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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한 도시, 전원 풍경의 작품 속에

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에 관한 작품 연구논문이다.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창작의 동기와 이론적 배경, 작품의 주제 의식

그리고 조형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창작작품 제작의

과정과 목적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향(理想鄕)’, ‘노스탤지어(Nostalgia)’, ‘지평(地平)’은 연구자 작품의

내용과 형식, 의의를 밝혀줄 핵심 개념이다. 그리움의 본체로서 노스탤지

어의 대상이 이상향이며,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반영된 곳이 지평이고,

이러한 지평의 표현이 작품의 주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향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이 욕망하는 좋은 ‘이상적인 세계’를 뜻한

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공간’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이상

향이란 현실 속에서는 실현 또는 귀환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개인, 집단,

민족이 지향해 온 본원적인 장소로서 항상 인간의 소망과 그리움의 대상

이 되었다. 그래서 이상향의 사상(思想), 형상(形象), 향수(鄕愁)가 반영

된 예술에는 그 시대의 인생관, 세계관 등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따라

서 연구자의 지평 표현 속에 투영된 이상향의 사상과 가치를 규명하고,

이상향의 노스탤지어의 담긴 지평 표현의 기능과 의미를 밝힌다. 그래서

본 연구는 낙원에 대한 실재나 유형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이상향의 노

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으로서 도시와 전원 표현에 대한 창작연구논문이

다. 기존의 이상향에 관한 연구가 원형(prototype) 또는 유형별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상향이 반영된 지평의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이상향을 지각하고 향수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차별화하였다. 즉

이상향의 보편적 연구가 아니라 연구자가 이상향을 직관하는 방식, 이상

향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노스탤지어 연구, 이와 같은 요소들이 함의된

도시 또는 전원 지평 표현에 관해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스탤지어의 대상인 이상향의 이해를 위해 동·서양의 대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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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의 원형과 성격에 대해 선행 연구하였다. 그리고 회화사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이상향의 표현 방식과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내적인 철학과

사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지평 속에

투영된 이상향에 대한 인식과 자각의 구조를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대

표적 유형과 역사적 전개를 연구자의 작품 속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

긴 지평 표현 및 변천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작품에 내재한 이상향의 본

질과 인식의 문제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전체 논문은 크게 ‘Ⅰ. 서론’, ‘Ⅱ. 이상향의 의미와 형상화’, ‘Ⅲ. 이상향

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함의’, ‘Ⅳ.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

평의 표현’, ‘Ⅴ. 조형적 특징’, ‘Ⅵ. 결론’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내용과 방법, 의의에 대해 밝힌

다.

제Ⅱ장은 이상향에 대해 중점 기술한다. 주된 내용은 이상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상향이 회화로서 형상화된 대표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이상향의 개념에서는 이상향의 정의와 동․서양의 대표적인 이상

향인 도연명의 ‘도원’과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비교 검토하면서 이

상향의 전반적 개론에 접근한다. 이러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성

(思想性), 실지성(實地性), 시간성(時間性)을 중심으로 이상향의 유형을

분류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회화 작품으로 태평성대적 성격의

〈태평성시도〉, 무위자연적 성격의 〈무릉도원도〉, 은둔도학적 성격의

〈무이구곡도〉로 형상화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Ⅲ장은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에 관해 논하였다. 주된 내용은 노

스탤지어의 개념과 반영의 유형 그리고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노스탤지어는 고향에 대한 향수로서의 정신병리학적인 용어에서 출발하

였지만, 본 논고에서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 동경의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또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향수병과 달리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정서적인 기능과 긍정적 역할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상향에 대

한 노스탤지어의 유형 분석에서는 자각 여부에 따른 ‘복원적 노스탤지어’

와 ‘성찰적 노스탤지어’로 분류하여 상세 분석함으로써 노스탤지어의 역

할과 기능의 함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Ⅳ장은 연구자의 작품 주제와 형식에 대한 연구로 본 연구의 가장 핵

심을 이룬다. 특히 주요 소재이자 작품 인식의 중심 토대인 ‘지평’에 대

한 의미를 화론적, 철학적,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에 대해 중점 연구한다.

지평은 사전적으로 ‘한계를 지운다’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는데, 본 논고

에서는 지평의 정의를 ‘원(遠)의 토대’, ‘지각(知覺)의 배경’, ‘경계로서의

공간’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경계로서의 공

간은 ‘허구와 실재’, ‘이상과 현실’, ‘차안과 피안’의 공간으로 분류하여 경

계의 의미를 부연하였다. 특히,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반영된 지평의 성

격 구분은 작품성향의 변화에 따른 변천사이면서 근원적인 이상향에 대

한 탐구과정이다. 작품의 변천과정은 연도별 세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1

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풍경 중심의 ‘허구의 지평’, 2기는 2008

년부터 2013년까지 인물표현 중심의 ‘부재의 지평’, 3기는 2013부터 2018

년까지 전원, 자연을 중심으로 한 ‘귀의의 지평’으로 이상향의 노스탤지

어가 투영된 지평 표현의 변모된 과정을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설명하

였다.

제Ⅴ장은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조형적 특징에 관해 연구하였다. 작품

속의 지평 표현에 대한 형태, 시각법, 색채기법, 표현기법, 상징적 제재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첫째는 지평에 투영된 이상향 형식의 두 가지

대표 유형으로 심산형과 해도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둘째는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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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나타난 시방식으로 전통적인 삼원법 중에서 평원과 고원 중심의

시각법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는 채색법에 대한 색의 의미와 기

법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연구자 작품의 고유한 색채대비인 ‘청색과 황

색’, ‘청색과 녹색’의 색채대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동양화

의 뉴미디어매체 활용에 관한 것으로 넷째는 렌티큘러(lenticular)를 활용

한 렌티스케이프(Lentiscape)의 제작과정과 의미를 기술하였다. 다섯째는

작품제작과정 동영상으로서 ‘〈공(空)〉’ 스톱모션애니메이션에 대해 분

석하면서 비움(空)과 채움(滿)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여섯째는 ‘골목

길’, ‘보름달’, ‘불꽃’을 이상향이 반영된 대표적인 노스탤지어의 상징적

제재로 선정하여 각각의 대상에 담긴 향수, 감흥에 대한 정서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으로 연구자의 작품 전과정을 역사적, 의미론적, 조형적으로 총결하

였다. 특히, 예술 지평에 반영된 이상향의 의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연구

자의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함의된 지평의 성격과

변천의 의미 그리고 표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주된 의의를 두었

다. 끝으로 창작 작품활동의 전반을 성찰, 총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내적 깊이와 형식의 운폭을 확장하며 앞으로의 작업방향과 새로운 가능

성을 모색함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주요어 : 이상향(理想鄕), 노스탤지어(Nostalgia), 지평(地平),

유토피아(utopia), 도원(桃源), 평원(平遠), Lentiscape

학 번 : 2004-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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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채,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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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나형민,〈Nostalgia〉,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124×115㎝

[도 14] 나형민,〈응시〉, 2004, 한지에 토분 채색, 140×100㎝

[도 15] 예찬,〈어장추제도(漁庄秋霽圖)〉, 원(1355), 종이에 수묵, 96×46㎝,

중국 상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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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고궁박물원

[도 18] 오진,〈죽석도(竹石圖)〉, 1347(원), 종이에 수묵, 90.6×42.5㎝,

대만 고궁박물원

[도 19] 나형민,〈Waving on the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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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학창시절 등반 시 촬영한 설악산 풍경사진(1998)

[도 21] 정선,〈금강전도(金剛全圖)〉, 1734, 종이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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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나형민,〈지평(地平)〉, 2013, 한지에 채색, 135×390㎝

[도 23] 정선,〈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1713, 비단에 수묵담채,

179.7×97.3㎝

[도 24] 이인문,〈단발령망금강(斷髮嶺望金剛)〉, 조선, 종이에 수묵담채,

23×45㎝

[도 25] 곽희,〈수색평원도(樹色平遠圖)〉, 북송, 비단에 수묵,

32.4×104.8㎝,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 26] 〈Where do I live?〉와〈Lentiscape-지평〉에서의 시점의 변화

[도 27]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Packis i stranden (해안의 얼음바위)〉,

1892, 캔버스에 오일, 25×34㎝

[도 28] 니콜라 드 스탈,〈Agrigente〉, 1953, 캔버스에 오일, 89×130㎝

[도 29] 나형민,〈Rebirth〉, 2013, 한지에 채색, 135×190㎝

[도 30] 나형민,〈Where do I live?〉와 실재 소재가 된 상도동 풍경 비교

[도 31] 도시 지평선 풍경 (2018년 9월 28일 11시경 촬영)

[도 32] 나형민,〈경계에 서다〉,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15×160㎝

[도 33] 나형민,〈Waiting a beautiful day〉, 2013, 한지에 채색,

130×320㎝

[도 34]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현 강경역사관

[도 35] 나형민,〈no Horizon〉,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70×72㎝

[도 36] 나형민,〈No line on the Horizon〉,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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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나형민,〈Falling to Heaven〉,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35×174㎝

[도 38]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의「Heaven and Hell」앨범커버

사진과 ‘Smoking Angels’ 사진

[도 39] 나형민,〈Standing on the border〉, 2009, 한지에 토분 채색,

135×175㎝

[도 40] 나형민,〈Irony〉, 2013, 한지에 채색, 175×135㎝

[도 41] 토머스 모어,〈유토피아〉도판과 나형민,〈Wings of Desire〉의

비교

[도 42] 속도감 있는 도시 지평 표현

[도 43] 종묘의 지당(池塘)

[도 44] 부양도시〈the Heavenly City〉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비교

[도 45] 조맹부,〈사유여구학도(謝幼舆丘壑圖)〉, 원, 비단에 채색,

27.4×116.3cm, 미국 프린스턴대학박물관

[도 46] 전선,〈부옥산거도(浮玉山居圖)〉, 원, 종이에 수묵담채,

29.6×98.7cm, 중국 상해박물관

[도 47] 제임스 힐튼,『잃어버린 지평선』책 표지와 나형민,〈How far

away is the horizon〉의 비교

[도 48] 안중식,〈도원행주도(桃源行舟圖)〉(1915)와 나형민,〈수평 위에

놓인 풍경〉(2013) 의 나룻배의 비교

[도 49] 지평선의 등장

[도 50] 나형민,〈경계에 서다-무지개언덕〉,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15×160㎝ 의 출입구

[도 51] ◃안중식,〈무릉도원도〉, 1918, 비단에 수묵담채, 133×35cm,

국립중앙박물관 ▵박승무,〈도원행주도(桃源行舟圖)〉, 비단에

채색, 169.8×52.4cm, 국립고궁박물관 ▹허백련,〈무릉도원도〉,

1939, 비단에 수묵담채, 144×44cm, 의재미술관

[도 52] 나형민,〈경계에 서다Ⅱ〉,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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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3] 조길,〈서학도(瑞鶴圖)〉부분, 북송(1112), 비단에 채색,

51×138.2cm, 중국 요녕성박물관

[도 54] 인물들의 표정

[도 55] 나형민,〈Nostalgia〉,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124×115㎝

[도 56] 심주,〈장려원조도〉, 명(15세기후반), 종이에 수묵, 38×59㎝,

미국 캔자스시티넬슨-앳킨스미술관

[도 57] 나형민,〈Swimming in the Air〉, 2009, 한지에 토분 채색,

53×61㎝

[도 58] 나형민,〈No line on the Horizon〉, 2010, lenticular, 68×75㎝

[도 59] 나형민,〈Run to the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도 60] 작가미상,〈귀거래도歸去來圖〉, 14-15세기, 종이에 채색,

26.0×106.7cm,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 61] 나형민,〈One day-Flow〉, 2006, 한지에 토분 채색, 140×100㎝

[도 62] 나형민,〈Run to the Sky〉,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60×115㎝

[도 63] 나형민,〈Lost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도 64] 남양주 석양 풍경 (2011년 10월 16일 17시 35분경 촬영)

[도 65]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눈보라 속의 증기선〉, 1842,

캔버스에 유채, 91.5×122㎝, 영국 런던테이트갤러리

[도 66] 존 컨스터블,〈건초마차〉, 1821, 캔버스에 유채, 130.2×185.4㎝,

영국 런던국립미술관

[도 67] 레이어 간의 간극으로 공간감을 나타내는 렌티큘러 표현

[도 68] 예찬,〈어장추제도(漁庄秋霽圖)〉와 나형민, 〈Standing on the

horizon〉의 지평비교

[도 69] 이성,〈청만소사도〉, 북송, 비단에 수묵, 115.5×56㎝,

미국 캔자스시티 넬슨-앳킨스미술관

[도 70] 나형민,〈Stairway to Heaven〉설치장면 (갤러리 쌈지, 2009)

[도 71] 평원법적 시각이 반영된 대표작

[도 72] 곽희,〈조춘도(早春圖)〉, 북송, 비단에 수묵담채, 108×158.3cm,

대북 국립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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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3] 정선,〈보덕굴(普德窟)〉, 조선후기, 비단에 수묵담채,

36×37.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74] 나형민,〈Standing on the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도 75] 황사의 서울시내 풍경과 나형민,〈황사(黃砂)〉(2004)의 비교

[도 76] 렌티큘러 프린트 표면

[도 77] 나형민,〈No Horizon〉(2014) 작품의 렌티큘러 병첩 효과

[도 78] 엔딩장면의 ‘空’

[도 79] 영상작품 -〈空〉03'45', 2013, Korean Painting Animation

[도 80] 나형민,〈Do you know where I am?〉, 2006, 한지에 토분 채색,

320×120㎝

[도 81] 나형민,〈Lost〉부분, 2006, 한지에 수묵 채색, 115×480㎝

[도 82] 나형민,〈I see a new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도 83] 나형민,〈Rebirth〉, 2013, 한지에 채색, 135×190㎝

[도 84] 달집태우기 풍습과 나형민,〈달집태우기〉(2015)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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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한 도시, 전원 풍경의 작품 속에

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에 대한 연구자의 작품연구논

문이다.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창작의 동기

와 배경, 작품의 주제와 방향 그리고 조형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창작작품 제작의 과정과 의의를 분석하고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작품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작품 1기(2006∼2008)의 황색 풍경화는 도시

의 황사(黃砂)현상이 모티브이며 소재는 도시풍경이다. 지평에 펼쳐진

빽빽한 건물과 분주한 도로,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낡은 도시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

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작품의 제재가 도시 경물이었다. 그런데 동양화에

서는 작가의 마음을 의탁하기 위한 대상을 회화적 제재(題材)로 선취하

는데, 오랜 기간 동안 도시가 주된 표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탁의 대

상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였다. 곽희의 『임천고치』를

보게 되면 가행(可行), 가망(可望)의 대상보다 가유(可遊), 가거(可居)의

대상을 높게 평가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산수’와 ‘도시’라는 대립된 항

을 비교해 볼 때, 보편적으로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대상은 도시가 아

니라 산수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제적으로는 가유(可遊) 가거(可

居)의 대상이 산수가 아니라 도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상철의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의 특성」에서 순이동 인구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서울은 2000년 후부터 큰 규모의 인구유출이 나타난다. 연구자도

이 시기에 경기도 남양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탈도시화 또는 전원(田

園)으로의 회귀현상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서울의 인

구유출 현상은 도시화의 문제점에 따른 전원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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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물가와 거주비의 상승에 따른 주변 도시로의 이주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전국 최대의 인구 유입지역이 되었는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교외화에 따른 결과이다.1) 그래서 도시라는 지평을 넘어서도 전원이라는

풍경이 등장하기보다 또 다른 신도시의 풍경이 이어져 전개되고, 이것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도시에만 한정되는 경험적 소재의 한계를 초래하기

도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시화로 인한 환경, 주거, 교통 문제 등등

의 수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도시민화(都市民化)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항상

고심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는 도시생활에 따른

거주의 편의성, 교육환경, 다양한 취업기회 등등의 장점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

로 포장되어 이상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연유를 탐색한다. 실례로 값싸고

실용적인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명품을 선망하고, 보다 쾌적하

고 편리한 교외의 주거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한 강남지역을 선

호하는 것은 도시에 담긴 사회적 권위와 위세를 동경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현대인에게 거주지로서의 이상향이란 사물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사물을 둘러싼 사회적 이미지, 즉 기호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특히, 유토

피아와 같이 이상화된 도시의 이미지는 현실과 괴리되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천상의 도시와 같은 이미지로 부유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낙원인

산수는 가망과 가행의 관광지로 전락하였고 도시는 가거, 가유의 이상향

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도시와 산

수자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상향(理想鄕)’, ‘노스탤지어(Nostalgia)’, ‘지평(地平)’은 연구자의 작품

속 내용과 형식, 의의를 밝혀줄 핵심 개념이다. 그리움의 본체로서의 노

스탤지어의 대상이 이상향이며,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곳이 지평

이고, 이러한 지평 표현이 작품의 주된 양식이다.

1) 권상철,「한국 대도시의 도시화의 특성」,『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7권 제5호(한국
지역지리학회, 2011), p.5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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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이상향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이 욕망하는 좋은 이상적인 세계를

뜻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공간이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이상향이란 현실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의미가 있지만, 비

록 실재하지 않더라도 한 개인, 집단, 민족이 지향해 온 본래적인 사회로

서 항상 인간의 소망과 공존해왔다. 그래서 이상향의 사상(思想), 형상

(形象), 향수(鄕愁)가 반영된 예술에는 그 시대의 인생관, 세계관 등이 자

연스럽게 배어있다. 따라서 지평으로 표현된 작품 속의 이상향에 대한

사상과 가치를 규명하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성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

을 두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으로서

도시와 전원에 대한 논술이지만 이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향은 어떤

모습이냐 등의 낙원에 대한 실재나 종류에 대한 연구가 주는 아니다. 기

존의 이상향에 대한 연구가 원형(prototype) 또는 유형별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상향의 노스탤지어와 지평 표현 연구로서 연

구자의 작품 중 지평 표현의 변천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상향을 인식하고

향수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차별화한다. 즉 이상향의 보편적 연구가 아니

라 연구자가 이상향을 직관하는 방식,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노

스탤지어 연구,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담긴 도시 또는 전원 지평 표현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스탤지어의 대상인 이

상향의 이해를 위해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 이상향의 원형과 성격에 대해

선행 연구한다. 그리고 회화사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이상향의 표현 방식

과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내적인 철학과 사상의 전개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지평 속에 투영된 이상향에 대한 인식과 자

각의 구조를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예술에 있어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대표적 유형과

역사적 전개를 연구자의 작품 속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

및 변천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작품에 내재한 이상향의 본질과 인식의 문

제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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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 연구 대상은 2006년부터 2018년

까지의 작품이다. 특히, 작품연구논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진행된 개인전의 주제들을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한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아홉 번의 개인전을 하였는데, 이중 본 논문에

언급되는 연구 대상의 개인전은 8회와 9회를 제외한, 총 7번의 개인전이

다. 8회 개인전은 정부서울청사갤러리에서, 9회 개인전은 충무아트홀에서

진행하였는데, 기존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성격의 기획전시이

기에 신작 위주의 나머지 7번의 개인전 작품을 위주로 연구한다.2)

개인전의 주된 주제어는 대부분 장소(where), 풍경(landscape), 경계

(frontier, border), 지평(horizon), 욕망(desire), 향수(Nostalgia) 등등의

용어와 관련성이 깊다.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이자 형식은 ‘지평

(地平)’ 표현이며, 주된 주제이자 내용은 ‘이상향(理想鄕)’으로 집약된다.

단, 지평에 투영된 가시태로서의 이상향의 존재나 형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비가시태로서의 이상향에 대한 인식 또는 동경(憧憬)의 노스탤지

어로서 전개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공통된 주요어를 ‘이상향’, ‘노스탤지

어’, ‘지평’, ‘경계’ 등등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주요어를 바탕으로 우선 지

2)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전 연표는 다음과 같다.

년도 개인전 전시명 장소

2006 2회 개인전 WHERE IS WHERE? 가이아갤러리

2007 3회 개인전 Wings of desire 대안공간 미끌

2008 4회 개인전 미지의 경계 - The final frontier 노암갤러리

2009 5회 개인전 NOWHERE 갤러리 쌈지

2012 6회 개인전 노스탤지어(Nostalgia) 포월스 갤러리

2013 7회 개인전 地平 _ Beyond the Horizon 공아트스페이스

2015 8회 개인전 나형민 초대전 정부서울청사갤러리

2016 9회 개인전 artist’s archive - 나의 10년의 기록 충무아트홀

2017 10회 개인전 Lentiscape 리서울갤러리



- 5 -

평에 담긴 이상향의 의미를 철학적, 문학적, 미술사적으로 고찰하고 이상

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유형에 따른 분류, 그리고 상징성에 대

해 검토한다. 그리고 주요한 제재이자 인식의 토대로서의 지평(地平)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고, 이러한 지평에 투영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 성격

과 변천과정을 기존의 문학과 회화작품에 나타나는 이상향의 성격 및 표

현과 더불어 비교 연구한다.

비교 연구 대상으로서의 주된 이상향 문학은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

源記)』와 「귀거래사(歸去來辭)」, 토머스 모어의『유토피아(Utopia)』,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이다. 이들 문학에 나

타나는 대표적인 이상세계가 ‘무릉도원(武陵桃源)’, ‘유토피아(Utopia)’,

‘샹그릴라(Shangri-La)’이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서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은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무릉도원도(武陵桃源圖)〉, 〈무

이구곡도(武夷九曲圖)〉로 선정하여 연구한다. 상기 선정된 문학과 회화

는 연구자의 작품 변천과정과 깊은 상관성이 있으면서 많은 영향을 준

주요 예술작품이다

본문의 내용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내용과 방법, 의의에 대해 밝

힌다.

제2장은 이상향에 대해 중점 기술한다. 주된 내용은 이상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상향이 회화로서 형상화된 대표작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이상향의 개념에서는 이상향의 정의와 동․서양의 대표적인 이상

향으로서 도연명의 ‘도원’과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비교검토하면서

전반적 개론에 접근한다. 이러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성(思想

性), 실지성(實地性), 시간성(時間性)을 중심으로 이상향의 유형을 분류한

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회화 작품으로 태평성대적 성격의 〈태



평성시도〉, 자연귀의적 성격의 〈무릉도원도〉, 은둔도학적 성격의 〈무

이구곡도〉로 실례를 설정하여 설명한다.

제3장은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에 대해 중점 기술한다. 주된 내용은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반영의 유형 그리고 작품 속 노스탤지어의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노스탤지어는 고향에 대한 향수로서 정신병리학적인 용어에서 출발하였

지만, 본 논고에서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 동경, 향수의 개념으로 의미

가 확장된다. 또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정서적인 기능과 긍정적 역할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

지어의 유형 분석에서는 자각 여부에 따른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성찰

적 노스탤지어’로 분류하여 상세 분석함으로써 노스탤지어의 의미와 기

능의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제4장은 연구자의 작품 주제의식과 표현형식에 대한 연구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을 이룬다. 특히 주요 소재이자 작품 인식의 중심 토대인 ‘지

평’에 대한 의미를 화론적, 철학적,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상향의 노스

탤지어가 담긴 지평에 대해 중점 연구한다.

지평은 사전적으로 ‘한계를 지운다’라는 경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지평의 개념을 ‘원(遠)의 토대’, ‘지각(知覺)의 배경’, ‘경계로

서의 공간’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한다. 그리고 경계로서의

공간은 ‘허구와 실재’, ‘이상과 현실’, ‘차안과 피안’의 공간으로 분류하여

지평이 갖는 경계의 의미를 부연한다. 특히,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반영

된 지평의 성격 구분은 작품변천과정에 따른 변천사이면서 이상향의 근

원에 대한 탐구·모색과정으로 중요 의미를 지닌다.

작품의 변천과정은 연도별 세 단계로 분류한다. 작품 1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풍경 중심의 ‘허구의 지평’, 2기는 2008년부터 2013년까

지 인물표현 중심의 ‘부재의 지평’, 3기는 2013부터 2018년까지 전원, 자

연을 중심으로 한 ‘귀의의 지평’으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투영된 지평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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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변모된 과정을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제5장은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조형적 특징에 관해 연구한다. 작품 속

지평표현의 형태, 시각법, 색채기법, 표현기법, 상징적 제재에 대한 분석

이 주를 이룬다. 첫째는 지평에 투영된 이상향 구현의 두가지 대표 유형

으로 ‘심산형’과 ‘해도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둘째는 지평 표현에 나

타난 시방식으로 전통적인 삼원법 중에서 ‘평원’과 ‘고원’ 중심의 시각법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는 채색법에 의한 보색의 의미와 기법에 대

한 연구이다. 특히 연구자 작품의 고유한 색채양식인 ‘청색과 황색’, ‘청

색과 녹색’의 색채대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동양화의 뉴미디

어매체 활용에 관한 것으로 넷째는 렌티큘러(lenticular)를 활용한 렌티스

케이프(Lentiscape)의 제작과정과 의미를 논의한다. 다섯째는 작품제작과

정 동영상으로서 ‘〈공(空)〉’ 스톱모션애니메이션에 투영된 비움(空)과

채움(滿)의 의미에 대해 기술한다. 여섯째는 ‘골목길’, ‘보름달’, ‘불꽃’을

이상향이 반영된 대표적인 노스탤지어의 상징적 제재로서 각각의 대상에

담긴 향수, 감흥에 대한 정서적 고찰을 한다.

결론적으로 작업 과정을 역사적, 의미론적, 조형적으로 총결한다. 그리

고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반영된 지평을 주제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소

통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찰과 표현 방식에 대해 재점검한다. 그리고 앞

으로 작업방향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가늠한다.

연구의 방법은 ‘이상향(理想鄕)’, ‘노스탤지어(Nostalgia)’, ‘지평(地平)’을

연구자 창작작업의 핵심개념으로 선정하고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도시에서부터 전원 지평으로의 작품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을 찾고 아울러

차별화된 독자적인 내용과 형식, 의의를 확립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첫째는 이상향(理想鄕), 노스탤지어(Nostalgia), 지

평(地平) 등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참고문헌과 논문을 선행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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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展

(국립중앙박물관, 2014.07.29.～09.28.)과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展

(국립중앙박물관, 2016.10.05.～11.23.)은 산수와 도시에 반영된 이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전시회였다.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展은 동아시아의 회화 특히, 산수화에서 나

타나는 이상향의 다채로운 양상에 대해 실물작품과 더불어 유형을 재정

립한 기획전이다. ‘청정한 세계, 산수’, ‘현인이 노닐던 아홉 굽이, 무이구

곡’, ‘태평성대를 품은 산수’, ‘자연 속 내 마음의 안식처’, ‘꿈에 그리던

낙원’, ‘또 다른 이상향’ 등의 유형 분류는 본 연구의 이상향 논의에 대한

주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展을 통

해 현세적이고 도시적인 이상향에 대한 논의를 보강할 수 있었는데, 도

시 속 이상향의 대표작인〈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청명상하도(淸明

上河圖)〉, 〈고소번화도(枯蘇繁華圖)〉, 〈낙중낙외도(洛中洛外圖)〉 등

이 전시되었다.

이상향에 대한 논문으로는 이종은 외 「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 意

識 硏究」, 안대회 「옛 문학 작품 속 이상향의 세계」, 한정희 「동아시

아의 산수화에 보이는 이상향」, 최원석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등등과 저서로는 김석하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김종

회의 『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 陳正炎, 林其錟의 『중국의 유토피

아 사상』 등이 이상향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

다. 그러나『중국의 유토피아 사상』은 다소 사회주의 철학의 관점에 치

우친 경향이 있었다.

노스탤지어는 고향 또는 과거와 같은 특정 시공간에 대한 그리움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감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정의와

선행연구가 광고, 마케팅, 디자인 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미

술과 연관된 노스탤지어의 정의와 의미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추

후 미술분야의 노스탤지어에 대한 연구제재로서의 활용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술분야의 연구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문학과 심리학 분야의

노스탤지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참고하였다. 노스탤지어의 개념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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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Davis F, “Yearning for yesterday: A sociology of nostalgia”를 참

고하여 각각의 향수에 관한 연구를 첨가하였다. 노스탤지어의 유형분류

는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의 ‘Restorative

Nostalgia’와 ‘Reflective Nostalgia’를 재해석한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성찰적 노스탤지어’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지평에 대한 연구는 미셀 콜로「동서양의 지평과 지평구조」를 참고하

여 ‘지평’의 의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평의 의미를 재설정하면

서 ‘원(遠)’으로서의 지평에 대한 의미는 천촨시(陳傳席)『중국산수화

사』, 서복관『중국예술정신』과 하영준「郭熙의『林泉高致』에 나타난

‘遠’의 意境에 관한 硏究」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지각의 배경으로서

의 지평 인식은 후설(Husserl, Edmund)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서양철학

의 지평 개념을 응용하였다.

그리고 지평에 함의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 변천과정에서 도시에 반영

된 허구의 지평에 대한 연구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

뮬라시옹』이 도시의 허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부재의 지평은 제

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이 작품창작의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귀

의의 지평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중심으로 되돌아감의 대상으로서

자연에 대한 의미와 본원적 이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표작을 중심으로 실례를 제시하고 작품포트폴리오를 통해 전체적인 변

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품목록을 첨부한다.

3. 연구의 의의

2016년 충무아트홀 초대로 개인전을 진행하였는데, 기획의도는 작가들

의 작품 아카이브 전시로서 ‘나의 10년의 기록’ 이었다. 이 전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도시, 부양(浮揚)

도시, 인물, 지평풍경 연작으로 세부 분류하여 10년 동안의 작품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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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아트홀 전시소개 서문을 보게 되면,

당신의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가 나형민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도시, 부양(浮揚)도시, 인물, 지평풍경

연작으로 전시한다. 매 주제에 연도별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되는

데, 공통점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

다. 인간은 ‘도시’ 안에서 끊임없이 이상향의 실체를 구체화 시키고 그 안에

귀의(歸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작가는 현대인의 필수불가결한 삶의 조건이

며 동경의 대상인 도시생활이 진정한 유토피아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작가는

공허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때로는 빛바랜 도시 풍경을 황색의 토분으로

담담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날개를 펴고 새처럼 떠도는 인간을 그린

다. 근작인 지평풍경 연작은 지평선 너머의 또 다른 이상향을 꿈꾸지만 한계

에 도달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다. 작품은 양분된 화면 안에서 비너스,

보름달, 속도제한 표지판 등 상징적 조형요소와 강한 색의 대조로 단편화시켜

표현하고 있다.3)

서문의 내용과 같이 연구의 주된 결론은 여러 지평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의 이상향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회화적 답안을 모색

하는 데 있다. 이상향의 행방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그리움으로서 노스

탤지어를 가진다는 것은 현재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곳, 지금의

시간과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신세계’를 염원하는 의지이자 현세의 초월

에 대한 표현이다. 이는 와유(臥遊)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와(臥)’는 눕다

라는 의미로 본래는 이상향으로서의 산수자연을 동경하지만 결국은 벽으

로 둘러싸인 ‘방(房)’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와유를 통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세계로 정신이 자유롭게 뻗어 나

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도 현실이라는 한

계 속에서 와유와 같이 인간의 삶을 추동하고 지속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품 속 지평에는 산수화와 같이 구체적인 이상

향의 모습, 형태,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평 너머 뭉

게구름 가득한 하늘에 부여된 이상세계의 노스탤지어를 은유적으로 표현

3) (재)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당신의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
지는 작가_나형민」,『artist’s archive-나의 10년의 기록 (기획전 도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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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상향의 정의와 가치를 모색한다. 따라서 이상향의 노스탤지

어가 담긴 지평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물음에 대한 회화적 탐구와 규

명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연구자의 작품에서 이상향은 어떤 의미인가?

둘째, 작품 속 지평 너머 이상향은 왜 그리움의 대상인가?

셋째, 도시와 전원 지평 가운데 진정한 이상향이란 어떤 모습인가?

넷째, 변화하는 지평에 담긴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갖는 본질적·조형

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에게 이상향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물음은 비가시적이며

허구 또는 환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 생동하는 의

미를 갖는 이상향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이다. 두 번째는 실체를 대면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평 너머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의 근원으로

서의 노스탤지어 의미와 역할을 연구하고, 세 번째는 이상향의 진정성에

대한 물음으로 도시와 전원의 지평 중 어떤 공간의 이상향에 인간을 편

입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주체자로서 도시와 전원 가운데 어

떻게 이상향을 자각하고 귀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마

지막으로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대상인 이상향이 연구자의 지평표현 가운

데 어떻게 해석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립한다.

결론적으로 예술 지평에 반영된 이상향의 의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연구

자의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함의된 지평의 성격과

변천의 의미 그리고 표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주된 의의가 있

다. 그럼으로써 창작 작품활동의 전반을 성찰, 총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작

품의 내적 깊이와 형식의 운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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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상향의 의미와 형상화

이상향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식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왔

다. 그러나 현실적, 물리적 한계로 지평 가운데 이상향은 온전히 성립된

적이 없으며, 이상향의 부재가 이상향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게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예술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이라는 형식

을 통해 이상향의 존재형태와 의미를 탐구해 왔다. 이상향은 지속적인

꿈의 추구를 통해 삶을 추동하는 에너지가 되면서도 공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조적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은 가공의 세계를 통해

삶의 진실성을 담아 왔으므로 허황된 꿈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상향에

끈끈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그래서 연구자의

작품을 포함한 수많은 예술작품 속 이상향은 실재와 같은 노스탤지어를

상기시키며 무한한 탐색과 상상력을 자극해 왔다. 이번 장에서는 이상향

이란 무엇인가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동·서양의 대표적인 이상향에 관

해 선행 기술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지평 표현과 연관된 이상향의 유형

을 사상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류하여 개관하며 대표적인 이상향 회화

작품의 선례를 선별하여 설명한다.

1. 이상향의 개념과 유형

1) 이상향(理想鄕)의 개념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상(理想)’은 실제로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고

이념으로서는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사물의 바람직한 상태4)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이다.

4) 동아출판사 편집위,『동아 프라임 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82), p.15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상향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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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理想鄕)’이란 유토피아, 무릉도원과 같이 상상(想像)에 의해 이

상적으로 설계된 나라 또는 사람이 상상해 낸 이상(理想)적인 곳, 완전

(完全)한 곳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향은 이상세계를 의미하는데, 한자어로 이상적인 ‘향

(鄕)’이란 동양에서는 고향, 마을 등의 전원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모어의

유토피아 이후 서양에서는 계획적이고 구체화한 도시적인 공간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이상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상하고 한 번쯤은 동경했던 지금(now),

여기(here)와는 차별화된 신세계이다. 특히 당면한 현실이 어렵고 고난

할수록 인간은 대안 또는 도피처로서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 그 구체

적 실체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이상향이란 현실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고 실재하지 않더라도 한 집단 또는 민족이 지향해온 그

시대의 이상적인 사회, 공간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다. 그래서 이상향이

반영된 예술에는 그 시대의 세계관, 공간성, 지향점 등이 표출된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이상향을 작품 속에서 묘사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상향의 모델은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무릉도

원(武陵桃源)’과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7-1535)의 ‘유토피아

(Utopia)’이다.5)

도연명의『도화원기(桃花源記)』에 등장하는 ‘무릉도원’이란 협의의 개

념으로는 하나의 이상적인 고을이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동양의 이상향

을 대변하기도 한다. 특히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은 전시(戰時)와 같이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울 때, 깊은 산속(深山幽谷) 어딘가에 존재할거 같

은 기대감을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낙원, 낙토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어

왔다.

5) 동양문학에서는 도연명의『도화원기(桃花源記)』가 전쟁을 부정하고 무위자연의 노장
사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한 동양인의 낙원의식에 대한 중요한
원형 중의 하나이다. 서양문학에서는 호머(Homer)의 『오디세이(Odyssey)』가 이상향
서술에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플라톤의 ‘이상
국(理想國)’이다. 철인이 다스리는 정의가 실현된 국가를 모델로 한 이상국 발상은 체
계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이상향 출현이다. 그러나 최대의 이상향 문학을 형성한 것
은 토머스 모아의 『유토피아』이다. 김종회,『한국소설의 낙원의식 연구』(문학아카
데미, 1990), pp.28-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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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양의 대표적 이상향인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된 말

로 ‘존재하는 않는 곳(Outopia)’과 ‘좋은 곳(Eutopia)’이라는 중의적인 의

미가 있다.6) 유토피아의 어원을 통해 본 이상향의 정의란 ‘실재하지 않

는 허구의 공간이지만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라는 뜻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no place’라는 어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염원하는 이상향을

통칭하는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서양의 이상향에 대한 유형은 원초적이고 본래적인 이상향으로 ‘에덴동

산’,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이상향으로 ‘유토피아’, 어떠한 수고나 노동 없

이도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는 쾌락의 낙원으로 ‘코케인(Cockaigne)’7), 축

복과 풍요의 목가적 낙원으로 ‘아르카디아(Arkadia)’8), 『잃어버린 지평

6) 유토피아(utopia)는 ‘u’와 ‘topia(장소)’의 합성어로 그리스어에서 u는 ‘없다(ou)’는 뜻과
‘좋다(eu)’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 1516년 출간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원제는
『최선의 국가체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de optimo rei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이다. 이는 유토피아가 지리적,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는
않으나 최선의 좋은 곳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7) 영국에서는 ‘코케인’, 프랑스에서는 ‘포식의 나라(Pays de cocagne)’라고 불렀다. 그곳
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나라이지만 맛있는 요리들이 마치 꽃이 피는 것처
럼 생긴다고 한다. 숲속에는 과자나 초콜릿이 불쑥불쑥 자라나고, 하늘에는 비둘기구
이가 날아다니며, 잘 구워진 돼지가 포크에 엉덩이가 찔린 채 뛰어다닌다고 한다. 샘
에서 솟아나는 물은 포도주이고, 빗물 대신에 케이크가 떨어지며 거리에는 과자들이
깔려 있다.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없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없다. 소
망의 나무가 있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젊음의 샘이 있어 누구나 늙지 않
고 영생을 약속받으며, 전쟁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50세가 되면 다시 10세의 아이
로 회춘한다고 한다. 코케인에서는 술과 음식을 즐기는 ‘탐식’의 쾌락이 일차적으로 두
드러진다. 이는 중세의 극도로 엄격하고 빡빡한 수도원의 규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영휘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마노 다카야, 임희선 역,『낙원』(들녘,
2000), pp.198; 윤민우,「코케인 나라(The Land of Cokaygne)」,『영어영문학연구』
제20권(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회, 1998), p.236 참조.

8) 아르카디아는 상상의 이상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공간이다. 고대 그리스
의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반도 중앙에 위치한 트리폴리스(Tripolis)를 중심으로
한 고원지대로 그 북쪽은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서쪽에는 알페이오스
(Alpheus) 협곡이 있으며, 안쪽으로 수많은 능선을 따라 소지역들로 구획되는 고립된
지역이다. 그리스의 저명한 역사가 폴리비오스(Polybius)가 저서『역사(Historiae)』에
자신의 고향인 아르카디아는 바위가 많고 추우며 메마른 땅이라 기술하였는데, 한편으
론 어린 시절부터 노래연습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자 매우 많은 음악경
연이 열리는 곳으로 묘사하였다. 이후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70-19
BC)는 이 구절에 영감을 받아 아르카디아를 세상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목가적인 공간
으로 제시함으로써 비교적 척박했던 이 지역이 서양문화사의 대표적인 전원형 이상향
이 되었다. 대자연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상향으로 묘사된 아르카디아는 르네상스 이
후부터 작품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였다. 아르카디아는 정치와 사회현실, 인간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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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소설에 등장하는 ‘샹그릴라(Shangrila)’ 외에 ‘황금시대(Golden age

)’9), ‘파라다이스(Paradise)’10), ‘천년왕국(千年王國)’11) 등등이 있다.

동양의 이상향 유형은 비옥하면서도 평화로운 별천지의 의미가 담긴

‘옥야(沃野)’12), ‘낙토(樂土)’13), ‘동천복지(洞天福地)’14), ‘선경(仙境)’15), ‘승

타락을 비판하고, 현실정치에서 벗어나 전원, 자연을 아름답게 보면서 현실정치권력으
로부터 이탈하려는 탈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수현,「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 작품에 나타난 ‘아르카디아’ 주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10; 김시천,「아르카디아(Arkadia)에서 유토피아(Utopia) -
『장자』의 이상사회론과 그 정치사상적 함의」,『동서철학연구』제23호(한국동서철
학회, 1999), p.79 참조.

9) 황금시대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이상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헤시오도스(Hesiodos)의
『노동과 나날(Works and Days)』에서 역사를 ‘황금의 시대-은의 시대-구리의 시대-
철의 시대’로 구분 짓고 상실한 황금시대를 그리워한다. 그에 의하면 황금시대는 크로
노스(Cronos)가 지배하던 목가적인 시대로서 슬픔과 고통도 없으며 힘든 노동도 하지
않고 신들의 축복 속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천 년
이상 앞선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한 수메리아 시인은 『딜문』에서 ‘배·전갈·하이에나·
개·이리·두려움과 공포 등 인간의 어떠한 적수도 없었던 시대를 노래하였다. 이종은
외,「韓國文學에 나타난 유토피아 意識 硏究」,『道敎文化硏究 』제10집(한국도교문
화학회, 1996]), p.374; 임철규,『왜 유토피아인가』(한길사, 2009), p.231 참조.

10) 파라다이스는 낙원으로 『구약』,「창세기」에서 묘사된 에덴동산이 원형이다. 원죄
없이 조물주의 섭리 안에서 살며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영생불
멸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낙원의 개념은 후대에 현실적으로는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지’ 등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
간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적 상상력은 황금시대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근원으로의 회귀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종은 외, 앞의 글, p.374

11) 천년왕국은 신적인 질서가 완벽히 구현된 이상세계로 성서의 묵시록에 표현된 지복
천년(至福千年)의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미래에 세계의 종말이 도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로운 지상천국이 이룩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성
례중심주의’(sacramentalism)에 대한 반발과 반항이 결합하여 종말론적인 종교운동 내
지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황선명,『민중종교사』(종로서적, 1981), pp.61-64 참조.

12) 옥야에는 봉새의 알을 먹고 단 이슬을 마신다. 그리고 원하는 바의 온갖 먹을 것이
있다. 여기에는 감화·감사·흰버들·시육·삼추·선괴·요벽·백목·낭간·백단·청단이 있고 은
과 철이 많이 난다. 난새가 노래 부르고 봉새가 절로 춤추며 온갖 짐승이 무리 지어
사는데, 이곳을 옥야라고 한다.『산해경(山海經)』,「대황남경(大荒南經)」, “…玉之野
鳳鳥之卵是食 甘露是飮 凡其所欲 其味盡存 爰有甘華·甘柤·白柳·視肉·三騅·璇瑰·瑤碧·白
木·琅玕·白丹·靑丹·多銀鐵 鸞鳳自歌 鳳鳥自舞 爰有百獸 相群是處 是謂沃之野”

13) 낙토는 고대 중국인들이 꿈꾸던 이상향의 이름이다. 『시경(詩經)』,「위풍(衛風)」,
「석(碩)」을 보면 어렵게 기른 밭의 곡식을 큰 쥐가 인정사정없이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쥐가 없는 낙토를 찾아가겠다는 노래가 있다.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기장 먹지 마라 碩鼠碩鼠 無食我黍
삼 년 동안 길렀건만 인정사정없구나. 三歲貫女 莫我肯顧
너를 두고 떠나가리 낙토를 찾아가리 逝將去女 適彼樂土
낙토, 낙토 거기에서 나는 살리라. 樂土樂土 爰得我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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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勝地)’16) 등이 있으며, 신화적 공간으로 ‘산해경(山海經)’17) 유형과 도

교적 낙원으로서의 ‘무릉도원’, 태평성대의 유교적 낙원인 ‘대동사회(大同

社會)’18), 불교적 이상향인 ‘극락정토(極樂淨土)’19), 근대 민족종교의 ‘후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보리 먹지 마라 碩鼠碩鼠 無食我黍
삼 년 동안 길렀건만 은덕도 모르는구나. 三歲貫女 莫我肯德
너를 두고 떠나가리 낙국을 찾아가리 逝將去女 適彼樂國
낙국, 낙국 거기에서 나는 살리라. 樂國樂國 爰得我直.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벼이삭 먹지 마라 碩鼠碩鼠 無食我苗
삼 년 동안 길렀건만 말 한마디 없구나. 三歲貫女 莫我肯勞
너를 두고 떠나가리 낙교로 찾아가리 逝將去女 適彼樂郊
낙교, 낙교 거기서는 울지 않으리. 樂郊樂郊 誰之永號

이는 주(周)나라의 통치가 문란해졌을 때 백성들이 탐관오리를 큰 쥐에 비유하며, 그
학정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한 민요이다. 여기에서 낙토
(樂土), 낙국(樂國), 낙교(樂郊)는 같은 의미로 착취가 없고 살기 좋은 이상세계를 뜻한
다. 이종은 외, 앞의 글, p.376-377.

14) 동천복지는 명산 깊은 곳에 실재한다고 믿었던 신선들의 별천지를 가리킨다. 일반적
으로 속세와 격리된 산중의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한다. 동천(洞天)은 깊은 산중의 동
굴 속에 있는 별세계(別世界)를 의미하고 복지(福地)는 자연과 인간 세상의 재해(災
害)가 닿지 않는 비옥한 땅을 뜻한다. 정민 외,「낙토(樂土)와 대동세계(大同世界)」,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2』(휴머니스트, 2011), p.336.

15) 선경은 신선이 사는 곳의 의미로부터 속세를 떠난 좋은 곳, 이상적이고 완전한 곳으
로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게 되었다. 흔히 이곳의 정경은 동천복지처럼 신선 혹은 선
녀가 살고 불사약이 있으며, 각종의 기화요초(奇花瑤草), 학과 사슴 같은 선수(仙獸)
가 서식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동천복지에 비해 개념 범위가 더 넓고 보다 환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종은 외, 앞의 글, p.378.

16) 승지는 풍수지리설의 길지(吉地) 관념에서 발생한 것으로 굶주림도 없고 전쟁도 없
는 선택받은 땅이다. 우리나라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열 군데의 승지(勝地)가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것이 십승지지(十勝之地)이다. 정민 외, 앞의 글, p.336.

17) 최고(最古)의 신화서인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의 이상향으로 태초의 이상세계
를 반영한 완전한 신화적 공간을 의미한다.

18) 『예기』,「예운」편에 대동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상에서는 천하를 공적인 것으로 여기니,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신의를 강론하고 친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는 않으며, 자신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삶을 품위 있게 마칠 수 있게 하며, 장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이 있게
하며, 어린이들은 양육 받을 곳이 있게 하며, 홀아비·과부·자식 없는 노인·병든 사람
들이 모두 부양받을 곳이 있게 하고, 남자들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여자들
은 가정이 있다. 재화가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 집에만 저
장하려 하지는 않으며, 노동력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
기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나쁜 모의(謨議)가 막혀서 일어나지 않으며,
도둑질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문을 만들기는
하지만 닫을 필요가 없으니, 이것을 일러 대동사회라고 한다.” 『禮記』,「禮運」, “大
道之行也 天下為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
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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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벽(後天開闢)’20) 세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서를 막론하고 사회가 난세이거나 생활이 곤궁할수록 또는 윤

리적·도덕적 모순에 빠졌을 때 이상향에 대한 탐색은 가속화되었고 무릉

도원이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 대한 진한 노스탤지어가 형성되었

다. 위와 같이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향이 존재하지만 공통으로 공유되

는 특징도 발견된다. 첫째, 이상향은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이상향의 모습이 실제적이든, 환상적이든 간에 이상향의 토대는 일정 공

간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이상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소망과 꿈을 내용

으로 한다. 종교적인 갈망 또는 사회적인 개혁이든, 아니면 과거로의 회

귀 또는 미래지향적인 발상이든 간에 이상향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소

망,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 셋째, 이상향은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픽션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예술, 문학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21) 이러한 동·

서양 이상향의 다양한 유형들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나름의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향이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지향해온 이상사회의 보편성과 더불어 시대성과

지역성에 따른 개개인의 꿈과 이상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이 이상향을 동경하는 것은 각자의 현실세계에 대한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모델에는 그 시대와 지역의 상황에 따른 개별

적인 이상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22) 따라서 추후 설명하게 될 연구

자 작품의 개별적 이상향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른 이상향과 동일하게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단 이상향을 직

惡其不出於身也 不必為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권정안 외,「『예기(禮記)』 대동사회(大同社會)에 대한 고찰」,『한문고전연구』제
36권(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p.361 재인용.

19) 극락정토는 이승에서 덕을 쌓고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산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된다는 이상향으로 서방정토(西方淨土)라고도 한다.

20) 현세의 세상으로 선천세계가 끝나고 백성들이 바라는 후천세계가 열린다는 동학의
사상이다.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은 원한으로 인하여 상극이 지배하는 시대를 선
천시대라 보고 후천시대는 그 원한이 풀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상생하는 시대임을 강
조하였다. 즉 상제가 구천으로 내려와 모든 원한과 상극상쟁(相克相爭)의 요소를 해
소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종은 외, 앞의 글, p.405.

21) 앞의 글, p.380.
22) 정치영,「조선시대 유토피아 양상과 그 지리적 특성」,『문화역사지리』제17권 제1
호(한국문화지리학회, 2005),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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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지평이라는 공간을 통해 비가시

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둘째, 지평 가운데 이상향은 이룰 수 없는

꿈으로서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부정적

노스탤지어가 아닌 긍정적 노스탤지어로서 기능한다. 셋째, 하늘·도시·전

원 등의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문학과 같은 픽션(fiction)의 세

계이다. 그래서 실재와 허구, 현실과 이상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게 드러

난다.

2) 이상향의 유형

인간의 개인적 욕망이나 개별적인 꿈을 전제로 한 미시적 이상향도 있

지만 본 논고에서는 보편적인 개연성이 전제된 이상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선행 기술한다. 이상향의 유형은 사상, 종교, 지역 등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작품에 투영된 개별적 이상향과

보편적 이상향의 비교 연구를 근간으로 첫째는 욕망 충족과 절제에 따른

사상적 유형으로, 둘째는 공간의 실재성에 따른 실지(實地)와 비실지(非

實地)의 공간적 유형으로, 셋째는 현재·미래 지향적이냐 또는 과거 지향

적이냐에 따른 시간적 유형으로 이상향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인류역사

의 이상향 추구가 욕망충족, 실재적 공간, 현재 또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

전해온 재건적 양상을 보여왔다면, 연구자의 작품을 통한 이상향의 추구

는 욕망의 충족형에서 절제형으로, 실지형에서 비실지형으로,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성격이 변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상향의 추구가 위와

같은 획일적인 방향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인 성격도 나

타난다. 연구자의 경우 이상향의 표현방식에서 공통적으로 파란 하늘은

지속하면서 지상의 지평 표현에 따른 이상향의 의미가 변화한다. 그 변

화의 요인을 욕망 중심의 사상적 유형과 실재 중심의 공간적 유형, 회귀

중심의 시간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이

상향의 성립 요건이라기보다 연구자의 작품에 반영된 요건을 토대로 한

유형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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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적 유형: 욕망 충족 또는 절제

근본적으로 이상향은 인간의 욕망 충족의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상향에 대한 추구는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불만에서 초래되기에 이러

한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따라 ‘욕망충족의 이상향’과 ‘욕망

절제의 이상향’으로 나뉘게 된다.

재화의 충족 상태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욕망절제의 이상향은 금욕

적 유토피아로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비롯한 근대 초기 모어, 캄파넬라

(Campanella, 1568-1639)23) 등의 유토피아가 속하고 욕망충족적 이상향

은 푸리에(Fourier, 1772-1837)24), 생 시몽(Saint-Simon, 1760-1825)25)

등의 과학적 유토피아 등이 속한다.26)

사회주의 학자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는 모든

불만과 갈등의 원인은 물질적 사회적 결핍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전쟁

과 같은 난세에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이 물질적 결핍이라면, 빈부의 격

23)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공상적 공산주의자. 그는 당시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
던 남부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그 지도자가 되었는데, 1599년
봉기 직전에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고 27년을 옥중에서 보냈다. 거기에서 그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태양의 도시(Civitas Solis)』를 쓴다. 그의 사상은 당
시의 도시나 농촌의 빈민층과 하층 지식인의 느낌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생산
수단의 사유를 폐지하고 노동이 전 시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일상적 욕구로 되는 평등
한 사회에서 비로소 전 세계는 하나로 묶여 인간적인 발전이 보장되고 과학·기술·예
술이 꽃피게 된다고 하였다. 임석진 외,『철학사전』(중원문화, 2012), p.973.

24)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프랑스 혁명이 실현되어 봉건제는 타도되었지만, 상업
적 봉건제는 만연하여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는 부자유스럽
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이 갖는 모순을 통렬히 비판하였
다. 그는 프랑스 유물론에 근거하여, 환경이 인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받아들여 이상적인 사회를 조화주의의 사회라고 생각하여 농업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적 생산협동제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앞의 책, p.1038.

25) 프랑스 사회주의의 선구자이다. 그는 프랑스의 유물론에 찬동하고 이신론(理神論)이
나 관념론에는 반대하면서 자연의 연구를 중시하였다. 역사는 신학적(종교가 지배하
는 시기), 형이상학적(봉건제와 신학의 붕괴 시기) 단계를 거쳐 왔으며, 과학에 기초
한 미래의 사회 조직을 실증적(實證的) 단계라 하였다. 그는 미래사회는 과학적으로
조직되고, 계획적 대공업에 의지한다고 추정하면서 거기에서는 과학자와 산업가가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생산가 속에는 노동자ㆍ상인ㆍ은행가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이 보장되고, 사람의
사람에 대한 지배는 없어지면서 물(物)에 대한 지배와 관리가 수행된다고 주장하였
다. 앞의 책, p.502-503.

26) 이종은 외, 앞의 글, p.381.



- 20 -

차, 신분에 따른 불평등, 권력의 편중 등이 사회적 결핍의 요인이다. 이

때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이것이 구체적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상향이라 하였

다.27) 이러한 물리적, 정신적 결핍을 주어진 환경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

갈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의 이상향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로 인간의 욕망과 주어진 환경

이 균형을 이룬 욕망충족형 이상향이다.

둘째, 주어진 조건, 환경이 인간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

로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의 욕구를 제한하거나 제도와 법을 통해 조율하

는 욕망절제형 이상향이다.

동양의 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상향을 유가, 도가, 불가 등

동양의 대표적 사상 유형에 근거하여 분류한다면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동양의 이상향 유형 예시

1. 신선(神仙) 사상의 유형 선경(仙境)

2. 풍수도참(風水圖讖) 사상의 유형 십승지(十勝地)

3. 도가의 유형 무릉도원(武陵桃源)

4. 불가의 유형 극락정토(極樂淨土)

5. 유가의 유형 대동사회(大同社會)

[표 1] 동양의 대표 사상에 따른 이상향의 유형과 예시

위의 표를 참고할 때, 일반적으로 동양의 이상향은 명승지와 농경을 기

반으로 한 이상세계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자연 중심적

이고 친화적인 유형이 다수를 이룬다. 반면 서양의 이상향은 근대기 이

후,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인간의 욕망과 불일치한다면 도전과 개혁을

통해 욕망을 충족하려는 유형으로 발전한다.

27) 앞의 글,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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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무릉도원은 한정된 공간에서 자급자족하는 원시농경사회를 기반

으로 인위적인 정치를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욕망은 제한되는 대표적인

욕망 절제형의 이상세계이다. 그래서 ‘금욕적 이상향’이라고도 하는데, 욕

망이 충족되는 ‘세속적 이상향’이 아닌 절제와 금욕으로서의 이상향을 추

구한 것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과도 상통한다. 소국과민이란 소수

의 인구가 고립된 작은 공간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노

자(老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라는 작고 백성도 적은 나라에서 온갖 문명의 이기(什佰之器:十百인의 노

동을 대체할 수 있는 공구28))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죽는 일을

대단히 큰일로 여기며 멀리 거처를 옮기려 하지 않는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

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군대가 있어도 진(陳) 칠 곳이 없다. 사람들로 하

여금 다시 (문자 대신) 결승(結繩)으로 의사를 전달하게 하며, 자기 음식을 맛

있게 먹으며, 의복을 아름답게 보며, 자기의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며, 그 풍속

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29)

여기서 노자는 문명의 발달은 비록 느리지만 소박하고 작은 국가, 갑옷

과 무기는 있지만 사용할 데가 없는 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다.30)

소박한 듯 욕망을 절제하고자 하는 이상향은 동진시대 도연명의 『도화

원기(桃花源記)』의 도원이라는 낙원으로 연결된다. 우선 세상과 격리된

은일(隱逸)과 탈속(脫俗)의 공간이자,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

로서 소국과민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무릉도원은 소수의 인구가 고립

28) 십백지기(什佰之器)를 ‘병기’, ‘무기[兵革]’로 해석하거나 ‘十百인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 해석하는데, 연구자는 이를 통칭한 문명의 이기로 설명하였다. 候外廬
編,『中國歷代大同思想』(과학출판사, 1959), p.10; 陳正炎 외, 이성규 역,『중국의 유
토피아 사상』(지식산업사, 1990), pp.81 재인용.

29) 老子,『道德經』, 第八十章「獨立章」, “小國寡民 使有什佰之器而不用 使民重死而不
遠徙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使人復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樂其俗…” 陳正炎 외, 앞의 책, pp.81-82 참조.

30) 서양에서 소국과민과 유사한 욕망 절제형의 이상향이 아르카디아다. 아르카디아도
소국과민과 같이 자연과의 조화, 균형, 평화를 추구한다. 아르카디아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 상태의 단순, 소박, 순수의 미덕이며 무엇보다도 목가적인 평화와 여가가 큰 비
중을 차지한다. 또한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어 밭을 갈고 사자와 사슴이 정답게 누워
있는 평화로운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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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은 공간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시대

에 살고 있는지, 위(魏)나라와 한(漢)나라가 존재했는지조차 모르는 시간

이 정지된 곳이다.

그러나 도연명은 도원을 통해 소국과민과 같이 문명의 이기와 제도를

거부하는 초기 원시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인위(人爲)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문명의 사용을 최

소화하는 지혜로운 사회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도연명에게 있어서 작은

나라 적은 백성(小國寡民)의 ‘小’와 ‘寡’의 본의는 현대문명사회의 크기

위주의 욕망과 허세의 세속적 모델이 아니라 무욕(無慾)과 무위(無爲)의

사회로서 욕망절제형 이상향을 의미한다.

반면에 욕망충족형 이상향은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

오는 ‘샹그릴라(Shangrila)’31)가 대표적이다. 우연히 이상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스토리의 전개과정과 빼어난 자연 속에 고립된 낙원으로서의 모습

은 무릉도원과 유사하다. 하지만 샹그릴라는 황금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문명의 혜택을 향유하는 이상향이다. 고립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황금

으로 외부에서 문명의 이기를 도입하여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

시킨다. 이러한 욕망충족형 이상세계로서 샹그릴라는 당시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서구인들에게 부귀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학자 핀리(M.I. Fineley, 1912-1986)에 의하면 금욕적인 모습을 보

여 왔던 서구의 유토피아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이상

향으로 변모했다고 한다. 19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기반은 인간에게 편이성(便易性)

을 제공하였다. 또한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계와 물질문

명에 경도되어 욕망충족형의 이상향에 대한 기대를 한층 고조시켰다.

반면 근대화, 산업화에 따른 과학 문명이 욕망절제형의 사회를 붕괴시

키는 선례는 인도의 라다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1946-)의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

31) Ⅳ.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의 표현 2.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의 변천 과정 2) 부재(不在)의 지평 (2008-2013)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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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32)를 보게 되면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라다크 마을이 근대화, 산

업화로 붕괴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히말

라야의 라다크 지방은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혹독한 기후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라다크 사람들은 검소하고 서로 협업하며 천

년 넘게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서구식의 산업화

로 개발이 시작되면서 환경은 파괴되고 빈부의 격차, 인플레이션, 실업

등의 문제로 마을공동체는 갈등과 욕망으로 분열하게 된다. 소위 문명화

는 라다크의 평화롭고 안정된 욕망절제의 순수 사회를 붕괴시키고 서구

사회의 물질주의를 동경하게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 물질적으로 풍

족하지는 않았지만 긴밀한 공동체적 삶 속에서 누구도 빈곤하다고 느끼

지 않았던 순박함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적 균형이 오래된 미래의 가르

침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된 미래의 지혜는 소국과민,

무릉도원을 통해 언급되었던 무욕(無慾), 무위(無爲)의 친자연적 이상향

과 상통한다. 산업화 도시화는 편리와 편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욕망절제로 인해 유지되었던 자연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의 조화를 붕괴

시켰다. 그래서 『오래된 미래』에서는 이상향의 욕망 충족과 절제라는

상반된 가치의 갈림길에서 과연 올바른 지혜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제

기한다.

(2) 공간적 유형: 실지(實地) 또는 비실지(非實地)

‘실지적(實地的) 이상향’은 실제 문화경관에 구축된 구체적 이상향으로

32) 『오래된 미래』의 전반부는 1975년 헬레나가 처음 라다크에 갔을 때의 행복하고 평
등한 마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당시에 라다크 여성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가 친밀한 공동체 사회였다. 후반부는 서구화, 산
업화의 ‘개발’ 이후 라다크가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으로 변모된 과정을 보여준다.
라다크인들은 근대화의 편의성을 향유하게 되지만 실업,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등등이
유발되고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생태학적 균형과 공동체의 조화는 위협받게 된다.
『오래된 미래』는 근대화, 문명화에 따른 진보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아울
러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가치를 환기한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김종철 외 역,『오
래된 미래』(녹색평론사, 1996) 참조.



- 24 -

시간성과 공간성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대와 공간 조건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변화, 쇄신이 발생한다. 서양에서는 ‘아르카디아’가 대표적

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의 ‘불국토’, 지리산의 ‘청학동’, ‘십승지’ 등이

다. 반면에 ‘비실지적(非實地的) 이상향’이란 실제적인 문화경관의 형성을

수반하지 않는 상상의 이상향이다. 상대적으로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성

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하고 장소정체성이 통시적으로 변화 쇄신되지 않

는 특성이 있다. 주로 종교적 이상향이 많은데, 실례로 기독교의 ‘에덴동

산’, ‘천년왕국’, 불교의 ‘미타정토(彌陀淨土)’, 동학의 ‘후천개벽 세상’ 등

이 대표적이다.33)

실지와 비실지는 지형과 공간이 실재적이냐, 비실재적이냐에 따른 분류

이기도 하지만 이상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냐 또

는 관념적이고 허구적이냐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토피아는 허구의 이상향이지만 정원도시라는 구체적인 형

태, 노동과 생활의 문제와 문화의 향유까지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릉도원은 아침에 닭이 울고 복숭아꽃이 만발한 상상의 세계 속

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낙원으로 모호한 묘사가 이루어진다. 전

자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서양인의 낙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면, 후자

는 신선이나 선민(選民)만이 안식할 수 있는 관념적인 낙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는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는 데 반해 무릉도원은

실재성이 부족한 액자적인 흠모의 세계로 나타난다.34) 서양의 경우 지상

낙원과 천상낙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인간과 신의 대립과 경쟁 속에

서 보다 논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낙원을 추구하였다면 동양의 경우는 보

다 비실지적이고 낭만적인 낙원의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창

세기의 에덴동산은 과거 회귀형의 대표적 비실지적 이상향이다. 에덴동

산은 타락한 아담 이브가 돌아가고자 하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비실

지성으로 종교적 관념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성

33) 최원석,「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대한지리학회지』제44권 제6호(대
한지리학회, 2009), pp.746-747.

34) 구인환,「한국소설의 낙원의식」,『근대문학의 생성과 현실의식』(한샘, 1983),
p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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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작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상향을 지상 가운

데 실현하고자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동양의 이상향에도 관념적인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유형

도 존재한다. 수잔 넬슨(Susan E Nelson)의 논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도

원에 대한 해석은 비실지적 이상향으로서 ‘신선들의 낙원’과 실지적 이상

향으로서 ‘현세적 공간’ 두 가지로 해석하였다. 당송(唐宋) 대는 도원을

신선들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비실지적 경향이 강해서, 도원도는 주로 봉

황(鳳凰)과 란(鸞), 선궁(仙宮)과 신선(神仙) 등 도교적 모티브의 신선경

(神仙境)이 많았다. 그러나 도원을 현세적 공간으로 보게 되면 현세를 떠

나 자연 속에서 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발견하려는 자연 귀의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상적인 삶의 조건이 완비된 최적의 입지를 자연 속

에서 찾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깊은 산간

의 선경을 중심으로 한 이상향으로 중국에서는 ‘무이구곡’이며 한국에서

는 ‘청학동 마을’이라 할 수 있다.35)

조선시대에는 이상향을 뜻하는 지명이 실제로 지역 곳곳에 있었다. 특

히 강원도 정선은 도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정선 관아에는 도원을

상정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객사는 도원관(桃源館), 세 개의 문에

는 도원선위지부(桃源仙尉之府), 동헌은 범도헌(泛桃軒), 청사 위쪽에는

심원당(心遠堂), 도화유수관(桃花流水館)이 있는데 모두 이상향인 도원과

연관된 명칭이다. 이는 이상향이 단순히 허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지 지형과 지역을 토대로 이상세계를 구현하려 한 것이다.36)

이규경(李圭景, 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중

「낙토에 여생을 보낼 곳을 만든다.(樂土可作菟裘37)辨證說)」에는 전국

에 낙토로 알려진 곳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온다. 여기서 낙토의 조건

은 첫째, 전란에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 둘째, 평상시에는 생계를 유지하

기에 적절한 농토와 물이 있어야 한다. 셋째,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평온

35) 최원석, 앞의 글, p.747.
36) 안대회,「옛 문학 작품 속 이상향의 세계」,『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국립중앙
박물관, 2014), p.223.

37) 토구는 토구지지(菟裘之地)의 줄임말로 벼슬을 내놓고 은거하는 곳이나 노후(老後)에
여생을 보내는 곳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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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 낙토의 최소조건으로 제시된다. 그 대표적인

낙토가 지리산 청학동(靑鶴洞), 경상도 상주 우복동(牛腹洞), 용화동(龍華

洞), 강원도 양양 회룡굴(回龍窟), 회양 이화동(梨花洞), 경기도 광복동

(廣腹洞) 등등이다.38) 이러한 장소들이 낙토로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

에게 실지적으로 존재할거라는 믿음을 주었으나 실재적인 지역명과 달리

허구의 이상향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규경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도원에 버금간다고 알려진 우복동이란 곳이 있어 뜻을 가진 사

람들이 부러워 마지않는다. 천번 만번 찾아가지만 끝내 찾지를 못해 마치 고

려의 쌍명재(雙明齋)39) 이인로가 지리산 청학동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일과

같다.40)

라며 위의 낙토들은 실지 장소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익(李

瀷, 1681-1763)과 정약용(丁若鏞, 1726-1836)과 같은 실학자들은 이상향

의 탐구를 허상이라 비판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실지적 낙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최상의 거주지로서

의 실지적 이상향을 제시한 『택리지(擇里志)』이다. 택리지는 조선후기

의 대표적 지리서이다.『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을 가려서 정할(卜居) 때에,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제시한다. 첫째는 ‘지리(地理)’, 둘째는 ‘생리(生利 혹은 生理)’, 셋째는 ‘인

심(人心)’, 넷째는 ‘산수(山水)’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된 곳이 바로

낙토(樂土)라는 것이다. 지리란 풍수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적

인 자연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리는 그 지역의 생산물이나 이익

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심은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

의 관계성을 말한다. 네 번째 산수란 지리와 달리 사람들이 완상(玩賞)

38) 안대회, 앞의 글, p.223.
39) 쌍명재(雙明齋) 이인로(李仁老, 1152-1220)는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글을 잘 짓고
초서와 예서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170년(의종 24) 19세 때 정중부가 무신의
난을 일으키고 문신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피신하여 불문에 귀의하였다.

40)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樂土可作菟裘辨證說」, “…我東亦有與挑源相埒者 其
名曰牛腹洞 有志者艶羨不已 千搜萬索 終不得尋 有若麗朝雙明齋李仁老之覓智異山靑鶴
洞而不遇者焉 更有細人贋作洞圖路記 以售於渴求之癡人 還可捧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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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연 경관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산수를 감상할

데가 없으면 성정을 올바르게 닦을 수가 없다.(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

陶瀉性情)”고 하였다.41) 이와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명승지, 선경의 예시

를 든다면 영평 백운산, 광주 무등산, 영양 월출산, 순천 조계산, 청송 주

왕산, 대구 팔공산, 청도 운문산, 울산 원적산 등등을 꼽고 있다. 이는 허

구적이고 비실지적인 이상향의 추구가 아니라 실지성을 바탕으로 한 보

다 현실적인 이상향의 제시이자 대안이었다.

(3) 시간적 유형: 현재·미래 또는 과거

이상향의 유형을 보게 되면 관념적이면서 시간회귀적인 유형과 인위적

이면서 현재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향의 동경이란 현재의 공

간에 존재하지 않는 곳, 지금의 시간과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

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미래의 것일 수도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요순시대와 같이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황

금시대일 수도 있다.

현재에 살면서 과거의 이상향을 동경한다는 것은 현실회피의 복고적 성

향이 강하며, 미래의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기대와 희망에 찬 개혁적 성

격이 강하다. 과거 지향형의 이상향은 대부분 원초적 시대를 황금시대로

간주하면서 순환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에 미래 지향형의 이상

향은 단선적 진보 역사관을 토대로 한다. 특히, 문화적 전통이 오래된 나

41) 李重煥,『擇里志』,「卜居總論」“大抵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
水 四者缺一 非樂土也 地理雖佳生利乏 則不能久居 生利雖好地理惡 則亦不能久居地理
及生利俱好 而人心不淑 則必有悔吝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무릇 거처를 잡
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
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
자라면 살기 좋은 낙토가 아니다. 그런데 지리는 비록 좋아도 생리가 모자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생리가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감상
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화창하게 하지 못한다.)” 이중환, 이익성 역,『택리
지』(을유문화사, 2012), p.121 참조; 조현범,「『택리지』에 나타난 ‘지리(地理)’ 관
념」,『한신인문학연구』제3권(한신인문학연구소, 2002), p.2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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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과거 역사 속에서 나름의 황금시대 신화를 다 가지고 있다. 중

국의 요순(堯舜)시대, 인도의 크리타 유가(Krita Yuga)시대, 이집트의 라

(Ra)시대, 그리스의 크로노스(Cronos)시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대

들은 대부분 자연친화적이며 원초적인 사회로서 소박하지만 평화롭고 안

녕이 보장된 시대로 복고적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

동양의 이상향은 대체로 역사의 순환사관에 입각하여 과거 지향의 유형

을 지니고 있고, 서양은 진보적 역사관에 의해 현재 또는 미래 지향적인

이상향의 유형을 보인다.42) 서양의 대표적 이상향인 토머스 모어 『유토

피아』의 마지막 장을 보면, 유토피아는 “기대할 수 없지만 바라는 것”

이라 하였다. 유토피아라는 어원에서도 보듯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도래했으면 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대

가 담겨 있다. 그리고 ‘유토피아’는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에 대한 미래의 비전으로도 간주되었다. 그래서 서양

의 유토피아 추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노

력이 반영된 미래의 희망원리가 되었다.

플라톤 이래 르네상스 시기의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은 일반적으로 평화

와 안녕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아우타르키(Autarkie)43)적

인 삶을 그린다. 그리고 근대 이전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는 주로 ‘장소적

이상향’ 즉, 플라톤의 전통을 수용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사상으로 주

로 섬, 심산유곡(深山幽谷), 마을, 도시와 같은 공간적인 영역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여기(here)에 살면서 지평 너머 다른 세계를

꿈꾸게 되는데, 여기가 아닌 저기(there)의 다른 세계는 격리된 낙원이거

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국(神國)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과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인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토

피아에 대한 전망도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프랑스 혁명은 이성적인 인

간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근대 이전 ‘장소적 이상

향’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지각 형태를 지닌

42) 정재서,『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푸른숲, 2000), pp.271-272.
43) ‘아우타르키(Autarkie)’란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자급자족적 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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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이상향’으로 변화되었다.44) 공간적 형태의 유토피아주의에서 시

간적 과정의 유토피아주의로의 전환된 것이다.45)

‘시간적 이상향’의 형성은 근대의 시간 개념의 형성과 관련된다. 특히,

‘진보’라는 개념의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진보를 통해 선형적인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것의 주체로서 인간과 과학에 대한 믿음

이 과거 지향의 이상향에서 현세적이며 미래 지향의 이상향으로의 전환

을 이끌었다. 근대의 진보 개념 속에는 시간의 흐름을 선형적으로 인식

하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 변화의 동력과 방향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새로운 동력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모색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고 미래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작

금의 이상향 추구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2. 이상향의 형상표현 실례(實例)

이상향의 형상화에 대한 대표적 모델을 세 가지로 선별하여 기술한다.

첫째, 〈태평성시도〉에 등장하는 도시형 이상향은 연구자의 작품 1기

(2006∼2008)의 도시에 근거한 이상사회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대표적인

욕망 충족, 현세 지향적인 이상향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위자

연적 성격의 〈무릉도원도(武陵桃源圖)〉는 인물(어부)을 중심으로 한

이상과 현실의 통로에 대한 표현으로 작품 2기(2008∼2013)와 관련성이

있다. 셋째, 〈무이구곡도〉는 실지성을 근간으로 도원도와 유사하게 욕

망 절제, 과거 지향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릉도원도〉

와 〈무이구곡도〉는 무위, 자연, 은둔의 친자연적 성향으로 작품 3기

(2013∼2018)의 전원지평 중심의 이상향 자각과 연관성이 깊다.

44) 홍태영,「근대 산업주의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OUGHTOPIA』제25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p.5.

45) David Harvey, 최병두 외 역,『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한울, 2001),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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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평성대적 성격〈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무릉도원도〉와 〈무이구곡도〉가 자연을 이상향으로 하는 그림이라

면 〈태평성시도〉는 일종의 번영한 도시를 이상향으로 하는 회화작품으

로 구별된다.

도원도에도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삶에 대한 동경이 반영되어 있지만

결국, 전쟁과 혼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권력 부패에 따른 회의, 인

간세계의 불평등 등으로 도시를 외면하고 자연으로 도피한 은신처의 모

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태평성시도〉의 태평성대는 도시를 근간으로

한 이상향으로 ‘태평성대(太平聖代)’란 요순시대와 같이 어질고 훌륭한

군주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태평성대의 ‘태평’이라는 개념은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의

삼세설(三世說)의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삼세설은 공자의 시대를

중심으로 세 시기의 역사를 다룬 방식으로 어지러운 시대인 ‘거란세(據

亂世)’, 평화로 상승하는 시기인 ‘승평세(升平世)’, 이상적인 시대인 ‘태평

세(太平世)’로 세 단계의 상향적인 역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46)

태평경47)의 태평론에 의하면 ‘태평’이란

태(太)란 큰 것이다. 그 쌓인 크기가 하늘과 같은 것을 말한다. 아무것도 하

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평(平)이란 평등하게 다스려진 것을 말한다. 모든 일

이 잘 다스려지면 공평치 못한 일은 더 이상 없다.48)

46) 陳正炎 외, 앞의 책, pp.168-179.
47) 중국의 도교 경전의 일종,『도장(道藏)』에는 결권(缺卷)을 포함한 57권 본과 당말의
도사 여구방원(閭丘方遠)이 초출했다는 『태평경초(太平經鈔』10권이 수록되어 있다.
하늘의 사자로서 내려온 ‘신인’이 유덕의 군주에게 전달하고자, 지상세계의 구제 방법
을 제자인 ‘진인(眞人)’에게 알리는 부분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태양·태음·중화’의 3
기(三氣) 및 3기에 대응하는 ‘천·지·인’, ‘일·월·성’, ‘부·모·자’, ‘군·신·민’, ‘도·덕·인’ 등,
자연이나 인륜의 조화에 의해 태평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편집부 저,『종교학대
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1332&cid=50766&categoryId=50794(최종검
색일: 2018.11.06.)

48) 王明 編,『太平經合校』, “太者 大也 言其積大如天 無有大于天者 平者 言治太平均
凡事悉治 無復不平” 정재서,「『태평경』의 成立 및 思想에 관한 試論」,『韓國文化
硏究院 論叢』제59집 제1권(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1),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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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태평이란 공평한 정치, 평등한 사회가 구현된 이상향을 의미한

다. 태평의 정의가 담긴 태평경의 사상을 보면 백성의 고난에 대한 동정

심, 조정의 부패에 대한 비판,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등의 표현을 통해

당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도교

의 『태평경(太平經)』에서 사용된 공평, 평등한 사회라는 태평의 의미는

『태평경(太平經)』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은 아니고, 큰 도가 행해지고 모

두 하나 되는 ‘대동사회(大同社會)’49)에서 유래하다. 만민의 신분적 평등,

재화의 공평한 분배, 인륜의 구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동사회는 유가

에서 말하는 대표적 이상세계인데, 태평경의 경우 삼합상보설(三合相補

設)에 입각하여 군[太陽], 신[太陰], 민[中和]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면

서 유교적 서열체계와는 다른 평등을 강조한 차별점이 있다.50)

이러한 태평성대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

성시도(太平城市圖)〉[도 1]이다. 여기서 ‘성시(城市)’의 의미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시장의 의미로 오늘날의 도시를 의미한다.51)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도시란 성읍(都邑), 도성(都城)이라 지칭하며 통치

자가 거주하는 치소(治所)로서의 기능이 강한 행정체제이자 성곽을 갖춘

49) 유학은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 비해 현실의 인간사회 안에서 이상향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내세가 아닌 현세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天下’를 국가다운 국가와 인간다운 사람들이 사는 천하로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유학은 국가단위 만이 아니라, 천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전체가 인간답고 평
화롭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논어』의 ‘天下有道’, 『대학』
의 ‘平天下’, 『맹자』의 ‘王天下’의 이상사회가 그러하며 대동사회는 큰 도가 행해지
고 모두 하나 되는 사회로서 유가의 이상향을 의미한다. ‘大同’이란 너와 나의 분별을
넘어 상호 간의 신뢰와 화목으로 하나 됨을 뜻한다. 즉 대동사회는 인류가 추구해온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해 인류적 평화와 통합을 이룬 이상사회이다. 권정안 외, 앞의
글, pp.359-360.

50) 정재서,「『태평경』의 成立 및 思想에 관한 試論」, 앞의 글, p.140.
51) 이수민,「국립중앙박물관 『태평성시도』 병풍 연구」에 의하면 성시(城市)의 사전
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城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市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품을
교환하는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성시의 용례를 보면 1) 촌락(村落), 촌
야(村野)와 대칭되는 개념(광해군 14년(1622), 현종 13년((1672)), 2) 사람들이 많이 모
이는 번화한 곳(세종 28년(1446), 명종 7년(1552))이라는 뜻이 있다. 또한 ‘시장(市場)’
이라는 협의의 의미로도 쓰여서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고 경영한 지 두어 해 만
에 종사(宗社), 궁궐(宮闕), 성시(城市), 여염(閭閻)이 성하게 이루어졌사온데.”(태종 1
년1월14일)라 하였다. 그래서 성시(城市)는 이런 관습적인 개념을 토대로 ‘성곽과 시
장을 갖춘 도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수민,「국립중앙박물관 〈태평성시도〉 병
풍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9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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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구조로서의 공간 성격이 강하다. 한양과 같이 왕과 종친, 고위 관료

등이 거주하는 왕도(王都)이자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지로 건설된 도시

공간이라 할 수 있다.52)

[도 1]〈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조선 18세기, 비단에 채색, 8폭 각 113.6×49.1cm

태평성시도의 대상이 되었던 성시가 수려한 자연경관인 승경지(勝景地)

를 토대로 그린 특수한 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중심지인 수

도, 역사적인 도시, 혹은 특정한 도시공간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조선시

대 성시도는 한양, 평양, 개성, 전주, 진주 등과 같은 성곽도시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이 주된 소재였다.53)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성시도(城市圖)는 정사에 활용하기 위한 지

도와 같은 성격이 강한데, 〈태평성시도〉와 같이 도시라는 공간에 다양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는 경우는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뒤에 기술한 〈무릉도원도〉나 〈무이구곡도〉와 같은 자연을 제재로 이

상향을 표현한 작품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성시도에 지리적 정보 외에 인간생활의 사실성이 더해지기 시작한 확실

한 기록은 정조 14년 4월에 제작된 〈성시전도(城市全圖)〉라고 할 수

있다. 화원화가를 시켜 〈성시전도〉를 그리게 하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

금 시를 짓게 한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를 보면, 한양을 둘러싼 성

곽과 주위의 산들, 궁궐과 건축물들이 세워진 시장이라는 공간의 사농공

상(士農工商)의 생활상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였다. 시의 내용을 통해

52) 국립중앙박물관,『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그라픽네트, 2016), p.13.
53) 이수민, 앞의 글,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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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전도〉를 유추해보면

〈수선전도(首善全圖)〉[도 2]

와 같은 지도식 회화가 아니라

그 안의 각종 생활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지리적, 기록적 성격의 성시도

와의 차이를 보인다.54) 이러한

태도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사

상의 반영으로 이상적인 도시

를 지향하면서 당대 태평성대

적 리얼리티가 적극적으로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태평성시

도〉는 각 폭의 장면이 연결된

8폭 병풍이다. 화가와 제작시기

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화면 속 인물이나 복식은 중국

식이지만 풍속과 기물에 나타난 조선적인 요소를 통해 조선 후기의 작품

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4미터에 이르는 대형작품으로 상당히 많은

인물과 건물이 등장하는데, 그림 속에서 패루(牌樓)[도 3]가 중요한 기준

의 역할을 한다. 제1, 2, 3, 4, 6폭과 제7폭에 건설 중인 패루를 합쳐 모

두 6개가 등장하는데 패루는 역사적 사건을 기리거나 중요 건축물로 통

하는 도로의 기점임을 알리는 중국식 건물이다.

패루와 성문은 크고 작은 도로와 연결되는데, 도로가 근경에서 원경으

로 이어지면서 공간을 구분하고, 제4폭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하천은 번

화가와 주변 지역을 나눈다. 그래서 패루, 성문, 도로, 하천을 기준으로

화면은 ① 화면 중심부의 번화가, ② 오른쪽의 언덕 주변, ③ 다리 건너

성문 주변, ④ 원경의 주택가로 구분할 수 있다.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54) 앞의 글, p.12.

[도 2]〈수선전도(首善全圖)〉, 조선 19세기,

목판, 93.5×65.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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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번화가는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주

요 공간이다.55)

제3, 4폭의 패루를 기준으로 행인과

수레가 가득한 상업 활동의 시장풍경이

펼쳐져 있고 언덕 주변의 선비와 여인

들의 모습이 번화가와 대조되는 한가로

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다

리 건너 성문주변에는 훈련하는 군사들

과 농경풍경이 있다. 〈태평성시도〉에

는 약 2,120명 정도의 사람들 모습이

보인다. 이들은 집 안에서 생활하거나

행렬이나 무리를 지어 구경하기도 하고 상업을 비롯한 수공업, 건설, 농

경, 군사 등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각

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상업 공간, 즉 다양한 상점과 그곳에서 일하는 상인과

손님들의 모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업을 기반으로 한 풍요로

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56) 조선 회화사에서 〈태평성시도〉처럼 다

양한 도시 상업활동에 주목한 작품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경 대동법의

시행, 금속화폐의 통용으로 신분제가 완화되고 자신의 노력으로 처지와

생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경제의 발달로 민중의 삶에는 활기가 넘쳤

다. 그래서 기존의 폐쇄적인 성읍으로서의 수도가 아니라 물자교류와 상

품매매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도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57) 즉,

55) 이수민, 앞의 글, p.28.
56) 국립중앙박물관,『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앞의 책, p.78.
57)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지방의 유랑민이 서울에 정착하게 된다. 그래
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며 한성부의 도시공간에 모두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
다. 그래서 도성 외곽 지역인 성저십리(城底十里)까지 주거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며, 상
업 중심지로 변모한 경강변(京江邊)에 수만 명의 인구도 대부분 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서울에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리고 신분적 한계를 넘어선 상인, 수공업자, 노동자층이 출현하고 서울 주민의 상당수
를 차지하게 된다. 18세기 한양 인구를 30만 명 내외로 추정한다면 당시 런던과 파리
의 인구는 50～60만 정도로 한양은 세계도시 20위권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국립중
앙박물관,『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앞의 책, pp.13-14; 고동환,『조선시대 서

[도 3] 패루(牌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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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발달을 통해 사회의 활력이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별

등과 같은 불평등의 요소들이 완화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표현된

것이다.

[도 4] 장택단,〈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부분, 북송, 24.8×528.7㎝, 중국 북경고

궁박물원

〈태평성시도〉는 중국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에서 큰 영향을 받

았다. 중국 북송대의 장택단(張擇端)이 청명절(淸明節)을 맞은 북송의 도

성 변경(汴京)58)의 번화한 모습을 묘사한 〈청명상하도〉[도 4]는 동양

의 도시적 이상향을 나타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청명상하도〉는 명·청대에 많은 모사본[도 5]이 제작되었고 그런 모

사본들이 조선 후기에 대거 유입되면서 당대의 학자들과 화가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긴 횡축인 〈청명상하도〉는 변경을 흐르는 변하

(汴河)를 사이로 교외의 자연풍광에서 시작하여 배다리→성문→시가지

등의 순서로 각종 상점들과 상인, 우마차, 군중들이 붐비는 도심의 모습

울도시사』(태학사, 2007), pp.438-450 참조.
58) 오대(五代)·북송(北宋:907-1127) 때의 국도(國都)이며,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開
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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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태평성대의 도시 또는 시장 풍경을 묘사한 작품은 원대

청대까지 제작되었으며 명말에는 〈성시도〉가 유행하면서 많은 모본이

제작되었다.

[도 5] 청대화원합작본,〈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청, 35.6×1152.8㎝, 대만 고

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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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상하도〉에 대한 관심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성시도〉

로, 일본에서는 교토풍경의 〈낙중낙외도(洛中洛外圖)〉[도 6]과 에도의

번화한 모습의〈에도도(江戶圖)〉 등으로 그려졌다.59)

[도 6] 가노 에이토쿠(狩野永德),〈낙중낙외도(洛中洛外圖)〉, 16세기, 종이에

채색, 각 159.2×361.8㎝

〈무릉도원도〉와 〈무이구곡도〉는 농업 기반의 전형적인 산수 자연을

묘사한 이상향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산수화가 그 배경이자 주요무대이

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성(城)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주된 배경이다. 수레와 인파가 가득하

59) 국립중앙박물관,『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앞의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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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려한 상점과 건물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상업, 수공업, 건설,

농경 등등의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고 있다. 성시도를 통해 사람들이 꿈

꾸는 현세지향적이며, 욕망 충족을 위한 이상향의 모습이 풍요로운 도시

배경의 삶 속에서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유통경제의 발달은 한양을 정치의 중심이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시키고 도시를 통한 태평성대의 기대가 회화작품

을 통해 표출되었다. 이는 지평에 이상향으로서의 산수가 아닌 상업화된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태평성시도〉는

산수풍경 중심의 욕망 절제형의 이상향에서 성곽, 도시를 중심으로 한

욕망 충족형의 이상향으로, 과거 지향에서 현세적이며 미래 지향의 이상

세계로 변화된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무위자연적 성격〈무릉도원도(武陵桃源圖)〉

중국 동진(東晉)시대(317-420)의 도연명의『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무

릉도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최고의 이상으로 한 이상향이다. 동양의

문학과 예술에서의 이상향의 모습은 무릉도원과 같이 무위자연적인 성격

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동양에서 자연이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은

일과 탈속의 정신이 시적인 이미지 속에 상징화된 낙원을 보여준다.60)

도연명이 살았던 위진남북조시대는 극도의 혼란기로 난세의 현실에 염

증을 느낀 지식인들은 ‘죽림칠현(竹林七賢)’ 같은 은일자(隱逸者)들을 흠

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법자연(道法自然)’, ‘무위자연(無爲自然)’과 같은

노장사상이 문학·예술에서 자연찬미를 더욱 가속화하며 자연에서의 은일

을 동경하게 하였다.61) 이 당시의 도연명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시인으

로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무릉도원은 자연주의의 노장사상 영향을 받

은 동양의 대표적 이상향이다. 도화원기를 통해 보여준 도원이라는 이상

향은 현실세계보다 살기 좋은 곳이며, 현세의 난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60) 김종회, 앞의 책, p.41.
61) 김병종, 『중국회화의 조형의식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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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는 전원 공간으로서 당시는 물론 후대에도 많은 공감대를

이끌었다.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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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내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

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모를 무렵 홀연히 복숭아꽃나무숲을 만났다. 냇

물의 좌우 양 언덕을 끼고 수백 보에 걸쳐 (복숭아나무 외에는) 잡나무가 일

절 없고 향기로운 풀들만이 산뜻하고 아름답게 자랐고 복숭아 꽃잎이 펄펄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어부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계속 앞으로 나가 복숭아 숲이 끝나는 곳까

지 가보고자 하였다. 숲은 냇물 원류에서 끝났고 문득 산 하나가 나타났다.

산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희미하게 빛이 있는 듯하였다. 어부는 곧

배에서 내려 구멍 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구멍 초입은 매우 좁아 겨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나 다시 수십 보를 더 나가자 갑자기 확 뚫리며 넓

어졌다. 땅이 평평하고 넓으며, 집들이 정연하고 기름진 밭과 아름다운 연못

과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연이어 있었다. 길은 사방으로 뚫려 있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짓는 남녀의 옷차림은 어부가 사는 세계

와 다른 세계 사람의 것과 같았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다들 기쁘고 즐거워

보였다. 사람들은 어부를 보자 매우 놀라며 어떻게 왔는가를 물었다. 어부가

자세히 답하자 어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내고 닭을 잡아 식사를 대접하

였다. 어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 모두가 찾아와 저마다 물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선조가 진나라 때의 난을 피해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이 절경(絶境)으로 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았소. 그래서 결국 바깥사람

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냐고 묻는 것을

보니 한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위진(魏晋)은 말할 것도 없었다. 어부가

지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자 모두 놀라 감탄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어부는 며칠을 묵은

후 작별하고 떠났다.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는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밖으로 나와서 배를 찾아 돌아오는 길에 곳

곳에 표시를 했다. 고을에 이르러 태수(太守)를 만나 그대로 보고를 하였다.

태수는 즉시 사람들을 파견하여 어부가 표시한 곳을 찾아가게 했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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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고 찾지 못했다. 하남성(河南城) 남양현(南陽縣)의 유자기(劉子驥)는

고상한 선비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흔연히 찾아가보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

루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 못해 병들어 죽었다. 그 후로는 그 길을 찾는 사람

이 없었다.62)

『도화원기』에서 도원은 현실세계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보는 낙원적

인 측면과 현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도가적인 측면이 중의적

으로 반영되어 있다.63) 특히, 『도화원기』에 나타난 이상향에 대한 인

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치세의 도가 완성된 ‘태평성대의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은거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도원을 왕의 덕치가 완성된 태평성대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자아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태평성대의 공간으

로서의 무릉도원은 단순히 현실세계에서 도피한 은신처로서의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은신처 이전에 사회 불평등과 같은 현실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도원은 똑같이 일하는 공동체적인 사회로서 현실세계의 부

조리, 불합리에 대한 대안적 측면이 강하다. 비록 산중에 있는 상상의 세

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 비판적인 이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혁

적인 성격은 귀천을 나누는 불평등과 빈부를 나누는 태도에서 전쟁이 초

래된다고 하여 현자(賢者)를 중심으로 한 상동사회(尙同社會)64)를 주장

한 묵자의 견해와도 연결된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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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忽達桃花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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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髣髴若有光 便舍船從口入 初極狹 纔通人 復行數十步 豁然開良土地平曠 屋舍
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鷄犬相聞 其中往來種作男女衣著 悉如外人 黃髮垂
髫 竝怡然自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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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世避秦大亂 率妻子邑人來此絶境不復出焉 遂與外人間隔 問今世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 此人一爲具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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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足爲外人道也 旣出 得其船 便扶向路 處處誌之 及郡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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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휘
준,『안견과 몽유도원도』(사회평론, 2009), p.133 재인용.

63) 안휘준, 앞의 책, p.135.
64) ‘상동(尙同)’의 同은 만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역정(力正)으로
인한 차별, 억압, 빈곤을 바로 잡아 평등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정(義正)이
실행된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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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은거하는 측면에서는 무릉도원이 동양인의 낙원의식의 중요한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연 중심적 무릉도원은 전쟁을 부정하고 작

은 나라로서 소국과민 등의 노장사상과 연결되며 전원과 농경생활에 근

간을 두고 있다. 중국의 낙원의식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끊임없던 내란과

외란 등으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그

래서 서양의 유토피아처럼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체계가 부족하더라도 전

쟁이 없는 이상사회 구현에 대한 염원은 시(詩)나 문학을 통해 수없이

나타난다. 특히, 노자는 전쟁과 환란의 원인을 인간들의 유위(有爲)에 있

다고 보고 무위(無爲)로 돌아간 자연귀의적 이상향을 주장하였다.65)

이와 같이 현실에 얽매인 삶의 회의로 인해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

는 위진남북조시대의 탈속, 은거의식은 자연적 천성의 실현이 표출된 것

이다.66) 특히, 위진남북조시대에는 호족의 할거(割據)와 북방 민족의 침

입 등으로 중국 대륙이 사분오열(四分五裂) 되어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자 현실을 벗어나 정신세계의 초월성을 찾으려는 현학(玄學)사상이 크게

발전하였다. 현학이란 노장사상(老莊思想)을 포함하는데, 남조南朝)의 많

은 지식인들은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도교와 음악, 서예 그리고 청담(淸

談)을 즐기고 현학에 힘쓰며 형상 밖의 세계를 추구한 것이다.67) 현학의

정신은 바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현학

이 위진남북조시대 이후에 끼친 중대한 영향은 인간과 자연의 융합이다.

인간과 자연의 융합으로서의 은둔 공간은 주로 산중에 성립되었으며, 이

65) 김종회, 앞의 책, 38.
66) 조송식,「朝鮮初期 사대부의 이중적 자연관과 ‘와유’적 산수화의 변화」,『미학』제
33집(한국미학회, 2002), pp.34-41 참조. 일반적으로 탈속, 은거의식은 자연적 천성의
실현으로서의 도가적 은거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나, 유가적 은거인 태평성대가 되
면 다시 세상으로 나올 것을 전제로 한 도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도가의 세속
에 대한 근원적 부정으로서의 은거와는 다른 견해이다.

67) 위진남북조시대의 현학이란 위진시대에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유교 사상의
조화를 추구한 철학사상으로서, 그 중심 논지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천지 만물의 유
무(有無), 시작과 끝 등의 존재 근거에 관한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논한 철학 체계라
고 할 수 있다. 기성 유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채택한 노장 철학의 위진남북조시대적
구현이며, 실망스럽고 유한한 현실 속에서 초월적 자아 추구를 위한 다방면의 철학적
모색이다. 인간의 현실세계를 초월한 무(無)를 강조함으로써 세속적인 윤리실천보다
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오태석,「위진남북조 문예사조
론」,『중국어문학』제38권(영남중국어문학회, 2001), pp.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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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은 마침내 그 생활환경인 산수를 찬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에다 산수애호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사상이 종래 장자(莊子)

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산수의 가치를 더욱 고양하게 되었다.68) 이러

한 탈속, 은일의 자연귀의적 인식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통해 더욱 자

세히 드러난다.

아! (끝이로구나) 已矣乎!

세상에 몸이 남아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寓形宇內復幾時

어찌하여 마음을 (자연의 섭리에 따른) 去留에 맡기지 않는가! 曷不委心任去留

어찌 허둥지둥 분주하게 어딜 가려 하는가? 胡爲乎遑遑欲何之

부귀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富貴非我願

신선이 사는 나라도 기약할 수도 없다. 帝鄕不可期

좋은 날이라 생각되면 홀로 나가 懷良辰以孤往

지팡이 세워 놓고 김매기도 하고 或植杖而耘耔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읊조리며 登東皐以舒嘯

맑은 물가에서 시도 지으리. 臨淸流而賦詩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며 聊乘化以歸盡

천명을 즐길 뿐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樂夫天命復奚疑

상기 「귀거래사」 부분을 참고할 때 동양인의 이상적인 삶이란 천명을

따르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이는 자연친화적 사고

에 근거한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자연귀의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친자연적인 곳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그곳에서

대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느끼며 살자는 것이다. 둘째는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무욕의 자세로 대자연의 이치, 질서(가고 멈춤)의 행휴(行休)와

가고 머무는 거유(去留)를 따르자는 것이다. 따라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귀거래사에서 되돌아감의 대상은 깊은 산 속의 전원, 또는 절경(絶境)으

로서의 고향이 아니라 무욕과 무위의 땅으로서의 본래의 천성인 자연으

로 돌아가자는 의미이다. 그래서 동양의 이상향이란 자연과 합일되는 무

68) 서복관, 권덕주 역,『중국예술정신』(동문선, 1990),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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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연의 세계이다.

도연명의 도원은 동양에서 이상향에 대한 상상력을 추동하며, 당(唐)대

에는 사회의 지배계층이었던 문인들 사이에 도원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영

역을 구축하였다. 당대 이후에는 관리의 등용문이었던 과거공부와 현실

정치에 찌든 문인들에게 우연히 발견된 피세지(避世地)이자 이상향인 도

원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도(求道)와 수신(修身)의 은거 공간으로

그 장소성의 의미가 확장되었다.69) 외부세계와 차단된 이상향이자 현실

세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던 문인(文人)들의 염원이 반영된 도원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시인과 화가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따라서 중국 문인

들은 ‘도원’을 차운한 다수의 시문을 지었다. 특히, 왕유는 「도화원기」

를 차운한 「도원행(桃源行)」에서 주인공인 어부를 배를 타고 땔감을

하는 나무꾼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왕유는 선계에 대한 동경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더하여 「도화원기」보다 문장이 풍부하고 봄의 아름

다운 경치를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후대에 도원도의 주제로도 널리 차용

되었다.70) 당대에는 도원을 신선이 사는 별천지로 많이 인식하였는데,

당(唐)의 이백(李白)은 ‘산중에서 물음에 답하다’라는「산중문답(山中問

答)」이라는 시에 도원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어찌 산중(碧山)에 사는가 묻는다면 問余何事栖碧山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마음이 한가롭다. 笑而不答心自閑

흐르는 물에 복사꽃이 떨어져 아득히 흘러가노니 桃花流水杳然去

별천지(別天地)이지 인간세상은 아니라네. 別有天地非人間71)

송(宋)의 소식(蘇軾)도 왕선(王詵)의 「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를 노

래한 시에서 “도화유수의 선경이 이 세상에도 있으니 무릉이 어찌 신선

만이 사는 곳이겠는가!(桃花流水在人世 武陵豈必皆神仙)”72) 라고 노래하

69) 김인숙,「조선조 이상향(理想鄕)의 작품분석 연구」,『한국과학예술포럼』제17권(과
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4), p.122.

70) 최경현,「조선시대 도원도와 표현의 근대적 변천」,『정신문화연구』제40권 제4호
(정신문화연구, 2017), pp.39-40.

71) 林貞玉,「李白의 山水詩와 游仙詩에 나타난 山의 意味」,『東亞人文學』제22집(동아
인문학회, 2012), p.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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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송대는 도원을 현실공간으로, 원대는 상고시대로의 회귀 공간으로,

청대는 은거와 탈속의 공간으로 각기 해석하면서 결과적으로 동양의 문

학에서 이상향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시문학과 더불어 회화

에서도 당대 이후 청대까지 도원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자주 그려졌다.

당대의 오도자(吳道子), 남송(南宋)의 유송년(劉松年), 원대의 전선(錢選),

조맹부(趙孟頫), 명대의 심주(沈周), 문징명(文徵明)[도 7], 문가(文嘉), 청

대의 석도(石濤)[도 8] 등등이 대표적인 화가이다.

[도 7] 문징명, 〈도원문진도(桃源問津圖)〉부분, 1520, 종이에 채색, 23×578.3cm,

중국 요녕성박물관

[도 8] 석도(石濤),〈도원도(桃源圖)〉, 청, 종이에 수묵, 25×157.8㎝, 미국 프리

어미술관

72) 蘇軾,「書王定國所藏煙江疊嶂圖」,『蘇東坡集』, 4冊 17卷: 왕정국(王定國)이 소장하
고 있는 왕선(王詵, 자는 晉卿)의 산수화 〈연강첩장도〉를 보고 그 경물(景物)을 실
감 나게 묘사하면서, 아울러 황주(黃州)로 좌천된 자신도 이러한 선경(仙境)에 은거하
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양고전종합DB (최종검색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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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견,〈몽유도원도〉, 1447, 비단에 담채, 38.7×106㎝, 일본 탠리대학교

이하곤,〈도원문진도〉, 비단에
담채, 28.5×25.8㎝, 간송미술관

작가미상,〈도원도〉, 1670, 종이에
채색, 27×30.7㎝, 선문대학교박물관

안중식,〈도원문진도〉, 1913, 비단에
채색, 164.4×70.4㎝, 삼성미술관 리움

허백련,〈무릉도원도〉, 1939, 비단에
수묵채색, 144×44㎝, 의재미술관

[표 2] 한국의 대표적인〈무릉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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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도원이 이미 알려졌을 가능성

이 크나 현존하는 작품은 드물다. 현재로서는 고려시대 진화(陳澕, 1200

년 문과급제)가 「도원가(桃源歌)」라는 시를 지었고, 이인로(李仁老,

1152-1220)가 지리산의 청학동(靑鶴洞)을 도원과 비유한 글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동아시아 통틀어 최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이징(李澄, 1581-1645 이후), 이하곤(李夏坤, 1677-1724),

강세황(姜世晃, 1713-1791), 이인문(李寅文, 1745-1821), 근대의 안중식

(安中植, 1861-1919), 허백련(許百鍊, 1891-1977), 박승무(朴勝武, 1893∼

1980) 등이 도원도를 그린 대표적 화가이다.73)

3) 은둔도학적 성격〈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

동양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유람하면서 자연의 도를 체득하고자 하는 자

연 완상(玩賞)은 단순히 명승지를 유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

연합일을 통한 인격미의 완성을 추구한다.

주자가 은거하며 도학(道學)74)했던 무이산의 절경은 자연의 도리를 체

득하고 나아가 자연합일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자연으로 동경

받아 왔다. 그래서 무이구곡은 성스러운 곳인 동시에 아름다운 곳으로

문인들이 현실 속에서 동경해 왔던 이상향이었다. 특히 조선의 문인들은

무이산에 직접 가 볼 수가 없기에 무이산을 소재로 한 시문이 수록된

「무이산지(武夷山志)」를 탐독하거나 무이산 그림을 완상하며 시를 읊

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무이구곡의 자연은 도학의 고원한 세계와

동일시되었으며, 도(道)와 문(文)과 자연이 일체가 되고 무한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지평이었다.75)

73) 안휘준, 앞의 책, p.136-139.
74) 도(道)란 글이나 말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기반이 된다
는 것으로 ‘도학(道學)’이란 수양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75) 민주식,「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토피아 -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美學』제26권(한국미학회, 1999),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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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실경

『주자문집(朱子文集)』의 『무이산지(武夷山志)』를 보면 「구곡정가(九

曲楨歌)」10수를 비롯하여, 일곡(一曲)의 상편에 「추진정(趨眞亭)」1수,

「충우관(沖佑觀)」1수, 「방지(方池)」1수, 「차오공제운(次吳公濟韻)」1

수 등 총 6수, 일곡의 중편에 「천주봉(天柱峰)」1수, 「승진관(升眞

觀)」1수, 「승진동(升眞洞)」1수, 「선학암(仙鶴巖)」1수 등 총 4수, 사

곡(四曲)에 「대소장암(大小藏巖)」1수, 오곡(五曲)의 상편에 「정사잡영

(精舍雜詠)」12수, 「차공제정사운(次公濟精舍韻)」1수, 「행시무이정사

(行視武夷精舍)」1수 등 총 14수, 오곡(五曲)의 하편에 「대은병(大隱

屛)」1수, 「앙고당추회유공부(仰高堂追懷劉共父)」1수 등 총 2수, 구곡

(九曲)에 「영봉(靈峰)」1수, 산북(山北)편에 「곡악경(哭岳卿)」1수,

「도수갱작(倒水坑作)」1수 등 총 2수, 전산(全山)편에 「중기종정(仲機

宗正)·경인태사동유산(景仁太史同遊山), 희문숙무실역지(喜文叔茂實亦至)」

1수, 「용전운별중기(用前韻別仲機)」1수 등 총 2수, 도합 42수가 주자의

시로 수록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42수 중에서 주목해야 할 시는 「구곡

정가(九曲楨歌)」10수로 무이산의 구곡을 따라 배를 타고 유람하며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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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다. 이 시는 이황(李滉)이나 이이(李珥) 등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전래하면서 누구나 차운(次韻)하여 모작하고 와유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입도차제(入道次第)’76)의 도학시(道學詩)냐 ‘인물기흥(因物起興)’77)의 산

수시(山水詩)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계곡

곳곳마다 구곡으로 지칭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78)

무이구곡은 중국의 복건성(福建省)에 있는 명산 무이산의 36봉(奉)과

37암(巖)의 기암절벽이 빼어나게 솟고 굽이쳐 흐르는 아홉 구비의 계곡

을 일컫는데 주자는 55세 되는 봄에「무이도가(武夷櫂歌)79)를 지었다

주자는 1175년 『운곡기(雲谷記)』80)를 쓰면서 은거의 뜻을 밝혔다. 그

리고 1183년 4월 승안현 서남 20km쯤에 있는 무이산 아래에 무이정사

(武夷精舍)를 짓고 무이산의 산세, 정사의 위치, 주변의 승경, 인간에 끼

치는 자연의 영향, 동호인 제자들과의 생활 등을 기술한 『무이정사잡영

병기(武夷精舍雜詠幷記)』를 기술하였다.

옥녀봉 대왕봉 대장봉 쇄포암

[표 3] 무이구곡(武夷九曲)의 대표적 봉우리와 암석

1184년에는 「무이도가」10수를 지었는데 서두를 제외하고 나머지 9수

76) ‘입도차제(入道次第)’란 유교 도학의 경지로 진입하는 차례, 순서를 의미한다.
77) ‘인물기흥(因物起興)’이란 사물을 통하여 시적인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78) 심우영,「『무이산지』의 주자시 내용 연구」,『중국문학연구』제25집(한국중문학회
2002), pp.46-47.

79) 원래는 「무이도가」인데 훗날 「무이구곡가」로 통칭하였다.
80)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 노봉(蘆峯)인데, 주자(朱子)가
그곳에 회암초당(晦庵草堂)을 짓고 글을 읽으며 ‘운곡(雲谷)’이라고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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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이구곡의 실경을 묘사하고 있다. 「무이도가」의 제목은 ‘순회 갑진

년 봄에 정사에서 한가히 지내며 희작으로 무이도가 10수를 제현들과 같

이 즐기며 일소한다.(淳熙甲辰年 仲春精舍閒居 戱作武夷櫂歌十首 呈諸同

遊相與一笑)’이며, 『무이산지(武夷山志)』의 전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천에 낚싯배를 타고 승진동(升眞洞), 옥녀봉(玉女峯), 대왕봉(大王峯),

선기암(仙機岩), 금학암(金鶴岩), 쇄포암(曬布巖), 철적정(鐵笛亭), 선당봉

(仙唐峯), 석당사(石唐寺), 고루암(鼓樓岩), 신촌시(新村市) 등을 유람하면

서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81)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살펴보면,

무이산 위에는 신선의 세계가 있고 武夷山上有仙靈

산 아래 차가운 물줄기 굽이굽이 맑다. 山下寒流曲曲淸

그 가운데 기이한 절경을 더 잘 알고자 하면 欲識箇中奇絶處

뱃노래 두세 가락을 한가로이 들어보게나. 櫂歌閑聽兩三聲

첫째 굽이 냇가에서 낚싯배에 오르니 一曲溪邊上釣船

만정봉(慢亭峰)82) 그림자는 맑은 물 푸른 하늘에 잠겨있네. 慢亭峰影潛晴川

무지개다리 (虹橋)83) 한 번 끊어진 후 소식이 없는데 虹橋一斷無消息

만학천암(萬壑千巖)은 안개 속에 사라져 가네. 萬壑千巖鎖翠煙

둘째 굽이에 우뚝 솟은 옥녀봉(玉女蜂)84)아 二曲停停玉女蜂

81) 崔鐘鉉,「朱子의 武夷九曲圖」,『실학사상연구』제14권(역사실학회, 2000), pp.708-709.
82) 일곡 북쪽에는 대왕봉(527m)이 솟아있고 그 왼쪽에 만정봉(512m)이 있다. 만정봉은
도가(道家)의 무이군(武夷君)이 연회를 베풀던 곳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진시황 2
년 가을에 무이군이 허공에 무지개다리를 놓고 여러 신선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
다고 한다. 김봉규 기자,「[九曲기행. 3] 주자의 무이구곡가」,『영남일보』2017.09.07.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907.
010220742500001(최종검색일: 2018.11.18.)

83) 무지개다리 홍교판(虹橋板)은 가학선관을 고정하기 위한 판이다.
84) 이곡에는 아름답고 수려한 옥녀봉이 있다. 옥녀봉 정상은 수풀이 자라고 절벽은 광
택이 있어서 옥석으로 조각된 모습이며, 예쁜 소녀가 맑은 물가에서 먼 곳을 응시하
는 것 같은 형상을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옥녀(玉女)는 옥황상제의 딸이라 한다. 천
상의 옥녀는 옥황상제 몰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무이구곡의 풍광에 매혹되어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대왕(大王)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자식을 낳고 인간계에
서 살게 되었다. 이를 본 철판도인(鐵板道人)이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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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꽂고 물가에 있음은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 揷花臨水爲誰容

도인은 양대몽(陽臺夢)을 다시 꾸지 않는데85) 道人不復陽臺夢

흥겨워 앞산에 들어가니 푸르름이 첩첩이다. 興入前山翠幾重

셋째 굽이 돌아드니 그대는 가학선(袈壑船)86)을 보았는가. 三曲君看袈壑船

노 젖기를 멈춘 지 몇 해인지 모르겠다. 不知停櫂幾何年

뽕밭이 바다가 된 세월의 무상함이 지금 이와 같으니 桑田海水今如許

물거품과 바람 앞 등불 같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가련하다. 泡沫風燈敢自憐

넷째 굽이 들어서니 동서(東西)에 두 바위산이 있다. 四曲東西兩石巖

바위에 핀 꽃에 이슬 맺혀 푸르름을 더하고 岩花垂露碧氈渗

금계(金鷄)가 울었는데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金鷄叫罷無人見

달은 빈산에 가득하고 물은 못에 가득하네.87) 月滿空山水滿潭

다섯 굽이는 산이 높고 구름이 짙어 五曲山高雲氣深

오랜 시간 안개비로 젖어 평림(平林)은 어둑하네. 長時煙雨暗平林

숲 속에 나그네를 알아보는 이 하나 없어 林間有客無人識

사공의 노랫소리 가운데 만고의 수심이 깊어진다.88) 欲乃聲中萬古心

노하여 철판도인에게 옥녀를 잡아 오도록 했다. 그러나 옥녀는 대왕과 같이 인간세계
에 머물고 싶었다. 그러자 철판도인은 마법으로 옥녀와 대왕을 바위로 만들고 계곡의
양편에 두어 서로 만날 수 없게 하였다. 옥녀봉과 대왕봉 사이에는 병풍과 같이 철판
장(鐵板障)이라는 바위(障)가 있는데, 이는 철판도인이 옥녀봉과 대왕봉을 막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이를 안타까워한 관세음보살이 옥녀와 대왕을 가엾게 여겨 옥녀봉 맞은
편에 면경대(面鏡臺)를 두어 얼굴을 서로 비춰 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85) “도인은 더 이상 양대(陽臺)의 운우(雲雨)를 꿈꾸지 않으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양대몽(陽臺夢)’이란 「고당몽(高唐夢)」고사를 의미하는데 초회왕(楚懷王)이 고당(高
唐)이란 곳에서 꿈에 신녀(神女)를 만나 운우(雲雨)의 즐거움을 나누었다는 고사로 남
녀 간의 정사를 의미한다. 강신애,「朝鮮時代 武夷九曲圖의 淵源과 特徵」,『미술사
학연구』제254권(한국미술사학회, 2007). p.36.

86) 삼곡에는 높고 험준한 암벽의 소장봉(小藏峯)이 있다. 소장봉에는 아득한 절벽 위 틈
사이에 배 모양의 목제관이 있다. 가학선관은 골짜기에 설치한 배라는 의미로 배 형
태의 관(棺)을 말하고,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풍장(風葬)을 하던 고대 민월족(閩越
族)의 선관장(船棺葬)이었다고 한다. 강신애, 앞에 글, p.36.

87) 사곡에는 동서로 거대한 암산인 대장봉과 선조대가 마주 보고 있다. 선조대는 신선
이 낚싯대를 드리우던 곳이라고 한다. 대장봉 암벽 중간의 금계(金鷄)동굴에는 새벽
을 알리는 금닭이 있었다고 한다. 그 아래는 무이구곡에서 가장 깊은 계곡인 와룡담
(臥龍潭)이 있다.

88) 오곡은 무이구곡의 중심이며, 북쪽에는 은병봉(隱屛峰)이 우뚝 솟아있고 그 아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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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굽이의 창병봉(蒼屛峯)을 푸른 물굽이 휘감아 돌고89) 六曲蒼屛繞碧灣

초가집 사립문은 온종일 닫혀 있네. 茅茨終日掩柴關

나그네 와서 노를 저으니 바위에 핀 꽃이 떨어지고 客來倚櫂岩花落

원숭이와 새들도 놀라지 않고 봄 정취 한가롭네. 猿鳥不驚春意閒

일곱째 굽이 배를 몰아 푸른 여울 거슬러 올라가며 七曲移船上碧灘

은병(隱屛)봉과 선장(仙掌)봉을 다시금 돌아본다.90) 隱屛仙掌更回省

어젯밤에 내린 비에 봉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却憐昨夜峰頭雨

떨어지는 폭포수에 시원함을 더해주네. 添得飛泉幾度寒

여덟째 굽이에 바람 불어 안개 개려 하고 八曲風煙勢欲開

고루암(鼓樓岩) 아래에는 물결이 굽이쳐 돌아가네. 鼓樓岩下水濚廻

이곳에 좋은 경치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莫言此處無佳景

이로 인해 유람객이 올라오지 않을까 두렵구나. 自是遊人不上來

아홉째 굽이에 다다르니 시야가 확 트이고 九曲將窮眼豁然

비와 이슬 내리는 뽕나무, 삼나무밭 평천이 눈에 보이네.91) 桑麻雨露見平川

어부는 다시 도원 가는 길을 찾지만 漁郞更覓桃源路

이곳 말고 인간 세상에 별천지가 어디 있으랴. 除是人間別有天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의 정취를 담아낸 〈무이구곡도〉는 주자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심정을 그 인물이 거처하는 산수의 경관에 담아 시

각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성리학적 산수이며, 무이산의 경관을 바라보

주자가 세운 무이정사가 위치해 있다. 위 시의 산이 높다(山高)는 은병봉을 가리키고,
평림(平林)은 무이정사로 진입하는 초입의 지명이다.

89) 육곡은 북쪽에 우뚝 솟은 쇄포암(晒布巖)을 바라보며 휘감아 돈다. 쇄포암은 천유봉
아래로 수십 길의 바위가 절벽을 이루며 수백 개의 물줄기 자국이 파여 있어 장관을
이루는데, 마치 큰 천을 햇볕에 말리는 듯하다 하여 쇄포암이라 불린다. 또는 신선의
손바닥 모양과 같다고 해서 선장암(仙掌巖)이라고도 한다.

90) 칠곡에는 달공탄(獺控灘)이라는 물살이 센 여울이 있다. 달공탄에서 아래쪽으로 뒤돌
아보면 은병봉과 선장암이 보인다.

91) 구곡을 향하면 높이 솟은 고루암이 막아선다. 여기를 지나면 평천(平川)이라는 곳이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하천이 평평하게 흐르고, 주위에는 뽕나무, 대마 등이 자라는
들판이 있다. 구곡 주위는 농가가 한가롭고 계곡 양쪽 언덕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의 삶들이 존재하는 생활의 공간이다. 김봉규기자, 앞의 글(최종검색일: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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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자의 사상을 되새기고 흠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릉도원’이 무

위를 강조하고 자연귀의적 성격의 도가적 이상향이라면, ‘무이구곡’은 유

가적 이상향의 세계이다. 〈무릉도원도〉가 상상의 공간이었다면 〈무이

구곡도〉[도 10]는 실경으로서 실지적인 공간이다.

[도 10] 이성길,〈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부분, 1592, 비단에 수묵담채, 33.5

×398.5cm, 국립중앙박물관

특히, 주자가 무이산에서 실질적으로 은거하고 강학하던 공간으로서의

재현이 중요하기에 무이산을 실경으로써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허구의 공간이라면 이성길의 〈무이구곡도〉는

무이산의 실재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이구곡도〉에는 원형의 구도에 흐르는 곡수의 표현이 강조되어 나

타난다. 이는 태극과 음양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표현한 것으로 주자의

행적을 기리고 이를 재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정사경영(精舍經營)92)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무이구곡도〉는 〈무릉도원도〉와 같이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상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주자의 사

92) 정사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학사·서당의 의
미와 정신을 수양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사찰, 암자를 뜻한다. 그래서 사찰의 암자였
던 정사가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의 은거, 강학, 연찬(硏鑽)의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송
나라의 주희가 무이산(武夷山)에 정사를 지은 것이나, 율곡 이이가 황해도 해주의 석
담천(石潭川)에 고산구곡(高山九曲)을 설정하여 정사를 짓고 수양하고 제자들을 훈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Web Host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0%95%EC%82%AC(%E7%B2%BE%
E8%88%8D)(최종검색일: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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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올바른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이구곡도〉를 완상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93)

[도 11] 작자미상,〈고산구곡도(高山九曲圖)〉, 1688-1701, 종이에 수묵담채,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수록

반면에 조선의 〈무이구곡도〉는 실제로 무이산을 볼 수 없었던 한계로

인해 중국 화보를 참고로 한 관념산수의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 우

리나라 산천을 소재로 구곡을 경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적인 구곡도

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이가 황해도 고산군 석담리에 조성한 고산구곡

(高山九曲)의 〈고산구곡도〉[도 11]가 대표적이다.

조선의 구곡문화는 문인들이 주자의 「무이도가」를 접하면서 시작되었

다.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 본격적으로 학문적 탐구와 토론의 대상이 된

16세기에 이르면 퇴계 이황과 같은 유학자들에게 「무이도가」는 주자의

문학과 사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이도

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난다.

93) 崔賢珠,「조선시대 산수화의 표현된 이상향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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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무이도가」해석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순

수하게 산수 경관의 서정을 노래한 것으로 「무이도가」를 보는 관점,

둘째는 도학의 단계를 성취하여 나아가는 순서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무이산을 서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감회를 읊은 인물기흥(因物起興)

으로서 서경시(敍景詩)로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구곡도를 서정적인 산

수미가 표현된 실경의 산수화로 이해하게 된다. 후자는 유교 도학의 경

지로 진입하는 과정의 입도차제(入道次第)로서 재도시(載道詩)로 파악하

는 견해이다.94) 원(元)대 진보(陳普, 1244-1315)는 「무이도가」에 주를

달면서「무이도가」를 도(道)로 나아가는 순서로 설명하였다. 이는 유교

의 도덕적 주제로서 어떻게 성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교

화적 시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널리

유행하고 「무이도가」를 재도(載道) 또는 조도(造道)적 의미로 해석하

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황(李滉, 1501-1570)은 진보(陳普)가 성학(聖

學), 도학(道學)을 연마하는 차례로 「무이도가」를 해석한 점을 비판하

며, 산수의 흥취를 읊은 서정적인 시로 파악하였다. 이황의 제자였던 기

대승(奇大升, 1527-1572)도 「무이도가화운(武夷櫂歌和韻)」에서 주자의

「무이도가」를 가슴 속 뜻을 담은 인물기흥(因物起興)95)으로 평하였

다.96) 반면, 김인후(金麟厚), 조익(趙瀷)은 「무이도가」를 주자학의 묘한

이치와 주자학 성취의 진도(進道)를 노래한 시로 보았다.97) 조선시대 지

식인들은 주자의 도학적인 학문경지를 흠모하여 「무이도가」를 도학시

(道學詩)로서 주로 수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시적 정취인 서정성(抒情

性), 서경성(敍景性)이 간과되었는데, 이황은 재도(載道)적 측면에 산수의

서정과 인간의 성정을 반영한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이황은 주

94) 李敏弘,『士林派 文學의 硏究』(형설출판사, 1987), p.73.
95) 조선시대 「무이도가」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인물기흥으로 해석한 대표적 인물이 기
대승이다. 인물기흥이란 산수의 서경(敍景)을 통하여 성정지정(性情之情)을 교화하는
것으로 도를 추구하는 작가의 본연의 기질에 따라 대상에서 느끼는 흥취를 작품화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인물(因物)의 ‘物’은 객관적 사물로서 천지인(天地人)을 포함하는
대자연 산수를 의미하며, 기흥(起興)의 ‘興’은 산수라는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시적 정
감을 의미한다. 강신애, 앞의 글, p.9 참조.

96) 강신애, 앞의 글, pp.7-9.
97) 조선 후기 16세기 무이도가 해석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인물기흥과 입도차제로
파악한 연구는 李敏弘, 앞의 책, pp.72-135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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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 탁흥우의(托興寓意)했다.”고 하였다.

‘탁흥우의’란 산수의 흥취에 의탁하여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

의적으로 담았다는 뜻이다.98) 이는 산수라는 대상에 감흥을 의탁하여 본

의를 비유한 것으로 그 우의의 궁극적 내용은 조도(造道)라는 것이다.99)

그리고 이황은 자연이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고 계발하는 본거지라 생각

하여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이도가」의

수용에서 드러나는 조선시대 지식인들

의 의식 차이는 조선 후기까지 지속하

면서 조선의 구곡문화는 더욱 다양하

게 심화 발전하였다.

회화사적으로는 실경의 감흥을 중시

하는 인물기흥의 서정적 산수화는 사

실적 화풍으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입

도차제의 관점에서는 다소 비약적인

표현으로 〈무이구곡도〉가 형식화되

기도 하는데 극단적으로는 [도 12]와

같이 무이구곡도를 도학의 단계적 표

현으로 개념화, 도식화하기도 한다.100)

전반적으로 「무이도가」가 반영된

〈무이구곡도〉의 형식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실경형 사실적

98) ‘입도차제’는 조선 후기의 가장 일반적인 「무이도가」시인식이다. ‘인물기흥’은 시적
정취의 서경성을 중요시하였다면 ‘탁흥우의’는 서경성을 중시하면서도 「무이도가」의
재도적 측면을 긍정한 관점이다. 강정서,「퇴계의 무이도가 시인식의 한 국면」,『동
방한문학』제14집(동방한문학회, 1998), p.178.

99) 「무이도가」수용관점을 입도차제, 인물기흥, 탁흥우의로 분류하는 것은 상호 층위가
맞지 않는 상관물의 비교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분류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고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인물기흥과 탁흥우의는 수사법에 준거한 것이
고 입도차제는 내용의 함의를 뜻하기 때문이다. 崔錫起,「「무이도가」 수용양상과
도산구곡시의 성향」,『퇴계학논총』제23집(퇴계학부산연구원, 2014), p.110.

100) 윤진영,「朝鮮時代 九曲圖의 受容과 展開」,『미술사학연구』제217․218집(한국미
술사학회, 1998), p.66.

[도 12] 작자미상,〈무이구곡도〉,

97×45cm, 최효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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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구곡도’와 ‘분절형 종합적 무이구곡도’이다.

실경형 사실적 무이곡도는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산의 사실성을 기반으

로 지질학적 기술과 자연의 형상적 특성, 특히 대표 암석들의 재현이 잘

반영된 형식이다. 그러나 분절형 종합적 무이구곡도는 「무이도가」의

10수에 나타나는 일곡에서 구곡까지의 분절 방식에 따라 무이구곡과 관

계되는 그림이나 기록들을 망라해 제작하였다. 따라서 원래의 무이구곡

의 자연적 특성과는 간격이 존재하며 산과 절벽, 바위의 모양들을 수평

으로 압축시켜 그림으로써 옆으로 길어지는 횡권 형식으로 발전하였

다.101)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은둔도학적 사상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

은 〈무이구곡도〉이다. 구곡은 아름다운 선경, 명승지로서의 의미도 있

겠지만, 도의 극처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무이도가」 인식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도학의 대상으로서의 구곡은 무이구곡과 같이 경관

이 빼어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을 아니다. 다소 일상적인 풍경에서도 구

곡은 전개될 수 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을 도의 극처로 인식하

는 것은 유람적 시각에서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람의 극

처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명승지나 선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유람이 아닌 도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외형적으로 평범한 경치, 경관도

도학을 위한 이상적인 지평이 될 수 있다. 유가에서 도란 빼어난 경치를

완상하는 곳에도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일상의 인륜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01) 민주식, 앞의 글,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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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함의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선행연구로서 노스탤지어의 개념에 관하여

정신병리학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의 변천 과정에 관해 기술한다. 또

한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지칭하는 단어로 노스탤지어라는 용어 선택

의 이유를 밝힌다. 다음으로 이상향에 대한 자각과 인식에 따른 노스탤

지어의 유형을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성찰적 노스탤지어로 분류하여 설명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노스탤지어의 대상이 고향 등의 특

정 장소가 아니라 본향(本鄕)으로서 이상향에 담긴 그리움, 열망 등이 기

능하는 노스탤지어의 함의를 설명한다.

1.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유형

1) 노스탤지어(Nostalgia)의 개념과 변천

일반적으로 향수(鄕愁)로서의 ‘노스탤지어(Nostalgia)’란 고향에 대한 그

리움, 시름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노스탤지어란 그리움의 대상이 고

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특정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대된다.

nostos는 ‘되돌아온다(return)’의 의미로 귀가(歸家), 귀향(歸鄕)의 뜻이

담겨 있고, algos는 ‘고통(pain)’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노스탤지어 어원

에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의 갈망에 대한 괴로움의 의미가 담

겨있다.

노스탤지어는 17세기 오스트리아의 의학도 요하네스 호퍼(Johannes

Hofer, 1669-1752)가 베른 출신의 한 젊은이의 향수병 사례에 관한 박사

논문 「노스탤지어에 대한 의학적 논고(Medical Dissertation on

Nostalgia)」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 젊은이는 대학 공부를 위해 바

젤에 왔으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병이 났다. 식욕을 잃고 몸이 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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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약사는 그에게 여러 가지 처방을

했으나 소용이 없자 고향인 베른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였는데, 귀향 계

획만으로도 병이 호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목적지에 절반

쯤 도착했을 때 학생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호퍼는 이러한 질병을 스위

스 방언인 하임베(Heimweh)102)로 정하고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다. 이에

따라 집으로 되돌아감의 ‘노스토스(nostos)’와 통증의 ‘알고스(algos)’가

합쳐져 그리스어 ‘노스탈기아(Nostalgia)’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17세기

후반에 노스탤지어는 타국에서 용병 생활하는 스위스 군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발생하는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향수병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나폴레옹 시대까지만 해도 향수병으로 죽은 병사들은 뇌

의 이상으로 치부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심리적 괴로움으로서

정신병리학적 증상으로 보았으며 이후 의학적 함의에서 벗어나 문학적·

예술적·일상적 수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103)

고향에 대한 귀소본능(歸巢本能)이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이면서

절실한 감정 중의 하나이다.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애향심에서 비롯된다. 특히,

동양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시문학이 많은데, 당(唐)대 잠

삼(岑參)의 두 편의 시 속에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정서가 잘 나타

나 있다.

「부북정도농사가(赴北庭度隴思家)」104)

서쪽으로 윤대를 향해 가는데 만 리 길이나 되니 西向輪臺萬里餘

고향에서 오는 편지도 드물 것이다. 也知鄕信日應疎

농산에는 앵무새가 말을 잘한다고 하니 隴山鸚鵡能言語

내 집사람에게 자주 편지하라고 전해다오. 爲報家人數寄書

102) Heim은 집을, weh는 아프다는 뜻으로 영어로 Homesickness의 의미이다.
103) 다우어 드라이스마, 권세훈 역,『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장』(에코리브르, 2010),
pp.167-168; 김광기,「멜랑콜리, 노스탤지어, 그리고 고향」,『사회와 이론』제23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pp.158-159 참조.

104) 북정(北庭)으로 가는 길에 농산을 넘으며 집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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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위수사진천(見渭水思秦川)」105)

동으로 동으로 흐르는 위수 渭水東流去

언제쯤 옹주에 이를 것인가. 何時到雍州

덧없이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을 실어 憑添兩行淚

고향 가는 물결에 흘려보내리. 寄向故園流

잠삼은 변경지방인 위주(渭州)에서 병사들과 고생하며 오랫동안 고향에

서 떨어져 객지를 돌아다녔는데, 「견위수사진천」에는 흐르는 강물에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 고향에 대한 애절한 정서가 잘 배어 있다.106)

조선시대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의 시에도 망향(望鄕)의 정서를 엿

볼 수 있다.

「송백광훈환향(送白光勳還鄕)」107)

강에 뜬 달은 둥글다가 작아지고 江月圓復缺

정원에 매화는 피고 또 지는데 庭梅落又開

봄이 와도 돌아갈 수 없으니 逢春歸未得

홀로 누대에 올라 고향을 바라본다. 獨上望鄕臺

위 시는 임억령이 백광훈의 귀향(歸鄕)에 부친 작품이다. 임억령은 해남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는데 타향살이로 고향을 늘 그

리워하였다. 마침 지인이 고향에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은 늘 변함없는데

봄이 와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애처로운 처지를 표현하였

다.108) 이와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염원과 열망이 결국에 병이 되어

버릴 때 이를 노스탤지어라고 하였다.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동서고

105) 위수를 보며 고향인 진천을 그리워하다.
106) 인권한,「中ㆍ韓ㆍ日 漢詩에 나타난 故鄕意識」,『고전과 해석』제7집(고전문학한
문학연구학회, 2009), p.82.

107) 백광훈(白光勳)이 고향 가는 것을 전송하며.
108) 인권한, 앞의 글,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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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막론하고 애절한 정서를 자아내왔다. 서양문학에서 대표적인 고향

에 대한 노스탤지어 작품은 호머(Homer)의 『오디세이(Odyssey)』이다.

대서사시 오디세이는 ‘장기간의 방랑, 모험, 여행’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

다.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Odysseus)가 겪은 장엄한 모험담이 주를

이루는데 신은 오디세우스에게 고향인 이타카(Ithaca)로의 귀환을 포기

한다면 불멸의 생을 주겠노라고 제안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불멸보다 고향

으로의 귀환을 선택한다. 다음은 호머(Homer)의 『오디세이』의 문장이

다.

존경스러운 여신이여, … 정숙한 페넬로페가 그 자태에서나 몸매에서나 비교

해 볼 때 여신님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이미 나도 충분히 분별하고 있소.

왜냐하면 그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의 몸이지만, 당신은 불로불사인 신이 아니

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집으로 간다는 것과 귀향의 행복한

날만을 바라고 원하는 형편입니다.109)

위와 같이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죽음을 초월하는 간절한 염원이

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노스

탤지어가 역경을 이겨내는 원천이기도 하였다. 이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인 욕망이며, 루카치(Georg Lukacs, 1885∼1971)는 고향을 향한 영혼의

추구는 ‘맹목적인 충동’이라고도 하였다.110)

노스탤지어라는 개념의 변천과정을 보면, 17세기에는 자신의 고향이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뇌 기능의 장애를 지칭하는 의학적 용어에서 시작하

였으며, 19세기에는 우울증(melancholia), 무기력증(depression) 등의 의

미를 함유하였다. 20세기 초반까지 노스탤지어를 심리적인 정신병으로

보았으나 20세기 후반에는 기존의 부정적인 의미와 다르게 따뜻하고 긍

정적인 개념으로 변모하였다.111) 따라서 오늘날 노스탤지어라는 용어는

109) 호메로스, 박종호 역,『오딧세이아』(청림, 1996), p.81.
110) 임철규,『그리스 비극: 인간과 역사에 바치는 애도의 노래』(한길사, 2007), p.413;
서세림,「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6), p.109 재인용.

111)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스탤지어의 개념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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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반에 사용되면서 따뜻함, 감사함, 천진함 등과 같은 긍정적

이고 호의적인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112)

연구자(년도) 노스탤지어의 개념 변천

Johannes Hofer

(17세기)

타국에 파병된 용병들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으로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식욕부진, 불면증, 감기 등이 나타남.

Karl Jaspers

(1909)

「향수병과 범죄(Heimweh und Verbrechen)」논문에서 집(고향)

에 대한 강박관념, 집(고향)의 부정적 효과로 무감각증, 우울증 등

을 지적함.

McCann(1941)

Rosen(1975)
우울증을 동반한 심리적 장애

Williams(1977)

기존의 의미체계로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체험되고 활동에 관여하며 물질적 성격을 지닌 사적,

사회적 경험의 정서구조

Davis(1979)
과거에 대한 긍정적 환기, 향수병보다 따뜻함의 의미를 더욱 부

여함.

Holbrook &

Schindler(1991)
과거의 유행했거나 널리 사용된 대상에 대한 선호, 추억

Stern(1992)

개인적 노스탤지어

-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

역사적 노스탤지어

- 역사적 사건이나 좋았던 옛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갈망

Holak &

Havlena(1998)
과거와 관련된 것을 반영하여 형성된 긍정적이고 복합적인 감성

Svetlana

Boym(2001)

노스탤지어는 상실과 회피의 감정이지만 판타지와 로맨스의 감

정도 포함함.

Clay
Routledge(2013)

노스탤지어가 작동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자

의식이 강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유익함.

Wilks &

Kelly(2014)

노스탤지어는 긍정성과 행복감을 포함하는 긍정적 감정으로 개

념화하는 심리학적 관점을 수용함.

Hepper et al.

(2014)

자기와 관련된 사회적 기억이자 자주 경험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불쾌함보다 유쾌한 감정을 의미함.

112) 영국 사우샘프턴(Southampton) 대학의 심리학자 팀 와일드셧(Tim Wildschut)은 노
스탤지어가 사람을 심리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자원자들이 30일 동안 매일 그들이 추억에 빠진 날을 기
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날씨가 추울수록 더욱 노스탤지어에 빠져들음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차가운 방에 넣고 즐거운 기억과 일반적인 사건을 생
각하도록 하였다. 그 후 방의 온도를 추측하도록 하였는데, 노스탤지어에 잠겼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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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의 시원에서 보듯이 노스탤지어는 고통이다. 무언가에 대한

열병을 앓는다는 것은 되돌아가고 싶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향수병과 유사하다. 향수병이라는 용어는

고향, 집, 전원 등을 그리워하는 장소성의 의미가 강하나 노스탤지어는

시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부터 긍정적인 감성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다.113)

[도 13] 나형민, 〈Nostalgia〉, 2010, 한지에 토분 채

색, 124×115㎝

들이 방을 더욱더 따뜻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몇 초 동안
견디는지를 실험하였다. 그러자 예상대로, 즐거운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 더 오래 버
팀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노스탤지어가 항상성(homeostasis)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을 암시한다. “Nostalgia May Make You Warm”, Live Science (2012.12.03.)
https://www.livescience.com/25193-nostalgia-makes-you-warm.html(최종검색일:
2019.03.31.)

113) 『The New Oxford Dicinary』(1998)에서 향수병은 ‘자신의 집과 단절된 시기 동안
자신의 집에 대한 열망을 경험하는 것’, 노스탤지어는 ‘과거를 향한 감성적인 열망’으
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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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6회 개인전(2010) 전시명으로 ‘노스탤지어’라는 명칭을 사용하

였다. 작품 〈Nostalgia〉[도 13]은 당시 개인전에 출품했던 대표작 중의

하나이며, 작품의 명제도 노스탤지어이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작품 속

에 표현된 여자 주인공은 지평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띠

고 있다. 이러한 감정표현은 일반적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서

우울감, 상실감 등과 같은 어두운 정서와는 구별되며 연구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지향점을 암시한다.

더욱이 현실 속에서 이상향이란 결국 도달할 수 없고 이룩될 수 없는

불귀환성,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여성은 밝고 희망적인 정서

로 지평을 직시하고 있다. 이것은 호퍼가 이야기한 노스탤지어의 초기

개념이나 애절한 향수 시문학의 감상적인 정서와는 다른 보다 긍정적이

고 호의적인 정서가 내포된 것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로웃리지(C. Routledge) 교수는

노스탤지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노스탤

지어가 작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자

의식이 강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유익하다고 한다. 그는 노스탤지

어의 심리적 기능을 ①긍정적인 자아 형성, ②삶의 의미 부여, ③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부여하였다.114) 따라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현대

인에게 있어 우울하거나 고난한 삶에 지쳤을 때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미래와 삶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즐거운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품 속의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

지어란 좋은 시절과 장소를 그리워하는 정서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기

대,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발전적인 변화의 원동력을 유도하는 복원과 성

찰의 복합적 정서를 대신하는 대명사로써 사용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

품 속에서 노스탤지어의 의미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산수의 상실에 대처하는 와유(臥遊)와 같이 현실의 한계와 이상향 상실

114) Clay Routledge, “The Rehabilitation of an Old Emotion: A New Science of
Nostalgia”, Scientific American (2013.07.13.)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mind-guest-blog/the-rehabilitation-of-an-old-e
motion-a-new-science-of-nostalgia(최종검색일: 2019.04.29.)



- 64 -

의 고통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회복의 방법이다.

2) 노스탤지어의 유형

노스탤지어는 고향이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다. 하지만 시간성

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간 좋았던 과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

다. 연구자는 노스탤지어의 대상을 이상향으로 상정하였는데,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도 고향의 노스탤지어와 같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이며,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같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시간의 귀환 불능성에서 상통한다.

스베틀라나 보임(Svetlana Boym)은 『The future of Nostalgia』에서

노스탤지어의 두 가지 성향을 ‘복구((restorative)적 노스탤지어’와 ‘반영

(reflective)적 노스탤지어’로 구분하였다.

복구적 노스탤지어는 ‘nostos(귀환)’가 강조되며, 잃어버린 과거를 복원

하고 기억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작용의 향수라면, 반영적 노스탤지어는

‘algia(고통)’를 강조하며 갈망이나 상실의 감정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한 기억의 과정을 의미한다.115)

스베틀라나 보임의 노스탤지어 유형은 지나간 시간을 중심으로 ‘복구적

노스탤지어’와 ‘반영적 노스탤지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임

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이상향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정서로서 노스탤

지어를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성찰적 노스탤지어’ 두 유형[표 4]으로 재

설정하였다.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으로서 회복과

재건의 지향성이 강하다면,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이상향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을 바탕으로한 자각 또는 성찰의 태도를 추구한다. 이번 장에서는

위 두 가지의 유형을 이상향 문학과 향수 문학의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제

시하고,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상향의 노스탤지어 기능의 함축적

의미에 관해 설명한다.

115)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2001), pp.4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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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성격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노스탤지어

이상향에 대한

성찰적 노스탤지어

지향점 nostos(귀환)에 초점 algia(그리움)에 초점

지각과정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

는 재건적 지각

재건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

의 반성적 지각

속성

1. 집단적 노스탤지어 -

집단적 정체감에 따른 향수

2. 주도적 노스탤지어

3. 인지적 노스탤지어

1. 개인적 노스탤지어 -

개인적 정체감에 따른 향수

2. 친화적 노스탤지어

3. 감성적 노스탤지어

[표 4]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유형

(1) 복원적 노스탤지어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귀환의 의미인 ‘nostos’가 강조된 것으로 마치 상

실한 고향이나 집을 복원하고자 하는 감정으로 장소 또는 공간에 집중하

는 노스탤지어이다.116) 그래서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이상세계를 회복하

려는 노력과 연결되며 크리스트교 성경 상으로는 인간의 타락 전 태초의

이상세계인 에덴동산으로 복귀하려는 염원과 유사하다.

시간적 관점에서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과거를 재현하려는 시도로써 특

별한 순간을 재현하려는 욕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상

징적인 이미지를 지닌 ‘좋았던 옛 시절(good old days)’에 대한 그리움으

로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 있는데,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과거의 찬란했

던 황금시대와 같은 기념비적 시간 또는 시대를 현재에 복원시키려는 열

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고(太古)의 신화 속 황금시대에

대한 동경은 집단적 정체감에 따른 노스탤지어로서 동양의 고전문학 속

에서는 대표적인 황금시절인 요순시대로 회귀, 복귀하고자 하는 향수로

자주 표출된다.

116) Svetlana Boym, 앞에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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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천하(治天下) 오십년(五十年)에 부지(不知)왜라 천하사(天下事)를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대기(戴己)를 원하느냐

강구(康衢)에 문동요(聞童謠)하니 태평(太平)인가 하노라

변수량(卞季良)

이려도 태평성대(太平聖代) 저러하여도 성대(聖代)로다

요지일월(堯之日月)117)이요 순지건곤(舜之乾坤)118)이라

우리도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놀고놀가하노라

성수침(成守琛)

아해야 쇼 먹여 내여라 북곽(北郭)에 새술 먹자

대취(大醉)한 얼골을 달빛에 실려오니

어즈버 황상인(皇上人)을 오늘다시 보왜라

조존성(趙存性)119)

위의 시조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한 노래들이다. 즉 요순(堯舜)시대와 같

이 성군을 맞아 현세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한 사람의 신하로서 당대의 임금들이 펼친 덕치에 관한 찬양의 시조이지

만, 이상적인 사회 또는 국가의 전범(典範)으로서 요순시대를 염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량의 시조는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린지 오십

년이 된후 거리에 나가 아이들의 동요를 들으니 태평성대였다는 의미이

고, 성수침의 시조는 여기도 태평성대 저기도 태평성대니 이 태평성대를

맘껏 향유하자는 것이며, 조존성의 시조는 술을 먹고 대취하여 살듯이,

아무 근심걱정 없이 사는 세상으로서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시대를 태평

성대로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조들을 통해 요순시절을 다시 오늘에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서 과거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향수가 드러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스탤지어는 매우 구체적이기보다 관념적이고,

막연히 옛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117) ‘요임금이 다스리던 세월’을 의미한다.
118) ‘순임금이 다스리던 세상’을 의미한다.
119) 이종은 외, 앞의 글, 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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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에 나타나는 태평성대는 구체적인 미래나 현재의 이상사회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을 이상향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이처럼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과거회귀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120)

상기 시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거 회귀적인 유토피아 의식은 유가가

지니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의식과 연관성이 깊다. 유가에 있어서 이상

적인 세계는 성군이 덕치(德治) 하는 요순시대를 전범으로 한다. 따라서

요순시대에 대한 향수와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가

적 의식이 복원적 노스탤지어로 표출된다.121) 박인로(朴仁老)의 「태평가

(太平詞)」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복원의 노스탤지어 성향을 접할 수

있다.

당우천지(唐虞天地)122)예 삼대일월(三代日月) 비치소서

어만사년(於萬斯年)에 병혁(兵革)123)을 그치소서

경전(耕田) 정(井)예 격양가(擊壤歌)를 불니소셔

우리도 성주(聖主)를 뫼압고 동락태평(同樂太平) 하오리다

「태평가(太平詞)」부분

박인로의 가사 작품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난세가 빨

리 지나가고 다시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가 오기를 그리워하는 노래

로써 복원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위 내용을 현재의 한글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요순 같은 태평시에 삼대일월을 비취소서

120) 이종은 외, 앞의 글, p.552 참조.
121) 유교에서 역사의 목표는 원시성으로 복귀하는 수평적 복고주의가 아니라 ‘성인이
하늘을 이어 만민의 준칙을 세우는(上古聖神繼天立極)’ 유교 이념의 원형을 역사 속에
서 반복하여 실천하는 영원성 회복으로서 수직적 복원 운동이다. 따라서 유교의 역사
의식은 순환적 개념에 가깝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현실비판
이 강하게 작용한다. 琴章秦,『韓國儒敎의 再照明』(전망사, 1982), pp.44-45 참조.

122) 당우천지(唐虞天地)의 당우는 도당씨(陶唐氏)와 유우씨(有虞氏)의 병칭으로 도당씨
는 제요(帝堯)를, 유우씨는 제순(帝舜)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우천지는 요순시대와 같
이 위대한 성군이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말한다.

123)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자 전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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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년 동안에 전쟁을 없애소서

밭 갈고 우물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도 성군을 모시고 태평을 즐기리다.

박인로의 「태평가」는 앞서 살펴본 시조보다는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향으로서 격양가를 부르며 동락태평(同樂太

平) 할 수 있는 요순시대를 꿈꾸는 회복적 기대가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

된 예시이다.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존재했다고 상상되는 이상향

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재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동시

에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부여한다. 사실 노스탤지어 자체는 유토피아적

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에 대한 환상은 미래

의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원적인 노스탤지

어는 과거에 대한 동경이자 대안적인 미래를 건설하려는 적극적인 시도

를 동시에 지닌다. 이때 노스탤지어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려는 보수적

인 목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적에도 기여한

다.124)

특히, 유학자들은 현실 정치의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향을 실재하

는 현실공간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의 「도원행(桃源行)」을 들 수 있는데, 도원의 사람들이 진나라 폭정을

피해 도피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난세의 잘못된 지배체제를 비판

하고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노스탤지어를 피력하였다.125)

124) 이경재,「김사량의『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鄕愁)」,『현대문학의 연구』
제59집(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p.109 참조.

125) 왕안석(王安石),「도원행(桃源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나라 궁궐에서 사슴
을 말이라 우기니, 진나라 사람들 절반이나 장성 아래에서 죽었네, 이때 세상을 피한
사람은 상산옹만이 아니라, 도원에 복숭아나무를 심은 이도 있었다네, 한번 와서 복숭
아나무 심으니 봄도 기억 못 하고, 꽃 따고 열매 먹고 나뭇가지는 땔나무로 삼았다네.
아들 손자 자라서 세상과 격리되니, 부자 관계는 있는건 알아도 군신 관계는 몰랐다
네. 어부가 배를 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꽃 사이에서 갑자기 그를 보고 놀랐다네.
세상에서는 옛날에 진(秦)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산속에서 지금 동진(晉)이 된
것을 어찌 알겠는가. 장안에 전쟁의 먼지가 불어 한나라도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봄바람에 고개 돌리며 수건 적시네, 순임금 같은 성군이 한번 가버리면 언제 다시 오
려나, 천하가 어지러우니 그사이 몇 번이나 진나라가 지나갔던가. (望夷宮中鹿爲馬 秦
人半死長城下 避時不獨商山翁 亦有桃源種桃者 一來種桃不起春 采花食實枝爲薪 兒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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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문학에서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이 반영된 복원적 노

스탤지어의 대표 문학이 『홍길동전』과 『허생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고전소설인『홍길동전』과 『허생전』은 조선시대의 모순

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작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원적 노스탤지어가 반영된 작품들이

주로 과거지향적이고 관념적인 이상향이었음에 반해 『홍길동전』과

『허생전』에 나타나는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진보적이고

현실개혁적 측면이 강하다. 『홍길동전』은 개혁적인 사고와 새로운 이

상향에 대한 지향성이 나타난 작품으로 신분제도와 같은 당대의 인습과

체제의 벽을 허물고 현실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재건의 향

수가 나타난다.126) 그리고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

(熱河日記)』에 수록된 「허생전」은 개개인의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한

정덕(正德)의 구축과 현실의 실증적 인식태도를 기반으로 한 박지원의

이상세계 염원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127)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노스탤지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노스탤지어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

生長與世隔 知有父子無君臣 漁郞放舟迷遠近 花間忽見驚相問 世上空知古有秦 山中豈
料今爲晉 聞道長安吹戰塵 東風回首亦沾巾 重華一去寧復得 天下紛紛經幾秦)” 김학주
역,『고문진보』전집(명문당, 2005), pp.770-772; 최경현, 앞의 글, p.42 재인용.

126) 김종회, 앞의 책, pp.59-68 참조.
127) 『허생전』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허생은 남산 밑 묵적동에 사는 가난한 선비였
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10년 기약의 독서를 중단하고 장안 제일의 부자 변씨를
찾아가 만냥을 빌린다. 그리고 이를 밑천으로 매점 행위를 통한 기발한 상술을 개발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후 바다 가운데 있는 빈 섬을 발견하고 변산의
도적 떼를 찾아가 이주를 설득하여 모두 섬으로 옮기게 한다. 그래서 그 섬을 살기
좋은 이상국으로 만들고 예의를 가르치는 한편,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 대한 경계를
남긴 다음 5년 만에 육지로 되돌아온다. 그 후 변씨를 찾아가 10만냥을 변제한다. 탄
복한 변씨가 초가를 찾아와 교분을 나누고, 어영대장 이완을 데리고 온다. 허생은 이
완에게 이른바 ‘시사삼난(時事三難)’을 제기하고 그를 축출한다. 이후 허생의 행방이
묘연해진다는 내용이다. 시사삼난이란 ①훌륭한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해서 등용하기,
②조선에 망명해온 명나라 장졸들에게 종실의 딸을 시집보내고 훈척과 권문귀족의 딸
을 빼앗아서 양도하기, ③국중의 자제들을 청나라에 보내 변발하고 호복을 입힌 다음
허실을 탐지해오게 하기이다. 이를 통해 박지원은 실학을 중심으로 한 상업경제 사상
의 고취, 이상국의 건설, 북벌론의 배격과 북학이론의 고취를 강조하고 있다. 김종회,
앞의 책, pp.70-71 참조; 신태수,「『熱河日記』에 나타난 토론 서술의 유형」,『국학
연구논총』제9집(택민국학연구원, 2012),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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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며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역사를 회복

하려는 성격으로 잃어버린 과거의 찬란한 시대를 되돌리고 싶다는 감정

을 부추긴다. 그리고 『홍길동전』의 율도국과 『허생전』의 이상국 같

은 고립된 공간에 상상의 이상적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한다. 또한 복원

적 노스탤지어는 향수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전통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를 비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 가족,

자연, 고향, 진리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128)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 이른 곳이

도적들의 소굴이다. 이 부분은 『도화원기』에서 어부가 우연히 이상향

을 접하게 되는 장면과 유사하다.

… 한 곳에 다다르니 경개(景槪)가 절승(絶勝)한지라, 인가(人家)를 찾아 점

점 들어가니 큰 바위 아래 석문(石門)이 닫혔거늘,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

가니 평원광야(平原廣野)에 수 백호 인가가 즐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

하며 즐기니, 이곳은 도적의 굴혈(窟穴)이라.129)

들어가는 통로가 좁고 그곳으로 들어가니 독립된 주거 공간이 등장하는

장면은 『도원원기』의 전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의적단의 이름인 활빈

당의 ‘活貧’에는 고통받는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

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홍길동의 활빈당은 탐관오

리 등을 응징하고 지배계층의 부조리를 제거하며 윤리와 부강을 목표로

하는 율도국 건설을 지향한다. 『홍길동전』과 『허생전』에는 새로운

삶의 제도적 터전으로서 이상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과 나름의 이상

적인 사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보다 구체적인 낙원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130)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며

상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사회로서의 복원적 노스탤지어를 투영시

키고 있다. 이처럼 복원적 노스탤지어에는 이상적인 세계를 현재에 복원

128) Svetlana Boym, 앞의 책, p.41 참조.
129) 이윤석 교주,『홍길동전』(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p.13.
130) 김종회, 앞의 책,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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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 작품 속에서 이상향

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제시되는 것은 복원적 노스탤지어에 가

깝다. 연구자의 작품 중에서는 구체적인 이상향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현

실 비판적인 측면이 가미된 부양도시 시리즈【작품 14】～【작품 19】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향이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귀환 불가능성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지만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이상향을 재건하려는 자세로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적 욕망 외에 집단의

욕망, 소망, 기대를 충족시키고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추구한다.

이러한 복원적 노스탤지어에 나타나는 주도적 성향은 집단의 가치와 즐

거움을 향유하려 한다. 그리고 향수병으로서의 부정적 정서보다 자존감,

자신감, 유용함과 같은 긍정적 특성이 나타나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발과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도전적인 자세로 표현된다.

다음의 정약용 시를 보게 되면,

「미원은사가(微源隱士歌)」

벽계 북쪽의 자그마한 미원(微源)은 檗溪之北小薇源

구지(仇池)산 무릉(武陵)과 형·동생 할 만하다. 仇池武陵可弟昆

일흔다섯 집 모두 씨뿌리고 나무 심어 七十五家皆種樹

그중에도 꽃 많은 집 심씨의 정원일세. 就中多花稱沈園

심씨는 본래 한양의 벼슬아치 자제로 沈本京城宦家子

일찍부터 학문 익혀 벼슬을 구했는데, 蚤年遊學求乘軒

하루아침에 집을 팔고 불패(黻佩)를 노래하며 一朝賣家歌黻佩

조각배에 몸을 싣고 산에서 살려고 扁舟渺然思林樊

이곳에 정착하여 오막살이집을 짓고 經投此地結衡宇

대통으로 물을 끌어 황무지를 일구었네. 連筒引水開荒原

벼도 심고 조도 심어 넉넉히 쌓아두자 稻梁會計饒積著

아이들과 나눠 갈아 한 마을을 이루었다네. 僮指分耕列成村

돌담에 기와집이 자리를 잡고서는 石墻瓦屋整位置

곡식 가꾸고 짐승 치는 방법을 더 배워서 寗經駝書學滋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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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과 삼, 닥과 옷, 대추와 밤에 감나무며 桑麻楮漆棗栗枾　

망아지, 송아지, 거위, 오리, 닭, 개, 돼지 다 기르고 駒犢鵝鴨鷄犬豚

소금과 우물 빼고는 온갖 물건 다 있어서 家無鹽井百物具

문을 나서지 않고서도 제사 잔치 다 치르네. 祭祀燕飮不出門

아들 낳아 농사일, 딸 낳으면 길쌈 가르쳐 生男學圃女學織

우견산에서 주진촌처럼 혼인하며 살았다네. 羽畎山裏朱陳婚

자식 커서 집안 일 맡자 영감은 늙었기에 子壯克家翁乃老

꽃 심고 접붙이며 하루하루 보낸다네. 栽花接果度朝昏

국화 가꾸는 솜씨는 더욱 절묘하여 菊花之業尤絶世

품격이 좋은 것만 마흔여덟 종 국화꽃 피는데 四十八種標格尊

언제나 그 꽃 필 때면 술이 깰 사이 없이 每到花開醉不醒

성성백발 흥에 겨워 술독 놓고 앉았다네. 陶然白髮臨淸樽

글 지음은 자못 소동파 체를 배웠으되 著書頗學眉公體

유양낙고(酉陽諾皐)처럼 기이한 말도 잘한다네. 酉陽諾皐多奇言

아아! 참 그 늙은이 세상에 숨어 잘도나 살지 旴嗟此老利肥遯

하늘이 복내리니 참으로 남다른 은혜로다. 天公餉福眞殊恩

이미 그르친 내 인생은 그를 따를 수 없어 我生己誤無可及

자손에게나 보이려고 미친 노래를 적어보네 聊述狂歌示子孫131)

「미원은사가」는 정약용이 유배시절 교리(校理) 윤영희(尹永僖)가 들려

준 경기도 광주 인근 미원촌(薇源村)에 은거한 심씨(沈氏)의 이야기를

시로 옮긴 것이다. 심씨는 전원으로 귀향한 후 이상적이고 다복한 공동

체를 이루었다고 한다. 노년에는 집안일을 자식에게 맡겨두고 국화를 재

배하면서 꽃이 피면 구경하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흥이 나면 글을 짓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132) 「미원은사가」에는 정약용이 꿈꾸

고 염원했던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다. 그 모습은

소국과민형의 도원적 이상향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복원적 노스탤지어가 앞서 시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단순히 환상적,

도피적 이상향의 추구에서 끝나지 않고, 또한 『홍길동전』, 『허생전』

131)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역,『(국역)茶山詩文集』(솔, 1994), pp.239-240.
132) 이종은 외, 앞의 글, p.530-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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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고립된 섬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혁을 실현하려는 단계를

넘어 현실 가운데 이상향을 건설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 따라서 「미원은사가」에 나타나는 복원적 이상향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려는 복고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개혁하고 이상향을 적극적으로 실

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구체적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이상세계를 현실 가운

데 재건하고자 하는 노스탤지어이다. 따라서 그리움의 정서적인 측면보

다 귀환의 대상으로서 장소 또는 공간에 집중한다. 때때로 과거 회귀적

이며 막연한 관념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비판의

토대 위에 근원적인 이상향의 재건, 회복을 모색하는 노스탤지어라고 할

수 있다.

(2) 성찰적 노스탤지어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고통을 뜻하는 algia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움이

라는 감정에 집중하는 노스탤지어이다. 되돌릴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노스탤지어로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동

경과 갈망의 상태 자체라고 할 수 있다.133) 이상향에 대한 성찰적 노스

탤지어는 이상향이란 귀환 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

면서 이상세계를 재건하려는 의지보다 이상향에 대한 자각과 인식의 토

대에서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갖는데 의의가 있다.

도연명의 『도화원기』 속의 ‘무릉도원’이나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의 ‘샹그릴라’라는 이상향은 다시 찾아가는 길이 거의 불가능하

다. 이처럼 회복할 수 없는 공간, 좋았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서 되돌

릴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갈망의 상태 자체를 성찰적 노스탤지

어라고 할 수 있다134)

133) Svetlana Boym, 앞의 책, p.41; 백지혜,「윤대녕 소설의 노스탤지어 미학」,『한국
문학과 예술』제9집(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2), p.76 재인용.

134) 백지혜, 앞의 글,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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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도 이인로(李仁老, 1152-1220)가 지리산의 이상세계인 청학동

(靑鶴洞)을 찾아왔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여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표

현한 시에 좌절과 절망의 자세보다 성찰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아득한 두류산 너머로 구름 낮게 깔려 있고 頭流山逈暮雲低

수많은 골짜기와 바위들이 회계(會稽)산과 비슷하다. 萬壑千巖似會稽

지팡이 짚고서 청학동을 찾아 나섰으나 策杖欲尋靑鶴洞

숲 너머로 흰 원숭이 울음소리만 쓸쓸히 들려오네. 隔林空聽白猿啼

누대는 아득하고 삼산을 멀고 먼데 樓臺縹渺三山遠

이끼 낀 돌 속에 네 글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苔蘇微茫四字題

신선이 사는 땅(仙源)이 어디냐고 물어보려는데 試問仙源何處是

떨어져 흘러가는 꽃잎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구나. 落花流水使人迷135)

종일 청학동을 찾아 지리산 일대를 헤맸으나 날은 저물고, 이 선경 어

딘가 청학동의 입구가 있을 거 같은데 끝내 찾지 못하고 시냇물에 떠 있

는 꽃잎을 보면서 이 물줄기 어딘가에 무릉도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

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이상향이라

는 공간이란 다시는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

래서 이상향으로의 귀환, 회복, 복귀 불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향수병과

같이 때로는 애도하거나 근심 어린 정서를 반영하기도 한다. 원래 노스

탤지어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극복 불가능한 상실에서 생기는 고통

이다. 또한 그 불가능성이 노스탤지어를 노스탤지어로써 존재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인로의 시와 같이 많은 이상향의 문학작품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같은 회복 불가능한 이상향에 대한 애

환, 슬픔을 노래하였다.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분명하여 이상향이란 현실

속에서는 다시금 재현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식하면서도,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망실된 가능성을 다시 복구하려는 두 가지의 모순된 마음

135) 이인로,『파한집(破閑集)』; 박성규,「李仁老의 詩世界 小考 -道家的 性向의 詩를
중심으로」,『한문교육연구』제27권 제1호(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p.4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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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존한다. 예를 들어 이색(李穡) 「해상(海上)」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바다 위의 옛 나라 우리 삼한 땅은 海上三韓古

강남 땅과는 만 리나 멀어서 江南萬里遙

천자 앞에 도달할 길이 없는데 無由達天陛

오래도록 사신 행차도 못 보겠네. 久不見星軺

구름이 지나가니 청산은 깨끗한데 雲去靑山淨

바람 불어오니 푸른 숲은 흔들리는구나. 風來綠樹搖

우리 행차는 어느 날에나 출발해 吾行何日是

뱃사공이 어서 타라 불러 줄런고 舟子苦招招

바다 위 봉래산은 가깝기도 한데 海上蓬萊近

어느 때나 학을 타고 노닐어 볼까. 何時駕鶴游

흰 구름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白雲隨處起

푸른 물결은 하늘 가에 넘실대는구나. 碧浪際天浮

명멸하는 것은 주궁(珠宮)의 새벽이요 明滅珠宮曉

처량한 것은 패궐의 가을이로다. 凄淸貝闕秋

허나 예로부터 찾은 이 없으니 古來尋不見

지금 나도 머리만 긁을 뿐이다. 今我又搔頭

바다 위엔 오이만한 대추가 있어 海上如瓜棗

안기생(安期生)은 멀리서 주려 하는데 安期將遠貽

어렴풋이 서로 닿을 듯하면서도 依俙若相接

슬프게도 능히 다다를 수가 없네. 惆悵莫能隨

내 병도 거뜬히 치료할 뿐 아니라 不獨療吾病

나의 노쇠함도 붙들 수 있었는데 庶幾扶我衰

내가 도골이 아닌 줄을 어찌 알았으리오 那知非道骨

장차 다시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且復待來時136)

위 시를 보면 하늘로 휠휠 날고 싶으나 나를 인도해 줄 성초(星軺)가

136) 李穡,『牧隱藁』,「牧隱詩藁卷之二十三」; 한국고전종합DB(최종검색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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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의 안타까움과 구름이 걷히자 드러나는 청산(靑山)으로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다. 학을 타고 날아가기 전에는 그곳에 도달

할 길이 없어 뒷머리만 긁적이는데 꿈과 같이 옛 신선 안기생(安期

生)137)이 불로장생의 대추를 건네주지만, 대추조차도 받지 못하는 늙고

병든 몸임을 한탄하면서도 훗날을 기약하는 모습을 보인다.138) 이는 선

계를 향한 강한 동경과 열망이 나타난 작품으로 선계에 다다를 수 없음

을 인지하면서도 미래를 기약하는 성찰적 노스탤지어가 나타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향에 대한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그리움이라는

감정, 상실감 자체에 집중하는 노스탤지어이며,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서러워하면서도 결국엔 그 아픔과 그리움을 향유하는 자각의 측

면이 있다.

노스탤지어는 이상향의 상실 또는 망각에서 오는 감정으로 대상이 부재

한 빈자리에서 발생하는 욕망을 위한 욕망이다.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극복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영원한 상실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노스탤지

어가 노스탤지어일 수밖에 없는 필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상향의 부

재는 노스탤지어를 가장 온전한 형태의 노스탤지어로 유지하게 하는 조

건이다.139) 따라서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에는 텅 빈 이상향 또는

이상향의 상실을 쓸쓸하고 애달픈 정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상적인

장소이자 그리움의 장소로서의 고향 상실을 다룬 망향(望鄕) 문학에서

이러한 정서를 자주 볼 수 있다. 고향의 서정을 노래한 대표적 문학인

「향수」로 유명한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 있다.

「고향」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137) 안기생은 진(秦)나라 때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고 살았는데, 그때 나이가 천
살이 넘었다고 한다. 진시황이 그를 만나 사흘 밤을 같이 지냈는데, 홀연 천년 뒤에
봉래산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말을 남기도 떠나갔다는 전설 속의 신선이다.

138) 이종은 외, 앞의 글, p.534.
139) 서동욱,「노스탤지어 -노스탤지어, 외국인의 정서」,『일상의 모험』(믿음사, 2005),
pp.324-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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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고향 진히지 않고

머언 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

한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140)

이 시는 변함없는 자연과 방랑하는 자아의 대비를 통해 고향의 상실감

을 간결하고 담담한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외적 요인에 의한 고

향의 변화보다 작가의 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고향의 이미지와 현실적 모

습의 차이를 통해 고향의 부재를 성찰하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고향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고향은 그 자리에 있는데 시인의 마음속 고향은

상실되었기에 더욱 쓰디쓴 노스탤지어를 자아내고 있다. 오직 유년 시절

에 보았던 높푸른 하늘만이 변함없다는 탄식 속에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

에 의해 변해버린 메마른 현대인의 고독한 망향의 정을 떠올리게 한

다.141) 그래서 그리워하는 고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꿩, 뻐꾸기, 흰

점꽃 등 자연은 그대로이나 고향의 추억이나 아늑함은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히 하늘은 늘 변함없는 자연의 상징으로 번잡한

140) 鄭芝溶,『鄭芝溶全集 1』(민음사, 1988), p.97; 배호남,「정지용 시의 고향의식 연
구」,『인문학연구』제22권(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pp.285-286 재인용. 

141) 임용택,「韓日近代望鄕詩의 比較文學的 一考察」,『日本語文學』제8집(한국일본어
문학회, 2000),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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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에 물든 작가의 마음과 대비되면서 역설적으로 고향의 상실감을 부

각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속세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과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온

갖 세파에 찌들어 순수함을 잃고, 번뇌와 불안에 빠진다. 그래서 머언 항

구를 떠도는 구름과 같이 방황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구름은 낭만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정지용의 시와 같이 멀고 먼 어딘가를 정처없이 떠도

는 영혼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황의 끝에서 인간은 마음

의 이상향 또는 안식처로 회귀하고자 한다. 그래서 정지용의 시 마지막

의 행에서 하늘은 여전히 높푸르다며 지금은 회귀하지 못하고 있으나 언

젠가는 이상향으로서의 높고 푸른 하늘의 순수함으로 회귀할 것을 소망

한다.142) 그래서 늘 푸른 하늘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향으로서의 고향 또는 안식처를 상징한다.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정지용의 시와 같이 고향 또는 과거를 마냥 이상

화하거나 복원하고자 하지 않는다. 현재를 성찰하는 동시에 과거에서 의

미 있는 기억과 경험을 끌어올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복원적 노스탤지어가 정치적, 역사적 신화 만들기로 흐르기 쉬

운 반면에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역사적 시간과 개인적 시간에 더 집중하

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인간의 유한성에 더 몰입하여 반추한다.143)

이와 같이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자아의 의식 속에서 그리워하고 염원하

는 이상향의 이미지와 현실의 불일치 양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

로 인해 자아의 의식 속에 이상향은 낭만적으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불일

치의 불만족으로 자아의 의식이 황폐화되거나 냉소적 자세를 견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상향과 현실의 불일치에 대한 애절하면서도 슬픈 정서가 드러

나는 대표적인 시로서 근대 여류시인인 노천명(1912-1957)의 「사슴」을

들 수 있다.

142) 陳琳,「韓·中 近代詩에 나타난 老莊思想 硏究」(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33-36 참조.

143) 정연희,「이태준 문학의 멜랑콜리와 문화적 모더니티」,『國語文學』제69집(국어문
학회, 2018),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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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冠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본다.144)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의 ‘먼 데의 산’은 동경의 대상으로서 이상향을 지

시한다. 그리고 어딘가 고귀한 인상을 주는 사슴이라는 동물을 통해 마

치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온 시인 자신의 우아한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청초하고 고아한 기품을 자아낸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고독과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잃었던 목을 내

빼어 호시절을 그리워하며 이상향으로서의 먼 산을 바라볼 뿐이다. 다시

말해 먼 산을 응시한다는 것은 이상향에 대한 향수의 반영이다. 그러나

그 이상향에 직접 뛰어들거나 하는 재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의 동경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체념적이고 비극적이다.145)

더욱이 망국의 한을 간직한 1930년이라는 시대가 갖는 특성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바라본다는 행위는 현실 극복이 불가한 비극적 현실을 내포하

고 있다.

작품 〈응시〉[도 14]에서 이상향으로서의 파란 하늘을 바라본다는 행

위는 분명히 막연한 동경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과거, 장소에 대한 그

리움으로서 쓸쓸한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진취적인 행동이나 복

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동경, 관망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어둡고 쓸쓸한 측면도 보인다. ‘바라본다’는 응시(凝視)의 태도에는 두 가

144) 노천명,『盧天命 詩集』(瑞文堂, 1972), p.48
145) 임용택, 앞의 글,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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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성격이 있다. 하나는 작품 〈Nostalgia〉[도 13]와 같이 미소를 지으

며 지평을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서가 함의된 복원적 노스탤

지어로서의 응시이다. 반면, 작품 〈응시〉[도 14]에서 하얀 실루엣의 인

물이 파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재개발을 앞둔 황폐한 도시 풍경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쓸쓸한 망실의 정서를 자아낸다. 특히 전반적으

로 소슬한 정서의 지평과 달리 시선에 끝에 위치한 유독 파란 하늘은 더

욱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도 새로운 지평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여

지도 보여준다.

[도 14] 나형민,〈응시〉, 2004, 한지에 토분 채색, 140×100㎝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이상향의 재건보다 그

리움의 정서를 더욱 중요시한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의

귀환 또는 회복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각의 태도에서 성찰

은 시작된다.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울하고 어두운 정서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이상향을 그저 동경하거나 체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의 토대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내적 자아의 성장을 도모하

는 반성적 태도를 견지함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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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기능의 함의

연구자의 작품에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주된 세 가지의 기능을

‘회귀(回歸)’, ‘우의(寓意)’, ‘와유(臥遊)’의 단어로 설명한다. 첫째, 노스탤

지어는 근본적으로 낙원에 대한 동경, 회복을 위한 정서로서 이상적인

시·공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기능에 관해 언급하며, 그 회귀

의 대상으로서의 낙원의 모습과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란 낙원에 대한 그리움으로서 회귀할 수 없는

대상에 집착하는 향수병이 아니라 마음을 의탁하는 우의의 작용을 알레

고리와 비교하며 설명한다. 셋째,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지평이라

는 유한한 시공간 속에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매개로서 노스탤지어가

갖는 와유의 기능을 산수화의 와유와 더불어 비교 설명한다.

1) 낙원으로의 회귀(回歸)

연구자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에는 근본적으

로 낙원에 대한 동경이 담겨있다. 동경(憧憬)이란 ‘어떤 것을 간절히 그

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이라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처한 현실

에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지평 너머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이 강해

진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반동에 따른 낙원에 대한 동경이 결국 이상향

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이상향의 노스탤지어를 자아

내는 낙원이란 당연히 ‘현재’, ‘이곳’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현대인들

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재’의 시간과 ‘이곳’이라는 공간 속에 내던

져 있는 존재이다. 소위 ‘피투성(被投性, Geworfenheit)’이라는 용어는 하

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개념으로, 인간은 자의(自意)와 상관없이 세

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임을 설명한다. 인간은 ‘불안(Sorge)’을 통해 자신

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주어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피

투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적이고 수동적인 피투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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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자각하게 하는 중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죽음과 같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불안, 좌절에 직면했을 때,

다시금 삶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시작되는데 이를 ‘기투(企投)’라고 한

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투성으로 한계에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기투를 통

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진정한 자유와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려

고 한다. 이때 낙원에 대한 동경으로서의 노스탤지어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동기이자 동력이 된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불안․염려 등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

하게 하는 기투의 원동력이라며, 궁극적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초월한

낙원으로서의 공간을 도가 사상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도(道)에 대한 지혜를 배워 행동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무욕의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은일하는 소요유((逍遙遊)의 삶을 낙원으로서 동경하였고 그림

에서는 산수화를 통해 소요유의 지평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인위

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이상으로 주장한 대표적 인

물이 노자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146) 하였다. 즉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 우주의 질서를 따르게 되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궁극적으로 거기가 낙원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자연은 전원, 산림 등의 대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

으로써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저절로’의 의미이다. 즉, 근원으로 돌

아가면 그 뜻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된다는 자연성(naturality)의 용어에

가깝다.147) 도가에서 자연은 특정한 개념이 아닌 천지 만물을 발생, 생육

하게 하는 도의 본질적인 성향으로 도의 본성이 자연이고, 자연은 도의

본성이며 그 본성의 작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노자에게서 자연이란 천

지만물의 성질이자 인간의 본래적 성질로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146) 老子,『道德經』, 第25章,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47) 윤찬원,「초기 도교에 나타난 ‘자연’ 관념에 관한 고찰」,『도교문화연구』제13권
(한국도교문화학회, 1999), pp.218-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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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상향인 것이다. 따라서 노자에게 있어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단순히 대자연에 대한 향수가 아닌 자연성으로의 회귀를 그리워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동양에서 낙원에 대한 동경이란 전원 또는 자연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따르며 천지 만물과 하나 되려는 ‘물아일

치(物我一致)’의 지평으로의 귀속을 의미한다.148)

회기의 대상이자 낙원으로서의 자연에 대해 장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있다.

옛날 사람은 혼돈 속에서도 세상과 더불어 그윽한 고요함을 얻었다. 이 시대

에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고요하고 귀신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사

계절이 순조롭게 운행하여 만물이 손상되지 않았고, 무릇 모든 생명은 주어진

수명을 다하였다. 사람들은 비록 지식을 가졌다 해도 쓸 곳이 없었으니. 이를

‘지극한 하나(至一)’라고 하였다. 이 시대에는 인위적으로 하려 함이 없어 언

제나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149)

그러나 만약 인위적인 지혜로 세상(땅 또는 지평)이 어지럽혀지고 덕이

쇠퇴하게 되며, 본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참된 본성으로 되돌아가고

자 하나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극도의 전쟁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의 낙원에 대한 동경은 평화로운

세계 또는 산수에서의 장생불사(長生不死)의 삶을 궁극적 목표로 하였

다. 이 당시 군벌들 간의 혼전으로 “사람들이 서로 참혹하게 죽여 백골

이 쌓였고 도처에 시체가 깔려 거리가 썩는 냄새로 가득했으며”150) “옛

땅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어서 나라 안을 종일 걸어가도 아는 자가 없었

다.”151) 라고 참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생사와 미래에 대

한 불안정한 상황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현학(玄學)과 불교 등의 종교

148) 정동화,「조선시대 회화의 도교적 이상향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13 참조.

149) 『莊子』,「外篇」第16篇 繕性, “古之人 在混芒之中 與一世而得澹漠焉 當是時也 陰
陽和靜 鬼神不擾 四時得節 萬物不傷 群生不夭 人雖有知 无所用之 此之謂至一 當是時
也 莫之爲而常自然” 장주, 김학주 역,『장자』(연암서가, 2010), pp.384-385 참조.

150) 『晉書』,「食貨志」, “人相食啖 白骨盈積 殘骸餘肉 臭穢道路”
151) 『三國志』,「魏志」,「武帝記」, “舊土人民死喪略盡 國中終日行 不見所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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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지하게 하였다. 또한 험난한 벼슬길과 관리사회의 냉혹함을 목격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은거를 동경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고 관복을 버리고

은신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152) 은거하는 이들은 노장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으나 이 당시 유행했던 도교의 장생불사는 도가의 무위와 달

리 지극히 현세적이고 구복(求福) 신앙적인 면이 깔려있었다. 물론 장자

도 장생불사의 진인을 최고의 경지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정신적인

수양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도교의 현실적인 장생과는 다르다. 그런데

도연명이 쓴 동진시기는 도교가 부흥하던 시기로서, 후한 말 극도로 혼

란한 난세에 탄생한 민간신앙인 도교는 사상가 노자를 신선으로 탈바꿈

시키고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교주로 삼았다. 그 후 위진남북조시대에 현

실도피적인 은일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서, 난세에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사람들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장생불사의 신선세계를 찾아 세상과 격리

된 깊은 산 속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른바 낙원에 대한 동경은 신선세계

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유선풍조로서 도화원기 속 어부, 태수, 유자기와

같이 이상세계를 찾아 산중을 유랑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도연명의

무릉도원은 상상에 의한 창작된 세계이지만 전쟁과 혼란이 없는, 불사의

낙원에 대한 간절함이 반영된 민중들의 동경의 산물이었다.153) 그러나

도연명은 『도화원기』를 통해 이런 낙원에 구체적일 실체나 대안을 제

시하기보다 비현실적인 유선풍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

다. 도연명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낙원에 대한 동경이 결국은 ‘대상이

없는 비애’로서 유자기와 같이 허망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

이다. 물론, 낙원에 대한 동경은 현실을 추동하고 극복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현실을 회피하고 대상이 없는 실체로서 상상의 낙원

에 안주하게 하는 극단(極端)이 병립하기 때문이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노장사상의 신선, 은일 등 현학적 분위기가 유행하

면서 사물의 본래적 존재를 의미하던 자연이 산수로 일반화되었고, 도에

대한 관심은 산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산수를 동경하고

152) 천촨시,『중국산수화사1』, 앞의 책, pp.62-63 참조.
153) 김용표,「제임스 힐튼의 ‘샹그리라’에 투영된 낙원을 향한 노스탤지어」,『중국학연
구』제46권(중국학연구회, 2008),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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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것은 도를 탐구하는 것으로 산수자연에 회귀하려는 경향이 이상

향으로서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무릇 옷과 음식은 사람이 생

활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산수는 성정이 가야 할 곳이다.”154)

라며 당시의 문인들은 산수를 지극히 좋아하여 눈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도 모자라 마음속으로 묘사하며 시로 읊고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자

의 작품 속에서도 비록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 속의 지평을 불가역적으

로 묘사하고 있지만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청정한 파란 하늘을 통해 맑

고 깨끗한 본래의 자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열망은 이후 전원풍경을 중심으로 작업을 전

개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계기를 주었다. 따라서 지평에 반영된 이상향

의 노스탤지어에는 자연에 대한 회귀의식이 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현실 대비의 우의(寓意)

연구자의 작품에 담긴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인식은 조지 오웰

(George Orwell, 1903-1950)의『1984』나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의 『멋진 신세계』와 같이 현실 비판적인 알레고리로서의 낙

원의식보다 현실 대비의 우의적 낙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우의’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물에 붙여서 그 뜻을 풍자함’ 정도로 의미

를 가지고 있고 문학에서는 ‘알레고리(Allegory)’라는 언어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문학비평용어사전을 보게 되면 알레고리란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other speaking)’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알레고리아(allegoria)가

어원이다.155)

알레고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성 이면에 이차적 의미를 가지는 중의

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인 『이솝우화』를 보면 표면

적으로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세계에

154) 謝靈運,『遊名山志』, “夫衣食 人生之所資 山水 性分之所適” 
155) allegory는 allegoria가 어원으로 allos(other)와 agoreuein(to speak)에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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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다.156)

따라서 알레고리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회화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표

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적 표

현법이지만 상징보다 더 복잡한 표현 방법을 취한다.157) 예술작품에서

대표적인 알레고리 요소는 신화와 종교이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 신

화와 성경이며, 동양에서는 여와와 복희, 단군신화 또는 불교 신화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성경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사실 이면의 상징성을 내포한 대표적 알레고리의 모태

이다.

브론치노,〈미와 사랑의 알레고리〉158),
1545년경, 나무에 유화, 146×116㎝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의 결
혼〉159), 1434, 나무에 유화, 82×60㎝

[표 5] 알레고리가 드러난 대표작

156) 『문학비평용어사전』(국학자료원, 20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475&cid=41799&categoryId=41800(최종
검색일: 2018.09.22.)

157) 월간미술 편,『세계미술용어사전』(중앙일보사, 1989),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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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고리는 ‘확장된 비유’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일상적 통상적 이야기인데, 그 이면에는 사상적, 도덕적, 또는 역사적 의

미가 전개되는 배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심상의 전개와 더불어 추상적 의미의 층이 그 배후에 동반되는 것이 알

레고리이다.

서양회화에서는 홀바인(Hans Holbein le Jeune)의 〈프랑스 대사들

(The Ambassadors)〉, 브론치노(Agnolo Bronzino)의〈미와 사랑의 알

레고리(An Allegory with Venus and Cupid)〉[표 5],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의 〈아르놀피니의 결혼(The Arnolfini Marriage)〉[표 5], 스

탠비크(Harmen Steenwyck)의 정물화〈바니타스의 알레고리(Still Life:

An Allegory of the Vanities of Human Life)〉 등등이 알레고리가 드

러난 대표작이다.

알레고리는 우의(寓意)라는 용어 외에도 우유(愚喩), 풍유(諷諭), 우언

(寓言), 우화(寓話) 비유(比喩), 상징(象徵) 등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양

에서 우의를 뜻하는 알레고리가 풍자적이고 더 나아가 비판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동양에서 우의란 상징, 비유적인 뜻도 있지만 ‘마음을 의탁한

다’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160)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이상향에

마음을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탁이 추구하는 바는 동양

적 우의의 의미와 상통한다. 여기서 ‘意’는 회화에 선행하여 작품이 완성

158)〈미(아프로디테)와 사랑(에로스)의 알레고리〉는 〈아프로디테, 에로스, 어리석음,
시간〉이라고도 불린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근친상간적인
에로티시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오른쪽 위 모래시계를 받치고 있는 노인은
시간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 아래 장미를 든 아이는 어리석음이나 쾌락을 상징하고,
왼쪽 위의 옆얼굴을 드러낸 인물은 망각을, 그 아래 괴로워하는 인물은 절망, 질투로
해석된다. 차홍규 외,『알수록 다시 보는 서양미술 100』(미래타임즈, 2018), p.133;
Matilde Battistini, translated by Stephen Sartarelli, “Symbols and allegories in art”,
The J . Paul Getty Museum(2005), p.280.

159) 〈아르놀피니의 결혼〉의 거울에는 입구에선 증인으로서의 화가, 주례가 비친다. 이
작품은 부와 풍요, 번영을 가져오는 사회적 결혼의 이상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불 켜
진 초는 믿음을 나타내며, 오렌지는 다산을 상징하고, 개와 나막신은 부부 사이의 정
절을 암시한다. Matilde Battistini, 앞의 책, p.339; 마틸데 바티스티니, 조은정 역,
『상징과 비밀, 그림으로 읽기』(예경, 2007), p.341.

160) 寓는 託, 寄, 藉의 의미로서 ‘의탁하다, 기탁하다, 빌리다, 잠시 머무르다’의 뜻을 가
지고 있다. 장자는 『우언(寓言)』에 “우언의 열의 아홉은 책 밖에 있다.(寓言十九 籍
外論之)”라 하였는데, 이 말은 寓의 비유적 성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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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화면에 나타나야 하는 예술가의 내면, 의도 등을 이야기한다.

이는 객관 대상의 외형을 통해 자신의 내심을 그림에 의탁하여 표현함을

뜻한다.161) 그래서 남당의 마지막 통치자인 시인 이욱(李煜, ?-978)162)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정사의 여가에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출했다.

(政事之暇, 寓意于丹靑)” 이 문맥에서 우의란 어떤 것에 생각(意)들을 기

탁하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을 기탁하는 ‘기심(奇心)’과 유사한 용어로 사

용하였다.163)

동양회화에서는 의탁의 의미로서의 우의의 대상이 서양회화보다는 주로

동식물 등 자연물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쁘장하고 작은 복사나무 榮榮小桃樹

봄철이면 가지가지 꽃이 피지만 方春花滿枝

해 저물어 이리저리 꺾이고 나면 歲暮有摧折

쓸쓸하기 옛 자태가 아니지. 蕭蕭非故姿164)

위 시는 1804년 다산 정약용의 강진(康津) 유배시기의 시로서 일견 복

숭아나무에 대해 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의는 화사했던 봄날의

정취를 잃어가는 해 질 녘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에 비유한

자전시(自傳詩)로 볼 수 있다. 「걱정이 찾아온다(憂來)」제목의 이시는

화사한 봄날과 같이 한때 정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으나 정조의 승하

이후 유배로 쓸쓸해진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복숭아나무에 빗대어 우의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61) 金在淑,「姜希孟 ‘寓意’ 개념의 연원과 문인화론」,『동양철학』제44권(한국동양철
학회, 2015), pp.103-104.

162) 중국 5대10국 남당(南唐)의 후주(後主). 중주(中主)인 이경의 여섯째 아들. 성격이
온화하였으며, 학문과 문예를 좋아하고 서화(書畵)의 기법과 감상에는 뛰어났으며, 음
률(音律)에 정통하고 사(詞)의 작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정치가로서는 급박한 정
황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주연(酒宴)에 빠져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고
결국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5216&cid=40942&categoryId=34306(최종
검색일: 2019.02.07.)

163) 수잔 부시, 김기주 역,『중국의 문인화』(학연문화사, 2008), pp.122-143.  
164) 丁若鏞,「憂來」第12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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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시 중 연못을 배경으로 한 다른 우의시를 보게 되면,

못 안에서 활기차게 뛰노는 물고기 撥刺池中魚

발랄하게 연못 속을 다니면서 撥刺池中行

연잎 사이에서 놀기도 하고 遊戱蓮葉間

오물대고 쪼아 먹고 제멋대로였는데 呷唼常適情

무단히 멀리 놀고 싶은 생각으로 矯然思遠遊

흐름 따라 큰 바다로 들어갔네. 隨流入滄瀛

망망한 바다에 갈 곳을 잃고 望洋迷所向

거센 물결에 넋이 잃었으며 蕩潏魂屢驚

가까스로 교룡악어를 피했더니 崎嶇避蛟鰐

끝내는 큰고래를 만나 至竟値長鯨

고래가 들이켜 빨려 들어가 죽었다가 倏鯨吸而死

고래가 뿜어내어 다시 살아났다네. 忽鯨歕而生

자나 깨나 옛 살던 못이 그리워서 耿耿思故池

시름시름 걱정만 하던 차에 圄圄憂心縈

그 고기를 불쌍히 여긴 용왕이 神龍哀此魚

세찬 비를 소리 나게 내려주었다네. 雷雨會有聲165)

정약용은 22세에 관직에 들어선 이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정

순왕후로 인한 신유사옥(辛酉邪獄)이라는 큰 고래를 만나 거의 죽을 지

경에 이르게 되었다.166) 다행스럽게도 유배로 간신히 목숨은 구하게 되

지만 이 시를 통해 정약용 자신을 연못 속의 한 마리 물고기에 비유하

며, 정쟁의 풍파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아련한 심정을 우의적으로

노래하였다. 이와 같이 우의는 어떤 대상에 자신의 심정을 의탁하여 소

회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양화에서 예찬(倪瓚, 1301-1374)의 〈어장추제도(漁庄秋霽圖)〉[도 15]

와 오진(吳鎭, 1280-1354)의 〈죽석도(竹石圖)〉[도 18] 등이 적막한 산

수풍경과 앙상한 대나무에 자신의 맘을 의탁한 사의(寫意)적이면서 현실

165) 丁若鏞, 古詩 二七首
166) 김성진,「茶山의 寓言詩文 硏究」(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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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의 우의가 드러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예찬167)은 원대의 대표적 문인화가로서 주로 유랑하던 곳은 태호(太湖)

일대였다. 태호 주변은 호수와 완만한 산들이 많은데, 원경에서 보면 평

탄한 산과 언덕이 보이지만 근경에서 보면 곳곳에 바위가 쌓여있고 몇

그루 정도의 고목이 놓여 〈어장추제도〉에 표현한 그림과 같은 풍치라

고 한다.

[도 15] 예찬,〈어장추제도(漁庄秋霽圖)〉, 원(1355), 종이에 수묵, 96×46㎝,

중국 상해박물관

167) 예찬은 부유한 지방 선비지만 가혹한 세금을 피하여, 거주할 수 있게 꾸민 배로 강
소(江蘇) 남동부의 산기슭과 호수를 유랑하거나, 절에 거처하며 친우들과 함께 살며
말년을 보냈다. 1368년 명나라가 세워지자 그는 옛집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임종을 맞
았다. 명대의 문인들에게 예찬은 속박되지 않은 문인화가의 이상적 본보기이다. 마이
클 설리번, 한정희 외 역,『중국미술사』(예경, 1999), p.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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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장추제도〉와 같은 예찬의 그림은 단순히 사실적인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맑고 광활한 태호의 경치가 처량하고 천진한 예찬의 심경

과 융합되어 평담하고 소슬한 예술적 효과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168) 그래서 후대의 어떤 논자는 ‘인간세상의 속된 먼지에 물들지 않

은 풍치와 같다’169)고 평하였으나 다음의 예찬 시를 보면 당시 예찬이

맞닿고 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 있다.

세금 내느라 피땀 흘려 번 돈 다 없어지고

나라의 부역(賦役)으로 더욱 병들었네.

억울한 일로 세상살이에 땀 흘리고

어지러운 소요로 마음만 홀로 놀라네.

모두 다 허리 꺾어 벼슬아치에게 절하고

별을 머리에 이고 관아의 뜰에서 기다리네.170)

그리고 [도 15] 의 오른편 〈어장추제도〉의 화제를 보게 되면,

강가의 성(成)에는 비바람이 그쳤건만

그림 그리는 늙은 서생 슬프기만 하네.

주머니의 돈은 다 쓰지 않았는데

구슬픈 노래는 어찌 이리 복받치나?

가을산은 비취 빛 수풀이 우거지고

옥빛 호수는 끝없이 망망하네

진중한 장고사(張高士)가 한가로이 나와서

나무와 바위 사이에 평상을 펴는구나.171)

168) 천촨시, 김병식 역,『중국산수화사2』(심포니, 2014), pp.437-439.
169) 作者未詳 “不食人間煙火氣” 천촨시,『중국산수화사2』, 앞의 책, p.424 재인용.
170) 倪瓚,『淸閟閣集』,「述懷」, “輸租膏血盡 役官尤病嬰 抑鬱事汗俗 紛擾心獨驚 罄折
拜胥吏 載星候公庭” 溫肇桐, 姜寬植 역,『中國繪畫批評史』(미진사, 1989), p.196 재인
용.

171) 倪瓚,「自題漁庄秋霽圖」, “江城風雨歇 筆研晚生涼 囊楮未埋沒 悲歌何慨慷 秋山翠
冉冉 湖水玉汪汪 珍重張高士 閒披對石牀 此圖余乙未歲戱寫於王雲浦漁庄 忽已十八年
矣 不意子宜友契藏而不忍棄捐 感懷疇昔 因成五言 壬子七月卄日 瓚(이 그림은 내가 을
미년에 왕운포(王雲浦) 어장에서 유희 삼아 그린 것인데 벌써 18년이 되었다. 뜻밖에
도 그대가 절친한 벗으로 소장하고 차마 버리지 않아 옛날 일에 감회가 생겼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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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거친 듯 칼칼한 구릉과 메마른 몇 그루의 나무 등은 예찬의

어려운 심경과 결합하여 더욱 적막감을 자아낸다. 따라서 〈어장추제도〉

에는 예찬의 녹록지 않은 심정을 태호 일대의 풍광에 기탁함으로써 현실

대비의 예찬 심경이 메마른 듯한 산수화를 통해 우의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도 16] 예찬,〈용슬재도〉부분과 나형민,〈경계에 서다-무지개 언덕〉비교

[도 16]의 〈경계에 서다-무지개 언덕〉도 예찬의 산수화와 같이 적막

함이 감돈다. 지평에는 인적이 없고 빈 정자와 같이 낡은 집과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다소 소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구자의 작품은 예찬의

대표작인〈용슬재도(容膝齋圖)〉와 같이 적막하다. ‘무지개언덕’이라는 이

름의 민박집은 청평유원지에 있던 건물이다. 강변가 유원지의 쇠락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장시간 벌판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도 문밖의 지평 너머에는 뭉게구름 가득한 푸른 하늘이 창연하다. 마치

가운데의 출입문을 지나면 폐업, 실직, 실패 등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은 탈출구로서의 희망적 향수를 풍긴다. 그러나 저 대문을 지나가

도 현세의 지평을 초월할 수 없으며 도리어 쇠락한 건물과 쓸쓸함을 자

각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평선에 펼쳐진 푸른 하늘이 현실적 상황

서 오언시를 지었다. 임자(任子) 1372년 7월 20일 예찬)” 위 화제의 연이은 기록을 통
해 예찬이 50세 때 〈어장추제도〉를 그렸고, 그 후 17년이 지나 67세(1372) 때 이
시문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촨시,『중국산수화사2』, 앞의 책, p.422.



- 93 -

과 무관하게 맑으면 맑을수록 현실 대비의 건물의 낡음과 적막함은 역설

적으로 배가된다. 따라서 ‘무지개 언덕’ 이라는 화려한 기호(간판)에 담기

이상향에 대한 기대 또는 향수와는 달리 쓸쓸한 지평은 장자가 말한 바

와 같이 적외논지(籍外論之)의 정서를 함유하고 있다.

평론가 박영택172)은 현실대비의 우의로서의 〈경계에 서다-무지개 언

덕〉작품과 같은 유형【작품 20】～【작품 22】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빽빽한 건물과 간판, 박제처럼 자리한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적조한 풍경

에는 인적이 부재하다. 사람이 지워진 풍경은 순간 비현실감을 안긴다. 비근

한 도시의 골목길과 계단, 주택단지, 그리고 빌딩과 간판들이 가득한 풍경은

조합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바닷가에 폐

허처럼 방치된 허름한 건물도 등장한다. 그 건물은 ‘출입구’라 쓰인 문구를 각

기 달고 도열해 있거나 ‘무지개언덕’이라 쓰인 간판을 명패처럼 달고 있다. 그

문구가 도시 혹은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욕망하는 실체를 직접적으로 발설한

다. 도시는 그런 문구와 이미지로 가득하다. 전국의 모든 도시의 입구에는 ‘가

장 살기 좋은 도시’란 문구를 기념비적으로 달고 직립해있다. 수사(레토릭)가

현실을 대체하고 허구가 실체를 뒤덮는다.173)

또 다른 원대 문인화가인 오진(吳鎭)은 관직도 고사하고 그림도 팔지

않으며, “가난하고 굶주려도 바뀌지 않았다.”174)라는 기록에서 그의 올곧

은 자세를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그의 거처명은 속세의 더러움을 비웃

는다는 뜻의 ‘소속루실(笑俗陋室)’이었다. 오진은 상류층의 문인들, 저명

한 승려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황공망(黃公望, 1269-1354)과 달리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고 화명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다른 인사들과의 교류도

부재하여 귀족들도 오진의 그림을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오진은 은거의

정취가 반영된 〈어부도〉[도 17]를 가장 많이 그렸으며 작품에는 문인

172) 미술평론가, 경기대 교수, 2008년 연구자의 제4회 개인전 ‘미지의 경계-The final
frontier’(노암갤러리)의 전시 서문 평론을 기술하였다.

173) 박영택,「나형민 ‘경계에 서 있는 풍경」,『나형민 개인전-미지의 경계 The final
frontier (개인전 도록)』, 2008

174)『四庫全書總目提要』,「抗懷孤往」, “窮餓不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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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남긴 제발문보다 오진 스스로가 남긴 제발문이 많았는데 그의 고독

하고 저항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다.175) 이러한 성향이 잘 반영된 작품이

〈죽석도(竹石圖)〉[도 18]이며, 사군자 중 대나무에 반영된 현실 대비의

문인적 절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도 17] 오진,〈어부도(漁夫

圖)〉, 원, 비단에 수묵, 84.7

×29.7㎝, 중국 북경고궁박물

원

[도 18] 오진,〈죽석도(竹石圖)〉,
1347(원), 종이에 수묵, 90.6×42.5㎝,

대만 고궁박물원

175) 천촨시, 『중국산수화사2』, 앞의 책, p.3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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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에서 사군자와 같은 식물에 뜻을 부치고(寓意) 정을 펴내는(抒

情) 법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동진(東晋)에서 남조에 이르는 시기로

이 당시에는 식물이 갖는 자연미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송대 이

후의 문인화가들은 화조 등의 사물을 빌어 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으

며, 점차적으로 사군자인 매난국죽은 문인들의 서정과 우의의 대표적인

화목이 되었다.

아래의 시를 보게 되면 오진 역시 절개의 의미를 갖는 대나무의 전통적

상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리에도 그 절개를 굽히지 않고 挻挻霜中節

달빛 아래 그 그림자 분명하네. 亭亭月下陰

비어 있는 것 속에서 이치를 깨달았다면 識得虛中理

무슨 일이든 마음에 품을 수(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何事可容心176)

그러나 오진은 앙상한 듯 초라한 그러나 굽힘이 없는 대나무 그림을 통

해 위 시와 같은 전통적인 절개의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소수의 잎만이

덩그러니 남은 앙상한 대나무를 통해 보다 역설적으로 오진의 고아하고

청아한 성품을 투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진 스스로도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대나무는 하루라도 안 그릴 수 없으니 此君不可一日無

몇 줄기만 그려도 맑음에 여유가 있네. 才着數竿淸有餘

이슬 머금은 잎 바람 끝에서 연적 받으니 露葉風稍承硯滴

소상(瀟湘)의 한 굽이가 내 집에 있네. 瀟湘一曲在吾廬177)

원대에 묵죽과 같이 쉽지 않은 화목이 애호되었던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의 왕실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은둔하는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문인들에게는 적합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나

176) 오진(吳鎭),「매도인유묵(梅道人遺墨)」; 수잔 부시, 앞의 글, p.221 재인용.
177) 오진(吳鎭),「자제죽석도(自題竹石圖)」; 천촨시,『중국산수화사2』, 앞의 책, p.3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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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잘 휘어지지만 강한 특성으로 모진 역경 속에서 아래로 굽힐망정

자신의 절개를 꺾지 않는 군자의 상징이었다. 더욱이 서법과 깊은 연관

성을 가지고 있었다.178)

오진은 아무 배경 없이 옅은 먹의 지평과 벌거벗은 잔가지, 몇 개의 대

나무 잎으로 외로움과 고아함을 대나무의 강직함으로 표현하였다면,

〈Waving on the Horizon〉[도 19]에는 흔들리는 대나무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 표현된 대나무는 풍죽(風竹)으로 바람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잎들이 기울어져 있다. 이는 지평 안의 현실과 지평 너머의 이상 가운데

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 마치 세파에 휘둘려 이리저리 갈등하는 자아

를 대나무를 통해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올곧은 오진의 성품이 앙

상함에도 꿋꿋한 대나무를 통해 드러났다면, 입세(入世)와 탈세(脫世)의

중간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흔들리는 풍죽을 통해 표현하였다.

[도 19] 나형민,〈Waving on the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178) 마이클 설리번, 앞의 책, pp.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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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은 현실 속에 갈등하는 자아의 우의적 표현으로 현실비판적

측면보다 대나무를 통해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각, 각성의 측면

에 가깝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귀함, 청초함을 애써 유지

하려는 의탁의 정서는 오진의 대나무와도 상통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서 흔들리는 자아는 항상 지평너머 다른 세상을 꿈꾼다. 고요하고 안정

적인 지평의 정(靜)적인 원경(遠景)과 흔들리는 동(動)적인 대나무의 근

경(近景)은 대조를 이룬다. 평원에 펼쳐진 고요한 지평과 푸른 하늘은 항

상 거기에 있을 거 같은 자연의 모습으로 대나무의 흔들림과 대비되어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상향의 향수를 자아낸다. 이러한 노스탤지어는

현실비판의 직설적인 표현보다 현세에 대한 심경을 우의적으로 제시하면

서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을 내포하고 있다.

문인화의 관점에서 소식(蘇軾, 1037-1101)은 현실적인 이익이 아닌 스

스로 즐기기 위한 우의지락(寓意之樂)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양수(歐陽

脩 1007-1072)는 자신의 서학(書學) 경험을 통해 우의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틈나는 대로 서예를 배웠다. 이는 기예의 정밀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

만, 다른 일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179)

자기의 뜻을 의탁함으로써 몸의 수고로움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

면서 외물에 구속되는 것을 모른다.180)

이와 같이 소식과 구양수는 외물의 구속과 한계를 벗어나 자기 마음을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우의의 의의를 찾았다.181) 그리고 구양수는

보통 사람의 경우 마음을 어떤 외물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

하면서, 외물의 자극에 따라 선하게 또는 악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에 인

179) 歐陽脩,『六一論書』,「學書靜中至樂」, “有暇卽…學書 非以求藝之精 直勝勞心於他
事爾”

180) 歐陽脩,『六一論書』,「學眞草書」, “有以寓其意 不知身之爲勞也 有以樂其心 不知
物之爲累也”

181) 金在淑, 앞의 글,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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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식(蘇軾, 1036-1101)은 구양수의 ‘유익한 것에 우의함’을 더욱 심화시

켜 우의(寓意)와 유의(留意)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유의

의 개념은 노스탤지어의 집착과 같이 ‘대상에 얽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였다.

군자는 외물에 마음을 의탁할 수 있지만, 외물에 마음을 매어두어서는 안 된

다. 외물에 마음을 우의(寓意)하면 비록 하찮은 외물이라도 즐거움이 되고, 귀

중한 외물은 (그 외물을 잃을까 걱정하는) 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물에

마음을 유의(留意)하면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병이 되기에 족하고 귀중한 외

물이라도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182)

『도화원기』의 태수나 유자기와 같이 이상향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은

유의(留意)로서 병을 초래한다. 그러나 우의(寓意)하게 되면 노스탤지어

의 긍정적인 역할과 같이 즐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식에게 보다 중

요한 것은 대상이 유익하냐 해로우냐가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

느냐의 성찰의 태도이다.183) 결국 우의의 ‘寓’는 스스로 의탁하여 즐기는

태도를 의미하지만, 유의의 ‘留’는 마음의 자유로움이 없이 외물에 집착

하는 얽매임의 태도로 궁극에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 병을 얻게 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식의 견해에서 더 나아가 조선시대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우의를 진리, 이치의 탐구로서의 양성(養性)으로 설명하였

다.

무릇 사람의 기예가 같다 하더라도 그 마음 씀씀이는 다르다. 군자는 예술에

대해 마음을 의탁할 뿐이지만, 소인은 예술에 대해 마음을 매어둘 뿐이다. 예

술에 마음을 매어두는 것은 마치 공사(工師)와 예장(隷匠)과 같아서 기술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반면 예술에 마음을 의탁하는 것은 마치

고인(高人)과 아사(雅士)와 같아서 마음으로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는 자들이

182) 蘇軾,「寶繪堂記」, “君子可以寓意于物 而不可以留意于物 寓意于物 雖微物足以爲樂
雖尤物不足以爲病 留意于物 雖微物足以爲病 雖尤物不足以爲樂”

183) 金在淑, 앞의 글, pp.108-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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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다.184)

강희맹은 사대부들이 그림에 의탁하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정

신을 즐겁게 하고 본성을 수양할 것인가에 대한 양성을 중요시하였

다.185) 동양 예술에서 우의의 의의는 예술을 통해 인간을 즐겁게 자신의

본성을 수양하는 데 있다. 우의를 통해 현실을 긍정할 수도 또는 비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인격 수양과 도야에 대한 고민이 반영

되어 있다.

우위의 관점에서 향수병이란 이상향에 얽매여서(遊於物之外) 결국 병이

된 유자기와 같이 유의(留意)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향의 노스탤지

어는 현실 반영의 태도 속에서도 자유롭게 마음을 기탁[遊於物之內］하

는 우의를 함의한다. 따라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기능이란 이상

향에 집착하는 마음의 구속이 아니라 지평 안에서 스스로를 즐기고 지평

너머에 마음을 성찰하고 의탁하여 본원적인 이상향을 탐구하는 데 의의

가 있다.

3) 유한(有限) 속의 와유(臥遊)

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가 혼란할수록 이에 대치되는 와유의 공간

으로서의 산수자연에 대한 동경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연구자의 작품 속

에 나타나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궁극적

으로는 도시공간이 아닌 산수공간에 대한 향수로서의 동경이 드러난다.

전통적인 자연관에 의하면 산수(山水)는 가고 싶고(可行), 보고 싶고(可

望), 살고 싶고(可居), 궁극적으로 즐기고 싶은(可遊) 동경의 대상이었다.

184) 姜希孟,「答李平仲書」, “凡人之技藝雖同 而用心則異 君子之於藝 寓意而已 小人之
於藝 留意而已 留意於藝者 如工師隸匠 賣技食力者之所爲也 寓意於藝者 如高人雅士 心
探妙理者所之爲也” 金在淑, 앞의 글, pp.113 재인용.

185) 앞의 글,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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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산수에 대한 이념을 많은 예술가들은

질료(質料)로써 외화 시켜 일종의 이상향으로 표현해 왔으며, 자연을 모

방한 산수화(山水畵)는 원본(자연)을 대신한 와유(臥遊)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극히 혼돈기였던 위진남북조시대는 노장사상

을 중심으로 한 현학의 유행으로 사물의 본래적 존재로서의 자연이 산수

의 의미로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근원으로서의 도에 대한 관심은 산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고 산수를 동경하고 즐긴다는 것은 결국 도를 탐

구하는 것으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는 산수자연에 회귀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동양의 이상향은 주로 ‘산수’로서 형상화되었고 이상향

의 주된 배경이자 그 실체가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상향으로서의

산수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스탤지어의 대상

이 되었다.

첫째, 절경(絶景), 명승지(名勝地)로서의 아름다운 풍경

둘째, 도(道)의 실체이자 난세를 피할 수 있는 은거의 장소

셋째, 이상향으로서의 산수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와유(臥遊)의 공간

그래서 산수화는 그 자체가 명승이자 도피처이며, 하나의 이상적 공간

으로 재현되었다. 춘추전국시대에 제가백가들도 산수를 찬미하며 이상화

(理想化)하였는데,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수(水)가 여러 생물을 두루 기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덕(德)이 있는 듯하고, 그 아래로 흘러 곧거나 굽더라도 반드시 그 땅의 이치

를 따르는 것은 마치 의(義)가 있는 듯하며, 그 깊고 깊어 다함이 없는 것은

마치 도(道)와 같다.186)

이는 자연물 특히 물(水)의 물질적 속성에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며 동

186) 荀子,『荀子』卷二十,「宥坐」, “夫水徧與諸生而無爲也 似德 其流也埤下裾拘 必循
其理 似義 其洸洸乎不淈盡 似道” 葛路, 강관식 역,『中國繪畵理論史』(미진사, 1989),
p.1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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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 것이다. 이 밖에도 “슬기로운 사람(知者)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

람(仁者)은 산을 좋아한다.”187)며 ‘지(知)’와 ‘인(仁)’과 같은 인간이 추구

해야 할 덕목을 자연의 특성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종병(宗炳, 375-443)

도 “무릇 성인은 정신으로써 도를 본받고… 산수는 형상으로써 도를 아

름답게 한다.”188)고 하였다. 이는 성인은 그의 사상으로 도를 체현(體現)

하는데 산수는 그 형상으로써 성인의 도가 더욱 완전하게 표현되도록 한

다는 말이다.189)

자연 속에서 와유의 이상향을 찾았던 것은 산수화의 발생과도 연관이

깊다. 종병은 산수 자체의 아름다움과 감상을 중요시하고, 자연미를 반영

하는 산수화의 작용을 정신을 펼쳐내는 것, ‘창신(暢神)’이라 하여 산수화

자체의 효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종병은 중국의 명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늙고 병들게 되자 단지 산수화

를 누워서 감상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도를 본다(澄懷觀道)’는 이른바

‘와유(臥以游之)’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늙음과 병이 함께 이르러 아마도 명산을 두루 유람하기 어려울 듯하구

나, 오직 마땅히 마음을 맑게 하여 도(道)를 보며 누워서 이를 유람해야겠구

나.190)

와유의 사상은 실제 산수의 자연미를 산수화의 예술미로 대신할 수 있

다는 것으로 후대에는 와유(臥遊)가 산수화 감상의 의의이자 산수화의

목적이 되었다. 이로써 산수 자체에 도덕성과 자연미가 부여되었고 산수

187) 孔子,『論語』, 卷六,「雍也」, “知者樂水 仁者樂山”
188) 宗炳,『畵山水序』, “夫聖人以神法道… 山水以形媚道”
189) 葛路, 앞의 책, p.106
190) 張彦遠,『歷代名畫記』, 拳六,「宋」, 宗炳, “歎曰 噫 老病俱至 名山恐難遍睹 唯當
澄懷觀道 臥以游之” 동양회화론에서 ‘와유’란 용어는 당말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의
「종병」조에서 「송서(宋書)」 및 「남사(南史)」에 기록된 것이 처음이다. 「송서」
에는 종병을 「은일전」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유란 ‘은일’과 관련된, 엄밀하게
말하면 장자의 ‘소요유’와 관련이 깊다. 소요유는 절대적 자유로서 무궁한 도의 경계
에서 노니는 이상적인 경계를 말한다. 따라서 와유의 의미란 ‘방안에 누워서 산수화를
보고 소요유한다’라고 할 수 있다. 조송식,「‘와유(臥遊)’사상의 형성과 그 예술적 실
현」(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pp.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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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심미작용과 나아가 교육기능까지 부여됨으로써 산수화 창작의 의의

가 성립되었다.191)

곽희는 『임천고치』, 「산수훈」의 첫머리에 산수를 이상향으로서 사

랑하는 연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산림과 정원에 거하면서 자

신의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게 거처하고자 하는 바이고,

샘물과 바위에서 노래하며 자유로이 거니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처럼 즐

기고 싶은 바이다. 세상을 피해 물고기 잡고 땔나무하며 한가로이 사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마음에 들어하는 바이고, 원숭이 울고 두루미 나는 정경은

누구든지 언제나 친하고 싶어하는 바이고, 안개 피어오르고 구름 감도는 절경

속에서의 신선이나 성현의 모습은 누구든지 언제나 동경하는 바이나 볼 수는

없는 바이다.192)

이처럼 산수를 절대적으로 동경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산속에 은거할

수는 없다. 태평성대의 시대라면 당연히 입세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도 있어야 한다. 비록 조정 또는 현실에 얽매여 산수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한다면 무언가 그 그리움을 채워야 하는데, 이것이 산수화에 내포된

와유의 역할이다. 이는 몸이 노쇠하여 직접적으로 산속에 유람하며 도를

음미할 수 없게 되자 누워서 산수화를 감상하며 대신 위로받았던 종병의

일화와도 상통한다.

이처럼 산수의 물성에 높은 도덕적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산수를 향

유하는 문화가 성립함으로써 산수화가 지고지순한 가치를 표상으로 하는

이상향으로 정립되었다. 천하의 절경으로서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

圖)〉193). 현인들이 노닐던 〈무이구곡도〉, 은거의 공간으로서의 〈무릉

191) 葛路, 앞의 책, pp.107-108.
192) 郭熙,『林泉高致』,「山水訓」, “君子之所以愛夫山水者 其旨安在 丘園養素 所常處

也 泉石嘯傲 所常樂也 漁樵隱逸 所常適也 猿鶴飛鳴 所常親也 塵囂韁鎖 此人情所常厭
也 煙烟霞仙聖 此人情所常願而不得見也” 장언원 외,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미
술문화, 2002), p.126.

193) ‘소상(瀟湘)’은 중국 후난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 아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합쳐지는 곳의 빼어난 절경을 말한다. 소상팔경은 ① 산시청람(山市晴嵐) ② 원사만
종(遠寺晩鐘) ③ 어촌석조(漁村夕照) ④ 원포귀범(遠浦歸帆) ⑤ 소상야우(瀟湘夜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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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도〉, 문인의 이상경을 표현한 〈은거도〉, 〈아회도(雅會圖)〉194)

등등이 산수가 하나의 이상세계로서 표현된 대표적 작품형식이다.

연구자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상향의 노스탤지어 표현은 지필묵의 전

통적인 산수화 형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와유의 사상과 연

계되어 있다. 즉 현실에 지쳐 저 멀리 다른 지평을 꿈꾸는 노스탤지어가

실재의 이상향을 대신한 위로와 위안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

회화와는 다르게 연구자만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산수화 형식을 시도하였

으나 전원풍의 작품들은 와유의 가치가 투영된 산수자연에 대한 동경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도시 속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의

지평을 넘어 이상향의 자연 회귀를 노스탤지어의 정서적 표현으로 대신

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본원적 자연 회귀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자연지평 표현은 단순

한 은거지나 명승지의 재현이 아니라 와유의 대상으로서의 이상향의 표

상이 된다.

전반적인 전원 표현 작품들은 전통적인 산수화와는 달리 절경이나 명승

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 주변의 일상적인 자연풍경을 소재로 하였다. 따

라서 작품의 제재로서 특정 공간이나 지역을 표방한 것이 아닌 보편적

자연이 대부분이나 작품〈울산바위〉와 〈운문산〉은 연구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위 명산을 소재로 삼아 개별적인 산수화 형식을 구현한 대표

작이다.

명승으로서의 설악산195)의 대표적인 암산이 울산바위이다. 이를 표현한

⑥ 동정추월(洞庭秋月) ⑦ 평사낙안(平沙落雁) ⑧ 강천모설(江天暮雪)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194) ‘아회도(雅會圖)’는 문인 사대부의 사적이며 자유로운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시
대 지식인들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자연을 감상하면서 차를 마시고, 시를 짓고,
거문고를 타는 등의 사교 모임을 아회라 하였다. 이런 문인들의 모임을 시와 그림으
로 표현한 그림이다. 송희경,『조선후기 아회도』(다할미디어, 2008), pp.21-25 참조.

195) 생육신의 한사람이자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작가인 조선 전기
학자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설악산 탐방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16세기까지
설악산은 지식인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학자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설악산에 은거함으로써 설악산이 새로운 공간으로 부각되었다. 김창흡
은 치열한 정쟁(政爭) 속에서 부친과 형제를 잃고 세속적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 김창흡이 9년간 설악산에서 은거하는 동안 세 편의
산수유기(山水遊記)를 지었다. 그는 전국을 유람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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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울산바위〉[표 6]이다.

나형민,〈명승(名勝)-울산바위〉, 2018, 한지에 채색, 135×190㎝

나형민,〈낙토(樂土)〉, 2018, 한지에 채색, 60×90㎝

[표 6] 산수 작품과 실경의 비교

작품〈명승(名勝)-울산바위〉는 2018 평창올림픽 기념 ‘강원, THE 스

토리(강릉아트센타)’ 展에 출품했던 작품으로 한지(장지)를 바탕으로 강

비교하면서 설악산의 새로운 정보와 특징을 기술하였고, 여행안내서의 역할을 기대하
였다. 김창흡이 보기에 설악산은 장쾌한 폭포와 깊고 아름다운 계곡이 특징이며, 더욱
이 자신이 존경하는 김시습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이후 18세기에는 많은 사람
들이 설악산을 탐방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김시습과 함께 김창흡의 흔적을 찾아 그
길을 걸었으며 기록으로 남겼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설악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식인
사회에서 하나의 명승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명승이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사건과 인물의 흔적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곳이다. 金豊起,「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名勝)의 구성과 탄생-설악산을 중심으로」,『동아시아고대학』
제33집(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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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소재로 하였다. 특히 강원도 고성의 소나무

숲에서 바라본 울산바위의 모습이 작품제작의 동기가 되었다. 해발

873m의 울산바위는 둘레가 4km이며 6개의 대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

고 사방이 울타리와 같은 절벽으로 솟아있어 그 기세와 아름다움이 강원

도의 대표적 명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승지로서의 강원도의 풍광을 보름달, 소나무, 구름 등등의 경

물을 나열하여 심도를 표현하고 심산(深山)형 이상향으로서의 산수의 운

치를 추구하였다. 설악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흥과 풍치는 조선후기

김창흡이 지은 한시「기봉정(寄鳳頂)」196)에도 잘 나타나 있다.

높은 곳 천제의 자리에 올라 폭포를 끼고 高攀帝座挾天紳

의젓하게 서 있는 그대는 천상의 존재 冉冉君爲上界人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며 속세의 먼지 벗어나 然後培風出埃壒

참으로 달과 함께 걸으며 별들을 내려다보네. 眞成步月俯星辰

늙어서도 산에 오르는 스님은 무슨 힘이던가 衰能濟勝僧何力

잠심(潛心)하여 기도하니 설악의 신이 계신 듯 禱旣潛心岳有神

동쪽 정자에 누워 고달픈 나를 탄식하니 頹卧東亭嗟我憊

아득하여 신선 한중(韓衆)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네. 杳如韓衆莫能親197)

제1연에서 봉정(설악산)이 인간 세상 위에 존재하는 천상 세계이자 이

상향으로서 천제의 자리와도 같은 곳이라고 서술한 후에 제2연에서는 조

물주가 운행하는 바람, 달, 별 등과 함께 나란히 거닐 수 있는 상황을 경

험하게 하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제3연에서는 봉정암(鳳頂庵)198)이

설악산의 신령을 접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로서 의미를 부여한 다음 제4

연에서는 그러한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고 있

다.199) 김창흡의 시에 나타난 설악산은 천상의 세계이자 신성한 장소로

196) 김창흡이 설악산에서 은둔하면서 지은 시이며, 봉정(鳳頂)은 설악산의 예전 이름이
다.

197) 金昌翕,『三淵集拾遺』卷9; 이경수,「삼연 김창흡의 설악산 은둔과 한시표현」,『강
원문화연구』제26권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p.27 재인용.

198)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소청봉에 위치한 사찰이다.
199) 이경수, 앞의 글,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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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상화되어 있다. 설악산의 산세란 그만큼 아름답고 수려한 명산임을

지금도 부인할 수 없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학창시절 설악산의 대청봉을

자주 등반하였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번민스럽거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설악산 산행을 선택하였다. 대청봉까지의 등반 자체는 육체

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행은 지친 일상을 벗어나 마음에 안식

을 주었다. [도 20]은 당시 겨울 설악산 산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도 20] 학창시절 등반 시 촬영한 설악산 풍경사진(1998)

명산을 통한 유람으로 감상자의 정신이 현실적 제한에서 벗어나 무한한

시공간을 유희하면서 자유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인간의 궁

극적 욕망이자 천성의 실현이다.

연구자의 경우 울산바위는 직접적으로 등반한 적은 없지만, 미시령고개

를 넘어 속초를 왕래할 때마다 항상 목도하게 되는 울산바위는 명승지로

서의 산수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가망(可望)과 가행(可行)의 의미를 상

기 시켜 주었다. 따라서 울산바위를 표현한 작품을 통해 실질적 유람을

대신한 산수체험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명승지를 재현하

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상향으로서의 산수자연에 대한 향수를 본래

적 자연의 탐색과 자유 실현의 매개체로 삼고자 하였다.

작품〈낙토(樂土)〉[표 6]은 경상북도 최남단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위치한 운문산(雲門山, 1,188m)을 표현한 것이다. 자연 생태와 경관이 매

우 유려하며 구연동(臼淵洞), 동학(洞壑), 해바위(景岩) 등등의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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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암괴석이 유명하다. 운문산은 소위 ‘영남알프스200)’라 불리는 태백

산맥의 남쪽 줄기로 높이 1000m급의 9개의 산 중에 하나다. 이 산 중에

운문산은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손꼽힐 정도로 풍치가 수려

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의 ‘지리

(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된 낙

토(樂土)로서 예시된 곳이며, “청도 운문산은 연봉(連峰)과 중첩된 멧부

리로 되어 있어 골이 깊다. 불가에서는 천명의 성인이 나올 곳이라 하고

또 병란을 피할 복지라 하였다.”201)고 『택리지』에 기술되어 있다. 더욱

이 이중경(李重慶, 1599-1678)202)의 『유운문산록(遊雲門山錄)』을 보면

이상향으로서의 운문산 진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곳으로부터 비로소 운문산 동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릇 우리 유람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세상사를 잊어야 하니, 산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경개(景

槪)가 아니면 마음에 두지 말며, 물소리와 산빛이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말아

야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우리는 유선의 참된 운치를 얻을 것이며, 성정이

200) 영남알프스는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 형성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천m 이상의 9개의 산이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며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
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지산(1,241m), 간월산(1,069m), 신불산(1,159m), 영축
산(1,081m), 천황산(1,189m), 재약산(1,119m), 고헌산(1,034m), 운문산(1,195m), 문복산
(1,015m)을 칭한다. 그중에서 가지산, 신불산, 재약산, 운문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남한
100대 명산에 속한다. http://www.yeongnamalps.kr/index.ulsan?menuCd=DOM_00000
0105000000000(최종검색일: 2019.02.07.)

201) 李重煥,『擇里志』,『卜居總論』, “淸道雲門山…連峯疊嶂洞天深邃 而僧家稱千聖出
世之處 亦稱避兵福地” 이중환, 이민수 역,『택리지』(평화출판사, 2005), p.259.

202) 조선 후기 청도 출신의 문인으로 17세기 청도 지역에서 학덕과 문장으로 이름이 높
았던 재지사족(在地士族,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지식인계층) 가운데 한 명이다. 저서
로는 필사본『잡훼원집(雜卉園集)』2권 1책이 전하고, 1959년 후손들이 『잡훼원집』
의 일부와 산문을 합해『수헌 선생 문집(壽軒先生文集)』6권 2책을 간행하였다. 특히
『잡훼원집』에 수록된 800여 수의 시와 연작 시조 등은 도학(道學)이라는 이념에 얽
매이지 않고 일상의 한가로움, 농촌 사회의 다양한 생활 모습, 당대 현실에 대한 사실
적 묘사와 애민 의식, 산수 속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리는 이상향을 미적
으로 형상화하는 등, 드러난 그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그 밖에도「유운문
산록(遊雲門山錄)」, 청도 지역 최초의 사찬군지(私撰群誌) 『오산지(鰲山誌)』 등 다
양한 분야의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자타가 산수벽(山水癖)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산수를 사랑했는데, 44세 때 운문산 유람을 통해 오대(梧臺)를 발견하고, 49세에 오대
에 정사(精舍)를 구축하면서 운문산 일대와 관련된 많은 작품을 남겨 청도 지역의 산
수 문학을 꽃피웠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
Index(최종검색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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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아져 속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203)

이중경의 글과 같이 이상향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의의

는 행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위 유선(遊仙)으로서 ‘성정의 탈속’에 있

다. 따라서 종병도 와유를 통하여 “마음을 맑게 하여 도(道)를 본다.(澄

懷觀道)”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에게도 감동을 주었던 운문산

자연의 표현에 있어서 단순히 가행(可行), 가망(可望)의 대상으로서 자연

의 풍치를 그리고자 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정지탈속(性情之脫俗)의

공간이자 와유의 공간으로서의 함의를 담고자 하였다. 그래서 궁극적으

로 거기에 머물고 싶고(可居) 즐기고 싶은(可遊) 이상향으로서의 풍치를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의 미학자 리쩌허우(李澤厚, 1930-)는 그의 책 『미의 역정』에서

산수는 가행, 가망의 경지보다 가거, 가유의 경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것은 광선의 명암, 음영, 색채 등을 중시하지 않고 일정한 안정성을 지닌 전

반적인 경지가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게 하는 효과를 중시한 것이

다.… 즉, 자연 경물의 묘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 환경, 이상, 정취, 분위기

를 표현해내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비교적

광활하고 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진실하게 재현해내는 것이지, 일

시·일경만을 가망·가행하는 순간적인 느낌만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204)

라고 하였다. 그래서 명산을 표현하면서 일시적이고 파편적인 산수가 아

니라 전반적인 정취, 환경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정선이

〈금강전도〉[도 21] 를 통해 성취하고자 한 산수의 의취(意趣)와 유사

하다. 단, 정선은 원형의 구도 속에 부감시를 통한 금강산의 전반적 면모

를 구현하였다면 연구자는 근경의 수목(樹木), 중경의 연무(煙霧), 원경

203) 李重慶,『守軒先生文集』卷4 33쪽, “自此始入雲門洞口 凡我遊人須忘了世事 非山水
不發於口 非景槪不留於心 非泉聲山色不接於耳目 然後得我遊仙之眞趣 亦可見性情之淸
灑脫俗矣” 金明淳,「李重慶의 雲門山 遊覽과 『遊雲門山錄』」,『동방한문학』제29권
(동방한문학회, 2005), p.136 재인용.

204) 李澤厚, 尹壽榮 역,『美의 歷程』(동문선, 1991), p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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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산(本山)을 배치한 삼단구도에 고

원의 시각법으로 수직적 높이감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와유의 기능이 작용하는

이상향의 노스탤지어 표현 대상은 특정

한 산으로서의 설악산이나 운악산 실경

표현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경을 바탕으

로 한 의경(意境)의 표현으로 보다 영원

적이고 근원적인 성정지탈속(性情之脫

俗)의 이상적인 공간 표현에 중점을 두

었다. 따라서 설악산 또는 운악산을 실

제로 간다하더라도 연구자의 작품과 같

은 풍경은 찾을 수 없으며, 사실적 풍경

을 초월하여 자유와 궁극의 산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향수의 대상으로서 산수지

평 표현을 추구하였다.

역설적으로 노스탤지어가 극복하고자 하는 영원한 상실이 바로 노스탤

지어가 노스탤지어일 수 있는 조건이다.205) 만약 연구자가 표현한 자연

이 실경과 다름없다고 한다면 굳이 작품을 통해 노스탤지어를 느낄 필요

가 없다. 왜냐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감적인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향으로서 새롭게 구성된 자연은 실제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리어 실제의 자연은 개발로 변화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는 이상향의 부재

가 향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움의 조건이 된다.

와유의 ‘遊’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산수를 대면하고 즐기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신체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방(房)이라

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산수화를 누워서 감상하는 것이 와유이다. 그러

므로 방이라는 유한의 공간을 벗어나 산수화가 실제의 산수를 유람할 수

있게 하는 창(窓)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작품에서 이상향

205) 서동욱, 앞의 글, pp.324-336.

[도 21] 정선,〈금강전도(金剛全圖)

〉, 1734, 종이에 수묵담채, 94.9×

130.6cm, 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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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역할이란 현실세계에서는 이상향이란 찾을 수도,

존립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작품에 담긴 이상향의 노스탤지

어 표현을 통해 와유와 같이 이상향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향수를 통해 삶을 추동하고 성찰하게 하

는 계기를 주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기

능으로서의 와유란 감상자의 정신이 현실적 제한에서 벗어나 무한한 시

공간으로 비행하는 것이다. 이는 스카이다이버로서 하늘에 비상하는 모

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며, 산수 자체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현세를 초월

하여 자유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실

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원풍의 작품 창작과 감상은 단순한 대상으로서

자연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완성을 위한 궁극적인 자연 본체에 대

한 인식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지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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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의 표현

‘지평(地平)’이란 편평한 대지의 끝으로서 하늘과 맞닿은 경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지평 표현이 주를 이루는 연구자의 작품은 파란 하늘을 배

경으로 다양한 지평이 펼쳐진다. 그 지평선에는 도시의 오래된 건물이

서 있기도 하고, 전원의 초록색 풀숲이 펼쳐져 있기도 하다. 지평을 바라

보는 인간의 시선에는 무언가 저 지평 너머에 지금의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꿈이 담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기대와

염원을 본고에서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라 명명하였으며, 앞 장에

서는 이상향과 노스탤지어의 각각의 개념과 유형, 기능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장에는 연구자의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이상

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의 의의와 표현 및 변천 과정에 관하여 기

술한다. 먼저 지평의 의미를 설명하는 토대이자 주요어는 원(遠), 지각,

경계이다. 첫째, 원의 토대로서의 지평의 의미는 동양화론의 관점에서 설

명한다. 둘째, 지각의 배경으로서의 지평의 의미는 서양철학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셋째, 지평의 안과 밖 경계의 문제는 허구와

실재, 이상과 현실, 차안과 피안의 이원론적 접근 하에서 다룬다.

다음으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의 변천 과정을 기술하는 부

분은 가장 핵심적인 장으로서 작품의 변천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논

의한다. 각각의 시기는 내용적으로 이상향 문학의 대표작들과 더불어 비

교 검토하면서 시기별로 형식적 특성에 관해 첨언한다.

작품 1기(2006∼2008)는 초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지평의 허

구성에 대하여, 작품 2기(2008∼2013)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지평의 상실·부재에 관하여, 작품 3기(2013∼2018)는 자연과 전원을 중심

으로 한 작품으로 지평의 귀환·귀의를 주제로 세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연

구자의 지평 작품에 투영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

해와 소통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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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평(地平)의 의미

1) 원(遠)의 토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나는 ‘지평(地平)’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는 ‘대지

의 편평한 면’, 둘째는 ‘지평선과 같은 말로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은 경계의 의미’, 셋째는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206)

영어에서 지평(Horizon)의 어원은 ‘경계(한계) 짓다’, ‘분리하다’의 의미

를 가진 그리스어 ‘호리제인(Horizein)’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흔히 지

각의 관점에서 인간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뜻이다.207) 따라서 지평선 또는 수평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권으로

서의 경계를 한정하는 사전적 의미와 연관된다.

[도 22] 나형민,〈지평(地平)〉, 2013, 한지에 채색, 135×390㎝

연구자의 작품에서 지평은 소재적으로 형식·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

징성을 가지고 있다. 형상적으로 지평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경계를 의

미한다. 그리고 하늘과 대치되는 공간으로서 지평 속 도시 또는 전원은

20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최종검색일: 20
18.11.04.)

207) 이진복,「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교육적 의의」(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
사논문, 201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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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일상의 공간이자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담

긴 회화의 대상이다. 색채로서는 황토색 또는 녹색의 지평과 청색의 하

늘로 분명하게 경계 지워진다. 그 경계로서의 지평의 의미는 작품〈지평

(地平)〉[도 22]와 같이 시선의 끝이자 하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내용

적으로는 현실, 현세, 현재를 상징하면서 이상향으로서의 하늘과 대위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서양화에서 지평은 관찰자의 시점에 따른 전망의 창출과 연

결된다. 그리고 지평을 바라보는 과학적인 원근법은 정해진 위치로부터

하나의 시점을 수반하며 그 단일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포함한

다. 그래서 서양화에서 지평선은 시점의 끝으로 관찰자의 시각적 한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양화가들은 왜 우리 스스로 시점을 제한해야 하는가

에 반문한다. 그리고 왜 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그려야 하는가

되물을 것이다. 일례로 송대 비평가 심괄(沈括)은 화가 이성(李成)이 “밑

에서 올려다본 처마를 그린 그림”을 평가하면서 부분을 볼 수 있는 전체

의 각도를 간과했음을 비판하였다. 이는 동양화의 지평구조는 서양화와

달리 물리적 시각법과 기하학적 법칙에 바탕을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양화 속에 지평 공간은 관찰자의 시각이 축소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무한히 확장됨을 추구한다. 그리고 한 번의 시각적 대면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어느 순간 고양감에 의해 유발된 경험의 축적을

반영한다.208) 예를 들면 겸재 정선의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도 23]

는 시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지평선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감상자 또는 관조자가 그림 바깥에서 전경에 질서를 부여

하는 서양 풍경화와 달리, 이인문의 〈단발령망금강(斷髮嶺望金剛)〉[도

24]은 감상자가 풍경의 한 요소로서 지평 속에 잠기어 동화된 듯이 그려

져 있다.209) 일반적으로 원근은 대상이 되는 사물과 그림을 그리는 작가

와의 간격 또는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근은 작가와 대상 간의 거리

에 대한 지각이며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의 간극이다.

208) 마이클 설리번, 앞의 책, p.155 참조.
209) 미셀 콜로,「동서양의 지평과 지평구조」,『유럽사회문화』제7권(연세대학교 유럽
사회문화연구소, 2011),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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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정선,〈하경산수도

(夏景山水圖)〉, 1713, 비단

에 수묵담채, 179.7×97.3㎝

[도 24] 이인문,〈단발령망금강(斷髮嶺望金剛)〉,

조선, 종이에 수묵담채, 23×45㎝

곽희의 「산수훈」을 보게 되면 대상에 따른 거리의 지각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산수는 커다란 사물이므로 이것을 감상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멀리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또 그렇게 보아야만 하나로 펼쳐진 산천의 형세와 기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210)

이는 사물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일정한 거리, 간격을 놓고 관찰해야 객

관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산수의

시내와 계곡은 멀리서 바라보아 그 세(勢)를 취하며, 가까이 봄으로써 질

(質)을 취한다.”211)고 하였으며 원근에 따른 이동법(山形面面看)도 제시

210) 郭熙,『林泉高致』,「山水訓」, “山水大物也 人之看者須遠而觀之 方見得一障 山川
之形勢氣象”

211) 郭熙,『林泉高致』,「山水訓」, “眞山水之川谷 遠望之以取其勢 近看之以取其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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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심괄의 ‘부분을 볼 수 있는 전체의 각도’로서의 시각법을 설

명한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거리를 놓고 대상을 분별한 후에 객관적이

고 분명한 형상표현으로 형세를 취하고 아울러 질(본질)을 취함으로써

기세와 질감의 완전한 조화를 추구한 것이다.212) 특히, 곽희의 중요한 공

헌은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정(情)과 경(景)을 융합하는 태도이다.

산수를 관찰하는 것은 지형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자연경물

의 특징을 자신의 감정에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지도의 객관성과는 구별

된다.213) 그리고 화가의 역할은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회화는 최

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끝이 아니라 상상 지평의 문을 여는

것이다.214) 따라서 동양화에서 지평까지의 ‘원(遠)’이란 단순한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경(意境)이라 하여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모

두 포함한 자신만의 독특한 경계를 취한다. 특히, 선인들은 이러한 경계

를 통해 세속적인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상하고 이상적인 선경(仙

境)으로 들어가길 원하였다.215) 이러한 ‘원’에 대한 시원은 장자의 사상과

연관성이 깊다.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의 비유적 설법을 보면, “구름

을 타고 용과 함께 날며 사해(四海) 밖을 즐긴다.”216)는 소요이며, “아무

것도 없는 곳(無何有之鄕) 끝없이 넓은 들판(廣莫之野)”의 텅 빈 상태를

그리워하는 것은 세속을 초월한 무한한 자유(無爲)의 추구를 말한다. 상

기 세속적 초월에서 얻어지는 자유해탈의 상태를 위진현학시대에는 ‘원’

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원’이란 ‘근(近)’의 반대말로 가까운 세

속에 구애받지 말고 텅 빈 공허에서 자유로이 통달하는 ‘유심어허광방달

지장(遊心於虛曠放達之場)’을 의미하는 말로 위진시대의 ‘현(玄)’과 상통

한다. 이것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지평으로서의 생활의경(生活

意境)이었다. 현원(玄遠), 청원(淸遠), 심원(深遠), 고원(高遠), 평원(平遠)

212) 지순임,『산수화의 이해』(일지사, 1991), pp.167-168 참조.
213) 葛路, 앞의 책, pp.266-267.
214) 마이클 설리번, 앞의 책, p.156 참조.
215) 하영준,「郭熙의 林泉高致 에 나타난 ‘遠’의 意境에 관한 硏究」,『한국사상과 문
화』68권(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pp. 352-353.

216) 莊子,「逍遙遊」, “乘雲氣 御飛龍 而遊乎 四海之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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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모두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생활의경의 표현이다. 그리고 후대에는

인생의 의경을 예술적 원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곽희의 〈수색평

원도(樹色平遠圖)〉[도 25]와 같은 평담하고 아득한 공간의 평원 산수화

가 주를 이루게 된다.217)

[도 25] 곽희,〈수색평원도(樹色平遠圖)〉, 북송, 비단에 수묵, 32.4×104.8㎝,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그래서 송대 유도순도 『성조명화평(聖朝名畵評)』에서 “산수를 보는

자는 평원의 아득하고 넓은 모습을 높게 평가한다.(觀山水者尙平遠曠蕩)”

고 하였다.218) 따라서 동양화에서 평원의 지평은 감상자의 시선과 감정

을 담아 원경을 거쳐 구름 혹은 하늘과 이어진 지평까지 인도해주어 현

세의 번민과 고뇌를 맑게 해주는 청정(淸靜), 청담(淸淡)의 가치를 갖는

다. 이러한 청정과 청담의 가치는 연구자 작품의 청명한 하늘과 담담한

지평 표현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원을 따라 무한 경계로 나아가면 조금

의 티끌도 물들지 않은 담(淡), 무(無), 허(虛)의 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연구자가 편평(平)한 지평 너머 비가시태를 통해 추구한 이상향

의 모습이며 맑은(淸) 하늘을 통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문인들에게는 입세(入世)와 출세(出世)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다. 입세한

사인들은 늘 출세의 청고함을 동경하여 산수화를 통해 이상과 현실 간의

217) 지순임,『산수화의 이해』(일지사, 1991), pp.167-170 참조.
218) 정혜린,「『임천고치』(林泉高致)가 유가를 구현하는 방식」,『美學』제83권 1호
(한국미학회, 2017), pp.23 각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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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을 조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문인들은 산수화를 특별히 애호하게

되었으며, 인생의 ‘의경(意境)’을 예술적 지평으로서의 ‘원(遠)’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만약 ‘원’에 대한 자각과 추구가 없었다면 산수화는

한낱 산수 속의 경물들을 옮겨놓은 풍경화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시각과 정신이 제한된 지평 안에서 한정

되기 때문에 세속이라는 경계를 넘어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219)의 지평

너머로 뻗어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인생의 경계도 삼원의 경계와 다르지

않다. 정직하고 청렴했던 선비들은 청년시기에 속세의 높은 곳을 동경한

다[高遠]. 오늘날에도 청년들은 항상 도시로 도시로 부와 명예를 좇아 이

주한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올라가서 모순된 현실 또는 도시의 실상을

목격하게 되면 귀향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 그리하

여 그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와[深遠]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평을 향해

떠나갔는데[平遠], 더 먼 곳일수록 혼탁한 속세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

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평으로서의 ‘원(遠)’을 추구한다.220)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산수자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간세계의 부귀영화보

다 낫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인위적인 조작보다 뛰어나며, 구원(丘園)

과 천석(泉石)이 원락생가(院落笙歌:생황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보다

유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21) 따라서 원으로서의 지평이란 자연과

일체가 됨을 추구하며, 자연으로부터 깨달음과 성찰을 얻고 인간사의 굴

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해방을 얻기를 희망하는 토대가 된다.

[도 26]〈Where do I live?〉와〈Lentiscape-지평〉에서의 시점의 변화

219) 장자가 이야기한 어떠한 인위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낙원을 의미함.
220) 천촨시,『중국산수화사1』, 앞의 책, pp.399-402 참조.
221) 리쩌허우, 이유진 역,『미의 역정』(글항아리, 2012), p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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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연구자의 도시라는 지평 표현에서 후기 전원 또는 자연의 지평 표

현으로 변화된 것은 도시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불만에 따른 결

과이다. 지나치게 높은 물가에 대한 회의일수도,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일상에 대한 도피일 수도 있으나 도시 생활에 지쳐갈수록 부지불식간에

도시 너머 저 멀리 다른 지평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때는 작품〈Where

do I live?〉[도 26] 와 같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

다는 입신(立身)의 자신감이 묻어난 부감시로 지평을 관조했다면 후반부

에는〈Lentiscape-지평〉[도 26] 의 시점과 같이 자연 지평을 조망하는

평원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원’의 자각에 따른 지평의 성찰과 다르

지 않다. 따라서 지평의 의미는 근경이 아닌 저 멀리 지평 너머 원경을

응시하며, 새로운 지평에 대한 자각을 통해 청명한 하늘과의 조화, 자연

합일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2) 지각(知覺)의 배경

18세기 이전의 서양의 풍경화 속의 지평은 고전주의 영향 아래에 ‘경계

의 개념’ 또는 ‘시각이 끝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문학에

나타난 ‘경계 없는 지평’ 또는 ‘무한한 지평’과 같은 표현은 풍경을 질서

적,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던 방식에서 일어난 심적 변화였다. 이후 풍경

속 지평은 객관적 전망과 기하학적 원근에서 벗어난 감수성이 충만한 정

경이 되었다. 그리고 시각적 경계를 넘어 빛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추상

적인 경계로 나타났다.222)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와 인상주의자들,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 또는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1849-1912)의 풍경 속 지평[도 27], 그리고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과 니콜라 드 스탈(Nicholas de Staël, 1914-1955)[도 28]이

222) 미셀 콜로, 앞의 글,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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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20세기 유럽의 추상풍경주의로 발전하였다.

[도 27]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Packis i stranden (해안

의 얼음바위)〉, 1892, 캔버스에 오일, 25×34㎝

[도 28] 니콜라 드 스탈,〈Agrigente〉, 1953, 캔버스에 오일, 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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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가들의 경우, 지평표현 또는 풍경표현에 있어서 객관적, 수학적으

로 표상하는 일점투시법을 포기하고 빛과 색채의 강렬함, 구조의 잠재력,

머나먼 곳의 부름과 같은 현존으로 탐색하였다.223)

서양화에서 풍경은 ‘나’ 밖에 있는 세계를 의미하며 ‘보고 있는’ 세계일

뿐이다. 그러나 동양화에서는 움직이는 다원적 시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

요유의 공간으로서 ‘보아 가는’ 시각법을 가지고 있다.224) 동양화에서는

풍경의 일부를 지우거나 은폐하는 안개나 구름 그리고 전통적인 시각법

인 삼원법을 통해 공간의 깊이감을 창출하였다. 삼원법이 동일 화폭 속

에 뒤섞여 안개나 구름과 어우러졌을 때 마치 서양화의 대기원근법

(atmospheric perspective)과도 같은 심도를 자아낸다.225) 그러나 동양화의

여백, 삼원, 발묵을 활용한 공간구조는 결과적으론 스트린드베리나 니콜

라 드 스탈의 작품과 같이 구상인지 추상인지,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모호한 ‘경계 없는 지평’ 또는 ‘무한한 지평’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평구조는 유한과 무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확정된 것

과 확정되지 않은 것들 간의 긴장감, 생동감을 생성하여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참된 지평’을 형성한다. 참된 지평이란 지평의 경물들이 의미 층

위를 가지는데 이를 ‘그림 속 경물 너머의 의미(畵之景外意)’라 하며, 이

를 통해 감상자가 지평 너머의 진정한 의미를 자각하게 되는 ‘의미 너머

의 오묘한 작용(畵之意外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보

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곳이며, 가시태와 비가시태의 상호울림과 상호

침투로서 그 내부의 울림을 진정한 가치로 지니게 되는 지평이다. 이는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이 분석한 지평의 의미와도 연결된

다.226)

223) 앞의 글, p.31.
224) 김재숙,「삼원법에 나타난 산수공간의 미학적 의미」,『철학연구』제125권(대한철
학회, 2013), p.38.

225) James O Caswell, Lines of Communication: Some “Secrets of the Trade” in
Chinese Painters’ Use of “Perspectives” 에서 삼원법을 서양의 원근법 기준으로 분
류한다면, 선원근법이 아닌 대기원근법(atmospheric perspective)에 가깝고 또한 축소
에 대한 고정된 규칙이 없음으로 상황적 원근법(situational perspective)에 가깝다고
보았다. 정혜린, 앞의 글, p.22.

226) 미셀 콜로, 앞의 글, p.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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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철학에서 후설이 경험지각의 배경 혹은 마당에 대해 모든 경험은

그 자신의 경험지평을 갖는다고 언급한 이후 ‘지평’ 개념227)은 해석학에

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228) 어떤 사물에 대한 지각과 의미형성은 그

사물이 놓인 다양한 맥락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하는데 그처럼 의미형성

의 터전이 되는 복합적 맥락을 후설은 ‘지평’이라 하였다. 모든 지각대상

은 그 배경이 되는 다양한 맥락의 총체 속에서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평은 곧 총체적 의미연관을 드러내는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

는다.229)

또한 지평이란 경험 가능성의 총체적 의미연관으로서 나의 경험이 유의

미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영역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상에 대한 경험

은 임의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경험의 규칙성은 이 세계를 곧 내게 친숙한 하나의 의미 연관체

로서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고향의 의미는 단순히 어느 한

정된 지역만의 경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고향과 연관된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과 경관, 더 나아가 그 지역과 나라 등등의 의미연관체가 하

나의 배경으로 연관되어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의 규칙성을 근거로 하여

더불어 인식되는 이 의미 연관의 구조가 바로 지평을 의미한다. 이런 가

227) 지평(Horizon) 개념이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개념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석학적 지평 개념은 후설의 지평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하이데거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가다머에 의해서 체계화된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자기를 밝히는
근원적 계기로서 시간성을 제시함으로써 존재 이해를 위한 역사성의 ‘세계지평
(Welthorizont)’을 제시하였고, 가다머는 진리를 영향사적인 사건과 밀접하게 결합함
으로써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이라는 변증법적 이해구조를 제시하였다.
지평이란 고대 그리스에서 ‘관점을 한계 짓는 시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철학적
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니체에서 유래한다. 니체는 지평을 삶의 근본 조건으로 보았
으며, 이후 후설은 지평을 지향성과 연관 지어 사용하였다. 하이데거에 와서는 지평을
시간성의 존재론적 통일성으로 보았고, 니체, 후설 및 하이데거의 지평 개념이 가다머
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평의 개념을 각각 삶, 현상, 존재의 근본 구조로 봄
으로써 지평 개념이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논의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병준,
「존재 지평의 해석학」,『해석학연구』제29권(한국현대유럽철학회, 2012), p.5 참조.

228) 후설은 경험적으로 지각된 모든 것은 ‘경험의 배경’을 가지며,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직관은 ‘배경 직관의 마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개별 사
물을 의식할 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체험의 지평’을 이룬다. 후설은 여기서 마당, 배
경, 지평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에드먼트 후설, 이종훈 역,『순수현상학과 현
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한길사, 2009), pp.131-132, p.273.

229) 박병준, 앞의 글,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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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든 개개의 지평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보편적 지평을 후설은 ‘세

계’라고 하였다. 모든 대상 경험은 반드시 이 지평으로서의 세계를 전제

한다.230)

어떠한 사물이든 그것은 자신의 시공간적 지평의 세계를 갖는다. 공간

적 지평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모든 영역으로 개방된 더 넓은 가

능성을 제공하는 우리의 주변세계(Umwelt)를 말한다. 이러한 주변세계

는 세계의 한 단면에 불과할 수 있으나 지평으로서의 세계는 굳게 한정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며 항상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확장되며, 시간적으로도 연장

가능한 지평이 된다.231) 이러한 지평구조는 한정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무한한 동양화 속의 다면성, 다시점적인 구조와 유사성이 있

다. 그리고 연구자의 작품 속 지평은 표현되지 않은 지평 너머의 바깥

세계와 감상자가 위치한 지평 안의 세계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연

장 가능한 세계로서의 영역을 구축한다. 따라서 지평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이상향에 대한 향수, 경험, 노스탤지어 등의 의미 연관체로서 지

평의 의미를 함의하면서 이상향에 대한 참된 성찰, 각성을 추구한다. 우

리는 감각적 지각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개별적 대상을 확인하려 하

지만, 개별적 대상에만 국한된 지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된 것은

단일체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전체 지평’ 속에 함

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전체 지평을 조감하는 공명(共鳴)적

시각은 동양인에게 일반적인 시방식이다.

두보(杜甫)의 시 「등고(登高)232)」을 보면,

230) 이진복, 앞의 글, pp.36-37.
231) E Husserl, “Phaenomenologie der Lebenswelt,” Hrsg. und eingel. von K. Held,
Reclam, 1986, p. 38; 유병렬,「후설 현상학에서의 세계이해」,『철학』제62권(한국철
학회, 2000), p.222 재인용.

232) 등고(登高)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의 세시풍습이다. 조상께 차례 지내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으로 등척(登陟), 등돈(登頓)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등산은 레크리에이션 또
는 스포츠로서 즐기지만, 옛날의 등고는 산의 정기를 쐬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호
연지기를 기르는 수양의 수단, 모임의 성격이 강하였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5694&cid=40942&categoryId=31942(최종
검색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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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몰아치고 하늘 높으니 원숭이 울음 슬프고 風急天高猿嘯哀

맑은 물가 하얀 모래밭에 새들이 날며 돌아온다. 渚淸沙白鳥飛回

끝없이 펼쳐진 땅 위로 낙엽이 쓸쓸히 지고 無邊落木蕭蕭下

다함 없는 장강은 도도히 흘러온다. 不盡長江滾滾來233)

위 시의 내용에 따른 시선을 따라가 보면 1행에는 위를 올려다보고(↗)

2행에서는 아래를 굽어보고(↘) 3행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바라

보고(→) 4행에서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고(←) 있다. 가을의 적

막한 정경과 강가의 쓸쓸한 풍치를 상하원근의 종합적인 시선이 훑듯이

풍경을 읊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을의 단상을 한편 한편 개별적으로 묘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적한 가을의 지평을 전반적으로 조감하며 궁극적

으로는 인생의 무상과 노년의 처량한 심정을 투영한 것이다.

[도 29] 나형민,〈Rebirth〉, 2013, 한지에 채색, 135×190㎝

따라서 작품〈Rebirth〉[도 29] 속의 나부(裸婦)의 여인을 지각한다는

233) 杜甫,「登高」; 하영준,「山水畵의 觀照方式 硏究」,『韓國思想과 文化』제64권(한
국사상문화학회, 2012), p.518-5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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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로지 사물로서의 여인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인만의

개별적 지각으로 온전히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다. 따라

서 나부의 여인이 놓여있는 주변의 전체지평과 더불어 인식해야 하며,

여인의 의미를 지평에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체로 지

각될 수 있다. 즉 지평은 대상과 더불어 대하는 주체의 위치와 거리, 바

라보는 각도, 관찰하는 시간의 추이 등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가능태로서의 전망(prospect)을 갖는 지각의 배경이다.234)

따라서 작품〈Rebirth〉속의 여인, 구름, 불꽃 등등은 감상자의 지각에

따른 지평에 무수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지평

의 구조는 지각에 대한 분석을 출발점으로 한다. 예를 들면 책상을 향하

는 우리의 시선은 동시에 책상 주위의 의자, 책상 위의 책, 책상이 놓여

있는 방에도 머물게 된다.235) 지각된 대상은 경험의 배경을 가지며, 책상

과 함께 현상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 경험의 배경에 귀속된다. 이러한 경

험의 배경을 직관의 장 또는 정원으로서 후설은 ‘지각의 배경’이자 지평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3) 경계(境界)의 공간

(1) 허구(虛構)와 실재(實在)의 경계

234) 曺街京,「Husserl의 현상학의 “地平” 개념과 경험의 直接性」,『성곡논총』제2권
(성곡언론문화재단, 1971), p.9 참조.

235) 개별적인 사물을 지각할 때 지평에 의해 우리는 직접 경험에 주어진 것 이상의 것
을 지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실지로 시야에 들어와서 파악된 것 이상의 것을
더불어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다양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지평이 있기 때
문이다. 우리는 한 대상의 경험에서 지금 경험된 여러 규정들을 넘어서 지금은 경험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로 기대되고 예측되는 규정들까지도 더불어 지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을 지각할 경우 나에게 직접 주어진 곳은 시선이 맞닿은 책상
의 앞면뿐이다. 그래서 그 책상의 뒷면과 옆면 등 시선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은 직접
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책상의 뒷면이나 옆면을 돌아보지 않고
서도 전체로서 인식한다. 이것이 지각대상으로서의 책상의 경험지평 구조이다. 김준
연,「후설의 지각세계와 지평」,『동서철학연구』제18권(한국동서철학회, 1999), p.8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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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이란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면 허황된 일장춘몽

(一場春夢)에 불과하며, 주로 신화나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환상의 세

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향을 동경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

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곳’이라는 점에서 보게 될 때 이상

향은 역사 이래 부단히 찾아 헤매온 또는 직접 실현하고자 노력한 이상

세계 건설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향은 허구로서

현재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비실재라고 할 수 없다. 에른

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는 이상향은 ‘아직 없는 것, 즉 아

직 실현되지 않은 미완성의 현실태(現實態)’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상향

의 추구는 미래에 대한 종합적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회공

학이 되기도 한다.

[도 30] 나형민,〈Where do I live?〉와 실재 소재가 된 상도동 풍경 비교

연구자 작품 속에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풍경은 대부분 실

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존하는 지평이지만 작가의 재해석을 통해

허구적 지평으로 재탄생하였다. 예를 들면 작품〈Where do I live?〉[도

30]도 동작구 상도동 언덕에서 여의도 쪽을 바라본 실재 풍광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였지만, 실재 거주지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제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지평으로 재포장됨으로써 실재성이 사라져 가는 도시

의 익명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가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지평의 화면은 낯익은 일상의 경물들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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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해방해 실재와는 간극을 가지는 허상의 지평으로 재구성된다. 그리

고 뭉게구름 가득한 하늘은 손이 닿을 듯한 실재감을 가지면서도 궁극적

으로는 닿을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서의 이상향을 표상한다. 파란 하

늘은 감상자의 시선을 지평 너머의 다른 세상으로 유도하지만 결국 지평

에 반영된 실재성은 현대인이 마주한 현세로서 리얼리티를 자각하게 한

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품은 일상적이고 낯익은 주변의 풍경으로서의 사

실적 실재성(實在性)과 이상향의 노스탤지어라고 하는 비가시태의 허구

적인 환영성(幻影性)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평론가 김최은영236)은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허구와 실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風景-자연의 모습 또는 어떠한 정황이나 상황을 그린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나형민 회화는 일종의 풍경화다. 그러나 분명 자연의 하늘로 보이는 모습이

화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사실의 하늘과 닮은 자연과 사실의 인물, 그럴만한

건물들이 구성요소로 들어앉은 회화나 나형민의 작품은 사실과는 다르다. 있

을 수 없는 현실, 하지만 가능할지도 모를 상황들이 일련의 환상이라는 구조

와 맞물리면서 환상과 현실의 교집합을 이루며 행간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

다.237)

[표 7] ‘작품과 소재가 된 실재 풍경의 비교’표를 보게 되면 연구자의

대부분 작품들의 소재는 실지(實地) 지역, 공간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마치 일상 속에서 흔히 보이는 경관들을 채집하듯이 선

별하여 작품 제작의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작품〈Somewhere only I know〉[표 7]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52-34번지의 모습으로 연구자 거주지 근처 평내동의 아담한 커

피숍건물이 모델이다.

236) 미술평론가,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2010년 경기문화재단 우수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사업으로서 제6회 연구자의 개인전 ‘노스탤지어(Nostalgia)’(포월스
갤러리)에 대한 지원사업 비평문을 작성하였다.

237) 김최은영,「실존의 하늘 위로 노장적 현실을 담다 -나형민展」, 경기문화재단 문예
진흥기금 지원사업 비평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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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where only I know〉(2007)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52-34238)

〈Exit from somewhere〉(2008)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5239)

〈the Middle of NowhereⅡ〉(2009)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9-2240)

〈the Middle of NowhereⅠ〉(200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0-1241)

[표 7] 작품과 소재가 된 실재 풍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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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Exit from somewhere〉[표 7]의 박스형 건물은 무더운 여름철

피서지로 자주 갔던 강원도 고성군 봉포항의 활어회센터 건물이다.

그러나 구현된 작품과 소재가 된 실재 풍경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소재가 된 지역은 예전의 소재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작품〈Somewhere only I know〉의 건물은 예전에는 빈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예쁜 커피숍이 되었으며, 실재 지역의 지평은 수목의 풍성함으로

가려져 옛 지평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연구자는 커피숍의 배경

으로 실재와는 다른 수평선(水平線)을 화면에 배치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152-34번지’라는 실지적 지번(地番)의 의미를 상실한 가공의 장소로 재

구성하였다. 그래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며, 커피숍 건물은

허구의 지평과 실재의 경계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작가만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장소(Somewhere only I know)이면서도 낯설지 않은 실재

성도 화면 가운데 투사되어 있다.

후설은 주제화된 대상을 둘러싸고서 암시적으로 주어지는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그 사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터를 ‘지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제화된 대상과 지평 사이에 암암리에 상호 규정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

했다. 지평의 변화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이다.242) 따라서 실

재 풍경으로서의 주된 대상에 새로운 지평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병

렬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침투적인 관계로서 실재에서 허구로 연결

되는 가상의 의미연장체가 될 수 있다.

작품〈the Middle of NowhereⅠ〉[표 7] 은 상명대학교 방향으로 자하

문 터널을 지나기 전의 풍경이다. ‘집쟁이’라는 독특한 필기체의 간판이

시선을 사로잡아서 작품의 소재로 취하였다. 왼쪽 언덕은 과감하게 여백

으로 공간을 비워 두었으며, 건물 면과 하늘 면의 이격(離隔)을 두어 뭉

게구름 가득한 하늘의 깊이감과 아득함으로 이상적인 정서를 강조하였

238) 신주소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40번길 1’ 이다.
239) 신주소로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토성로 44-12’ 이다.
240) 신주소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40번길 15’ 이다.
241) 신주소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5길 6’ 이다.
242) 고연숙,『전봉건 시의 지평 구조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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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가시태로서의 여백과 하늘, 가시태로서의 건물은 상호 융합과 침투

를 통해 실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풍경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더

욱이 2018년에 다시금 확인한 ‘집쟁이’ 간판 건물은 사진과 같이 하얀색

모던한 건물로 리모델링되어 본래의 건물을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미 그림 속 장소에 익숙해져 버린 연구자에게는 실재의 하얀색 새 건

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허상으로서의 작품은 그대

로이지만 도리어 실재로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0-1 지번의 건

물이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사라진 허상(Nowhere)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 작품 속에서 허구와 실재의 경계로서의 지평표현

은 고정태가 아닌 허구와 실재의 상호규정 작용을 통한 가변적 지평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평의 표현은 스쳐 지나며 보았을 법한 일상적

인 풍경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특정한 장소의 재현이 아니다. 연구

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경계로서의 지평은 실재라고 하는 소재로부터 실

체를 분리하고, 그것들을 화면에 재구성해 나가면서 실재와 허구가 병존

하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가상성은 현실의 것이 될

수 없는 환영으로서의 지평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처럼 실지(實地)를 바

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은 작가 또는 감상자의 상상력에 의해 가

공의 공간으로 재해석되면서 허구와 실재의 경계가 된다. 이런 허구와

실재의 절묘한 조화를 구현한 대표적인 작가는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이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The Empire Of

Lights〉의 지평에는 밤과 낮의 풍경이 경계를 중심으로 공존한다.

마그리트 그림 속에서 일상적인 사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의 자

리에 있지 않다. 구름은 유리잔에 아이스크림처럼 담겨 있고, 육중한 바

위는 마치 구름처럼 중력을 거부하며 하늘에 떠 있으며, 기차는 벽난로

를 뚫고 나온다. 이처럼 본래의 용도에서 일탈시켜 사물을 낯설게 하는

표현법을 ‘데페이즈망(depaysement)’243)이라고 한다. 이처럼 마그리트의

243) 본래는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낯익은 물체라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내어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이게 되면 보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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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배열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의 ‘낯선 배열’

로 사물을 생경하게 한다.244)

르네 마그리트,

〈The Empire of Lights〉, 1954,

캔버스에 유화, 146×113.7㎝

나형민,

〈The Empire of Lights〉, 2009,

한지에 토분 채색, 135×122×113㎝

[표 8] 르네 마그리트,〈The Empire of Lights〉와 나형민,〈The Empire of

Lights〉의 비교

오른쪽 작품〈The Empire of Lights〉은 마그리트의 작품과 동명(同

名)의 작품으로 그의 작품을 오마주(hommage)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비

슷한 형태이지만 소나무의 실루엣을 묘사함으로써 보다 동양적인 분위기

를 연출하고 황토색과 청색 대비의 색감으로 연구자풍의 낮과 밤의 풍경

으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화면을 사다리꼴로 만들어 개방감 있는 하늘

표현을 추구함으로써 낯익은 마그리트 그림을 원작에서 떼어내어 동양적

이면서 서양적이고 익숙한 듯 낯선 연구자 풍의 화면으로 재구성하였다.

게 심리적 쇼크를 주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초현실주의자들은 경이와 신비가
가득한 환상적인 화면을 구현하였는데, 초현실주의에 의하면 이런 그림이 보는 사람
의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한다고 보았다. 월간미술 편, 앞의
책, p.82.

244) 심귀연,「실재와 환상: 마그리트의 회화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哲學硏究』제
135집(대한철학회, 2015),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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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허구와 실재의 문제는 대립적이지만, 실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허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허구에서 벗어나는 길

이 실재를 향하는 길이며, 진리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허구나 환상에

빠진 인생은 허무하고 거짓된 삶으로 치부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

화에서 대상을 재현한다는 것은 실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

런데 이 실재는 과학적 방법론, 객관적 인식론에 기인한 실재이다. 마그

리트와 연구자는 사실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지만 객관적 인식론에 따른

대상의 재현이 아니다. 마그리트의 작품이 비현실적이고 허구로 보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전통적이고 객관적인 인식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실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마그리트 작품에는 ‘초현실성’이

드러나며, 연구자의 작품에는 이상향에 대한 향수로서 ‘환상’이 지평에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지평 표현에서 객관적인 인식론을 거부

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지극히 섬세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묘사하면

서 현실의 실재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지평에 펼쳐진 현실감이 보다 현

실적으로 느껴질 때, 지평 너머의 구름 가득한 하늘은 비현실적으로 보

이는 대조를 추구하였다. 예를 들면 근래와 같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

기의 질이 열악한 도시풍경에서 청명한 파란 하늘은 매우 낯선 풍경이

다. 따라서 매우 낯익은 공간이면서도 낯선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지평

에 투영시킴으로써 닿을 듯 닿지 않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유도

하였다.

(2) 이상(理想)과 현실(現實)의 경계

[도 31]은 일상적인 도시풍경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뭉게구름 가득한

지평선 너머에도 여기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도시가 펼쳐질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저 너머의 여기와는 다른 신세계를 꿈꾼

다. 그래서 지평선은 가시태의 안으로서의 ‘현실’과 밖으로서의 ‘이상’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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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도시 지평선 풍경 (2018년 9월 28일 11시경 촬영)

사진에서 수평적인 선으로 나타나거나 스카이라인을 통해 나누어지는

지상과 하늘의 지평선은 감상자의 입장에서 여기(here)와 저기(there)를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도 32] 나형민,〈경계에 서다〉,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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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평 너머 보이지 않는 저쪽 면에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이상

향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나 모습이 없는 허상과 같은 곳

이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이상향은 〈경계에 서다〉[도 32]와 같이 지평

너머 구름 가득한 하늘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지평 너머 보이지 않는 이

상향에 대한 상상은 여백과 같이 감상자에게 의탁한다.

지평선을 중심으로 감상자의 시선이 있는 곳이 ‘현실’이고, 지평 너머의

건너편은 인간 또는 감상자가 꿈꾸는 ‘이상’이 된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건물은 지표석이자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출입구의 역할을 한다. 한편

청색과 황색, 하늘과 땅의 강렬한 대비가 이 세계와 저 세계, 이상과 현

실을 명확하게 나누는 듯 보인다. 지평 너머에 함의된 이상향의 모습은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의해 가공될 수 있는 세계라면 지평에는 어떤 방식

으로든 현실 의식의 리얼리티가 스며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평선을 통

해 이상과 현실은 형상적으로 분리되지만 의미론적으론 연결되거나 중첩

되어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그 이상과 현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화면 속에서 상호소통하는 융합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아놀

드 하우저(Arnold Hauser, 1892-1978)는 그의 저서『예술과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술은 모든 환상과 극단을 향해 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방식

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밀착된 것이다. 예술적 형

성물은 비록 때로는 현실과 거리가 먼 설계에 따라 생겨나긴 하지만, 항상 현

실의 자재(資材)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상으로부터 주체를 해방시켜 자

유로운 유토피아의 세계에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지칠 줄 모르고 적나라한 현실, 직접적 경험, 그리고 순수한 생을 표

현하는데 밀착해 있다.245)

또한 평론가 박영택은 연구자의 지평표현에 이상향이 투영되어 있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한 현실경의 반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45) 아놀드 하우저, 한석종 역,『예술과 사회』(홍성사, 1981),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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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한 건물과 간판, 박제처럼 자리한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적조한 풍경

에는 인적이 부재하다. 사람이 지워진 풍경은 순간 비현실감을 안긴다. 비근

한 도시의 골목길과 계단, 주택단지, 그리고 빌딩과 간판들이 가득한 풍경은

조합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바닷가에 폐

허처럼 방치된 허름한 건물도 등장한다. 그 건물은 ‘출입구’라 쓰여진 문구를

각기 달고 도열해있거나 ‘무지개언덕’이라 쓰인 간판을 명패처럼 달고 있다.

그 문구가 도시 혹은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욕망하는 실체를 직접적으로 발

설한다. 도시는 그런 문구와 이미지로 가득하다. 전국의 모든 도시의 입구에

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란 문구를 기념비적으로 달고 직립해있다. 수사(레토

릭)가 현실을 대체하고 허구가 실체를 뒤덮는다. 도시는 그런 의미에서 거대

한 이미지다. 도시는 너무 많은 이미지들과 볼거리들로 흘러넘친다. 아울러

무수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지칠 줄 모르는 욕망과 소비와 증식이 자가 발전

적으로 생성되어 간다. 규범도 질서도 취향도 없는 이 ‘정체성 불명’의 정체가

현재 도시의 초상 같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사는 이들은 자연스레 도시란

공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욕망이 인다. 도시를 거닐며 이곳을 새삼

다시 본다. 그래서 작가는 도시를 어슬렁거린다. 그는 하염없이 종이를 소비

하면서 도시가 버린 스펙터클을 주워 모은다. 도시의 모습에서 자신의 욕망과

감각, 상실과 아픔을 본다. 자신의 상처를 만난다. 발터 벤야민의 말대로, 그

는 ‘넝마주이’다. 그러나 바로 그 넝마와 같은 것들 속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

에 도시의 성질, 인간들의 본성, 우리의 시선 등이 어지러이 얽혀있다. 그렇게

얽힌 실타래를 그림으로 하나씩 풀어내고자 한다. 대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은

그 자체는 벤야민의 지적처럼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이며, 더 나아가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커다란 ‘거울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작가는 도시가 결국

은 커다란 판타지 이미지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는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

지상도시에 가설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그는 그림 안에서 우리

가 미처 체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공간에 대한,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환영,

예술적 체험을 안기는 한편 현대인들에게 공간의 정체성에 대한 환기를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246)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제에도 불구하고

246) 박영택,「나형민 ‘경계에 서있는 풍경」,『나형민 개인전-미지의 경계 The final
frontier (개인전 도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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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 이상향은 현실의 제재를 통해 표현되고 더 나아가 우의적으로

현실의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도 33] 나형민,〈Waiting a beautiful day〉, 2013, 한지에 채색, 130×320㎝

작품 〈Waiting a beautiful day〉[도 33]에 등장하는 건물은 매우 익

숙한 초등학교의 일상적 모습이다. 파란색의 초등학교 건물은 충청남도

논산의 강경초등학교로 현실에서 실존하는 건축이다.

현재 젓갈시장으로도 유명한 충남 논산시의 강경읍은 과거 금강 하류의

하항(河港) 도시로 각종 농·수산물이 활발히 거래된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였다. 특히 원산항 다음으로 큰 항구로서 서해안 최대 수산물 시

장이었고, 일제강점기

에도 상업도시로서 번

창하였다. 그래서 강

경에서는 근대기 건축

물들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데, 1913년에

건립된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도 34], 구

강경성결교회, 구 강

경노동조합 건물 등등[도 34]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현 강경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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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이다. 연구자는 작품소재로서 구건축물들을 탐색하기 위해

2013년 강경을 탐방하였다. 과거 평양, 대구 시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시장이었던 번성함은 많이 퇴색하였고 현재는 전형적인 소읍내로서의 모

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나마 남아진 구 한일은행과 같은 근대기 대표적

건축물들이 과거의 영화를 외로이 증명하고 있는 듯하였다.

답사과정 중에 과거의 역사와 이제는 유적으로 남은 근대 건축물에 대

한 매력도 있었지만, 과거의 번영했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초롱초롱

한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는 파란 지붕의 강경초등학교가 시선을 사로

잡았다. 마치 또 다른 아름다운 나날들(a beautiful day)을 기대하며 초

등생들의 꿈이 자라나고 있는 듯한 강경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의 파란

하늘색과 같은 꿈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래서 초등학교 건물 속에는 이

상향에 대한 꿈의 의미로 푸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지평선 밖은 오렌지

색 밤하늘과 보름달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Waiting a beautiful day〉에 대해 평론가 박천남247)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Waiting a beautiful day〉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문구가 먼저 떠

오르는 참한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는 보편적 시골 교사 전경을 담았다. 초등

생들의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던 시절과 당시의 꿈을 강렬한 형광물감을 사용

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낮이 아닌 밤 풍경을 통해 그들의 꿈과 바람, 희

망,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꿈을 키워나가던 교실,

운동장, 꿈이 영글던 하늘이 대지와 만났다. 지난 시절 이야기, 학교생활과 얽

힌 가족사, 사회사, 기억의 총체로서의 자연과 세상 풍경을 담았다. 충남 강경

지역을 답사하며 운명처럼 만난 장면이다. 소박한 초등학교 건물과 초등학교

라는 순수형식과 제도, 대학이라는 냉엄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작가의 현실인

식이 뜨겁게 조우했다.248)

‘아름다운 날을 기다린다.(Waiting a beautiful day)’ 라는 제목은 루이

247) 미술평론가, 전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2013년 연구자의 제7회 개인전 ‘地平
_Beyond the Horizon’ (공아트스페이스) 전시서문 평론을 기술하였다.

248) 박천남,「지평너머」,『地平-Beyond the Horizon (개인전 도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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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Lou Christie)의 유명한 팝송 「Beyond the blue horizon」 노

래에서 차용하였다. 루이 크리스티의 노래를 감상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지평에 담긴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잘 드러난 음악임을 알 수 있다.

「Beyond the blue horizon」 가사는 아래의 구절이 반복된다.

Beyond the blue horizon 저 푸른 지평선 넘어

wa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good-bye to things that bore me 날 힘들게 한 모든 것들과 작별해요.

Joy is waiting for me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I see the new horizon 나는 새로운 지평선을 보아요.

my life has only begun 나의 삶이 막 시작되었어요.

beyond the blue horizon 아침 해가 떠오르는

lies the rising sun 저 푸른 지평 너머에서

아름다운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왠지 즐기는 것 같은 강경초등

학교의 초등생 모습은 전형적인 학교의 풍경이다. 초등생의 세대를 지나

온 어른들에게 초등학교는 각별한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 왜냐하면 초

등학교 6년 동안 우정과 갈등, 놀이와 학업, 아픔과 성장의 추억을 쌓아

온 요람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추억이 공간이지만

답답한 교육현실과 무한경쟁의 현실적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거리

에서 접하게 되면 향수를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정겨움이 있지만 근거리

에서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면 우열와 경쟁의 힘겨운 공간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은 향수와 현실의식이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다.

한편,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이상이란 결과적으로 그 경계가 흐릿할 수

밖에 없다. [도 35], [도 36]과 같이 작품제목에서 ‘지평이 없다(no

Horizon)’ 또는 ‘경계선이 없다(No line on the Horizon)’는 것은 경계가

없는 빈(空) 공간을 의미한다.

‘비었다’는 것은 없다(無)는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개념을 빌어 설명한

다면 허(虛)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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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나형민,〈no Horizon〉,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70×72㎝

[도 36] 나형민,〈No line on the

Horizon〉,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68×75㎝

장자는 아래와 같이 빔(虛), 고요함(靜), 밝음(明)에 대해 말하였다.

고요하면 밝고, 밝으면 비게 된다. 비게 되면 없어지고, 없어지게 되면 행함

이 없어도 행하지 않음이 없다.249)

인간의 감각기관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 제약을 받고 생각은 기호에 의

해 구속된다. 단지 그것을 배제하여 인위적으로 행함이 없이 비어있어야

천지에 감응하고 만물을 비추어 자연과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지극한 즐거움’으로서의 ‘천락(天樂)’이다.250)

이는 주관적인 의지, 목적, 느낌을 완전히 비우고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우주의 질서 또는 도와 일체 되는 순수의식, 순수자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초월한 지극한 즐거움의 상태를 ‘경계가

없는 지평선’이라는 [도 35]와 [도 36]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자

연합일의 경지,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의 현실과 이상의 경계가 존

249) 『莊子』,「雜篇」, 第二十三 庚桑楚, “靜則明 明則虛 虛則無 無則無爲而無不爲也”
장주, 앞의 책, pp.572-573 참조.

250) 리쩌허우, 조송식 역,『화하미학』(아카넷, 201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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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지평 속에서 비움이란 후설이 이야기한 ‘규정 가능한 미규정적인

상태’에 가깝다. 지평이 갖는 규정 가능한 미규정적인 애매모호성이 인간

으로 하여금 마치 손에 닿을 것 같은 희망을 선사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도화원기』의 유자기와 같이 찾을 듯 찾을 수 없는 간격으로 이상향에

대한 열병을 앓게 하기도 한다. 이상향에 집착하거나 유의(留意)하게 되

면 소위 향수병과 같이 열병을 앓게 된다. 그러나 현실지평 가운데 이상

향은 찾아질 수 없다 하더라도 작품〈No line on the Horizon〉[도 36]

과 같이 이상향을 꿈꾸는 인간의 표정은 행복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평

너머에서 느끼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작품〈no Horizon〉[도

35]와 같이 인간에게 삶의 추동력을 부여하고 또 다른 지평으로의 비상

(飛翔)을 꿈꾸게 한다.

(3)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경계

피안(彼岸)은 건너편의 언덕, 저쪽 언덕이라는 뜻이며, 차안(此岸)은 이

쪽 언덕을 의미한다. ‘현세’로서 이쪽 편 언덕이 차안(此岸)이라면, 피안

은 불교에서 ‘열반, 해탈’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피안은 이상적인

세계, 깨달음의 언덕으로서 궁극의 경지를 뜻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감상자 편에서의 이쪽과 지평 너머 뭉게구름 가득한 저쪽의 세계가 나뉜

다. 두 세계의 경계를 불교에서는 번뇌와 미혹한 생존의 세계는 차안(此

岸), 번뇌를 넘어선 깨달음(涅槃)의 세계는 피안(彼岸)이라 부른다. 고통

스러운 중생의 현실을 ‘이쪽 언덕(此岸)’으로, 고통이 없는 이상적(理想

的)인 깨달음의 경지를 ‘저쪽 언덕(彼岸)’에 비유한 것이다. 미혹의 차안

에서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는 것을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는데, 연구자

의 지평 표현에는 경계에서 도피안을 꿈꾸는 이쪽 언덕의 시선이 내포되

어 있다.

작품〈Falling to Heaven〉[도 37]은 차안과 피안의 경계가 나타난 대

표작이다. 앞서 설명한 작품〈Somewhere only I know〉[표 7]와 같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52-34의 커피숍 건물을 차용하여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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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적도(地籍圖)와 무관하게 이 건물은 지붕 위에 있는 천사를 통

해서 실재를 근간으로 한 허구의 공간이자 차안과 피안의 경계로서 재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37] 나형민,〈Falling to Heaven〉,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35×174㎝ 

작품〈Falling to Heaven〉은 지평선을 중심으로 이쪽 세계와 저쪽 세

계가 나누어지는데 중앙의 건물은 그 경계에 위치한다. 뭉게구름 가득한

지평선 너머의 풍경은 이상향의 향수를 머금고 있는 피안의 세계라고 한

다면 감상자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쪽 세계는 현세를 의미한다. 현세

로서의 차안의 세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물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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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비친 도시의 실루엣으로 표상된다. 그래서 도심으로서의 차안의 세

계와 구름 너머의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가 양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그 경계에 위치한 중앙 건물의 지붕에서 일탈하고 있는 천사

의 모습이 보인다. 천사들은 차안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고 그 경계에서

세속적 유희를 즐긴다. 건물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재의 건물을 차

용하였지만 배경으로서 지평을 이루는 요소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게 해

석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는 원래의 커피숍 건물이 차안과 피

안의 통로이자 경계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계에 해당하는 건물의 지

붕에 천사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탈을 표현함으로써 ‘천국으로의 추락

(Falling to Heaven)’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

안의 세계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점하고 있다. 추락(Falling)의

진정한 의미는 차안과 피안의 경계선을 넘어섰느냐의 문제보다 내적인

선과 악의 관점에서의 추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 38]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의「Heaven and Hell」앨범커버 사진과

‘Smoking Angels’ 사진

작품〈Falling to Heaven〉은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251)의 1980년

251) 영국의 록밴드, 초기 멤버는 보컬에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 기타에 토니 아
이오미(Tony Iommi), 베이스에 기저 버틀러(Geezer Butler), 드럼에 빌 워드(Bill
Ward)이다. 1970년에 데뷔하여 수많은 명곡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Rock·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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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재킷의 도상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블랙사바스는 영국의 남성밴드

로 대표적인 메탈락 그룹이다. 이들의 1980년 앨범이 「Heaven and

Hell」[도 38]이며 이 앨범 재킷에 흡연하는 천사들의 모습 소위

‘Smoking Angels’가 그려져 있다. 이 천사들은 미국의 화가 린 커리

(Lynn Curlee)252)의 작품이다. 린 커리도 ‘Smoking Angels’ 사진[도 38]

을 참고로 앨범재킷을 제작하였다. 이 사진은 작은 마을의 크리스마스

경연대회에서 천사복장을 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잠깐의 휴식시간

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린 커리는 이 사진에 영감을 얻

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름의 앨범재킷의 그림을 그렸다. 연구자에게는

선(善)을 상징하는 천사들(천사복장을 한 사람들)과 탈선, 일탈을 상징하

는 스모킹의 대비가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러한 대조를 통해 차안과

피안,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인간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

다.

인간은 항상 피안과 차안,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배회한다. 그래서 인간은 작품〈Standing on the border〉[도 39]와 같

이 항상 경계에서 고심하고 갈등하는 존재이다. 동양의 문인들은 진로에

있어서 세상으로 진출할 것인가(入世)와 전원 속에서 은둔할 것이냐(出

世)에 대한 출처의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출사와 은둔, 도시와 전원, 선

계(仙界)와 현세(現世)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놓여 있었다. 이러

한 선택의 고민은 전원에 은둔, 은거하며 사는 것이 선(善)이자 피안적

삶이며, 조정에 나가 벼슬하고 도회지로 가는 것이 악(惡)이며 차안적 삶

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지금 여기 현세에 머

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

장르에서 딥 퍼플(Deep Purple),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그리고 블랙 사바스
(Black Sabbath)를 소위 3대 산맥이라 칭한다.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의 탈퇴
이후 로니 제임스 디오(Ronnie James Dio)가 보컬로 가입하여 1980년 헤비메틀의 가
장 교과서적인 음반인 「Heaven and Hell」을 발표하였다.

252) 린 커리는 노스캐롤라이나 하이포인트에서 자랐다. 그는 버지니아주 윌리엄과 메리
대학을 다녔고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학사,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맨해튼의 Christopher
Gallery에서 데뷔한 후 뉴욕에서 폭넓게 전시하였고 상업적인 포스터, 어린이를 위한
동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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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언제든 피안의 세계로 가리라는 귀의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도 39] 나형민,〈Standing on the border〉, 2009, 한지에 토분 채색,

135×175㎝

특히,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이러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속된 세상에 머물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선계의 일원이었다가 속

된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곧 선계의 일원으로 복귀

할 것이라는 신념이 담겨 있다. 차안은 나쁘고 피안은 좋은 것이라는 이

분법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경계선이 놓이게 된다. 이상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양의 고

전에서는 차안과 피안의 경계가 숨어 있어서 세속적인 눈에는 잘 발견되

지 않는다. 그래서 속된 눈을 가진 일반인은 아래의 일화와 같이 경계선

을 뚫고 이상향을 찾아갈 수 없다.253)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

衍文長箋散稿)』254)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53) 안대회, 앞의 글,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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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백이산동은 관동 강릉부 서쪽 60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선이 사

는 땅이라고 한다. 옛날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골짜기

안을 보았다. 고목과 초가집과 길이 눈앞에 삼삼하고, 시냇가에 비단과 베의

빨래가 놓여 있어 인가가 분명하였다. 산에서 내려와 찾아보았으나 구름과 아

지랑이가 골짜기에 가득하여 길을 잃어 찾지를 못했다.255)

사냥꾼이 우연히 피안의 세계를 보고 직접 찾아서 가보려 했으나 구름

과 아지랑이가 선계의 길목을 가로막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선계

로 불리는 이상향은 이렇게 속세로부터 접근하는 길이 막혀 있다. 이상

향의 입구는 우연히 한 번씩 선계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의 눈에

뜨이고는 곧 닫혀버린다.256) 그래서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도야를

통해 차안에서 피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수양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양은 욕망절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인간은 항

상 욕망의 실현을 염원하는 모순된 존재이다. 이상향의 유형은 인간의

욕망과 주어진 환경이 균형을 이룬 이상향,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인간

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제를 요구하는 이상향으로 나

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욕

망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절제의 가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제와 자유 사이에서 갈등한다. 작품〈Irony〉[도 40]은 인간

욕망의 모순성, 이상향에 대한 상반된 열망 등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풀

어낸 작품이다. 그림 왼쪽에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적인 조화를 암시하는

기호로서 ‘입산금지’의 표지판이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의 땅으로

서 중앙에 ‘낙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경계를 폭포수가 나누고 있는데,

우측 상단의 등산복을 입은 인간은 그 경계의 끝에서 고민하고 있다.

254)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는 조선 후기 실학파의 박학다식(博學多識)
사조(思潮)의 대표자인 오주(五洲) 이규경이 중국과 우리 나라의 고금의 각종 사물을
비롯하여 경전ㆍ역사ㆍ문물제도ㆍ시문 등 소위 경전과 명물도수(名物度數) 전반에 걸
쳐 변증을 가한 백과사전적인 저술서이다.

255)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樂土可作菟裘辨證設」, “…所隱柏伊山洞 在關東江
陵府西六十里 諺傳神仙所居之地 昔有獵夫逐獸 登高峯望見洞中 老樹茅屋 蹊徑森然 溪
邊練布澣衣 依然若人居 下山尋之 雲嵐滿谷 迷不知其處 此見輿地勝覽…” 안대회, 앞의
글, p.223.

256) 앞의 글,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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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나형민,〈Irony〉, 2013, 한지에 채색, 175×135㎝ 

오래된 미래의 지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생을 강조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그 경계, 또는 균형을 넘고자 하는 욕망을 가

지고 있다. 그 욕망은 남들은 접하지 못하는 산수에 대한 탐험의 의지일

수도 있고, 저 너머 이상향이 있을 거라는 낙원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

다. 또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저기(자연)를 쟁탈하려

는 야욕으로 경계를 범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피안의 세계만

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입속(入俗)과 탈속(脫俗), 도피안(到彼岸)과 도

차안(到此岸)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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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의 변천 과정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의 ‘지평(Horizon)’의 의미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상실한 곳이지만 ‘낙원’을 의미한다. 연구자의 작품

에서도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는 지평의 의미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

지어’를 담고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란 하늘은 변해가는 지평과 달

리 늘 언제나 거기에 있고 변함없는 이상향의 속성을 대변한다.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지평에 대한 내용과 형식은 시기별로 변모하는데

그 변화의 지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시’를 제재로 한 지평에서 ‘자연’ 중심의 지평으로 변화한다.

둘째, 지평에 담긴 이상향에 대한 인식이 ‘복원적 노스탤지어’에서 ‘성찰

적 노스탤지어’로 나아가게 된다.

상기 방향성과 더불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별 연구자의 작품

변천과정은 아래의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년도

구분
1기: 2006～2008 2기: 2008～2013 3기: 2013～2018

소재 도시 인물 전원

형식
황색 지평과

청색 하늘의 대비

인물 표현과

청색 하늘의 대비,

녹색 지평과

청색 하늘의 대비
지평의

의미

허구의 지평 -

지평의 상실, 부재

부재의 지평 -

지평의 인식, 자각

귀의의 지평 -

지평의 화해, 초월

이상향의

유형

도시 중심의

허구의 이상향,

도시를 제재로 한

〈태평성시도〉

유형

지평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

인물을 제재로 한

〈무릉도원도〉

유형

전원으로의 귀환,

자연 중심의

〈무릉도원도〉 ,

〈무이구곡도〉

유형
노스탤지

어의 유형

복원적

노스탤지어

복원적+성찰적

노스탤지어

성찰적

노스탤지어

[표 9] 연구자 작품의 변천과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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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작품으로 도시풍경 중심의 ‘허구의

지평’으로서 현대인들이 갖는 이상향으로서 도시에 대한 선망과 그 동경

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의문을 모색하고 표현한 시기이다. 작품목록【작

품 1】에서 【작품 19】까지의 작품이 해당한다.

작품 2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작품으로 지평선이 등장하는 건물

표현과 지평의 부재 속의 인물 표현이 병존한다. 특히, ‘부재의 지평’으로

서의 인물표현은 상실 또는 망각했던 본래의 지평에 대한 탐색의 단계이

며,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이상향을 향유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

작품목록【작품 20】에서 【작품 40】까지의 작품이 해당한다.

작품 3기는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한 ‘귀의의 지평’으로 전원으로의 되

돌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이상향이란 시공간을 넘어선 본질로서의 자연이

라는 참된 지평을 자각하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작품

목록【작품 41】에서 【작품 60】까지의 작품이 해당한다.

이번 장은 시기별 연구자 작품의 동기와 창작과정, 작품 체계와 작업의

의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한 장이다.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던 대표문학과 화론, 평론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의도와 구상(入意)을 ‘내용적 측면’으로 기술하고, 지평의 변화에 따른 형

상적 특성과 표현법(入形)을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허구(虛構)의 지평 (2006～2008)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시풍경을 중심으로 지평을 표현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구자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도시지평에 반영된 이상향에 대한

현대인들의 선망과 동경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탐구한 시기이다.

이러한 의문과 탐색을 통하여 도시의 이상화된 모습을 부양도시 작품 시

리즈를 통해 표현하였다.

내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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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토머스 모어,〈유토피아〉도판과 나형민,〈Wings of Desire〉의 비교

[도 41]의 토머스 모어〈유토피아〉도판257)은 바다에 떠 있는 섬의 형

태로 이상향이 묘사되었다. 오른쪽 연구자의 부양도시 작품시리즈 중

〈Wings of Desire〉도 〈유토피아〉도판과 유사하게 해도(海島)형의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단, 파란색의 표현이 바다일 수도 하늘이 될 수도 있

는데 하늘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치 천공에 부상(浮上)하고 있는 듯한 모

습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대표적인 허구

의 이상향이다. 유토피아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머스 모어와 앤트워프

(Antwerp)시의 고문관인 페터 힐레스(Peter Gilles), 그리고 가공의 여행

가 라파엘 휘틀로다이우스(Raphael Hythlodaeus) 간의 대화로 구성된 1

권과 라파엘의 전언에 따른 새로운 섬 유토피아 공화국의 모습을 기술

한 2권으로 되어 있다.

1권에서, 모어는 16세기 초 자본주의 경제가 싹트기 시작하던 영국 사

회의 병폐를 ‘전쟁에 골몰하는 왕과 어리석은 고문관들’, ‘사치스럽고 게

으른 시종들이 도둑이 되는 이유’,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치풍조’, ‘무위도

식하는 성직자들’ 등등의 예를 들어가며 비판한다. 특히, 당시 영국에서

양모 생산을 위해 농토에서 농민을 쫓아냈던 인클로저(Enclosure) 운

동258)이 농민들을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양이 농

257) 1516년 당시 『유토피아』책에 실린 유토피아 섬 지도에 색깔을 입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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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잡아먹는다.”라는 제목으로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1권의 끝에

서 라파엘은 “건강한 사회의 필수 조건은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라고 말

한다. 그러나 토머스 모어는 사유재산을 폐지하면 이익 창출이라는 동기

가 없어서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계급 없는 사회에서 실제로 물자가 부족하게 되면 사회적 난동

이 일어나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이

에 라파엘은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자신이 여행 중 5년간 살

며 목격했던 유토피아 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권에서는 라파엘의 전언에 의한 유토피아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상향

인 유토피아는 똑같은 모양으로 설계된 계획도시이며 모두 함께 일하고,

같은 옷을 입으며 실업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

다. 모든 시민은 2년간의 농촌 생활이 의무이며, 하루 6시간 일하고 10년

에 한 번씩 집을 바꾸며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죽음은 즐겁게 맞이하고

명예로운 안락사도 허용되며 장례는 유쾌하게 치른다. 유토피아의 모습

은 결국 사적 소유의 포기가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공존의 이상사회로 그

려진다. 모어는 2권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자신의 목소리로 화폐가 없는

공유경제는 귀족 정치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모든 권위의 고귀

함, 장엄함도 사라진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모어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리라 거의 기대하지 않지만, 유럽에서도 유토피아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싶다.”며 끝맺는다.259)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하

여 새로운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회는 실

현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토머스 모어가 말한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유토피아는 결국 허구(虛構)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

258) 16세기 급성장하고 있던 모직물 공업에 필요한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 농경지를 대
단위 목장으로 만들었던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인 농경지를 잃은 농부
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259) 정헌이,「비 -장소로서의 유토피아」,『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제41집(서양미술사
학회, 2014), pp.317-318; 토머스 모어, 전경자 역,『유토피아』(열린 책들, 201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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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소위 산업화, 근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와 산업의 발전

은 토머스 모어가 비판했던 사회적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상향을 건설해 왔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먼

바다 어딘가에 있을 법한 섬 이야기라면, 오늘날 유토피아는 인간이 거

주하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실질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는 그 토머스 모어의 염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실현

으로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삶을 선망하고 도시로 끊임없이 모여들

게 되었다. 연구자도 오랫동안 도시 속에 살면서 이 도시의 일상을 작품

의 주된 소재로 삼았다. 한편으론 “왜 나는 지속적으로 도시를 탐구하고

묘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끊임없이 작품의 소재를 채집하기 위해 여기저기 유랑민처럼 도

시를 배회하였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자의 작품 속에 나

타나는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전형적인 도시

의 풍경이 주를 이룬다. 작품〈Wings of Desire〉[도 41]은 낯익은 도시

의 현실경이 나타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모습으로 우상화시켜 표현하였

다. 이는 현대인이 갖는 도시에 대한 환상을 우의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일상적인 도시의 현실과는 달리 매스미디어에 의해 세련되고 고급화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재구성된 도시의 환상은 도시의 실체로부터 점점 멀

어진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현실적인 도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

장된 가상의 도시를 꿈속에서 부유하듯이 선망한다. 이러한 가공의 도시

이미지는 일종의 허상(虛像)으로 부양도시 시리즈를 통해 표현하였는데,

도시 공간의 이상화(理想化)에 대한 문제를 평론가 박영택은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나형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도시풍경을 그린다. 그곳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풍경, 일상적인 도시풍경이다. 그 풍경은 또한 특정한 장소의 재현

이라기보다는 작가의 관념 속에 자리한 도시, 현실풍경 이미지다. 그는 ‘도시

란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풍경은 어떤 것일까’를 그림 속에

서 질문한다. 마치 산수화가 우주자연의 이치를 규명하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사유하는 그림으로서 기능했다면 그에게 도시풍경화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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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는 자신이 거주

하는 현재의 공간, 풍경을 내려다본다. 관찰한다. 마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의 첫 장면에서 천사가 도시를 내려다보듯, 고담시를 내려다보는 배트맨처

럼 말이다. 혹은 번화한 파리를 거닐던 벤야민이나 아니면 도원경을 꿈꾸며

산수를 소요하고 와유하던 옛 선비들의 동선을 연상시킨다. 그는 산수 대신

이곳의 현재 풍경을 다룬다. 그곳을 소요하고 그로 인해 떠오른 단상과 느낌

을 이미지화한다. 그것은 생각의 도상화이자 느낌의 구조화다. 그는 이런 저

런 풍경의 편린을 모아 자신이 보고 느꼈던 도시/현실풍경에 대한 하나의 텍

스트를 기술/ ‘일러스트’한다.260)

도시의 대척점에 있는 산수자연은 전통적인 이상세계관에 의하면 가고

싶고(可行), 보고 싶고(可望), 기거하고 싶고(可居), 궁극적으로 즐기고

싶은(可遊) 동경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산수에 대한 동경은 ‘도법자연(道

法自然)’이라는 이념으로서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해 왔으며, 자연을 모방

한 산수화(山水畵)가 원본(자연)을 대신한 와유(臥遊)의 대상으로서 역할

을 하였다. 그러므로 산수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산중에 있는 듯한

‘경치 밖의 뜻(景外意)’과 거기에 살고 싶고 마냥 놀고 즐기고 싶은 맘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밖의 묘(意外妙)’가 있어야 한다고 곽희(郭熙)는 말했

다. 이처럼 고상한 운치(高致)가 서려 있는 산수(林泉)가 동경의 대상이

었다면, 도시는 삶의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범속(凡俗)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산수와 도시라는 대립 된 항이 하나는 긍정의

대상으로 또 다른 하나는 부정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온 것이다. 도시의

세속적 이미지는 도시의 발생 시점부터 지속하여 왔지만, 부정적인 인식

이 가속화된 시기는 근대화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이후일 것이다. 근본

적으로 근대화에 따른 도시화는 토머스 모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했던 이상사회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도시화로 초래된 오염된 환경과 각종 사회 문제, 인간성 상실 등

등의 문제점이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특히 욕망충

260) 박영택,「나형민 ‘경계에 서있는 풍경」,『나형민 개인전-미지의 경계 The final
frontier (개인전 도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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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이상향에 대한 재건적 노스탤지어와 달리 산업화, 근대화에 따른

도시의 건설은 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되기도 하

였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화의 문제점들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인

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여 도시에 대한 시각을 더욱더 회의적으로 만들

었다. 이와 같이 도시의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또한 디스토피아적

인 측면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왜! 도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도시의 삶을 동경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실례로

한국의 도시화율은 2010년 기준으로 85.4%로 80년의 56.9%에 비해

28.5%가 올라갔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47.1%의 두 배에 가

까운 것으로 일본(76%), 미국(84%)보다도 높은 수치이다.261)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100% 도시화 된 도시국가를 제외한 여

타국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화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시화율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의 지표로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

시로 유입되고 기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계이다. 도시화로 인한 환경,

주거, 교통 등등의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화

(都市民化)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실체적인 도시의 모습이 아닌

이상화된 도시 이미지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가치가 ‘효

용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교환가치’로서 도시의 상(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는 소비사회로 규

정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상품은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실례로 값싸고 실용적인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명품에 담긴 사회적 권위와 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인은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둘러싼 사

회적 이미지, 즉 기호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도

시의 가상적 기호와 이미지들은 도시의 실상을 실체로부터 분리시키고,

그것들을 스크린 표면 위에 이상적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도시의 현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즉, 오늘날 도시 이미지는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수화

261) 박종오 기자,「OECD 한국 도시화율, 미·일보다 높다.」,『이데일리』,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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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水畵)의 관념화와는 달리 리얼리티 자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잘 구성됨으로써 실재적인 도시를 대

체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보다 더 현실적인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과잉

현실)’이자, 존재하지 않는 현실의 ‘시뮬라크라(simulacra–인공현실)’이

다. 이러한 현상을 대안공간 미끌의 디렉터 유희원262)은 연구자의 도시

표현 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와유(臥遊)라는 말이 있다. 옛 선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

해 산에 오르지 못할 때는 유람록이나 산수화를 보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하

는데, 이것이 바로 ‘누워서 즐긴다’는 뜻의 와유(臥遊)라는 말이다. 작가 나형

민은 선명한 푸른빛의 하늘과 그 하늘 위에 비현실적으로 떠올라 있는 도시

풍경을 마치 누렇게 빛바랜 UFO의 기록사진처럼 모호하게 담아낸다. 작가에

따르면 이는 특히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가공되어 드러나는 현대사회의 기호

와 이미지들이 도시에 욕망의 날개를 달아주어 유토피아와 같이 이상화된 모

습으로 현실과 괴리된 채 부유(浮游)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동양

화를 전공한 작가는 특히 한지에 푸른 아크릴 물감과 토분을 이용하여 현대

의 도시풍경을 담아냄으로써 관념적인 동양의 산수화와 그 맥을 함께 하면서

도, 이상화된 옛 산수화와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이 시대의 도시를 먹먹하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다. 화려함과 적막함이 공존하는 도시민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상상은 잠시간의 안식을 가져다줄 뿐, 결국 도시에서

의 삶을 새롭게 각성하고 이 터전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

음은 자명한 현실이다.263)

기실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도시와 농촌, 안과 밖의 경계가 점점 소멸된 공명(共鳴) 공간화 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도시는 점점 확

장되고 있다. 이는 지역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급화, 명품화된 아

262) 전 미술평론가 겸 대안공간 미끌 디렉터, 2007년 연구자의 제3회 개인전 ‘Wings of
Desire’ (대안공간 미끌)의 초대개인전 서문 평론을 기술하였다.

263) 유희원,「나형민 회화전」,『Wings of desire 나형민 도시에 날개를 달다 (개인전
리플렛)』,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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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Aura)를 뒤집어 쓴 도시이미지에 대한 동경의 산물이다. 잘 정비된

도로와 편리한 편의시설, 화려하고 깨끗한 주거 공간 등이 도시를 대표

하는 이미지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도시의

이미지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자 문화의 기반이 되어 가

고 있다.

동양의 산수화가 당대의 우주자연, 삶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해명, 물음에

대한 도상화였으며 동시에 하나의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도원경을 제시하

는 그림이었다면 그것은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공간이 바뀌

었고 삶의 조건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선인들처럼 산수 속에서 살

며 그 산수·자연을 흠모하고 그곳으로 귀의하려는 욕구 대신에 도시 공간 속

에서 적극적인 생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연을 대신해 도시가 실질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고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도시

에 낙원을 실현하고자 하며 그 욕망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갈수록 명

품화와 고급화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매스미디어와 광고, 이미지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결국 이미지다. …… 그런데 그가 기

술하는 이 도시, 현실풍경은 다소 비관적이다. 도시는 가짜 환상으로 모조된

곳이다. 도시는 수많은 이미지, 기호들로 뒤덮여있다. 그 이미지들은 일종의

유토피아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는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에 다름 아니다. 도시는 영속성보다는 일시성의 연속이다. 그

시각적 컨텍스트는 연속적인 전체가 아닌 다양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콜라주

로 파악된다. 혼돈과 일시성, 전체성을 함축하는 관료적 도시모델(통일된 전

체)에 의한 지속적인 파괴와 자본가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에

의해 생성되는 비이성적이고 파편화된 곳, 그곳이 바로 이 도시공간이다.264)

허구의 이미지로서 ‘부양도시(浮揚都市)’ 시리즈에 나타난 도시의 시뮬

라크라를 평론가 박영택은 위와 같이 평하였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한 부양도시는 하나의 이상세계로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동경하는 이

상향의 형상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

264) 박영택,「나형민 ‘경계에 서있는 풍경」,『나형민 개인전-미지의 경계 The final
frontier (개인전 도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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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변의 낯익은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향의 가면을 쓴 현실경으로

서 현대도시는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도시 시리즈 작품 중 대표작인【작품 19】〈천국의 계단(Stairway

to Heaven)〉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다. 부양도시 시리즈의 완결

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천국의 계단(Stairway to Heaven)〉에 반

영된 이상향의 허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형민의 작업에는 파란 하늘과, 구름, 지평선 등이 주된 소재로 등장하는데

이는 “지평선 너머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그의 작품세계의 근간이 된다. 이를 바탕

으로 유머러스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매우 현실적인 이미지들을 삽입함

으로써 단순화된 색상과 더불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시각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주된 주제는 이상으로 덮여진 현실경(現實

境), 현실로 덮여진 이상향이다. 원경에서 보면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과

성(城)으로 뭉게구름 위에 펼쳐진 이상적인 낙원과 같이 보이지만, 근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적인 풍경으로 이상과 현실, 동양과

서양의 도상이 혼재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는 현대인들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갈구하는 또는 꿈꾸는 이상세계의 모습이 일상적인

도시풍경으로 덧입혀 있는 것인데, 결국 꿈꾸는 이상향이란 유토피아란 말과

같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 또는 현실을 넘어설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

닌가하는 실체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265)

마치 전통 회화 속에 산수화가 단순히 산수자연을 재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향으로서의 도원경을 제시하고자 했듯이, 현대

인에게 있어서 도시지평의 이미지는 실제적인 도시의 모습과는 유리된

가공의 유토피아 모습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도시는 가고 싶고

(可行), 거주하고 싶고(可居), 즐기고 싶은(可遊) 노스탤지어의 대상이 되

었다. 그럼으로써 기의와 기표로서의 산수와 산수화의 전통적인 기호 의

식은 붕괴하고 그 자리를 현대 도시 이미지가 대체함으로써 산수화가 환

265)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
menuId=2010000000&wrkMngNo=KO-07809(최종검색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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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켜주었던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도시의 가상성, ‘시뮬라크라’

가 대신하고 있다.

형식적 측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시지평 표현이 대다수를 이룬다. 그리고 주

된 색채 형식은 지평의 황토색과 하늘의 청색 중심의 이원적 색채구조이

며, 재료는 한지를 바탕으로 흙가루인 토분을 사용하여 도시를 표현하였

다. 중심 소재는 서울 도시풍경이며 세련된 고층건물의 도시 중심부보다

는 당시 거주지였던 관악구, 동작구 근방의 풍경을 주로 다루었다.

이 당시에 소재를 채집하는 과정은 창작에 필요한 대상을 찾기 위한 유

목민과 같은 여정이었다. 특히 연구자 원하는 골목길의 소재를 찾기 위

해서 거주지 주변 일대를 샅샅이 탐색하면서 어린 시절 정취가 배인 듯

한 골목길을 찾기도 하고, 낡고 부서지고 새로 새워지는 도시의 재생과

정을 목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날이면 무조건

적으로 나가 카메라에 되도록 많은 형상의 구름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 작품의 제재를 찾기 위한 자세는 석도가 말한 “기이한 봉오리를

다 수색하여 초고를 만든다.(搜盡奇峰打草稿)”266)와 같이 도시 지평 표현

의 대상이 되는 경물을 최대한 관찰하고 수집하여 선취하려는 태도를 견

지하였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작품 제재 수집을 통해 무엇을 탐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도시를 표현한 대표적 회화작품은 장택단의 〈청명상하도〉와 조선시대

〈태평성시도〉이다. [표 10]의 예시를 보게 되면 왼쪽 〈청명상하도〉

부분은 도로를 중심으로 수도 변량(汴梁) 도시의 모습을 확대한 부분이

고, 오른쪽〈태평성시도〉는 성시(城市) 가운데 건물이 집합된 부분을 확

대한 것이다. 두 작품 모두 활기차고 분주한 도시의 일상을 여러 인물과

시장 풍경을 통해 잘 구현하고 있다.

〈청명상하도〉와 〈태평성시도〉는 활기찬 경제활동의 모습을 도시적

266) 왕백민, 강관식 역,『동양화구도론』(미진사, 1991), p.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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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으로 표현하였지만, 연구자의 도시작품은 이상향으로서의 도시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현실대비의 우의적 표현으로 차별화된다.

도로 중심 유형 건물 중심 유형

장택단,〈청명상하도〉부분 〈태평성시도〉부분

나형민,〈우중도시(雨中都市)〉, 2004 나형민,〈부양도시〉부분, 2004

나형민,〈One day-Flow〉부분, 2006 나형민,〈엇갈린 풍경〉, 2008

[표 10] 도시 표현의 두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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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도시표현 초기 작품은 ‘도로 중심의 유형’과 ‘건물 중심의 유

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267) [표 10] 의 왼쪽 작품〈우중도시(雨中都

市)〉와 〈One day-Flow〉와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감을 표

현한 지평표현 유형과 오른쪽 작품〈부양도시〉와 〈엇갈린 풍경〉과 같

이 도시 속의 평범한 건물이 나열된 지평표현 유형이다.

이 중에서 건물 중심의 유형은 초현대적인 건물의 표현이 아닌 일상에

서 흔히 보이는 다소 허름하고 인간미가 배어 있는 평범한 건축물, 주거

지가 주를 이룬다. 이는 고층빌딩의 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을 묘사한

것으로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며, 실제로 도시민

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서의 사실성을 살린 것이다. 이는 앞서 논한 매

스미디어에 의해 포장되고 가공된 도시가 아니라 실재적이고 낯익은 도

시의 민낯을 파란 하늘과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화면구성이다.

그리고 도로 중심의 유형은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현대 도시인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빠르게 달리는 도로 풍

경을 도시의 대표적 속성으로서 도시지평 표현 속에 다루었다.

[도 42] 속도감 있는 도시 지평 표현

이 시기의 지평 표현은 수평의 지평선이 등장하기보다 [도 42]와 같이

X자형 또는 O자형 지평 구도가 주를 이룬다. X자형 지평은 소실점을 향

267) 예외적인 작품은 골목길의 풍경을 그린 【작품 10】, 【작품 11】인데, 이 작품들은
제5장의 6절 노스탤지어의 상징적 제재, 1항의 골목길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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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질주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속도감 있는 붓터치를 통해 표현했으며 O

자형 지평은 마치 물에 떠 있는 지당(池塘)[도 43]과 같은 부양도시 시

리즈의 구도가 대표적이다.

[도 43] 종묘의 지당(池塘)

도로 중심 표현 유형에도 도시의 건물과 가로수 등이 형성하는 스카이

라인은 보이나 소실점을 중심으로 한 원근의 지평으로 평원으로서의 지

평은 부재하다. 따라서 사물이나 거리가 산술적인 비례에 따라 줄어들면

서 X자의 끝에서 지평은 소실되는데 거기에는 이상향으로서의 파란 하

늘이 자리하고 있다. X자형의 지평 구도는 차량들의 빠른 속도감을 나타

내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무한 경쟁의 도시 생태를 표상하는데 유

효한 구도이다.

이와 같이 도로 중심의 도시 정취는 〈태평성시도〉에서도 볼 수 있지

만,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시장 속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풍요로운 모

습과는 달리 연구자의 작품은 빠른 도시의 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인간의 신체 속도를 넘는 빠른 속도감 속에서는 주변의 경관

이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걸음으로 소요유하는 것과 달리

달리는 차량에서는 주변의 경관이 잘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평을

바라보거나 온전히 감상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문명사회에서 속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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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1929-)는 그

의 책『느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속도는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물집들,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

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의식한

다.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자 모든 게 변한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스터시에 몰입한다.268)

인간은 기계의 속도에 의지하면서 신체리듬의 속도를 망각하였다. 그

속도의 쾌락으로 주변의 지평은 상실되고 잊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질주

하는 속도의 경쟁에서 벗어나 속도를 비울 때 비로소 자아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시선을 통해 주변의 지평에 대한 자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끝

모를 이상을 향해 질주하는 빠른 속도감 속에는 지평이 사라지게 된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일시성’

과 ‘속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성과 속도감은 일회성으로 자신

의 모습을 드러낸다. 즉 고정되어 보존되기보다는 변화와 사라짐으로 매

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269) 그러나 파란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서 불

변하며 자기의 위치를 항상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가변적인 지평과 달리

하늘은 무궁하며 영원적이다. 특히,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파란 하늘이 이

상향의 상징체로서 일관되게 등장한다. 더욱이 도시의 풍경 가운데 흐리

고 어두운 잿빛 하늘은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파란 하늘이 도리

어 낯설고 어색하다. 그래서 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파란 하늘은 도

시의 질주 끝에 위치한 지평 너머에서 만나게 되는 맑고 푸른 꿈이자 이

상향을 상징한다. 그러나 작품 1기의 하늘 표현은 대부분 무겁게 채색된

단색조의 청색 하늘로 마치 바쁜 도시의 일상을 짓누르는 듯한 꽉 찬 밀

268) 밀란 쿤데라, 김병욱 역,『느림』(민음사, 2012), p.8; 박삼철,『도시예술산책』(나름
북스, 2012), p.18 재인용.

269) 철학아카데미,『공간과 도시의 의미들』(소명출판, 2004),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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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을 안겨준다. 주목할 점은 이 당시 하늘에는 사실적인 뭉게구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색조의 청색하늘에 등장하는 구름

이란 [도 42]의 검은 점선의 원 안과 같이 비워진 여백을 통해 구름을

연상시키거나, 흰 점선 원 안과 같이 활달한 붓 터치로 표현한 일필휘지

의 구름 정도이다. 이러한 구름의 표현은 점차적으로 사실적이며 뭉게

구름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보다 서정적인 이상향으로서의 하늘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무언가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은 현대도시인들의 겪게 되는 치열한 경쟁

과 스피드 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은 이상적으로 포장된 시뮬라크라로서의 도시의 허상

을 선호한다. 이러한 도시의 가상성이 부양도시 시리즈를 통해 표현되는

데, 부양도시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상향의 모습을 한 현실경’이라고

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천상의 도시와 같이 이상

세계로서의 모양새이지만 가까이 살펴보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도시의 상충된 조합이다.

부양도시 시리즈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작품의 소재를

취합하기 위하여 소위 달동네로 불리는 봉천동과 난곡동을 자주 가게 되

었는데 [표 11]의 작품〈징조(徵兆)〉(2004)는 난곡동이 소재이며, 〈부

양도시(浮揚都市)〉(2004)는 봉천동이 소재가 된 작품이다. 이 지역을 작

품화한 것은 여타의 다른 신도시의 거주지와 달리 낙후되어 있었고, 마

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옛 건물과 좁은 계단 골목길이 세상과 동떨어

진 별세계와 같이 비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의 극단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도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유입되고 있고 시간이 멈춘 듯

한 달동네에도 삶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신림동을 소재로 한〈부

양도시-the Rising City〉(2005) 작품이 본격적인 부양도시를 표현한 작

품이 된다. [표 11] 목록상에는 2007년【작품 17】〈Wings of Desire〉

가 빠져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한 점씩 총 4점의 부양도시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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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작품 내용

2004

〈징조(徵兆)〉

한지에 토분 채색, 133×178㎝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관악구 난

곡동을 소재로 도시 속의 빈민가

에 대한 풍경을 표현함.

2004

〈부양도시(浮揚都市)〉

한지에 토분 채색, 133×178㎝

부양도시 연작의 시발점이 된

작품으로 관악구 봉천동 풍경을

소재로 표현함.

2005

〈부양도시-the Rising City〉

한지에 토분 채색, 133×178㎝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부양도시

의 모습을 본격으로 선보인 작품

으로 관악구 신림동 풍경을 소재

로 함선의 형상으로 묘사함.

2006

〈the Heavenly City〉

한지에 토분 채색, 133×178㎝

하늘에 떠 있는 이상향의 형상

으로 표현한 부양도시 작품으로

관악구 신림동의 풍경을 소재로

섬과 같은 해도형의 형태로 표현

함.

2008

〈Stairway to Heaven〉부분

한지에 토분 채색, 200×640㎝

부양도시 시리즈의 대표작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중첩된 도시

의 모습으로 이상향을 형상화함.

[표 11] 연도별 부양도시 작품 시리즈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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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도시 시리즈도 황토색과 청색의 단순한 색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중에 작품〈the Heavenly City〉[도 44] 속 하늘의 구름과 원형 도시

는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얼핏 보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

理歷代國都之圖)〉270)[도 44]와 같은 고지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도 44] 부양도시〈the Heavenly City〉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비교

고지도에서도 주로 지형은 황색으로 나타나며 바다는 청색으로 표현되

어 부양도시 시리즈의 황색과 청색의 대비와 유사한 색채대비를 보여준

다. 더욱이 원형의 지평도 단색조의 표현이라 고지도와 같은 2차원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배경으로서의 청색은 물이 되기도 하여 마치 도

시가 섬과 같이 부유(浮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양성(浮

揚性)의 섬과 같은 표현은 지평이 분명하지 않은 전통적인 동양화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양새이다.

예를 들면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사유여구학도(謝幼輿丘壑圖

卷)〉[도 45]나 전선(錢選)의 〈부옥산거도(浮玉山居圖)〉[도 46] 을 보

면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 불분명하거나 여백으로 비어 있어 지형이 마치

떠 있는 듯한 섬과 같이 보인다.

27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1402년에 제작되었다.
당대 세계지도로는 가장 우수한 지도이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1402년에 제작된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4종의 사본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https://geozoonee.tistory.com/867(최종검색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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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조맹부,〈사유여구학도(謝幼舆丘壑圖)〉, 원, 비단에 채색, 27.4×116.3cm,

미국 프린스턴대학박물관

[도 46] 전선, 〈부옥산거도(浮玉山居圖)〉, 원, 종이에 수묵담채, 29.6×98.7cm,

중국 상해박물관

조맹부의 〈사유여구학도〉는 동진(東晉) 시대의 사대부인 사유여(謝幼

輿)를 산중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속세를 떠나 초야에 묻혀 사

는 문인을 묘사하고 있다. 조맹부는 송 왕실의 후손이지만 쿠빌라이칸의

제의를 받아들여 관직에 나아간 것을 불명예스러운 영합으로 취부한 이

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조정에서 한족에게 불리한 경제정책에 반대하

고 한족 지식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과거제도를 제정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는 조정에서의 은둔을 뜻하는 ‘조은(朝隱)’의 입장을 취하여 출

세했으면서도 양심을 지켰고, 그것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조은이

란 속세의 관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 은둔의 자세를 지키며 관직

생활에 따르는 부패를 멀리한다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상거래에서 초

연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시은(市隱)’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

유여구학도〉는 지평 가운데 떠 있는 듯한 구학(자연) 속에 은둔하고

있는 사유여를 조맹부의 처지와 태도에 연관시켜 조은사상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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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271)

그리고 부양도시 시리즈 작품의 부양(浮揚)이란 ‘떠 있다’는 의미로서

배경을 하늘 또는 물로 보게 되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듯도 하고 하

늘에 떠 있는 거 같기도 한 〈부옥산거도(浮玉山居圖)〉[도 46] 그림을

연상시킨다. 〈부옥산거도〉는 전선(錢選, 약 1235-1301 이후)의 고향인

오흥(吳興) 지방을 그린 것으로 오흥은 중국 태호 남단의 호수의 고장이

다. 이 그림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접근할 통로를 찾기 어렵게 표현하여

은거라는 주제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부옥산거도〉에 등장하는 세 개

의 섬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첫 번째 섬은 평원 시점으로 바라보는 감상

자의 시선과 수평을 이룬다. 그러나 세 번째 섬은 부감시의 표현으로 마

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작

품을 감상하면 처음에는 지평에서 걷듯이 수평의 시각에서 섬이 관찰되

며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섬들을 부감(俯瞰)하는 듯한 시점의 이동이 보

인다. 소위 산점투시라고도 할 수도 있는 수평의 배열 속에 수직의 시점

이 나열된 독특한 화면구성을 보인다. 당(唐)대의 시인 당온여(唐溫如)는

물 위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부양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취하

니 하늘이 물 위에 비춘 것인 줄도 모르고, 푸른 꿈 가득한 배를 타고

은하수를 누비는구나!(醉後不知天在水 滿船淸夢壓星河)” 아마 부옥(浮玉)

이라는 지명도 이와 같은 풍경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272)

연구자의 작품〈the Heavenly City〉의 경우는 물에 떠 있는 섬으로

볼 때 평행의 시점이나 부감시의 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작품 속에 도시는 다소 고원으로 표현되면서 배경과의 시각적 불

일치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도시가 갖은 실재와 허구의 상충을 모순된

시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선의〈부옥산거도〉와 부양도시 시리즈의

부양성은 마치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수면이 하늘인 듯하여 다분히 초현

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서의 정취를 자아낸다. 전선의〈부옥산거도〉

의 세 개의 섬도 마치 바다 위의 삼선산(봉래, 방장, 영주)과 같은 신선

경의 인상을 주며, 부양도시 시리즈의 천상의 도시도 하나의 이상향으로

271) 양신 외, 정형민 역,『중국 회화사 삼천년』(학고재, 1999), p.144.
272) 이성희,『꼭 한번 보고 싶은 중국 옛 그림』(로고폴리스, 2014), pp.219-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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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평 너머의 청색 하늘은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반영

된 형이상학적 대상이자 본래적인 이상향 자체가 되기도 한다. 황톳빛의

도시는 하늘과는 상대적 의미로 땅을 의미한다. 도시는 지평에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은 부유하는 구름과 같이

덧없음 또는 허상(虛像)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원대 정사초(鄭思肖,

1241-1318)의 〈묵난도(墨蘭圖)〉는 지평이 부재한 난초를 여백에 그림

으로써 뿌리내려야 할 땅(나라)을 잃은 유민의 심정을 대변하였듯이, 땅

또는 대지에 기반하지 않는 실체는 부재(不在)를 상징하다. 마찬가지로

‘부양하는 도시’라는 것은 이상향의 형태이지만 결국은 현실 또는 실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한 허구의 상태로서 하늘 공간에 떠 있는 것이다.

2) 부재(不在)의 지평 (2008～2013)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작품으로 수평의 지평 풍경이 본격적으로 등장

하며 더불어 지평 또는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부유하는 인물 중심 표현

으로 발전한다. 상실 또는 망각했던 지평에 대한 인식, 부재의 이상향에

대한 자각의 단계로서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지평을 응시하는 표정 또

는 유영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노스탤지어라는 정서를 드러낸다.

내용적 측면)

이 시기의 작품제작에 많은 영향을 준 이상향 문학은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상향이 히말라야 산중

의 ‘샹그릴라(Shangrila)’이다. 그러나 오늘날 묘한 선망과 향수를 자아내

는 이상향으로서의 샹그릴라라는 고유명사가 통용되는 곳은 히말라야만

이 아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급스럽고 명품스러운 호텔, 리조

트, 레스토랑 등등에 붙어있는 샹그릴라라는 상호를 자주 접하게 된다.

샹그릴라 호텔, 샹그릴라 리조트, 샹그릴라 나이트 등등… 여행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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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샹그릴라’라는 간판은 휴식과 쾌락을 상징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는 시니어 계층이 젊게 살아가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을 ‘샹그릴라 신드

롬(shangrila syndrome)’이라 부른다. 이미 이상향으로서의 보통 명사화

된 샹그릴라라는 용어는 ‘최고급의’ 또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샹그릴라라는 공간은 황금빛 화려한 장식

으로 외부인을 맞이해 줄 것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

‘샹그릴라’라는 단어의 유래는 1933년 제임스 힐튼(James Hilton)의 소

설 『잃어버린 지평선 (Lost Horizon)』에 나오는 가상의 지상 낙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소설은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본

소설의 부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추리소설과 같은 행태로 이야기를 전

개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소설가 러더포드(화자)와 그의 이야기

를 들어주는 옥스퍼드 대학동창 ‘나(청자)’가 등장한다. 본 소설의 내용은

그들이 비행기 납치사건으로 행방불명됐던 또 한 명의 대학동창 콘웨이

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시작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콘웨이(Robert Conway)는 인도의 영국 영사이다. 그

는 1931년 인도의 바스쿨(Baskul)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현지의

영국인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도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젊은 부영사 맬린

슨 대위, 농담 잘하고 넉살 좋은 미국인 사업가 바너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투철한 노처녀 전도사 브링클로 등 세 사람의 일행과 비행기를

타고 바스쿨을 탈출하게 된다. [도 47] 그러나 비행기는 정체불명의 조

종사에 의해 납치되어 히말라야 넘어 티베트 고원에 불시착하게 된다.

히말라야를 넘어 어딘가의 장소에 조난 당하게 된 그들 앞에 나타난

‘장’이라는 인물과 현지 사람들의 안내로 샹그릴라라고 하는 신천지에 도

착하게 된다. 계곡의 저편 끝에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뚝 솟

아 있는 신비한 설산은 해발 8,450m로 현지인의 언어로 ‘카라칼’이라 불

리는 성산인데 ‘푸른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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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 제임스 힐튼,『잃어버린 지평선』책 표지와 나형민,〈How far away

is the horizon〉의 비교

이 블루문 계곡의 가장 은밀한 천애(天涯) 절벽 위에 유청색 지붕의 히

말라야 속 숨겨진 왕국인 샹그릴라가 있었다. 샹그릴라는 태고의 아름다

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사원 전체에 중앙난방 시스템이 작동되며

객실은 최고급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박물관에는 중국 역대 왕조의

진귀한 보물들이, 도서관에는 동서고금의 귀중한 서적들이 구비되어 있

었다. 야외정원에 마련된 음악실에는 고풍스러운 하프시코드와 현대식

그랜드피아노가 나란히 놓여 있다. 그곳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물질문

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다. 게다가 아름다운 중국 소녀 로센

이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는 황홀한 천상의 음악과 같았다. 그러나 샹그

릴라에 대한 일행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바너드는 사실 희대의 사기

꾼 브라이언트라는 인물로 샹그릴라를 은신처로 삼고 있었고, 기독교 전

도사 브링클로는 동방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티베트어를 열심히 학습하게 된다. 젊은 맬린슨 대위는 다혈질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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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순 흑백논리에 의해 샹그릴라는 인공낙원이라며 호시탐탐 외부로

의 탈출을 시도한다. 그리고 다재다능한 엘리트형의 주인공인 콘웨이는

샹그릴라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대승정을 만나 샹그릴라의 비밀에 대해

듣게 된다. 샹그릴라는 원래 오래된 라마교의 사원이었다. 이 사원에 현

재의 모습과 체계를 만든 이는 18세기 기독교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예수

회 선교사 페로 신부였다. 기독교 전도의 목적으로 블루문 계곡에 온 페

로 신부는 점차 티베트문화에 동화되어 라마교와 신비의 영약을 받아드

리고, 요가로 명상을 즐기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나간다. 그가 건설한 샹그릴라는 멸망으로 가는 서구 물질문명

세계를 대체할 인류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승정이 곧

페로 신부였고 올해 나이 250세로, 샹그릴라는 불로장생의 낙원이었던

것이다. 콘웨이 일행을 샹그릴라로 안내했던 장노인은 100세, 앙증맞은

생머리로 쇼팽을 연주한 아름다운 소녀 로센도 이미 환갑이었다.

대승정 페로 신부는 자신의 임종을 예감하고 재능과 인격을 갖춘 콘웨

이에게 이곳을 물려받아 인류의 지혜를 보존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

시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한다. 콘웨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후계

자를 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그는

낙원으로서의 샹그릴라에 매료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페로신부

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이 연모해왔고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

고 있는 로센이 샹그릴라를 버리고 세속적인 멜린슨의 유혹에 넘어가 탈

출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회의를 가지게 된다. 결국 콘웨

이도 멜린슨, 로센과 더불어 낙원을 탈출하게 된다.

에필로그에서 콘웨이는 다시 샹그릴라를 찾아 나서게 되고, 멜린슨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며 불로장생의 땅을 나온 로센은 원래의 나이로 돌

아와 할머니로 죽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소설은 끝나게 된다.273)

이 책에서 ‘잃어버린 지평’이란 상실한 이상향으로서 ‘샹그릴라’를 의미

한다. 샹그릴라는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불로불사(不老不死)의 장수를 하

면서도 자연의 보호와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이 가능

273) 김용표, 앞의 글, pp.120-124; 제임스 힐튼, 이가형 역,『잃어버린 지평선』(해문출
판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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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으로 묘사된다. 샹그릴라(Shangri-La, 香格里拉)는 장족어(藏族語)

로 ‘마음의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이상향, 낙원의 대명사가 되었다.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은

도연명의 무릉도원과 같이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전쟁을 겪고 난 인간들

의 환멸과 이로 인한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염원하는 마음이 잘 반영되

어 있다. 특히 이 소설이 불러일으킨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소설

이 발행된 이후에 수많은 여행자들로 하여금 샹그릴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히말라야의 산중을 배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프랭

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 대통령 시절에

는 미국 메릴랜드(Maryland)에 건립된 대통령 휴양지 명칭으로 사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상세계에 대한 무한한 동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자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다. 작품〈How far away is the horizon〉[도 47]은 이상향을 그리워하

는 노스탤지어로써 인간의 욕망, 소망을 비행기와 스카이다이버의 모습

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도 48] 안중식,〈도원행주도(桃源行舟圖)〉(1915)와 나형민,〈수평 위에 놓인

풍경〉(2013)의 나룻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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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에 접근하는 매개체로 『도화원기』에는 어부의 나룻배[도 48]가

등장한다면, 『잃어버린 지평선』에는 비행기로 인해 다다르게 된다. 이

시기에 연구자의 【작품 18】, 【작품 19】, 【작품 28】, 【작품 36】,

【작품 37】속에 다수의 비행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콘웨이 일행을

낙원으로 인도한 매개체로서의 비행기 역할과 상통한다. 그리고 〈무릉

도원도〉그림 속 어부의 배와도 같은 역할과 상징성을 가진다.

일상의 삶이 어렵고 현실에 지칠수록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삶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산수화(山水畵)가 단순히 산수자연

을 재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산수자연에 대한

귀의를 대신한 와유(臥遊)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도시화(都市化)를 통해

건설된 도시 공간 역시 현실 공간에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욕망

아래 추진되어 왔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건축물들이 낙원과 파라다이스

를 표방한 브랜드로서 군립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20】의 ‘무지개 언

덕’ 간판과 같이 우리 주변의 공간에는 ○○로얄, △△팰리스, □□파크

등등 수많은 이미지와 기호들로 뒤덮여 있고 그 난무하는 표상들이 현대

인들에게 일종의 유토피아를 수사(rhetoric)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이상세계의 역할을 도시가 이루어낸

유토피아적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

서 도시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유토피아의 환상은 동시에 어디에

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뮬라크라(Simulacra 모방현실)임을 앞서 설

명하였다. 【작품 40】과 같이 도시 건축물 내면에는 현실과 달리 꿈과

같은 파란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부유한다. 그러나 이것은 허상이

자 시뮬라시옹이기에 진정한 낙원을 찾을 수 없다. 이상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평에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의 노스탤지어가 담겨 있다. 그

러나 연구자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노스탤지어는 우울한 정서보다 잃어

버린 낙원을 찾으려는 복원적 노스탤지어로서 이상향에 대한 기대와 꿈

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 속 중심 인물들은 흥분되고

밝은 표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응시한다.

외형적으로 샹그릴라는 동양의 지혜와 서구의 물질문명이 융합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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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다. 여기서 동양의 지혜란 수행자들이 수련하는 티베트 불교의 호

흡과 명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무념(無念), 무상(無想), 무아(無我)의

경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샹그릴라의 수행자들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불

로장생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비법으로 착각한다. 이는 동양의 지혜

를 도구로 삼아 오히려 오래 살고자 하는 불로불사의 욕망을 추구한 것

이다. 이러한 인식은 세속화된 도교나 서구의 물질문명과 같이 인간의

욕망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욕망충족형 이상향이다. 그러나 제임스 힐튼

은 『잃어버린 지평선』을 통해 상실한 이상향의 탐구를 자극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물욕에 집착하는 현대들인에게 무욕의 가치를 성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문명은 도리어 샹그릴라의 이미지를 상업화,

고급화하여 현대인의 욕망을 더욱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었

다. 샹그릴라를 향한 낙원의 탐구에는 결국 상충하는 두 개의 가치(동양

의 지혜와 서양의 문명)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더 큰 욕망이

숨어져 있다.274) 그래서 인간은 【작품 38】과 같이 항상 저 지평선 너

머의 낙원을 지향하면서도 현세의 세속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경계에

선 존재이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도 결국 콘웨이와 일행은 이상세

계인 샹그릴라를 벗어나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뒤늦게

현실을 인식하고 되돌아가고자 하지만 다시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

샹그릴라 역시, 도원(桃源)과 마찬가지로 귀환할 수 없는 낙원이었던 것

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지평은 유토피아라는 어원그대로 그리스어의

ou ('없다'는 의미, 영어의 no)와 topos ('장소'라는 의미, 영어의 place)

를 합쳐 만든 말로서 글자 그대로 No Place, 즉 아무 곳에도 없는 곳이

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형식적 측면)

이 시기에도 작품의 주제는 작품 1기에서 나타난 허구의 지평에 내재한

이상향의 부재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표현이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274) 김용표, 앞의 글,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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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본격적으로 지평선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작품 20】～【작품 29】까지의 작품이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상향으로서 지평을 바라보는 인물 중심의 작품으로 【작품 31】～【작

품 38】의 작품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물표현의 작품 유형에는 구도상에 어떠한 지평도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면 구도상으로는 지평의 부재에 해당한다. 반

면에 건물을 표현한 작품들에는 외형적으로 직접적인 지평선이 등장한

다. 그러나 그 지평에 반영된 의미는 앞서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이 아니라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상실, 부재

의 의미를 자각하고 관조하는 지평이다.

『도화원기』, 『잃어버린 지평선』과 같은 이상향 문학 속에서 이상적

공간의 특징은 분명하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생존을 위협하는 기아와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으로 그려진다. 풍부한 생산력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명리(名利)를 위한

투쟁이 없다는 것은 기아와 질병과 전쟁에 고통받았던 중세인들의 소망

한 이상적인 삶을 이루는 필요충분조건이었다.275) 하지만 연구자의 작품

속에는 위와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이 회화적으로 구현되거

나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단, 주된 이상향의 표현은 지평 너머의 구름

가득한 청명한 하늘이며, 인물들이 이상향으로서의 지평을 인식하고 바

라보는 시선과 표정을 통해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드러낼 뿐이다.

[도 49]에서 보듯이 수평선으로서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8년부터이다. 그러나 작품〈Exit from somewhere〉의 경우 지평선은

등장하지만 이전과 같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단색조의 파란색으로

채색되었다. 단, 진한 하늘색(Cerulean blue)보다 좀 더 청록색(Cobalt

Teal Blue)에 가까운 색으로 하늘에 채색된 색감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

후에 제작된 작품〈경계에 서다Ⅰ〉시기부터 하늘에 사실적인 뭉게구

름276)이 등장한다.

275) 이종은 외, 앞의 글, p.407.
276) 뭉게구름은 지면이 가열되어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으로 쌘
구름, 적운(積雲), 더미구름이라고도 한다. 햇빛에 비친 부분은 하얗게 빛나며,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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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from somewhere〉(2008) 〈경계에 서다Ⅰ〉(2008)

[도 49] 지평선의 등장

작품 1기의 하늘 특징은 단색조의 청색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면

서 다소 가공적인 하늘이었다. 그리고 비 오고 습윤한 지평의 풍경과 더

불어 구름은 비를 동반한 우운(雨雲)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작품 2기의

하늘은 좀 더 사실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는 보다 긍정적인 이상향

에 대한 인식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사실적이고 비 갠 후의 푸른 하늘로

표현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관조의 대상으로서 지평을 표현하는

건물 표현방식과 지평을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인물에게 초점을 둔 인물

표현방식이 공존한다. 이때 인물의 시선에 담긴 지평에 대한 시각은 작

품 1기의 다소 무겁고 현실 비판적인 시선에서 현실 대비의 우의적이며

성찰적인 관조의 태도로 변화한다.

작품 2기 건물표현의 주된 명제는 ‘경계에 서다(Standing on the

border)’이다. 그 의미는 이쪽 세계를 비판하거나 저쪽 세계로의 초월을

의미하는 편중된 시각이 아니라 허구와 실재, 이상과 현실, 차안과 피안

의 경계에서 지평을 관조하는 자세를 뜻한다. 이러한 관조의 태도는 허

구의 지평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잃어버린 지평 또는 지평의

부재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평의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열린 창문 또는 출

입구 등이며 지평 안과 밖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밑면은 어둡고 편평하여 솜사탕과 같은 덩어리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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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나형민,〈경계에 서다 -무지개언덕〉, 2008, 한지에 토

분 채색, 115×160㎝ 의 출입구

작품〈경계에 서다 -무지개 언덕〉[도 50]은 지평에 담긴 이상향에 대

한 성찰적 노스탤지어가 반영된 대표작이다. 건물의 상호 ‘무지개언덕’이

라는 이름을 통해 이곳은 지평 가운데 푸른 꿈을 가지고 세워진 이상적

공간이었음을 수사적으로 암시한다. 그러나 적막하다 못해 황량한 황색

언덕의 현실 풍경을 통해 꿈과 달리 이곳은 무지갯빛의 이상향이 아님을

직감한다. 위 작품은 부양도시 시리즈와 달리 지상에 정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 모양으로 오린 종이를 하늘 그림 위에 올려놓은 듯하

여 공간에서 떠 있는 듯하다.”277)라는 최은주 현 대구미술관장의 설명과

같이 얇은 덩어리 감을 낸다. 작품〈경계에 서다-무지개 언덕〉을 단편

적으로 보게 되면 쓰러져가는 한 채의 건물 그림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

지개 언덕 건물은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의 앙상

한 단신의 나무들이 즐비한 정원과 뭉게구름 가득한 하늘의 틈 사이에

있다. 근거리의 소슬한 풍경과 원거리의 창창한 하늘은 매우 대조적이어

277) 최은주,「하늘-마음의 캔버스」,『遊於空, 하늘에서 노닐다 (그룹전 도록)』(63스카
이아트 미술관), 2008,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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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연히 분리된다. 그러나 건물의 출입구를 통해 안과 밖, 땅과 하늘이

서로 오고가는 공명(共鳴)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공명성을 통해 감상

자로 하여금 맑은 듯 쓸쓸하고, 꿈과 같으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상호

모순되면서도 융합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

지평은 물리학에서 일정한 영역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상학에서 지평이란 나의 시선이 끝

나는 소실점이 지평의 끝이 아니듯이 연구자의 작품 속 지평도 풍광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땅과 하늘이 지평선으로 구분되지만

현실과 이상, 실재와 환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미연관체로서의 지평

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평이란 하늘과 땅의 경계에 상존하는 다른

지평의 가능성이며, 지평 너머의 이상향은 비가시적인 세계이지만 감상

자의 상상으로 재해석 될 수 있는 여백과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연구자

의 작품 속 지평은 표면적으론 하늘과 땅, 청색과 황색으로 분명하게 분

리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주관적이며 상호 침투적인 융합의 경

계이다. 자아의 지평이 끝나는 지점에서 타자의 지평이 새롭게 열릴 수

있고, 현실의 지평이 끝나는 지점에서 꿈의 지평이 이어질 수 있듯이 한

계를 넘어선 지평의 자각이 이상향에 대한 성찰의 노스탤지어가 된다.

이러한 상호 침투적인 융합으로서의 지평에 대한 개념은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동양의 ‘종합주의(holism)’

사고와도 관련이 깊다. 동양에서는 부분보다는 전체, 사물 서로 간의 상

호관련성에 관심을 가지며 마치 현악기의 한 줄을 건드리면 다른 줄이

울게 되는 ‘공명(共鳴, resonance)’과 같은 현상으로 관계를 이해하였

다.278) 따라서 하늘과 땅, 개개인의 사물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늘, 땅 등등이 지평선상에서 서로 공명을 주고받는 것이

며 창이나 출입구가 이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향 문학에서 ‘통

로’는 현세와 이상향의 다리 역할을 한다. 『도화원기』는 물론, 『홍길

동전』을 보게 되면 이상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좁은 통로가 마지막 관

문처럼 놓여있다. 따라서 통로라는 소재로 인해 이상향이 직접적으로 현

278) 리처드 니스벳,『생각의 지도』(김영사, 2003),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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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더라도 저 너머 이상향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도 51] ◃안중식,〈무릉도원도〉, 1918, 비단에 수묵담채, 133×35cm, 국립중

앙박물관 △박승무,〈도원행주도〉, 비단에 채색, 169.8×52.4cm, 국립고궁박물

관 ▹허백련,〈무릉도원도〉, 1939, 비단에 수묵담채, 144×44cm, 의재미술관

[표 2] ‘한국의 대표적인〈무릉도원도〉’ 도표와 안중식을 비롯한 근대

기 동양화가들의 〈무릉도원도〉[도 51]을 보게 되면 다소 도식적이긴

하지만 이상향으로 향하는 원형의 통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상향의 실체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도연명의 『도화원기』도 이상

세계에 대한 묘사가 『유토피아』와 비교할 때 구체적이라기보다 다소

피상적이다. 그러나 복숭아꽃과 어부의 어선, 무엇보다 동굴과 같은 통로

를 통해 저 너머 이상향의 존재가 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아치형의 통

로가 주로 표현된 〈도원도〉는 이상향의 모습에 대한 다채로운 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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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엿보기 구멍과 같다.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작품에서도 구체적

인 이상향의 모습이 그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

평 위의 하늘은 다양한 이상향을 상상하게 만든다. 따라서 좁게 트인 창

문은 이쪽 지평에서 저쪽 지평으로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면서

지평 너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체이다.

작품 1기와 달리 본격적인 지평선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도시 작품

들의 지평이 X자형 또는 O형의 구도였다면 2기 작품에는 지평선다운 지

평이 【작품 20】～【작품 22】의 제작시기부터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작품 1기의 주된 건물 표현이 속도감 있는 도로 또는 부양하는 도

시라면, 작품 2기에서는 지평선에 직각으로 들어선 한적한 소도시 건물

중심의 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 그리고 하늘의 표현방식은 무겁고 밀도

감 높은 청색에서 보다 낭만적이고 사실적인 하늘로 변화한다. 이는 지

평 너머 뭉게구름 가득한 하늘이 갖는 기대지평으로서의 이상향의 의미

가 보다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 속에 항상

긍정적 노스탤지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에 서다Ⅱ〉[도 52]

에도 푸른 하늘의 밝은 정서가 엿보인다. 그러나 근경에 위치한 건물은

거의 낡은 폐건물이다. 희망의 지평 위에 재건적으로 세워진 건물들은

결과적으로 낡고 소멸되어 가는 듯하다. 이는 지상의 공간에 이룩하고자

했던 이상향에 대한 기대지평의 좌절, 상실 등을 암시한다. 그러나 절망

적인 상황이라기보다 낡고 스러져가는 건물의 잔해 속에서도 또 다른 이

상향의 기대가 역설적이게도 뭉게구름 피어오르듯 솟아난다. 더욱이 화

면 왼쪽의 푸른 창공을 비상하는 학의 날갯짓은 새로운 지평에 대한 기

대감을 고취시킨다. 이와 같은 화면구성은 북송의 마지막 황제 휘종(徽

宗) 조길(趙佶)의 〈서학도(瑞鶴圖)〉를 연상하게 한다.

휘종의 〈서학도〉[도 53]은 당시의 화조화와는 완전히 다른 양식과 독

특한 구성을 보여주는데 연구자의 화면 구도[도 52]와 다소 유사하다.

더욱이 구름 가득한 궁궐의 지붕 위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열아홉 마리

의 학은 실제로는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북송 말기의 상황과는 무관하

게 환상적이며 상서(祥瑞)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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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나형민,〈경계에 서다Ⅱ〉,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30×160㎝
[도 53] 조길,〈서학도(瑞鶴圖)〉부분,

북송(1112), 비단에 채색, 51×138.2cm,

중국 요녕성박물관

북송 정화(政和) 2년(1112) 도성 변량의 상공에 예사롭지 않은 운기가

선덕문(宣德門)을 둘러싸더니 돌연 흰 깃에 붉은 머리를 가진 단정학(丹

頂鶴)의 무리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 학의 무리는 공중에서 선회하며 서

로 화답하듯 울어대면서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이러한 자연현상

을 본 휘종은 길조(吉兆)로 생각하고 그림으로 남겼다. 따라서 아래 제시

를 보게 되면 〈서학도〉에는 현실과 다르게 태평성시에 대한 밝은 시적

정취가 나타난다.

맑은 새벽 지붕 끝에 아름다운 무지개구름이 피어오르고, 清曉觚稜拂彩霓

홀연히 선학이 상서로운 징조를 알리며 짝지어 왔네. 仙禽告瑞忽來儀

자유로운 모습, 원래 신선 사는 곳에 어울릴 만한 배필인데, 飄飄元是三山侶

이렇게 짝지어 와서 천 년의 영원한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兩兩還呈千歲姿

푸른 난새가 보배로운 누각에 머무니, 似擬碧鸞棲寶閣

어찌 붉은 기러기가 세상에 모인 것과 같을까. 豈同赤雁集天地

배회하며 눈물짓다 궁궐로 내려와 徘徊嘹唳當丹闕

(태평성대를)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故使憧憧庶俗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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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학도〉는 국운이 흥성할 징조를 담은 길상도(吉祥圖)이자

하늘과 구름, 학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 노스탤지어가 나타난 작

품으로 볼 수 있다.279) 그러나 그림의 염원과는 달리 북송은 이후 멸망

의 길을 가게 된다. 〈경계에 서다Ⅱ〉에는〈서학도〉와 같이 복원적 노

스탤지어의 정취가 푸른 창공, 학들을 통해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심리적

지평의 부재에 따른 성찰적 노스탤지어도 혼재한다. 푸른 창공에 무지갯

빛 구름과 상서로운 동물로서의 학은 이상향에 대한 복원적이고 재건적

인 향수를 자아내는 매체이지만,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사그라져가는

낡은 건물을 통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찰과

회한도 드러난다. 그래서 작품 2기의 건물표현에는 복원적 노스탤지어로

서의 파란 하늘의 맑고 밝은 정서와 성찰적 노스탤지어의 왠지 소슬(蕭

瑟)한 지평의 양가적 분위기가 병존한다. 이러한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향수 문학을 통해 자주 언급되는 ‘인생무상의 시의(詩意)’와도 연결된다.

『도화원기』의 어부나 『잃어버린 지평선』의 콘웨이와 같이 다시는 되

돌아갈 수도 없고 잡을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은 깊어지

면 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 고향, 지평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실감을 승화시키는 성찰의 태도로서

관조적 시선을 견지한다. 기실, 도시화를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이상세계

에 대한 기대지평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경험지평으로서의 도시의

실제 모습과 다르다. 이상세계를 위한 문명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파

란 하늘보다 쾌쾌한 잿빛 하늘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

나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는 기대지평으로서의 푸른 하늘을 배치하여 낯

설면서도 희망적인 정서를 제시한다. 따라서 작품〈경계에 서다〉부터

등장하는 하늘은 기존의 가공적이고 억누르는 듯한 느낌의 하늘에서 보

다 현실적인 뭉게구름과 낭만적인 하늘을 통해 지평 너머 저 하늘 아래

에 가보고 싶다는 감정을 유발하며 희망적 정서를 자아낸다.

건물 표현의 작품에서 근경에는 낡은 집과 앙상한 가지와 같이 다소 쓸

쓸한 듯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원경의 지평을 바라보는 시선은

279) 양신 외, 앞의 책, p.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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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뭉게구름과 푸른 하늘과의 조우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

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서는 [도 54]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밝은 미

소와 인상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물의 표정에 드러나는 희망적인

정서는 지평에 담긴 이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염원과 그리움의 반영이며,

연구자는 이와 같은 정서를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라 명명하였다.

[도 54] 인물들의 표정 

이 시기의 인물 표현은 먼 곳을 응시하면 손을 흔드는 여인【작품 35】

또는 하늘을 향해 뛰어드는 다이버들【작품 31】, 【작품 36】, 【작품

37】과 유영하는 인물들【작품 33】, 【작품 34】, 【작품 38】이 주를

이룬다. 앞서 부양도시 시리즈 속의 원형의 도시지평이 허구의 이상향으

로서 지평의 부재를 의미한다면, 작품 2기의 부재의 의미는 지평의 등장

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잃어버린

지평, 상실의 지평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환의 불가능성, 회복 불가

의 노스탤지어가 좌절 또는 우울함을 유발함에 반하여 [도 54]와 같이

인물들의 밝고 긍정적인 표정 속의 정서는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스베틀라나 보임(Svetlana Boym)은 경험지평과 기대지평의 불일치에서

노스탤지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저기 또는 과거와 바람직하

지 않은 여기 또는 현재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불만과 슬픔, 상실 등이

노스탤지어의 감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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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같은 공간은 희망적인 유토피아로 시작해서 절망의 노스탤지어로

끝난다고도 보았다.280)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자의 작품에는 희망적 유

토피아로부터 긍정적 노스탤지어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는

이상향으로서의 지평을 관조하는 태도가 불안감, 초조함, 조급함 등의 느

낌이 아니라 흥분과 설렘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로 노스탤지어를 담고 있

기 때문이다.

[도 55] 나형민,〈Nostalgia〉,

2010, 한지에 토분 채색, 124×

115㎝

[도 56] 심주,〈장려원조도〉, 명(15세기 후

반), 종이에 수묵, 38×59㎝, 미국 캔자스시티

넬슨-앳킨스미술관

그리고 인물표현에서 중심인물들이 지평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라본다는 것은 가까이 근경

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끝인 먼 곳으로서 원경을 본다는 뜻이

다. 인물표현의 작품에는 일체의 어떠한 지평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수 작품의 제목은 지평의 부재를 의미하는 ‘No Horizon’이다. 인물

의 시선을 통해 심리적 지평으로서의 이상향이 화면 밖에 존재할 수 있

으나 외형적으로 작품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단 무언가 바라보는 인물

의 시선을 통해 지평을 공감할 수는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인물들이

280) 김남옥,「80년대 청춘의 초상: 386세대 정체성과 문학적 노스탤지어」,『사회사상
과 문화』제19권 제2호(동양사회사상학회, 2016),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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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바라본다는 행위는 대상을 인지한다는 의미이며, 그 인지의 대상

은 바로 새로운 지평이자 이상경(理想境)을 뜻한다.

작품〈Nostalgia〉[도 55] 와 〈장려원조도(杖黎遠眺圖)〉[도 56]에 등

장하는 인물들은 무언가를 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장려원조

(杖黎遠眺)’는 ‘지팡이를 짚고 먼 곳을 조망한다’는 뜻으로〈장려원조도〉

의 왼쪽 상단 화제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지평을 조망하는 정서에 대해

잘 나타난다.

띠 같은 흰 구름 산허리를 에워싸고 白雲如帶束山腰

바윗길은 허공으로 날아올라 오솔길이 아득한데 石磴飛空細路遙

홀로 지팡이에 의지해 먼 곳을 바라보며 獨倚杖藜舒眺望

계곡 물소리에 응해 피리를 불고 싶어라. 欲因鳴澗答吹簫281)

조망(眺望)하는 대상으로서의 먼 곳은 지평이자 이상향을 암시한다. 또

한 벼랑 끝에 평원산수와 같이 지평이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먼 곳을

바라본다’는 시방식은 산수화 기본원리이면서 앞서 설명한 원(遠)의 의미

와 상통한다. 〈Nostalgia〉의 여인과〈장려원조도〉의 선비는 먼 곳을

직시하고 있다. 먼 곳을 원망하기 위해서 여인과 선비는 아슬아슬한 벼

랑 끝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세속적 시선이 끊긴 자리에 이르러서야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벼랑의 끝이야말로 ‘형상’과 ‘형상

너머’ 사이의 경계이다. 여인이 머무는 곳(현세) 또는 선비의 등 뒤(근경)

가 형상의 풍경이라면 눈앞으로 열리는 여백으로서의 먼 곳은 어디가 지

평인지 하늘인지 애매한 형상 너머의 풍경이다. 산수화는 멀리 보는 풍

경화다. 멀리 볼 때만이 산수의 거대한 기운(형세)과 그 기운과 이어진

우주의 생명력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의 생명력을 ‘대상(大象)’이

라고 하는데, 노자는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大象無形)”282)고 하였다.

즉, 멀리 본다는 것은 형체를 초월하여 저 아득한 무형(無形)의 근원에

닿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Nostalgia〉의 여인과〈장려원조도〉의

281) 이성희, 앞의 책, pp.108-109.
282) 老子,『道德經』, 41章 聞道, “大方無隅 大器晩成 大音希声 大象無形 道隱無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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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는 시선으로 풍경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풍경 깊숙이 들

어와서 풍경에 맞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 자체 또는 일원이 된 듯

하다.

[도 57] 나형민,〈Swimming in the

Air〉, 2009, 한지에 토분 채색, 53×61㎝

[도 58] 나형민,〈No line on the

Horizon〉, 2010, lenticular, 68×75㎝

그래서 이 시기의 인물표현은 기존의 황토색과 청색으로 이분화된 풍경

과 달리 하늘과 인물이 동화된 듯이 표현하였다.[도 57], [도 57] 그래서

작품 제목도 경계 또는 지평의 부재를 의미하는 명제이다. 지평의 부재

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평이 이상향을

뜻할 때, 지평이 없다는 것은 이상향의 상실을 암시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마치 물 속인 듯, 하늘 속인 듯 유영하고 있는 인물은 풍경과 하

나가 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의미한다. 그 합일의 자리에는 지

평도, 이상향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일 뿐이다.

3) 귀의(歸依)의 지평 (2013～2018)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작품으로 이 시기는 교외의 남양주시로 이주한

이후 전원 풍경 중심의 나무, 풀, 숲과 같은 자연 표현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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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평을 떠나 전원 지평으로 귀의함으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본향으로서 자연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계기를 갖는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 표현을 위한 다양한 매체 실험이 이루어진다.

내용적 측면)

[도 59] 나형민,〈Run to the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모든 인간은 지평선 너머의 이상향을 지향한다. 그래서 1기의 도시 풍

경과 같이 어딘지 모를 지평을 향해 끝없이 질주한다. 그러나 모든 욕망

의 질주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작품〈Run to the Horizon〉[도 59]에 묘사된 교통표지판과 같

이 우리 사회에는 규범과 규칙이 공존한다. 그리고 아무리 피안의 세계

라 하더라고 공존을 위한 법칙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과

규칙이 구속 또는 한계로 느껴지면 자유롭게 뻗어 나가는 엉겅퀴 잡초와

같이 자연 그대로의 삶을 동경하게 된다. 요사이 자연인으로서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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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큐멘터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규범적인 도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전원에 대한 향수가 자연인을 통해 대리 만족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지친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 귀향, 귀촌을 생각하

게 한다.

귀향의 의미로서의 귀거래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탤지어의 정서가

담겨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귀향의 향수를 자아내는 고향의 이미지란 매

우 애매모호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에게 출생지로서의 고향은

상당수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귀향의 대상으

로서의 이상향 이미지를 도시보다 전원으로 떠올린다. 오늘날 고향이란

출신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곳, 궁극적으로는 마

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귀촌, 귀농 더 나아가 귀의(歸依)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자신이 ‘영원히 쉴 최후의 거처’로서 고향이

라고 하였다.283)

마상열의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의식조사와 시사점」연구284)를 보게

되면 현대 도시인의 전원 의식에 대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귀농ㆍ귀촌285) 의사를 밝힌 도시민은 5명 중의

283) 김광기, 앞의 글, pp.177-178.
284) 귀농ㆍ귀촌의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의 수요와 의식을 파악하고 향후 귀농ㆍ귀촌
정책의 수립을 위해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대해 의
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상열의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의 결과물로서 ‘귀
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에 관해 조사한 내용이다.

순위 귀농ㆍ귀촌을 생각하는 이유 비율(%)

1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61

2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생활을 위해서 17.9

3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서 6

4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5

5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3.9

6 농업, 농사에 관심이 많아서 3.2

7 도시보다 낮은 지가로 넓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2.4

8 도시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서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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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정도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이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귀농ㆍ귀촌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

하고 자유로운 삶과 마을 공동체의 인정 등등 정서적 의견이 절대적이

며, 경작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도시민들은 귀농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생활을 향유하기 위

한 귀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6) 그래서 귀농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환경이 선택

지로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을 숭

배하고 일체화하고자 하는 자연합일의 의식이 강했다. 동양인들은 자연

도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로 인지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생을 영위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고자 하였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본래적 삶이

란 전원에서의 이상적인 생활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영원한 자유를 얻

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의식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과 같이 현대 도시민들에게도 선험적인 노스탤

지어를 자아낸다.

자신의 탄생기, 성장기 등을 경험한 고향이라는 공간으로 다시금 되돌

아오고자 하는 귀소, 귀향의 본능은 체험에 근거한 본능이다. 그러나 현

대인들은 전원에 대한 체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그리워하는 것

은 안식을 위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를 선험적으로 획득하였기 때문이

다. 도시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전원적이고 탈속적인 삶으로의 귀의는

1600년 전 도연명의 시에서도 잘 표출되어있다. 그래서 귀향(歸鄕)ㆍ귀

촌(歸村)ㆍ귀농(歸農)ㆍ귀소(歸巢)의 대표적인 실례가 도연명의 『귀거래

사』이다.

도연명(365-427)287)은 동진말(東晋末)에서 송초(宋初)에 걸친 시기에 살

285) ‘귀농(歸農)’이란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와 경작 중심의 농업으로
정착하는 것을 뜻하며, ‘귀촌(歸村)’은 더 넓은 의미에서 농촌, 전원에서 생활하는 것
을 말한다. 귀촌의 넓은 의미란 집은 농촌에 두고 도시로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는 등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86) 마상열,「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의식조사와 시사점」,『경남정책 Brief』(경남발전
연구원, 2012), p.4.

287)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중국 동진 후기에서 남조 송대 초기의 전원시인(田園詩
人)이다. 자는 원량(元亮) 혹은 연명(淵明)이고, 본명은 잠(潛)이다. 문 앞에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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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왕조 교체기에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한문(寒門) 집안 출신인 도연

명의 벼슬길은 순탄치 않았다. 29세에 처음으로 강주제주(江州祭酒)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고, 그 후 강주주부

(江州主簿)로 초빙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35세에 당시 경구(京口)에 주

둔한 유뢰지(劉牢之)의 참군(參軍)을 지내다가 귀향하게 된다. 37세에는

당시 최고의 군벌인 환현(桓玄)의 막부가 있는 형주(荊州)에서 참군으로

일하다가 모친상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40세에는 건군장군(建軍

將軍) 유경선(劉敬宣)의 건무참군(建武參軍)을 지내게 된다.288)

진안제의희원년(晉安帝義熙元年, 405) 3월, 그는 유경선의 명을 받아 건

강(建康)으로 가게 되면서 지은 「을사세삼월위건위참군사도경전계(乙巳

歲三月爲建威參軍使都經錢溪)」289) 시(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은 지가 我不踐斯境

벌써 이미 수년이 되었노라. 歲月好已積

아침 저녁 길가며 보는 산천은 晨夕看山川

모든 풍경이 옛날과 다름이 없다. 事事悉如昔

부슬비는 높은 산림을 씻어내고 微雨洗高林

맑은 회오리 바람은 구름을 높이 날리는구나. 淸飇矯雲翮

저기를 돌아보니 사물은 그대로 있고 眷彼品物存

시의적절한 바람이 있어 거리낌이 없다. 義風都未隔

나는 어찌 된 사람이기에, 曰余何爲者

힘들이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勉勵從玆役

몸이야 제약을 받는 듯하나, 一形似有制

본래의 마음일랑 바꿀 수 없다. 素襟不可易

전원을 밤낮으로 그리워하니, 園田日夢想

다섯 그루를 심어 높고 오류(五柳)선생이라 자칭했다. 시호는 정절(靖節)이다. 강서성
구강현(九江縣)의 남서 시상(柴桑) 출신이다. 임종욱 엮음,『동양학 대사전1』(경인문
화사, 2006), p.1180-1181.

288) 도연명의 관직생활에 대한 설은 분분한데, 박한제,「도연명과 도화원」,『강남의
낭만과 비극』(사계절, 2005), p.98 참조하였다.

289) 을사년 삼월 건위참군이 되어 도읍지에 사신으로 가다 전계를 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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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오래 떨어질 수 있으리. 安得久離析

결국 내 뜻은 배를 타고 돌아감이니 終懷在歸舟

참으로 서리 맞은 잣나무로다. 諒哉宜霜柏

위 시를 보면 현세의 벼슬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질책하면서 다시금 전

원을 그리워하는 소회(所懷)를 밝히고 있다. 결국 그해 8월에 팽택령(彭

澤令: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을 80일간 지낸 후 도연명은 전원으로 귀향

하게 된다.290) 그때 전원으로 돌아가는 심경을 말한 것이 「귀거래사(歸

去來辭)」이다. 「귀거래사」서문에는 귀향하게 되는 연휴가 잘 기록되

어 있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급이 부족하고 어린아이들은 집에 가

득한데 독에는 모아둔 곡식도 없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 해도 그 방법

을 알지 못했다. 친지들이 내게 관리가 되라고 권하였고, 나도 그럴 마음을

품고 구하려 했지만 관직을 구할 곳이 없었다. 사방에 난리가 나서 제후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덕을 베풀곤 하였는데, 숙부께서 내가 가난으로 고생한다고

추천하여 마침내 조그만 읍에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풍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 멀리 가서 벼슬하러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팽택(彭澤)현은 집에서

백 리 정도 떨어진 곳이며. 공전(公田)의 수익으로 술을 담그기(생활하기)에

족했으므로 그 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이 그리워 돌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냐하면 본래 천성이 자연을 좋아하고 이는 억

지로 교정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비록 절박하기는 해도

자신의 천성을 거스르는 것이 더 괴로웠다. 일찍이 남을 따라 일을 한 것도

모두 입과 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부린 것이었다. 이에 서글프고 강개하여 평

소 품었던 뜻에 무척 부끄러웠다. 그래도 곡식이 한번 익는 것을 보고 옷가지

를 챙겨 밤에 떠나려고 했다. 그러던 중 오래지 않아 정씨에게 시집간 누이가

무창에서 죽어서 가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었다. 중추(仲秋)

부터 겨울까지 관직에 있은 지 80여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귀거래혜(歸去來兮)’라고 제목을 붙인다. 을사년 11월에 서문을

290) 이 시기에 “내가 어찌 다섯 말(五斗米)의 녹봉(봉급) 때문에 촌구석의 어린애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我豈能爲五斗米折腰向鄕裏小兒)”라고 한 말은 현(縣)을 시찰하러
온 군의 관리(督郵)에게 절을 할 수 없다며 관직을 사퇴하며 말한 명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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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291)

도연명이 평택(彭澤) 현령에 부임하게 된 계기는 자연을 좋아하는 천성

에도 불구하고 ‘입과 배를 위해서’라는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국은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보다 천성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귀

향을 결심하게 된다. 『귀거래사』의 “胡不歸(호불귀; 어찌 돌아가지 않

겠는가!)” 는 관직생활이라는 속세와의 이별이자 자연으로의 귀환을 의

미하는 감탄사이다. 오늘날 도시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도시 속에서 고단

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항상 전원에서의 자유와 안식을 위해 귀촌을 생각

하는 바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귀거래사」의 전문을 보게 되면,

자! 돌아가자. 歸去來兮

전원이 황폐해지려는데 田園將蕪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胡不歸

스스로 몸을 위해 마음을 부렸으니 旣自以心爲形役

어찌 실망하여 슬퍼만 하겠는가. 奚惆悵而獨悲

지난날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悟已往之不諫

다가올 날을 쫓는 것이 옳음을 알았다. 知來者之可追

진실로 길을 잃었으나 아직 멀리 오지는 않았으니 實迷塗其未遠

지금이 옳고 옛날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覺今是而昨非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바람에 날리고 舟搖搖以輕颺

바람은 살랑살랑 옷깃에 불어온다. 風飄飄而吹衣

행인에게 길을 물어 가면서 問征夫以前路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한탄하네. 恨晨光之熹微

마침내 집이 보이니 乃瞻衡宇

기쁜 맘에 급히 달린다. 載欣載奔

291) 陶潛,「歸去來辭幷序」, “余家貧 耕植不足以自給 幼稚盈室 缾無儲粟 生生所資 未見
其術 親故多勸余爲 長吏 脫然有懷 求之靡途 有四方之事 諸侯以惠愛爲德 家叔以余貧苦
遂見用於小邑 於時風波未靜 心憚遠役 彭澤去家百里 公田之利 足以爲酒 故便求之 及少
日 眷然有歸之情 何則 質性自然 非矯厲所得 飢凍雖切 違己交病 嘗從人事 皆 口腹自役
於是悵然慷慨 深愧平生之志 猶望一稔 當斂裳宵逝 程氏妹喪於武昌 情在駿奔 自免去職
仲秋至冬 在官八十餘日 因事心 命篇曰歸去來兮 序乙巳歲 十一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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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종이 기쁘게 맞아주고 僮僕歡迎

어린아이들이 문에서 기다리네. 稚子候門

삼경은 황폐해져 가지만 三徑就荒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그대로다. 松菊猶存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니 攜幼入室

술동이에 술이 가득 차 있네. 有酒盈罇

술병과 잔 들고 자작하며 引壺觴以自酌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니 흐뭇하다. 眄庭柯以怡顔

남쪽 창에 기대어 의기양양해 하니 倚南窓以寄傲

무릎 하나 들일 작은 집이지만 편안함을 알겠네. 審容膝之易安

날마다 뜰을 거닐며 즐기고 園日涉以成趣

문은 있어도 (찾아오는 이 없어) 늘 닫혀 있다. 門雖設而常關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며 발길 멎는 대로 쉬다가 策扶老以流憩

때때로 머리 들어 멀리 바라보니 時矯首而遐觀

구름은 무심하게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雲無心以出岫

새는 날다 지치면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鳥倦飛而知還

해가 어둑어둑 지려 하는데 景翳翳以將入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인다. 撫孤松而盤桓

돌아가자. 歸去來兮

(속세와의) 사교를 그만두고 교유를 끊어버리자. 請息交以絶游

세상과 나는 서로 어긋나는데 世與我而相違

다시 (벼슬에 올라) 수레를 타고 무엇을 구하랴. 復駕言兮焉求

친척들의 정겨운 말에 기뻐하고 悅親戚之情話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시름을 달랜다. 樂琴書以消憂

농부가 내게 봄이 왔음을 알리니 農人告余以春及

장차 서쪽 밭에 나가 밭을 가련다. 將有事于西疇

혹 수레 몰기도 하고 或命巾車

외로운 배 젓기도 하여 或棹孤舟

깊은 골짜기를 찾아들고 旣窈窕以尋壑

험한 산을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라. 亦崎嶇而經丘

나무는 무성하게 꽃을 피워가고 木欣欣以向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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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은 졸졸 흐르기 시작하네. 泉涓涓而始流

제때를 만난 만물을 부러워하며 善萬物之得時

나의 생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感吾生之行休

아! (그만두자) 已矣乎

세상에 몸이 남아 있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寓形宇內復幾時

어찌하여 마음을 맡겨 임의대로 가고 머물지 않고 曷不委心任去留

어찌 허둥지둥 분주하게 어딜 가려 하는가? 胡爲乎遑遑欲何之

부귀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富貴非我願

신선이 사는 나라를 기약할 수도 없다. 帝鄕不可期

좋은 날이라 생각되면 홀로 나가 懷良辰以孤往

지팡이 세워 놓고 김매기도 하고 或植杖而耘耔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읊조리며 登東皐以舒嘯

맑은 물가에서 시도 지으리. 臨淸流而賦詩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며 聊乘化以歸盡

천명을 즐길 뿐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樂夫天命復奚疑292)

[도 60] 작가미상,〈귀거래도歸去來圖〉, 14-15세기, 종이에 채색, 26.0×106.7cm,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첫 번째 단락은 〈귀거래도歸去來圖〉[도 60] 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

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세속적인 사연으로 천성을 거

스른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본래적 삶으로 돌아가려는 귀향을

이야기하고 있다.293)

292) 陶潛, 龔斌校箋,『陶淵明集校箋』(上海古籍出版社, 1999), pp.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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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락은 고향에 막 도착하여 가족과의 재회의 기쁨과 편안함을

노래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은거 생활의 흥취를 노래하였다.

세 번째 단락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가로이 전원생활을 즐기

는 향수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 임에도 자신의 삶

이 노년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회한(悔恨)을 드러내고도 있다.

네 번째 단락은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입신양명으로 인한 부귀나 영

생의 유선(儒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천명을 받

아들이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임을 말한다.

「귀거래사」에는 귀의의 이상향으로서의 전원생활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노동과 생산의 현장으로 가족과 친지 및 이웃과의 교

류가 이루어지는 ‘전원의 일상적 풍경’이다. 둘째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

어나 참된 자아를 찾고 자연으로부터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은자의 삶’

이다.294) 오늘날 현대인들의 귀농ㆍ귀촌의 주된 사유는 퇴직 후 여생, 자

연에서의 건강한 삶, 도시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농촌생활의 선호, 인간다

운 삶, 생활비의 절약 등등이다. 앞서 마상열의 연구논문에서도 언급했듯

이 귀농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꾸준한 증가가 시사하는

바는 도시에서의 각박한 삶을 벗어나 자연에서 자유로운 삶과 정신적 치

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원생활을 생각한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복잡한 도시공간, 높은 임대료와 생활물가, 오염된

대기환경 등등의 연유로 2008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경기도 남양

주시 호평동이라는 전원도시로 거주지를 이주하게 되었다. 임대료, 생활

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연구자의 고향이 강원도 화천 시골마

을로 부지불식(不知不識)간에 시골을 그리워했던 소싯적 본성이 도연명

의 천성과 같이 좀 더 자연과 인접한 거주지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한

요인이었다.

293) 원정근,「도연명의 되돌아감(歸)의 의미」,『道敎文化硏究』제21집(한국도교문화학
회, 2004), p.273.

294) 姜慶姬,「한국과 중국의〈歸去來圖〉비교연구」,『중국어문화논집』제78호(중국어
문학연구회, 2013), p.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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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1] 나형민,〈One day-Flow〉,

2006, 한지에 토분 채색, 140×100㎝

[도 62] 나형민,〈Run to the Sky〉,

2008, 한지에 토분 채색, 160×115㎝

도시 풍경을 표현한 작품 [도 61]과 [도 62] 중에서〈Run to the Sk

y〉는 색감의 역동적인 번짐을 그대로 활용하여 도시의 숨 가뿐 듯한

속도감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 풍경 속에 나타나는 빠름에

대해 평론가 박천남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빠름이 갑(甲)인 세상. 세상 여기저기서 빠름을 외친다. 빠름이 넘치는 사회.

차분한 호흡으로 세상 둘레를 둘러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아랑

곳하지 않는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토너먼트(tournament)를 방불케 하는 무

한경쟁시대다. 자기승리와 성취, 만족을 위해 달리는 현대인들의 직진본능이

가히 살벌하다. 쟁취를 향한 광속기류에 편승하려는 시류본능은 주위를 살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두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타

적 인간과 미덕을 찾아보기 힘든, 과연 사나운 현실이다. 그래서 나형민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태 속에 자의반 타의반 잊고 살았던 세상 시원(始原)의 문



- 195 -

제와 산다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295)

도시에서 전원으로의 이주는 박천남이 설명한 대로 무한경쟁의 도시적

삶에서 일탈하여 세상 시원(始原)의 문제와 산다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이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은 인간의 대리적 욕망으로서 복원적 노스탤지

어를 담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리워하는 이상향은 욕망절제형보

다 욕망충족형 유형에 더욱 가깝다. 이상향을 향한 욕심의 추구는 끝 모

를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도시의 생태와 흡사하다. 근대화, 산업화, 도

시화에 투영된 욕망 충족을 위한 이상향의 탐색이 작품〈Run to the

Sky〉와 같이 가속화된 질주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전원풍

경으로 회귀하면서 과거 도시적 삶에 대한 회의와 자각은 오래된 미래의

깨달음과 같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도 63] 나형민,〈Lost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295) 박천남, 「지평너머」,『地平-Beyond the Horizon (개인전 도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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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호평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니 신도시이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북한강이 자리하고 있고 청평, 가평 등 농촌 풍경을 근거

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거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상쾌하며 삶의 공간은 여유롭다. 그러다 보니

서울 도심 가운데 거주할 때 주로 채집된 소재로서의 도시풍경에서 남양

주 근방의 자연풍경으로 소재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작품〈Lost Horizon〉[도 63]은 전원풍경을 본격적인 소재로 차용해 표

현했던 첫 작품이다. 당시 남양주시 화도읍 조그만 텃밭에서 감자, 파,

방울토마토 등등을 경작하였는데, 작품〈Lost Horizon〉은 텃밭의 언덕

배기에서 무작위로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의 실루엣으로 이루어진 지평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회색건물의 삭막한 도시 속에서는 그리 어울리지

않았던 파란 하늘이 잡초들의 지평 위에서는 제법 화해하듯 자연스러워

보였으며, 이제야 하늘이 제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전원으로서의 고향의 이미지는 비교적 분명하였다. 고향

을 떠나는 이동과 이주가 용이하지 않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

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사회에서는 출생지와 거주지가 일치하기에 고향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

다. 그러나 이동과 이주가 빈번한 현대인들에게는 고향의 존재가 불분명

하게 되었다. 이는 떠남이 자유롭고 수월할 뿐만 아니라 거의 일상화되

었기 때문이다.296) 고향의 정체성이 희미해져감에 따라 도시 속 현대인

들은 고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향의 상실은 도리어 현대인들에

게 고향의 소중함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는 “고향의 본질은 추방 속에서만 오직 빛나기 시작

한다.”고 했고, 헬러는 “낯선 타지(Alien places)가 없다면 고향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297)

현대인들에게 고향은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서의 고향을 의미

하지 않는다. 현대 도시인들이 이곳저곳의 도시를 유랑하듯 유목민화되

어 고향의 존재감, 동질성 등이 희석되었다. 도시 속에서 느끼는 동(動)

296) 김광기, 앞의 글, pp.183-184.
297) 김광기, 앞의 글,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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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을 도시표현 작품과 같이 속도감 느껴지는 이미지로 대신하였다

면, 고향 또는 전원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 평안함은 전원표현 작품과 같

이 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오늘날 고향이란 어딘가 안착할 수 있

고 그래서 거기의 주인이 되어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거처

를 의미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고향은 체험적 노스탤지어에 의한 성

격보다 선험적 노스탤지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고향이 특정

지역이라기보다 도연명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은일자적(隱逸自適)할 수 있는 공간이 귀향, 귀의의 대상이 된다. 항상

분주한 현대 도시민들에게는 고향의 대안으로서 평온한 전원은 이상향이

자 귀향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동경은 자연의 건

너편 지평선 넘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상향의 이미지이다.

전원도시로 이주한 후 그린 [도 63]의 작품 제목도 ‘잃어버린 지평(Lost

Horizon)’이 된 것은 도시 쪽에서 바라보았던 전원의 삶이 결코 도시의

삶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쪽의 도시민들이 바라볼 때 전원은 고

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선망을 자아내지만, 저쪽의 농촌민들의 입장에

서는 지평 너머 높은 고층빌딩과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의 도시 공간이 동

경의 이상향이다. 그래서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1969)는 그의 저서 『미적 이론』에서 농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자

연의 미적 감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연이 인간에게 강력하게 맞서는 상황에서는 자연미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눈앞의 자연을 행위의 객체로 삼는 농업 종사자들은 주지하고 있듯이 경관

(전원풍경)에 별다른 감정을 갖지 않는다.298)

다시 말해서 이상향으로서의 전원은 도시인의 향수적 이미지의 반영으

로 실질적 전원생활과는 간격이 존재한다. 정작 농촌 속에서 거주하는

당사자들은 자연이 삶의 투쟁의 공간이자 현실적 공간으로 향수의 대상

이 아니다. 고려후기 문인인 이집(李集)의 시 「성남촌사서회 사수 녹정

제정(城南村舍書懷 四首 錄呈霽亭)」299)에는 전원, 은거의 삶과 가난은

298) 강영조,『풍경에 다가서기』(효형출판, 2003),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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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문제로서 시골에서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움, 회한이 잘

나타나고 있다.

초가집은 산 밑에 희게 보이고 茅屋山前白

관솔불은 비 사이로 밝게 보인다. 松燈雨外明

어초들은 서로 해맑게 웃고 漁樵相解笑

동복들 역시 환영해 주네. 僮僕亦歡迎

노비들이 죽 먹으라 권하니 老婢勤饘粥

슬프구나 시골 정이라는 게 可憐丘壑情300)

산 아래 초가집, 비 사이의 밝게 보이는 관솔불, 해맑은 어초와 동복들

의 모습은 전형적인 전원의 이미지이지만, 전원생활이라는 것이 풍요롭

지 않음을 노비들이 죽 먹기를 권하는 현실을 통해 ‘가련하다’라는 소회

(所懷)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301)

사실, 시골이라는 뜻의 ‘countryside’의 어원을 살펴보면 컨츄리

(country)는 반대(contrast)에서 유래된 말로 전원은 사람의 반대편에 있

는 토지, 즉 도시민들이 마주하는 반대편의 풍경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미적 시선이 함의된 말이다.302) 이쪽 시선을 통해 볼 때 지평 너머 전원

풍경은 그리움을 자아내고 노스탤지어의 대상이지만, 지평을 넘어 저쪽

공간에 들어서게 되어 마주하는 현실은 지평 너머에서 가졌던 환상을 무

너뜨릴 수 있다.

도연명이 살았던 동진(東晋) 시기도 현대의 전원 선망의 풍조와 같이

정치적 혼란을 피해 전원으로의 은거를 선망하던 시기였다. 전쟁과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신선세계를 찾아 세상과 격리된

깊은 산중을 찾아 헤매는 유선(遊仙) 풍조가 만연하였다. 그러나 도연명

299) 성남 촌사에서 심회를 적은 네 수를 제정에게 적어 보낸다.
300)『叢刊』3,『遁村雜詠』,「城南村舍書懷 四首 錄呈霽亭 重九日」, p.356; 강동석,
「李集 詩에 있어서 孤閒의 정서와 市隱의 추구」,『동양한문학연구』제39권(동양한
문학회, 2014), pp.19-20 재인용.

301) 강동석,「李集 詩에 있어서 孤閒의 정서와 市隱의 추구」,『동양한문학연구』제39
권(동양한문학회, 2014), p.20.

302) 강영조, 앞의 책,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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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화원기』를 통해 당시 세인들이 무릉도원을 구복(求福)의 대상으

로 열망하며 그곳을 찾으려는 유선풍조에 대해 결국 ‘아무도 찾을 수 없

는 곳(後遂無問冿者)’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도연

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되돌아가고자 하는 곳(桃園)’이란 단순히

속세와 격리된 깊은 산 속의 ‘절경’ 또는 ‘낙원’을 찾아가자는 뜻이 아니

다. 자연의 섭리가 가르쳐 주는 무욕(無慾)과 무심(無心)의 땅으로 돌아

가자는 것으로 도연명의「음주(飮酒)5」시에도 이러한 귀의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초가집을 지었음에도 結廬在人境

수레와 마차의 시끄러움은 들리지 않는다. 而無車馬喧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으시는가? 問君何能爾

마음이 욕심에서 멀어지니, 사는 곳은 저절로 심심산골 心遠地自偏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꽃을 따노라니 採菊東籬下

유유히 남산이 보이는구나! 悠然見南山

산기운은 저녁노을에 더욱 아름답고 山氣日夕佳

나는 새는 짝을 지어 돌아온다. 飛鳥相與還

이러한 자연 속에 참다운 진리가 있으니 此間有眞意

말로 표현하려다 문득 할 말을 잊는다. 欲辨已忘言303)

여기서 ‘인경(人境)’이라 전원(田園)으로 번역한 이도 있는데, 전원의 의

미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세상과 격리된 산골, 산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속세라고 하더라도 무심(心遠)의 마음

만 있으면 세상의 번잡함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곳이 바로

심심산골(낙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단한 큰 가치라기보다 평범

한 일상(採菊)에 내재한 가치를 발견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남

산(南山:이상향을 상징하는 안식처)이 저절로 보인다(見)는 뜻으로 이상

향이란 찾으려고 집착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욕심과 욕망

을 버릴 때 저절로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304) 그래서 ‘잃어버린

303) 김용표, 앞의 글, pp.116 재인용.
304) 앞의 글, pp.116-118 참조.



- 200 -

지평’이라 지평 밖의 낙원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낙원이라

는 것은 지평 너머에 있지 않고, 인간이 거주하는 현실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오래된 진리를 망각 또는 상실했다는 의미를 일컫는다.

형식적 측면)

작품 3기의 가장 큰 형식상의 변화는 첫째, 기존 작품의 주요 제재가

‘도시’ 또는 ‘인물’이었으나, 이 시기의 주된 제재는 귀의로 인한 전원 중

심의 풀, 나무, 산 등과 같은 ‘자연물’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작품 1기와 2

기의 주된 색채대비는 ‘황토색과 청색’ 중심의 대립적 대비였으나, 이 시

기에는 ‘녹색과 청색’의 대비로 지평과 하늘의 조화, 화해 등을 암시하는

융화적 대비로 변화한다.3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경으로서 하늘의

색채는 작품 1기부터 3기까지 지속해서 유지된다. 단, 작품 1기에서는 청

색이 매우 밀도감이 높고 채색이 두껍게 쌓여 다소 무거운 느낌의 하늘

이라면, 작품 2기에서는 뭉게구름이 등장하고 좀 더 사실적이면서 밝은

정서를 나타내는 하늘로 변화한다. 그리고 작품 3기에서는 작품 2기 하

늘의 분위기가 지속되면서도 점차적으로는 뭉게구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그 자리를 보름달 또는 불꽃의 이미지가 대신하게 된다.

이 시기의 전반적인 주제는 귀의의 자연지평 표현이지만 표현방식에 있

어서 다양한 화면구성의 실험 및 뉴미디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다양한 매체의 응용 양상을 세부적으로는 보면,

전원지평과 ‘空’스톱모션애니메이션 → 보름달과 쥐불놀이 시리즈 →

letiscape(lenticular+landscape)로 표현방식의 변천이 보인다. 위의 뉴미

디어표현방식은 제5장 조형적 특징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이룩한 도시의 허상도 결국은 희망의 유토피아가 아닌 절망의

노스탤지어를 안겨주었다고 스베틀라나 보임은 말하였다. 그래서 연구자

의 작품 속에서도 쓸쓸히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을 통해 소슬한 현실지평

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화려함은 순간이고 자연은 영원하며, 인간이 세운

305) Ⅴ. 조형적 특징 2. 청색 중심의 보색대비(補色對比)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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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무너져도 강산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많은 예술가들이

아래 두편의 이백의 시와 같이 끝없이 노래한 것은 인간세상과 자연, 유

한과 영원의 명확한 대조이며 세월의 무상함이다.306)

월왕구천이 오나라를 격파하고 돌아오고 越王勾踐破吳歸

의로운 군사들도 집으로 돌아오매, 비단옷을 입었구나. 義士還家盡錦衣

꽃처럼 예쁜 궁녀들이 봄 궁전에 가득했지만 宮女如花滿春殿

지금은 단지 메추라기만 날고 있을 뿐이다. 只今惟有鶿鴣飛307)

어찌 산중(碧山)에 사는가 묻는다면 問余何事栖碧山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스스로 마음이 한가롭다. 笑而不答心自閑

흐르는 물에 복사꽃이 떨어져 아득히 흘러가노니 桃花流水杳然去

별천지(別天地)이지 인간세상은 아니라네. 別有天地非人間308)

그래서 위의 시와 같이 일시적 속세의 영화보다 탈속의 영원한 자연을

선택하고 귀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 것이다. 연구자도

도시의 번잡함, 높은 물가 등을 피해 남양주 호평동 전원도시로 이주하

게 된 사연에 대해 앞서 언급하였다.

[도 64] 남양주 석양 풍경 (2011년 10월 16일 17시 35분경 촬영)

306) 리쩌허우,『화하미학』, 앞의 책, p.183 참조.
307) 앞의 책, p.183 재인용.
308) 林貞玉, 앞의 글, p.267 참조.



- 202 -

그런데 전원으로 귀의한 이후 자주 접하게 된 풍경은 높다란 건물들의

삭막한 경치가 아닌 [도 64]와 같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석양풍경이었다.

[도 64]는 가을날 경기도 구리시 근처의 텃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한 후

에 바라보게 된 석양의 풍경을 촬영한 사진이다. 수확이라는 노동 후에

보게 된 붉은 노을의 석양은 소재로서는 전원풍경의 자연물을, 색채로서

는 녹색과 청색 표현의 변화를 이끈 창작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특

히 저무는 햇빛에 의해 형성된 언덕과 나무, 풀과 같은 자연물의 음영

실루엣이 암녹색의 색감으로 전원지평을 표현하는 색채표현의 계기가 되

었다. 도시의 건물 숲에 둘러싸여 지내다가 전원으로 이주한 후에 보게

되는 원경의 석양 풍경은 도시 석양과는 다른 안식을 선사하였다. 그러

나 작품 3기의 전원풍경은 특정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 아니며 절경이나

명승지의 표현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자연이다. 그러나 그마저 지금은 신도시 재개발로 인

해 텃밭에는 아파트 숲으로 채워져 버렸다.

「비시(扉詩)」

김달진

유월의 꿈이 빛나는 작은 뜰은

이제 미풍이 지나간 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우고

살찐 암록색(暗綠色) 잎새 속으로

보이는 열매는 아직 푸르다.309)

위 시의 ‘비(扉)’는 사립문을 뜻하며 통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문을 들어

서자 보인 작은 뜰에 감나무가 미풍에 흔들리는 장면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첫행의 나오는 시어를 제외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가 배제

된 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10) 작품 2기의

건물의 출입구 또는 창을 통해 작품 3기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자연지

309) 진해시김달진문학관,『그리는 세계 있기에-월하 김달진 시인의 시와 생애』(리아미
디어, 2008), p.8.

310) 陳琳, 앞의 글, p.5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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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묘사도 김달진(金達鎭, 1907-1989)의 시와 같이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란 찰나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본원적 모습이다. 특히 작품의 모티브가 된 실제의 석양풍경은

붉은 노을에 뭉게구름 가득한 매우 낭만적이고 극적인 경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경치가 아니라 보다 항구

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으로서 담담하게 단조로운 색상으로 대상을 표현하

였다. 도시 표현은 특정 장소로서 실지성을 투영하면서 익명의 도시로서

의 보편적 특성을 구현한 것이다. 반면에 전원풍경의 자연물은 특정 지

역 또는 식물이 표현 대상이라기보다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자연 풍광

을 소재로 삼았다. 즉, 소재로서 대상을 취합한 장소는 있으나 특정한 자

연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평범한 자연으로 환원한 것이다.

[도 65]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눈보라 속의 증기선〉, 1842, 캔버

스에 유채, 91.5×122㎝, 영국 런던테

이트갤러리

[도 66] 존 컨스터블,〈건초마차〉, 1821,

캔버스에 유채, 130.2×185.4㎝, 영국 런

던국립미술관  

그래서 서양화에서 보이는 낭만적 농촌의 풍경, 풍차가 있는 고요한 평

원, 야외 소풍과 파티, 그리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천둥과 번개 등 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자연의 위력을 정복 또는 소유하는 풍경화와는 구별된

다.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의 자연표현 작품

[도 65]를 보면 소용돌이치는 눈보라가 자연의 가장 숭고하고 웅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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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여주며,311) 컨스터블(John Constable, 1776-1836)[도 66]은 전원

의 로맨틱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화에는 인위적으로 자연

과 대치하거나 자연을 정복하는 그림은 드물다. 연구자의 자연 지평도

인간이 정복하거나 압도하는 자연이 아니라 소요유(逍遙遊) 하는 본연의

자연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자연이다. 그래서 서

양 풍경화의 황량하고 망막한 강, 사람과 교류가 없는 거대한 공간, 사람

을 놀라게 하는 천둥과 번개, 긴장과 갈등의 희극적 정경, 비극적 분위기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312) 더욱이 이 시기의 자연은 감상하면서 즐기는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몸소 그 안에서 생활

하는 장소이다. 서양화는 주체와 대상의 간격을 통해 시각으로 자연을

감상했다면, 동양화는 주체가 그림 안에 들어가 유희하게 된다. 더욱이

텃밭도 가꾸고 북한강가에서 낚시도 즐기면서 한층 더 자연과 빈번해진

교류는 자연에 대한 친숙함을 더욱 강화하였다.

3기 2기

[표 12] 작품 3기와 작품 2기의 지평선의 위치 비교  

작품 1기에서는 땅은 있으나 뿌리내릴 수 있는 지평의 상실로서의 허

구, 허상의 의미를, 작품 2기는 지평의 출현을 통한 이상향의 탐색과 관

311) E.H. 곰브리치, 백승길 외 역,『서양미술사』(예경, 1997), pp.492-493.  
312) 리쩌허우,『화하미학』, 앞의 책, p.185, 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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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의미를 가졌다면, 작품 3기는 자연으로의 되돌아감을 통한 지상과

천상의 화해, 융합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된다.

작품 3기의 작품에도 지평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표 12]의 하얀

점선과 같이 지평선의 위치가 비교적 낮게 깔리면서 원경으로서의 거리

감을 확보하고 보다 넓어진 하늘과 평원의 지평을 형성한다. 작품 2기의

지평선이 다소 눈높이보다 높게 쳐다보는 고원적 평원 지평이라면 작품

3기의 지평선은 낮은 시각의 평원적인 시점을 보인다. 이는 곽희가 말한

바와 같이 “평원의 시각은 융화된 장면으로 경쾌하게 펼쳐져 있으면서

무한감이 감도는 것처럼 보인다.(平遠之意沖融而縹緲)”를 추구한 것이다.

곽희의 평원 인식은 바로 충융(沖融; 온화함)과 충담(沖澹; 조용하고 깨

끗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유해탈의 정신이며 동시의 장자의

위진현학이 추구했던 이상향의 지평이다.313) 그리고 하늘은 이상향에 대

한 노스탤지어가 투영된 염원이자 소망의 상징적 매체이며 동양예술의

원(遠)의 추구를 대위하는 공간성의 반영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품은

평면화된 색채로 인해 평원의 산수화가 자아내는 깊고 그윽한 유현(幽

玄)의 맛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기(大氣)로서의 공간감을

선인들은 발묵이나 빈 여백으로 표현

했지만, 연구자는 하늘 자체를 단색조

의 청색안료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추구한 것은 수묵

화의 아득한 대기감보다 이상향의 상

징체로서의 청명한 푸른 하늘의 재현

이며, 원(遠)의 대기감을 평면적 색채

이분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단

색의 평면화된 표현은 하나의 막

(layer)과 같이 보임으로써 심도를 나

타내는 데에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면의 레이

313) 지순임, 앞의 책, p.182.

[도 67] 레이어 간의 간극으로

공간감을 나타내는 렌티큘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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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레이어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 보다 입체적인 공간감 형성할 수 있

는 새로운 방식으로 렌티큘러(lenticular)를 응용하게 되었다. 렌티큘러는

[도 6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숲, 불꽃, 보름달 세 개의 레이어 간의 간격

을 형성하여 물체 간의 깊이감을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심도를 드러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 68] 예찬,〈어장추제도(漁庄秋霽圖)〉와 나형민,〈Standing on the horizon〉

의 지평비교

화면구성 상의 평원적 구도가 나타난 작품〈Standing on the horizon〉

[도 68]은 전면부의 나무와 뒷배경의 지평이 위치한 예찬의 작품 유형과 유

사하다. 평원산수의 대표작인 예찬의 그림〈어장추제도(漁庄秋霽圖)〉[도

68] 또는 〈용슬재도(容膝齋圖)〉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근경(近景)과

원경(遠景)의 수평배열 가운데 호수로서의 여백이 중경(中景)에 등장하

는 3단식 구도가 채택되어 있다. 지극히 먼 곳으로서의 배경에 나지막한

산수지평을 배치하여 넓고 무한한 부감시적인 평원 구도를 형성한다. 그

러나 연구자의 작품은 감상자의 눈높이와 평행한 일직선 상의 평원풍경

을 형성한다. 따라서 예찬의 그림 상에 보였던 2번의 지평이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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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상에서는 1번 지평 너머 형상이 없는 비가시적 지평으로 존재한다.

이는 자연으로서의 지평선이 이상향의 끝이 아니라 그 지평 너머에 또

다른 지평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지평 너머의 ‘먼 곳을 바라본다’라

는 ‘원’의 의미는 현실세계를 넘어 아득한 현(玄)의 세계로 나아감을 상

징하는 말로서 도시풍경에서 보여주었던 운동감 있는 질주의 대상으로서

의 목적지 또는 욕망의 끝이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 평담한 지평을 의

미한다. 소위 ‘평담(平淡)’이란 평범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평이하고

소박하지만 함축적인 언어로 풍부하고

도 깊은 내용을 함의하며 일종의 그윽

하고 깊은 매력의 예술풍격을 의미한

다.314) 그래서 이전의 작품과 비교하여

분주한 도시의 일상이 있지도 않고 사

람마저도 보이지 않는 풍경은 유종원

(柳宗元, 773-819)의 시 「강설(江雪)」

의 “깊은 산에는 새들이 날지 않고 모

든 길에는 인적이 끊겼다.(千山鳥飛絶

萬逕人踪滅)”와 같이 적막한 기운마저

감돈다. 적막하고 소슬한 분위기는 작

품 2기의 작품 【작품 20】〈경계에 서

다 -무지개 언덕〉에서도 감지되었던

정서이다. 그러나 작품 3기에서는 적막

함보다는 건물, 인물, 집과 같은 경물들

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담담하고 간결하

게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겹치고 포개져

있는 위압적인 대관산수(大觀山水)[도

69]와는 다르게 다소 쓸쓸하면서 아득

한 ‘평원산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314) 문명숙,「宋代 詩論의 美學 特性 硏究」,『人文科學硏究』제2집(가톨릭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97), p.154.

[도 69] 이성, 〈청만소사도〉,

북송, 비단에 수묵, 115.5×56㎝,

미국 캔자스시티 넬슨-앳킨스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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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시의 동적인 풍경에서 점차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정적 풍경으

로 작품이 변화해 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고원, 심원과 같은 시선에

의해 구축되는 수직적 구도의 장엄함이 아닌 넓은 공간으로 펼쳐지는 수

평적 구도와 무한의 평담함으로 전개된 것이다. 동양화의 평담미는 아득

하고 고아한 분위기 속에 어디가 산인지, 호수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지

만 연구자 작품의 평담미는 분명한 지평선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녹·청의 대비는 황·청의 보색대비와 달리 이분화되었다기 보다 융

화되고 조화된 관계를 나타낸다. 동양인들이 지상과 천상의 바라보는 시

각은 이분화된 관계가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공명의 시각이다. 이러한

공명을 간과하고 개별적 사물과 그것의 속성에 집착하게 되면, 아주 기

본적인 인과관계 또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실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돌 자체에 ‘중력’이라

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고, 나뭇조각이 물 위에 뜨는

것은 나뭇조각 내에 ‘부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

은 외부의 힘과 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발생한 오류이다. 반면 동양사람들은 내부와 외부, 인간과 우주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명 공간’으로 파악하였다.315) 따라서 작품 3기의

지평도 하늘과 땅, 안과 밖, 자아와 타자를 나누는 경계선이 아니라 궁극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명공간이자 화해의 지평으로서 색채대비가 이루

어진다.

전원으로의 이주는 자연이라는 이상향으로의 귀향을 뜻하지만 진정한

이상향의 정착,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

기와 저기의 지평은 다르지 않으며 실제로 전원에서 생활해보니 또 다른

삶의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작품 1기부터

3기까지 지속적으로 모색한 ‘이상향 부재’의 문제는 공간과 시간의 지평

315) 동양인들은 인과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공간 전체의 복잡성에 주목하면서 어떤 식
이든지 수많은 힘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동양인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도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갈릴레오 훨씬 이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자석과 공명의 원리뿐만 아니라 갈릴레오조차도 깨닫지 못
했던 달의 운동과 조류 사이의 연관성도 이해하고 있었다. 리처드 니스벳, 앞의 책,
p.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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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이상향을 바라보는 인간 내면의 지평 문제임을 성찰하게

된다. 그래서 지평을 태운다는 쥐불놀이 작품 속에 불꽃의 발화는 새로

운 출발로서의 정화, 재생의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지평에 대한 자각,

재인식을 드러낸 상징체이다. 그래서인지 작품 3기의 후반기에는 다양한

조형적 실험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매체실험이 이루어진다. 특히, 평원의

풍경에서 쥐불놀이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고요하고 정적인 화면에 불꽃을

통한 동적 변화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인간염원의 절대적인 상징체로서

보름달이 등장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는 달리 중심부의 하늘을 점

하게 된다. 그리고 심산형의 낙토를 표현한【작품 47】〈낙토(樂土)〉,

【작품 48】〈명승(名勝) - 울산바위〉은 고원형의 산수화로 구현된다.

이는 평담미만으로 낙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찰의 반영이

다. 따라서 [표 13]과 같이 다변화된 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러한 변화의 양상과 조형성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Beyond the Horizon〉

(2013)
〈쥐불놀이〉(2017) 〈낙토〉(2018)

〈지평 위에 허수아비〉(2018)

[표 13] 3기 작품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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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형적 특징

1. 심산형(深山型)과 해도형(海島型)

동서양의 이상향은 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하나의 섬과 같이 고립된 형

태로 시작되는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도연명의 ‘무릉도원’, 홍길동

전의 ‘율도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이상향이 섬의 형태로 되는 것

은 꿈꾸는 시간과 공간을 현실로부터 분리하여 이상세계를 설정하는데

불가결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 또

는 도피하려는 의식이 다른 상황들로 인한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 현실적

인 삶의 조건으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세계가 요구된다.316) 그리고 아무

도 범하지 않은 미개척지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가 투영되어 있다.

심산형(深山型) 해도형(海島型)

·남북나대동 - 함경북도 경성

·석룡굴 - 평안남도 영원

·소라동천 - 호서317) 내포

·여진동 - 함경북도 무산

·오음동 - 황해도 곡산

·용화동 - 경북 상주

·우복동 - 상주, 청원, 보은

·이화동 - 강원도 회양 금강산

·청학동 - 지리산 설화

·하렴지 - 강원도 강릉

·회산동 - 평안남도 성천

·단구 - 고성

·무인공도

·율도국

·의도

·이어도 - 제주도

[표 14] 한국의 심산형 이상향과 해도형 이상향

특히, 지형적으로 고립된 한국의 이상향은 [표 14]와 같이 깊은 심산유

316) 김종회, 앞의 책, p.23.
317) 충청남·북도의 별칭으로 제천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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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 이상향이 성립된 심산형(深山型)과 섬의 형태로 이루어진 해도형(海

島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318)

연구자의 작품의 경우 부양도시 연작으로 【작품 14】〈부양도시(浮揚

都市)〉(2004), 【작품 15】〈부양도시 - the Rising City〉(2005), 【작품

16】〈the Heavenly City〉(2006), 【작품 18】〈Wings of Desire〉

(2007), 【작품 19】〈Stairway to Heaven〉(2008)이 해도형의 이상향을

구현한 대표작이다. 반면, 2013년 귀거래사 이후에 전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작품 41】～【작품 48】은 심산형의 표현으로 범주화 할 수 있

다.

심산형 해도형

[표 15] 심산형과 해도형 이상향 작품 유형 비교

318) [표 14]는 최원석,「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대한지리학회지』제44
권(대한지리학회, 2009)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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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심산형이라 해서 반드시 심심산골에 표현된 이상세계만을 지칭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작품 중에서는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 고원

또는 평원의 시점을 유지하면서 마치 자연적 풍경 너머 어딘가 이상세계

가 있을 법한 향수를 자아내는 작품들을 통칭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심산형 작품으로는 [표 15]의 설악산을 배경으로 표현한 〈명승(名勝)-

울산바위〉(2018), 운문산을 배경으로 한 〈낙토〉(2018)이다.

해도형의 경우 말 그대로 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해도형 이상향이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다. 홍길동에게 섬

이란 기존의 세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세계와의 공존, 병립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바다라는 공간이

두 세계의 간섭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319) 그러나

연구자에게 섬이란 반드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이 고립된 지역, 형태를 포괄한다. 특히 율도국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상향이라면 연구자의 작품은 하늘을 중심으로 독립되어

있는 이상향이다.

르네 마그리트,
〈피레네의 성(The

Castle of
Pyrenees)〉
1959  

미야자키 하야오,
〈천공의 성 라퓨타
(天空の城ラピュタ )〉

1986

나형민,
〈Wings of Desire〉

2007

[표 16] 대표적인 부양(浮揚)형의 이상향

319) 최윤희,「고전소설의 바다 건너 신세계 지향과 의미」,『한국고전연구』제26권(한
국고전연구학회, 2012),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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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율도국과는 차별화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부양형의 이상향은 회

화작품이나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표

16]의 르네 마그리트의〈피레네의 성(The Castle of Pyrenees)〉과 미야

자키 하야오의 일본 애니메이션〈천공의 성 라퓨타(天空の城ラピュタ

)〉가 대표적이다. 연구자의 작품 중에서도 〈Wings of Desire〉와 같은

해도형의 이상향을 부양도시 시리즈로 제작하였는데,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을 하늘의 떠 있는 천상(天上)의 이상세계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마그리트의 작품〈피레네의 성(The Castle of Pyrenees)〉은 마치 중력을

거부하듯이 부양하고 있다. ‘The Castle of Pyrenees’는 백일몽을 뜻하는

프랑스식 관용어로 비현실적인 ‘허공 위의 성’을 의미한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은 뉴턴의 절대과학적 사고 또는 객관적 인식론에 저항

하며 실재성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기 위한 작품이다. 그의 독창적인 상

상력은 후대에 회화,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등 다양한 장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의 〈천공의 성 라퓨타〉가

대표적이다. 〈천공의 성 라퓨타〉는 1986년도에 제작된 스튜디오 지브

리(STUDIO GUIBLI)의 첫 번째 작품으로, 〈미래소년 코난〉(1978),

〈바람계곡의 나오시카〉(1984)와 함께 미야자키 하야오의 소위 포스트

묵시록 3연작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포스트묵시록은 전염병, 생태적 파

괴, 인공지능의 반란과 같이 인간 스스로 창조한 과학 기술 문명에 의해

성서에 예언된 묵시록과 같이 인류가 파멸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유일의 피폭 경험, 냉전체제에 대한 불안,

눈부신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정신세계

의 황폐 등등 일본인 특유의 모노노아와레(物哀れ)320)가 결합한 독특한

세기말 풍경을 선보이고 있다.321) 이런 세기말 의식 속에 라퓨타는 인간

이 꿈꾸는 이상향으로 하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천공의 도시로 그려진

다.

320) 모노노아와레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특유의 슬픔이나 비애, 고독하고
외로운 감정, 통렬함, 허무감, 불안, 자기연민, 소외감, 망상 등을 수반하는 일종의 ‘체
념’을 뜻한다.

321) 박기수,「〈천공의 성 라퓨타〉, 환멸과 의지 사이」,『대중서사연구』제26권(대중
서사학회, 2011),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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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리트의 부양성이 한낮의 꿈과 같은 환상으로 초현실적인 측면이 강

하다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부양성은 지구 파멸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도피처이자 꿈꾸는 이상적인 낙원으로 그려졌다. 반

면에 연구자는 도시에 투영된 현대인들의 욕망에 대한 허상의 시뮬라크

라를 부양성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비행기 등

은 섬과 같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은 곳임을 암시

하면서 부양형 이상향에 대한 신비감을 부가하였다. 이와 같은 부양성을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이야기하였다.

나형민은 한지에 현대의 도시풍경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법적 특

성이라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하늘을 푸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채색하고

배경 앞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황토색의 토분으로 채색함으로써 강한 대비감

을 보여주는 화면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현대의 도시가 안고 있

는 여러 문제점들을 신기루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나형민의 도시는 하늘을 배

경으로 공중 부양하는 듯한 상태에 놓여있다. 마치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뿌리내리지 못한 현대인의 불안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듯하다.322)

〈Stairway to Heaven〉[도 70] 인스톨레이션은 대표적인 부양형의 설

치작품이다. 부양도시 시리즈의 대표작인 〈Stairway to Heaven〉대형

작품을 중심으로 설치작업을 시도하였다. 솜털을 활용한 구름의 재현과

중앙에는 LED전광판을 걸어서 부양도시 작품 이미지를 입체구조적 설

치로 재구현하였다. 솜털은 스티로폼으로 몸체를 만들고 겉은 의학용 솜

을 부착함으로써 구름을 재현하였고, LED전광판은 홍보용으로 지금도

흔하게 사용되는 전광판을 활용하였다. 감상자의 시선보다 낮게 배치된

LED전광판에는 Utopia, Heaven, Paradise, Eden, Acadia, Cockaigne, El

Dorado, Shangrila… 등등 이상세계를 지시하는 명사들이 끊임없이 순환

하며 비친다. 따라서 LED전광판은 이상향을 기호적으로 명시하면서 이

상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감상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322) 최은주,「하늘-마음의 캔버스」,『遊於空, 하늘에서 노닐다 (그룹전 도록)』(63스카
이아트 미술관), 200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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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0] 나형민,〈Stairway to Heaven〉설치장면 (갤러리 쌈지, 2009)

심산형은 지형적으로 산수자연이라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전통적

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현실 또는 세속과 반대되는 곳으로서 탈속의 공간이다. 즉 현실

과 분리된 공간으로서의 고립된 이미지 또는 분리된 공간으로서의 가상

의 공간이 산수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둘째는 우주의 기본법칙 또는

질서가 현현하는 근원적 공간으로 소위 동천복지형323)의 이상향이다. 동

양의 전통적인 이상향은 서양의 시간적인 유형보다 공간적인 유형이 많

고, 지상의 동천(洞天)에서 친자연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한다. 더욱이 한

323) 동천복지(洞天福地)는 신선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동천’은 동굴 속의 별천지를 뜻하
고 ‘복지’는 자연과 인간의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중국
당대 10대 동천, 36소동천, 72복지 등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동천은 『도화원기』의
도원과 같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
람들은 심산유곡의 명승지에 동천이라 명명하거나 원림(園林), 별서(別墅)를 조성하여
동천을 구현하려고 하였는데, 조선시대 윤선도의 동천석실(洞天石室)이 대표적인 예
이다. 동천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후 조선시대 많은 시와
기행문 등에 불로불사의 신선이 사는 장소이자 이상향으로 언급되었다. 국립중앙박물
관,『한국의 도교문화』(디자인공방, 2013).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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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이상향은 사회적 성격의 이상향보다 자연귀속적 속성이 강하다. 특

히 공간적인 이상향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 반영되는데 한국에 동

천복지형 이상향이 많은 이유를 이규경(178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우리나라의 형세는 험준하다. 산이 서리고 물이 휘돌아 양의 창자처럼 구불

거리고 새라야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동천복지

가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릉도원 같은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324)

동천이라는 지형은 동구가 닫힌 듯 좁고, 안쪽의 들녘이 넓은 항아리

모양의 분지형 모습으로 어머니 품속(자궁)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인

간의 의식 저변에 자리 잡은 모성성에 대비된 상징심리가 동아시아의 산

수 환경에 투영되어 동천복지형의 이상향으로 외화된 것이라고 최원석은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에서 언급하였다.325)

연구자의 경우, 2013년 전원으로 이주한 이후 도시와 구별되는 공간으

로서 탈도시, 탈세속의 심산형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초기는 불특정의

자연환경을 소재로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명산을 제재로 한 심심산골 유

형의 이상향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평원법 시각에 중첩된 레이어 형식에

서 명산을 감싸려는 자궁과 같은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계기는

2018년도 평창올림픽기념 강릉아트센터 기획전에서 ‘강원도의 자연, 산

수’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세와는 분리된 탈속

의 공간으로서 설악산에 대한 관심과 울산바위를 소재로 작업을 한 것이

명산을 중심으로 한 심산형의 작품제작 모티브가 되었다. 이러한 심산형

의 작품들이 우주의 기본 질서가 현현하는 근원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한

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상적인 공간을 선보이기

위한 취지보다 산수자연 속에서 자아 스스로를 반추하며, 현실의 어려움

에 대한 극복과 탈속의 공간으로서의 이상을 강구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324)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靑鶴洞辨證設」, “海東形勢險阻 山盤水廻 無非羊腸
鳥道 故間多洞 天福地 如中原武陵桃源…不可一二道也”

325) 최원석, 앞의 글, pp.74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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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원(高遠)과 평원(平遠)

동양의 전통적인 시방식인 삼원법은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

을 말한다. 이는 세 가지의 다른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

다. 곽희의 『임천고치(林泉高致)』, 「산수훈(山水訓)」에 삼원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에 구름이 없다면 빼어나지 못하고, 물이 없다면 아름답지 않으며, 도로가

없다면 활기가 없고, 나무와 숲이 없다면 생기가 없다. 심원(深遠)이 없으면

얕게 보이며, 평원(平遠)이 없으면 가깝게 보이고, 고원(高遠)이 없으면 낮게

보인다.

산(을 그리는 데)에는 삼원(三遠)이 있다. 산 아래에서 산마루를 쳐다보는 것

을 고원이라 하고, 산 앞에서 산 뒤를 넘겨다 보는 것을 심원이라 하며, 가까

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 한다.326)

삼원은 산이 멀리 보이게끔 하는 표현기법으로 보는 감상자로 하여금

깊고 아득하게 보이도록 하여 실재적인 공간감을 제공하였다.327) 이후

앞장의 지평의 의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는 눈앞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거리(遠)를 품은 우주의 형이상학적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삼원법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고원은 관망자가 비교적 낮은 곳에 있

어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관점이다. 올려다보는 시점을 강조하여 산이

더욱 높고 웅장하게 보이게 한다. 평원은 평탄하고 광활한 공간감을 위

하여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조망하듯 트인 공간으로 시선이 뻗어 나가

는 것이다. 따라서 평원은 수평적 시점으로 관망자의 시선이 무한으로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 심원은 앞뒤로 겹겹이 들어선 산악의 깊은 형

세를 표현하기 위해 산의 앞에서 산의 뒷면을 조감하듯 드러내는 방식이

326) 郭熙,『林泉高致』,「山水訓」, “山無雲則不秀 無水則不媚 無道路則不活 無林木則
不生 無深遠則淺 無平遠則近 無高遠則下 山有三遠, 自山下而仰山顚 謂之高遠 自山前
而窺山後 謂之深遠 自近山而望遠山 謂之平遠” 兪崑 編著,『中國畵論類編』(華正書局,
1977), p.639; 장언원 외, 앞의 책, p.157 재인용.

327) 강영조, 앞의 책,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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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관망자의 시선이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며 위에서 아래를 굽

어본 것처럼 겹겹이 쌓인 산이 포착된다.

[표 17]과 같이 곽희의 〈조춘도(早春圖)〉에서 한가운데 우뚝 솟은 주

산을 우러러보게 되는 시점이 고원법이고, 화면 왼쪽에 먼 산을 조망하

는 시점이 평원법이며, 아래의 폭포가 있는 산중을 조망하는 시점이 심

원법의 예이다.

고원 ↗ 평원 → 심원 ↘

[표 17] 곽희의 〈조춘도(早春圖)〉중에 고원, 평원, 심원의 예시

회화에서 시각법에 따른 구도의 문제는 경영위치와 같은 포치의 문제이

지만 이러한 시각법이 시각인식체계와 심미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철

학과 미학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삼원법은 고정된 서양의 일점투시나 질

서적인 원근법과 달리 동양의 이동시점에 따른 종합적인 공간지각방식을

보여준다. 삼원은 동양의 원근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법 이상의 심미의

식을 내포하고 있으며，이후 산수화 시방식의 기본사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삼원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산수화 양식은 북송시대의 대관산수

화(大觀山水畵)이다.328) 특히, 북송대(北宋代 60～1126)에 곽희(郭熙)는

종병의 ‘와유사상’을 구체화하여 가행(可行)․가망(可望)․가유(可游)․가

거(可居)의 산수화를 묘품(妙品)329)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가고 싶

328) 김재숙, 앞의 글, p.86.
329) 郭熙,『林泉高致』,「山水訓」, “世之篤論 謂山水有可行者 有可望者 有可游者 有可
居者 畫凡至此 皆入妙品 但可行可望不如可居可游之為得 何者? 觀今山川 地占數百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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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거기에 살고 싶도록 그려야 한다는 산수화

의 이상을 제시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재현하

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 된 자연과의 합일의 정신이 산수자연물 형

상을 통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대상에 시선을 고정하는

서양의 풍경화에 나타나는 질서적이고 수리적인 일점투시법이나 원근법

과는 다르다. 그리고 광선에 따른 명암, 음영, 색채 등을 초월하여 산수

의 내적 항상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객체와 주체, 현실세계와 회화세계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려는 종합적 사고와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을 공

유할 수 있고 상하좌우로 시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태(運動

態)의 시방식視方式)을 택했기 때문이다.330) 그래서 동양화가들은 산수를

유람하면서 개별적인 장면의 모습을 맘에 담아두었다가 화실로 돌아와

다양한 시방식을 동원하여 입체적인 공간으로 산수를 재조합하였다.

삼원(三遠)이란 서양의 일루전(illusion)으로서 2차원의 평면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 심미적인 관점이 투영된 것임

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시각법은 고원

이 가미된 평원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재현의 관점을 넘어 이상향의 노스

탤지어에 대한 심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을 강조하기 위해 평원 시점을 취한다. 전통적인 시방식인 삼원법

은 한 화면에 모든 시점을 유기적으로 구현하여 실재감을 취한다면 연구

자의 작품에는 평행 시점 또는 약간의 고원이 가미된 평원 시점이 주를

이룬다. 곽희는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 한다.”

可游可居之處 十無三四 而必取可居可游之品 君子之所以渴慕林泉者 正謂此佳處故也
((산수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확실한 논의로서, 산수에는 한번 지나가볼 만한 것, 멀
리 바라볼 만한 것, 자유로이 노닐어볼 만한 것, 그곳에서 살아볼 만한 것 등 네 가지
가 있다고 한다. 그림은 무릇 이러한 ‘여러’ 경계의 표현이 가능함에 이르러야 모두
묘품(妙品)의 경지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볼 만한 것과 멀리 바라
볼 만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볼 만한 것과 자유로이 노닐어볼 만한 것이 어떤 것(즉
산수풍취)을 얻게 됨만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산천지형을 보면 수백 리를 점거한
지역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이 노닐어 볼만하고 그곳에서 살아볼 만한 곳이 열중에 서
넛도 되지 못함으로 반드시 거기에서 살아볼 만하고 자유로이 노닐어볼 만한 품격을
가진 곳을 취하는 것은 군자가 임천을 갈망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곳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兪崑 編著, 앞의 책, p.632; 장언원 외, 앞의 책, p.129 재
인용.

330) 김병종,『중국회화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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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그래서 평원 시점은 [도 71]과 같이 넓고 광활한 공간을 표

현하기에 적합하다.

[도 71] 평원법적 시각이 반영된 대표작

[도 71]은 도시와 전원풍경을 묘사한 작품 중에 평원의 시점이 잘 나타

난 작품들이다. 산수화에서는 조그만 지형의 기복이나 경물의 포치로 인

해 지평이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인 면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연속

면이 공간의 깊이를 증폭시킨다. 그리고 불연속면에 형성된 은폐지는 유

심(幽深)의 경지를 연출한다. 평원 시점에서 불연속면은 얕은 구릉이 대

부분이지만 산 중턱에 운무로 가리는 공기 원근법이 가해지면 더 아득한

공간감을 자아낸다.331) [도 71]의 왼쪽 작품〈Where do I live?〉는 경

물이 산수에서 건물로 바뀌었을 뿐, 곽희가 이야기한 평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감상자의 시선은 도시경물보다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풍경은 원근감(perspective) 있게 펼쳐진다. 이것은 도시건물들이 광

활하게 펼쳐진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자신의 거주지 또는 위치 찾기를

위한 조망에 맞춘 구도법이다. 시점의 위치와 더불어 크기의 대소, 명암

의 경중을 통해 원근감을 자아내고 있고 지평선은 멀리 아득하게 펼쳐진

다. [도 71]의 오른쪽〈수평 위에 놓인 풍경〉은 토분과 수묵담채를 병

331) 강영조, 앞의 책,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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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동양화의 느낌과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이다.

〈수평 위에 놓인 풍경〉은 강화도의 갯벌 풍경이라는 특성상 특별히 불

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인 경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무한으로 넓게 펼쳐진

평원의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위와 같이 평원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대다수의 작품들에서는 고원적 평원 시점이 많이 보인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고원적 평행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평선의 풍

경은 감상자와 눈높이와 같은 평행적인 시점을 취하며, 중앙에 서 있는

건물들은 평행의 시점보다 다소 높은 고원의 시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고원적 평원 시점으로 배치된 경물들의 지평선은 파란색의 하늘과 극명

하게 대비를 이룬다.

고원 → 심원 ← 평원 고원 → 평원 → (심원)

[표 18] 범관,〈계산행려도〉와 나형민,〈경계에 서다Ⅰ〉의 시점 비교

[표 18]의 범관(范寬)의 〈계산행려도(谿山行旅圖〉는 고원에 해당하

는 거대한 비석과 같이 우뚝 솟아 있는 뒷산과 앞의 전경 사이에 심원법

을 반영하여, 안개와 더불어 깊은 산중유곡 분위기를 자아내는 대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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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표 18]의 오른쪽 작품〈경계에 서다Ⅰ〉는 대관산수도와 같은

웅장함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계산행려도〉와 같이 전면부에 고원법

의 건물이 자리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뚝 선 지표석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뒷배경으로 지평선을 따라 평원의 풍경이 자리한다. 〈계산행려

도〉는 고원과 평원의 풍경 사이에 심원이 배치되어 깊이를 자아내고 있

다면, 〈경계에 서다Ⅰ〉는 심원에 해당하는 이상향의 모습이 고원과 평

원 풍경에 가려져 지평선 너머에 비가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포치법은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심원으로 도원이자 이상향을 드러내는

방식과도 차별화된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원의 시

각으로 산수를 전개하면서 현세의 세계를 표현하였고, 오른쪽 상부에 위

치한 도원의 풍경은 부감시(俯瞰視)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반면에 연구

자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평원법적인 구성에 감상자의 시선이 다소 낮은

위치에 점하게 된다. 건물이나 식물의 스카이라인을 통해 지평은 묘사되

지만 감상자의 상상에 의탁할 뿐, 이상세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

는다. 도리어 지평 너머에 무언가 또 다른 미지의 세계가 잠겨 있을 거

같은 시각법을 통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지평 너머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

으로서 노스탤지어를 유발한다.

곽희는 공간의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절과 운무의 장치를 잘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산을 높게 하고자 하면 산을 다 드러내서는 높아 보이지 않으며, 안개와 아

지랑이로 산 중턱을 가려 놓으면 높아 보인다. 물을 멀리 보이도록 하고자 하

면 물을 다 드러내서는 멀게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가리고 비쳐서 그 물결을

잘라놓으며 멀게 된다.332)

위의 의미는 안개와 아지랑이 같은 요소로 산이나 물의 흐름을 가리거

나 드러냄을 통해 공간의 깊이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 72]

곽희의 〈조춘도〉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332) 郭熙,『林泉高致』,「山水訓」, “山欲高 盡出之則不高 煙霞鎖其厭 則高矣 水欲遠
盡出之則不遠 掩映斷其派 則遠矣 兪崑編著” 兪崑 編著, 앞의 책, p.639; 장언원 외, 앞
의 책, p.15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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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2] 곽희,〈조춘도(早春圖)〉,

북송, 비단에 수묵담채, 108×158.3cm,

대북 국립고궁박물원

 
[도 73] 정선,〈보덕굴(普德窟)〉, 조선

후기, 비단에 수묵담채, 36×37.4cm, 국립

중앙박물관

그러나 정선의 〈보덕굴(普德窟)〉[도 73]은 이러한 요소들이 간과되어

있다. 〈보덕굴〉작품을 보게 되면 중앙의 깊이 패인 계곡을 중심으로

산들이 심원의 기법으로 멀리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투명하게

드러난 계곡은 곽희 〈조춘도〉와 달리 깊이감이 떨어진다. 이를 두고

간송미술관장 최완수도 “벽하담을 중심으로 아래위로 이어진 물줄기는

조금도 길고 멀며 그윽(長遠幽深)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평가하였

다.333) 이는 깊이감을 유발하기 위한 적절한 안개와 아지랑이의 사용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삼원법은 그 시각법 자체로 공간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물과 경물,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와 구도 속에서 그윽하고 아득한 공간감을 연출하

333) 강영조, 앞의 책,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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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따라서 산수화는 관계의 미학이다. 그러므로 지평 중심의 시

각법도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연구자의 작품도 ‘도시와

하늘’ 또는 ‘전원과 하늘’ 두 가지의 경물로 나뉘는데,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듯 통합된 관계성을 통해 공간감을 형성한다.

[도 74] 나형민,〈Standing on the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작품〈Standing on the horizon〉[도 74]는 ‘전원과 하늘’ 두 개의 경물

로 구분된 대표작이다. 그러나 자연물의 지평과 파란 하늘 두 개의 경물

사이에는 명도와 색감의 차이가 분명하여 곽희 〈조춘도〉와 같은 아득

한 공간감을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땅과 하늘의 느낌이라기

보다 무대막과 같이 평면스럽다. 또한 작품에 구름이 등장하는데 지평선

후면부에 배치되어 근경의 나무와 원경의 하늘 간의 심도를 나타내고자

하나 곽희가 말한 운무로서의 공간감을 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

다. 곽희의 운무가 신비스러우면서 깊은 심산유곡의 정취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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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구자는 분명하게 구분된 지평과 하늘, 초록색과 청색의 색감으로

이분화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이 지평과 하늘을 화면상 다른 차원

의 공간으로 분리함으로써 지평 너머 보이지 않는 비가시태의 이상향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는 화면구성법으로 응용하였다.

3. 청색 중심의 보색대비(補色對比)

연구자의 작품의 대표적 스타일은 색채대비를 통한 표현이다, 청색과

황토색의 보색대비, 청색과 녹색의 색채대비가 주된 인상을 이룬다.

보색이란 서로 보충(補充), 보완(補完)한다는 의미로 임의의 두 가지 색

채가 서로 보충하여 완전한 스펙트럼을 가진 백색 빛을 만들고 시각적으

로 평형상태를 이루는 색을 말한다. 특히, 색상이 정반대되는 보색끼리

배치가 되면 각각의 색이 독립적으로 더 뚜렷해 보이고 채도가 높아 보

인다. 이것은 각색의 보색잔상이 상대방의 색과 일치하기 때문이다.334)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과 청록색, 연두색과 보라색 등이 서로 보색인

데, 서로 상대되는 색들의 어울림을 보색대비(補色對比)라 한다. 색상환

(色相環) 표에서 서로 맞보는 위치에 놓인 색은 모두 보색 관계이다. 이

들을 혼합하면 무채색이 되지만 배색하면 강하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색은 항상 독자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

대적이다. 하나의 색은 주변의 색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으로 보는 경우

와는 다른 색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색이 다른 색의

영향으로 실제와는 다른 색감으로 변해 보이는 현상을 색대비라고 한

다.335) 보색관계인 두 색을 같이 배열하면 서로의 영향으로 각각의 채도

가 더 높아 보인다. 이것은 망막 상의 색신경이 어떤 색의 자극을 받으

면 그 색의 보색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색채는 그 자체가 인간의 인식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

식구조가 색채 사용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지리적·자연적

334) 김진한,『색채의 원리』(시공사, 2002), p.95.
335) 朴度洋,『實用色彩學』(二友出版社, 198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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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다른 문화 환경에서 나온 색채구성은 그 지역의 중요한 심미적

특성이 된다.336)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연구자의 색대비와 유

사하게 적색과 황색의 난색계열과 청색과 녹색의 한색계열의 적청(赤靑)

대비가 많이 사용되었다. 태극의 문양이 적색과 청색이며, 어둠을 밝혀주

는 조명등도 청등과 홍등이다. 예물을 넣어 보내는 함 속에는 청실과 홍

실을 엮어 넣었으며, 홍치마와 청저고리(녹색도 포함), 이불의 색도 잇색

과 쪽색으로 맞추었다. 주(朱), 녹(錄), 황(黃)도 적색의 유사색으로 한국

문화에서 적청색을 기본으로 한 대비가 주로 사용되었다.337) 이러한 색

대비는 색자체에 대한 조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철학적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전통 색채인 오방색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5가

지의 색채를 말하며 음양오행의 사상이 기저에 담겨 있다. 음양오행이란

동양의 철학으로 음과 양처럼 모든 사물은 대립 관계를 가졌지만,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방색은 음양오행 사상

에 따라 계절, 오관, 방위, 오장, 오음[표 19] 등에 연결되어 있다.338) 그

러나 연구자의 경우는 오방색에 근거하였다기보다 자연현상에 따른 사실

336) 金慶英,「補色對比를 通해 본 韓國人의 色彩認識에 관한 小考」,『한국색채학회논
문집』제3호(한국색채학회, 1992), p.27.

337) 任東權,『韓國民俗學論考』(宣明文化社, 1973), p.945.
338) 김성민 외,「색채배색에 따른 미각과 시각적 감성 연구-오방색을 중심으로」,『한
국디자인포럼』제44권(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4), p.135.

오색

(五色)

오방

(五方)

오행

(五行)
계절

오상

(五常)

오장

(五臟)

오관

(五官)

오미

(五味)

오성

(五聲)
靑 東 木 봄 仁 간장 눈 신맛 角

赤 南 火 여름 禮 심장 혀 쓴맛 徵

黃 中央 土 사계절 信 비장 몸 단맛 宮

白 西 金 가을 意 폐장 코 매운맛 商

黑 北 水 겨울 智 신장 귀 짠맛 羽

[표 19] 음양오행 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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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자연스러운 색채 선택이었다. 황토색은 황사현상에 따른 선택이

며, 청색은 하늘의 본래적 색에 따른 선취이며, 녹색은 자연물을 대표하

는 색채이다. 또한 다양한 색들의 조화 또는 색감의 단계적 변화

(gradation)가 아니라 비교적 단조롭고 모노톤의 색채를 사용한 단순한

색조대비를 구현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서의 주된 색대비는 [표 20]과 같이 청색과 녹색의 색

채대비와 청색과 황색, 녹색과 적색의 보색대비이다. 오방색 중 청색을

중심으로 황색과 오방간색 중 하나인 녹색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청색과

황색의 대비가 극단적인 보색대비로 하늘과 땅, 지상과 천상의 다소 역

동적이고 긴장감이 있는 지평의 정취를 조성한다면, 청색과 녹색의 대비

는 상대적으로 고요하고 하늘과 자연으로 천상과 지상의 융합, 화해 등

의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청색과 황색의 대비 청색과 녹색의 대비 녹색과 적색의 대비

[표 20] 색채 대비의 유형

연구자의 대표적 색채 스타일로서 황토색과 청색의 색채대비를 사용하

게 된 계기는 황사(黃砂)였다. 근래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자주 발생하

지만 2000년 초기에는 아래의 [도 75]와 같이 봄철에 중국발 황사가 극

심할 때였다. 어느 날 황사가 매우 심한 날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렸

다. 황사가 심하던 날이라 소나기로 인해 황색먼지는 씻겨내려 너무도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황사로 인한 누런 하늘이

일상으로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청명한 하늘은 대조적으로 더욱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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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랗게 느껴졌다. 그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로 씻겨 내린 황사먼지로 지

상의 차량, 건물들은 온통 흙색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때 보게 된 파란

하늘과 황사를 덮어쓴 지상의 풍경이 작품에서 청색과 황색의 강렬한 보

색대비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도 75] 황사의 서울시내 풍경과 나형민,〈황사(黃砂)〉(2004)의 비교

작품〈황사(黃砂)〉[도 75]를 보게 되면 황토를 사용한 작품은 실재의

황사와 같은 누런 저채도의 흙 빛깔이 아닌 연구자만의 색안료 배합을

통한 황톳빛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황토를 회화재료로써 사용하게 된

계기는 수묵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

되었다.

[표 21]과 같이 초기의 작품은 대다수가 수묵을 활용한 점묘화가 주를

이루었다. 수묵은 불수용성의 탄소알갱이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 파묵(破

墨)과 발묵(潑墨)의 특징을 갖는 전통적인 재료이다. 따라서 탄소알갱이

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자를 모색하는 가운데 흙알갱이로서의 토분(土粉)

을 선택하게 되었다. 황토는 인류탄생의 시대부터 이집트, 로마, 동서고

금의 회화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원시적인 천연

안료이다.339) 그러나 황토는 회화적 재료로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째는 접착의 문제이고, 둘째는 발색의 문제이다.

339) 이상현,『전통회화의 색』(결게이트, 201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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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묵 표현 작품

〈창 밖의 일상〉, 2000,
장지에 수묵, 130×160㎝,

〈맑은 뒤 흐림〉, 2001,
장지에 수묵, 130×155㎝,

황색 표현 작품 청색과 황색 대비 작품

〈황사(黃砂)〉, 2004
한지에 토분, 120×160㎝

〈도시-비 그리고 맑음〉, 2004
한지에 토분 채색, 80×100㎝

[표 21] 초기 수묵 작품에서 청색·황색 대비 작품으로의 변천 과정

특히, 황토는 수분을 함유할 때와 건조상태의 발색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고전회화에서는 금분을 섞어 발색의 문제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토만으로는 화면에 고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착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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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엄(medium)을 사용한 채색실험이 필요하였다. 전통적인 미디엄인 아

교(阿膠)는 황토를 고착시키는 역할은 하였으나 발색이 그대로 흙빛으로

나와 회화재료로 사용하기에 채도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분

채로서의 황색은 흙의 재질감과는 달라 연구자가 표현하기 위한 황톳빛

의 색 표현에 부적합하였다. 이에 고착과 발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새롭게 선택한 미디엄이 아크릴물감이다. 황토색의 아크릴(Raw

Sienna)과 황토를 5 : 5의 비중으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런 조합을

통해 황토가 자아내는 흙의 재질감을 살리면서 아크릴 물감을 통한 발색

과 접착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채색기법은 채색

을 여러 번 덧칠하는 장지기법을 추구함으로써 적묵법(積墨法)의 깊이감

과 같은 색의 심도와 섬유질을 통해 중화된 발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 특히 한국의 전통지인 한지는 양지의 흰색과는 다른 발색을 자아낸

다. 양지는 표면의 광선을 되반사하는 발색이지만, 한지는 포근한 첫눈의

표면과 같이 광선을 안으로 흡수하여 은은한 발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탕체로서의 한지는 아크릴 본래의 발색을 중화시켜 보다 따뜻하고 포

근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 하늘에 사용하는 안료는 GOLDEN사의 셀

루리안 블루(Cerulean Blue)의 아크릴물감이다. 2008년까지의 초기의 작

품들에는 신한사의 셀루리안 블루의 물감을 사용하였는데, 연구자가 원

하는 하늘의 색감보다 진하고 낮은 질적 발색을 보여서 골든사의 아크릴

로 교체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GOLDEN사의 셀루리안 블루(Cerulean

Blue, Chromium 1050)와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1380)를 7 : 3

정도의 유동적인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로 황토색이나 녹색

으로 지평의 풍경을 묘사한 후에 청색의 채색을 하게 되는데, 아크릴의

수용성 특성을 활용하여 여러 번 채색하는 장지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

고 한지의 섬유질 표면을 덮는 얹히는 채색이 아니라 섬유질 사이에 안

료입자들이 스며드는 장지기법류의 채색을 활용하여 서양화 안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채기법과 같은 동양적인 채색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김혜진 큐레이터는 “시선 너머 이상향을 현실

풍경의 조합으로 재구성한 나형민은 서구적 재료를 통해 동양화적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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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드는 채색기법을 사용하여 각 재료의 장점을 살려서 표현력을 극대화

한다.”340)고 평가하였으며, 평론가 김최은영은 연구자의 작품 채색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드러내는 방식 역시 전달 매체와 작가적 습(習)을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내

리게 되는데 이유인즉, 한국화의 오랜 전통 기법인 장지에 수간 채색은 맑음

대신 탁함, 그러나 평면 위에서 보여지는 원근법과 상관없는 깊이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대신 다루기가 쉽지 않은 재료로 나

형민의 능숙한 운용력을 보여 준다. 또한 색채의 적절한 사용방식은 서양안

료라 불리는 아크릴이나 오일물감이 주는 그것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보이

는데 온화한 느낌의 색감을 잘 받쳐주며 가까이서 보기엔 재료의 속성을 쉽

사리 읽기 어려워 신비롭고 풍만한 재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교집합과 차집합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작가의 사유세계

를 잘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히 구성되고 있다.341)

전반적인 작품의 색채가 도시풍경에서는 청색과 황색, 전원풍경에서는

청색과 녹색의 강렬한 색상대비가 주를 이루며, 보색대비와 면적대비를

통해 화면에 변화를 주게 된다. 평론가 박영택은 청색과 황색의 보색대

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일상적인 도시풍경 혹은 한적한 어느 풍경을 잡아내고 있

는 이 그림은 황톳빛으로 적셔져 있다. 모필을 공들여 발라나간 흔적은 황토

색 물감을 수묵처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모노톤으로 조율된 현실풍경

은 강렬하게 빛나는 파란 하늘과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꽤나 이질적으로 위치

해 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말이다.342)

청색은 서양에서 우울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맑은 하늘의 청색은 순수

340) 김혜진,「한국화의 반란」,『한국화의 반란(그룹전 도록)』(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13), p.12.

341) 김최은영,「실존의 하늘 위로 노장적 현실을 담다-나형민展」, 경기문화재단 문예
진흥기금 지원사업 비평문, 2010.

342) 박영택,「나형민 ‘경계에 서있는 풍경」,『나형민 개인전-미지의 경계 The final
frontier (개인전 도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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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깨끗함, 순수와 희망 등 밝은 정서를 나타낸다. 또한 오방색에서 청

색은 동쪽을 가리키며 생명이 생동하는 봄을 상징한다. 그래서 해돋이,

신생, 약동 등의 의미가 있으며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가 지향하는 신세계로서의 이상향의

정취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황색은 토분을 사용하여 땅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오방색에서는 중심,

중앙을 나타낸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기반이 되며 땅(土)을 상징함으로

지평의 표현에 부합한다. 녹색은 황색과 청색의 중간색으로 오방색에서

는 동방의 간색이다. 녹색은 중간색으로 자극이 강하지 않아 청색과 황

색의 대비보다 청색과 녹색의 대비가 균형과 안정감을 주는 고요하고 평

담한 역할을 한다.

하늘을 표현하는 청색의 색감 자체에는 평정, 또는 고요한 감정이 유발

되나 구름과 병행해서 표현함으로써 화면에 동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무

엇보다 황토색과의 배색으로 인한 강한 대비로 극적인 균형감과 긴장감

을 유도한다.

〈쥐불놀이-낙락장송(落落長松)〉
2017, 한지에 채색, 60.5×91㎝

〈쥐불놀이-조응(照應)〉
2017, 한지에 채색, 60.5×91㎝

[표 22] 쥐불놀이 시리즈의 청색·녹색과 적색·홍색의 색채 대비

[표 22] 쥐불놀이 시리즈에서도 하늘의 청색, 자연지평의 녹색, 그리고

적색 불꽃의 강한 보색대비를 볼 수 있다. 불꽃에 나타나는 적색은 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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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에서 화(火)에 해당하며 계절로는 여름, 방위는 남쪽을 나타낸다. 온난

하고 만물이 무성해서 양기가 충만한 정열적인 색감이며 연구자의 작품

에서는 ‘생성과 창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요한 지평에서 무언가 역동하

는 흔들림을 암시한다. 불꽃의 이미지에는 적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의 의미로 홍색도 나타난다. 홍색은 적색과 황색의

중간색으로 오방위에서 중앙의 간색이다. 이처럼 빨강, 주황, 노랑 등으

로 다채롭게 표현된 쥐불의 이미지는 적색만큼 역동성과 호소력을 가지

면서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강한 운동감을 부여한다. 특히 청색과 녹색

만의 다소 밋밋한 대비에 불꽃의 빨간색 계열의 색들은 극적으로 하늘색

과 보색대비를 이루어 정화, 재생의 의미를 상징하면서 녹색으로 표현된

자연에 무언가 역동적인 사건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전원의

풍경을 나타낸 작품 중에 청색과 녹색의 한색계열의 색으로 표현한 작품

들은 보색대비의 작품에 비해 보다 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을 자아낸다.

젠쉬(Jaensch)의 연구에 의하면 차가운 색조는 외부세계에 무관심하며

초연한 태도를 암시하고 내향적으로 통합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343)

따라서 고요하고 안정적인 녹·청색 색채대비는 전원을 통해 늘 접할 수

있는 낯익은 풍경이면서 속세를 초월한 하늘과 지상의 융합과 자유의 표

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색대비의 강렬함과 달리 청색과 녹

색의 대비는 동양의 노·장자적 자연관과 전원생활을 통해 깨달은 자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반영하는데 유효한 표현기법으로 보았다.

4. Lentiscape

동양의 산수화는 미적 관조의 대상이자 누워서 즐긴다는 ‘와유(臥遊)’의

대상이다.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궁극적으로는 그 자연에 거하면서 즐기

고 싶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동양화의 대표적 화목이다.

산수를 그린다는 것은 지도나 지형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

343) 피버 비렌, 金化中 역,『색채심리』(동국출판사, 1991),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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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정서와 사상이 풍치(風致)에 투영된 ‘의경(意境)’이라 하였다. 그래

서 산의 모습은 걸음걸음마다 그 풍광이 바뀌며, 산의 이치를 알기 위해

서 면면을 보아 앞뒤,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곽희(郭熙)는 말하였다.

산수화에는 고원(高遠), 평원(平遠), 심원(深遠)이라 하여 다양한 시각을

한 화폭 속에 구현해 왔다. 그런데 소위 ‘삼원(三遠)’이란 단순히 세 가지

의 다른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다

시점의 공간이자 무한의 세계로 확장되는 다면 공간의 표현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 화가인 이인문(李寅文, 1745∼?)의 산수화를 강산에 다

함이 없다, 끝이 없다 하여 ‘강산무진(江山無盡)’이라 이름하였다.

서양의 원근법은 보이는 대상의 질서적인 객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재현의 관점에서 공간의 사실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화

면의 자율적인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동양회화의 삼원법에 의한

화면 구성에서는 마치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들을 편집하듯 취사

선택하여 자유롭게 포치함으로써 공간구성의 가변성을 갖는다. 이는 후

설의 지각지평과도 연결된다. 인간이 신체적으로 움직일 때 새로운 지각

도 발생한다. 이는 대상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대상

을 우리의 시야의 중심에 놓기 위한 움직임이며, 더 명확하게 보려는 충

동과 사물을 시야의 중심에 놓으려는 목적이 있는 이동이다.344) 따라서

주체자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지평의 가변성이 실재를 더욱 모호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변성이 실재를 더욱 실재답게 드러낸다.

10회 개인전 전시명이었던 ‘렌티스케이프(Lentiscape)’는 렌티큘러

(Lenticular)와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합성한 조어(造語)로 전원적

지평선의 풍경을 렌티큘러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산수화에서의 다층적 시

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한 작품 유형을 의미한다.

344) 지평은 신체의 키네스테(운동감각-운동과 감각의 불가분한 결합 내지는 운동으로서
의 지각)적 운동을 전제로 한다. 이 지평이란 인간의 모든 인식의 궁극적 기반으로서
의 개체경험이 전제하는 세계경험이다. 이런 세계지평을 추리나 상상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때부터 우리 신체의 키네스테적 운동을 통해 몸에 익혀 온 아
주 친숙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불쑥 나타난 미지의 것을 우리는 결코 미지
로 놔두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지평 속에서, 즉 우리가 이미 몸, 신체가 익혀 온
지평의 그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전숙,「생활 세계적 현상학」,『철학과 현상학 연
구』제5권(한국현상학회, 199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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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티큘러(Lenticular)345)[도 76]란

볼록 렌즈를 나열하여 보는 각도

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영

상이 보이도록 한 것으로 예술작

품은 물론, 문구류, 광고 등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간단하게

는 [도 77]과 같이 2개 이상의 그

림을 병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변환되는 이미지의 구현도

가능하며, 공간감을 주어 입체적

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렌

티큘러의 시점에 따른 변환, 입체

의 속성을 이용하면 산수화와 같

이 다원적이고 동적인 공간을 표

현할 수 있다. 그리고 렌티큘러는

움직이는 시점을 다원적, 다변적으

로 가질 수 있으며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보아가는 그림으로서의 효

과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

한 시간, 공간, 계절, 시점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통회화가 보

여왔던 산수화의 산점투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뉴미디어

매체이다.

작품〈New Horizon〉[표 23]은 연구자가 최초로 렌티큘러를 시도한

작품이다. 원작은 【작품 45】〈I see a new horizon〉으로 135×175㎝의

120호 정도 크기의 작품을 활용하여 50호 정도의 렌티큘러 작품으로 별

도 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렌티큘러 기술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색

감의 구현에서 원작에 비해 채도와 명도가 떨어지는 색채로 구현되었으

345) 렌티큘러 프린트의 구어체 용어로는 ‘플리커’, ‘윙키’, ‘흔들기 그림’ 및 ‘틸트 카드’가
있다. 또한 Vari-Vue 및 Magic Motion 상표는 실제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렌티큘러
그림에 자주 사용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홀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한다.

[도 77] 나형민,〈No Horizon〉(2014)

작품의 렌티큘러 병첩 효과

[도 76] 렌티큘러 프린트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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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레이어도 한 컷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심도를 주는 공간감의 구현도

미진하였다. 그러나 원작과는 달리 렌티큘러 프린트가 주는 작품의 생경

함이 감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3년 렌티큘러 작품 2017년 렌티큘러 작품

〈New Horizon〉, 2013, 73×100㎝ 〈정월〉, 2017, 60×90㎝

[표 23] 렌티큘러의 변화

이 당시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시도한 렌티큘러 작품들을 2017년

‘렌티스케이프(Lentiscape)’라는 전시명의 개인전에서 선보이게 되었다.

작품〈정월〉[표 23]이 출품작 중에 한점이다. 2017년에는 렌티큘러의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색감의 재현도 이전보다 향상되었으며, 화면의 변

환과 공간감에서도 최초의 렌티큘러 작품보다 진일보하였다. 단 작가적

욕심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미지 레이어를 중첩하여 보여주게 될 경우 감

상자에게는 시각적 어지럼증을 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이미지 레이어는 두서너 개로 한정하는 절제가 요구된다. 실례로 렌티큘

러 작품〈달무리〉는 수수밭 2컷의 작품과 보름달 1컷의 총 3컷의 레이

어 작품이 중첩되어 제작된 작품이다.

렌티큘러란 렌티큘러렌즈(3D 디스플레이에도 사용되는 기술)를 사용하

여 깊이의 환상을 지닌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변경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한 기술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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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레이어 통합 이미지

[표 24] 렌티큘러를 위한 레이어 통합과정

[표 24]의 상단 작품〈Lentiscape-쥐불놀이〉에서 보듯이 전혀 다른

풍경의 두 작품을 중첩하여 새로운 공간감을 부여하거나 여러 다른 각도

에서 화면이 변환하는 이미지의 가변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

의 작품〈Lentiscape-Process〉와 같이 작품의 중간과정과 완성된 작품

을 중첩하여 애니메이션과 같이 작품의 제작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인간의 눈이 시각상으로 획득하는 거리지각은 500m 정도가 한계라고

한다. 동일한 두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을 때 한쪽이 가려진 도형이 뒤

편에 있다는 것이 인지되듯이 대상과 대상 간의 겹침은 원근지각의 중요

한 실마리가 된다.346) 예를 들어 심원의 산들은 겹침을 통해 공간의 심

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렌티스케이프 작품에도 한 화면에 레이

어를 분리하거나 렌트큘러 기법을 통해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중첩해 원

근의 일루젼과는 다른 공간감으로서 ‘간격’을 형성할 수 있다.

공기원근법에 따른 심도보다는 공간의 다면성, 간격에 대한 연구자의

렌티스케이프의 시도를 임연숙 세종문화회관 전시디자인 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46) 강영조, 앞의 책,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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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식에 있어 작가는 볼록렌즈를 나열해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풍경이

중첩되게 보여주는 렌티큘러 표현방식을 풍경에 적용했다. 보는 사람으로 하

여금 실제 렌티큘러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풍경이 느껴지는 효과를 떠

나 풍경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건물들의 표현이 한쪽 면에서 바라다 본 풍

경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바라다본 건물들이 조합돼 있는 모습이다. 각기 다른 시

점에서 봤을 뿐이지 이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풍경들을 재조합했다.

이러한 표현은 화면을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단순히

두 개의 화면이 분할된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뒤로 쑥 빠져나가는 듯한 지

평선이 느껴지도록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나형민 작가만의 독특한 화면

표현이자 산수화가 주는 공간감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말로 정의해 볼 수 있

을 것 같다.

작가들의 고민은 늘 전통의 계승과 새로움과 창의적 표현에 있다. 특히 한국

화의 장르적 특성은 이러한 태생적 고민을 안고 시작한다. 작가 역시 그러한

고민과 실험을 통해 산수화의 다원적 시점과 공간의 표현을 현대의 풍경화에

접목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47)

따라서 Lentiscape(Lenticular+Landscape)란 고정된 시점으로서의 풍경

화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통적인 족자나 횡권 형식에서 보여 왔던 횡

적, 종적 화면의 확장을 렌티큘러라는 렌즈를 통해 집약적으로 담고자

하는 새로운 산수화, 풍경화의 시도이자 뉴미디어 매체의 활용이다.

5. 비움(空)과 채움(滿)의 애니메이션

현대의 작가들은 작품의 제작과정도 작품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선보이고

자 한다. 소위, 아카이브(archive)로서 연구자의 경우,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의 기록을 스톱모션애니메이션(stop motion animation)으로 제작하

였다. 스톱모션애니메이션이란 촬영 대상의 움직임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것과 달리 매 컷당 한 프레임씩 움직임의 변화를 주면서 촬영한 후에 이

347) 임연숙,「임연숙의 그림으로 만나는 명상」,『법보신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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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들을 연속적으로 영사하여 분절형 동영상으로 만들어 내는 애니메이

션 기법이다.

영상작품〈空〉한국화애니메이션은 2013년에 7회 개인전 ‘地平_Beyond

the Horizon’을 준비하면서 작품의 제작과정 시연을 위한 동영상 작품으

로 제작하였다. 영상작품〈空〉은 작품〈지평(地平)〉[도 22]의 제작과정

사진기록을 토대로 만들었다. 2013년 11월 10일 오전 8시 58분에 화판의

빈 화면을 첫 컷으로 시작하여 2013년 11월 22일 오후 4시 35분에 작품

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총 1,550컷(6.01GB)의 작품제작 과정 사진

을 촬영하여 스톱모션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은 초당 최소 16컷 이상 24

컷 정도를 사용하는데 연구자의 애니메이션에서는 1초당 7∼8컷 정도의

사진을 활용하여 컷과 컷 사이의 틈을 발생하지만 이러한 정지와 연속의

과정이 스톱모션 동영상의 주요 특징이다. 애니메이션[도 79]의 첫 화면

은 완결된 작품에서 시작하며, 작품제작과정을 역순으로 보여준다. 그리

고 마지막 화면에서는 작품제작 전의 빈

화판으로 돌아가면서 비움의 ‘공(空)’이라

는 한자가 엔딩[도 78]을 장식한다. 꽉 채

워진 화면을 제작과정 역순에 따라 비워

감으로써 주제로서의 ‘비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이상향에 대한 무위(無爲),

무욕(無慾)의 가치와도 상통한다.

空
신명조체 江皜臣 陶碧 鄧散木 錢楨

[표 25] 다양한 空의 전각서체 『篆刻字典』(운림당, 1987) p.538.

[도 78] 엔딩장면의 ‘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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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움의 의미를 성철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은 공(空)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348)

서양에서 ‘비움’의 의미는 부재, 허무의 의미에 가깝다. 서양인들에게

‘빈’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물질적으로는 무(無)의 상태이며 심적

으로는 허무(虛無)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양에서 ‘비움’이란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는 상태, 비움을 통해 채움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소위 동양

화의 여백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서양에서 비움은 채움을 위한 첫

출발이자 미완의 의미이지만 동양에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비워지는 공

의 단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화폭 속 비어있는 공간, 도색되

지 않는 흰 공간을 의미 없는 무(無)의 공간으로 간주하다. 그러나 동양

인에게 화면의 비움 또는 여백은 경물의 포치와 같이 작가의 구성 의도

가 반영된 포백(布白)으로서 비움을 통해 사유를 유도하는 공간이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는 사실상 공허한 것이고 곧 없어진

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없다’라는 무(無)의 개념과는 다르다. 존재를

부정하는 무(無)마저도 부정할 때 진정한 공(空)의 상태라 하였다. 그래

서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성찰, 수양을 요구하였다. 물리학에서는 물질적

부재의 상태를 ‘진공(眞空)’349)이란 단어로 쓴다. 즉 에너지가 제로(0)인

상태를 말한다. 물리적인 법칙하에서는 동·서양의 비움의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상적인 면에서 공의 해석 방식은 동·서양이 차이

를 보인다. 비움에 대한 해석에서 서양의 철학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수

직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 동양은 만물의 근본이 되는 도를 중심으로 음

과 양이 태극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일원론을 바탕으로 한

348) 성철,『백일법문, 상』(장경각, 1987), p.129.
349) 진공이란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기
가 어렵기 때문에 1/1000㎜Hg 정도 이하의 저압을 가리킨다, 물질 분자가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진공, 절대진공, 이상(理想)진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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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양 철학이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면서 실존에 대한 이

원론을 성립시켰다면, 동양 철학은 몸과 마음, 인간과 자연이 일체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원론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공(空)이란 서양에서는

내적인 의미가 배제된 체 물질적으로 비어있는 공허한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350)

한자로 ‘空’은 구멍 혈(穴)과 장인 공(工)의 조합으로 동굴과 같은 깊은

곳을 파헤치는 인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본래 공은 ‘구멍’이라는 뜻에

서 ‘(속이) 텅 비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351) 불교 사상에서 공의 의

미는 모든 생각의 바탕이 된다. 석가는 공(空)을 바람과 같다고 표현하였

다. 빈 공간 속에 있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손을 펼쳐 움직이면 바로 그 바람을 느낄 수 있

고, 나뭇잎의 떨림이나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

다. 그 바람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는 공기

처럼, 우리는 그것을 매번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의식의 무가 존재

의 무가 아니듯이 빈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로 가득 찬 것과

같다.352) 따라서 지평 너머의 비가시체로서의 이상향은 공(空)의 의미로

실체가 없음을 뜻하지만 또한 고정된 경계나 틀이 없기에 자유롭게 향유

하고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노스탤지어 공간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영상작품〈空〉한국화애니메이션[도 79]를 통해 작품의 제

작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비움에 대한 의미를 상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상향의 건설이 과학과 물질문명의 풍요와 채움 속에

서도 가능하겠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물욕주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이상적 지평을 비움의 애니메이

션을 통해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주된 의의가 있다.

350) 김현숙,「명상과 진정한 공(空)의 미학」,『예술과 미디어』제13권 3호(한국영상미
디어협회, 2014), p.17.

351) 金美順,「空과 虛의 개념화 과정을 통한 의미 연구」,『中國語文學論集』제6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p.189.

352) 김현숙, 앞의 글,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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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스탤지어의 상징적 제재

1) 골목길

일본의 소설가 타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郞, 1886-1965)는 『음예공

간예찬』에서 근대기 물밀 듯이 밀려오는 서구의 외래문화로 인해 사라

져가는 일본의 독특한 풍토와 문화에 대한 안타까운 소회를 밝히고 있

다. ‘음예(陰翳)’란 근대적 전기와 조명에 의해 밀려난 어스름한 창호지와

촛불에 일렁이는 어두운 공간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으로, 작가는 급격한

근대화의 밝음으로 은은한 음예공간이 소멸하고 있음을 아쉬워한다.353)

이러한 음예공간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지나친 도시화로 소멸하

여 가는 대표적 공간이 골목길이다. 골목길은 한국인에게 애환과 추억이

새겨진 각별한 장소이다. 교통의 측면에서는 비좁을 수 있으나 추억 속

에서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공간이 빚어내는 편안함과 적당함이

골목길에 담겨있다. 연구자도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제기차기, 술래잡기,

비석까기, 딱지놀이 등등의 많은 놀이를 했고, 작품 제작을 위해 추억의

골목길들을 여러 곳 순회하였다. 그만큼 골목길은 추억의 따스함이 체화

된 고향과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골목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삶이

내화 된 터전이며, 우리의 추억과 일상이 새겨진 전형적인 노스탤지어의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골목길이라 이름 붙일 정도의 장소는 삼선동,

한남동, 북아현동, 삼청동 등등 몇 군데 남아있지 않으며, 그마저 점점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소멸되어 가고 있다. 연구자가 학창시절 작품소재

로 자주 삼았던 봉천동, 신림동과 난곡 달동네의 골목길도 지금은 아파

트 숲으로 변모하였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공동주택의 개발은

도시 경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각각의 개별 건물들이 해체되고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건설되는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이며, 1999년에는 전체 건설

353) 타니자키 준이치로, 김지견 역,『음예공간예찬』(발언, 1996), pp.1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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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의 88%를 차지하였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1995년 전체 주

택량 중에 단독주택은 46.9%, 아파트는 37.7%였는데, 2015년에는 단독주

택은 24.3%, 아파트는 59.9%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총 주

택 1712만 호 중 60.6%가 아파트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목동, 신정

동, 돈암동, 신림동, 봉천동, 오금동으로 대표되는 소위 달동네 혹은 판자

촌은 1990년대 후반에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354)

그런데 최근에는 이처럼 소멸하여 가는 골목길이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

의 옛 풍경이자 미학적 표상으로서 부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

례로 다양한 여행안내 책자는 서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골목길의 정취

와 멋을 상품화하고, 사진과 영화를 포함한 영상매체는 골목의 풍부한

장소감을 환기시키는 노스탤지어의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다. 생존을 위

한 경쟁으로 점점 각박해져 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골목길이 다시금 조명

되는 것은 추억과 낭만이 있고 공동체의 끈끈한 인간미가 있는 향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355) 거주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골목길이 소멸

되면서 잊혀졌던 가치에 대한 환기가 일어나고 하나의 문화적 표상으로

서 추억의 시절과 공간을 상기시키는 노스탤지어 공간이 되었다.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골목길은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추

억의 공간으로,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숙함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오늘날 다시금 되돌아가고 싶은 고향,

전원과 같은 이상향의 향수를 자아내는 공간이 되었다.

터키석을 연상하게 하는, 다소 이국적인 느낌의 짙은 푸른색은 하늘의 배경

이 되고, 황토색 더미 속에 주택과 빌딩의 풍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거

지역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익숙한 주변의 풍경, 지나치게 현대화되고

새것들로 채워진 도시가 아닌 예전에 어디선가 보고 느낀 적 있는 친숙한 동

네의 풍경을 통해 서울을 기록하고자 한다.356)

354) 김흥중,「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경제와 사회』77호(비판사회학회, 2008),
p.145.

355) 앞의 글, p.141.
356) 임연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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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연숙 세종문화회관 전시디자인 팀장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자가 표현하는 도심 풍경은 서울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동네이

다. 그러나 그 어떤 동네를 그대로 기록하기보다 보편적 골목길의 표상

으로서 사람의 온기 또는 쓸쓸한 감정이 서려 있는 낯익은 공간으로 연

출하였다. 작품〈Do you know where I am?〉[도 80]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골목길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

의 정중앙에서 360도 파노라마식으로 풍경을 펼쳐서 횡권의 형식으로 표

현하였다. 그래서 처음과 끝의 풍경이 중첩되면서 소싯적 놀이로 즐겼을

법한 원형의 가상 공간을 만들었다.

 ←               처음과 끝의 풍경이 같음                →

[도 80] 나형민,〈Do you know where I am?〉, 2006, 한지에 토분 채색,

320×120㎝

유년 시절 연구자는 꽤 활동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골목길에 나가 놀기

를 좋아하였는데, 그래서 자주 길을 잃고 헤맸던 기억이 있다. 동서남북

비슷하게 생긴 골목길 가운데 집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도 생생하

다. 이 작품을 통해 흔한 골목길의 정취를 재현하고자 한 점도 있지만,

본의는 인적 없는 길 정중에서 옳은 길을 모색하는 사방성의 시선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담으

면서도 오늘날 현대문명 속에 도시발전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작품〈Lost〉[도 81]도 경기도 구리시의 옛 골목길을 소재로 하여 수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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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골목길의 정취를 표현하였다.

[도 81] 나형민,〈Lost〉부분, 2006, 한지에 수묵 채색, 115×480㎝

수묵의 점묘법으로 중첩하여 표현한 골목길의 정경은 다소 예스럽고 시

간의 흔적이 배어있는 듯한 풍경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바닥의 운동화,

장난감 등을 통해 아이들이 막 놀다가 사라진 듯한 마당의 정취를 자아

내고 있다.

이 두 작품은 전형적이고 익숙한 골목길의 풍경이지만, 인적이 없는 텅

빈 공간으로 표현되어 왠지 모를 낯섦과 쓸쓸한 분위기가 서려 있다. 그

리고 작품〈Lost〉의 소재가 되었던 골목길은 현재는 재개발로 소멸하여

가보고자 하나 다시는 볼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작품〈Do you know where I am?〉[도 80]의 밑바탕은 호분으로 마치

첫눈이 내린 듯한 풍경을 점묘로 채색하였다. 새벽녘 하얗게 내린 눈밭

에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길은 일순 낭만적이지만, 사람의 흔적을 지워

어디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방향감을 상실하게 한다. 아무

도 밟지 않은 바닥에 누군가 먼저 지나간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지표가 되기도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알림의 역할을 하지만 인적이 없는

길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경계의 갈림길에 서

서 고민하고, 어떠한 표지판도 없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 잃은 나그네

처럼 방황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성의 의미를 다 갈래의 골목길을

통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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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름달

[도 82] 나형민,〈I see a new horizon〉, 2013, 한지에 채색, 135×175㎝

2013년에 강경초등학교 소재로 한 【작품 19】〈Waiting a beautiful

day〉의 배경에서 처음으로 보름달이 등장한다. 그리고 작품〈I see a

new horizon〉[도 82] 에서부터 화면중앙의 메인 주제로 위치를 점한다.

이상향의 대명사인 샹그릴라는 장족어로 ‘마음의 해와 달’이라는 뜻인데

사실 연구자의 작품 속 보름달은 ‘달(月)’이면서도, 파란색 하늘 배경으로

볼 때는 ‘해(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 따라 해도 달도 될

수 있듯이, 마음가짐에 따라 현세가 이상향이 될 수도 추락한 낙원이 될

수도 있음을 중의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 위 작품을

볼 때 해의 모습보다 달의 모습으로 많이 지각되는 듯하다. 이는 우리의

추억 속에서 친숙하게 기억되는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달의 이미지가

해의 이미지보다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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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될 때 해와 관련된 풍속보다 달과 관련된 풍속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달은 한국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

구자에게도 정월 대보름의 소원빌기, 쥐불놀이, 심지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무서운 기억과 추억이 해보다 달에 더 치중되어 있다.

보통 한 해의 시작을 삭(朔)357)이라고도 하는데 달이 없는 날은 설날을

의미하며, 정월 첫 번째 15일은 대보름이며 망일(望日) 또는 만월(滿月)

이라고 하였고 이날에 달이 가장 크다. 그래서 대는 ‘크다’는 의미이고

보름은 ‘열다섯 번째 날’이라는 의미로 대보름달은 일 년 중 가장 큰 달

을 일컫는다. 정월 대보름은 한 해를 설계하고 그 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날이면서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대보름날에는 쥐불놀이와 같은 다

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지며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빌며 풍요와 건강을 기

원하였다.358) 따라서 대보름달을 향하여 그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연례행사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정월 대보름달의 의미는 일

반적으로 새해 농사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상적 대상이다. 따라서

농경문화의 주기로 볼 때 정월 초하루의 설날보다 정월 대보름이 한해의

시작점이 되었다.359) 따라서 보름달은 인간의 소망이 투영된 또 다른 형

태의 이상향의 상징체라고 할 수 있다.

한양명의 『농업과 세시』에서도 “생산의 상부구조를 형성하는 초자연

적 존재에 대한 시년적, 예축적 제의들은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는 최소한 제의력상으로 대보름이 한 해의 세수(歲首)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360) 따라서 대보름은 한해의 시작으로서 ‘시

357)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에서 달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로 음력으로 1일에 해당한다. 그래서 달이 없는 날이라 할 수 있다.

358) 孫倩,「신앙과 노동 측면에서 본 정월 대보름의 융합적 현상」,『우리文學硏究』
제59집(우리문학회, 2018), p.140.

359) 시초로서의 대보름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신연우,「한국 창세신화, 대보름 민속, 일
광놀이의 비교 고찰」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한국세시풍속사전』을 보면 설날의
의례가 18항목, 민간에서의 미신적인 신앙관습인 속신(俗信)이 15항목이다. 설날 의례
는 차례, 세배, 정조조하(正朝朝賀) 등 대부분이 공식적인 것들인 반면, 대보름의 경우
는 30항목의 의례가 볏가릿대 세우기, 달집태우기 등 보다 민속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속신은 무려 149항목이다. 또한 설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놀이도 대보름에는 65항목이
나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설날보다 대보름이 새해 시작의 기층적인 의미를 더욱 갖고
있다는 예시이자 대보름이 갖는 시초로서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360) 한양명,「농업과 세시」, 민속학회 학술총서『생산민속』(집문당, 199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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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의미를 갖는다. 전원으로 이주하면서 등장한 보름달의 표현은 자연

과의 관계성을 위한 시원이자 이상향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름달의 등장 이후 하늘 표현에서 점차적으로 뭉게

구름의 비중은 적어지게 된다.

달이 초승달이 되었다가 다시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을 고대 선민들은

불사(不死)의 관념과 관련지어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도 농사의 풍요도 모두 달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다.361) 음

양사상에 의하면 달은 음으로 여성으로 인격화된다. 따라서 달의 상징적

구조를 풀어보면 달-여신-대지로 표상화되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되

기도 한다. 따라서 대보름달은 시원과 시초, 다산과 풍요의 의미와 소망

과 염원의 노스탤지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연구자의 작품 속에 대지, 나

부의 여인, 불꽃, 보름달 등은 위와 같이 시원, 풍요, 다산, 소망 등의 의

미를 공유한다.

보름달은 자연과 같이 과거서부터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거기

에 투영되는 개개인들의 소망은 가변적이며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다.

소 중 대

[표 26] 보름달 크기의 추이

특히, 카메라 렌즈로 보름달을 볼 때와 사람의 눈으로 보름달을 볼 때

는 개개인의 감성과 소망에 따라 다가오는 느낌이 [표 26]과 같이 다르

다. 일반적으로 렌즈와 피사체, 눈과 대상과의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는 2분의 1로 작아진다. 카메라 렌즈는 비례에

361) 최인학,『민속학의 이해』(밀알, 1995),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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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거리에 따른 크기의 축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은 거리가 두 배, 세배로 멀어져도 작아

지지 않는다. 보름달도 그렇다. 이상향을 갈구하듯 무언가 간절함과 그리

움이 있으면 물리적 법칙을 거슬러서 큰 달덩어리로 가깝게 느껴진다.

이러한 작용을 항등성(恒等性)이라고 하는데, 항등성이란 환경 조건이나

맥락이 달라져도 물체의 속성을 비교적 일정하게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또는 소망에 대한 간절함의 정

도에 따른 대상의 크기는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여 지각된다.

상기 항등성의 설명과 같이 연구자의 작품 속 보름달은 상대적으로 크

게 묘사되면서 화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름달의 표

현은 [표 27]과 같이 사실성을 기반으로 표현하였지만 일반적인 달의 모

습과 유사하면서도 낯설다.

실제 보름달 보름달 1 보름달2

[표 27] 보름달 표현의 변화

달 표면의 문양은 수묵의 발묵기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묵의 번짐을

펼쳐낸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달의 지표면 문양 같으면서도 다르다.

처음 보름달을 표현한 작품〈Waiting a beautiful day〉속의 보름달([표

27] 보름달1 참조)은 실제 달의 모양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소위 토끼 모양과 비슷한 달 표면의 문양을 그대로 재현하였는데

달의 모습에 사실적으로 집착할 수로 더더욱 달의 실재성과 거리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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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실재 보름달의 모습과 같이 자세한 달 표

면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달은 우리의 시선과 가까이 있지 않다. 따

라서 달을 보고 느끼는 감흥은 정밀한 달 표면의 유사성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지평과 달의 조화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서, 향수의 문제이다.

더욱이 배경이 일반적인 밤의 풍경이 아니라 파란색의 낮의 풍경이기 때

문에 화면 가운데 원형의 이미지를 반드시 달의 모습으로 한정할 필요성

은 없었다. 사실 실재에 대한 재현이라는 것은 관념에 불과하다. 근대의

인식론적 방법에 의하면 우리는 실재 자체를 단정할 수 없다. 일점투시

와 같은 실재에 대한 수학적 재현은 ‘환상’일 뿐 결코 실재에 가까워진다

고 말할 수 없다. 이때의 환상은 지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

한 속임수이며 환영(illusion)이다. 더욱이 우리의 풍속과 함께해온 달의

정체성은 객관적인 실재성과 다른 의미에서 서정적, 정서적 가치를 가지

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인해 우리는 달에 대해 지속적인 노스탤지어

의 감정을 느끼고 향유한다. 그래서 보름달이라는 소재의 사실적 재현에

집착할수록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감상은 보름달의 정서와 동떨어진 작위

적 표현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보름달을 구현해

보고자 수묵의 낙묵법(落墨法, 드리핑(dripping))을 활용한 파묵과 발묵의

기법을 활용하여 [표 27]의 보름달2와 같이 자유로운 수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달의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

3) 불꽃

인류 역사에서 호모에렉투스(Homo erectus)를 통해 요리를 했다는 사

실을 보게 될 때, 약 100만 년 전부터 인간은 불을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362) 그 이후 불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열을 발산

362) 호모 에렉투스는 신생대 제4기 전반에 살던 멸종된 화석인류로 160만 년 전부터 25
만 년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의 직계조상으로 간주한다. 호모 에렉투스의 단계에서는 도구제작의 본격화, 즉 석기
의 다양화, 정제화 그리고 석기 제작기술의 발달 양상이 보인다. 더불어 자연계에서
보다 능동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집단적 수렵행위라는 새로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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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온열과 빛을 내는 발광의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불은 인간에

게 익히기, 피우기, 밝히기, 태우기 등등의 물리적 실용성을 갖는 것 외

에 종교적 의미가 덧붙여져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불이 민속의 풍습과 연결되면서 다수의 기호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

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쥐불놀이와 같은 풍습에 불은 ‘풍요와 재액(災

厄)’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횃불싸움, 달집태우기와 같은 풍습에는

‘신성(神聖)과 정화(淨化)’의 의미가 있으며, 기우제(불피우기)에는 ‘주술

과 생산’의 의미, 연등행사 등에는 ‘재생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363)

일반적으로 불의 의미는 ‘정화와 소멸’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풍속에서는

역설적으로 ‘풍요와 생산’의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재액을 소멸하고 정

화된 토대 위에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함인데 이와 같은 불꽃의 이

미지가 연구자의 작품 속의 불에 대한 주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불에 대한 원초적인 경험은 어릴 적 무언가 태우면 놀았던 불장난이다.

연구자도 유년시절 들판을 빨갛게 물들이던 쥐불놀이 경험이 또렷하며,

불장난으로 혼쭐이 난 기억도 있다. 기본적으로 쥐불놀이와 같은 불놀이,

불장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모두 공유하고 있고 직접적인 추억으로서

체험적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 그리고 민속의 풍습에서 보게 되는 불의

의미는 개인적 경험에서 확장되어 ‘정화(淨化)와 재생(再生)’ 등의 내재적

기원을 함의하는 성찰적 노스탤지어로 발전하였다.

작품〈Rebirth〉[도 83] 속에 최초로 불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부의

여인과 더불어 불꽃은 정화, 풍요, 재생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불에 관

한 집단적 노스탤지어는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방식이며 불을 통해 오염

되고 타락한 것을 정화한다는 집단적인 정체감을 형성해 왔다. 건국신화

계기술로 가능하였다.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국 주구점(周口店) 유
적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헝가리, 남부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밝혀진 ‘불의 사용’이라
는 점이다. 불을 직접 피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불의 사용은 음식조리,
도구제작, 활동시간 및 영역의 확대, 방어능력의 향상 등등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
켰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고고학사전, 20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9584&cid=43065&categoryId=43065 참조
(최종검색일: 2018.11.10.)

363) 표인주,「민속에 나타난 ‘불(火)’의 물리적 경험과 기호적 의미」,『比較民俗學』
제61집(비교민속학회, 2016), pp.139-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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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신의 계시는 불꽃을 통해 영웅적인 인물의 탄생을 계시하고 신성

함을 드러낸다.

[도 83] 나형민,〈Rebirth〉, 2013, 한지에 채색, 135×190㎝

작품〈Rebirth〉는 탄생신화에 항상 등장하는 모성으로서의 나부의 여

인이 등장한다. 여인은 다산, 풍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토대는

불꽃으로 소멸되고 정화된 지평 위에 등장한다. 따라서 불꽃과 여인은

소멸과 재생의 내재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평론가 박천남은

위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들불이 일고 있는 작업, 〈Rebirth〉는 세상이 창조될 당시의 느낌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탄생과 창조의 느낌, 역사적 인류시원의 기운을 감각적으

로 포치했다. 전통적으로 화면 속 ‘불’은 소멸, 생성, 창조의 기운, 흐름, 울림

의 동인이자 탄생의 동인이다. 상단의 벌거벗은 여성과 함께 탄생, 생명의 순

수기운, 종교적, 신화적, 설화적 시원을 강조하고 나타내보려는 나형민의 새로

운 회화적 시도로 이해된다.364)

우리나라에서는 불꽃을 중심으로 꿈과 소망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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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이다. 마치 이상향의 지평을 바라보듯이 큰 달을 응시한다.

크고 둥근 달을 상원(上元)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름달을 바라보

며 가족의 건강, 직장에서의 성공 등등 나름의 소원을 기원한다. 특히 정

월 대보름에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쥐나 해충으로 인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논밭을 태워 정결히 하면

서 남은 재로 새로운 생명, 새싹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이다. 쥐불놀이의

풍습은 화전이라는 농경형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화전농업은 풀과 나

무를 태운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 재로서 자연비료를

준비하고 태움으로 해충과 쥐를 소멸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정초 쥐날이

나 대보름날에 어린 아이나 청년들이 자기네 논과 밭에 불을 지피는 ‘논

두렁 태우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쥐불놀이 풍습이다.365)

보통 불의 상징은 소멸, 파괴의 이미지가 강하나 쥐불놀이는 소멸의 과

정을 통해 부정적 요소를 정화하는 것으로서 작품 속의 불꽃 이미지는

낡은 것을 태워 새로운 것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

서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서 이상향의 노

스탤지어를 담고자 하였다. 민간에서는 쥐불놀이를 통해 모든 잡귀와 액

(厄)을 쫓아야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

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쥐불 속에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재생

(rebirth)’의 의미와 병과 배고픔에 대한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삶에 대

한 염원이 담겨 있다.

예전에는 쥐불놀이에 쑥방망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연구자의 경우는

소싯적 빈 깡통에 구멍을 뚫어 불을 붙이고 들판에서 빙빙 돌리면서 밤

하늘을 불빛 원형으로 물들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불꽃이 번져가는

느낌은 산불이 확산되는 공포의 느낌이 아니라,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개개의 소망이 불꽃 하나하나에 투영되어 지평 너머로 번져가는 느낌이

었다. 그리고 밤새워 돌린 쥐불놀이로 인해 옷에 배인 진한 장작 타는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향취이자 추억으로 남아 있다.

〈쥐불놀이-잔설(殘雪)〉[표 28]은 아직 추위가 남은 이른 봄 대보름의

364) 박천남,「지평너머」,『地平-Beyond the Horizon (개인전 도록)』, 2013.
365) 표인주, 앞의 글,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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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는 따스한 기운을 선사해 주면서 새롭게 잉태될 봄의 생명력을

불꽃의 동세로 대신하였다면, 〈쥐불놀이-조응(照應)〉[표 28]은 뜨거운

여름의 태양 또는 보름달에 맞서는 듯한 역동적인 기세를 표현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연과 하늘의 정적인 표현에서 동적인 표현으로의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다.

〈쥐불놀이-잔설(殘雪)〉
2017, 한지에 채색, 60.5x91cm

〈쥐불놀이-조응(照應)〉
2017, 한지에 채색, 60.5x91cm

[표 28] 쥐불놀이 시리즈 대표작

[도 84] 달집태우기 풍습과 나형민,〈달집태우기〉(2015)의 비교

불꽃과 관련된 또 다른 세시풍속이 ‘달집태우기’이다. 달집태우기는 마

을의 청장년들이 주축이 되어 짚을 모으고 생솔이나 생대를 베어다가 마

을 공터에 원추형의 달집을 만들고 14일 밤 달이 떠오를 때를 기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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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르면서 불을 지르는 풍습이다.366) 충남 부여, 청양 등에서는 달집

태우기를 동화(洞火)라 불렀는데, 동화는 마을의 질병과 잡귀를 모두 소

각시키는 ’동네불‘이라는 의미이다.367) 따라서 작품〈달집태우기〉[도

84]는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작품 57】〈지

평 위에 허수아비〉에 등장하는 허수아비도 마을 수호의 상징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동네불과 허수아비는 개인 또는 마을의 액을 없

애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을 대변한다.

결론적으로 불꽃에 의한 세시풍속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는 불놀이를 통해 체험된 집단적 노스탤지어는 공동

체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둘째는 신분의 상하 개념이 소멸하고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유희이다.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의 『놀이와 인간』을 보면 축제란 놀이와 같은 인간의 유희적

본능이 반영된 것이고 이러한 놀이와 축제만큼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문화적 기제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쥐불놀이와 같은

불꽃을 그리워하는 것은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위계나 종속,

차별을 초월하여 지평 가운데 일체감,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평등

하게 이상향을 꿈꿀 수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쥐불놀이와

같은 불꽃의 이미지는 집단적 이상향에 대한 소망, 염원이 반영되어 인

간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는 상징체라고 할 수 있다.

366) 표인주,『남도민속학』(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p.76.
367)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p.116.



- 257 -

Ⅵ.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地平)의 개념과 의의

를 철학적, 문학적, 미술사적으로 고찰하고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

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반영된 지평 표현에 있어서 조형의 원리와 형식상

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창작작품 연구는 연구자의 사유와 문

제의식, 조형적 사고를 제고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작품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창작작품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타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재점검함으로써 작품의 깊은 내면화를

추구하고 감상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지속적인 창작의 발전을 도모하는

토대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인

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완전한 상태로서 이상향에 대한 개념을 규

정하고 다양한 동·서양의 이상세계에 대해 개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

고 이상향의 유형은 욕망의 추구 여부, 실지·비실지로서의 실재성, 과거

와 현재·미래의 시간성에 따른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이상향을 표현한 형상화의 실례로 도시 중심의〈태평성시도

(太平城市圖)〉, 자연 중심의〈무릉도원도(武陵桃源圖)〉와 〈무이구곡도

(武夷九曲圖)〉를 대표작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주제와 형상화의 양상에

대해 부연하였다. 이는 연구자 작품에서 이상향이 반영된 도시지평 유형,

전원지평 유형과의 관계성 하에서 비교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였다. Ⅲ장

에서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서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용어선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노스탤지어로서 그리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떠나

온 고향이나 지나간 호시절이지만 연구자는 그 대상을 돌아갈 수도, 되

찾을 수도 없는 이상향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작품에서 이

상향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지평 너머 구름 가득한

청색 하늘을 통해 우의적으로 낙원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투영하였기 때

문이다. 그리고 무형의 이상향 인식에 따른 노스탤지어 유형을 두 가지

로 정립하였는데, 하나는 재건적 성격의 ‘복원적 노스탤지어’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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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그리움의 정서를 중요시하는 ‘성찰적 노스탤지어’이다. 그리고 연

구자의 작품 가운데 함의된 이상향의 노스탤지어 기능은 회귀(回歸), 우

의(寓意), 와유(臥遊)의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다. 노스탤지어는 우리말의

향수와 동의어이지만 지평 너머 이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염원이자 삶을

추동하는 정서로서 새로운 의미와 용어 사용의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Ⅳ

장에서는 이상향 인식의 토대이며 가장 중요한 소재인 지평의 의미와 이

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의 변천과정을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상향의 노스탤지어가 담긴 지평의 의미를 평담과 천

진의 원(遠)의 토대이자 총체적 의미연관체로서의 지각(知覺)의 배경 그

리고 경계(境界)의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덧붙여 지평이 갖는 경계의 의

미를 허구와 실재, 이상과 현실, 피안과 차안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상향이 반영된 지평의 변천과정을 작품제작 시기순으로 허구

(虛構), 부재(不在), 귀의(歸依)의 지평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

과 전개과정을 조명하였다. 허구의 지평에서는 지평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한 허구(虛構)의 이상향으로서의 시뮬라크라를 토머스 모어의 『유토

피아』문학과 비교하면서 대표적 작품시리즈인 ‘부양도시’의 의미를 분석

하였다. 부재(不在)의 지평은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과 같

이 부재한 지평에 대한 자각을 노스탤지어의 정서로서 인물과 표정을 통

해 드러낸 시기로 논하였다. 특히 먼 지평에 대한 응시, 경계선 없는 하

늘에서의 유영, 스카이다이빙 등등을 통해 진정한 이상향에 대한 성찰과

복원의 태도에 대해 제시하였다. 귀의(歸依)의 지평은 도연명의 「귀거

래사」와 같이 전원으로의 되돌아감을 통해 자연지평 창작의 발생 계기

와 표현 양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 중심의 본원적 이

상향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주제의식과 작업 방향에 대해 재

고하였다. Ⅴ장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나타나는 표현 양상과 조형적 특성

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지평의 구성적 측면에서 심산형(深山型) 지

평과 해도형(海島型) 지평으로 설명하고, 시방식의 측면에서는 고원(高

遠)과 평원(平遠)의 지평을 비교검토하였다. 청색과 황토색의 보색대비와

청색과 녹색의 색채대비는 연구자의 대표적인 작품이미지이자 색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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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설명하였다. 렌티큘러(Lenticular)를 활용한 새로운 풍경화로서

렌티스케이프(Lentiscape)와 스톱모션애니메이션을 활용한 〈空〉한국화

애니메이션은 연구자의 작업 중 뉴미디어매체를 통한 지평표현의 확장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상

징적 제재로서 ‘골목길’, ‘보름달’, 쥐불놀이 시리즈의 ‘불꽃’은 인간의 추

억과 소망이 투영된 대상으로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상향의 존재성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향의 노스탤

지어가 담긴 지평 표현의 주제와 형식,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 인

식의 주요 토대가 ‘지평’이며, 대상은 이상향 자체가 아니라 무형의 이상

향을 동경하고 염원하는 향수로서의 ‘노스탤지어’이다. 향수병은 『도화

원기』의 유자기나 『잃어버린 지평선』의 콘웨이와 같이 이상향의 집착

에 의한 정신병리학적 시름이지만, 이상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고난하

고 힘든 현세를 넘어 지평을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의로서

의 희망이자 동경이다. 이러한 낙원에 대한 동경을 동양에서는 무위(無

爲)의 가치로 이루고자 하였으며, 서양은 진화(進化)의 가치로 과학문명

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림 속 이상향으로서 뭉

게구름 가득한 푸른 하늘의 정취를 통해 지평 너머 낙원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기 도시지평에서부터 전원지평 표현으로의 작

품 변천과정은 이상향이 투영된 참된 지평에 대한 끊임없이 회화적 모색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상향은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저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

금 낙원을 향한 진한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 그리고 지평을 배회(徘徊)

하게 만든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는 대표적인 이상향인 유토피아(Utopia)

와 무릉도원(武陵桃源) 외에도 서양의 에덴동산(Eden), 아르카디아

(Arcadia), 황금시대(Golden Age), 아틀란티스(Atlantis), 파라다이스

(Paradise), 엘도라도(El Dorado) 등과 동양의 요순(堯舜)시대, 옥야(沃

野), 낙토(樂土), 극락정토(極樂淨土), 질민국(臷民國), 삼신산(三神山) 등

등... 수도 없이 많은 이상향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세계와 낙원세계 사

이에는 깊은 단절의 경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단절의 경계를 연결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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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 예술적 시도가 연구자 창작의 주된 목적일 것이다.

도연명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선인들은 진정한 이상사회의 요건으로 인

간의 인위(人爲)와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 문명을 갖추면

서도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본래의 천성으로의 귀의(歸依)를 강조하였

다. 그러나 서양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현실의

한계를 주도적으로 개혁하고, 이상세계를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재건하

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동양은 이상향에 대한 욕망의 절제를 중요시한

반면, 서양은 이상향에 대한 욕망의 충족을 위한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

러나 이상향의 허상(Simulacra)을 덮어쓴 오늘날의 도시문명이 인간에게

진정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이러

한 의문은 연구자에게 있어서도 왜 굳이 도시에 머물고, 여전히 도시를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배경이 되었다.

기실 문명의 발달이 인류에게 안락함과 편리함을 준 것도 명백하지만,

지금의 물질문명 또는 산업혁명에 대한 회의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수많은 자성과 반성에도 불구하

고, 근대 이후 여전히 천국 건설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지평 위에 추진

되어가는 물질문명의 발전은 무서울 정도로 질주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폴 케네디(Paul M. Kennedy)와 같은 역사학자는 산업화, 도시화로 초래

된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국가 간 인종 간 갈등, 경제적 불평등, 국제

금융의 불안정 등으로 다가올 미래를 장밋빛이 아닌 회색빛으로 전망하

였다. 그래서 질주하는 도로 표현의 지평 끝에 위치한 파란 하늘이 도리

어 어색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어딘지도 모르는 지평 너머 끝을 향해 무

한 질주하는 문명의 진화는 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의 환상을 주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의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렇기에 연구자도 전원

으로 귀의를 고려하게 되었고 궁극에는 자연 중심의 화풍 변화로 발전하

였다. 그리고 물질문명의 서구적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다 자연적이

고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회화적 모색을 본 연구를 통해 결론적으로 고

심하게 되었다.

현대문명 지평에 투영된 이상세계에 대한 노스탤지어란 단순한 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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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명세계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안과

성찰이 담겨있는 지평이 되어야 한다. 그 대안이란 현세를 벗어난 또 다

른 세계에 낙원이 있다는 염원의 화성탐사와 같은 신세계의 모색이 아니

다. 지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상향의 상실이란 지평 너머 숨겨진 이

상향을 찾지 못했거나 심심산골로 들어갔던 이상향의 통로가 증발해 버

렸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도리어 지평에서 잃어버린 또는 망각해

버린 것은 낙원의 건설을 위해 회복해야 할 이념과 상실한 가치에 대한

성찰이다. 그것은 현실의 비판이나 현세의 도피를 통한 은일(隱逸)의 자

세나 은거(隱居)의 태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연구자 스스로

전원으로 이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이상향은 무욕과 무위로 비

움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이상향은 저기 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이상향을 또는 새 지평을 이룰 수 있다

는 오래된 미래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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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xpression

of the Horizon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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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n urban and rural landscape paintings created

by the researcher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18. The main

theme of the thesis is the study of the expression of the horizon that

contains the nostalgia for Utopia(理想鄕).

It will be the most meaningful to examine the process and purpose

of the creation of these artworks(paintings, works of art) by

systematically studying the motivation, theoretical background,

them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of these works in the context of

the other works produced by the researcher.

‘Utopia(理想鄕)’, ‘nostalgia’ and ‘horizon’ are the crucial keywords

indicating the content,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er’s

artworks. The term ‘Utopia(理想鄕)’ refers to an idea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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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sioned in the imagination, a place like Heaven, Paradise,

Cockaigne, Shangrila or any ideal, perfect place created by the human

imagination. The object of nostalgia as the central element of

yearning is Utopia. The place where nostalgia for Utopia is expressed

is in the horizon, and this expression of the horizon is the key

feature of the researcher’s artworks

Previous studies on Utopia have been based on Utopia as a

prototype or category, but this study approaches Utopia from a

different viewpoint, as a discussion on the perception and feeling of

nostalgia for Utopia through the process of the expression of the

horizon as it reflects Utopia.

In other words, this is not a universal study of Utopia, but a study

of how the researcher perceives one's own Utopia, of nostalgia as a

longing for Utopia, and of the expression of urban or rural horizons

in which these elements are incorporated.

Therefore, I have explained the proto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of Utopia of the East and the West to understand the

nostalgia for Utopia. In addition, I analyzed the style of express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Utopia through an examination of

representative paintings portraying Utopia, and analyz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internal philosophy and thought related to

Utopia.

Based on these preliminary studies, it is meaningful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ructure of perception and awareness regarding Utopia in

the expression of the horizon in the artworks of the researcher.

This paper is structured into six sections: Ⅰ. Introduction, Ⅱ. The

Meaning of Utopia and the Expression of its Form, Ⅲ. The Concept

and Function of Nostalgia for Utopia, Ⅳ. The Expression of the

Horizon containing the Nostalgia for Utopia, Ⅴ. Formativ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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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Ⅵ. Conclusion.

Chapter Ⅰ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nd its contents, methods and significance.

Chapter II focuses on Utopia. The main content is the study of the

concept and form of Utopia, and representative paintings of Utopia.

The concept, definition and general understanding of Utopia is

approached by comparing Tao Yuan Ming’s ‘Tao yuan’ and Thomas

Moore’s ‘Utopia’ as a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Utopia in the East

and the West. Based on this introductory comprehension, I

characterized the representative paintings as ideological, realistic, or

temporal.

Chapter Ⅲ describes nostalgia for Utopia. The main points

addressed are the concept of nostalgia, the nature of its refl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its function. In the analysis of types of nostalgia

for Utopia, the meaning and function of nostalgia are investigated by

classification into ‘restorative nostalgia’ and ‘reflective nostalgia’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ir awareness.

Chapter Ⅳ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because it

contains research on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of the researcher’s

paintings.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of ‘horizon’

which is the main focus and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works is analyzed ideologically, philosophically, and spatially, with a

focus on the horizon in which the nostalgia for Utopia is contained.

Chapter V explain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r’s

artworks. It focuses on an analysis of the form, visual method, color

technique, expressive technique, and symbolic themes in the

expression of the horizon in the works.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works has been

summarized with respect to historical trends, meaning and form. The



content and means of expression us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works containing horizons that aim to communicate nostalgia for

Utopia have been examined once again. Furthermore, the study has

additional significance in identifying possible future directions for the

researcher’s expressive work.

keywords : Leesanghyang(理想鄕), Nostalgia, Horizon,

Utopia, Tao yuan(桃源), P ing yuan(平遠), Lentiscape

Student Number : 2004-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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