제천

하(兼齊天下)의 사회적 책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당대의 관료들은 사

회적 자아가 강조될수록 독선기신(獨善其身)의 개인적 자아와 심리적 균

형을 유지하는 장치로서 산수화가 수요되었다고 본다.138) 이형대 역시

세종대의 이상 국가 건설에 여념이 없었던 관학파 사대부들이 정신적 자

유를 추구하는 것이라 본다.139)

김은미는 〈몽유도원도〉의 제찬을 분석하여 도교와 유가의 이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최항, 박연(朴堧,

1378-1458) 등의 제찬에는 몽유도원도가 신선이 살다가 떠난 선적지라는

도선사상이 드러나고, 이현로(李賢老, ?-1453), 신숙주 등은 도원의 꿈을

우주의 근원에서 소요(逍遙)하는 신유(神遊)로서 유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140) 스즈키 나오루는 국가의 통치와 국민의 통합을 위해 성리학

137) 김풍기, 「안평대군 그룹의 문화적 토대와 창작 경향 - 조선 초기 관인문

학의 이상향 찾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Vol.36(동아시아고대

학회, 2014), p.97.

138) 조송식, 「‘와유(臥遊)’사상의 형성과 그 예술적 실현 : 六朝시대에서 北宋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술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145.

139) 이형대, 「15 세기 이상향의 풍경과 추체험 방식 : <몽유도원도(夢遊桃源

圖>와 그 제찬(題讚)을 중심으로」, 『韓國詩歌硏究』Vol.7(한국시가학회,

2000),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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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理學)을 지배이념으로 한 강력한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 속에 개인

적이고 자유분방한 사유를 추구하는 도가적 자유정신의 병립으로 분석한

다.141) 안휘준도 현실세계보다 살기 좋은 이상향의 측면과 현실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도가적 측면이 함께 투사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도원

기의 ‘나는 대궐 안에 몸을 의탁하여 밤낮으로 왕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찌 꿈이 산림에 이르렀는가’를 들어 주도적으로 신왕조의 기틀을 닦는

책무와 책임, 갈등과 마찰이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게 하였다고 분석

한다.142) 조송식 역시 당시의 조선사회는 도덕을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는 사회적 자아를 중시한 반면에 도가는 인위적 도덕을 부정하

고 마음을 무위(無爲)로 되돌리는 자연적 자아를 강조하여 유가의 인의

(人義)와 도가의 무위가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유가의 현실세계와 도가의

이상세계라는 이중적 관점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한다.143)

권현희는 〈몽유도원도〉가 장자철학에서 도(道)의 관념인 ‘세계의 근

본’과 ‘최고의 인식’을 내포한다고 분석한다. 세계의 근본으로서의 도는

‘절대적인 객관실체라는 자연관’이고, 최고의 인식으로서의 도는 ‘우주의

발생이나 만물의 존재에 대한 장자의 관점’이다.144) 즉, 전자는 ‘존재가

생멸(生滅)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를 말하고, 후자는 ‘만물제동과 천

화유전의 체득’을 말하는 것이다.

140) 金銀美, 「夢遊桃源圖 題讚의 桃源觀 연구」, 『이화어문논집』Vol.10(이화

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8), pp.495-507.

141) 스즈끼 나오루(鈴木治), 『安堅と夢遊桃源図』, pp.39-58. ; 권현희, 「<몽

유도원도>의 심미(審美)와 창신(創新)에 관한 도교 미학적 고찰」, 『美

學·藝術學硏究』Vol.47(한국미학예술학회, 2016), p.222 재인용.

142) 안휘준, 『안견과 몽유도원도』(서울 : 사회평론), 2009, p.135.

143) 조송식, 「朝鮮初期 사대부의 이중적 자연관과 '와유'적 산수화의 변화」,

『미학』Vol.33(한국미학회, 2002), pp.25-74.

144) 권현희, 앞의 논문,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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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된 여러 연구의 연장선에서 만약 도원에 신선이 등장한다면 현실

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읽힐 것이고, 백성이 등장한다면 새로운 이

상국가 건설의 포부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신선도 백성도 없는 공간은

천화유전(遷化流轉)하는 만물제동(萬物齊同)의 표현, 즉 물화(物化)적 가

상(假想)공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실적인 경험과 지식을 해체하고 초

월하여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인식의 주체의 비실재성과 만

물의 변화와 순환의 순리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2) 꿈과 도원의 물화

연구는 〈몽유도원도〉의 꿈의 인식체계와 도원의 관념, 그리고 비현

실적 풍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물화(物化)적 가상(假想)공간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물화(物化)라는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의 경

험과 지식을 초월하고 해체하며 대상과 일체되는 경험에서 인식주체의

비실재성과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몽유도원도〉의 꿈이라는 인식의 물화적 가상공간성은 현실의 해체

와 초월, 주체와 대상의 동화, 실재성의 불명, 내용의 변화와 순환에서

볼 수 있다. 우선 꿈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문다. 꿈은 현실의 경

험과 논리를 해체하고 초월한다. 세상의 경험과 논리를 벗어나 의식은

가상의 공간으로 이끌어진다. 현실의 연장선에서 재현되거나 연속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거나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등 맥락의 연

속성을 유지하거나 논리적 일관성을 규정할 수 없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며 자동기술적인 면에서 초현실적이다.

꿈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없이 일체(一體)로서 전개된다. 인

식 주체의 무의식 속에 일상에서 접해온 대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 감정



- 76 -

과 감각이 맥락 없이 표출된다. 인식의 과정 중에는 인식의 주체에 대한

자각이 없고, 인식의 체계가 변경 된 후에도 어느 인식이 실재인지 증명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각 주체와 꿈이라는 인식의 실재성을 증명할 수 없다. 꿈과

현실의 인식에 대하여 이연도는 꿈속에서 경험한 감각과 기억들이 환상

이듯 현실세계 역시 분명한 실재성을 확보할 수 없는 면에서 꿈과 현실

모두 유전(流轉)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본다.145) 오태석 또한 꿈을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교직으로 두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이자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식의 확장으로 현실과 가상, 물화 속에 펼쳐지는 세계를 이

어주는 가교라고 본다.146) 이와 같이 물화의 관점에서 현실과 꿈은 모두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인 것이다.

〈몽유도원도〉의 소재인 도원의 물화적 측면은 현실을 초월하고 해체

한 구상, 동화를 지향하는 이상향, 실재의 불명, 사회상에 따른 구상의

변화 등에 있다. 도원은 신선들의 세상으로 노장(老壯)사상에서 파생된

도교(道敎)관에 입각한다. 도를 수양하고 체득함으로써 신선이 되어 현실

의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樂愛惡慾)과 오욕칠정(五慾七情)의 고통이 없

는 이상계에서 불로장생(不老長生)한다는 관념이다. 도원은 현실의 경험

과 지식을 해체하고 초월한 가상의 공간이다. 현실의 모순과 난제를 제

거하여 구상한 상상 속의 공간이다. 물화일체(物化一體)의 삶을 지향하는

이상계로서 수양을 통하여 신선의 경지에 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담지한다. 그러나 신선이라는 인식적 주체와 도원이라는 장소의 실재성

은 증명할 수 없다. 그러한 경지와 장소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존

재하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지향이 변화한다.

145) 이연도, 앞의 논문, p.170.

146) 오태석, 앞의 논문,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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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도원도〉는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직접적인 모티브로 한다.

「도화원기」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

는 소공동체가 그려진다. 피아(彼我)의 차별 없이 자연에 순응하는 평화

롭고 평등한 삶이 드러난다. 넓고 고른 땅과 초가집, 사방으로 통하는 길

과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와 대나무, 개와 닭의 소리와 좋은 논밭,

즐겁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낯선 외지인 어부를 보고 경계하지

않고 집에 초대하여 닭을 잡고 술상을 내며 대화를 청한다.

이수미는 「도화원기」에 드러난 이상향을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폐쇄적 공간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인위적인 질서를 추구하지 않

는 사회로 분석한다.147) 한정희는 외부의 속세와 단절된 별천지로서 현

실세계에서 느꼈던 불만과 문제점을 제거한 촌락공동체로 본다.148) 송용

준은 어부가 도원에 도달했던 방식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직한 노

동과 본분을 이행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달하는 낙원으로 해석한

다. 자발적인 노동과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 성찰을 통한 삶의 전환을

통하여 생명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149)

욕망과 다툼이 없이 자족하는 소공동체의 모습은 현실의 사회를 초월

하고 현실적인 가치를 해체한다. 도체로서 자연에 따라 변화하고 순응하

는 물화적 삶이 드러난다. 도원을 찾은 어부 역시 고기잡이라는 본업에

충실한 무아의 경지에서 장소와 방향에 대한 인지 없이 우연히 도원에

도달한다. 도원에서 나오는 길을 표시해 두었으나 다시 찾지 못한다. 이

와 같이 도원은 인식적 장소적 실재성을 증명할 수 없으나 도원을 찾는

147) 이수미, 「꿈의 시각화, 이상향을 그린 산수」,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 그라픽네트, 2014), 페이지 없음.

148) 한정희, 「동아시아 산수화에 보이는 이상향」,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 그라픽네트, 2014), p.210.

149) 송용준, 앞의 책, 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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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인에게 관념상으로 이어진다.

〈몽유도원도〉에 묘사된 공간의 물화적 성격은 반대로 전개되는 그림

의 방향, 초현실적인 풍경, 인적의 부재에서 볼 수 있다. 그림은 일반적

인 전개방향과 반대로 펼쳐진다. 도원에 이르기까지 좁고 험한 절벽의

오솔길, 깊은 계곡과 어두운 동굴을 거친다. 복숭아 빛 도원에는 현실적

삶을 영위하는 집, 가축, 사람이 없다. 도원의 너른 복숭아밭을 둘러싼

기암절벽은 다른 세상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현실로부터 초월한 풍광과

현실적 삶의 모습을 해체한 가상의 공간이다.

횡권(橫卷) 또는 수권(手卷) 그림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

되는 동양화의 전통150)과 다르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펼쳐지는 독특한

전개방식은 꿈을 통한 도원이라는 범상의 표현과 감상을 돕는 것 같다.

고연희는 그림의 진행방향을 당시의 통례와 반대로 함으로써 시간이 거

꾸로 흐르고 현실을 뒤집은 공간을 창출하였다고 분석한다.151) 실제의

풍경을 뛰어넘어 초월의 시간과 영원한 질서의 순간을 관념화 했다는 것

이다.152)

현실의 풍경에서 시작하여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절곡으로 펼쳐지는

기이하고 험난한 자연의 풍광은 관람자로 하여금 그림 속에 이입(移入)

되어 도원을 찾는 여정에 몰입하게 한다. 현실계에서 이상계로의 변화하

는 자연은 마치 미로찾기 게임처럼 절벽과 오솔길, 계곡과 동굴, 폭포와

작은 배, 구름 같은 도원과 빈집 등 곳곳의 단서를 제공하며 시선을 끌

어간다. 김인숙은 기암괴석과 산을 감고 도는 구불구불한 길의 묘사가

공간의 유현(幽玄)한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이 길을 통하여 도달하는

150) 안휘준, 앞의 책, pp.142-143.

151) 고연희, 앞의 책, pp.164-165.

152) 고연희, 앞의 책,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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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이 인간세상과는 다른 시공간(視空間) 즉 선계(仙界)임을 암시한다

고 본다153) 이형대는 원산의 무한함과 암괴의 기이함, 계곡의 깊이감과

암산의 이채로움, 도원의 환상적이고 신묘한 기운과 산수의 유장함에서

초월적 황홀경을 본다.154) 꿈의 모티브를 통하여 기이한 산수경관을 창

작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유의 경계에서 노닒을 실현한 것이

다.155) 안휘준은 도가 미학적 요소인 허(虛)와 무(無)의 관념의 표출로서

분산, 자유, 해체에 의한 무한 초월 공간을 창조하였다고 본다.156)

그러나 긴 노정을 통하여 훑은 장대한 공간에는 아무런 주체가 등장하

지 않는다. 가축도 인적도 없는 공간은 인식 주체의 비실재성을 드러내

는 것 같다. 안휘준은 치밀한 포치와 시점의 대조를 통한 고조감, 정교한

세부묘사를 통한 환상세계의 웅장함에 비하여 인적이 없는 적막한 분위

기가 기이함을 자아낸다고 말한다.157) 고연희는 그림에 인물을 등장시키

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시공간에 대한 초월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

다.158) 〈몽유도원도〉에 나타난 도원은 백성들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

활이 펼쳐지는 소국과민도 아니고, 세속을 떠난 신선들이 소요하는 선계

도 아니다. 이상국가의 건설과 도원에서의 안식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

연의 순리 속에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음을 말하는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유도원도〉의 탈관습적 전개와 초현실

적 정경 그리고 인물의 부재는 현실을 초월하고 성심을 해체하여 대상과

153) 김인숙, 「조선조 이상향(理想鄕)의 작품분석 연구」, 『한국과학예술포

럼』Vol.17(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4), p.126.

154) 이형대, 앞의 논문, pp.404-405.

155) 이형대, 앞의 논문, p.387.

156) 안휘준, 앞의 책, pp.124-137.

157) 안휘준, 앞의 책, pp.155-156.

158) 고연희, 앞의 책,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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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변화하는 천화유전(遷化流轉)과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시각적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몽유도원도〉의 꿈의 인식체계와 도원의

관념, 그리고 인식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비현실적 풍경은 가상(假想)

공간의 물화(物化)적 특성을 드러낸다.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하

여 인식 주체의 비실재성과 변화하고 순환하는 만물제동의 인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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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사회 속 이상향의 유(遊)적 표현

현대인은 교환 수단으로서의 자본의 편리, 첨단 과학과 기계의 혜택,

오감을 자극하는 새로운 상품 등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누리며 살고 있

다. 그리고 이면에는 자본에 의하여 끝없이 부추겨지는 욕망과 피로, 첨

단 기술에 의하여 상품화되는 생명, 기능으로 평가절하되는 인간가치 등

의 폐해도 있다.

작품은 현대사회 속 유(遊)적 이상향으로서 문명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의 모티브인 기하학적 조형이 도출하는

유의 정신성을 표현하였다. 기하학적 조형으로부터 인식적이고 심리적

차원의 정신공간을 도출하는 것이다. 원형의 독대(獨對)에서 관조(觀照),

현실공간의 구획에서 비롯하는 사유(思惟), 큐브(Cube) 속 공간 재구성

에서 환기(喚起), 그리드(Grid)의 무한반복에서 기인하는 소요(逍遙), 묵

희(墨戱)에서 비롯하는 자오(自娛)가 그것이다.

기하학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잘 조화된 비례를 갖춘 형태로부터 미

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기하학적 형태는 미술이 대상을 묘사하는 재현

(再現)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 평면, 구성 등의 구조적

요소가 부각되며 추구되었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기하학은 일

상생활에 존재하는 기계의 완전성을 표현하려는 사회심리적 경향에서 나

타나며, 외계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안정감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본다.159) 기계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완전성의 특질에 대한 표현

159) 허버트 리드 저, 金潤洙 譯, 『현대 미술의 원리 : 현대회화와 조각에 대한

이론서』(서울 : 悅話堂, 1990),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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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외계의 사회적 정신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혼돈으로부터 정신적인

실체로의 도피로 보는 것이다. 변하는 외관의 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이

고 항구적인 가치를 가진 세계를 확립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화의(畵意),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유적 이

상향의 표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병철과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자본에

대한 분석과 대안,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기계과학문명과

행복에 관한 담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유적 화의를 분석하겠다. 작품은

석사 이후의 발표를 중심으로 현대문명의 모티브로서 기하학적 조형이

유발하는 유의 정신성에 따라 은일(隱逸)공간의 이상향을 원형의 관조와

심재, 코끼리의 소요, 묵희의 자오, 그리고 가상(假想)공간의 이상향을 구

획의 사유와 대지, 큐브의 환기와 물화, 그리드의 소요로 나누어 공간과

유의 조형과 상징, 상호관계에 따른 역할을 살펴보겠다. 작업과정에서 작

성한 작업노트와 평론가의 전시서문 그리고 작품의 유적 유형에 해당하

는 『장자(莊子)』의 구절과 전통화론, 전통회화를 인용하여 분석하겠다.

다음으로 작품에 적용한 재료의 유적 물성을 분석하고, 작품의 제작과정

을 통하여 특징적으로 구현한 조형과 기법을 기술하겠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유적 이상향의 성격과 조형의 의미, 재료의 유적 물성과 표현의

적합성과 독창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장자의 사상에 관하여 조민환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서복관(徐

復觀)의 『중국예술정신』, 진고응(陳鼓應)의 『노장신론』, 류소감(劉笑

敢)의 『莊子哲學』, 앵거스 그레이엄(Angus Charles Graham)의 『장

자, 사유의 보폭을 넓히는 새로운 장자 읽기』를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

혀둔다.



- 83 -

1. 현대사회 속 이상향

1) 현대사회와 유

사람들은 봉건(封建)시대의 출생의 제약을 극복하고 평등과 자유의 시

대를 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눈부시게 발달한 산업은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였다. 첨단 과

학은 우주를 탐사하고 인공지능을 고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조작

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영생의 꿈을 꾸게 하였다. 종교의 자리는 과학이

대신하였고, 사람들은 신의 구원이나 막연한 낙원이 아니라 물질과 정보

와 기술을 고안하였다.

현대는 자본이 부여한 동기와 인간의 욕망에 의해 추진된다. 사람들은

풍요한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보장받으려 한다. 사람을 스펙과 성과로

계량하고 기계처럼 가동한다. 그러나 최고의 효율로 최소의 시간을 사용

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길수록 시간과 물질은 더욱 부족

하게 느껴진다. 가속화의 체계 속에서 달리는 정지 상태와 같다.

한병철은 근대 이래 강화되어 온 활동적 삶의 절대화로 인해 인간은

존재 가치를 일하는 자, 활동하는 자라는 사실에서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160)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

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161) 그는 “모티베이션, 프로젝트, 경쟁,

160)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시간의 향기』(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3),

p.174.

161) 한병철 저, 김태환 역, 『피로사회』(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2),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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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자발성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심리정치적 통치술이다.”162) “나를

실현한다는 믿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를 착취한다.”163)고 말한

다. 그는 시대적 삶의 대안으로 활동 중심의 가치관을 사색 중심의 가치

관으로 바꾸기를 권한다. “멈춤의 시간, 활동하지 않고 자기 안에 머물며

영속적 진리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 이때 인간은 진정 인간으로서 존재

한다.164) 우리에겐 성과사회의 과잉활동, 과잉자극에 맞서 “사색적인 삶,

영감을 주는 무위와 심심함, 휴식”이 필요하다.165) 자본에 예속된 내면을

비움으로서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166)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시뮬라시옹(Simulacres et

simulation)』과 『소비의 사회(La societe de consommation)』에서 허

상을 양산하는 미디어의 특성과 사물의 용도보다 허상에 의한 기호를 소

비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하여 “실재는 이제 조작적일 뿐이다. 사실 이것

도 더 이상 실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상세계도 더

이상 실재롤 포괄하지 않기 때문이다.”167)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

라 기호의 질서이다.”168)라고 한다. 미디어에 의하여 실제의 복제물이 넘

쳐나고 가상이 실제처럼 믿어지고 결국 가상이 실제를 대체하는 허구의

사회에서 진실한 감정보다 즉흥적인 흥분과 기분에 의하여 소비한다 것

이다.

162)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앞의 책, p.34.

163) 한병철 저, 이재영 역, 『타자의 추방』(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7), p.62.

164)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위의 책, p.84, 100, 126.

165)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위의 책, pp.34-36, 53-54.

166)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앞의 책, p.110.

167) Jean Baudrillard 저,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서울 : 민음사, 2001),

p.16.

168) Jean Baudrillard 저,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서울 : 문예출판사,

1991),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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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제3의 길』에서 경제

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참여하는 혼합경제체제를 고안한

다.169)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사회주의의 경직성에 대한 대안으로 범지구

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끝없는 욕망과 경쟁이 야기하는

폐단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주의의 나태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생산적

분배를 통한 공동선의 추구를 고안한 것이다.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인지, 농업, 과학혁명을 통해

지구를 정복한 인류가 신적인 불멸, 행복, 전지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종

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기계에 대체되어 40억

년 간의 유기체의 역사를 마감하고 무기생명체에 세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170) 그는 기술인본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다운그레이드 할 것이라

말한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집중하고 꿈꾸고 의심하

지 못하는 기계의 부속이 되는 것이다.171)

그는 인류가 지난 5백년 동안 과학혁명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룸으로써 행복해졌는지 묻는다.172) 그는 외적인 성취뿐 아니라 특정한

내면의 추구도 중단하는 것을 행복의 방도로 본다. 덧없는 추구를 중단

할 때 마음은 느긋하고, 밝고, 만족스러워지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

는다고 말한다.173) 진정한 행복은 생물학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종

169) Anthony Giddens 지음, 한상진 박찬욱 공역, 『제3의 길』(서울 : 책과 함

께, 2014), pp.123-153.

170) 유발 하라리 외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정현옥 옮김, 『초예측 : 세계

석학 8인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파주 : 웅진지식하우스, 2019), p.52.

171) Yuval Noah Harari 지음, 김명주 옮김, 『호모데우스 : 미래의 역사』(파

주 : 김영사, 2017), p.497.

172) Yuval Noah Harari 저, 조현욱 역, 『사피엔스』(파주 : 김영사, 2015),

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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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삶 속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되찾는데 있다고 한다.174)

각 분야의 석학들은 일관적으로 생명의 감각, 공동체, 생태계의 회복을

통한 인간성의 보장을 말한다. 경제학자 다니엘 코헨(Daniel Cohen)은

인간의 행복은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에 있다고 말한다.175) 문명을 연구

해 온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는 인류의 안정을 위하

여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좁히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확보할 것을 말한

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확보하고, 과도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소비

로부터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176) 인공지능을 연구해 온 닉 보스

트롬(Nick Bostrom)은 인공지능의 안정성은 초지능의 사고를 인간의 기

질과 가치에 부합하게 형성하는데 좌우된다고 본다.177) 문명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자(莊子)는 제1편 「소요유(逍遙遊)」를 물고기 곤(鯤)이 새 붕(鵬)

으로 변하여 북쪽바다를 떠나 남쪽바다로 날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종간의 변이라는 초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정신의 자유

에 대하여 말한다. 물고기가 남쪽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 변신

하여야 한다. 헤르만 헷세(Hermann Hesse)의 『데미안(Demian)』에서

와 같이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178)는 것이다. 기존의 자신을 이루고 있

던 세계의 생리성, 물리성, 정신성을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던 실

173) Yuval Noah Harari 저, 조현욱 역, 위의 책, p.558.

174) Yuval Noah Harari 저, 조현욱 역, 위의 책, pp.530-560.

175) 유발 하라리 외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정현옥 옮김, 앞의 책, p.155.

176) 유발 하라리 외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정현옥 옮김, 앞의 책, p.85, 88.

177) 유발 하라리 외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정현옥 옮김, 앞의 책, p.96.

178) Hesse, Hermann 지음 ; 안인희 옮김, 『데미안』(파주 : 문학동네, 2013),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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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권력, 명예 등 세상으로부터 구한 세상의 굴레를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북쪽 바다를 떠나 남쪽 바다로 날아가야 한다. 리처드 바크

(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jonathan living ston seagull) 과 같이 진정한 자유와 자아실현을 위하

여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하여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초현실적 공

간까지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다.179) 그러나 새는 끝없는 창공으로 날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동일한 바다공간으로 향한다. 윤천근은

북쪽 바다를 인위적인 삶의 세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심리적 공간, 남

쪽 바다는 붕새가 지향하는 이상향, 얽매임이 없는 심리적 공간으로 본

다.180) 조민환은 남쪽 바다를 부정의 단계를 거친 새로운 단계로 해석한

다.181) 세상을 등진 방랑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에 초연한

정신적 자유를 구하는 것이다. 장자는 붕새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는

세계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비상과 그에 이르는 방법을 보여준다. 성심의

해체와 비상의 초월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자유로운 노님을 말하는 것이

다.

유(遊)란 현실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정신적 자유이자 노장(老莊)의 도

(道)이며 동양의 자연(自然)을 의미한다. 류소감은 장자의 ‘유’를 ‘편안하

고 한가롭게 자적’하는 마음의 유로 본다.182) 진고응 역시 장자가 ‘유’,

‘유심(遊心)’ 및 ‘심유(心遊)’ 등의 개념으로 ‘유유자적하는 정신 상태’를

179) Bach, Richard 지음 ; 이덕희 옮김, 『갈매기의 꿈』(서울 : 문예출판사,

2000), pp.70-73.

180) 윤천근, 「박세당의 『장자』 이해를 통해 보는 자유와 해방의 논리」,

『도교문화연구』Vol.11(한국도교문화학회, 1997), p.220.

181) 조민환 저, 앞의 책, p.213.

182) 리우샤오간 저, 최진석 역, 『莊子 哲學』(서울 : 소나무, 1998),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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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면에서 유를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분석한다. 정신적인

자유란 ‘도’의 자유성이나 무한성 그리고 정체성을 체득하는 생활이라는

것이다.183) 손보미는 ‘유’가 심미적 영역에서 주체가 누리는 자유로서 ‘만

물에 대한 직관체오(直觀體悟)의 과정’, ‘초현실적인 사고방식’ 또는 ‘자유

로운 상상력’, 그리고 ‘주체의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내지는 정신

적으로 도달한 단계’, ‘주체의 본성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자유’로 정교

해 진다고 분석한다.184)

장자는 정신적 자유를 위하여 ‘세상의 밖’에서 노닐고 변화와 일체가

될 것을 말한다. ‘세상의 밖’에 대하여 조민환은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세상 속에서 고차적인 정신의 자

유’를 얻으라는 것이다.185) 김희 역시 장자의 ‘유심’을 ‘연속된 일상의 공

간과 시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의 자기변화’라고 본다.186) 서경은

장자의 ‘유’는 ‘탈속과 세속의 경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정신적 자유

이며 노님’이라고 한다.187) 김시천은 장자의 유를 강고한 위계적 ‘질서’

〔治〕의 세계로부터 물러나 ‘향유하는 삶으로 가는 과정’〔世遊〕이라고

말한다. ‘유’는 회귀를 전제한 ‘떠남’과 ‘거리두기’로서 삶을 영위하는 ‘세

속으로 다시 돌아와 정신적 여유를 누리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183) 陳鼓應 著, 최진석 역, 앞의 책, pp.403-404.

184) 손보미, 「『판단력비판』의 ‘무관심성’과 『장자』의 ‘유’ 비교 - ‘상상력’

과 ‘정신의 자유’를 중심으로」, 『동양철학』Vol.26(한국동양철학회, 2006),

pp.267-268.

185) 조민환 저, 앞의 책, p.221.

186) 김희, 「장자의 遊를 통해 본 문화향유 주체에 관한 소고 - 장자의 遊와

호이징하의 놀이 개념 비교」, 『東洋哲學硏究』Vol.69(동양철학연구회,

2012), p.299.

187) 서경, 「『장자』의 자유관 연구」, 『동서사상』Vol.6,(경북대학교 인문학

술원, 2009),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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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8)

장자는 ‘유’ 즉, 정신적으로 노닐기 위한 방법으로 성심(成心)의 해체와

초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수양을 제시한다. 심재하고 좌망하여

현실적 지식과 욕망을 잊으면 무기(無己), 무공(無功), 무명(無名)의 상태

에 이른다. 세상적인 공명과 이욕이 없으면 마음이 허정해 진다. 허정한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을 비추어낼 뿐 흔들림이 없다. 따라서

유는 현실을 잊음으로써 현실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어 정신을 자유롭

게 한다. 또한 세상적인 상식을 해체하고 경험을 초월하면 무기, 무용(無

用), 물화(物化)에 이른다. 세상의 기준과 자신과 대상의 구분을 벗어나

대지(大知), 무대(無代), 안명(安命)에 이른다. 현상을 초월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유는 현상의 가상(假想)성 즉, 현상의 이면을 인식함으

로써 변화의 본질을 깨달아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와 같이 현실 속에

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유는 시대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

의 방편으로 가치가 있다.

2) 유의 화의(畵意)

문명과 자연의 조화라는 연구의 동인은 연구자의 성장 환경과 과정에

서 찾아진다. 연구자는 성장기를 통하여 자연을 많이 접하였다. 유년기에

는 석양이 걸린 들판에서 들풀로 피리를 불고, 꽃반지를 만들며, 도랑의

자갈을 들춰 물고기를 쫓았다. 여름이면 이끼바위 아래에서 다슬기를 모

으며 물의 거센 흐름을 새겼다. 가을엔 마당의 나무를 타고 올라 과실을

거두어 쨈을 만들었다. 저녁이면 가족들과 모여 앉아 피아노 반주에 맞

188) 김시천, 「정신(精神)과 유희(遊戱)」, 『道敎文化硏究』Vol.37(한국도교문

화학회, 2012), pp.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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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노래했다. 성당과 절의 마당에서 해가 질 때까지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에 숨이 가빴다. 체스판 무늬의 마루가 있는 집에서 숨바꼭질과 야

자 화분에 크리스마스 트리장식으로 즐거웠다. 중학생 때에는 봄볕이 따

스하고 꽃이 많은 학교에서 합창대회를 준비했다.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

님, 그리고 막 눈떠가던 주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를 맞으면서 사람과 사회에 실망하기 시작

했다. 지행합일이 이뤄지지 않는 자신, 기성세대의 인간적인 결함, 사회

의 불의, 삶의 부조리가 마음에 내려앉았다. 왜 그리는가, 왜 사는가, 어

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선한가, 신이 있는가.. 등의 막연하고 근본적

인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 무력감과 허무감에 빠져들었다. 대학에 진

학하여 접한 확장된 세계 속에서 혼란스러웠다. 개인의 욕구와 어른들의

기대 사이에 갈등했고, 야합하고 모략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거리를

두었다. 서구화 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학에서 전통을 공부하면서 동시

에 전자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세계에서 어떠한 균형이 필요할지 생각

했다. 자본화에서 비롯된 욕망과 정보화 체계의 사회는 끝없는 성과를

요구했다. 기계처럼 가동할수록 효율은 저하되고 억제된 개인성은 만족

스럽지 않았다. 균형을 잃은 생활은 맹목적이고 피로했다.

방향상실과 피로라는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현대인들은 산업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더불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패러다임 아래 개인의 비젼을 실현한다. 그

러나 인간소외와 도시, 사회, 범죄, 환경문제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과도한 포장과 현란한 광고에 호도되는 본질,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한

압박에서 야기되는 맹목과 피로 등.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망각

하고 집단의 흐름 속에 매몰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시대를 통찰할 필요

성을 느끼고 인간다운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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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상황에서 연구자의 해결방식은 ‘거리두기’와 ‘다르게 보기’였다.

사람과 사회에 실망할 때, 삶의 균형을 잃었을 때, 내면으로 침잠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떠났다. 여행의 초반에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대도시를 찾아 이국의 삶을 보았다. 이후에는 동남아, 몰디브, 제주

도 등의 휴양지를 찾았다.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삶을 통찰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거리를 통해 정신적 통찰과 심리적 자

유를 구하였다.

작품에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 방식과 함께 삶의 변화가 반영되었

다. 유년기와 휴양지에서의 천혜의 자연 경험, 독립에 대한 포부와 자립

의 지난함, 생명에 대한 경이와 책임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은

일상의 관조(觀照)와 사유(思惟)에서 적극적인 탐색(探索)과 환기(喚起),

소요(逍遙)와 자오(自娛)로의 변화로 드러난다. 장자철학에서 강조되는

주체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김희는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정신세

계의 창출과정으로 “장자철학을 입세(入世)적인 측면189), 또는 유심(遊

心)의 경지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자유로운 방랑190), 그리고 목적없는

여정(여행)191), 초월적인 행복한 거닒192) 등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들의 견

해”193)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고 본다.

연구자에게 유적 이상향은 현대의 자본기계과학문명과 조화롭게 공존

189) 조민환 저, 앞의 책, p.220.

190) “to wander”, “wandering”, Burton Walson, The Complete Work of

Chuang-tzu, (New York: Columbia Universiry Press, 1968), p.6.

191) “trip”, “Going rambling without a destination”, A. C. Graham,

Chuang-tzu: The Inner Chapter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Indianapolis/ Cambridge, 2000), p.8.

192) 로버트 앨린슨 지음, 김경희 옮김, 『장자, 영혼의 변화를 위한 철학 :

『장자』'내편' 분석』(서울 : 그린비, 2004), p.20.

193) 김희, 앞의 논문,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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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편이 된다. 현실적 지식과 욕망을 비우는 심은(心隱)과 현상적 상

식을 해체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현상의 가상(假想)성 인식은 만물의 변

화와 순환의 순리를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한다.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만물제동(萬物齊同)을 깨닫고 현실적 공명(功名)과 이욕(利慾)을 비운 허

정(虛靜)한 마음은 정신의 자유와 양생(養生)으로 이어진다.

연구자는 자본이 창출하는 끝없는 욕망과 기계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맞추어진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신적 공간의 표현을 고심하였

다. 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과 사건, 대상을 관

조하고 심재(心齋)하였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사유(思惟)

하며 대재(大知)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상적인 삶이 가능한 시공간과 사

고방식을 모색하고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하여 환기(喚起)하였다. 정신

적 긴 소요(逍遙)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자오(自娛)하게 되었다. 변화하

고 순환하는 삶을 본질을 깨닫고, 인간다운 삶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2. 은일공간의 이상향과 유의 표현

1) 원형의 관조(觀照)와 심재

관조란 어떠한 대상과 현상 등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예술에서는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 불교에서는 사물의 참

모습과 변치 않는 진리를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조는 대

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게 한다. 대상에 대한 인지나 지시의 목적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 대상의 진상, 본연, 그다움,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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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과 생명성을 알게 한다.

관조는 대상에 대하여 성심(成心)이 없으므로 심재(心齋)로 이어진다.

장자는 심재에 대하여 “심재, 즉 마음의 재계란 마음의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켜 잡념을 떨쳐버리는 일이다. 지각에 의해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

이 아니라 기, 즉 우주적 직관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다.”194)고 하였다.

인지자의 귀라는 지각과 마음이라는 욕망으로 대상을 재단하지 않고 서

로의 기로서 본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또 “심재란 이러한 우주적 직

관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워나가는 일이다.”195)라고 한다.

심재하면 현실적인 지식과 욕망을 잊어 세상사로 인한 부침과 갈등이 없

다. 본질을 깨달아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고 정신적 유에 이를 수 있다.

석사 이후 2001년에서 2005년의 〈108〉[작품도판 1, 2, 3] 연구는 원

형의 이미지로 관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원형으로 ‘생각’을 형상화하고,

원형을 설치하여 ‘생각의 방’ [참고도판 15, 16, 17] 과 같은 공간을 연출

하였다. 원형의 화면은 대상의 독대(獨對)를 강화한다. 사각의 화면은 배

경에 지평이 수반되나 원형은 배경을 위한 여백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독대는 대상에 집중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관조에 이르게 한다.

194) 『莊子』「人間世」, 若一志. 無聽之以耳, 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 而聽之

以氣.

195) 『莊子』「人間世」, 虛也者, 心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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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60cm

[작품도판2]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60cm

[작품도판3]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2.5cm

(좌측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번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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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5, 16, 17] 박혜신,〈108〉, 2005, 인사아트센터 설치전경

(위에서 아래로 번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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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108〉은 불교의 108배를 상징한다. 일상적 대상과 감정을 원

형의 화면에 개별적으로 담아 108개의 원형 이미지를 벽면에 설치하였

다. 철선의 희박함과 복선의 불명확함으로 존재의 가변성과 중의성을 표

현하고, 추상적 색면으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일상의 번민과 갈등

을 옻칠을 다루는 과정의 인고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관조하고자 하였

다.

나는 그림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따가운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 세상을 응시하면 기쁨에 흐드

러지지 않고, 아픔에 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고 꿈이 조금씩 피어난다.

그래서 한걸음 떨어져서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의 장소를 본

다. 실루엣으로 앉아 있는 사람, 바둑판 무늬 테이블, 두 개

의 시간이 섞인 공간, 아주 작은 존재, 불꽃놀이..

그리고 생각한다. 가족, 삶과 거짓, 초록빛, 지난 사랑, 스미스

요원, 풍화작용, 경계, 별들이 회전하는 방향, 문자의 모음들,

갑자기 찾아온 어떤 것, 지겨운 계속, 여럿 중의 하나, 우울

한 이유.

나무와 담쟁이와 흙과 잔디. 여름 냄새가 난다. 문득 그리운

것들...

이러한 생활의 마음과 생각을 원형의 그림에 담았다. 모두에

게 108이 번뇌가 아니라 행복이면 좋겠다. 그리하여 이제는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좋겠다.

나는 아직 삶이 궁금하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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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환은 비가시적인 마음을 표상하는 형식으로 추상과 사실적이고 재

현적 묘사보다는 재료적 물성이 강한 옻칠을 적합한 조형과 매체로 평가

한다.197) 송완근은 〈108〉의 조형과 관조의 표현에 대하여 감관과 지각

에 지배되고 현상계에 미혹되는 한 인간으로서 가시적인 만상을 번뇌의

소치로 보고 인간 본성의 갈망, 집착과 분별이 빚어내는 수많은 번뇌를

사념의 편린(片鱗)으로 정화하고 인고의 광을 내며 갈무리하였다고 말한

다. 만색이 자태를 뽐내며 동시에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공허한 원형에

색과 공을 공존시켜 심연의 속정과 심상을 표현하여 나름의 생명을 가진

듯 허공에 궤적을 남긴다고 분석한다. 다양한 원을 통한 내면의 형상들

이 집착과 비례하여 명멸해 가는 번뇌로서 번뇌의 속박과 사슬에서 자유

롭고 싶은 행자의 고행과 고승의 염주가 발하는 인고의 광채처럼 형상화

를 통하여 해탈과 초월을 꿈꾸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번뇌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정화된 사념으로써 혼돈의 사해에 표연히 떠있는 듯이

대상을 향한 깊은 관조와 이해 그리고 활기찬 생의 여정으로 끊임없이

자아를 각성시키며 삶의 의미를 되묻고 일깨워주는 영적인 각성과 진화

를 촉구한다고 평가한다.198)

관조의 심재는 작화에 있어서 대상을 관찰하고 진의(眞意)를 드러내는

기반이 된다. 중국 고대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고개지(顧愷之 345-406)는

『위진승류화찬(魏晋勝流畫讚)』에서 “천상묘득(遷想妙得)”론을 제시하였

다. “생각을 옮겨서 묘를 얻어〔遷想妙得〕” 대상을 묘사할 때 “형상으

196) 박혜신, 작가노트, 『박혜신 ‘108’ 개인전 도록』, 2005, 페이지 없음.

197) 고충환, 「큐브의 이중성, 존재의 이중성」, 『박혜신 ‘이도공간’ 개인전 도

록』, 2009, 페이지 없음.

198) 송완근, 「생각의 구슬, 108념」, 『박혜신 ‘108’ 개인전 도록』, 2005, 페이

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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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신을 그릴 수 있다〔傳神〕”고 하였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묘사할 대상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이 “생각을 옮기〔遷想〕”는 것이다.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

여 분석하여 예술적인 구상을 획득하는 것이 “묘를 얻는〔妙得〕” 것이

다. 따라서 천상묘득은 사유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생활을 체험하는 이러

한 방법은 인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풍경 관찰에도 적용된다.199)

〈108〉연구는 고개지의 천상묘득에서와 같이 관조적 시선으로 대상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고자 하였다. 대상의 정신적인 특징

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분석하고 정련하여 예술적인 구상을 획득

하고자 하였다.

관조와 심재는 전통사회에서도 심적 정화와 이상 추구의 방편으로 사

용되었다.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화가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고

사관수도(高士觀水圖)〉[참고도판18] 는 ‘격조 높은 선비가 물을 바라본

다’는 뜻이다. 바위에 엎드려 물을 바라보는 선비는 풍성한 소매 속에 두

손을 넣어 바위에 올리고 얼굴을 기대고 있다. 얼굴과 머리 그리고 옷에

서 선비는 당시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추정된

다. 선비를 둘러싼 보편적인 배경은 선비를 현실을 초월한 존재로 드러

낸다. 높은 벼랑, 시냇가의 바위, 흐르는 물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무슨

계절인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현실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비의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주

적인 이치를 표상하는 자연, 우주와 동화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고 무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정적에 싸인 숲속의 고요함은 선비의 심

신을 안정시키고, 자연에 침잠하여 세상사를 잊게 한다. 선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세상을 만날 때까지 자연 속에 은거하거나 세상사를 잊고 자

199) 葛路 著 姜寬植 譯, 『중국회화이론사』(서울:미진사, 1997), 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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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정(性情)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연을 만나는 것 같다.200)

[참고도판18] 강희안(姜希顔),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15세기, 지본수묵,

23.4×15.7㎝, 국립중앙박물관

화면의 위쪽에 큰 잎과 덩굴로 막힌 화면은 시선의 확산을 막으면서

확대된 인물의 내면을 부곽시킨다. 윗부분의 덩굴 가운데 물까지 늘어진

줄기도 시선을 아래로 이끈다. 굵은 붓으로 대담하게 처리한 절벽과 바

위의 무게 또한 이러한 효과를 낸다. 그림 속 선비가 바라보는 물은 잔

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처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물을

본다는 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도 몰랐던 진짜 모습을 찾아보는

200) 박은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그림』(서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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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그림 전체가 선비의 내면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201)

〈108〉 연구는 〈고사관수도〉의 고사와 같이 관조의 심재를 통하여

일상의 대상과 일상사의 본질을 응시하고자 하였다. 관조와 심재로 마음

을 비우고 대상과 조응한 정신의 정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코끼리의 소요

소요(逍遙)란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시간

을 즉각적인 용도와 생산에 투입하지 않는다. 장자의 ‘무용지용(無用之

用)’과 같이 시간을 자체의 흐름으로 놓아두는 것이다. 휴식에 가까운 형

태의 움직임이다.

장자는 길과 큰 나무의 우화를 통하여 무용지용(無用之用)을 말한다.

다니는 길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는 옆의 땅들을 파내었을 때 다니는

길 역시 사용할 수 없음202)을 통하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를 말한

다. 과실이나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큰 나무에 대해서도 그 쓸모없음

덕분에 베어지지 않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203)하는 것에서 사물 자

체의 용도를 보여준다. 주관에 의한 쓰임이 아니라 도(道)의 관점에서 사

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장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생산과 효

율로 달리는 현대의 사회에서 무용해 보이는 존재와 시간은 그 자체의

201) 이성희, 『미술관에서 릴케를 만나다』(서울 : 컬쳐라인, 2003), pp.37-40.

202) 『莊子』 「外物」, 惠子謂莊子曰, 子言無用. 莊子曰, 知無用. 而始可與言用

矣. 天地非不廣且大也, 人之所用, 容足耳. 然則, 廁足而墊之致黃泉, 人尙有

用乎. 惠子曰, 無用. 莊子曰, 然則無用之爲用也, 亦明矣.

203) 『莊子』 「逍遙遊」, 今子有大樹, 患其無用. 何不樹之於無何有之鄕, 廣莫之

野, 彷徨乎無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 不夭斤斧, 物無害者. 無所可用, 安所

因苦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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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변화의 가속화에 지칠 때, 넘치는 정보로 혼란스러울 때, 중

요한 결정에 압박감을 느낄 때,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할 때, 휴식을 취한

다. 휴식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정지와 평안 그리고 활력을 제공한다.

때로는 휴식을 위해 일상을 벗어나 비행기를 타고 휴양지로 날아간다.

휴양지에는 울창한 그림자를 드리운 야자수 덤불과 작렬하는 태양, 태초

의 시원 같은 하늘, 길게 꼬리를 이은 백사장과 투명한 물결의 바다, 그

속에 노니는 열대어와 이채로운 이국의 음식들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이

와 같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환경과 활동을 통해 기

분을 전환하여 일상을 지속하고 개선할 활력을 얻는다.

2010년에서 2013년의 〈상구원질도(象求原質圖)〉[작품도판4] 연구는

지평의 그리드(Grid)와 코끼리의 이동성으로 소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목의 〈상구원질도〉는 ‘코끼리가 본질을 탐구한다’는 뜻이다. 야자수

가 흩날리는 그리드 위를 코끼리가 걸어가고 하늘에는 구름이 흐른다.

무한히 반복되는 그리드 위를 걷는 코끼리는 이동의 환영을 준다. 물리

적 이동은 심리적 이동으로 연결된다.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거니는 혹

은 삶의 본질의 깨달음에서 거니는 소요의 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코끼리는 이상향(理想鄕)을 찾아 떠난다. 육중한 몸으로 광활

한 공간을 헤맨다. 코끼리의 이상향은 어디일까? 파란 하늘

에 푸른 야자수가 드리워진 너른 대지일까? 모두의 본질(本

質)이 구현된 공간일까?

때로 목적지 없이 서성임을 즐기고 순간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걷다가 마음이 조용해지면 관조(觀照)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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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다. 관조하면 세상의 본성(本性)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본질을 찾으면 인생이 즐거워 질 것 같다. 도스토예프

스키의 황금시대처럼 진정하고 조화로운 인간들 사이의 진정

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고, 없을 수도 있는 그곳을 향하여 코끼

리는 계속 걷는다.204)

[작품도판4]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80×140cm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로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직

하게 정면을 돌파한다. 마치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시지프의

신화(Le Mythe de Sisyphe)』에서 시지프(Sisyphe)가 산 아래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끊임없이 산의 정상으로 굴려 올리듯205) 반복되는

204) 박혜신, 작가노트, 『박혜신 ‘상구원질도’ 개인전 도록』, 2011, 페이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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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所任)을 무한히 지속한다. 소경산수화 구도에 수묵으로 처리한 야자

수는 문인화의 대나무를 연상시킨다. 전통적으로 문인화는 지식인들이

인격을 수양하는 방편이고, 산수화는 자신을 잊고 궁극으로 회귀하는 이

상의 표현이었다. 다양한 일기를 반영한 하늘은 동양의 본질적 가치, 인

간과 상생하고 인간이 회귀할 자연을 대변한다. 그리드는 가상의 공간으

로서 이성, 합리, 정의를 지향해온 서양의 기계과학문명이 구현한 전자공

간의 모티브이다.

현란한 색상을 배제한 몇 가지 톤의 먹, 창작의 매 순간이 여실히 드

러나는 붓의 자취, 따스한 물성의 한지 등 수묵의 재료는 정신의 표현을

극대화한다. 동양에서 검은 빛은 만색을 포함한 것으로 만물의 근원을

포용해 왔다. 얇은 바탕재에서 기인하는 순간적인 붓의 자취는 대상과

작가의 내면을 드러낸다. 한지와 수용성 아교는 꾸밈없고 푸근한 물성을

지닌다. 이러한 재료의 물성은 변화의 단계를 긍정하고 순환의 관념을

드러낸다.

지평을 이루는 그리드와 코끼리, 구름, 야자수의 움직임은 공간에 의한

소요를 드러낸다. 좌표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리드는 코끼리의 이동과

함께 움직임의 환영을 일으킨다. 바람에 나부끼는 야자수와 구름이 흐르

는 하늘 또한 이동성을 부가한다. 물리적 이동은 심리적 소요를 구현하

고, 야자수와 코끼리, 하늘과 그리드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풍경은 심리

를 전환한다. 휴양지의 고적한 풍광, 야자수의 사의(寫意)적 표현과 수묵

의 재료의 물성은 정신적 소요를 이끌어낸다.

김미향은 코끼리가 육중한 몸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진 현대인을 본다.206) 파란 하늘에 푸른 야자수가 드리워진

205) Camus, Albert 저 ; 이가림 역, 『시지프의 신화』(서울 : 문예출판사,

1993),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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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 대지를 횡단하는 코끼리는 이상향 속에 있다고 가정한 본질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다. 출발점과 목적지가 불분명한 채 코끼리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걷는다. 이선영은 〈상구원질도〉에서 구현한 소요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분석한다. “애니메이션 같은 움직임의 환영이 발견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영원 회귀의 공간 속에서, 코끼리들은 제 자리 걸음을 걷

고 있는 듯하다. 낙원은 보통 아르카디아(먼 과거)나 밀레니엄(먼 미래)

에 있다고 가정된다. 그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세의 시간 개

념인 역사와는 질적 차이가 있는 신성한 시간을 전제한다. 그것은 종교

사가 엘리아데가 말한 기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순간(illud tempus)’이

다.”207) 마치 제자리걸음처럼 보이는 코끼리의 이동은 영원한 순간으로

서 신성한 시간을 드러내며 본질을 찾는 과정의 본질을 보여준다. 코끼

리가 소요하는 순간의 무한한 반복에서 이상향을 보는 것이다.

소요의 미학은 전통회화에서 심적 전환과 이상 추구의 방편으로 드러

난다. 조선 중기에 활동한 함윤덕(咸允德, 생졸년미상)의 〈기려도(騎驢

圖)〉[참고도판19] 는 유유자적 나귀를 타고 가는 선비의 모습이다. 맹호

연과 두보의 시적 세계를 흠모했던 선비들은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른 봄

에 당나귀를 타고 산수를 누비며 음풍농월(吟風弄月)하는 풍류를 시작의

소재로 즐겼다. 나귀를 탄 선비는 시흥에 잠겨 있거나 매화를 찾아가는

인물로 추정된다. 이상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문인들이 동경하던 인물

상이다. 세속의 삶을 초월하는 정신적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성현들의

시적 명상의 세계에 대한 흠모가 담겨있는 듯하다.

206) 김미향, 「이상향을 향한 코끼리의 여정」, 『박혜신 ‘상구원질도, 제이’ 개

인전 도록』, 2013, 페이지 없음.

207) 이선영, 「낙원, 한 장의 아름다운 그림」, 『박혜신 ‘상구원질도, 제이’ 개

인전 도록』, 2013,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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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9] 함윤덕(咸允德), 〈기려도(騎驢圖)〉, 16세기경, 견본담채,

19.2×15.6cm, 국립중앙박물관

힘겨운 듯 고개를 떨구고 다리를 저는 듯 보이는 나귀에 비하여 선비

는 태평히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하다. 말의 빠른 이동성은 출사를

의미하고, 소는 목가적 풍경을 의미하는 것에 비하여 당나귀는 유유자적

자연을 즐기며 구경하는 미음완보(微吟緩步)의 대명사이다. 당나귀를 타

는 것은 걷는 속도와 큰 차이가 없이 천천히 간다는 뜻이다. 다리는 저

는 나귀는 건려(蹇驢)라고 하여 오랫동안 하염없이 다녔음을 의미한다.

참된 것, 도를 찾기 위하여 다리를 절도록 방방곡곡을 누비는 나귀는 선

비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8) 무엇보다 기려행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목표 없는 서성임에 있다. 목적지가 있는 이

208) 송희경, 「조선시대 기려도의 유형과 자연관」, 『美術史學報』Vol.15(美術

史學硏究, 2001), 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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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아니라 서성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209) 이상향을 구하는 선비는

세속을 잊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나귀의 속도로 무한히 소요

하는 것 같다. 〈기려도〉에서 이상향을 찾아 떠나는 나귀의 여정과 같

이 〈상구원질도〉 연구는 코끼리를 통하여 이상향을 향한 소요, 변화하

고 순환하는 순간의 무한한 반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 묵희(墨戱)의 자오

자오(自娛)란 스스로 즐기는 경지이다. 스스로 즐거우면 물아(物我)의

구분이 없다. 현실을 잊고 세상적 지식과 욕망도 없다. 현실의 제반사항

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 현실을 초월하여 마음이 자유롭다.

장자에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통한 무기(無己)와 같이 무애(無碍)

의 상태가 된다. 자오의 정신성과 예술성에 대해 김연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오에서 즐긴다라는 쾌감의 추구는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러

운 것이지만 그러한 정신경계를 지닌 회화는 이미 평범함을

넘어 의미심장하고 노님〔遊〕의 화의가 흘러넘치는 화도(畵

道)의 경계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정신에 면면히 흐르는 회화

정신은 자오의 의식적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이상화된

산수 속에서 문인들은 유유자적한 유(遊)의 정신경계를 누렸

다. 문인화는 실용적 목적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순수한 즐거

움에의 추구에 두는데 이러한 경지를 대표하는 용어가 자오

이다. 자오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며, 마음

209) 허균, 『나는 오늘 옛그림을 보았다』(서울 : 북폴리오, 2004),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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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우고 스스로를 되찾는 노력이다. 자오는 회화의 가치가

교화적 효용성으로부터 예술적 자율성을 획득한 개념이면서

예술적 통찰력을 분출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담고 있는 마

음이 자유로운 경지이다. 이는 반드시 다양한 삶에서의 수양

이 바탕이 되어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경지이며, 이로부터 도

(道)를 담지한 진정한 자유로운 창작에의 경지를 맛볼 수 있

는 것이다.210)

김연주는 자오의 정신경계에 대하여 유유자적한 노님〔遊〕으로 실용

을 떠난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세속을 잊고 마음을 비워 자신을 되

찾는다. 예술적 자율성과 통찰력을 분출할 수 있는 마음이 자유로운 경

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오의 정신은 고대부터 내려왔으며 문인의 생활과 예술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공자가 안회에게 묻기를 ‘회야 집이 가난하고 처지가 비

천한데 어찌하여 벼슬을 하지 않느냐?’ 안회가 말하였다. ‘거문고 켜는

자오로서 만족할 수 있고, 선생님께 배우는 도로서 스스로 즐길 수 있습

니다.’고 하였다.”211) 이 글에서 안회는 거문고를 켜는 것과 도를 배우는

자오를 말한다. 이것은 정신상의 자오로서 지락(至樂)과 같은 의미가 있

다. 거문고 연주를 즐김으로써 자오의 체험을 얻었고, 공자가 알려준 군

자의 도를 즐거움으로 삼았으므로 삶에서 칭찬과 비방, 영화와 가난, 길

흉 등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오의 정신은 동아시아 전통

미학과 예술창작에 내재화되어 있다. “안회의 자오는 본래의 자기를 이

210) 김연주, 앞의 논문, pp.251-281.

211) 『莊子』 「讓王」, 孔子謂顔回曰, --家貧居卑, 胡不仕乎. 顏回對曰, --鼓琴

足以自娛, 所學夫子之道者, 足以自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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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주체적으로 자기 생명을 드러내는 즐거움이며, 심층적 생명의 즐거

움과 심령의 즐거움”인 것이다.212)

2014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작품도판5] 연

구는 허공에 펼쳐지는 묵희(墨戱)로 자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목의

〈무하유지향〉은 장자에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상향을 의미한다. 묵희는 먹에 의한 놀이이다. 기술에 구애되지 않는 운

필을 통해 형체의 닮음보다 내용이나 정신을 중시한다. 따라서 형상적

결과보다 과정을 즐긴다. 주체의 생활과 그다움이 무의식적으로 형상화

된다. 목적 없이 이룬 이미지는 자체로 유(遊)이다.

[작품도판5]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74×143cm

좌표가 없이 무한정 반복되는 그리드(Grid), 다양한 일기를 반영한 하

늘과 구름, 그에 걸친 먹의 유희가 펼쳐진다. 마치 유년기 한낮에 대청마

212) 李珊, 『元代繪畵美學思想硏究』(武漢 : 武漢大學出版, 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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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에 누워 올려본 하늘, 그곳에 피어오르던 공상과 같은 먹선들. 무한히

반복되는 그리드의 지평위에 먹의 유희가 거센 바람 또는 흩어지는 구름

과 함께 풀어진다. 대상과 붓을 잊고 마음의 감흥이 먹선을 타고 퍼진다.

일상의 오욕칠정(五慾七情) 가운데에 다음과 같이 사유하며 자적(自適)

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는 ‘이상향(理想鄕)을 향한 여정’으로서 ‘유(遊)’의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쾌(快)나 락(樂)이 육체의 즐거움에 비

중을 둔다면 유는 ‘정신적 즐거움’을 지향한다. 장자(莊子)는

현실 속에서 정신적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거울론’을

펼친다. 거울처럼 현실을 투영함으로서 현실의 오욕칠정(五慾

七情)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에서는 ‘펼친 하늘과 그리드에

걸친 묵희(墨戱)’로 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무하유지향’은

소요유(逍遙遊)편 등에 전하는 장자의 언급으로 ‘아무도 없는

곳’ 또는 ‘세상에 없는 곳’, 즉 ‘이상향’을 의미한다. 작업에서

천연한 하늘은 이상적인 삶, 광막한 그리드(Grid)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엉킨 먹자국은 이상을

향한 몸짓이다. 우리의 바램과 노력은 춤이 되고 노래가 되

어 지상을 유영(遊泳)한다. 우리의 하루가 이상을 향한 걸음

에 보태어 지기를 바래본다.213)

213) 박혜신, 작가노트, 『박혜신 ‘무하유지향’ 개인전 도록』, 2016, 페이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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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말 오대의 화가 형호(荊浩 870-930경)는 그림의 여섯 가지 요결에서

필묵의 자유로운 운용을 통한 회화의 유희를 말한다. “필이란 비록 법칙

에 의거하기는 하지만 운용에 따라 변통하여 질만을 취하지도 않고 형

(形)만을 취하지도 않아 마치 나는 듯하고 움직이는 듯 한 것이다.214)”

“묵이란 높고 낮음에 따라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여 물체에 따라 얕기

도 하고 깊기도 하여 문채(文采)가 자연스럽고 마치 붓으로 그리지 않은

듯한 것이다.215)” 라고 하였다. 붓의 운용이 원활하여 생동하여야 하고,

먹으로 선염(渲染)하여 입체감과 명암 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하유지향〉 연구는 형호의 육요 중 필묵의 ‘나는 듯, 움직이는 듯,

붓으로 그리지 않은 듯한 자유로움’을 통하여 자오의 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신을 잊고 자연에 동화되는 자오는 탁족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탁족도(濯足圖)〉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유유자적하는 선비를 그

린 것이다. 탁족의 시원은 굴원(屈原, BC 343?-BC 278?)이 지은「어부

사(漁父辭)」로 전국시대 초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조

정을 떠난 굴원의 심사를 담은 글이다. 굴원은 세상을 등지고자 마음을

먹고 장사(長沙)에 있는 멱라수 주변을 방황하다가 어부를 만났다. 세상

에 도(道)가 튼 어부는 굴원에게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濯

纓〕,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어라〔濯足〕”216)고 한다. 세속을 초탈

하여 일이 되어가는 대로 맡기라는 뜻이다. 이후 ‘탁족지유(濯足之遊)’는

인격수양과 처신, 즉 은둔(隱遁)과 고답(高踏)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다.217)

214) 荊浩, 『筆法記』, 笔者, 虽依法则, 运转变通, 不质不形, 如飞如动.

215) 荊浩, 『筆法記』, 墨者, 高低晕淡, 品物浅深, 文采自然, 似非因笔.

216)『楚辭』, 屈原, 「漁父辭」,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

濯吾足.

217) 허균, 앞의 책, pp.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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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화(史禍)가 끊이지 않던 16세기, 정계에 들고 쫒기는 상황 속에서

탁류에 대한 통찰과 근심, 무력한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에

게 어부사가 각별했을 것이다.218)

[참고도판20] 이경윤(李慶胤), 〈탁족도(濯足圖)〉, 16세기, 31.2×24.9cm,

고려대학교박물관

조선 중기의 사대부 화가 이경윤(李慶胤, 1545-1611)의 〈탁족도〉[참

고도판20] 에서 선비는 강변 바위에 걸터앉아 무릎까지 바지를 걷어 올

리고 다리를 꼰 채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고사는 발이 시려운지 발

가락을 꼬고 엉거주춤 다리를 들어올린 자세이다. 은일을 지향하는 선비

의 권위와 근엄함보다는 진솔한 감정이 느껴진다. 주관적 체험의 경쾌함

218) 고연희, 앞의 책,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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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신의 자유를 느끼게 하는 유가 보인다.219) 탁족의 의미가 특별한

것은 관념적인 은일이 아니라 실제로 강과 계곡에서 풍류를 즐김에 있

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자연 속에 빠져들어 도와 상합(相合)하여

물아일체(物我一體)하는 것이다. 세속적 일상에서 벗어나 도를 깨우치며

자적하는 은일의 생활과 자오를 볼 수 있다. 〈무하유지향〉연구는 탁족

과 같이 자신을 잊고 몰입하는 자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실용적 목적

에 근거하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을 통하여 자신을 되찾고 생명의 즐거움

을 느끼고자 하였다.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되찾아 예술적 통찰을 분

출하고 자유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3. 가상공간의 이상향과 유의 표현

1) 구획의 사유(思惟)와 대지

사유(思惟)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것이다.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

을 행하는 이성의 작용이다. 두루 생각하면 대상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

면을 이해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습관적 인식을 벗어나 본질을 볼 수

있다.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면 대상의 본성과 자연성을 발현시킬 수 있

다. 구획은 일정한 장소를 하나로 묶어 구별되도록 획정(劃定)하고 경계

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경계는 주변과 구별되는 특정한 공간성을 발생

219) 심영옥, 「조선중기 ‘水’ 소재의 小景山水人物畵에 나타난 도가적 예술관

–觀瀑圖, 濯足圖, 釣魚圖를 중심으로」, 『동양예술』Vol.7(한국동양예술학

회, 2003),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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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현상적 공간 이면의 공간을 제공하고, 구분된 공간에 대한 사유

를 이끌어낸다.

장자는 물고기 곤(鯤)이 새 붕(鵬)으로 변하는 이야기220)로 시작한다.

종간의 변이라는 비상식적인 비유는 현실의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

연대도의 태도로 사유를 확대개방하면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

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인식으로의 깨우침이자 근원적 세계관에 대

한 자기 초월적 인식의 각성을 통한 대변혁이다.

2006년에서 2008년의 〈사이〔間〕〉[작품도판6] 연구는 일상의 공간

에 다른 공간을 구획하여 현실에 대한 의구와 사유를 일으키고자 하였

다. 제목의 〈사이〉는 절대와 상대, 실재와 비실재, 현실과 이상의 사이

라는 의미이다. 현실로 지각하는 현재와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통하여

현실을 통찰하려는 사유이다.

[작품도판6] 〈사이 間 In between〉, 2007, 나무에 옻칠, 40×90cm

220) 『莊子』 「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

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齊諧者, 志怪者也. 諧之言曰, 鵬之徙於

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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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나른 혼란하다. 경계에 있다. 실재와 환상, 허무와 열정,

진실과 거짓, 혼자와 함께, 남자와 여자, 생각과 생활, 이기적

인 외로움, 시지프, 둘러본다. 오래 바라본다. 그곳에 있다.

지금과 지금이 아닌, 시간과 공간이 섞인.221)

생각하는 사람의 형태와 나뭇잎이나 날개로 보이는 원형의 선들은 사

유와 이탈의 표현이다. 인물의 형태를 철선의 윤곽으로 처리하고 채색을

하지 않았다. 유체(幽體)를 이탈(離脫)하여 공간을 이동하듯 표현하기 위

하여 물질감을 최소화 하였다. 일상의 인물과 나선형의 반복에 기하학적

구획을 더하였다. 희미한 인물과 자유 원형선 위에 굵은 선 또는 면으로

된 공간을 구획하였다. 일상적 지각 공간 속에서 비지각적 이공간은 공

간의 다차원(多次元)을 드러낸다. 공간의 구획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가

능성, 기존의 공간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유를 배가하였다. 장자에서 곤붕

의 변신과 같이 큰 앎으로 작은 세계를 초월하는 각성의 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성심(成心)을 탈피하여 본질을 통찰하는 유(遊)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사이〉연구에서 시도한 나선형과 기하면체의 구획에 대해 고홍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무수한 감정과 생각들, 작품에

서 이를 반복적인 나선의 형상으로 시각화하였다. 작가는 갖가지 고민과

사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사각의 틀로 형상화하여 화폭에 담음

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인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222) 이러한 관점에

서 나선형과 이공간의 구획은 자신이 속한 기존의 공간으로부터 탈착하

221) 박혜신, 작가노트, 『박혜신 ‘사이’ 개인전 도록』, 2007, 페이지 없음.

222) 고홍규, 『박혜신 ‘사이’ 개인전 도록』, 2007,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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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조와 성찰로서 사유의 의미가 부여된다. 고충환은 격자 형태와 마

름모꼴, 변형육면체의 기하학적 구조와 틀을 현실과 이상을 가름하는 경

계로서 갈등과 분열과 혼란의 와중에 내적 질서를 표상하는 것으로 분석

한다.223)

작화에서 사유에 대하여 형호(荊浩, 생졸년미상)는 『필법기(筆法記)』

에서 그림의 여섯 가지 요결 중의 하나로 “사(思)”를 제시한다. “사란 깎

고 덜고 크게 요약하여, 생각을 응축시켜 사물을 그리는 것”224)과 “번거

로운 꾸밈을 제거하여 큰 요체를 취하는 것”225) 이다. 대상의 내면을 이

해하고 본질을 체득하여 입의(立意)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필법기』에

서의 “사”와 같이 〈사이〉 연구는 현상적 인식을 해체하고 초월하여 대

상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통하여 대지(大知)의 깨달음과 정신적인 유

(遊)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통회화에서 사유의 모습은 주문구(周文矩, 생졸년미상)의 작품으로

전하는 〈문원도(文苑圖)〉[참고도판21] [참고도판22] 에서 볼 수 있다.

주문구는 오대(五代) 남당(南唐)의 화가로서 상류층의 생활을 표현한 인

물화를 주로 남겼다.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문원도〉는 주문구의

작품으로 전하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의 〈유리당인물도(琉璃堂人物

圖)〉(견본채색, 31.3×126.2cm)의 좌측 절반과 구도와 표현이 거의 동일

하다. 이 그림은 8세기의 학자 왕창령(王昌齡)이 그의 친구들과 정원에서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한다.226)

223) 고충환, 앞의 도록, 2009, 페이지 없음.

224) 荊浩, 『筆法記』, 思者, 删拔大要, 凝想形物.

225) 荊浩, 『筆法記』, 去繁其章, 採其大要.

226) 송희경, 『사대부의 만남과 풍류의 장, 아회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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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1] 주문구(周文矩), 〈문원도(文苑圖)〉 좌측확대, 견본채색,

37.4×58.5cm, 북경고궁박물원

[참고도판22] 주문구(周文矩), 〈문원도(文苑圖)〉 우측확대, 견본채색,

37.4×58.5cm, 북경고궁박물원

시회에 참가한 네 명의 선비의 시선은 서로 어긋나며 모두 허공을 향

한다. 가장 오른편의 선비는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을 붓을

든 채 턱을 괴고 바위에 기대어 있다. 먼 허공으로 향한 눈동자는 시상

이 흩어져 있는 선비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 같다. 나무에 기대어 선 선

비의 허공에 꽂힌 시선 역시 선비의 내면을 향한다. 함께 모여 시를 나

누는 과정에서 정신은 개인의 내면세계에 머문다.

강희언(姜熙彦, 1738-1784)의 〈사인시음도(士人詩吟圖)〉[참고도판23]

중 나무 옆에 서서 시상에 빠진 선비의 모습에서도 사유를 볼 수 있다.

〈사인시음도〉는 선비들이 시를 짓는 장면을 그린 사인풍속화이다. 시

짓기, 글쓰기, 활 쏘기, 그림 그리기 등 문무예(文武藝)를 즐기고 겨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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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담은 《사인삼경첩(士人三景帖)》 중 하나이다.227) 사인(士人)의

위엄과 권위에서 벗어나 실제의 생활이 드러난다. 특히 가는 선으로 사

실적으로 묘사된 당대의 의복과 피부의 채색을 통한 음영의 표현이 현장

성을 더하는 것 같다.

[참고도판23] 강희언(姜熙彦), 《사인삼경첩(士人三景帖)》 중 〈사인시음도

(士人詩吟圖)〉, 18세기, 지본담채, 23.1×21cm, 개인

227)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서울 : 다할미디어, 2008), p.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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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하는 모습의 선비는 홀로 서서 나무를 등지고 수염을 매만지고 있

다. 쉽게 떠오르지 않는 시상으로 고심하는 것 같다. 선비들은 긴 돗자리

위에 자유롭게 앉아 있다. 턱을 괴고 옆으로 누워 책을 읽거나 여유롭게

부채를 흔들며 책을 내려 본다. 한쪽 무릎을 세워 쭈그리고 앉아 옆에

선비의 글을 건너보기도 한다. 보는 이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몸을 굽히

고 앉아 글씨에 여념이 없다. 다른 선비는 아예 등을 돌리고 엎드려 있

다. 맨바닥에 넓게 핀 종이로 보아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사이〉연구

는 주문구의 〈문원도〉와 강희언의 〈사인시음도〉에서 시상을 떠올리

는 선비와 같이 사유를 통한 깨달음의 유(遊)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큐브(Cube)의 환기(喚起)와 물화

환기(喚起)란 관심이나 생각을 되살리는 것이다. 생각이나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되살려 불러일으켜진 생각과 의식은 심신을 전환하고

활력을 부여한다. 관성을 해체하고 현상을 초월한다.

장자는 “호접지몽(胡蝶之夢)”에서 지각적 현상의 전위(轉位)를 통하여

현실의 가상(假想)성에 대하여 말한다. “호접지몽”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거웠던 이야기로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

인지 생각한다.228) 이것은 대상과 지각 주체의 거리가 없어진 상태의 인

식, 인식 주체의 비실재성에 대한 자각,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화라고 순

환하는 만물의 이치로서 물화(物化)를 의미한다. 물화는 현상계에 대한

인식론적 해체이자 초월로 만물을 도의 일시적 현현(顯現)과 명멸(明滅)

228) 『莊子』 「齊物論」, 昔者莊周夢爲胡蝶, 翉翉然胡蝶也, 自喩適志與, 不知周

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

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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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여 현실에서 자유롭게 한다.

2008년에서 2009년의 〈이도공간(異道空間)〉[작품도판7] 연구는 정방

형 입방체, 즉 정육면체의 큐브(Cube) 속에 공간을 재구성하여 환기를

시도하였다. 제목의 〈이도공간〉은 ‘반쯤 기울어진 공간’, ‘현실과 다른

공간’, ‘이상계에 진입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동물 또는 동화 속 캐

릭터가 여행지의 풍경 또는 체스판 무늬의 큐브에 등장한다. 현실과 가

상의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다.

[작품도판7]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70×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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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랬다. 찾고 있었다.

무엇이었을까? 어디에서 봤지?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몰디브의 해안, 야자수 사이에 있었을까?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친구들과 사막여행에 두고 왔던가?

캄보디아의 비포장 도로, 프랑스 남부의 시골마을, 피츠로흐

리 교외의 숲길..

로마 사원의 회랑 사이로 선명한 하늘에서 봤던 것도 같다.

그것은 한밤에 긴 복도 끝에서 마주치는 환영,

달콤한 초콜릿 가게와 시골집일지도 모르겠다.

앨리스가 백설공주를 만날지도 모른다.

그곳은 여기인지도 모르겠다.229)

소재의 전치와 전위,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과 풍경의 재구성으로 공

간에 의한 환기를 시도하였다. 일상공간에 동물과 만화의 캐릭터를 혼합

하여 공간에 대한 각성(覺性)을 시도하였고, 일상을 벗어난 여행과 휴양

의 새로움으로 심리적 전환을 의도하였다. 큐브의 면마다 풍경을 조합하

여 가상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익숙한 공간을 해체하여 현실의 초월감을

시도하였다. 장자의 물화와 같이 성심을 해체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대상

에 동화됨으로써 인식주체의 비실재성과 변화와 순환의 순리에 대한 인

식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고충환은 〈이도공간〉의 큐브에 대하여 현실과 이상 또는 의식적인

229) 박혜신, 작가노트, 『박혜신 ‘이도공간’ 개인전 도록』, 2009,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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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무의식적인 나를 나누는 경계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상

징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한다. 큐브는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제약으로서

자신을 억압하는 계기인 동시에 현실적 제약을 돌파하게 해주는 무의식

적이고 이상적인 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도공간〉에서 시도

한 공간구성의 환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사물의 전치를 통

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보이고, 낯설게 하기를 통해 친근

한 일상을 소외시킨다. 바로 의식을 간섭하는 무의식의 실체를 주지시키

기 위함이며, 심안 곧 마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을 알기 때문이다.”230) 일상에서 상식적인 정상으로 통용되는 것을 탈맥

락화하고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초현실적인 상황논리를 표현하는 것은

일상을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익숙한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봄으로

써 환기된 정신은 익숙한 일상에 가려져 왔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회화적 재구성에 대하여 중국 청초의 화승 석도(石濤, 1641-1720?)는

“닮지 않은 닮음〔不似之似〕”을 말하였다. 이것은 생활로부터 유래한

예술의 형상과 생활 속의 실제 물상의 차이, 즉 예술적인 형상의 특수성

을 의미한다. “명산은 유람을 허락하지만 그리는 것은 허락지 않네. 그림

은 반드시 닮고자 하나 산은 언제나 괴이하기만 하네. 신기하게 변환한

몽롱한 사이. 닮지 않은 닮음에 절을 해야지”231)는 생활의 진실과 다른

예술의 진실이다. ‘신기하게 변환한 몽롱한 사이’란 ‘닮지 않은 닮음’의

예술형상이 산수화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실

제의 산으로부터 왔으나 실제의 산 모습이 아니라 화가에 의하여 ‘신기

하게 변환된 몽롱한 형상’이다. 이 미묘한 표현은 화가의 정련(精練), 개

230) 고충환, 앞의 도록, 페이지 없음.

231) 石濤, 『大滌子題畵詩跋』卷1, 「山水, 題畫山水」, 名山許遊未許畫, 畫必似

之山必怪. 變幻神奇懜懂間, 不似似之當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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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槪括), 전형(轉形)화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예술형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232) 석도가 말하는 “닮지 않은 닮음”과 같이 〈이도공간〉연구

는 큐브 속에 현상적 시공간을 재구성하였다. 현상을 탈맥락화 함으로써

초현실적인 화면을 창출하였다. 현실의 해체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으로 환기의 유를 제공한다. 만물의 변화와 순환이라는 순리에 대한 은

유로서 물화를 의미한다.

전통회화에서 공간적 환기의 유는 〈탐매도(探梅圖)〉에서 볼 수 있다.

〈탐매도〉는 눈 내리는 겨울날 봄소식을 기다리며 매화를 찾아나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른 봄 첫 번째로 핀 매화를 찾아 파교(灞橋)를

건너 눈 덮인 산으로 길을 떠났다는 중국 당대의 시인 맹호연(孟浩然,

689-740)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맹호연은 탈속하고 고아한 선비의 대

명사로 인식되어 〈파교심매(灞橋尋梅)〉, 〈설중탐매(雪中探梅)〉의 모

습으로 그림에 등장한다.

그림에는 눈이 가득 쌓인 적막한 산골에 핀 매화와 나귀를 타고 다리

를 건너는 선비가 등장한다. 매화는 설중매(雪中梅)라고도 하여 송죽(松

竹)과 함께 세한삼우(歲寒三友) 또는 란(蘭) 국(菊) 죽(竹)과 함께 사군자

(四君子)로 불린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뒤틀린 둥치에서 가장 먼

저 작고 고아한 꽃을 피우는 생태적 특징에서 군자의 이상으로 추구되었

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는 충절과 절개를 상징하며 봄의 도착을 가

장 먼저 알리는 순결의 전령사 역할을 한다.233)

선비는 매화와 벗하여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리

고 매화와 더불어 가장 고귀한 충절과 절개, 순결의 의미를 전달받고 싶

232) 葛路 著 姜寬植 譯, 앞의 책, pp.435-436.

233) 김홍남, 「매화논고」, 『탐매... 매화를 찾아서』(서울 : 이화여대박물관,

1998),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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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간다. 추운 겨울에 매화를

찾고자 함은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귀의하여 진정한 도를 추구

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중의 인물은 새로운 세한삼우

의 한 구성원과 같다.234)

[참고도판24] 심사정(沈師正),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 1766, 견본담채,

115×50.5cm, 국립중앙박물관

234) 송희경, 앞의 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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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화가 심사정(沈師正, 1707-1769)의 〈파교심매도(灞橋尋梅

圖)〉 [참고도판24] 역시 맹호연을 모티브로 하여 눈이 덮인 적막한 산

중에 매화를 찾아 떠나는 선비를 그린 것이다. 첫 번째로 꽃피운 매화를

찾아 그 고결함에 동화되고자 추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산중을 헤매는 선

비의 의지와 적막한 산과 눈이 쌓인 나무는 이상을 찾아 떠나는 길에 공

간적 환기를 불러온다. 〈파교심매도〉에서 산중의 추위와 눈 쌓인 나무

가 제공하는 공간의 환기와 같이 〈이도공간〉 연구는 이상향을 찾아 헤

매었던 장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공간적 환기를 시도하였다. 공간의 변

화는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환기의 유를 제공한다. 익숙한 공간

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순리를 따라 변화하고 순환하는 장자의

물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3) 그리드(Grid)의 소요

소요(逍遙)는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목적 없이 그저 이동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단순한 걷기에 의한 이동이

다. 물리적 소요는 정신의 소요로 이어진다.

그리드(Grid)는 수직과 수평으로 분할된 격자로 바둑판의 눈금 형태이

다. 가로와 세로로 일정하게 배열된 교차선은 석쇠 모양의 동일한 크기

의 정방형(正方形)이다. 모눈종이와 같이 수직과 수평으로 균일하게 나눈

공간이 반복된다. 그리드는 시각적 좌표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일정

한 간격마다 설치한 격자선이지만 반대로 좌표가 없을 경우 무한히 반복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무한한 반복은 물리적 이동의 착시를 일으킨다.

그리드는 구조의 균등함에서 크기를 안정시키고 공간을 중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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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격자 형태의 안내선으로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무엇보다 현대에 들어 컴퓨터의 처리능력을 한곳으로 집중

시킬 수 있는 인터넷망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인터넷과 차세대

인터넷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마치 신경조직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제

어하는 것이다. 기존 인터넷서버의 수직구조와 달리 수평구조로 연결된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실용의 측면에서 현대의 비물질적 정

신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작품도판8] 과 〈상구원질도(象求原質

圖)〉[작품도판9] 연구는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바퀴살처럼 내뻗친

방사형(放射形)의 그리드를 원근법에 적용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소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정신을 비물질적 공간으로 확장한 컴퓨터의

공간을 표상하는 그리드의 상징을 가상공간으로 연결하였다. 물질적 하

중이나 지표의 물량(物量)감 없이 표상되는 그리드의 조형으로 가상의

공간을 표상하였다. 그리고 좌표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측면에서 이동의

소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드는 이전 연구 〈이도공간(異道空間)〉[작품도판10] 의 체스무늬

에서 발전하였다. 〈이도공간〉에서 체스판 무늬의 반복으로 착시(錯視)

와 이공간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던 직선의 규칙적 교차배열은 〈상구원질

도〉와 〈무하유지향〉연구에서 체스판 무늬의 검은 판면을 제거하고 망

형의 그리드를 적용하여 가상의 공간성과 이동성을 표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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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37×47cm

[작품도판9]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130×160cm



- 127 -

[작품도판10]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55×45cm,

캔버스에 아크릴, 2009

김미향은 수평과 수직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되는 그리드 구조에서

가상공간과 같은 초월적이고 비현실적 수평적 공간을 본다.235) 이선영은

〈상구원질도〉의 그리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 바닥

의 그리드 구조는 가상성을 강조한다. 그리드는 원초적 대지의 질척이거

나 부드러운 촉각성 대신에 광학적 공간을 펼쳐 보인다. 원근법적 재현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이버 공간 속의 좌표계처럼 드리워진 그물망

은 현실 속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특별한 표식이 없이 반

235) 김미향, 앞의 도록,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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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사막같이 막막한 공간이며, 신기루 같은 환영의 속성이 있다.”236)

규칙적인 간격으로 구획되어 지평선이나 수평선의 환영을 주며 바닥이

뚫린 창살처럼 위태롭고 막연한 공간을 상징한다. 불가사의한 신비를 연

출하는 연극적 무대로서 질서이자 압박이고, 초현실적인 도전을 일으킨

다. 균일하게 골라진 바닥 면은 불안과 공포가 제어된 자연으로서 거칠

것 없이 뻥 뚫린 순순한 부피의 공간은 접촉에 대한 공포를 배제하고 유

년기의 마법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선영은 〈상구원질도〉에서 동양화 자체의 이상성에 더하여 황금시

대의 신화와 같이 자연에 투사된 유토피아를 읽는다. 오묘한 하늘빛을

배경으로 드러워진 야자수와 트인 시야에서 푸른 섬의 낙원을 본다. 섬

은 오염되지 않은 태고의 무구함으로서 모든 것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

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이론적 상으로서 섬으로

표상되는 낙원은 일상과 단절된 순수한 시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원초

의 낙원 상태가 가지는 완전성과 풍부함을 상징하는 야자수에서 낙원의

모델이 되어온 에덴동산의 지혜의 나무와 사막의 오아시스를 떠올린다.

다양한 기상상태를 반영하는 하늘과 대조적으로 변화무쌍한 시공간을 괄

호 치는 바닥의 그리드는 제자리로 오는 반복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본

다.237) 그리드가 펼쳐 보이는 광학적 공간의 무한한 반복에서 순수한 시

공간을 보는 것이다.

심리적 소요와 환기는 전통적으로 산수화의 주요 기능으로 상찬되고

향유되었다. 자연을 유람하고 감상하는 것을 즐겼던 중국 남북조시대 송

나라의 문인화가 종병(宗炳 375-443)은 『화산수서(畫山水序)』에서 “정

신을 펼쳐낼 뿐이다. 정신을 펼쳐내는 데 이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

236) 이선영, 앞의 도록, 페이지 없음.

237) 이선영, 위의 도록,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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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238)라는 창신(暢神)의 효능을 제시하였다. 산수화를 통하여 정신

적 기쁨을 느꼈기에 산수화가 정신의 고양에 가장 좋다는 것이다. 종병

은 나이가 들어 병석에 눕게 되자 “늙음과 병이 함께 이르러 아마도 명

산을 두루 유람하기 어려울 듯하구나, 오직 마땅히 마음을 맑게 하여 도

를 보며 누워서 이를 유람해야겠구나”239) 하며 와유(臥遊)를 말하였다.

산수화의 예술미를 감상하는 것으로 실제 산수의 자연미를 감상하는 것

을 대체한 것이다.240) 이와 같이 〈상구원질도〉 연구는 그리드의 무한

한 반복에서 표상되는 심리적인 소요를 통하여 종병이 말하는 창신과 와

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장자(莊子)는 무하유(無何有)의 무한한 정신공간에서 소요할 것을 말

한다.241) 현상의 관습과 상식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으로 자유롭

게 노니는 것이다. 현실의 공간에서 본질을 통찰하고 개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소요하는 것이다. 현실의 번다함을 제거한 그리드의

공간을 통하여 장자의 유(遊)가 가능한 공간, 자유롭게 노니는 공간, 본

질을 통찰하는 공간, 현실에서 개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공간을 표상하

고자 하였다. 기하학적 그리드와 같은 규칙과 반복, 정확성과 효율성이

끌어가는 현실에서 그리드를 초월하여 그리드의 반복으로부터 심리적 소

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38) 宗炳, 『畫山水序』, 暢神而巳. 新之所暢, 孰有先焉.

239) 張彦遠, 『歷代名畫記』拳6, 宋, 宗炳, 老病俱至, 名山恐難遍遊, 唯當澄懷觀

道, 臥以遊之.

240) 葛路 著 姜寬植 譯, 앞의 책, pp.107-108 참조.

241) 『莊子』, 「知北遊」, 嘗相與遊乎無何有之宮, 同合而論, 無所終窮乎. 嘗相

與無爲乎, 澹而靜乎. 漠而淸乎, 調而閒乎. 廖已吾志, 無往焉, 而不知其所至,

去而來, 不知其所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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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의 물성과 유의 표현

1) 옻칠의 경도(硬度)와 관조

옻칠은 〈108〉 연구에서 옻칠의 견고한 물성을 이용하여 원형의 이미

지를 설치하고 관조(觀照)와 심재(心齋)의 유(遊)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

용하였다. 옻칠은 주로 공예에 사용될 만큼 경도가 높고 보존도가 우수

한 마감재이다. 갈아냄을 통한 회화적 표현이 가능하며 표면의 광택은

영원히 동결된 것과 같은 심미로 관조 또는 심재 등의 정신성의 표현이

용이하다.

옻은 칠(漆)이라고도 하며, 옻나무의 진액을 채취하여 접착제 및 안료

로 사용하는 것이다. 옻칠은 옻산(漆酸 Urushiol), 수분, 단당·다당류, 산

화 효소제를 포함한 단백질 및 소량의 스텔라시아닌(stellcyanin)과 퍼옥

시다제(peroxidase)로 구성된 복합물질이다.242) 옻에 함유된 옻산 성분은

고온에서 산소와 습기와 결합하여 견고한 막을 형성한다.243) 옻산의 결

합조직은 내열(耐熱), 내염(耐鹽), 절연(絶緣) 및 방수(防水), 방부(防腐),

방충(防蟲)의 효과를 지닌다.244) 그리고 피막의 견고성과 광택은 중후하

면서도 화려한 조형적 효과를 낸다.

242) 권순섭, 이정애, 「옻칠의 품질 기준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동방논집』

제3권 제1호(한국동방학회, 2010), pp.100-101.

243) 권상오, 『칠공예-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서울 : 조형사, 1997),

pp.45-58.

244) 조훈상, 김미라, 김정은, 이희승 외, 『한눈에 보는 옻칠』, (서울 : 한국공

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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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칠의 도막강도는 0.65로 일반 화학도료의 도막강도 0.4에 비하여 높

다. 광택이 풍부하여 광전광택은 80%까지 나타난다. 내마모성이 강하여

1㎠당 70㎏의 마찰력에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천연생칠과 도자기 가루

를 등비로 혼합한 후 철판에 접착시키면 접착력이 70㎏/㎠ 이상에 이른

다. 동유나 페놀수지 등의 도막에 비하여 결합구조가 긴밀하므로 미세공

극이 거의 없고 밀봉성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산‚ 알카리‚ 염기‚ 수증기

및 공기에 의한 부식 방지력이 다른 도료에 비하여 강하다.245)

〈108〉 연구는 원형의 나무판에 옻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설치하였

다. 원형 이미지의 벽면 설치는 상념이 떠다니는 듯 한 공간을 연출하였

다. 마치 ‘생각의 방’ [참고도판 25, 26, 27, 28] 에 들어선 것처럼 관조적

시선을 유도하였다. 옻의 영롱한 광택은 마치 망원렌즈나 광학렌즈로 대

상의 내면을 투시(透視)한 듯 한 심미감을 내었다. 그리고 영원 속에 봉

인(封印)한 것 같은 현실에 대한 관조를 일으켰다. 현실에 대한 관조는

현실적인 지식과 욕망에서 거리를 두고 심재와 좌망으로 이어진다.

245) 홍성용, 「現代造形藝術에 應用할 수 있는 傳統 옻漆技法에 관한 硏究」,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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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25, 26, 27, 28] 박혜신, 〈108〉, 2005, 인사아트센터 설치전경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번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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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회화성을 살리기 위하여 공예에서 실용품으로서 내구성을

높이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표현성을 시도하였다. 첫

째, 태판을 흙과 천으로 보강하는 과정을 생략하였다. 태판에 희석한 옻

액을 반복적으로 흡수시키고 경화시켜 바탕재를 완성하였다. 둘째, 정확

한 밑그림과 자개의 모양에 의한 장식을 피하였다. 여러 층의 덧바름과

갈아냄을 퉁하여 드러나는 우연적인 형상에서 감성을 포착하였다. 중첩

된 색면에서 도출되는 형태, 철선에 의한 희미한 선묘와 끊김으로 영감

에 따른 드로잉을 시도하였다.

장자(莊子)는 「달생(達生)」에서 재경이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

하여 관천(觀天)에 의한 ‘이천합천(以天合天)’적 재료 운용을 말한다. 재

경은 창작에 임하기 전 심신(心身)을 재계(齋戒)하고 구상과 입의(立意)

후에 재료를 관찰하여 물성을 직관적 통찰하고 선택하여 제작에 임한

다.246) 이와 같이 연구에서도 옻칠의 물성에 대한 직관적 통찰에서 옻칠

의 경도를 활용하여 회화성과 유의 정신성의 표현에 접목하였다.

석도(石濤)는 의고주의가 만연한 청초에 그의 『고과화상화어록(苦瓜

和尙畫語錄)』에서 “법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有法必有化〕”고

하여 변화(變化)를 강조하였다. 그는 “무릇 일에 기본원칙(經)이 있으면

반드시 수단(權)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한번 그, 기본

원칙을 알면 곧 그 수단으로 변화시키고, 한번 그 법을 알면 곧 변화를

246) 『莊子』 「達生」, 梓慶削木爲鐻, 鐻成, 見者驚猶鬼神. 魯候見而問焉曰, 子

何術以爲焉. 對曰, 臣工人, 何術之有. 雖然, 有一焉. 臣將爲鐻, 未嘗敢以氣

也, 必齊以靜心. 齊三日, 而不敢懐慶賞爵祿. 齊五日, 不敢懐非譽巧拙. 齊七

日, 輒然忘吾有四肢形骸也. 當是時也, 無公朝, 其巧專而外滑消. 然後入山

林, 觀天性. 形軀至矣, 然後成見鐻, 然後加手焉. 不然則已, 則以天合天. 器

之所以疑神者其是已.



- 134 -

이루어야 한다”247)고 하였다. 이것은 법도가 있으면 동시에 운용의 융통

성〔化〕이 있어야 하고, 법과 변화의 관계는 서로 도와 서로를 형성하

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그는 “일찍이 옛것에 빠져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지식이 구속한 것이다. 지식이 닮는 것

에 얽매이면 넓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오직 옛 것을 빌어 지

금을 열 뿐이다”248) 하였다. 옛 것에 빠지면 지식의 닮음에 얽매여 고법

에 속박되고 인식이 고인에 제한된다. 그리하여 “고인의 자취를 배우고

고인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고인을 조금도 넘어설 수 없다”249) “필묵

을 빌어 천지 만물을 그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250) 옛 것으

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법칙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더불어 익힘으로써 변화시킬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석도는 “나는 나의 법을 사용한다〔我用我法〕” 하여 창조를 강

조한다. “내가 나 됨은 스스로 내가 존재함에 있다. 고인의 수염과 눈썹

이 내 얼굴에 생겨날 수 없고, 고인의 폐부(肺腑)가 나의 배 속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나의 폐부를 드러내고 나의 수염과 눈썹을 들어올

리리라. 비록 때때로 모가(某家)를 접촉하기는 하지만 이는 모가가 나에

게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고의로 모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251)고 하였

247) 石濤, 『苦瓜和尙畫語錄』「變化章」, 第三, 凡事有經必有權, 有法必有化,

一知其經, 卽變其權, 一知其法, 即功於化.

248) 石濤, 『苦瓜和尙畫語錄』「變化章」, 第三. 嘗憾其泥古不化者, 是識拘之也.

識拘於似則不廣. 故君子惟借古以開今也.

249) 石濤, 『大滌子題畫詩跋』卷1「山水」跋畫, 師古人之跡, 而不師古人之心, 宣

其不能一出頭地也.

250) 石濤, 『苦瓜和尙畫語錄』「變化章」, 第三. 借筆墨以寫天地萬物, 而陶泳乎

我也.

251) 石濤, 『苦瓜和尙畫語錄』「變化章」, 第三. 我之爲我, 自有我在. 古之鬚眉,

不能生在我之面目, 古之肺腑, 不能安入我之腹腸. 我自發我之肺腑, 揚我之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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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고인이 법을 세웠다면 오늘날의 사람도 법을 세우는 것이 가

능하다며, 각각의 영역에 따라 적용되는 법칙도 다름에 근거한다. “지고

의 경지에 든 사람은 법이 없는데,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법이 없으면

서도 법이 있어야 곧 지극한 법이다”252) 하여 화가는 법을 망각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음을 말한

다.253)

〈108〉과 〈사이〔間〕〉의 연구에서 옻의 회화적 전용에 대하여 고

홍규는 옻칠은 작업내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하며 바탕재에서 완

성에 이르기까지 수십회를 칠하고 갈아내는 면에서 일종의 자기수양 기

법이라고 본다.254) 고충환은 옻칠의 견고한 특성과 완성하기까지 투여되

는 인고의 과정이 삶과 닮았다는 점, 그리고 동양의 천연재료기법이라는

면에서 전통적인 옻칠을 회화적 문법 속에 끌어 들여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내었다고 평가한다.255)

옻은 채취시 유백색을 띄나 점차 혼탁한 고동빛으로 경화된다. 채색에

사용하는 옻은 채도와 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투명한 카라멜 빛으로 가공

하여 안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피부 접촉시 발진(發疹), 붓기, 물집,

가려움 등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므로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복으로 전

신을 가리고, 손은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였다. 접촉하였

을 시에는 바로 기름으로 닦아내고 온수와 비누로 씻어내었다.

眉. 縱有時觸者某家, 是某家就我也, 非我故爲某家也.

252) 石濤, 『苦瓜和尙畫語錄』「變化章」, 第三. 至人無法, 非無法也. 無法而法,

乃爲之法.

253) 葛路 著 姜寬植 譯, 앞의 책, pp.420-430.

254) 고홍규, 앞의 도록, 페이지 없음.

255) 고충환, 앞의 도록,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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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은 주로 목재를 바탕재로 사용하고 수분 60∼70%, 온도 17∼23℃에

서 잘 경화되었다. 농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경화 시 수 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완전 경화 후에 재도포가 가능하여 수십 회 도포할 경우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습도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옻이

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낮을 경우에는 경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

었다. 여름과 같이 덥고 습한 계절과 지역에서 진행이 용이하다. 이외의

기후와 지역에서는 건조장을 이용한다.

건조장은 칠장이라고도 하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옻을 경화시킬

수 있는 설비이다. 경화되는 동안 먼지가 앉지 않도록 밀폐력을 갖춘다.

작은 방에 선반을 짜서 들이고 난방기구와 가습기를 사용하였다. 또는

나무로 큰 선반을 짜고 두꺼운 비닐을 덮어 난방기구와 가습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온장고와 같은 설비에서 온도와 습도의 자동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전기와 습도로 인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탕재는 태판이라고 하여 옻의 경도를 지지할 만큼 강도를 지녀야 한

다. 태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천을 접착하고 옻에 갠 고운 흙을 바르고

굳히고 사포로 갈아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경도와 접착력을 높이기도 한

다. 옻칠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삼베, 종이, 도자기, 금속, 가죽, 대나무 등

도 바탕재로 사용할 수 있다.

붓은 귀얄이라는 돼지털솔로 넓은 형태를 사용하였다. 붓대 속으로 끝

까지 털이 매여 있어 옻의 높은 점성에도 털이 빠지지 않는다. 붓이 닳

아서 짧아지면 겉면의 나무를 깎아서 털을 내어 사용하였다. 이외의 세

부 묘사는 세밀하고 작은 유화용 둥근 붓을 사용하였다. 유화용 붓은 옻

의 장력에도 털이 빠지거나 끊기지 않는 편이다.

칠주걱은 얇고 넓은 판형이다. 단단한 목질의 은행나무나 흰색 플라스

틱 등이다. 옻과 안료를 개거나 붓에 배인 옻과 안료를 밀어낼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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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크기 별로 여러 가지를 구비하여 색상 별

로 사용하였다. 넓은 유리판 위에서 사용해야 스미지 않고 닦아내기 좋

았다.

옻은 자체의 어두운 색상으로 인하여 명도와 채도가 낮다. 따라서 안

료는 발색을 높인 옻칠용 튜브 물감이나 안료를 투명하게 코팅하여 사용

하였다. 코팅하면 입자가 굵어져서 발색이 선명해지고 다양한 색상을 만

들 수 있다. 그러나 옻은 수 해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

명해지고 명도와 채도가 높아졌다. 대용품으로 만든 카슈와 페인트 및

에나멜 등에 비하여 중후하고 고담한 천연재료의 색감을 표현할 수 있었

다.

옻을 희석할 때는 송정유 등의 희석제를 사용하였다. 금방 휘발되므로

사용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경화를

막기 위해 비닐이나 유산지로 옻에 산소와 습기가 접촉하는 것을 막았

다. 희석제는 반드시 밀폐하여 휘발을 막고 전기와 멀리 보관하여 화재

를 예방한다.

이상에서 옻의 사용을 위한 준비물은 옻(칠), 안료, 희석제(송정유), 칠

주걱, 유리판, 붓, 유산지, 비닐, 칠장, 태판, 천, 흙, 사포, 물, 물통, 마스

크, 면장갑, 고무장갑, 작업복 등이다. 작업복과 면장갑 고무장갑을 착용

하고 유리판 위에서 재료를 다루었다. 나무를 이용한 태판의 제작은 다

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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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포질 : 바탕재로 사용할 나무판의 표면을 #220의 사포로 갈아낸다.

② 칠바르기 : 옻을 희석하여 나무판에 칠하고 칠장에서 말린다. 옻이 나

무판에 스며들어 내구성이 높아진다.

③ 재칠하기 : 필요한 두께의 막이 형성될 때까지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

한다.

④ 그리기 : 완성된 태판에 옻 또는 옻에 갠 안료로 이미지를 그리고 칠

장에서 말린다. 옻액을 두껍게 올리면 경화 후 표면에 주름

이 잡힌다. 표면만 먼저 경화되어 수축하고 내부는 액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⑤ 갈아내기 : 옻이 마른 나무판에 물을 축이고 #320 또는 #400의 사포

로 갈아낸다. 매끄럽게 경화된 옻의 표면을 갈아서 돌기를

만들어 새로 덧바르는 옻의 접착력을 높이는 것이다.

⑥ 재칠하기 : 원하는 이미지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말려서 갈아내기

를 반복한다. 옻칠은 한 번에 두껍게 바르기 보다는, 여러

회 거듭하여 도막을 형성하면 좋다. [참고도판29] 와 같이

밑칠, 초칠, 중칠, 최종칠의 구조가 형성된다. 중칠은 횟수

에 관계없이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때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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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29] 옻칠화의 제작 구조

⑦ 자개붙이기 : 이미지에 자개(전복껍질)가 필요한 경우 도안한 종이를

얹어 자개를 실톱으로 잘라내고, 아교를 칠하여 인두로

붙인다.

⑧ 아교빼기 : 자개 밖으로 묻어나온 아교를 100℃의 물을 적셔 닦는다.

⑨ 칠바르기 : 자개를 붙인 곳에 옻을 덧칠하여 단단히 붙인다.

⑩ 광내기 : 마무리 단계에서 #600 #1000 #2000의 사포로 단계별로 갈고

연마제로 수십회 문지르면 매끄러운 표면과 영롱한 광택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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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구에서는 주로 옻의 경도에서 기인하는 갈아내기 방식과 광

택(光澤) 그리고 수묵의 운필(運筆)을 적용하였다. 옻에 의한 운필의 시

도는 갈필(渴筆) 또는 일필(一筆)과 유사한 표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수묵에서 수분과 삼투로 인한 모필(毛筆)의 자취와 달리 옻의 점도와 경

도에 의하여 안료가 표면에 얹히며 획의 분절이 일어났다. 선묘나 색이

중첩된 여러 층을 갈아내는 것은 [참고도판30] 과 같이 도막 두께의 차

이에서 우연적이고 자유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마무리 과정에서

도막의 연마를 통한 매끄럽고 영롱한 표면의 광택은 투영과 봉인의 미감

으로 관조의 정신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연마 전

연마 후

[참고도판30] 옻칠화의 연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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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도의 옻을 묽게 희석하여 수묵과 같은 운필로 회화적 드로잉을

실험하였다. 나무는 종이에 비하여 스미지 않고 옻은 희석하여도 먹물보

다 점도가 높아서 운필에 저항이 있었다. 발묵(潑墨), 파묵(破墨)의 농담

은 불가능했고, 공필(工筆)의 섬세한 묘사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뜻밖

에 스미지 않는 나무와 옻의 높은 점도로 인하여 [작품도판11, 12] 와

같이 수묵의 최고의 경지라 할 수 있는 일필(一筆), 감필(減筆)과 유사한

운필의 효과를 내었다.

좌 [작품도판11]〈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2.5cm

우 [작품도판12]〈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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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묘는 짙은 농도의 옻액을 바른 후에 굳기 전 뾰족한 나무막대기로

선을 그었다. 선을 그은 색면을 경화시키고, 그 위에 다른 색면을 덧칠하

였다. 선이 파인 자리를 다른 색상으로 채운 것이다. [작품도판13, 14] 와

같이 회화적인 드로잉이 표현되었다.

좌 [작품도판13]〈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2.5cm

우 [작품도판14]〈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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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묘 없이 색면을 바르고 경화시키기를 반복하여 여러 층의 색면을 형

성하기도 하였다. 중첩된 색충을 갈아내면 도막 두께의 차이에서 [작품

도판15, 16] 와 같이 자유로운 색면의 형상이 나타났다.

좌 [작품도판15]〈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40cm

우 [작품도판16]〈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2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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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과정에서 연마제와 밀가루 그리고 천으로 표면을 수십회 연마

하여 광택을 만들었다. 옻의 매끄러운 표면과 영롱한 광택은 [작품도판

17, 18] 과 같이 대상을 투시하고 봉인한 듯 한 관조적 시선을 표현할

수 있었다.

좌 [작품도판17]〈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5cm

우 [작품도판18]〈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6cm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옻칠로 형성한 이미지의 설치에서 생각의 방

과 같은 관조, 거울과 같은 표면의 매끄러움과 투명함에서 내면의 투시,

현실을 영원 속에 봉인 한 것과 같은 영롱함으로 관조와 심재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갈아냄을 통하여 우연하고 자유스러운 표현과 일필과

감필의 적용으로 옻칠의 회화적 변용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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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묵의 삼투(滲透)와 자오

수묵은 〈상구원질도(象求原質圖)〉와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연

구에서 소요(逍遙)와 자오(自娛)의 유(遊)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

다. 만물의 변화와 순환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을 비운 상태에서 자적(自

適)하고 소요하는 경지는 자연적인 재료를 통하여 표현과 전달이 용이하

다. 결이 드러나는 한지의 자연적 물성, 지필묵(紙筆墨)의 삼투(滲透)에

의한 표현의 일회성과 그에 따른 기법의 숙련, 그리고 고도의 정신성이

그것이다.

동양화의 붓은 족제비 등의 동물 털을 나무대 속에 묶어서 고정한 형

태이다. 털이 길고 부드러워 섬세한 표현에 적합하다. 먹은 소나무를 태

운 그을음을 모아서 아교로 굳혀 만든다. 아교는 물고기 부레에서 추출

한 접착성분이다. 벼루는 딱딱한 돌의 중앙을 움푹하게 파고 편편하게

갈아서 만든다. 벼루에 물을 넣고 먹을 갈아서 검은 잉크를 사용한다.

[참고도판31] 순지 섬유구조 전자현미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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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나 장지의 전통종이는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직조 방식이다. 닥나

무의 섬유를 와해하여 통발로 떠서 만든다. 닥나무의 장섬유가 여러 방

향으로 겹쳐지므로 내구성이 높고 오래 보존된다. 손으로 찢기지 않을

정도로 질기고 [참고도판31] 과 같이 섬유의 올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있다. 여러 층의 섬유 사이로 안료의 고운 입자가 스며든다. 붓의 속도,

물과 안료의 비율에 따라 스밈의 깊이와 넓이가 조절된다. 섬유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탕에 자연적인 안착방식과 코팅하지 않는 마무리는

따스한 물성으로 드러난다.

한원미술관 큐레이터 박옥생은 현대문화가 봉착한 문화현상에 있어서

동양화 속에서 인간과 현대문명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동양

화의 재료와 표현성은 인간의 안락과 평안 등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지의 따뜻하고 고요한 감성은 어머니와 고향으로의 향수를 자극

한다. 이는 물질문명과 도시문화에서 필연적으로 회귀되는 고향으로의

그리움에 부합한다.

수묵은 얇은 바탕재에 안료가 스며드는 물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일회

성을 지닌다.256) [참고도판32] 와 같이 화면에 먼저 그어진 먹이 한지의

내부 공간을 차지하여 나중에 그어진 먹이 이전의 형태를 덮지 않는다.

수분이 건조되기 전에 덧그으면 먼저 그은 획의 주변에 하얗게 띠가 나

타난다. 먹의 입자에 비하여 가벼운 물의 입자가 멀리 퍼진 흔적이다. 삼

투에 의하여 번지고 얼룩이 남고, 지우거나 수정할 수 없다. 재료운용과

표현에 고도의 숙련이 수반된다. 한 획으로 대상의 형태, 농담에 의한 색

채와 기운을 모두 표현한다. 연구자의 철학, 사상, 감성, 필력이 한 획에

256) 김선영, 「평담(平淡)사상과 수묵담채화(水墨淡彩畵)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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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표현의 일회성은 연구자의 내면과 대상의 기운, 붓의 운동을

여실히 드러내어 정신성으로 직결된다.

[참고도판32] 순지 삼투현상 전자현미경 확대

장자는 「양생주(養生主)」에서 포정(庖丁)이 해우(解牛)하는 과정에서

천리(天理)에 의한 유적 기교 운용을 말한다. 포정은 오랜 시간의 연마를

통하여 대상과 도구를 잊은 정신의 경지를 보여준다. 포정의 해우는 대

상과 마음의 거리가 사라지고 도구를 잊을 정도의 숙련된 경지에서 공리

적 실용성을 떠난 정신적 유희를 보여준다. 심(心)에 도달하여 사물과의

대립이 없어지고, 심과 수(手) 간의 거리가 해소되어 정신이 노니는 자유

의 경지이다.257)

257) 『莊子』 「養生主」, 庖丁爲文惠君解牛,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履, 膝

之所踦, 砉然嚮然, 奏刀騞然, 莫不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文惠

君曰, 譆, 善哉, 技蓋至此乎. 庖丁釋刀對曰, 臣之所好者道也, 進乎技矣. 始

臣之解牛之時, 所見無非牛者. 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 方今之時, 臣以神遇

而不以目視. 官知止而神欲行. 依乎天理, 批大却, 道大窾, 因其固然. 技經肯

綮之未嘗, 而況大軱乎,--謋然已解, 如土委地. 提刀而立, 爲之四顧, 爲之躊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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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대의 서화론가 장언원(張彦遠 815-879)은 『역대명화기(歷代名

畵記)』에서 고개지의 용필을 논하여 “뜻이 붓보다 먼저 있고 그림이 다

해도 뜻이 남아있다”258)고 하였다. 화가의 사상과 감정은 용필을 지배하

기 때문에 뜻이 붓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화가의 뜻과 사상은 용필을

이끌고, 붓은 주제와 사상을 표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그

림이 가슴 속에 있어야 그림을 그릴 때 정신이 이어지고 단숨에 그려 뜻

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재료의 특성상 다시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뜻이 붓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문동(文同

1018-1099)의 “가슴 속에 대나무가 이루어져야 한다[胸中成竹]”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장언원은 오도자의 그림에 대하여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오로지 한

가지에만 마음을 썼기”259) 때문에 마음을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무릇 생각을 움직여 붓을 휘두를 때에 스스로 그리는 것을 의

식하면 더욱 그림을 잃게 된다. 생각을 움직여 붓을 휘두를 때 뜻이 그

림에 있지 않아야 그림을 얻을 수 있다”260)하였다. 작가의 철학과 수양,

재료기법의 숙련에서 정신과 대상의 조우를 일회에 드러낼 수 있음을 말

하는 것이다.

수묵의 질료에 있어서 삼투의 물리적 특성은 파묵(破墨)과 발묵(潑墨)

의 형식에서 잘 드러난다. 파묵은 담묵으로 그리고 건조되기 전에 농묵

을 가하여 이전의 형태를 깨트려 표현한다. 형태를 깨트리는 파격과 농

滿志. 善刀而藏之.

258) 張彦遠, 『歷代名畵記』卷3 「論顧陸張吳用筆」, 意存筆先, 畫盡意在.

259) 張彦遠, 『歷代名畵記』卷2 「論顧陸張吳用筆」, 守其神, 專其一.

260) 張彦遠, 『歷代名畵記』卷2 「論顧陸張吳用筆」, 夫運思揮毫, 自以爲畫, 則

愈失於畫矣. 運思揮毫, 意不在於畫, 故得於畫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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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미묘한 번짐에서 형태가 상징하는 전형성을 탈피하여 정신성을 극

대화한다. 발묵은 붓에 먹물을 듬뿍 머금고 먹을 퍼트려 표현한다. 형태

를 벗어나 생명력과 심상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 삼투에 의한 파묵

과 발묵의 조형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신성은 중국 청초에 활동한 명의

유민화가 팔대산인(八大山人, 1624년-1703년)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팔대산인의 명의 종실로서 망국의 한을 그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풀

어내었다. 그의 대표적 작품 《안만책(安晩册)》 중 〈조석(鳥石)〉[참고

도판33] 은 눈을 지그시 감고 세상을 외면한 채 부리를 몸통에 박고 조

는 새를 그린 것이다. 이민족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무관

심과 침묵이라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풍자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상징적

소재와 구도, 농묵(濃墨)과 담묵(淡墨)에 의한 형태와 중량감, 그리고 선

미(線美)와 여백(餘白)에 의하여 작가의 화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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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3] 팔대산인(八大山人), 《안만책(安晩册)》 之三 〈조석(鳥石)〉,

1694년, 지본수묵, 27.9×31.8cm, 日本泉屋博古館藏

특히 삼투에 의한 흰 윤곽과 발묵과 파묵에 의한 정신성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새의 턱에 있는 흰 윤곽은 화면에 먼저 턱을 그린 후 바로 이

어 목을 그렸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턱을 그렸을 때 먹의 입자보다

가벼운 물의 입자가 먹으로 드러난 턱의 형태보다 멀리 퍼져 바탕지의

섬유공간을 차지하므로 나중에 더해진 목이 턱의 형태를 덮지 않고 흰

윤곽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투에 의한 선후의 시간성은 새

의 오른쪽 어깨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 새의 아랫배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흰 윤곽을 통한 형태와 양감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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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새가 딛고 있는 지표를 처리한 발묵과 파묵은 형태와 양감, 촉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형태를 초월하여 내면의 끝 모를 수심을 전한다.

[참고도판34] 양해(梁楷), 〈이백음행도(李白吟行圖)〉, 13세기경, 지본수묵,

81.1×30.5cm, 도쿄국립박물관

수묵삼투의 표현의 일회성은 중국 남송의 화원이었던 양해(梁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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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10?)의 감필(減筆)에서 잘 드러난다. 양해는 극도로 간략한 선묘

인 감필로 〈이백음행도(李白吟行圖)〉[참고도판34] 를 그렸다. 간결하고

대담한 필치로 당대의 시인 이백이 시상에 잠긴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배

경이 없는 공간에 옆으로 선 이백의 모습은 머리와 몸만 그려졌지만 머

리를 약간 젖히고 시구를 떠올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걸

음에 따라 자연스러운 몸의 율동감과 내면의 활력이 느껴진다. 얼굴은

섬세한 필치로 생동감 있게 그려졌고, 의복은 굵고 간략한 선으로 재빠

르게 그려져 뒷짐지고 걸어가는 이백의 자태를 드러낸다. 필치의 다양함

과 머리의 초묵(焦墨)에서 의복의 담묵(淡墨)까지 먹의 변화는 생략과

절제 속에서 역동성을 느끼게 하며 이백의 낭만적인 기질과 자유로운 성

품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수묵삼투의 표현의 일회성이 가져온 정신성은 중국 원말의 산수화가

예찬(倪瓚 1301-1374)의 화론에서 잘 드러나다. 예찬은 수묵의 정신성을

‘흉중일기(胸中逸氣)’, ‘불구형사(不求形似)’, ‘요이자오(聊以自娛)’로 표현

하였다. 흉중(胸中)이란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담아 심성과 선비의 기

운을 드러내는 것이다. 붓보다 뜻이 먼저 있어 인품과 재질, 학식 등 창

작자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과 같다. 일기(逸氣)란 예술가의 정신세계

와 도덕, 수양, 기질 등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술 경계를 가리키는 용

어이다.261) ‘불구형사(不求形似)’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대상물의 형상

을 닮게 그리려 하지 않는 것이고, ‘요이자오(聊以自誤)’란 잠시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의 무아지경의 경지를 말한다.262)

예찬은 “나의 대는 오직 가슴 속의 일기를 그릴 뿐이니, 어찌 그 닮음

261) 김순섭, 「예찬의 ‘일기(逸氣)’ 회화 미학 소고」, 『韓國思想과 文化』제82

輯(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p.300-304.

262) 지순임, 「예찬의 회화 미학」, 『美學·藝術學硏究』, Vol.16(한국미학예술

학회, 200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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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니 닮음, 잎의 무성함과 성김, 가지의 기움과 곧음을 비교하겠는

가?”263) “그림이라는 것은 일필로 대략 그려서 형사를 구하지 않고 오직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264)고 한다. 이것은 정신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구

양수의 “뜻을 얻고 형을 잊는다”265)와 같은 의미이다.

석도는 “예찬의 그림은 마치 물결 속의 모래나 계곡의 돌이 구르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듯이 자연에서 나와 한 가닥의 적막하고 맑은 기가 차

갑게 사람에게 닥쳐온다. 후세 사람들은 한갓 그 마르고 적막하며 쓸쓸

하고 적은 것만 본뜨는데, 이것이 그림에 심원한 정신이 없는 이유이

다”266)고 예찬 수묵의 정신성을 평한다.267)

263) 倪瓚, 『淸閟閣全集』卷九, 余之竹, 聊以寫胸中逸氣耳, 豈復較其似與非, 葉

之繁與疏, 枝之斜與直哉. 〈雲林生疎竹圖〉

264) 倪瓚, 『淸閟閣全集』卷十, 僕之所謂畫者, 不過逸筆草草, 不求形似, 聊以自

娛耳.

265) 歐陽脩, 『歐陽文忠公文集』卷6, 「盤車圖」, 古畫畫意不畫形.

266) 石濤, 『大滌子題畫詩跋』卷1, 倪高士畫, 如浪沙谿石, 隨轉隨注, 出乎自然,

而一段空靈淸潤之氣, 冷冷逼人. 後世徒摹其枯素寒儉處, 此畫之所以無遠神也.

267) 葛路 著 姜寬植 譯, 앞의 책, pp.32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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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5] 예찬(倪瓚), 〈용슬재도(容膝齋圖)〉, 1372, 74.2×35.4cm 臺北故宮

博物院所藏

예찬 산수의 정신성은 〈용슬재도(容膝齋圖)〉[참고도판35] 에 잘 드러

난다. 용슬재는 ‘무릎(膝) 만을 허용(容)할 만한 작은 집(齋)’이라는 뜻으

로 세속의 물욕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공간이다. 그림 속 용슬재는 텅

비어 쓸쓸하고, 그 주변은 고요한 수면과 나무 몇 그루뿐이다. 나무의 마

른 측필(側筆)로 그은 칼칼한 필선은 절제와 담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산과 바위의 절대준(折帶俊)은 산수에 투명한 이미지를 준다. 〈용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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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실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찬의 마음속에 떠오른 심상(心象)으로

탈속과 무욕의 상징의 정신적 경지인 것이다.268)

역사적으로 수묵은 본질의 표현을 목표로 하여 그에서 파생된 조형적

특징을 지닌다. 수묵은 중국의 유가사상과 노장사상에 불교의 선종사상

이 유입되면서 정신성이 부여되었다. 선종은 현실을 낙원으로 생각하고

주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득의(得意)의 대상이라 보아 감각

적인 재미를 뛰어넘어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중국 당대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王維, 699?-759)가 파묵(破墨)을 사

용하면서 먹은 미묘한 농담의 층차를 통해 만색(萬色)을 대신하였고, 색

이상의 의미를 지닌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무색(無色)이 되었다. 당대에

들어 중국 당대의 화가 장조(張燥), 왕묵(王墨), 항용(項容)에 의해 사용

된 발묵(潑墨)은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여 자신을 잊고 작품에 몰입하는

경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묵은 기운생동(氣韻生動), 선

(線), 묵(潑墨), 여백(餘白)의 조형적 특징을 통하여 대상과 작가의 정신

과 합일되며 내면성을 이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묵에서 기운생동은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서 운(韻)의 흐름에 의해서

기(氣)가 움직인다. 대상과 작가와의 기운의 흐름에 의해서 대상을 사생

하고 작품을 창조할 때 창조적인 기가 흘러야 고차원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더불어 역동감 있는 운필과 적절하게 농담이 변화하는 용묵을

구현하면 허(虛)의 공간을 통해 기운이 생동한다.

중국 동진의 화가이자 문필가인 고개지가 그림에 전신이 깃들게 해야

한다고 논하면서부터 의미가 부여된 선은 선 자체가 지닌 음양과 속도에

의해 생기는 리듬감으로 인해 선만으로도 작품성을 지닌다. 오도자는 관

268) 고연희, 앞의 책,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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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던 대상을 보이지 않는 기를 받아 새로운 인식의 단계에서 빠르게

운필하여 강약, 음양, 속도감을 가진 선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후 선

은 굵기, 장단, 각도뿐만 아니라 농담에 의하여 빛과 음영, 리듬과 입체

감을 표현하였고, 차츰 대상이 가진 정수와 정신의 간결함과 담담함을

담았으며, 조화와 통일감을 표현하여 속도감과 역동성을 겸비한 일격의

미를 창출하였다.

수묵은 형태를 감각적으로 장식하고 보완하지만 초월을 표현 할 수 없

었던 색채를 대신하여 만색을 포괄한 무색으로서 대상을 넘어서 정신을

표현하였다. 파묵은 전형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발묵은

흉중에서 골법용필(骨法用筆)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단계로서 선종

의 정신과 접목되어 모든 상황이 예술일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

수묵에서 공간은 형태를 이루고 남은 여백이 그려진 대상과 서로 어우

러져 묘경을 이루면서 그려진 실만큼 허를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노장

사상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이나 선종사상의 불립문자(不立文字)가 결부

되면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중시하여 정신의 기운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묵의

여백은 전후의 원근 뿐 아니라 실체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이끌

고, 강약의 대비와 공간의 넓이를 함축한다.

수묵 재료의 물성에서 비롯된 정신성과 기운, 선, 먹, 여백 등의 특질

을 지니는 〈상구원질도〉[작품도판19] 연구의 미학에 대하여 김미향은

수묵의 본질적 표현, 득도의 과정으로써 예술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의 섭

리에 대하여 보고 느낀 철학을 먹과 붓으로 표현하였다고 평한다. 선과

여백에 따른 공간의 자유로운 변이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상향을 제

시하며, 흑과 백, 허와 실, 성김과 치밀함, 큰 여백과 작은 여백, 감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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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등의 상반되는 요소가 만들어 내는 조화로운 수묵의 차분하고 담담

한 화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한 정신세계

로 안내한다고 분석한다.269)

[작품도판19]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45×80cm

〈상구원질도〉는 수묵의 재료와 그리드의 공간적 설정으로 소요의 표

현을 실험하였다. 〈상구원질도〉 연구의 네 가지 소재는 야자수, 코끼

리, 그리드, 하늘이다. 덧그리거나 수정할 수 없는 수묵 재료의 물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대상을 먼저 작화하였다. 첫 째

로 야자수를 몰골(沒骨)의 방식으로 운필하였다. 몰골은 한 획의 농담으

로 대상의 윤곽과 양감을 모두 표현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낙원으로

269) 김미향, 앞의 도록,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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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는 섬, 문명의 번다함으로부터 격리된 곳, 휴양지의 야자수 아래서

느꼈던 일상의 번뇌를 날리는 듯 한 바람이 주는 청량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야자 잎의 자유로운 날림과 부대낌 때론 엉클어지는 움직임을

획의 운율에 따른 몰골의 필획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두 번째로 휴양지의 상징인 코끼리는 구륵(鉤勒)의 방식으로 운필하였

다. 윤곽을 그리고 내부에 채색하는 방식이다. 코끼리는 휴양지 즉, 문명

으로부터 벗어난 순수성과 원초성 그리고 자유로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로서 현실의 무게를 의미한다. 현실의

부대낌을 승화하고자 하는 희망을 이러한 중의성을 지닌 코끼리의 천진

한 아이와 같은 표정과 정신적인 유희로 형상화하였다.

세 번째로 지평을 이루는 그리드는 처음에 자를 이용하여 앞면에 백묘

(白描)로 운필하였으나 후에 뒷면에 연필로 그리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물의 부드러운 털을 나무의 대에 꽂아 만든 모필의 특성상 가늘고 균

일한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하였다. 삼투에 의하여 얇은 바탕재에 스며드

는 한지의 물성에 따라 수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자를 이용하여 연필

로 그리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연필심의 흑연이 화면에 번지거나 지워지

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뒷면에 그렸다. 그림을 완성한 후 배접을 통

하여 뒷면의 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동시에 얇은 바탕재의 두께만

큼 투명한 공간의 깊이를 연출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일단 그렸던 연

필선을 지울 경우 표면은 지워지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한지의 닥나무

섬유 사이로 스며든 흑연가루가 배접 후에 드러나 수정 전의 그리드가

나타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 작화의 대상은 하늘로 선염(渲染)의 원리를 이용하여 채색하였

다. 선염은 붓의 흔적이 없도록 색을 칠하는 방법이다. 색칠하고자 하는

면적에 붓으로 물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색을 칠하였다. 붓 자국이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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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화하는 효과를 내었다. 물이 충분히 스몄던

화면은 실제의 삼차원과 같은 공간감을 나타내었다.

[작품도판20]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

묵담채, 47×37cm

묵희(墨戱)에 의한 자오의 표현을 실험한 〈무하유지향〉[작품도판20]

연구는 묵희와 그리드, 그리고 하늘로 구성된다. 작화의 순서는 얇은 바

탕재에 스며드는 한지의 물성에 따라 화면의 앞에 위치하는 묵희를 먼저



- 160 -

처리하고, 그리드를 설정한 후에 하늘을 채색하였다.

묵희는 먹에 의한 유희이다. 먹을 사용면서 무아의 경지에서 정신적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번지고 수정할 수 없는 붓과 먹을 다루면서 손과

대상을 잊어야 하는 만큼 도구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 또한 작가의 감

정과 사상, 그것을 드러내는 대상의 외형과 본질에 대한 통찰도 요구된

다.

창공에 펼친 묵희는 한 붓으로 대상을 드러내는 몰골의 운필을 사용하

였다. 〈상구원질도〉에서와 같이 그리드는 한지의 뒷면에 자와 연필을

사용하였고, 하늘은 선염하여 구름을 드러내었다. 〈상구원질도〉가 지상

에서 소요하고 하늘의 공간을 배경으로 처리한 것에 비하여 〈무하유지

향〉은 구름에서 소요하며 하늘의 공간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묵삼투의 일회적 표현과 재료기법의 숙련

에서 기인하는 정신성에서 소요와 자오를 표현할 수 있었다. 몰골과 구

륵과 백묘 그리고 선염으로 대상을 재현하고, 발묵과 파묵의 추상과 농

담과 흑백의 대비에서 정신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상향을 향

한 소요와 무아지경의 자오를 포용하는 수묵의 포근하고 따뜻한 감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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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연구는 유(遊)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으로 좌망(坐忘)적 은일(隱

逸)공간과 물화(物化)적 가상(假想)공간의 이론과 그 표현을 살펴보았다.

장자(莊子)의 유는 정신적 자유로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다운

삶의 방편으로 가치가 있었다. 은일공간은 현실에서 심리적 물리적 거리

를 통하여 현실적 지식과 욕망을 잊음으로써 현실로부터 자유를 부여하

였다. 가상공간은 현상의 이면에 대한 인식으로 현실적 경험을 초월하고

현실적 지식을 해체하여 현실로부터 자유를 부여하였다. 유를 통한 현대

사회 속 이상향 연구는 맹목과 피로를 양산하는 자본과학기계문명과 자

유로운 공존을 위한 안식과 통찰의 정신공간으로서 의의가 있었다.

유를 구가할 수 있는 현대사회 속 이상향인 좌망적 은일공간은 몸이나

마음을 숨겨서 한가로이 하는 공간이다. 세상사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세상적 지식과 욕망을 잊는다. 자신을 외부에 맞추지 않고, 내면의 필요

와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로부터 초연하여 정신적인 자유와 양신을 구할 수 있다.

장자(莊子)는 심은(心隱)으로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말

하였다. 현실 속에서 개체의식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백거이(白

居易)는 중은(中隱)으로써 현실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도연명(陶淵明)의 현실로부터 마음을 멀리하는 심원(心遠), 정호(程

顥)의 정관(靜觀)을 통한 달관, 당경(唐庚)의 무사(無事)의 자오(自娛)에

서 은일의 탈속적 삶을 볼 수 있다. 은일의 심원하고 무사한 삶은 자연

을 정관하고 만물을 자득하여 자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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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통하여 은일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심재와 좌망은 세상적인 지식과 욕망을 잊는 방식이자 상태로 은일의 전

제가 되었다. 심재하여 현실적 지식을 잊고, 좌망하여 현실적 욕망조차

잊으면 마음이 허정(虛靜)해 진다. 허정한 마음은 만물을 정관하고 본질

을 깨닫는다. 본질을 깨달아 외물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다.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는 매화가 만발한 서옥의 풍경으로 작화의

배경과 은일지의 자연환경 그리고 소요(逍遙)와 자적(自適)의 행위의 측

면에서 좌망적 은일공간의 성격을 지녔다. 〈매화서옥도〉는 매화를 처

로 삼고 학을 자식 삼아 은일했다는 임포를 도상(圖像)으로 한다. 특히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와 현실적 좌절에 대한 심리적 위안처의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하여 조선후기 근대화 물결 속에 경제력을 갖춘 신 지식층

으로서 여항(閭巷)문인들의 소동파(蘇東坡)의 매화애에 대한 연모(戀慕)

를 반영한다. 서옥은 외딴 곳에 위치한 책방으로 세속과 절연한 은일지

이다. 눈이 덮인 산과 언덕, 어둡게 내려앉은 하늘, 매화가 만발한 인적

없는 촌락에 위치한다. 서옥 안의 선비는 독서와 다도 등으로 추정되는

활동으로 자적한다. 때론 다른 선비가 홀로 거문고를 메고 걷는다. 좁고

험한 길과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여정을 소요한다. 이와 같이〈매화서옥

도〉에 드러나는 환경과 행위의 표현은 세상으로부터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통하여 현실적 지식과 욕망을 내려놓은 소요와 자적을 보여준다.

유를 구가할 수 있는 현대사회 속 또 다른 이상향으로 물화적 가상공

간은 현상의 가상성에 대한 인식의 공간이다. 현상의 가상성의 인식은

관습을 초월하고 성심(成心)을 해체한다.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현상의 이

면을 보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만물이 변화와 순환의 일시적인 현현

(顯現)과 명멸(明滅)임을 깨달아 자신을 비울 수 있다. 세상사를 초월하

여 정신적인 자유와 양생(養生)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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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물고기 곤(鯤)이 새 붕(鵬)으로 변하는 종간의 변이라는 초현

실적인 이야기로 세상의 소지(小知)를 벗어난 대각(大覺)의 깨달음과 대

지(大知)의 자유를 보여준다. 붕이 높이 날아올라 내려다 본 세상은 아지

랑이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 먼 곳에서 넓은 시야로 바라 본 세상은

미물(微物)의 미력(微力)한 투쟁지이다. 장자는 세상의 이분법적 가치체

계를 벗어나 만물의 병행(竝行)과 병생(竝生)을 말한다. 만물제동(萬物齊

同)과 천화유전(遷化流轉)의 인식은 현상의 변화와 순환을 깨달아 정신

적으로 자유롭게 하였다.

현상의 가상성, 즉 현상 이면의 인식은 무용지용(無用之用), 무기(無

己), 물화(物化)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무용지용은 대지로서 세상적인 쓸

모를 벗어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롭다. 무기는 세상에서 규

정된 자신이 없는 것으로 세상의 공명과 이목에서 자유롭다. 물화는 대

상과 일체되는 경험을 통하여 인식 주체의 비실재성과 변화유전하는 만

물제동을 깨닫는 것으로 만상을 자연의 변화와 순환의 과정으로 인식하

여 현상의 굴레로부터 자유롭다.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꿈에서 본 도원

의 정경을 안견(安堅)이 그린 그림으로 꿈의 인식과 도원(桃源)의 관념

그리고 기이한 정경에서 물화적 가상공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몽유

도원도〉는 조선 초기 이상국가 건립의 포부가 담긴 유가적 이상향과 관

료사회의 구속과 책무로부터 탈피하여 자유를 지향하는 도가적 이상향으

로 해석되어 왔다. 꿈은 현실의 경험과 논리를 해체하고 초월한다. 인식

주체와 내용의 구분 없이 일체로 전개되고 맥락 없이 변화하며 실재를

증명할 수 없다. 도원은 상상 속의 이상향으로 현실을 해체하고 초월한

재조합이다. 동화되기를 바라지만 현존을 증명할 수 없으며 시대에 따라

지향이 변화한다. 꿈속 이상향의 정경은 평지와 도랑에서 시작하여 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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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산길과 가파른 골짜기, 동굴을 지나 마침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도원으로 펼쳐진다. 일반적인 그림과 반대방향의 전개에서 현실을 뒤집

은 공간, 초월적 황홀경으로 인간세상과 다른 시공간, 인적이 없는 도원

에서 인식 주체의 비실재성을 드러낸다.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

속에 일장춘몽(一場春夢)을 말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몽유도원도〉의

인식과 소재와 표현에서 현상의 가상성과 이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현

실로부터 초월한 풍광과 현실적 삶을 해체한 만물의 변화와 순환의 물화

를 읽을 수 있다.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 표현 연구는 삶에 대한 개인적 소회(所

懷)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배경으로 한다. 한병철

은 현대의 고도자본화 사회에서 자본이 촉발하는 욕망에 의하여 스스로

를 착취하며 소진되어가는 현상을 진단한다. 그는 무위(無爲)와 사색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제시한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첨단 미디어의 발달로 허구의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자본의 독점에 파

괴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대안으로 생산적 분배를 고안한다.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현대의 기계과학문명하에 인간을 위

한 기계의 활용과 진실한 자신을 찾는 행복을 말한다. 각 분야의 석학들

은 공통적으로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의 필요성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문

제에서 도출되는 진단들은 기원전 장자가 전하는 유에 닿아 있다. 유란

심재와 좌망, 성심(成心)의 해체와 초월을 통한 현실에서의 정신적 자유

로서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인간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의 표현은 은일공간의 이상향으로 원형

의 관조(觀照)와 심재, 코끼리의 소요(逍遙), 묵희(墨戱)의 자오(自娛), 그

리고 가상공간의 이상향으로 구획의 사유(思惟)와 대지, 큐브의 환기(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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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와 물화, 그리드의 소요로 분석하였다. 원형은 독대에서 관조를 유도

하고, 코끼리는 이동의 환영에서 소요를 도출하며, 묵희는 무아의 경지에

서 자오를 드러내었다. 이공간의 구획은 사유를 도출하고, 큐브 속 공간

의 재구성은 환기를 유도하며, 그리드의 무한반복은 소요를 드러내었다.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은 문명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표현

으로써 기하학적 공간이 유발하는 유의 정신성을 표현하였다. 원형, 구

획, 큐브 그리드의 기하학적 조형은 현대사회와 기계문명의 모티브이다.

유는 물리적 노님과 정신적 자유로서 관조, 사유, 환기, 소요, 자오를 표

현하였다. 관조, 소요, 자오의 유적 표현은 심재하고 좌망하는 심은적 은

일공간이고, 사유와 환기의 유적 표현은 인식을 해체하고 경험을 초월하

는 물화적 가상공간으로 문명에서 자유로이 공존하는 방편이 되었다.

옻칠과 수묵의 재료기법은 유의 표현 유형과 상징에 따라 선택하였다.

옻칠의 높은 경도는 원형의 화면을 제작하고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원형의 설치는 생각의 편린(片鱗)이 떠다니는 정신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원형의 화면은 대상의 독대로 관조를 강화하였다. 옻칠의 높은 경도에서

기인하는 광택과 연마기법은 매끄러움과 투명함에서 내면을 투시(透視)

하고 순간을 봉인(封印)한 듯한 영롱함으로 관조를 부가하였다. 대상의

관조는 세상적인 지식과 욕망이 촉발하는 고뇌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

는 심재로 이어졌다.

수묵의 삼투(滲透)는 소요와 자오의 정신성 표현에 적합하였다. 얇은

한지에 스미는 먹은 삼투의 원리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능하다. 한 획으

로 대상의 외형과 내면,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표출한다. 대상의 본질에

대한 직관과 통찰, 작가의 철학, 운필(運筆)과 용묵(用墨)의 숙련이 필수

적이다. 대상과 도구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숙련된 경지에서 가능한 수

묵기법은 물아가 일체가 된 상태에서 소요와 자오의 유를 여실히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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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유를 통한 현대사회 속 이상향 표현연구는 정신적인 초월과 자유를 통

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표현으로서 의의가 있었다. 첨단 과학과

고도 자본화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와 상실, 성과사회의 과잉활

동과 과잉자극으로부터 통찰과 휴식이 그것이다. 이상향으로서 좌망적

은일공간의 연구에서 심재와 좌망의 자유와 양신, 물화적 가상공간의 연

구에서 인식의 해체와 초월의 자유, 전통산수화의 이상성 분석을 통하여

산수화에 투사된 시대적 이념과 유적 의의를 알 수 있었다. 기하학 조형

이 도출하는 유의 유형과 조형의 적합성, 옻칠과 수묵의 물성이 유발하

는 유의 정신성과 재료의 적합성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가 현대문

명에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나침판이자 이상향 표현의 새로운 가능

성으로 작품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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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도판 27]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23.5cm

우 [작품도판 28]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2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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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도판 각 32]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20cm

중 [작품도판 각 33]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20cm

우 [작품도판 각 34]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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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도판37]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6cm

우 [작품도판38]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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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도판41]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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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도판43] 〈108〉, 2005, 나무에 옻칠, 지름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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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품도판46] 〈사이 間 In between〉, 2007, 나무에 옻칠, 90×40cm

[작품도판47] 〈사이 間 In between〉, 2007, 나무에 옻칠, 60×60cm



- 184 -

[작품도판48] 〈사이 間 In between〉, 2007, 나무에 옻칠, 60×90cm

[작품도판49] 〈사이 間 In between〉, 2007, 나무에 옻칠, 60×90cm

[작품도판50] 〈사이 間 In between〉, 2007, 나무에 옻칠, 80×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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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1] 〈사이 間 In between〉, 2007, 장지에 채색, 130×162cm

[작품도판52] 〈사이 間 In between〉, 2007, 장지에 채색, 162×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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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3] 〈사이 間 In between〉, 2007, 장지에 채색, 162×130cm

[작품도판54] 〈사이 間 In between〉, 2007, 장지에 채색, 162×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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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5]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70×70cm

[작품도판56]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캔버스에 아크릴,

45×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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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7]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35×140cm

[작품도판58]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35×140cm

[작품도판59]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50×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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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0]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35×70cm

[작품도판61]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35×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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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2]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60×110cm

[작품도판63]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17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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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4, 65, 66]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130×160cm (상단부터 하단으로 번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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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7] 〈이도공간 異道空間 A different space〉, 2009, 장지에 채색,

90×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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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8]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130×160cm

[작품도판69]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7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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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작품도판70]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160×130cm

우 [작품도판71]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160×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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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72]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45×80cm

[작품도판 73]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1, 순지에 수묵담채, 45×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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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74, 75, 76, 77]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3, 순지에 수묵담채, 170×140cm (좌측상단 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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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78]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3,

순지에 수묵담채, 130×140cm



- 198 -

[작품도판79]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3,

순지에 수묵, 170×140cm

[작품도판80] 〈상구원질도 象求原質圖 An elephant seeking the truth〉, 2013,

순지에 수묵, 8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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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1]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47×37cm

[작품도판82]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47×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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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3]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47×74cm

[작품도판84]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47×7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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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5]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74×143cm

[작품도판86]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74×143cm



- 202 -

[작품도판87]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74×143cm

[작품도판88]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A Land of Nothing〉, 2016,

순지에 수묵담채, 74×1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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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Utopia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遊(Yu)

- Focusing on Seclusion(隱逸) Space and

Imagination(假想) Space -

PARK HYE SHIN

Major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topian expression of ‘Wandering’(遊 yu) in contemporary

society, when civilization tends to more confines human life than

serves for the good of humanity, was studied in my research. The

study covers my art published between 2005 and 2018, and aims to

analyze its background, motivation, concept, logic, preced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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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art, characters of expressional technique and formative

moulding, and significance.

 'Wandering’ is an utopian expression in the study. Discussing

‘Wandering’, I identified the concept, logic, practically applicable

process and mechanism of 'Wandering' corresponding to art. The

study reflects contemporary intellection and environment by analyzing

'Wandering', which is found in geometric moulding. The study

interprets present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with 'Wandering' in art

to identify material techniques, which can be appreciated in modern

times. With these methodologies, I studied the essence of

'Wandering' in the reality.

‘Wandering’ is the freedom of spirit obtained in the reality by

voidness(心齋) and forgetting(坐忘), the dissolution and transcendence

of the stereotype(成心). ‘Wandering’ is not constrained by times and

region, and makes human life. In the study, I induced the seclusion

(隱逸) space and the imagination(假想) space to characterize the

utopia with ‘Wandering’ in modern society. The seclusion space exists

in human mind, and is found when one empties the mind, away

from the reality. The seclusion is the utopian place where the

knowledge and desire on reality are forgotten and does not constrain

mind. Forgetting empties the mind and becomes a mediator of

freedom from the reality. Imagination space is a space where one

dissolute common sense of reality, transcends one's experience, and

recognize. Imagination space is the utopian place where one

recognizes the substance of change and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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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and object. Therefore, Imagination becomes a mediator of

freedom from worldly valued judgments. I analyzed the seclusion

space in the nature and the act of classical scholars painted in the

<Mae-hwa-seo-ok-do(梅花書屋圖)>, and the Imagination space in the

dream, Taoist temple and the unrealistic landscape painted in the

<Mong-yu-do-won-do(夢遊桃源圖)>.

  My perspective and sociologists' analysis on life and modern

society set foundation for the study of the utopia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Wandering.' Byung-Chul Han diagnoses exploited

people who are burned out in pursuit of desires triggered by the

capital in highly structured capitalism. He proposes the time of

idleness(無爲) and meditation to recover human life. Yuval Noah

Harari warns the threat from the infinite power of the civilization

with machines and sciences, proposing to utilize machines for human

beings and to seek for happiness of true self. The scholars in general

insist humanity be preserved in the future. The diagnoses on

contemporary problems have common understanding and proposal

with the ‘Wandering’ of Chuang-tzu(莊子) in ancient times.

  The study analyzes, in order to express harmonious existence of

the civilization and nature, the spirituality of ‘Wandering’ induced

from geometric moulding. The geometric moulding, the motive of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mechanical civilization, applied the

circle, section, cube, grid, and line. The spirituality of ‘Wandering’

induced from geometry provided visual form on contemplation(觀照),

reason(思惟), invocation(喚起), wandering(逍遙), and relish(自娛).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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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alyzed the spirituality of ‘Wandering’ from material property of

lacquer and oriental watercolor applied in art. The hardness of the

lacquer caused contemplation by its polish and projection, and the

irreversible osmosis of oriental watercolor induced the spirituality of

relish through the skill of material technique.

  Mechanical civilization with highly structured capitalism an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is the basis of people's material

lives in modern times. The essence of the study looks for the

expressions of mental space, which coexists freely with the

mechanical civilization. The study analyzes the theories and art in

history regarding ‘Wandering’ of seclusion space and imagination

space in the utopia,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and

material techniques in art regarding expression of ‘Wandering’ for the

utopia. Through the research, I wish I could enrich the world of art

and cultivate guidance for the human life.

Keywords : 遊(Yu), Utopia(理想鄕), Seclusion(隱逸) Space,

Imagination(假想) Space, Asian Lacquer(漆),

Asian Black Ink(水墨)

Student Number : 2011-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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