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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괘상(卦象)과 상형문자(象形文字)를

매개로 생활세계를 표현한 연구자의 작품연구논문이다. 연구자의 작업은

생(生)과 본질(本質)에 관한 회화적 표현방법을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한

다. 본 논문은 고대에 인간이 발견한 자연의 이치와 이를 본받고자 하는

인간의 규범을 그림과 문자로 표현한 ‘괘상’과 ‘상형문자’에서 그 단서를

얻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표현한 작업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괘상 및 상형문자에 내포된 ‘상(象)’과 ‘의상(意象)’의 개념이 ‘생활세계’와

상통하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자의 미학적 관점에서 상호 공통적이고 보

완적인 주제를 찾고, 탐색된 주제를 회화적으로 구현한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의상론’의 측면에서 동양회화의 특징을 살펴보

고, 둘째 동양의 ‘의상론’과 서양 현상학의 ‘생활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셋째 회화적으로 표현된 괘상과 상형문자의 현대적인 의미를

찾고, 넷째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괘상과 상형문자를 조명해보는 데 있

다. 나아가 연구자의 작업이 동양회화의 특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현대미

술로서 형식과 해석을 도출할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

다.

Ⅱ장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와 회화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문

의 주제인 ‘생활세계(生活世界)’는 ‘생을 바라보는 세계’로 정의할 수 있

다. 생활세계는 우리가 사는 ‘생의 세계’와 생과 본질을 관찰하는 ‘인식의

틀로서의 생활세계’로 나눌 수 있다. ‘생활세계’라는 용어는 서구 현상학

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인간이 사는 터전인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뜻한다. 또한 과거의 인상이나 관념적 세계가 아닌 현재의 구체

적 삶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터전 없이는 모든 학문과 이념과 삶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 중심에 ‘자연’이 있다고 본다. 생활세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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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어떠한 철학적 전제나 선입관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고 이해하려는 인식의 태도다. 즉 소위 ‘생활세계적 태도’란 주관적이

고 생생한 체험으로부터 도출되는 생의 구조나 본질을 직접적이고 직관

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철학의 현상학이 정립한 인식의 틀을 회화의

‘의상론’과 결합하여 공통된 주제로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

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회화의 내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자가 회화작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괘상과 상형문자에

관해 연구하였다. 괘상의 기원에 대하여 ‘하도·낙서설’과 ‘태극설’로 나누

어 살폈다. 숫자에서 비롯되었든 자연을 관찰하여 취하였든 자연현상에

내재된 상반된 속성을 음(⚋)과 양(⚊)이라는 추상적인 기호로 표현한 것

이 괘상이고, 이의 종류에는 ‘8괘’와 ‘64괘’가 있다. 상형문자는 갑골문에

최초로 나타나는 문자로서, 대상을 모방한 ‘상형성’과 인간이 길흉화복을

추측한 ‘주술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특성을 갖는다. 괘상과 상형문자의

공통점은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 주요한 특성을 추출하였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하여 표현방식이 상당히 요약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편하게 간략하다[易簡]. 그 요약적인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현대의 추상적 표현에 가깝고 대상 너머의 것에 대한 상상이 가미되며

경외심이나 심미성이 담겨 구현된다. 괘상과 상형문자는 심미적인 의상

(意象)으로서 동양회화의 출발점이자 동양철학과 미학의 핵심을 간직하

고 있다. 연구자는 괘상과 상형문자의 특성에 착안하여 그에 내재된 생

활세계를 탐색하여 작업의 바탕이 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괘상과 상형문자를 활용하여 ‘생활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알아보았다. 첫째, ‘경험으로서의 현재’

는 연구자가 당시 당면한 구체적 삶에서 나타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사

건을 담았다. 전통적으로 괘를 추출하는 방식인 우연적 방법을 사용하여

괘상을 선택하거나 그 해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잔치’를 주제로 한 《문자연(文字宴)》 전시의 작품, ‘사건’을 다룬 ‘64괘’

작품, ‘균형’을 주제로 한 작품 등이다. 둘째, ‘직관으로서의 관(觀)’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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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의 접촉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直觀)을 발동하여 얻은 결과에 초점

을 맞춘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대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

상을 깊이 관찰하여야 한다. 이는 한쪽 면만 바라보는 고정시점으로는 어

렵고, 동양의 시방식을 통한 바라보기 방식을 사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

다. 《문자산수》, 《이상세계(以象世界)》, 《문자 속 문자(文中文)》전시

중에 이와 관련된 작품에 대하여 정자(亭子)를 중심으로 한 관(觀)과 집

(宮)을 중심으로 한 관(觀)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상호작

용에 의한 상상(想像)’은 심미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관계에서 심미주체의

주관이 강조되는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성, 관습성 속에서 형성된

심미주체의 마음의 상태는 주관적으로 대상을 규정한다. 이는 상상력을

촉발하고 의미(意味)와 의상(意象)을 만들어낸다. 《별길》전시의 작품,

‘괘상’ 작품, 《소(素)-상(象):비결정적 형상》전시의 작품 등이 이에 해당

한다.

Ⅴ장에서는 작품의 재료적,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작업 전체

에서 흰색 안료는 의미상으로 논어에 언급되는 소(素)의 뜻을 가지고,

재료적으로 작업의 바탕과 형식을 구성한다. ‘소(素)’의 ‘소박’, ‘바탕’의

의미와 ‘긁기’ 행위의 신체성, 물성의 요소에서 실존과 본질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현색(玄色)으로서의 먹의 속성과 티타늄화이트 흰색안료 및

기타 물감에 대해 안료의 특성, 제조방법, 포수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조형적 특징은 ‘괘상’ 작업과 ‘상형문자’ 작업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괘상’ 작업에서, 선은 각 효의 의미에 맞춰 획이 ‘운동성’과 ‘방향

성’을 가지고, 형태는 「계사전」에 나오는 ‘이간(易簡)’사상에 근거하여

‘간략한 형상’의 특징을 갖고, 구도는 ‘서예–문자도-괘상’의 관계에서 ‘서

예의 결구와 장법’의 특징을 가진다. ‘상형문자’작업에서, 선은 갑골문, 금

문, 전문의 철선(鐵線)적 요소, 인물화에 쓰이는 ‘철선묘’ 등과 비교하여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강경하며 원필의 유연한 철선’의 특징을 가진다.

형태는 ‘추상기호’의 형상을 띄고, 이간사상에 의한 ‘서(書)와 화(畵)의 관

계’에서 보이는 ‘상형성’을 가짐과 동시에 ‘생의 이치’에 입각한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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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중시한 특징이 있다. 구도는 각 사물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 하나하나를 겹치지 않은 ‘나열식 구도’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괘상과 상형문자를 매개로 현상학의 인식 틀을 사용하여 생

과 본질을 표현하는 회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현대미술

에서 기호로서 고대문자의 활용 가능성을 찾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동양

예술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근원에서 출발하여 현대에 유용한 회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상(象), 괘상(卦象), 상형문자(象形文字), 의상(意象), 생활세계(生活世界),

철선(鐵線)

학 번 : 2008-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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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자는 생활세계에서 발생한 감정과 그 변화 내지 흐름에 주목하여

작업하였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사상과 감정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에 의탁

하여 표현한 방식이 아닌, 비정형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거나, 고

대인이 사용하였던 괘상(卦象), 상형문자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형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자는 ‘상(象)’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상(象)은 그 어원이 ‘코끼리’에서 출발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형체 있는 것의 대표성을 가진 ‘형상(形像)’의 의미로

확대되었고, 코끼리를 한 번도 본적이 없이 생각으로 모양을 그려보는

‘상상(想像)’의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상의 개념에는 ‘눈에 보이는 형체’

와 ‘마음에 느끼는 형상’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상은 ‘괘상(卦象)’의 형태로 인류에 처음 등장한다. 아래로 땅에서 위로

하늘에 이르기까지의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물

과 현상을 가려내고 이를 ‘’과 ‘⚊’이라는 부호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

다. 갑골문에서 출발하는 ‘상형문자’는 문자의 속성과 ‘상’의 속성을 동시

에 갖는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사를 전달한다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상’의 근원적 표현기법을 현대 회화미술에 응용

하고자 하였다. ‘괘상’과 ‘상형문자’를 통하여 ‘의상(意象)’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자는 작품을 현상학의 ‘생활세계’로서 조명하여 밝히고자 한다. 현

상학의 생활세계는 작품을 인식하는 틀이자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는 도

구로 기능한다. 현상학은 관찰자의 관조를 통하여 생성된 세계를 묘사하

고 기술하는 철학적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어떠한 철학적 전제나 선

입관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즉 수학적, 과학적, 논리적, 객관적 세계로 정립되기 전의 사물이 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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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연구한다. 생활세계는 ‘지향적 의식’을 가진 주

체가 개별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사물의 구조나 본질을 직접적,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태도이다. 생활세계적 관점은 기존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끌어낸다. 연구자는 생활세계를 회화적

으로 적용하여 괘상과 상형문자를 새롭게 바라보고 현대회화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괘상’과 ‘상형문자’, 기타 기호를 통하여 감정이나 생과 존

재에 대한 사상을 표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크게 철학적인 측면과 표현

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상’과 ‘의상’에

대한 개념정리, ‘괘상’과 ‘상형문자’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체계적 정

리, ‘의상론’과 관련한 현상학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선행적

으로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세계’를 회화적으로 적용하여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내용적, 조형적, 재료적 표현 특성을 살펴봄으

로써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것은

연구자의 현재 작업의 타당성과 앞으로의 작업 방향성의 실마리를 제공

할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생활세계의 의미를 살핀 후, 괘상과 상형문자의 생성원리

및 그 특성을 분석한 후 연구자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작품에 나타난

표현에 대하여 내용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한다.

연구대상인 작품은 총 9회의 개인전에서 전시된 작품이다.1)

Ⅰ장의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및 방법, 의의에 대해 밝

힌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논문의 주제인 ‘생활세계’와 관련하여 철

학적, 미학적 고찰과 작품의 분석을 하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서술한

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와 회화적 적용, 괘상과

상형문자의 생성발전단계 및 특징, 괘상과 상형문자를 활용한 생활세계

1)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전 중 연구대상인 전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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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및 조형적 특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방법을 소개한다. 연구의 의

의에서는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의의에 대하여 고찰한다.

Ⅱ장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에 대하여 주역에서 사용하는 ‘생’의 문자

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석도가 그 화론에서 펼친 생활론을 살피

며, 마지막으로 현상학의 생활세계를 다룬다. 생활세계의 회화적 적용에

서는 상과 의상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의상론과 생활세계에서

연구자가 공통으로 도출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을 구체적

으로 고찰한다.

『주역』은 자연의 ‘생(生)’의 의미를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동하고 변화하며 불식하는 모습을 ‘건원(乾元)’과 ‘곤

원(坤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양에서 예술은 도를 찾아 표현하는 것이

다. 도의 현현(顯現)이 자연이라 사고하고 자연 속의 생생불식(生生不息)

하는 모습을 존재의 근원적 작용으로 보았다. 생의 의미는 미학적으로

‘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석도의 생활론(生活論)에서 잘 나타난다. 그

림이란 마음(心)의 작용이다. 필묵의 활용을 통해 자연을 담아내기 위해

서는 화가가 기법적인 접근하여서는 안 되고 ‘생활(生活)’, 과 ‘몽양(蒙

養)’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도는 생활의 의미를 ‘생명’, ‘생동

활달’의 기본 개념에 더하여 ‘직접적·주관적인 체험’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사용한다. 현상학은 상활세계를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삶’으로 해석하

고 있으나, 이는 ‘생명’을 주제로 한 것으로 주역에서 말하는 ‘생’과 석도

의 ‘생활’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연구에 접근하였다.

전시명 전시연도 전시장소
1 소(素) 2002 모인화랑, 서울
2 소(素) 2004 추화(中和)갤러리, 일본 동경
3 소(素)-상(象):비결정적 형상 2006 공화랑, 서울
4 문자연(文字宴) 2009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5 문자산수 2011 가회동60갤러리, 서울
6 별길 2012 63스카이아트미술관, 서울
7 이상세계(以象世界) 2015 한원미술관, 서울
8 문자 속 문자(文中文) 2017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9 만천명월주인댁(萬川明月主人宅) 2019 아자부주반갤러리, 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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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상학의 주관적이고 일상적 삶에서 행해지는 생명에 대한 인식과

작용이 동양의 ‘의상론’의 개념과 그에 수반된 주제들과 매우 유사함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현상학의 생활세계라는 용어를 빌려 동양의 회화예술

에서 다루어 온 ‘자연’ 내지는 ‘생명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의상론’과 생, 생활, 생활세계와 연관성을 찾아 분석한다.

연구자는 회화에서 생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상(象)을 사용하였고, 이

때 사용되는 상은 의상(意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우선 허신의 『설문해자』, 단옥재의 주(注)와 자전을 통하여 상의 어원

을 정리하고, 그 자의(字意)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상’이라는

문자가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주역』을 통하여 상의 연원, 상을 얻

는 방법인 취상법(取象法), ‘관물취상(觀物取象)’과 ‘입상이진의(立象以盡

意)’와 관련된 언(言)과의 관계를 살핀다. 『주역』·『노자』·『장자』에서

보이는 상의 철학적 개념이 위진남북조 시기 유협의 ‘의상론’에 이르러 심

미적인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살펴본다. 연구자는 의상론이 정립되면서

심미주체와 심미대상 간의 생성된 주제들이 현상학의 생활세계에서 드러

나는 주제와 매우 강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규명하고

자 한다. 의상론과 생활세계에 수반된 여러 주제 중에 연구자의 작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의상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왕부지의 ‘정경합일설

(情景合一說)’, ‘현량설(現量說)’을 고찰하고, 공통적 주제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을 도출하여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연구자의 작업에서 쓰이는 괘상과 상형문자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역경』의 괘상과 갑골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문자는 연구자

의 작품에 개별적인 표현형식으로 등장한다. 그 발생 기원과 의미 및 특

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내포된 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은 ‘하도·낙서설’과 ‘태극설’로 ‘괘상의 기원’을 고찰한다. 하도·낙서

의 도상은 수(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음양의 생성원리로 태극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역경』의 8괘와 64괘를 통하여 ‘易(역)’이라는 문자의 어

원, 음양의 상반된 속성에 의한 ‘변화’와 ‘생성’의 원리, 8괘와 64괘가 각

상징하는 의미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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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은 ‘상형문자’에 대하여서 우선 그 생성과정과 ‘상형성’의 구체적 의

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가장 이른 상형문자에 해당하는 갑골문에 내포

된 ‘상징성’과 ‘주술성’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갑골문,

금문, 전문으로 변화한 과정과 각 자형의 특징을 추상성의 측면에 주안

점을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

3절 ‘괘상과 상형문자에 내포된 생활세계’는 앞서 생활세계를 의상론과

결부하여 도출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의 주제를 괘상과 상형

문자에 직접 적용해 보고 회화적 기호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Ⅳ장에서는 괘상과 상형문자를 활용해서 탄생한 작품에 대하여 생활세

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핀다. 2장에서 생활세계의 회화

적 적용으로 도출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을 범주별로 연구

자의 작업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연구이다. 작품에 나타난 생(生)과 생의

본질에 관한 연구자의 탐구를 평가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분석한다.

1절 ‘경험으로서의 현재(現在)’는 연구자(인간)가 살고 있는 ‘현재’의

경험된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과거나 관념을 배제하고 시도한 작

품에 관한 연구이다. 주변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어떻

게 바라볼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에게 ‘현재’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내가 숨 쉬며 살고 있는 현재의 직접적 경험에 대한 것과 나를 둘러싼

사회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사회 내 사건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이 사회의 증후로서 나

와 관련 있다. 한국사회의 모습과 현대인으로 살면서 연구자가 경험한

것을 ‘잔치’, ‘사건’, ‘균형’으로 나눠보고 살펴본다. ‘잔치’는 2009년 ≪문

자연(文子宴)≫ 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고, ‘사건’은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제작한 ‘64괘’ 작품이며, ‘균형’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된

작품이다.

2절 ‘직관으로서의 관(觀)’은 자연과 그것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태도를

담은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동양의 시방식은 『주역』의 ‘관물취상(觀物

取象)’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관(觀)’은 치밀한 관찰 방법(앙관부찰)에

따른 귀납적 사고활동을 말한다. 또 ‘관’의 출발은 ‘직관적 바라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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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생활세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은 판단이나 추론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를 바

라보는 것이다. 연구자에게 대상은 ‘자연’이며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바

라본다. ‘정자(亭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과 ‘집(宮)’을 중심으로 바라

보는 것이다.

3절 ‘상호작용에 의한 상상(想像)’은 경험하지 못한 우주나 미지의 세

계를 꿈꾸며 자유롭게 상상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한다. 상상

력은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어진다. 첫 번째 ‘별길’은 해와 달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하여 우주나 미지의 세계를 꿈꾸고 자유롭게 상상한

작품들로 구성한다. 두 번째 ‘괘상’은 음양기호에 의한 괘의 모습을 연구

자의 상상에 의해 이미지 또는 기호로 표현한 작품이다. 세 번째 ‘비결정

적 형상’은 연구자의 마음속 이미지를 ‘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Ⅴ장은 연구자가 회화작품에 사용한 안료, 선, 형태, 구도에 대해 그

조형적 특징을 살핀다. 회화는 정해진 공간 내에 물질적 재료와 조형적

원리로서 표현되는 예술이다. 기본적으로 색과 선, 형태 그리고 이들의

구성으로 작가의 생각이 회화에 전달되는 것이다.

1절 안료(顔料)는 ‘바탕으로서의 흰색’, ‘먹’, ‘초록색과 그 외의 색’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별히 흰색은 모든 작품의 바탕 재로 쓰일 뿐만 아니

라 초반기 작업에서는 <소(素)>라는 작품 제목으로 쓸 정도로 그 자체

가 작업의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품의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소

(素)’의 철학적인 의미를 『논어』의 ‘회사후소(繪事後素)’에 관한 논의와

『주역』의 ‘산화비괘(山火賁卦)’에 해석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살핀다.

그리고 ‘티타늄화이트’를 통하여 구현한 흰색의 재료적 특징을 살핀다.

‘먹’ 부분에서는 현색(玄色)으로서의 먹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

떻게 작업에 발현할지를 살펴본다. ‘초록색과 그 외의 색’ 부분에서는 연

구자가 사용하는 과슈물감과 동양화물감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절 ‘선(線)’은 ‘괘상의 획(畵)’과 ‘상형문자의 철선(鐵線)’으로 나누어 살

핀다. 괘상은 여섯 개의 획으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의 획이 의미를 지닌

다. 하나의 획은 운동성과 방향성을 띠고 각 작품 안에서 주제와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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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발휘되고 있다. ‘중천건괘(重天乾卦)’,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 ‘택풍

대과괘(澤風大過卦)’의 예를 들어 괘상의 각 획의 의미와 표현에 대해 살

펴본다. 다음으로 ‘상형문자의 철선(鐵線)’ 부분은 고대벽화의 선, 갑골문,

금문, 전문의 선, 인물화의 철선묘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3절 형태 부분은 ‘간략한 형상’과 ‘문자추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괘

상을 표현하는데 「계사전」은 ‘쉽고 간단함의 이치를 알아서 천하의 이

치를 파악하게 된다(易簡而天下之理得)’라고 하였다. 생과 본질을 담는

형상은 인식하기 쉽고 따라 하기에 간단한 형상으로 발현된다. 간단하고

쉽게 표현된 작품의 특성을 살펴본다. ‘문자추상’에서는 현대 문자추상

작업을 하는 작가들과 변별하여 연구자의 사용하는 문자의 ‘상형성’과 그

‘구조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살핀다.

4절의 구도는 ‘결구와 장법의 구도’와 ‘나열식 구도’로 나누어 살펴본

다. 괘상 작업의 구도는 서예의 결구와 장법의 원리로서 접근하여 ‘서예

-문자도-괘상’을 연결 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형문자 작업의 구도

는 사물을 겹치지 않고 나열하는 특징이 있는데, 고구려벽화에서의 구도,

서예의 장법의 원리, 지도 형식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Ⅵ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술된 것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미, 논문의 남

은 문제와 후속 논문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서술한다.

연구의 방법은 ‘상과 생활세계에 대한 개념정리’, ‘괘상과 상형문자의

특성 및 의미 분석’, ‘조형적 특징 분석’을 위해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품에 사용한 괘상과 상형문자의 어원, 형성원리, 특성 등을

밝혀 괘상과 상형문자를 의미 있는 부호로 사용하는 현대 추상회화의 가

능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정립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상(괘상)과 생활세계에 대한 개념정리를 위하여 『주역』을 중심으로

한 동양철학서와 그 주석서, 동양미학서, 현상학 관련 철학서 및 논문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역』은 원전과 그 해석서로 정병석 역

주의 『주역』을 기본으로 하여, 보충 자료로 성백효 역의 『주역전의』,

김석진의 『대산주역강의』, 왕필과 한강백 주(注)·공영달 소(疏)의 『주



- 8 -

역정의』, 김경방, 여소강의 『주역전해』, 빌헬름의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등을 참고하였다. 또 『주역』의 개괄적 이해를 위해

고회민, 남회근, 엽랑, 왕진복, 장법 등의 서적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의상론과 관련해서는 유협의 『문심조룡』과 왕부지의 저작을, 현상학

개념의 정리를 위하여 한전숙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그 외에 현상학

관련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였다.

괘상과 상형문자의 특성 및 의미 분석을 위하여 중국철학사, 중국문자

학, 서예사, 자전류 등을 참고하였다. 괘상에 관해서는 앞서 『주역』 관

련 책을 참고하여 괘상의 생성원리와 의미를 분석하였고, 상형문자는 시

라카와, 다케다, 쿨마스, 양동숙 등의 문자학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자형

분석은 『설문해자』, 『한한대자전』, 『고전문자자전』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자 작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을 위하여 괘상과 상형문자를 사용한

작품을 제시하고 동양회화사, 미학서적, 화론집, 화집류, 안료 관련 재료

연구서, 화평 등을 참고하였다. 갈로, 서복관, 이택후, 장법 등의 미학 관

련 서적과 석도의 『고과화상화어록』, 장언원의 『역대명화기』, 유검화

의 『중국고대화론유편』 등의 화론서적을 참고하였다. 그 외에 서예 관

련 서적 및 각종 미술관 기획전, 개인전 도록의 화평을 참고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본 논문은 생과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괘상과 상형문자로 담아낸 연구

자의 작업을 현상학의 생활세계로 조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

로 첫째 동양회화의 ‘의상론’이 현대의 추상미술과 연결되어 있고, 둘째

동양의 ‘의상론’과 서양 현상학의 ‘생활세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발

견되며, 셋째 연구자의 작품을 통하여 표현된 괘상과 상형문자의 회화적

인 의미를 찾고, 넷째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괘상과 상형문자를 통한

작품의 내용적 요소를 조명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유(有)와 무(無)의 결합 개념인 ‘상(象)’에서 시작하여 미학적으로

정립된 ‘의상’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심미주체와 심미대상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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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심미주체의 심재·좌망한 마음의 상태, 직관에 의한 현재 진행, 자

연의 진실, 대상을 통해 발현되는 작가의 심리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동양의 회화는 작가의 마음속 대상을 그리는 것으로, 대상과의

교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물화(物化)된 형상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있다.

청 말의 정섭(鄭燮)은 “‘안중지죽(眼中之竹)’을 거쳐 ‘흉중지죽(胸中之竹)’

이 생기고 이어서 ‘수중지죽(手中之竹)’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

다. ‘상’, 특히 ‘의상’은 말(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고, 회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여한다.

둘째 동양의 의상론과 서양 현상학의 생활세계를 연결하여 회화적으로

적용해 볼 것이다.2) 의상론과 현상학의 생활세계는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다. 『주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조시기 유협의 『문심조룡』, 명말

청초 왕부지의 ‘정경합일설(情景合一說)’과 ‘현량설(現量說)’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상론’이 발전, 정립된다. 20세기 초 서양의 근대철학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을 후설이 제안하였다. 그의 현상학은 동양의

의상론에 수반된 주제들과 유사한 주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회화예술

과 철학 사이의 통섭적인 의미를 찾는데 의의를 찾고자 한다.

셋째 회화적 입장에서 괘상, 상형문자를 살펴볼 것이다. 종래 괘상과

상형문자는 대부분 서예와 관련되어 연구되었다.3) 그리고 동양철학의 내

2) 의상론과 현상학을 연결해 분석한 선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엽랑(葉朗), 『미재의상
(美在意象)』(북경:북경대학출판사, 2010)의 「의상 세계는 진실한 세계를 밝게 비춘
다」에서 ‘의상’과 ‘생활세계’가 서로 유사하고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서
복관(徐復觀), 『중국예술정신』(서울:동문선, 1990)의 「예술정신의 주체- 심재의 심
과 현상학의 순수의식」에서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설명한다.

3) 서예와 관련하여 괘상을 다룬 책이나 논문은 대부분 김응학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응
학, 『서예미학과 예술정신』(서울:자심루, 2006). ; 김응학, 「『주역』과 서예미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26(2006), 267-294. ; 김응학, 「역의
음양론과 서예의 상관관계」, 『동양철학연구』48(2006): 226-250. ; 김응학, 「역의
괘상과 서예의 생명정신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23(2005), 323-342. ; 김
응학, 「태극건곤의 서화미학적 고찰」, 『동양예술』25(2014), 120-142. 등. 한편 괘
상 자체를 미학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논문(이기훈)도 보인다. 이기훈은 선행논문들이
주역의 내용을 이용하여 미학 원리를 설명한 것과 달리 괘상과 괘상이 도출된 원리에
착안하여 미의 원리를 궁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논문은 다음과 같
다. 이기훈, 「『주역』의 상에 대한 미학적 분석」, 『동아인문학』38(2017),
385-410. ; 김연재, 「주역의 예술적 생명정신-음·양의 미학적 범주 및 그 미적 범주
화」, 『유교사상문화연구』25(2006), 95-124. ; 선승혜, 「유교 미학과 예술학의 연구
현황: 2005-2006」, 『유교문화연구』11(2008), 4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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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미학 원리로 설명하는 정도로 연관 지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괘상

과 상형문자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해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괘

상과 상형문자를 서예의 출발점으로 보고 회화와 분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은 회화적인 요소가 강한 기호이다. 상(괘상)은 이미

지와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상형문자는 대상의 실제 모습을 모방하되

고도의 축약성을 가진 ‘그리기’ 형태의 작업결과이다. 따라서 회화의 영

역에서 괘상과 상형문자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럽다. 연구자는 3장에서

괘상의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회화사의 양식적 측면에서 조명할 것이고

상형문자의 추상적 특징을 논하여, 회화의 영역에서 괘상과 상형문자의

추상성을 이용한 작업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둔다.

넷째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괘상과 상형문자를 조명하고 현대미술에

서 고대문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현상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인식 방법론을 가진다. 연구자는 생과 본질에 대한 질문을 회

화로 담아내기 위해 추상적 형식의 형상을 찾고자 하였다. 고대문자가

태동하기 이전에 생성된 ‘괘상’과 최초의 문자인 ‘상형문자’에서 발견하였

고, 현대 회화 작품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였다. 태

초에 인류가 발견한 기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현상학

적 인식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현상학에서 연구자의 작품 주

제와 공통적인 사유를 찾아보고, 이 틀에서 연구자의 작업을 다시 분석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앞으로의 작업의 분석하는 것은 추후 방향성

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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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활세계의 의미와 회화적 적용

이 장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를 알아보고 회화적으로 적용할 생활세계

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생활세계의 의미에 대하여 『주역』에서 사

용하는 ‘생’과 관련하여 문자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석도가 그 화

론에서 펼친 생활론을 살피며, 마지막으로 현상학의 생활세계를 다룬다.

생활세계의 회화적 적용에서는 상과 의상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

고, 의상론과 생활세계에서 연구자가 공통으로 도출한 ‘현재’, ‘직관’, ‘상

호작용 속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주역』은 자연의 ‘생(生)’의 의미를 처음 거론하면서 천지간에 존재

하는 만물의 생동하고 변화하고 불식하는 모습을 ‘건원(乾元)’과 ‘곤원(坤

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양에서 예술은 도를 찾아 표현하는 것이다.

도(道)의 현현이 자연이라 사고하고 자연 속의 생생불식(生生不息) 하는

모습을 존재의 근원적 작용으로 보았다. 생의 의미는 미학적으로는 ‘생

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석도의 생활론(生活論)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그림이란 마음[心]의 작용이며, 필묵의 활용을 통한 자연을 담아내기 위

해 기법적인 차원이 아닌 ‘생활(生活)’, ‘몽양(蒙養)’으로서 실천하기를 요

구한다. 여기서 ‘생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생활세계에

대한 용어는 현상학의 용어로 보통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삶’이라 해석되

지만 결국 ‘생명’을 주제로 한 것으로 『주역』에서 말한 ‘생’과 석도의

‘생활’의 개념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또한,

현상학의 주관적이고 일상적 삶에서 행해지는 생명에 대한 인식과 작용

이 동양의 ‘의상론’의 개념과 그에 수반된 주제들과 관련됨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현상학의 생활세계라는 용어를 빌려 동양의 회화예술에서 다루

어 온 ‘자연’ 내지 ‘생활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에 대하여 생, 생활, 생활세계와 연관성을 찾

아 분석한다. 연구자는 회화에서 생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상(象)을 사

용하였고, 이때 사용되는 상은 의상(意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연구자는 우선 허신의 『설문해자』, 단옥재의 주(注)와 자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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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의 어원을 정리하고, 그 자의(字意)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

로 ‘상’이라는 문자가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주역』을 통하여 상의

연원, 상을 얻는 방법(取象法), ‘관물취상(觀物取象)’ 및 ‘입상이진의(立象

以盡意)’와 관련된 언(言) 등을 살핀다. 『주역』·『노자』·『장자』에서

보이는 상의 철학적 개념이 위진남북조 시기 유협의 ‘의상론’에 이르러 심

미적인 개념으로 발전한 것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의상론이 정립되면서

심미주체와 심미대상 간의 생성된 주제들이 현상학의 생활세계에서 드러

나는 주제와 매우 강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규명하고

자 한다. 의상론과 생활세계에 수반된 여러 주제 중에 연구자의 작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의상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왕부지의 ‘정경합일설

(情景合一說)’, ‘현량설(現量說)’을 고찰하고, 공통적 주제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을 도출하여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생활세계(生活世界)의 의미

이 절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의 주제에 해당하는 생활세계를 정리한다.

『주역』의 건괘와 곤괘의 「단전」에 기술되는 ‘건원’, ‘곤원’의 해석을

통해 ‘생’의 의미를 살피고, 석도의 ‘생활’ 개념을 본 후, 마지막으로 서양

의 현상학 개념인 ‘생활세계’를 살펴 상호 관련을 탐구한다.

1) 『주역』의 생(生)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자연계는 천(天) 또는 천지(天地)로 대표된다.

이 경우의 천 또는 천지는 단순히 하늘 또는 ‘하늘과 땅’이라는 형상적

존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천지를 포함하여 그사이에 존재하는 만물

의 유기적 연속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때문에 천 또는 천지를 표현하

는 자연계는 단순히 고정되어 변형만 기다리는 피동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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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듯이, 천 또는 천지는 그 자체가 스스로

살아서 만물을 생성 변화시켜는 근원적인 것으로 미화(美化)되고 선화

(善化)되는 것이다.4)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와 본질을 의미하며, 우리가 감각하는 천지를

현상의 본원으로 보는 것이다. 자연은 우주를 포함하여 그 공간에 존재

하는 모든 것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생(生)의 움직임까지를 포

함한다. 생은 이념의 세계가 아닌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모습의 실제다.

존재와 본질에의 접근과 관찰은『주역』의 천[乾], 지[坤]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주역』「계사전」상 12장(이하 『주역』에서의 출

전은 편명만 적는다.)에는 “천지가 있고 난 후에 만물이 생기고,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것은 모두 만물이다(有天地然後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

唯萬物).”라고 하였다. 이 문장은 천지를 존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자연의 모습을 『역경』의 건괘와 곤괘로부터 시작하여 64괘로 설

명하였다. 64괘의 384효는 각각 다른 공간과 시간을 배합하여 천지인(天

地人)의 관계를 상대적이고 동태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계사전」하 1장

에는 “천지의 크나큰 공덕을 일러 생이라고 한다(天地之大德曰生)”, 감

(坎)괘 단전의 “천지가 감동하여서 만물이 화생한다(天地感而萬物化生)”

라고 하여 천지를 변화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 보고 있다.

『주역』에서 생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건원’과 ‘곤원’의 어원

상의 뜻과 「단전」에 기재된 ‘건괘’와 ‘곤괘’의 괘사에 대한 해석을 살핀

다.

우선 ‘건원(乾元)’의 글자에 관한 자의를 보면, 『설문해자』에는 “건

(乾)은 위로 나온다는 뜻으로 을(乙)에서 나온 것이다. 을은 물이 이른

것이다(乾, 上出也, 從乙. 乙, 物之達也).”하여 을(乙)에서 뜻을 취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석문(釋文)』은 ‘乙’을 “봄에 초목이 굽어서 나오는 것

을 표상하는데, 기를 속에 가져서 점점 강하게 하나하나 나온다(象春艸

木寃曲而出, 含氣尙疆, 其出乙乙也).”라고 하였고, 『사기』의 율서에 의

하면, “을이란 만물이 분주하게 생하는 것을 말한다(乙者, 言萬物生 軋軋

4) 정병석, 「주역의 자연관에 나타난 생성과 가치내함의 의미」,『인간과 자연』(서울:
서광사 199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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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건’은 ‘생(生)’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 다음으로 ‘원(元)’은 갑골문에서는 ‘ ’으로 표현되는 ‘上(상)’과 ‘人

(인)’의 합체자이고, 그 뜻은 ‘사람의 위(人之上)’로 ‘머리(首)’의 뜻이다.

『맹자』 「등문공」에 “용사는 그 원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勇士不忘喪

其元).”라고 하는 것이 본뜻이다. ‘수(首)’로부터 뜻을 유추하여 시작, 큼

의 뜻으로 확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원’의 의미는 ‘생의 시작’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5)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이에 바탕하여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솔

하는구나. 구름이 움직여 비가 내리니 만물이(각자의 모습대로) 형체를

갖춘다. …건도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니 큰 조화를 보전하고

모으니 이에 바름이 이로울 것이니라.6)

위의 문장은 건괘 괘사[元·亨·利·貞]를 해석한 「단전」의 문장이다. 건

의 작용이 시작되어 아래로 향하여 전개되는 철학체계이고, 생생(生生)

과 변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건원은 ‘하늘을 통솔한다(乃統天)’고 하여

‘천(天)’과 ‘지(地)’는 상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름이 움직여 비가 내

리니 만물이(각자의 모습대로) 형체를 갖춘다(雲行雨施, 品物流形)’는 건

원과 천(天)을 합하여 추상적인 사유를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해 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만물’은 곤원의 변화를 일으키기 전으로 정신체

(에너지, 기)라고 할 수 있다. ‘건도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한다

5) 고회민은 ‘건원’에 대해 ‘건’자는 다만 우주만물을 생성하는 생기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을 뿐으로 그 작용 중에는 아직 움직여서 생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고, ‘건’ 아래
‘원’자를 붙이면 건의 작용이 움직여 시작한다고 보았다. ‘원’자의 함의는 하나의 ‘→’
와 같은 것을 표상하여 건의 작용을 만물의 생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본다. 그
렇기 때문에 ‘건원’이라고 쓰여야 ‘생의 시작’의 의미가 된다. 또 우주만물은 모두 태
극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건원’이라고 썼다. 이것은 태극은 일체의 변화와 작용을 포
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우주만물은 비록 태극에서 생하지만 결코 태극을 벗어나서 달
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태극 속에 존재하여 태극 자체가 된다. 이는 생생의
경향성을 말해주지 못한다. 이것이 건원을 쓴 이유이다. 고회민(高懷民), 『주역철학의
이해』, 정병석 역(서울:문예출판사, 2004), 178-182 참조.

6)「건괘·단전」,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雲行雨施, 品物流形. … 乾道變化, 各正性
命, 保合大和, 乃利貞. 정병석 역주, 『주역』(서울:을유문화사, 2016), 54-57. 이 논문
에서는 『주역』에 대한 해석으로 정병석 역주의 『주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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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道變化, 各正性命).’라고 하였는데, 건도변화는 물질의 정신체와 시간,

공간의 세 가지를 화합한 것으로 세 가지는 변화 화합 속에서 저절로 차

별이 생기고 이 차별은 성명의 ‘차별적 양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이

런 차별적 양상의 ‘성명’을 이어받아 각각의 형체를 부여받게 되면 현상

계의 다른 종(種)과 류(類)가 되는 것이다.7)

다음으로 ‘곤원’의 어원을 살핀다. ‘곤(坤)’자는 ‘신(申)’에서 나온 것으

로 ‘펴나가다.’, ‘이완한다.’라는 뜻이다. 천도가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이

어받아 그것을 함축하여 만물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단

전」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지극하도다. 곤원이여! 만물이 이것에 바탕하여 생겨나니, 이에 유순하게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니, 곤이 두터움으로 만물을 싣고 있는 것은

그 덕이 (하늘의) 끝없는 덕에 합치하며, (땅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 넓

고 커서 모든 사물이 다 형통하느니라. …바른 도를 지켜 길한 것이 땅이

가진 무한한 덕에 응하는 것이니라.8)

「단전」은 건도의 변화가 ‘성명’을 창생하는 것을 이어받아 ‘형체’의 발

생이라는 위에서 아래로 전개해가는 철학체계이다. ‘곤’은 ‘순종하여 받들

고(乃順承天)’, ‘곤도변화가 형체를 생성한다(萬物資生)’는 것이다. ‘지극하

도다.’라고 곤을 칭찬한 것은 바로 ‘조형(造形:형체를 갖춤)’의 작용 때문

이다. 곤의 조형이 있어야 만물은 형태를 드러내면서 생하기 때문에 ‘만

물자생(萬物資生)’이라고 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건곤의 「단전」에서 건원을 ‘위대하도다(大哉)’, 곤원을 ‘지

극하도다(至哉)’라는 말로 찬양하였다. 이것은 ‘생생’의 입장에서 찬송한

것으로 최대의 찬양사이다. 『주역』은 처음부터 생명을 찬송하고 ‘생생’

7) 고회민은 ‘물질의 정신체’를 ‘물원질’로 명했고, 물원질과 시간, 공간은 태극 속에 이미
존재하며 건원은 태극의 유행하는 작용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태극은 자체에서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만물을 생화(生化)하는 작용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건원에서
생화의 기능이 드러내기 때문에 물원질과 시간, 공간은 건원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고
회민, 앞 책, 182-188 참조.

8) 「곤괘·단전」,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无彊, 含弘光大, 品物咸
亨. … 安貞之吉, 應地无疆. 정병석, 앞 책,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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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인간생활과 철학적 내용을 완전히 일치시

켰다. 「계사전」은 이러한 건곤의 의미를 ‘생생’의 이치로 명확히 제시하

였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니 이것을(도를) 이어받는

것이 선(善)이고, 이를 이룬 것이 성(性)이다. …(음양이 서로 바뀌어 가면

서) 낳고 낳는 것을 역(易)이라 하고, …9)

천도의 속성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은 ‘끊임없이 만물을 낳는다.’라는 ‘생생

(生生)’의 이치라 할 수 있다. 이 ‘생생’의 이치는 천지가 만물을 낳고, 건

도변화(乾道變化)하여 ‘성명(性命)’을 올바른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인간의 추구할 형이상학적 가치인 인(仁)과 연계되는 것이다. 천

(天)과 지(地)의 상호작용 가운데에 인(人)을 두어, 인간도 자연의 일부

로 서로 생성, 의존한다고 보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생생’은 단순한 자연세계의 변화만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문명(文明)의 영속적인 발전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생생’의 앞의 ‘생’이

자연세계의 무한한 변역(變易)과 발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뒤의 ‘생’은

인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주자연의 무한한 ‘생’을 본받아 인간

스스로 연속적인 삶을 재생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0)

정리하면 ‘생’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중간의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연세계의 변화를 인간이 영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생(生生)’,

즉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역』에서는 자연은

본질과 근원인 ‘도’를 함유하는 주체이고, 생의 속성을 가지고 음과 양의

작용으로 펼쳐진다. 건괘와 곤괘의 원(元)이 갖는 생생(生生)의 특성은

시간상으로 만물이 성장을 시작하는 봄(春)을, 공간적으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동쪽(東)을, 인간의 품성 중 ‘기르는 사랑’의 마음에 해당하는

인(仁)을 공통적으로 의미한다. 『주역』에서 보는 ‘생’이란 하늘과 땅 사

9) 「계사전」 상 5장,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生生之謂易.…. 정병석
역주, 앞 책. 534-538.

10) 정병석 역주, 앞 책,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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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것이며 여기서 인간은 자연의

변화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존재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석도의 생활론

‘생(生)’은 『설문해자』에 의하면 ‘초목이 나와서 흙 위로 솟아나는 모

습’을 상형한 것이고, ‘활(活)’은 ‘활발(活潑)’의 의미로 ‘생명의 활동성’을

의미한다. 고대에『맹자』 「진심」 상(上)에 보면 “백성에게 물과 불이

없다면, 생활(生活)할 수 없다(民非水火, 不生活).”고 하여 생활을 ‘생존’

의 의미로 보았다. 생활의 의미는 ‘생존’, ‘생명’, ‘생동’, ‘생생하고 활발한

것’, ‘생기발랄한 것’의 의미로 쓰였으며 더 나아가 ‘생활을 다양하게 하

다’, ‘경험이 많다’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화론상에서 생활이라는 용어는 대표적으로 석도의 『고과화상화어록

(苦瓜和尙畵語錄)』의 제5장 「필묵(筆墨)장」에 보인다. 석도는 필과 묵

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필·묵을 화법상의 기교적 차원에서가 아닌 필

(筆)은 ‘생활(生活)’, 묵(墨)은 ‘몽양(蒙養)’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철학적

의미로 끌어올렸다. 몽양과 생활과 관련하여 「필묵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 사람 중에 필이 있고 먹이 있는 자가 있고, 또한 필이 있고 먹이 없는

자가 있고, 또한 먹이 있고 필이 없는 자가 있다. 이는 산천이 일편에 제

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감수성(賦受)이 균일하지 않은 까닭

에서이다. 먹이 필을 적시(濺)는 것은 영(靈)으로써 하고, 필이 먹을 움직

이는 것은 신(神)으로써 한다. 먹은 몽양(蒙養)이 아니면 영(靈)치 않고,

필은 생활(生活)이 아니면 신(神)하지 않는다. 몽양의 영(靈)을 능히 수

(受)할 수 있으면서 생활의 신(神)을 해(解)치 못하면 그것은 먹만 있고

필이 없는 것이요, 생활의 신(神)을 능히 수(受)하면서도 몽양의 영(靈)을

변치 못하면 그것은 필만 있고 먹은 없는 것이다.11)

11) 석도(石濤), 『고과화상화어록(苦瓜和尙畵語錄)』, 古之人有有筆有墨者, 亦有有筆無墨
者, 亦有有墨無筆者, 非山川之限於一偏, 而人之賦受不齊也, 墨之濺筆也以靈, 筆之運墨
也以神, 墨非蒙養不靈, 筆非生活不神, 能受蒙養之靈, 而不解生活之神, 是有墨無筆也, 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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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석도의 ‘몽양’에 대한 해석은 『주역』의 몽괘(蒙卦)에 근거로

보고, 우매함, 어리석음, 혼돈, 가능성 등의 해석으로 대체적으로 동일하

나, ‘생활’에 대한 해석은 나뉜다. 석도의 생활 개념을 ‘생명의 활동성’으

로 파악한 것과 ‘생활체험’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뉜다. ‘생명의 활동성’으

로 보는 견해는 엽랑(葉朗)을 들 수 있는데, 생활이란 「필묵장」의 다음

문구를 근거로 ‘산천만물의 살아 생생한 각가지 다른 특수한 형태를 가

리키는 것’으로 본다.

산천만물이 체(體)를 구함에는 반(反)이 있고 정(正)이 있고, 편(便)이 있

고 측(側)이 있고, 취(聚)가 있고 산(散)이 있고, 근(近)이 있고 원(遠)이

있고, 내(內)가 있고 외(外)가 이고, 허(虛)가 있고 실(實)이 있고, 단(斷)

이 있고 연(連)이 있고, 층차(層次)가 있고 박락(剝落)이 있고, 풍치(風致)

가 있고 표묘(縹緲)가 있다. 이것이 생활의 대단(大端)이다.12)

이 문장을 보면 석도는 산천만물을 모두 생활로 보고 있다. 엽랑은 산천

만물의 생명의 특징인 무한한 변화와 다양성을 이 글에 근거하여 만물의

변화적 측면을 생활로 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생활이란 몽양과 함께 짝

을 지어서 나온 말로 몽양을 ‘태고의 우주가 혼연일체가 된 혼돈의 상태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이를 타파하고 무에서 유로, 하나[一]에서 다

(多)로 나아가는 것이 생활[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산천만물의

특수한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13)

장선아도 엽랑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석도는 “필은 생활이 아니면 신

(神)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여기서 신(神)은 「계사전」상(上)에서 “신은

일정한 공간(方所)이 없고 역은 일정한 형체가 없다(神无方而易无體).”,

“음양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음을 신(神)이라고 한다(陰陽不測之謂神).”

受生活之神, 而不變蒙養之靈, 是有筆無墨也. 김용옥,『석도화론』(서울:통나무, 1992),
82. ‘생활’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분분하여 김용옥이 직역한 해석을 참조하였다.

12) 山川萬物之具體, 有反有正, 有偏有側, 有聚有散, 有近有遠, 有內有外, 有虛有實, 有斷
有連, 有層次, 有剝落, 有丰致, 有飄緲, 此生活之大端也. 김용옥, 앞 책, 84.

13) 엽랑(葉朗),『중국미술사대강(中國美術史大綱)』, 이건환 역(서울:백선문화사, 2000),
58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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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생활의 측면을 ‘변화막측(變化莫測)’의 신묘함으로 보았고, 석도

의 생활을 ‘생명’, ‘생명의 특성’, ‘만물의 변화적 측면’으로 요약하였다.14)

다음으로 ‘생활체험’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 황난파(黃蘭波)는 “필을 사

용함에 있어서 풍부한 생활체험이 아니면 신묘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라고 하였고, 이방재(李方才)는 “생활은 풍부한 체험이다.”라고 하였으며,

유검화(兪劍華)는 생활을 “사물을 체험할 때의 사고이다.”라고 하였다.15)

김용옥은 “붓(筆)이란 화가 자신의 ‘살아 생동하는 체험의 축적’이 없이는

신묘할 수 없는 것이다.”로 해석하고 있다. 백윤수는 생활을 “붓이 생활

체험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신묘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용옥과 백윤수는 ‘마음[心]’의 작용에 근거하여 생활의 의미를 ‘생활

체험’으로 해석하였다. 바로 앞장의 「존수(尊受)장」에서는 “그림이란

마음[心]이 느낀 바를 담아내는 것(夫畵者, 從於心者也.「일획장」)”에 대

해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마음(心)이 손·팔을 통해 필(筆)로 전

해지고 필의 획과 먹(墨)의 번짐으로 그림(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의 궁극은 나의 마음이며, 이를 위해 묵(墨)은 먹을 조절할 수

있는 ‘테크닉(몽양)’이 필요하고, 필(筆)은 나의 마음을 구성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체험(생활)’이 중요하다. 생활은 문자 그대로 ‘생동’, ‘살아 움

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몽(테크닉)에 대하여 ‘나의 주관적 체험

의 깊이’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말하는

‘생활’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생(生)하고 활(活)하는 체험의 축적태인 것이

다. 따라서 몽양은 묵의 측면으로서 영(靈)을 지향하고 생활은 필의 측면

으로서 신(神)을 지향한다. 따라서 석도에게 있어서 ‘붓’이란 먹을 운반하

는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나의 삶

의 세계’의 깊이와 관련되는 것이다.16)

연구자가 생활세계에서 보는 생활의 의미는 김용옥의 견해를 따른다.

김용옥은 생활을 생명과 생명의 움직임이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심(心)

의 작용에 의한 생활체험이라고 했다. ‘생활’의 의미는 그 본래의 의미에

14) 장선아, 「석도 ‘일획’의 체용론적 고찰」, 『동양예술』21(2013): 310-337.
15) 장선아, 앞 논문, 330 재인용.
16) 김용옥,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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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生)과 활(活)의 결합어로 ‘자연’, ‘생명’, ‘생명의 움직임’에서 출발하

고 내포하지만, 단순히 생명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화가의

‘마음(心)’과 관련했을 때에 일어나는 작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

한 이유로 화가의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그것의 축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도는 산천만물의 다양한 모습이 생활의

단서라고 했는데, 화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변화무쌍하고 생생불식(生生

不息)하는 자연의 모습을 긍정하고 이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실

천하는 것[필의 작용]을 생활이라고 본 것이다.

3) 현상학의 생활세계

현상학에서 정의하는 생활세계(生活世界)는 학문적으로 수립된 객관적

세계와 대립하는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말한다. 서양의 현

상학에서 사용된 이 용어는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후기

철학의 핵심개념으로 ‘Lebenswelt’를 ‘생활세계’ 외에도 ‘삶의 세계’, ‘생명

계’ 등 다양하게 해석한다.17) 후설에 따르면 한편으로 ‘객관적인 세계’는

원칙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 즉 원칙적으로 그것의 고유한 자기존재

에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이론적·논리적 하부구조이고, 반면에 ‘생활세

계’는 무엇보다도 바로 ‘실제적인 경험가능성’을 통한 세계인 것이다. 달

리 말하자면 생활세계는 원칙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우주이고, 객관적인

세계는 원칙적으로 직관할 수 없는 세계다. 객관적 세계는 우리의 직관

적 경험의 세계를 이념화한 결과, 즉 거기에 ‘이념의 옷’이 입혀진 결과

요,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적 이념이라는 시각에서 경험의 세계를 추상화

한 결과이다. 후설은 이 객관적 세계의 바탕이 되는 직접적인 경험의 세

계를 ‘생활세계’라고 부른다.18) 생활세계는 모든 학문의 토대이며 학문에

서 객관적 세계로 의미부여 되는 ‘명증성’이란 결국 생활세계적 삶에서

숨겨진 정초원천을 밝히는 일에 불과하다.

17) 후설이 ‘생활세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현상학적 고찰의 전회를 시도하는 것은
1930년대이며, 그의 저서 『위기』(1954)와 『경험과 판단』(1954)에서 볼 수 있다.

18) 한전숙, 『현상학』(서울: 민음사, 1996), 220-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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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루어진 자연과학의 발달은 그저 기술

적 진보의 문제에만 관심을 보일 뿐 이러한 학문이 작동하는 바로 그러

한 형이상학적 틀에 붙어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간과하였다. 실증과학이

그 실존론적 타당성을 잃어버림에 따라, ‘진리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

엇인가?’ ‘실재란 무엇인가?’ ‘훌륭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등

과 같은 존재론적·인식론적 질문에 직면하였다. 이에 후설은 ‘학문이 철

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파산하였다.’라고 고발한다.19) 모든 학

문은 생활세계의 지반 위에 세워진 ‘논리적 구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학문

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오로지 객관적 진리, 객관적 세계관의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이 이루

어지는 바탕, 즉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생활세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후설은 방법론으로 ‘생활세계적 판단중지’를 내세

운다. 그것은 ‘모든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이다. 모든 이론적 객관

적 관심을 유보하고 오로지 생활세계만으로 그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하여 생활세계적 환원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이론적, 객관적

학문에 대한 거부나 부정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생활세계는 이념화를

전혀 모르는, 이념화에 앞선, 오히려 그 필연적인 지반이 되는 세계를 말

하기 때문이다.20)

현상학에서 생활세계의 개념을 간단히 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일상적이고 주관적 삶이라고 정의해 버린다면 이 개념과 그에 수

반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묻어버리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후설이 사용

하는 생활세계의 개념은 다의적이며,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상이하다. 생활세계는 ‘존재론적 개념’과 ‘초월론적 개념’으로 구분

하여 보면 이해가 쉽다. 첫 번째 ‘존재론적 개념’은 선학문적으로 주어지

는 경험의 세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시하는 세계, 우리에게 친숙하

고 그리하여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세계를 지시한다. 그러나 이

러한 생활세계는 고정적이지 아니하고 역사성 속에서 학문이론을 점차

흡수하여 지속해서 변형되어 간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본

19) 단 자하비,『후설의 현상학』, 박지영 옮김(서울:한길사, 2017), 219.
20) 한전숙, 앞 책,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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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가 둥글다고 가정하고 믿는다. 여기서

후설은 형태학적 본질과 이념적 본질 간의 구분을 이용한다. 생활세계를

형태학적 유형화로 특징 진다면 이론적 탐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타

의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생활세계는 체계적 이론들이 그것이 근

거할 것을 갖게 하며 토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후설은 생활세계가 지리

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얼마나 상이한가와 관계없이, 모든 가

능한 생활세계에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구조’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질적

구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불분명하지만, ‘자연’21)을

제시하며 자연은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모든 생활세계는 ‘기능하는 신체(functioning

body)’에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어떤 상상 가능한

생활세계가 그에 부합해서 구조화되는 보편적 틀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러한 신체성과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 두 번째 ‘초월론적 개념’은

특히 그의 후기 저서인 『위기』에서 보인다. 학문적 이론이 생활세계에

뿌리박고 있으면, 생활세계와 학문 양자가 모두 초월론적 (상호) 주관성,

즉 ‘직관적 상호주관성’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주의와 과

학주의는 모두 거부되어야만 한다. 생활세계는 주관적 관점들에 의해 구

성되고 직관적 (상호) 주관성에 세계의식을 지닌 상호주관적 삶에 상호

연관된다.22)

종합해보면 생활세계는 철저히 구체적, 주관적 삶을 기반한 현실의 토

대에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구조를 살피는 방법론적 철학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예술의 영역에서도 가능하다. 생

활세계의 형이하학적인 것을 토대로 형이상학적인 것을 논하는 것은 예

술가가 물질(재료)을 가지고 존재(대상)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 덧붙여

21) 후설이 제시한 ‘자연’에 대해 엽랑(葉朗)의 다음 말은 도움이 된다. 중국 철학과 중국
미학에서 참됨[眞, 본연]은 바로 자연이고, 이 자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
계가 아니라 ‘존재의 본래 면모’이다. 이 자연, 이 존재의 본래 면모는 생명이 있고,
인류의 생명·운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취가 충만하다. 엽랑,『미재의상
(美在意象)』(북경:북경대학출판사, 2010) 참조.

22) 단 자하비, 앞 책, 219-231 참조. 여기서 초월론적이라는 단어는 선험적 또는 직관적
이라고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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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활세계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은, 생활

세계가 구체적, 직관적,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과학은 그 대상의 비상대

적, 무관점적 측면으로 인하여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료하고 정확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계가 우

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관한 탐구가 아니다. 반면 선과학적 경험에

서 도출되는 생활세계는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상대적 진리인 것이다.

생활세계의 대상들이 지니는 특징은 상대적, 근사적, 관점적 소여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세계의 구체적, 직관적, 주관적 특징을 동양의 미학

체계에서는 ‘의상(意象)론’에서 탐구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상과 의상의 개

념, 의상과 생활세계를 연결하여 생활세계의 회화적 적용 가능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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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세계의 회화적 적용

이 절에서는 생활세계에서 회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찾아

보겠다. 이를 위해 상의 어원, 『주역』의 ‘관물취상’과 ‘입상이진의’, 노자

의 ‘대상무형’, 장자의 ‘상망’에서의 ‘상’의 개념과 유협의 ‘의상’을 살펴보

고 동양회화의 ‘의상’의 개념을 정리해보겠다. 이를 토대로 ‘의상론’과 ‘생

활세계’를 연결하여 회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주제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을 도출하고 이에 관해 설명하겠다.

1) 상(象)과 의상(意象)

(1) 상의 어원

상의 개념은 사전상에서 보면 코끼리, 상아(象牙), 형상, 상징, 징조, 용

모,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현상이나 사물, 법, 역법(曆法), 본받다, 본떠 그

리다, 비슷하다, 유추하다, 구현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

『설문해자』에서 “‘상’은 남월 지방의 큰 짐승이다. 긴 코와 어금니를

가졌으며 3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다. 귀와 어금니 그리고 네 다리와 꼬

리의 모양을 상형하였다(南越大獸, 長鼻牙, 三年一乳, 象耳牙四足尾之形,

凡象之屬皆從象).”라고 설명하였고, 『한한대자전』에서는 “갑골문·금문

자는 긴 코의 한 가지 특징으로써 ‘象’자를 도출했다(甲·金文都突出的長

鼻這一特徵).”라고 정의하고 있다[표2-1].

또한,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 의하면, 코끼리는 짐승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

물인 코끼리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고 세상에 형체 있는 것의 대

표로 상(象)자를 쓴 것이라 한다. 이는 ‘형상(像)’의 개념을 낳았다. 단옥

재의 『설문해자주』에서 보면 고서(古書)에서는 ‘象’자를 빌어 ‘像’자의

의미로 썼으며, ‘人’부에서 “像이란 비슷하다[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似란 모양이 같다[像]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주역』「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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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象이란 像의 뜻이다(象也者, 像也).”라고 하여 ‘象’이 ‘형상(像)’23)임

을 명시하였다.24)

[표2-1] ‘象’의 자형25)

象코끼리상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상의 개념은 『역전』에서 쓰인 사례에서 도출되었다. 『역전』은 형

(形), 기(器), 물(物)과 대별하여 상의 의미를 쓰고 있다. 「계사전」에

“나타냄(見)을 상이라 하고, 형체(形)가 있는 것을 그릇(器)이라고 한다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라고 하고 “괘상이라는 것은 성인이 천하의 잡

다한 것을 봐서 그 형용을 비겨보며, 그 물건의 마땅한 것을 본받기(象)

때문에 상이라 말한다(夫象, 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

故謂之象).”라고 하여 상의 의미를 형체가 있는 사물과 대치하여 ‘형이상

학적인 의미의 상’으로 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은 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하늘에 있어서

는 상(象)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形)를 이루니(在天成象, 在地成

形).”, “상을 이루는 것을 건[天]이라 말하고, 법을 본받는 것을 곤[地]이

라 말하며(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형상해서 위에 있는 것을 도[道]라

하고, 형상해서 아래 있는 것을 그릇(器)이라 하며(形而上者, 謂之道, 形而

下者, 謂之器)”, “우러러 하늘의 상(象)을 보고 구부려 땅의 법(法)을 보며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의 문장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하늘과

23) 조민환은 형상(形象)의 개념으로 상(象)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형(形)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물(物)의 외부형태를 가리키고, 상(象)은 보아서 볼 수 있는 물상(物象)
을 널리 지칭한다. 그러나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形)과 구별된
다.” 조민환, 「동양미학에서의 형상성과 이미지」,『시각예술에서 이미지란 무엇인
가』(서울:눈빛, 2003), 21-22.

24)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는 『주역』에서 쓰인 ‘象’자가 곧 ‘像’자의 가차(假借)
로 보고, 옛날에는 ‘象’자만 있었고 ‘像’자는 없어서 ‘像’ 대신 ‘象’을 사용한 것으로 본
다.

25) 논문에 실린 한자의 자형은 http://www.internationalscientific.org/ 사이트와 『고전
문자자전(古典文字字典)』(동경: 주식회사 동방서점, 199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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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구별하여 땅에서는 구체적인 형상[形, 器, 法]을 찾고 하늘에서는

추상적인 형상[道, 象]을 찾음을 볼 수 있다.

완적(阮籍)은 『달장론(達莊論)』에서 “형(形)은 돌이라 말하고 상(象)

은 별이라 말한다(形謂之石 象謂之星)”라고 하였다. 천상의 별들은 그 상

(象)만을 볼 수 있는 데 비해 땅에 떨어진 것은 돌이 되어 실체가 있게

된 것을 형(形)이라 한다는 것이다. 노자는 “참으로 큰 상은 상이 없다

(大象無形)”라고 말하였다. 이것도 상(象)과 형(形)을 구별한 것으로 상

(象)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象’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상 외의 “느

낄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현상)”을 지칭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

서 징조,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현상 또는 사물, 상상, 상징 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은 상상하고 유추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존재하며 상으로 보며 상징으로 존재한다.

앞서 의미론적 확장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

서는 상의 의미를 발음에서 얻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상상(想像)의 의미

는 『한비자(韓非子)』 「해노(解老)」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코끼리

(象)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실제 모습을 상상하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머릿속으로 실물처럼 상상하는 것[意想]을 모두 ‘象’

이라 한다.”26)라고 하였다. ‘像’자가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각으로

모양을 그려본다[想像]’라는 뜻이 미리 생겨서 『주역』에서 ‘象’자를 ‘모

양을 머릿속으로 유사하게 그린다[想像]’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본다.27)

26) 「해노(解老)」,『한비자(韓非子)』, 人希見生象也, 而得死象之骨, 按其圖以想其生也.
故諸人之所以意想者, 皆謂之象也.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이하에
서 고전문헌의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모두 동양고전번역원에서 인용한 것임
을 밝혀둔다.

27) 상(象)이라는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고도 하지만 형상(形象), 상형(象形), 상상(想像),
상징(象徵), 심상(心象), 구상(具象), 추상(抽象) 등과 같이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사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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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역』28) ‘관물취상(觀物取象)’과 ‘입상이진의(立象以盡意)’

① ‘관물취상(觀物取象)’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易)은 상(상징)이니 상이라는 것은 (이치를 비슷하게) 본뜨는 것이오29)

역상이 천지만물의 형상(形象=物象)을 모의하여 반영한 것을 긍정하고

있다. 당대 경학자 공영달(孔穎達)은 『주역정의(周易正義)』30)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28) 『주역(周易)』은 『역경(易經)』과 『역전(易傳)』으로 구성되어있다. 『역경』은 고
대 산괘(算卦 : 복서(卜筮:점)) 책의 하나다. 이 책에는 8괘로부터 추연된 64괘의 괘상
(卦象)과 괘사(卦辭) 및 384효의 효사(爻辭)가 포괄되고 있다. 이 괘사와 효사에 인용
된 고사에서 살펴볼 때, 『역경』은 대략 서주(西周) 초기에 만들어졌다. 『역전』은
『역경』을 해석하고 발휘한 것이다. 『역전』은 모두 10편으로 「단전(彖傳)」 상
하, 「상전(象傳)」 상 하, 「계사전(繫辭傳)」 상 하, 「문언(文言)」, 「설괘전(說卦
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이다. 따라서 『역전』은 ‘십익(十翼)’이
라 불리기도 한다. 『사기(史記)』에는 공자가 만년에 『역경』을 즐겨 읽었으며,
『역전』을 정리하였다 하나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역전』는 대
략 전국시기(戰國時期)에 만들어진 것이다. 『역경』과 『역전』은 만들어진 연대가
서로 오래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전』이란 책은 『역경』의 근본성질에 대
해 개조를 하였다. 『역전』은 『역경』의 종교무술적(宗敎巫術的) 형식을 보류(保留)
하면서, 『역경』의 종교무술적 내용은 양기(揚棄)하고 있다. 『역경』의 근본 골력을
빌려, 음양학설(陰陽學說)이 핵심이 된 철학체계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역전』과
『역경』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역경』은 복서(卜筮)책이고, 『역전』은 철
학저작(哲學著作)이다.

29) 「계사전」하 3장, 易者象也, 象也者像也. 정병석 역주, 앞 책, 625-627.
30) 『주역정의(周易正義)』는 『주역』에 대해 위진남북조 시대의 왕필과 한강백이 주
(注)를 단 것과 당시대의 공영달이 한강백의 『주역주(周易注)』를 다시 소(疏)를 단
것 합쳐 만든 책이다. 송나라 시대 주희가 주를 단 『주역전의(周易傳義)』와 함께
『주역』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책이다. 시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주(注)가 붙여져
서 그 시대의 주된 사상이 주를 다는 데도 영향을 줬음을 볼 수 있는데, 왕필이 살았
던 위진남북조시대는 이전 진한시대의 상수역(象數易) 흥행의 폐단을 의리(義理)로써
막고자 상(象)에 대한 해석을 기피했음을 볼 수 있고, 대신 당나라 시대의 공영달은
이에서 벗어나 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함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
공영달이 『주역』에 대한 해석을 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왕필의 ‘득의망상(得意忘
象)’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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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易)의 괘(卦)라는 것은 만물의 형상(形象)을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므

로 역(易)은 상(象)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象)을 형상(形象)이라고 하는

것은, 괘(卦)는 만물의 상(象)으로, 만물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 마치 건곤(乾坤)의 상(象)이 천지(天地)를 닮은 형상(形象)을

본받은 것과 같다.31)

상(象)이 형상(形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물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곤의 상이 천지를 닮은 형상

을 본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공영달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역(易)이란 것은 상(象)이니, 물상으로 인사를 밝히는 것으로 시(詩)의

비유(比喩)와 같다. 어떤 것은 천지음양의 상(象)을 취하여 의(義)를 밝

힌 것이다. 즉 건(乾)의 물속에 잠긴 용(潛龍), 밭에 드러난 용(見龍), 곤

(坤)의 리상(履霜), 견빙(見氷), 용전(龍戰)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은 만

물의 잡상을 취하여 의(義)를 밝힌 것이니, 둔(屯)의 육삼(六三)의 ‘사슴

을 쫓는데 몰이꾼이 없다(卽鹿無虞)’, 육사(六四)의 ‘말을 탔다가 내리다

(乘馬班如)’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종류는 역(易) 중에 많다.32)

「계사전」에서는 전체 『역경』33)은 모두 상이고, 모두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의리(義理)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 8괘와 64괘는 만

물의 상을 법으로 삼아, 만물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으니 이는 상이다. 괘

사와 효사는 천지음양의 상에서 취하기도 하고, 만물의 잡상에서 취하기

도 하였기에 때문에 이 또한 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은 어떻게 취하는 것인가? 「계사전」에서 복희씨

31) 왕필, 한강백 주, 공영달 소, 『주역정의』, 易卦者, 寫萬物之形象, 故易者象也. 象也
者, 像也. 謂卦爲萬物象者, 法像萬物, 猶若乾坤之象法像于天地.

32) 왕필, 한강백 주, 공영달 소, 『주역정의』, 凡易者, 象也. 以物象而明人事, 若詩之比
喩也. 或取天地陰陽之象以明義者, 若乾之潛龍見龍, 坤之履霜堅氷, 龍戰之屬是也. 或取
萬物雜象以明義者, 若屯之六三卽鹿無虞, 六四乘馬班如之屬是也. 如此之類, 易中多矣.

33) 『역경』은 복희가 8개의 획[畵]을 그어 8괘를 만들고 이로부터 추연하여 64괘를 만
들었다. 64괘의 모습은 상(象:그림)으로 괘상(卦象)이라 부른다. 『역경』 자체가 상
(象:그림)이다. 따라서 『역경』에서 상의 쓰임은 형이상학, 형이하학 모두이며, 괘상,
괘사, 효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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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 괘를 그릴 때 관찰, 귀납 등의 사고 활동을 통하여 그 철학 체계를

완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옛날에 포희씨가 천하에 왕 노릇 할 때 우러러 하늘의 상을 관찰하고

굽어 땅의 형태를 관찰하며,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에 적합한 것에 대해

관찰하며, 가깝게는 자기에서 취하였고, 멀리는 다른 사물에서 취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팔괘를 만들어 신명의 덕에 통하게 하고, 만물

의 실상을 분류하고 정돈하니34)

성인은 천하의 만사만물의 혼잡한 다양성을 관찰하고 그 형용되는 모습

에 비기며,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마땅함을(형상과 특성을 괘상으로)

형상함이라. 그런 까닭에 그것을 상(象)이라 한다.35)

위의 글에서 바로 자연계의 현상들을 관찰하여 찾아낸 보편적 법칙을 근

거하여 인간과 자연세계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전체적, 통관적인 입장

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역경』의 상징체계라고 말하고 있다.

「계사전」의 ‘관물취상’이란 명제에 대해 엽랑(葉朗)과 장법(張法)의

견해를 살펴보자. 우선 엽랑은 다음과 같은 3층을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관물취상’은 역상의 유래와 근원을 설명한 것이다. 역은 이는 성인

이 자연현상과 생활현상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창조한 것이다. 역상은

성인의 창조다. 그러나 이는 성인의 자아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우주만물

에 대한 재현이다. 이 재현은 비단 외계 물상에 대한 외표적 모의(模擬)

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한층 만물의 내재적 특성의 표현에 중점

을 두고, 우주의 심오하고 미묘한 도리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이 재현은 아주 큰 개괄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관물취상’은 역상의

생산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인식 과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창조과정이라

34) 「계사전」하 2장, 古者伏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
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정병석 역주,
앞 책, 613-614.

35) 「계사전」상 8장, 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정병석
역주, 앞 책, 54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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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하고 있다. ‘관(觀)’이란 외계 물상에 대하여 직접 관찰하며 직

접 감수(感受)하는 것이다. ‘취(取)’란 ‘관(觀)’이란 기초 위에서 제련(提

煉)하고 개괄하며 창조한 것이다. 관이나 취는 모두 상을 떠날 수 없다.

셋째, 관물취상이란 또한 ‘관물(觀物)’에서 취할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각도(角度)에 고정될 수 없으며, 어떤 고립된 대상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앙관(仰觀), 부찰(俯察)하고 굉관(宏觀), 미관(微觀), 원관

(遠觀), 근관(近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천지의 도(道)’

와 ‘만물의 정(情)’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36) 정리하면 ‘관물취상’의

명제는 역상의 유래와 근원, 역상의 생산 및 관물 방식을 설명하였다.

장법은 ‘관(觀)’은 ‘새(鳥)’와 ‘보다(見)’의 결합체로, ‘관’에서 ‘보다’는 일

반적인 ‘보다’가 아니라 ‘새(신)’가 본다는 뜻으로 본질적인 ‘보다’로 보았

다. ‘관’자의 근원과 「계사전」의 ‘관물취상’을 대조하여 다음과 같은 2

가지 특징을 끌어내었다. 첫째, 능히 ‘관’할 수 있는 자는 성왕이다. ‘관’

은 우두머리(제사장)의 일이며 그만의 고유한 능력이다. 둘째, ‘관’이 위

로 아래로 관찰하고 멀리, 또 가까이 눈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관’이 사방과 육합(六合)을 아우르는 시공간적 동태 구조의 우주관

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상하 사방에 대한 의식이 없으

면 위로 아래로 관찰하고 멀리, 또 가까이 눈을 돌리는 ‘관’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37)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선진시대에 성인(제사장)이 위로 아래로

멀리, 또 가까이 사물을 관찰한 이유는 시공간의 동태적 체계를 파악하

여 사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이다. 사물의 본질 파악은 바라보는 것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상(괘상)은 만들어졌다.

② ‘입상이진의(立象以盡意)’

36) 엽랑(葉朗), 앞 책, 81-82.
37) 장법(張法), 『중국미학사』, 백승도 옮김(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2012), 90-91 참
조. 이 책에서 장법은 3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관련성 있는 2
가지 특징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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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글로는(문자로 기록된 책으로는) 말을 다 하지 못

하며,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성인의 뜻을 볼 수 없다는

말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이 상(象)을 세워 뜻을 다하며 괘를

베풀어 참과 거짓을 다하며, 말(辭)을 붙여서 그 말을 다하며,…38)

이 글에서는 성인의 뜻(意)을 전달하는 데에 말(言)과 글(書)로는 힘들지

만, 상(象)으로써 할 수 있다고 본다. 개념, 판단, 추리에 사용되는 언어

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달하는 데에 국한성이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언어에 의해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물을 전부 표현할 수 없다고 본다. 사

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또한 아주 복잡하고 곡절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단지 뜻으로 알 수는 있어도 말로 전할 수 없으며 언어를 사용해서는 다

말할 수 없고 말을 하더라도 분명치 않으며 충분치 못하다. 이에 상을

세워 뜻을 다 밝힐 수 있고 형상의 도움을 빌어 성인의 뜻(意)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부진의(言不盡意)’와 ‘입상이진의(立象以盡

意)’라는 두 명제를 연계하면, 다음과 같은 사상이 포함되고 있다. 즉 개

념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분명치 못하거나 불충분한 것도 형

상(形象)으로는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며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39)

「계사전」에서는 또한 ‘입상이진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름을 일컫는 것은 작으나 그 취하는 유(類)는 크며, 그 뜻이 원대하며

그 말이 문채가 나며 그 말은 곡진하면서도 이치에 맞고, 그 일은 많이

벌여 놓았으면서도 (이치는 은밀하게) 숨어 있으니…40)

38) 「계사전」 상 12장,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 其不可見乎. 子曰, 聖
人立象以盡意, 設卦以盡情僞, 繫辭言而盡其言, …. 정병석 역주, 앞 책, 595-596.

39) 엽랑, 앞 책, 77-80 참조.
40) 「계사전」하 6장, 其稱名也小, 其取類也大, 其旨遠, 其辭文, 其言曲而中, 其事肆而隱,
…. 정병석 역주, 앞 책, 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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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이진의’란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비유하고 간단한 것으로서 복잡한

것을 드러내며, 유한으로서 무한을 깨우치게 하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미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상(象)’이란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이

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의(意)’는 깊고 복잡하며 그윽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계사전」의 이 말은 역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예술

형상의 특징이다. 예술작품의 형상은 개별로써 일반(一般)을 표현하고,

유한으로서 무한을 표현하며, 하나로서 많은 것을 표현한다는 데서 유사

하다.

「계사전」이 제출한 ‘입상이진의’라는 명제는 ‘상(象)’과 ‘언(言)’을 구

분하였고, 동시에 ‘상’과 ‘의(意)’를 연계하였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이

것은 ‘상’은 ‘의’를 표달하는데 대해 ‘언’이 미칠 수 없는 특수한 공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상’의 중요성을 규정한 것이다. 『주역』에

서 말한 상과 심미형상은 상통하는 곳이 있다고 말한다면 ‘입상이진의’란

명제는 또한 어느 정도 형상과 개념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형상과 사상·

감정을 연계하기 시작한 것이다.41)

(3) 노자의 ‘대상무형(大象無形)’과 장자의 ‘상망(象罔)’

① 노자의 ‘대상무형(大象無形)’

노장사상에서 상(象)은 도(道)의 현현(顯現)으로 제시된다. 도를 표현

하는데 상이 사용되기도 하고 상(대상) 자체가 도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모습 없는 모습(狀)이요 무물(無物)의 형상(象)이니 그저 ‘홀황’ 하

다고 말할 뿐이네. 그 때문에 맞으려 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르고

자 해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네.42)

41) 言-象-意의 관계는 창작예술의 분야에서 주요한 것으로 작용하며 『주역』의 ‘입상
의진의’의 명제에서 출발하여 문학 부분의 ‘부(賦)’, ‘비(比)’, ‘흥(興)’의 발생과 후에 유
협의 ‘의상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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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구체적 사물이 아니니 당연히 모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도는 사

물들에 근거해 나타나니 전혀 도의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

상지상(無狀之狀)’, ‘무물지상(無物之象)’, ‘홀황(惚恍)’으로 도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狀’은 외면의 모습, 즉 사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

고, 반면 ‘象’은 내면의 모습, 즉 어떤 사물이 지니는 상징적 모습을 가리

킨다.43)

도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하네. 없는 듯 있는 듯하나, 그 가운데 형상

(象)이 있고, 있는 듯 없는 듯하나, 그 가운데 사물(物)이 있고, 그윽하고

가물하나, 그 가운데 어떤 실정(精)이 있네. 그 실정은 매우 참되니(眞), 그

가운데 신뢰(信)가 있네.44)

여기에서 상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실질적인

‘物’에 대비하여 직접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이미지인 ‘象’을 말하고 있

다. 도의 작용은 홀황하고 황홀하지만, 그런 미묘한 과정을 통해 만물 가

운데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象]도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物]임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 사물들(象과 物)에 정(精)이 있으며, 참된

정기(精氣)45)는 신뢰가 있다고 하여 도(道)-기(氣)-상(象)의 관계46)로 도

42) 『노자』 14장,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惚恍.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
43) 이석명 역, 『도덕경』(서울:사단법인 올재, 2014), 73.
44) 『노자』 21장, 道之爲物, 惟恍惟惚.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
兮, 其中有精, 其精甚眞, 其中有信.

45) 정(精)은 정기(精氣), 정력(精力), 생명력, 알갱이 등 여러 해석이 있다. 『역전』 「계
사전」(상)에서는 “정기가 사물이 된다(精氣爲物)”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기’는
천지만물과 사람을 이루는 정미한 근원물질로 보았다. 『관자(管子)』 「내업(內業)」
“精也者, 氣之精者也.” 에서 정기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정미한 기를 가리킨다.
정기는 천지만물과 인류를 형성하는 정미한 물질로서 인간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고
형체를 부여해 준다고 보고 있다.

46) 도-기-상의 관계는 도의 구체화이다. 도는 우주의 본체와 생명이며 이를 음양의 두
기(氣)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노자는 『노자』 42장,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
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은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껴안
고 있으며 충기(冲氣)로서 조화를 이룬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
而抱陽, 沖氣以爲和).”라고 했다. 여기서 기는 ‘하나’로 표현되었다. 도가 변화·생성해
서 혼돈의 기가 나오고 기가 변화하여 음양의 만물이 변화·생성된다. 만물은 모두 안
에 음양의 두 기를 담고 있으며 음양의 두 개의 기의 교감과 운동이 만물을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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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근거를 말하였다.

대상(大象)을 잡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귀의해 오네. 귀의해 오면 해로움

이 없으니 편안하고 평온하며 크게 되네.47)

참으로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참으로 큰 그릇은 완성됨이 없으며, 참으

로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참으로 큰 형상(大象)은 형체가 없네.48)

여기서 대상(大象)은 도(道)를 말한다. 도는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기에

모든 형상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아주 거대한 형상이라고

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대상(大象)’

이다.

결국, 노자의 도는 황홀요명(恍惚窈冥)하지만, 오히려 절대적 허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물을 통해 드러나고 그 사물은 정(精)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것이다. 만물의 본체와 생명이 도 또는 정(기)이라면 그것은 상

을 통해 드러나고, 상이 없다면 도, 정(기)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자는

도를 표현하는데 ‘대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노자는 도(道)에는 무(無)와 유(有)라는 허(虛)와 실(實)이 있다고 하였

다. 도는 무한과 유한의 통일이며, 혼돈과 차별의 통일이다. 노자는 홀황

(惚恍), 황홀(恍惚)이란 말을 사용하여 도를 형용하였다. 홀황, 황홀이란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한 것이다. 도는 상을 포괄하고 도는 상을 생

산한다. 『주역』에서 상이 무와 유를 다 포함하듯이 노자가 의미하는

자라게 한다. 노자의 기는 ‘하나’이며 우주의 나뉘지 않은 혼돈의 기이다. ‘충기’는 멈
추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음양의 기이다. 그러므로 기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는
데 첫째는 물질성이다. 기는 형체도 없는 혼돈으로 도에서 나온다. 하지만 기는 이미
일종의 물질이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없음[無]’은 아니다. 둘째는 운동성이다.
기의 특징은 ‘충’, 곧 머물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다. 기는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은 상
반 상성하고 서로 부딪치며 작용하는데, 만물은 바로 ‘충기’가 화합하고 변화되어 만
들어진다. 기의 이 같은 속성은 만물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물이 생겨나고 없어지게
할 수 있다. 장립문(張立文) 주편,『기의 철학』, 김교빈 외 옮김(서울:예문서원, 2012),
87-88 참조.

47) 『노자』 35장, 執大象, 天下往. 往而不害, 安, 平, 太.
48) 『노자』 41장, 大方無隅, 大器免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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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대상(大象)’으로서 도의 속성인 무와 유의 속성과 무한과 유한의 통

일을 내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상 안에 ‘정기(精氣)’로서 도의 실체를

설명하였다.

② 장자의 ‘상망(象罔)’

장자는 노자의 이런 사상을 계승하였다. 「천지(天地)」편에 하나의 우

언을 보겠다.

황제(皇帝)가 적수(赤水)의 북쪽에 노닐고 곤륜산(崑崙山) 언덕에 올라갔

다가 남쪽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길에 그의 검은 진주를 잃어버렸다. 지혜

[知]로 하여금 그것을 찾아보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이주(離朱)로 하

여금 그것을 찾아보게 하였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고, 계구(喫詬)로 하여

금 그것을 찾아보게 하여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상망(象罔)을 시켰

더니 상망은 진주를 곧 찾아냈다. 황제가 말하였다. “이상하군! 상망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49)

이 우언에 있는 현주(玄珠)는 도(道), 진(眞)을 상징한다. 지(知)는 사려

(思慮), 이지(理智)를 상징한다. 이주(離朱)는 전설에 황제 시절에 시력이

가장 좋았던 사람으로 시각(視覺)을 상징한다. 계구(喫詬)는 언변(言辯)

을 상징한다. 우언의 뜻은 이지(理智), 사려(思慮)를 사용해서는 도(道)를

얻을 수 없고, 시각을 사용해도 도를 찾을 수 없으며, 언변을 사용해도

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망(象罔)을 사용해서는 오히려 찾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망은 유형(有形)과 무형(無形), 허(虛)와 실(實)

의 결합을 상징한다.50) 상망에 대하여 여혜경, 곽숭도, 종백화는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아 상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여혜경(呂惠卿)은 “상은 무(無)가 아니고 망은 유(有)가 아니며, 명백

49) 「천지」,『장자』, 黃帝遊乎赤水之北, 登乎昆崙之丘, 而南望還歸, 遺其玄珠. 使知索之
而不得, 使離珠索之而不得, 使喫詬索之而不得也. 乃使象罔, 象罔得之. 黃帝曰, 異哉! 象
罔乃可以得之乎! 김학주 옮김, 『장자』(고양: 연암서가, 2016), 289-290.

50) 엽랑, 앞 책,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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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曒)한 것도 아니고 혼매(昧)한 것도 아닌 점이 현주(玄珠)가 이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곽숭도(郭嵩燾)는 “상망이란 유형인

듯도 하고 무형인 듯도 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볼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다. 즉 형으로 이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형을 떠나서 이를 구해도

역시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종백화(宗白華)도 이 주에 근거하여 장

자의 이 우언에 관하여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명백(曒)한 것도 아니고 혼매(昧)한 것도 아닌 것이니, 이는

바로 예술형상의 상징작용이다. ‘상(象)’이란 경상(境相)이고 ‘망(罔)’은 허

환(虛幻)이니, 예술가는 허환적 경상을 창조하여 우주인생의 진제(眞際)

를 상징(象徵)한다. 진리(眞理)는 예술형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하고, 현주

(玄珠)는 상망 속에서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였다.51)

장자는 이 우언에서 ‘도’를 표현하는데 상이 언(言: 개념, 논리)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 여기서 상은 단순히 유형적(有形的) 형상[이주]이 아니고,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이 결합한 형상[상망]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자의 이 우언은 「계사전」에서 말하는 ‘언부진의’, ‘입상이진의’란 명

제에 대한 것을 노자의 ‘유(有)’, ‘무(無)’사상을 계승하여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의(意)를 표현하는데 언(言)의 한계를 들

고 상(象)을 제시하였다. 장자는 노자의 유무사상을 반영하여 상의 개념

을 구체화하였으며, 이것을 유형과 무형이 결합된 ‘형상[象罔]’이라고 하

였다. 종백화가 명료하게 말한 ‘상징’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형상만이 우주

의 진리인 ‘도(道)’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4) 의상(意象)

51) ‘상망’에 대해, 여혜경(呂惠卿)은 『장자의(莊子義)』에서 “象則非無, 罔則非有, 不曒
(明白)不昧(昏昧), 玄珠之所以得也.”라고 하였고, 곽숭도(郭嵩燾)은 『장자집석(莊子集
釋)』에서 “象罔者若有形若無形, 故眸而得之. 卽形求之不得, 去形求之亦不得也.”라고
하였으며, 종백화(宗白華)는 『美學散步』, 上海人民出版社, 1981(년 판), 68. 을 보면
“非無非有, 不曒不昧, 這正是藝術形相的象徵作用. ‘象’是境相, ‘罔’是虛幼, 藝術家創造虛
幼的境相以象徵宇宙人生的眞際. 眞理閃燿于藝術形象裏, 玄珠的皪于象罔裏.”라고 정의
하였다. 엽랑, 앞 책, 1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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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에서 상이 돌출된 것을 시작으로 노장의 도(의)-기-상의 관계

에서 보이는 기의 작용에 의한 운동성, 지향성, 상호작용의 개념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상의 개념을 철학적, 추상적 개념을 넘어 심미적인 것으

로 자리를 잡아가게 하였다. 『주역』의 의(意)와 상(象)의 관계에서 출

발하여 여러 가지 명제들이 만들어졌으며 위진시대에 이르러서는 ‘의상

(意象)’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의상’은 미를 살피는 사람의 심의(心意)와

상(象)이 결합된 단어이다. 앞서 살펴본 유와 무를 다 포함하는 상[大象]

또는 상징으로서의 상의 개념 정의가 대상을 바라보는 객체의 심미적인

부분이 주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의(意)’는 작가의 마음에 있는 뜻을 가

리키고, ‘상(象)’은 마음에 있는 뜻과 결합한 형상(形象), 물상(物象)을 가

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의와 상을 하나의 단어로 결합한 것은 한나라 왕충(王充)의 『논형(論

衡)』「난용(亂龍)」에서 처음 보인다.

천자는 곰을 쏘고, 제후는 사슴을 쏘며, 경대부는 호랑이와 표범을 쏘고,

사는 사슴과 돼지를 쏘는데 맹수를 굴복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베에 곰이나 사슴의 형상을 그리고 그 이름을 후라고 하는데 예

는 의상을 중시해서 이름을 붙인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다.52)

여기서 말하는 ‘상’은 베 위에 그린 사물이나 사람의 도상을 지칭하는데

그것을 사살하는 것은 모종의 의미를 표시하고 모종의 예의가 된다. 그

러므로 ‘예는 의상을 중시한다.’라고 한 것이다. 비록 회화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직도 실용성을 지닌 상징의 의미에 국

한되며 심미나 예술창작과는 여전히 다른 것이다.

『주역』의 영향으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예술·문학 창작론은 주로 언

(言)-상(象)-의(意)의 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고, 논의된 것도 대체로

어떻게 하면 언으로 상을 밝힐 수 있는가, 상으로 의를 다 표현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진나라 육기(陸機)는 「문부(文賦)」에

52) 「난용」, 『논형』, 天子射態, 諸侯射麋, 鄕大夫射虎豹, 士射鹿豕, 示服猛也. 名布爲
侯, 示射無道諸侯也. 夫畵布爲態麋之象, 名布爲侯, 禮貴意象, 示義取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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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늘 뜻이 사물에 부합되지 않을까, 문장이 뜻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

한다(恒患意不稱物, 文不逮意).”라고 하였다. 유협의 『문심조룡』 「신

사」에서는 “바야흐로 붓을 잡았을 때는 의기가 작품이 이루어지기 전보

다 두 배는 될 것이나, 작품으로 완성되고 나면 처음의 심상의 절반 밖

에 표현되지 않는다(方其搦翰, 氣倍辭前, 曁乎篇成, 半折心始).”, “사고 밖의

미묘한 정서나 문장 밖의 곡진한 뜻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진실로

붓을 놓아야 됨을 알아야 한다(至於思表織旨, 文外曲致, 言所不追, 筆固知

止).”라고 하였다.

또한 『문심조룡』 「신사」에 보면 이미 문학 부분의 창작으로 다음

과 같이 귀결시키고 있다. “오묘한 도리를 체득한 주재가 성률을 찾아

붓으로 고정하고, 독창적 안목을 지닌 장인이 의상을 엿보고 도끼를 운

용하게 한다(使玄解之宰, 尋聲律而定墨, 獨照之匠, 闚意象而運斤).”라고

하였다. 여기서 ‘성률’은 언어의 형식미에 속하고, ‘의상’은 바로 문학이

창조하고 묘사해야 하는 미적 형상이다. ‘성률을 찾아 붓으로 고정시킨

다.’, ‘의상을 엿보고 도끼를 운용한다.’라는 것은 문학창작의 양대 기본

임무가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意)’는 작가의 마음에 있는 뜻을 가

리키고, ‘상(象)’은 마음에 있는 뜻과 결합한 물상을 가리킨다. 의상은 마

음과 물상의 결합이며, 주관과 객관의 교융(交融)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여기에서의 ‘의상’은 예술·문학의 미학 범주로서의 ‘의상’이 정식으

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예술·문학창작에 대해 논할 때 의

상이라고 하는 것의 함의도 대략 이와 같다.

2) 의상론과 생활세계에서 ‘현재’와 ‘직관’

명말 청초에 왕부지(王夫之, 1619-1692)에 의해 시(詩)로서 의상론(意

象論)이 심도있게 정립되는데53), 대표적인 이론이 ‘정경합일설(情景合一

53) ‘의상론’은 상(象)과 의(意)와 관계에서 성립된 것인데, 위(魏)나라 왕필(王弼)은 장자
의 ‘득의망언(得意忘言)’에 빗대어 ‘득의망상(得意忘象)’을 주장하며 ‘상’을 부정하였다.
‘뜻을 얻기 위해 상을 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이후 ‘의경설(意境說)’로 이어지
고 현재까지 중국의 수묵화 발전과 지향점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시
대 흐름에서 명말 청초의 왕부지는 다시 의상론을 제창하고 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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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 ‘현량설(現量說)’이다. 그는 시(詩)에 보이는 심미의상을 분석하는데,

시는 지(志)와 사(史)와 다르며, 시의 본체는 심미의상(審美意象)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심미주체의 정(情)과 심미대상의 경(景)의 내재적

통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시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며, 정의(情

意)를 직접 나타내는 것도 아닌 오히려 ‘의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의상(意象)을 시의 본체로 본 것이다. 시가 사(史)와 다른 것

은 ‘심미’ 즉 마음의 움직임이다. 과학이나 역사에서 보는 객관적인 참인

세계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시와 그림은 세계를 보는 사람의 마음 작동

이 중요하다. 시를 쓰는 것이 그의 말대로 “일이 있으면 정(情)이 생기

고, 말로서 형상을 그려내는 것(卽事生情, 卽語繪狀)”이다. 이를 왕부지는

정(情)과 경(景)의 통일이라고 보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에서 의상은 정(情)과 경(景)의 내재적 통일이라고 하였는데, 시의

심미의상은 고립적 경이 아니며 경은 정을 이탈할 수 없다. 정을 이탈하

면, 경은 허경(虛景)이 되고 심미의상을 구성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는 심미의상 또한 고립적 정과는 다르다. 정은 경을 이탈할 수 없다. 경

을 이탈하면, 정은 허정(虛情)이 되고 심미의상을 구성할 수 없다. 정, 경

이 통일되어야 만이 정은 허정이 아니고 정은 모두 경일 수 있으며, 경

은 허경이 아니고 경은 결국 정을 품을 수 있으며, 심미의상을 구성할

수 있다.54)

그렇다면 정, 경의 이 같은 통일은 결국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왕

부지는 직접 심미감흥하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직접 심미

감흥하는 가운데 정과 경은 자연히 서로 계합하고 승화하여 심미의상을

구상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현량설(現量說)’55)이다. 과거가

54) 엽랑, 앞 책, 488-489.
55) 현량이란 본래 고대 인도의 인명학(因明學)의 술어다. 불교 법상종(法相宗)은 이를 사
용하여 심(心)과 경(境)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왕부지는 현량이란 개념을 미학 영역으
로 받아들였다. 고인도의 인명학(因明學)은 추리, 논증에 관한 학설이다. 인명학 중에
서 ‘양(量)’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양(量)’은 ‘현량(現量)’과 ‘비량(比量)’으로 나누
어진다. 사람의 감각기관이 객관 사물을 직접 감수하는 것을 통하여, 사물의 ‘자상(自
相)’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현량’이다. ‘현량’은 순 감성지식이다. ‘비량’은 사물의 ‘공상
(共相)’을 대상으로 삼아 기억(記憶), 연상(聯想), 비교(比較), 추도(推度) 등 사유 활동
을 통해 얻는 지식이다. 엽랑, 앞 책,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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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직관적으로 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미주체와 대상간의 상호작용이 중요

하고 이는 대상이 심미주체에 의해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대상은

그 안에 미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심미주체가 바라봐 주어야 이

는 작동함을 말한다.

왕부지의 현량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량(現量)

이란 “눈에 깃든 것을 읊는 것(寓目吟成)”이다. 예를 들어 “스님이 달 아

래 문을 밀었다(僧推月下門).”와 같은 문구는 망상된 것으로 유(有)를 버

리고 무(無)를 찾은 것이며 현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왕부지는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현량의 현이란 것에는, 현재(現在)의 뜻이 있고, 현성(現成)의 뜻이 있으

며, 현현진실(顯現眞實)의 뜻이 있다. 현재는 과거에 연연하여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현성은 한 번의 접촉으로 곧 깨닫는 것이니, 사량계

교(思量計巧)를 빌리지 않는 것이다. 현현진실이란 그 체성이 본래 스스

로 이와 같아서 의심할 나위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허망(虛妄)이 없는 것

이다.56)

왕부지의 현량에는 세 층 함의가 있다. 그 하나는 현재(現在)의 뜻이다.

이는 현량이란 목적의 것을 직접 감지함으로써 획득한 지식으로, 과거의

인상(印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성(現成)의 뜻으로, 이른

바 “한 차례 접촉으로 느끼는 것이며, 사량(思量)과 계교(計巧)를 빌리지

않는 것(一觸卽覺, 不假思量計巧)”이며, 현량이란 순간적 직관(直觀)으로

획득되는 지식이며, 비교(比較), 추리(推理) 등 추상적 사유 활동의 참여

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현진실(顯現眞實)의 뜻

이다. 이는 현량이란 진실한 지식이며, 객관대상의 본래의 체성(體性), 실

상(實相)을 현현하는 지식이고, 객관대상을 생동적이고, 완정한 존재로

파악한 지식이며, 허망한 지식이 아니고, 또한 대상의 어떤 특징을 나타

56) 왕부지,「상종락색삼량(相宗絡索三量)」, 現量, 現者有現在義, 有現成義, 有顯現眞實
義. 現在, 不綠過去作影, 現成, 一觸卽覺, 不假思量計巧, 顯現眞實, 乃彼之體性本自如此,
顯現無疑, 不參虛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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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57)

결국, 현량의 개념은 객관경물에 대한 관조를 어떻게 심미적 관조가

되도록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대상과 심미주체의 관계 속에서 심미주

체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현상학의 생활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세계는 나의 존재에 앞서서, 나의 생활에 앞서서 언제나 미

리부터 주어져 있는 세계이다. 생활세계의 이런 성격을 후설의 지평

(Horizont)의 개념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지평은 특별히 의식된 객체

없이는 현실적일 수 없다. 객체 없이 세계 없고 세계 없이 객체가 없다.

지평에서 객체와 나의 교섭은 사유 이전, 개념 이전의 체험이다. 지평선

에 둘러싸인 나는 항상 중심에 있고 나는 거기서 내 시야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지평이야말로 ‘나만의 세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세계’인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주관적 세계이며 여기서 세계와 나는 떨어

져 있지 않다. 이때의 세계와 세계 내 대항들은 나와 마찬가지고 현실적

이며 실재적이다. 그리고 이런 감각함, 이런 체험을 가리켜 우리는 직접

적, 구체적이라고 한다.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적이며 구체적인 세계다.58)

생활세계적 태도는 현상학의 이념에서 근대실증주의에 의해 망각된 생

활세계를 단적으로 직관함으로써, 의식과 대상과의 지향적 관계 속에서

서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상학적 환원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생활세

계를 본래의 망각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가져오는 것이다. 이전의 근

원적 영역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세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인 생활세계이다.59)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계는 결코 실재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틀리고, 부당하고, 불필요하

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 근대적 객관주의(-실재를 주관성과 해석, 역

57) 엽랑, 앞 책, 493-499.
58) 지평은 내적 지평과 외적 지평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지평은 한 대상에 관해 현재
주어진 이상의 여러 가능적 규정들의 지평이고, 이에 대해서 외적 지평이란 현재 경
험되고 있는 대상을 넘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여러 대상들의 총체를 말한
다. 이 총체는 하나의 시공적 지형을 이룬다. 이것은 환경(주위세계)라고도 불린다. 세
계 또는 세계지평이란 이 내적 지평과 외적 지평을 합해서 하는 말이다. 한전숙, 앞
책, 230 참조.

59) 조주환, 「현상학과 생활세계」, 『철학논총』 37(2004): 171-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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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동체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견지하려는 일체의 것)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잊어왔던 우리의 기반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후설은 현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입혀진 우리의 통

념을 괄호 치기를 통해 잠시 유보하고 그 자체를 보자고 한다. 이것은

생활세계적 존재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인식주체)와 대

상(인식대상) 간에 지향적으로 직관적이며 직접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러한 대상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주관적 지향성은 동양철학의 핵심이기

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64개 괘상의 모습에서 출발하며 의상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다.

3) 의상론과 생활세계에서 ‘상호주관성 속 상상력’

연구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지향적 상호주관성 속에서 예술가

의 상상력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이를 위해 주관적 상관관계에서 오는

‘자연미의 긍정’, ‘심미주체의 마음의 상태’, ‘예술적 상상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연미의 긍정’에 대하여 본다. 생활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아

니라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선험적 방식을 말한다. 일상적 체험, 구체적 생활세계에서 우리

가 가진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연적 태도에서 의식과

무관한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대상들의 존재를 우리

의 주관적 상관관계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상관관계 속에

서만 생활세계는 그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후설은 이를

위해 보편적 존재로서 ‘자연’을 제시했다.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일반적

으로 말하는 자연이 아니라 ‘존재의 본래 면모’이다. 이 자연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중국 철학과 미학에서 말하는 ‘참됨(眞, 자연)’이다. 자연은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이고 동일하다. 자연과의 접근방법으로 기능하는 신

체[functioning body]에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상상 가능

한 생활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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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는 왕부지의 현량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왕부지는 객관물

체 자체가 미(美)를 가진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자연미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을 이론적 전제로 삼고 있다. 객관 경물에는 고유한

미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연후 심미관조가 실현될 수 있고, 아울러 심

미관조하는 가운데 심미의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시광

전(詩廣傳)』 중 아래의 내용이 보인다.

하늘은 그 바람과 태양이 사람을 위하여 화(和)라는 것을 인색해하지 않

고, 물(物)은 그 정태(情態)가 사람에게 완상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나,

취(取)할 수 없는 사람은 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왕이 영원에

있으면, 암사슴 수사슴이 엎드리고, 왕이 영소에 있으면, 이곳에 살찐 고

기가 뛰논다.” 왕은 적연히 유람하고, 사슴은 적연히 엎드리고, 고기는 적

연히 뛰놀고 있으니, 상취(相取) 상득(相得)하여, 어떤 것도 위배되는 것

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즐거움이란 것은 둘 사이에 분명히 있으며, 그런

후 사람은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60)

자연과 경물은 사람에게 화답하고 즐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며 무조건

적이다. 이 같은 미적 정태는 천지간의 경물에 고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미가 있어야, ‘서로 취하고 서로 얻어서 어느 것도 위배되지 않는

것’, ‘즐거움이란 둘 사이에 있다는 것’과 같이 주체와 물상 사이에 즉 심

미관조 중에 취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미의상

은 본질적으로 자연미에 대한 진실의 반영에서 오는 것이며 이 같은 진

실의 반영은 심미감흥 즉 순간적으로 직관(直觀)하는 가운데 실현된다.

두 번째 상호주관적 작용 가운데 ‘심미주체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핀다. 생활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관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61) 생활세계의 상호관계는 사물 간에 갖

60) 왕부지,「대아(大雅)」17, 『시광전(詩廣傳)』권4, 天不斳以其風日而爲人和, 物不斳以
其情態而爲人賞, 無能取者不知有爾, “王在靈圍, 麀鹿攸伏, 王在靈沼, 于牣魚躍.” 王適然
而遊, 鹿適然而伏, 魚適然而躍, 相取相得, 未有違也. 是以樂者, 兩間之固有也, 然後人可
取而得也.

61) 생활세계의 상관자로서 주관 또는 주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후설은 생활세
계의 주체를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따라서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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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인과적이 아닌 지향적 ‘의지’를 가진 주체(신체)와 사물의 관계로

동기부여적이다.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주관성은 심미주체의 마음의 상태

를 말하며 이것은 특별한 것을 요구한다.

심미주체의 마음의 상태 즉 심미적 심흉에 대해서는 중국 고전미학에

서 노자, 장자, 종병, 유협, 곽희에 이르기까지 중점을 두는 전통사상이기

도 하다.62) 왕부지 또한 이 전통적 사상을 계승하여, 주체(관조자)의 심

미심흉을 심미관조를 실현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천지간에는

미적 경물(심미적 자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이것

만으로 심미관조를 실현할 수 없다. 심미관조를 실현하려면, 주체(관조

자)는 반드시 심미적 심흉(心胸)이 있어야 한다. 심미적 심흉은 이욕(利

欲), 편협(偏狹), 사적(死寂)한 심흉이 아닌 오히려 순결(純潔), 관쾌(寬

快), 열적(悅適)한 심흉이며, 발발하게 생기가 충만한 심흉이다. 이 같은

심리적 심흉이 없으면, 심미적 자연은 발현할 수 없고, 심미적 관조도 실

현할 수 없다. 심미적 심흉이 있어야, 비로소 심미적 자연을 발현할 수

있고, 심미적 자연과 상호 융협(融浹)될 수 있어야, 주원옥윤(珠圓玉潤)한

심미의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미적 심흉이 심미관조를 실

라 생활세계의 성격 또한 달리 규정된다. 예로서 주체가 인격이라면 생활세계는 문화
세계며, 주체가 신체라면 생활세계는 지각세계가 된다. 이들 각각은 보편적인 생활세
계의 그때그때의 단면일 뿐 전체로서의 생활세계는 이러한 모든 성격을 포괄하는 총
체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설은 모든 주관성의 근원으로서 즉 근원자아
로서 보편적인 ‘선험적 주관성’(transzendentale Subjektivitat)을 내세움으로써 보편적
인 생활세계와 선험적인 주관성과의 근원적 관계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한전숙,
앞 책, 248-254 참조.

62) 관조자(심미주체)의 마음의 상태는 노자가 펼친 “척제현람(滌除玄覽): 티끌을 씻어내
어 도(玄)을 관조한다.” 논의부터 출발한다. 노자는 인식의 최고목적은 ‘도’에 대한 관
조라고 보았고 이를 위해 ‘척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에 대한 관조를 실현하기 위
해서 관조자는 내심(內心)의 허정(虛靜)을 보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자는 노자의
이 명제를 ‘심재(心齋)’, ‘좌망(坐忘)’이란 명제로 발전시켜, 심미심흉에 관한 이론을 건
립하였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노자의 인식론이 문학예술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종병
(宗炳)은 ‘징회미상(澄懷味象)’, ‘징회관도(澄懷觀道)’라는 명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징회’란 ‘척제’며 ‘심재’, ‘좌망’으로 허정공명(虛靜空明)한 심경이다. 육기(陸機)는 『문
부(文賦)』에서 “우두커니 마음 가운데 현람(玄覽)하고, 전분(典墳)에서 정지(靜志)를
봉양한다(佇中區以玄覽, 頣情志于典墳)”라하고 하여, 문학적 창조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허정(虛靜) 공명(空明)한 심경으로 만물의 본체와 생명을 관조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유협(劉勰)은 『문심조룡』 『신사」에서 “문사(文思)를 도균(陶鈞)하는 것은, 귀
한 것이 허정(虛靜)에 있다. 오장(五臟)을 소약(疏瀹)하고, 정신을 조설(澡雪)하여야 한
다(是以胸鈞文思, 貴在虛靜; 疎瀹五藏, 澡雪精神).”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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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데 빼어놓을 수 없는 주관조건이라는 것이다.63)

세 번째 ‘예술적 상상력’에 대해 논하겠다. 심미주체의 이러한 심흉이

준비되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마음의 작용이 남아있다. 예술작품을 형상

화하고 예술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사물(세계)과의 접촉 후 마음의 작

용 즉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는 후설이 말한 ‘유형을 토대로 한 예측’에

서도 볼 수 있다.64) 눈앞의 책상을 볼 때 지금 보이지 않는 뒷면을 예측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면의 모양이나 색깔 등에서 미루어 아는 것이다.

이를 후설은 ‘기지(旣知)의 미지성’이라고 하였다. ‘상상력’은 현상학에서

후설이 생활세계를 제창하고 이후 전개되면서 사물(세계)을 잘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사물(세계)을 파악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접근방법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협의 『문심조룡』 「신사」65) 부분에서 창작행

위에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위 『문심조룡』의

해설서인 『문심조룡전역(文心雕龍詮釋)』에 의하면, 문학창작은 객관적

인 외물에서 주관적인 정서에 이르기까지 언어로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할 때, 구상 과정에서 상상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상상이라는 것은 창작의 틀이요, 기둥이다. 문학·예술창작이 상상

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마치 새가 날기 위해 날개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

다고 한다.66)

63) 왕부지의 현량설에 관한 내용은 엽랑, 앞 책, 483-514 참조.
64)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 ‘미지성이란 아마도 동시에 기지성의 한 양상이다’라고 한
다. 이는 ‘절대적 미지성’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한전숙, 앞 책, 237-242 참조.

65) 『문심조룡』은 장편의 문학이론서이며 유협(劉勰)에 의해 5세기 위진남북조의 제
(齊)와 양(梁) 시기에 제작되었다. 총50편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학을 계통적으
로 논의하였다. 총론 5편은 문학의 기본원리를 설명하였고, 문체론 20편은 35종의 문
체를 논술하였으며, 창작론 19편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양 방면을 개괄하였으며, 비
평론은 4편, 요약은 「서지」 1편으로 책의 서언이면서 책의 마지막에 두었다. 이 중
「신사」편은 창작론의 첫 번째로 총론에 해당된다. 심미심흉, 심미의상, 상상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6) 고대문학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예술적 상상의 문제를 유협이 최초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고개지(顧愷之)는 「위진승류화찬(魏晋勝流畵贊)」에서
‘천상묘득(遷想妙得)’을 말하였다. “모든 그림은 인물이 가장 어렵고 다음이 산수, 다
음이 개나 말이다. 누대나 정자는 일정한 기물이니 그리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훌륭하
기는 쉬우니, 이는 천상묘득을 기대하지 않는 까닭이다[凡畵, 人最難, 次山水, 次狗馬.
臺榭一定器耳, 難成而易好, 不待遷想妙得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천상(遷想)’이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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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사」에 보면 ‘신사(神思)’라는 것이 창작구상에서의 상

상활동이며, 이 상상활동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창작

활동의 상상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상상력의 중요성은 다음의 문장에

잘 나와 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이란, 그 몸이 강이나 바다 주위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궁궐의 대문 아래에 머무른다 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신

사(神思)로써 뜻하고자 하는 바다. 문자의 구성에 골몰해 있는 사람은 자

기의 정신 속에서 멀리멀리 여행을 하게 된다. 조용히 명상 속으로 빠져

들게 되면, 그의 생각은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자신의 얼

굴을 조그만 움직여도, 그의 시각은 만리(萬里)를 꿰뚫는다. 그는 자신이

음송하는 행간들 사이에서 주옥 같은 음악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는 마치

바람과 구름이 자기의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들의 흐름

을 묘사한다. 이런 일들이 바로 상상력의 작용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67)

이뿐만 아니라 유협은 작가의 상상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 상

세히 기술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의상론과 생활세계를 연결하여 도출된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적 상

상력은 객관 외물에 기초하고, 동시에 예술적 상상력은 동적인 기본 특

술적 상상(想像)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풍신(風神)이나 신운(神韻)을 발현, 포
착, 파악하려면 관찰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 밖에 반드시 예술적 상상을 발휘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육기는 『문부』에서 예술적 상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작품 구상에 있어 물(物)과 의(意)의 관계 및 의(意)와 문(文)의 관계
를 논술하였으며, 상상력이 시공간의 제한성을 초월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유협의
「신사」 편도 이 점을 논의의 출발과 준거로 삼았다. 유협은 육기의 결론에 머물지
않고, 그의 구상론을 바탕으로 하여 예술적 상상력의 특징과 규율, 기초, 작용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유협의 신사 편은
중국 고대문학 이론 중에서 예술의 상상력 문제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연구한 가
장 전문적인 논술이라 할 만하다. 장장자(張長者), 장회은(張會恩), 『문심조룡전역(文
心雕龍詮釋)』(호남인민출판사, 1981), 121-132, 유협, 『문심조룡』, 최동호 역편(서
울:민음사, 2008), 329-341 재인용.

67) 유협, 「신사」, 『문심조룡』, 古人云, 形在江海之上, 心存魏闕之下, 神思之謂也. 文
之思也, 其神遠矣. 故寂然凝慮, 思接千載. 悄焉動容, 視通萬里. 吟詠之間, 吐納珠玉之聲.
眉睫之前, 卷舒風雲之色. 其思理之致乎? 최동호 역편, 앞 책,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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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갖고, 둘째 작가의 사상과 감정은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서 결정되

며, 셋째 구상 시에 상상력은 강렬한 감정 활동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소결론

Ⅱ장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와 회화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

역』의 생의 의미, 석도의 생활론, 현상학의 생활세계의 순서로 생활세계를

정리해보고 회화적으로 적용할 개념을 찾아보았다. 『주역』에서는 건원(乾

元), 곤원(坤元)의 어원과 「단전」의 건괘와 곤괘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자연의 생생불식(生生不息)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석도의

미학체계의 생활(生活) 개념에서 생명, 생동활달을 기본으로 화가의 마음

[心]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직접 체험의 중요성을 보았으며, 다음으로 현상

학에서 생활세계의 보편적, 본질적 구조로서 ‘자연(존재의 본래 면모)’를 제

시하고 이를 접근하는 방법에 구체적, 직관적, 주관적 특징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존재에 대한 인식과 생에 관한 관심, 또 그에 수반된 여러 가

지 주제들은 회화에서는 ‘의상(意象)’의 개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의상론과 생활세계를 연결하여 생활세계에서 회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의상론’의 개념은 『역전』과 『노자』·『장자』의 상의 개념에서 시

작되어 발전된 것이다. 춘추전국 시기에 『역전』, 『노자』,『장자』의

상의 개념은 도(道)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철학적 의미가 강하다. 『역

전』에서는 ‘상’을 유형의 상으로도 보았지만, 형(形), 기(器), 물(物)과 대

별하여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것으로도 보았고, 노자는 대상(大象)이라고

하여 유(有)와 무(無)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며, 장자는 이를 이어서

‘상망(象罔)’이라고 하여 유형과 무형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

들이 얘기한 상은 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형의 것을 빌려 무형의

것을 발현해야 하므로 상의 의미는 이들을 둘 다 포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역전』에서 ‘상(象)’과 ‘언(言)’을 구별한 것, ‘상’과 ‘의(意)’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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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것, 『노자』에서 ‘도(道)’와 ‘상(象)’의 관계에서 ‘기(氣)’의 흐름을 주

목한 것은 ‘상’이 ‘의상’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상과 언을 구별하

였다는 것은 ‘상’이 이미 그 속에 ‘심미적 의상’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상 안에 ‘정기(精氣)’가 있다는 것은 상이 실체라는 것

으로 이는 도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기의 특징인 운동성,

지향성, 상호작용의 개념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상의 개념은 심

미적인 것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도(의)-기-상의 관계에서 의

(意)는 작가(심미주체)의 마음을 가리키고, 상은 마음에 있는 뜻과 결합한

형상, 물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상을 심미본체, 미적 대상이라고도 한

다. 앞의 선진시기의 상의 개념이 유무의 결합인 ‘상징’으로 보았다면, 위

진남북조 시기의 특히 유협이 말하는 의상의 개념은 심미주체와 심미대상

으로 나누고 ‘심미주체의 마음’과 ‘상호작용하는 물상’으로 본다고 볼 수

있다. 선진시기의 철학적 의미의 상의 개념이 예술창작과 관련한 심미적

작동을 중시하는 분야의 ‘의상(意象)’이라는 단어로 집약된 것이다.

이러한 의상론은 현상학의 ‘생활세계’와 그에 수반된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 왕부지의 의상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경합일설(情景合一說)’

과 ‘현량설(現量說)’을 생활세계와 연결하여 그 중 ‘현재’, ‘직관’, ‘상호작

용 속 상상력’의 예술가의 태도를 도출하였다. 예술가가 세계를 어떤 마

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았다. 더욱이 예술가는 민감하게 세계를 관찰한다. 이것은 과거의 인상이

아닌 ‘현재’ 직접 감지함을 중시하고, 비교하거나 추리하거나 추상적, 이

념적인 사유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직관’으로 획득하는 지식

을 중시하며, 자연 그대로의 드러남을 인정하여 이는 진실(眞)된 것이 된

다. 이러한 예술가의 태도는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데, 더욱

특별한 것은 세계와의 소통에서 예술가는 ‘상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예술가의 허정(虛靜)하고 좌망(坐忘)한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반응하는 세계에서는 역으로 세계가 예술가의 사상과 감정을 결정한다.

이에 예술가는 강렬한 감정을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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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괘상과 상형문자

이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업에서 쓰이는 괘상과 상형문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역경』의 괘상과 갑골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문자는 연구

자의 작품에 개별적인 표현형식으로 등장한다. 그 발생 기원과 의미 및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내포된 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은 『역전』의 ‘하도·낙서설’과 ‘태극설’로 ‘괘상의 기원’을 고찰한다.

하도·낙서의 도상은 수(數)의 관점을 중심으로, 태극은 음양의 생성원리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괘상의 회화적 적용 가능성

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탐색한다. 『역경』의 8괘와 64괘를 통하여 ‘易

(역)’이라는 문자의 어원, 음양의 상반된 속성에 의한 ‘변화’와 ‘생성’의

원리, 8괘와 64괘가 각 상징하는 의미를 고찰한다.

2절은 ‘상형문자’에 대하여서 우선 그 생성과정과 ‘상형성’의 구체적 의

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가장 이른 상형문자에 해당하는 갑골문에 내포

된 ‘상징성’과 ‘주술성’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갑골문,

금문, 전문으로 변화한 과정과 각 자형의 특징을 추상성의 측면에 주안

점을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

3절 ‘괘상과 상형문자에 내포된 생활세계’는 앞서 살핀 생활세계를 의

상론과 결부하여 도출한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의 주제를 연구

자의 작품에 사용된 괘상과 상형문자에 직접 적용, 해석하고 회화적 기

호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1. 음양부호와 괘상

동양의 성인들이 찾는 도(道)는 우주 또는 생명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고, 『역경』은 음(陰)과 양(陽)이라는 두 기(氣)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68) 음과 양은 『역경』에서 추상적인 부호인 ‘⚋’과 ‘⚊’ 으로 표

68) 「계사전」 상 5장, 一陰一陽之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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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어 쓰였다. 『역경』에서 ‘⚋’과 ‘⚊’의 부호를 중첩적으로 조합하여

상을 형성하고, 이를 일러 ‘괘상(卦象)’이라 한다. 괘상에는 ‘⚋’과 ‘⚊’의
부호를 세로로 3회 중첩하여 만든 8괘와 6회 중첩하여 만든 64괘가 있

다. ‘괘상’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있으나, 이하에

서는 가장 유력한 학설인 ‘하도·낙서설’과 ‘태극기원설’을 살핀다. 이를

기초로 8괘의 생성원리와 64괘의 괘상을 논한 「대상전」을 분석한다.

1) 하도(河圖)·낙서(洛書)와 태극(太極)

(1) 하도(河圖)·낙서(洛書)와 수(數)

하도와 낙서에 관한 주요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황하에서 용마의 등에 새겨진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거북의 등에 새겨

진 글이 나왔으니 성인이 이것을 (모델로 삼아) 법칙으로 삼는다.69)

복희씨가 하늘의 뜻을 이어 왕 노릇하면서 하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떠서 선을 그렸다. 팔괘가 그것이다.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면서 낙서

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떠서 풀이해 냈다. 홍범이 그것이다.70)

복희의 덕이 하늘의 위와 아래에 들어맞자 하늘은 새와 짐승의 무늬로 호

응했고, 땅은 하도와 낙서로 호응했다. 그는 그것을 본떠서 『역』을 지어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다.71)

하수가 하늘에 통하여 천포(天苞)를 내놓고, 낙수가 땅에 흘러서 지부(地
符)를 토해냈다. 하수에서 용마의 등에 새겨진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거북의 등에 새겨진 글이 나왔다.72)

69) 「계사전」상 11장,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70) 「오행지(五行志)」, 『한서(漢書)』, 宓羲(伏羲)氏繼天而王, 受河圖, 則而畫之, 八卦是

也. 禹治洪水, 賜洛書, 法而陳之, 洪範是也.
71) 『예위(禮緯) 함문가(含文嘉)』, 伏羲德治上下, 天應以鳥獸文章, 地應以龜書, 乃則象作
易, 始畵八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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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글들은 하도와 낙서가 황하(黃河)의 용마와 낙수(洛水)의

거북등에서 나왔으며 그것의 공을 복희로 두고 역과 팔괘의 발생 근원

을 하도와 낙서에서 보는 견해이다.

       
[도판3-1] 하도(河圖)(좌)와 낙서(洛書)(우)

하도와 낙서의 도상은 [도판3-1]과 같다. 우선 하도는 1에서 10까지의

수의 배열하였는데, ●와 ○으로 홀수, 짝수를 표현하고, 동서남북과 중

앙의 방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 6은 북, 3, 8은 동, 2, 7은 남, 4, 9는

서, 5, 10은 중앙을 나타낸다. 하도의 내부에 있는 1에서 5까지의 수를

생(生)하는 수라고 해서 ‘생수(生數)’라고 하고, 밖에 있는 6에서 10까지

를 이루는 수라고 해서 ‘성수(成數)’라고 한다. 생수 1, 2, 3, 4, 5 는 내적

이고 체(體)가 되며, 성수 6, 7, 8, 9, 10은 외적이고 용(用)이 된다. 본체

가 되는 생수 중에 홀수는 양으로서 하늘의 수이고 짝수는 음으로서 땅

의 수이다. 홀수(天數)는 1, 3, 5의 세 자리를, 짝수(地數)는 2, 4의 두 자

리를 차지한다. 이를 삼천양지(參天兩地)라고 한다. 이 삼천양지는 역의

수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생수 중에서

홀수인 1, 3, 5를 합한 9는 양을 대표하는 노양(老陽)이 되고 짝수인 2, 4

를 합한 6은 음을 대표하는 노음(老陰)이 된다. 낙서는 가운데 5를 중심

72) 이정조(李鼎祚),「주역계사」,『주역집해』 권14, 河以通乾, 出天苞. 洛以流坤, 吐地符.
河, 龍圖發. 洛, 龜書感. 천포(天苞)는 <하도>를 말하고 지부(地符)는 <낙서>를 말한
다. 이 문장은 춘추위(春秋緯)에서 말해졌다고 나오는데, 『춘추』의 위서로 『춘추설
제사(春秋說題辭)』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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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네 정방에 양수(天數:1, 3, 7, 9)가 자리하고 그 사이 방위(四維)에

음수(地數:2, 4, 6, 8)가 있어서 ‘양주음보(陽主陰輔)’ 즉 양이 주체가 되고

음이 곁에서 도와주는 모습이다. 5를 중심으로 마주하는 수의 합이 모두

10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그 숫자의 합이 15를 이루는 마방진 모양

이다. 하도의 중앙인 5와 10(태극)의 극진한 작용이 이 낙서에서 펼쳐지

는 것이다.73)

황종희(黃宗羲, 1610-1695)의 『역학상수론(易學象數論)』에 의하면 두

도상은 도교 문중의 진단(陳摶, 872-989)으로부터 전해졌고 뒤이어 유목

(劉牧)이 하도와 낙서에 근거해서 <역수구은도(易數鉤隱圖)>를 그려 세

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송대 주렴계(周濂溪, 1017-1073)가

진단의 태극도(太極圖)를 전하였고, 주희(朱熹, 1130-1200)가『주역본의

(周易本義)』의 본문 앞에 하도와 낙서를 배치하여 소개한 이후로 그 후

의 역학 관련 저서들은 하도와 낙서를 더욱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송

대 이전의 『주역』 관련 주석서에 도상을 싣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74)

수렵시대 동양인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점을 쳤고, 그중 하나가

거북의 껍질에 홈을 파서 불을 피우고 그 나타난 형상에 따라 해석을 하

였다. 거북점이 낙서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경시대

에는 구입이 용이한 시초(蓍草)점이 발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역경』

의 괘상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추측한다. 시안 반포(半坡)유적지

에서 발굴된 제기의 표면에 나타난 숫자 표현이 낙서와 동일하고,『역

경』의 팔괘기호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75)

고대인들이 수를 단순히 짐승이나 경작물을 셈하는 데에서 나아가, 수에 상

73)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 1』(서울:한길사, 2012), 90-123 참조.
74) 왕진복(王振復), 『대역지미, 주역의 미학』, 신정근 옮김(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57-58.

75) 이 부분에 대해서 왕진복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주역』의 팔괘기호와 시
안 반포(半坡) 유적지의 물고기 문양이 숫자와 방위관념에서 서로 대응되는 동일한
구조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안 반포 유적지에서 발견된 신석기 말기의 채도를 보면
물고기 문양은 각각 1마리에서 9마리 물고기의 숫자를 따로따로 표시하는 신비한 의
미를 담고 있다. 이런 물고기 문양의 채도는 제기이므로 제사 지내는 장소에 놓였다.
숫자의 그림은 남9 북1, 동3 서7, 동남4 서북6, 서남2 동북8, 중앙 5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낙서와 동일하다. 이것은 실제로 원시적인 팔괘의 원
형이다. 왕진복, 앞 책, 25-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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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성과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사전」 상 9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하늘은 1이고 땅은 2이며 하늘은 3이고 땅은 4이며 하늘은 5이고 땅은 6

이요 하늘은 7이고 땅은 8이며 하늘은 9이고 땅은 10이니 하늘의 수는

다섯이고 땅의 수도 다섯이니 다섯 자리는 서로 얻으며 각각 합하는 것

이 있으니 하늘 수의 합이 25이고 땅 수의 합은 30이다. 하늘 수와 땅 수

의 합은 55이니 이것이 변화를 이루고 귀신의 작용을 행하는 것이다.76)

‘천지의 수’가 곧 ‘대연의 수(大衍之數)’이다. 이 수는 계산을 위한 수이

고, 예측의 도구인 점서의 기본을 이룬다. 중국 고대인은 1부터 10까지의

‘천지지수(天地之數)’를 시초 점의 기본수로 생각했다. 천지자연과 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를 분석하면 천지의 영험한 기운을 알 수 있는 것

으로 여겼고, ‘하늘의 계시(天啟)’는 점을 통해 수로 인간에게 전하여진다

고 믿은 것이다.

[도판3-2] 상대 팔괘(좌)와 서주 팔괘(우)의 숫자 괘의 모습

괘의 세부 단위를 구성하는 양효와 음효는, 원시시대의 중국 사람이

76) 「계사전」상 9장, 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 天數
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
化而行鬼神也. , 정병석 역주, 앞 책, 55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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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에 기대어 생활하던 중 수의 신비를 인지하고 장구한 세월 동안의

수정을 거쳐 정착된 기호이다. 은주시대 갑골과 청동기 명문에 새겨진

고문자는 당시 사람들이 점을 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이에 숫자를 뜻

하는 다수의 기호가 사용되었다[도판3-2]. 초기에 1은 ‘−’, 2는 ‘’, 3은
‘☰’, 4는 ‘≣’, 5는 ‘⧖’ 또는 ‘⋈’, 6은 ‘∧’, 7은 ‘+’, 8은 ‘八’, 9는 ‘Ⅸ’로 세

로 표기를 하였고, 세로로 쓰면서 2, 3, 4를 표시하는 기호가 1을 표시하

는 기호와 구분이 어려워 점차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연유로 2, 3, 4를

표시하는 기호가 사라지고 홀수인 1, 5, 7, 9와 짝수인 6, 8만이 기호로

남아 ‘숫자 괘(數字卦)’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된다. 그 후 간소화 과정을

거쳐 홀수의 대표로 1을 ‘−’로 표기하고, 짝수의 대표로 6을 ‘∧’로 사용

하였다. 1과 6은 자연수의 서수로 쓰이는 보통 숫자가 아니라, 점의 기록

을 위한 홀수와 짝수의 대표로서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게 된다. 추상적

인 의미를 지닌 1과 6 두 숫자가 한층 더 변화하면서 음효와 양효로 진

화하게 되었다. 짝수의 대표인 숫자 6을 나타내는 고문자의 기호 ‘∧’은

가운데를 수직으로 잘라서 평평하게 펴면 바로 음효 기호 ‘’이고, 홀수
의 대표인 숫자 1을 나타내는 고문자의 기호 ‘−’은 양효 기호 ‘⚊’로 발

전한다. ‘괘상’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와 관련하여, ‘’과 ‘⚊’으로 그 표

기가 정착된 음효와 양효는 하도와 낙서에서 출발하여 숫자 ‘六’과 ‘一’을

표기하는 과정으로 진화해 온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하도·낙서설’이

다.77)

(2) 태극과 음양

77) 왕진복의 숫자에서 팔괘가 만들어졌다는 견해는 갑골에 새겨진 괘의 모습에서 근거
한다. 안후이성 푸양셴 슈앙구두이 1호 한묘 죽간에 두 가지 ‘숫자 괘’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한나라의 유물로서 다른 것에 비해 생성 연대가 비교적 늦다. 이를 통해 한나라
시대에 음효와 양효로 이루어진 『주역』 괘의 기호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숫자 괘’와 관련된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점치
는 데 쓰이는 팔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숫자 괘’가 발명되어 유행하던 역사 시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숫자 괘’가 『주역』 괘의 기호보다 복잡하다는 점, 그것과 괘
의 기호가 대응 관계에 있고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숫자 괘’가 『주역』
8괘와 64괘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왕진복, 앞 책, 25-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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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전」상 11장에 의하면, “역에는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

의(兩儀)를 내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내고, 사상이 팔괘를 내니, 팔괘는

길함과 흉을 정하고, 길흉은 큰 사업을 만든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78)라고 했다. 역의 기원을

태극으로 보고 있다. 태극은 우주만물이 있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된 상

태를 말한다. ‘클 태(太)’와 ‘덩어리 극(極)’의 의미가 합쳐져서 공간적으

로 큰 덩어리를 뜻하고79), ‘처음 태(太)’와 ‘끝 극(極)’의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의미가 합쳐져 시간상으로 태초로부터 궁극에 이르기까지를 말한

다.80) 태극은 시·공간적으로 끝이 없으므로 무극(無極)이라고도 한다.

무극(無極) 태극(太極) 유극(有極)

[도판3-3] 삼극(三極)

주렴계는 ‘무극이 곧 태극(無極而太極)’이라고 하였는데, 태극 이전에

78) 정병석 역주, 앞 책, 584-587.
79) 태극을 공간적으로 부연한 것으로 다음의 글이 있다. 주렴계(周濂溪)는 『태극도설
(太極圖說)』에서 “끝이 없는 것이 태극(無極而太極)”이라 하였고, 정자(程子)는 『역
전서(易傳序)』에서 “나타난 것이나 나타나기 이전의 징조 사이에 틈이 없다(顯微無
間).”라고 표현하였으며, 『역서(易序)』에서는 “멀리로는 상하와 전후좌우 사방(六合)
의 밖에까지 미치고 가까이로는 한 몸의 가운데에 있다(遠在六合之外, 近在一身之
中).”라고 태극을 설명한다. 또 불가의 『법성게(法性偈)』는 “하나가 곧 일체이고 모
든 것이 곧 하나이며, 하나의 티끌 속에 十方(상하팔방)을 머금고 있다(一卽一切 多卽
一, 一微塵中含十方).”라고 하였고, 『천부경(天符經)』은 “하나가 신묘하여 만 가지로
오가는 것(一妙衍萬往萬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80) 태극의 시간적으로 부연한 것으로 다음의 글이 있다.『역서』는 “숨을 들이켜고 내
쉬는 잠깐 사이와 움직이고 멈추는 작은 것에도, 괘의 상과 효의 뜻이 모두 들어 있
다(暫於瞬息, 微於動靜, 莫不有卦之象焉, 莫不有爻之義焉).”고 기술되고, 『법성게』는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겁(劫)도 한 생각이며, 한 번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겁
이 되는 것(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이라고 표현된다. 『천부경』은 “하나로
시작해도 시작한 하나가 없고 하나로 마쳐도 마친 하나가 없음(一始無始一, 一終無終
一)”이라고 태극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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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이 있음을 강조하였다기보다는 태극의 무한한 측면을 무극으로 표현

한 것이다. 굳이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무극은 태극의 모체로서 글자 뜻

그대로 끝(極)이 없고 중심(極)이 없으므로 무시무종(無始無終)한 둥근 한

획을 그려 공허한 무극의 형상을 나타낸다. 태극은 상·하의 두 극점을 중

심으로 하여 ‘싹 을(乙)’자 또는 ‘활 궁(弓)’자의 형태로 한 획을 그려 표

현하는데,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하나로 말미암아 두 밭(陰陽)이 좌우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것이 ‘일생이(一生二)’의 이치, 즉 태극이 양의[음

양]를 낳는다고 표현되는 것이다. 무극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허한

상이나 한 획을 통하여 무극(0)이 곧 태극(1)인 이치며, 태극은 비록 한

획을 이루지만 양 극점을 바탕으로 유시유종(有始有終)하여 좌우의 두 밭

을 분획하는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의 이치를 보여준다. 나아가 음양이

사귀어 그 가운데 하나의 씨눈(∘)을 낳음으로써 구체적인 실체를 이루

고, 이를 유극(有極)이라고 한다. 무(無)에서 유(有)로의 조화가 태극에 바

탕하며, 삼극인 무극·태극·유극이 본래 하나인 것이다[도판3-3].81)

태극이 음양이라는 양의를 낳았다면 이 음양은 무슨 의미를 지니며 어

떻게 표현되었을까? 음양의 기본 뜻은 ‘그늘(陰)’과 ‘볕(陽)’이다. 이들의

부수는 ‘언덕 부(阝)변’을 쓰는데, 언덕의 볕 드는 곳이 양이고 그늘진 곳

이 음이다. 공간적으로 언덕의 한쪽에 볕이 들면 반대편은 그늘이 지게

마련이고, 시간상으로 낮이 지나면 밤이 되는 것이다. 같은 언덕과 하루

의 시간에서 음과 양이 생성된다. 음양은 철학적 의미를 더하여 우주 자

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

고 상대적인 현상에서 생성된 음과 양의 개념을 추상화하고, 상호작용을

거쳐 만물의 생성원리와 변화원리, 질서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국어(國語)』는 “양이 엎드려 나오지 못하고, 음이 묶여서 증발하지

못하여 지진이 발생하였다.”82)라고 하여, 음양으로부터 진(震)이 생성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주(周)의 백양보(伯陽父)는 음양을 ‘천지의 기(天

地之氣)’로 보고 기의 운동과 변화를 자연변화의 원인으로 여겼다. 노자

는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품는다.”83)라고 하여 모든 만물이 음양의 두

81) 김석진, 앞 책, 62-69.
82) 「주어(周語)」,『국어(國語)』, 상(上) 陽伏而不能出, 陰迫而不能蒸, 於是有地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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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다. 춘추시대에 음양 관념이 보편화되었고,

그 운동성이 강조되어 만물에 내재하는 기(氣)로서 표현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음양은 일종의 구체적 물질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속성으로,

만물의 생성원인과 변화를 주도하는 근본 원인으로 확장, 발전한 개념인

것이다. 한편 「계사전(繫辭傳)」에서 음양에 관하여, “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一陰一陽之謂道).”84)라고 추상적으

로 규정한다. 상호 상반되는 속성과 운동성을 가진 음양의 순환이 우주

의 근본규율이자 최고원칙인 ‘도’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호

상반되는 속성이란,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剛柔), 동적인 것과 고요한

것(動靜), 더운 것과 추운 것(寒暑),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上

下), 밖을 향한 것과 안을 향하는 것(往來), 밝은 것과 어두운 것(明暗)

등을 말하고 전자가 양의 속성에, 후자가 음의 속성에 각 해당한다.

결국 『주역』은 괘상과 음양의 구체적 사물성, 음양의 추상적인 속성,

우주의 보편원리, 기(氣) 등을 포괄하여 설명함으로써 동양 철학사유의

근간을 이루었다.85) 이상이 태극이론과 음양론에서 괘상이 연유한다는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3) 괘상의 회화적 적용

앞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역』은 ‘앙관부찰(仰觀俯察)’의 태도로

사물을 보고 그 상(象)을 취하였고 , ‘⚋’과 ‘⚊’의 부호를 결합하여 상을

표현하였다.

83) 『노자』42장, 萬物負陰而抱陽.
84) 「계사전」상 5장.
85) 임태승, 『중국철학의 흐름』(서울:학고방, 2005),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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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4] 복희(좌)와 복희팔괘도(우)

『역경』의 괘상은 복희(伏羲)86)가 천지, 남녀, 만물을 관찰하여 이에

공통으로 내재하는 음양을 ‘⚋’과 ‘⚊’으로 그린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과 ‘⚊’은 만물 중의 어떠한 사물이라도 형상할 수 있으나, 어떤 구체

적인 개별 사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철학적 사색을 거쳐 그 이치(理)

를 발견하여 만든 부호이다[도판3-4].

[도판3-5] 신석기 채도와 무늬

복희가 팔괘를 제작할 당시의 회화적 양식을 보면 이치(理)와 관련된

[도판3-5]87)와 같은 추상적 무늬가 발견된다. 팔괘가 제작한 시기는 대

체로 신석기 시기(BC 80C-BC 10C)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추상적인 기

86) 중국의 삼황으로 복희, 신농, 여와가 있다. 복희는 물고기 잡는 범, 점치는 범, 팔괘
를 발명하였고, 신농은 농사짓는 법과 차와 약을 인류에게 전하였으며, 여와는 인간을
창조하고 종교를 만든 것으로 본다. 고문에 포희는 복희를 가리킨다.

87) 소용돌이무늬의 호(壺), 마 자양도(馬家窯) 유적지, 간수성 린타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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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늬가 도기에서 표현된 시기이기도 하다. 대상을 관찰하여 요약적인

이치(理)를 추출하고, 이를 당시 생활 도구인 도기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양식적으로 괘상의 출현과 상통하는 시기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88)

이택후(李澤厚)는 신석기시대 도기의 추상적 무늬에 대하여 ‘의미 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이라 분석한다.89) 얼핏 보면 형식적인 기하(幾何)

의 선(線)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사실적(寫實的)인 형상(모습)으로부터

변화·발전하여 형성된 것이고, 그 내용(의미)이 축적·융해되어 있기 때문

에 일반적인 형식(形式)이나 선(線)과 구별되는 것으로 그 특성을 파악

한다.

[도판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의 모습은 소용돌이무늬를 통하여 추

상적으로 표현된다. 새는 고대인의 생과 관련하여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

는 토템의 상징적 존재이다. 새의 모양은 이러한 상징성과 결부되어 추

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새의 모양을 구성하는 선은 단순히 조형미를 추구

하는 선과 구별된다. 괘상이 출현하던 시기에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

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시대적 풍조가 있었고, 8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그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주역』은 괘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하도·낙서와 수, 태

극과 음양을 모두 언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거꾸로 괘상을 이용하여 적

극적으로 문화, 문물을 형성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복희씨가 중화리

괘(離卦, ䷝)를 참조하여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고 들짐승을 사냥하

였고, 신농씨가 풍뢰익괘(益卦, ䷩)를 보고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 밭갈고

김매는 농사의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화뢰서합괘(噬嗑卦,䷔)

88) 신석기시대 도기의 지배적인 무늬는 동물문양이 아니라 추상적인 기하무늬이다. 즉
다양한 곡선, 직선, 물결무늬, 소용돌이무늬, 삼각형, 톱날무늬 등이다. 소용돌이무늬는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고 물결무늬는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실제로 양사오와 마자야오의 어떤 기하무늬들은 그것이 동물 형상의 사실적인 묘사로
부터 점차 추상화, 부호화된 것임을 비교적 확실하게 보여준다. 재현(모방)에서 표현
(추상화)으로, 사실적인 묘사에서 부호화로의 과정은 바로 내용에서 형식으로의 누적
-침전 과정이다. 이택후(李澤厚), 『미의 역정』, 이유진 옮김(서울:글항아리, 2016),
45.

89) 여기서 이택후가 쓴 ‘의미 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은 형식주의 미학자 클라이브
벨(Clive Bell, 1881-1964)이 사용한 ‘의미 있는 형식’과는 다르다. 벨의 ‘의미 있는 형
식’은 외부적 요소가 아닌 회화 안의 미학적, 조형적 요소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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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 시장을 세워 교역하게 했다는 것이다.90)

우주의 만사, 만물에는 모두 각각의 철학적 원리에 해당하는 리(理)가

있고, 반드시 그 리(理)와 함께하는 구체적 현상(象)과 수(數)가 있고, 만

사, 만물은 상호관계를 통하여 변화하는데, 인간은 그 변화에 내재하는

리(理), 상(象), 수(數)를 이해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다.91) 즉 리

(理)와 수(數)는 동일한 사물의 외부에 표출된 현상(象)에 기초하여 측면

을 달리하여 내부적 의미를 파악한 것의 성격을 가지므로, 서로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연구자는 앞서 살핀 ‘하도·낙서설’이 상(象), 수(數)를

중심으로 괘상을 살핀 이론이고, ‘태극기원설’이 리(理)를 중심으로 괘상

을 살핀 이론이므로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고 성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하에서 괘상을 분석하며 리(理), 상(象), 수(數)를 종합적으로

또는 필요한 부분을 취하여 회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역경』의 8괘와 64괘

『역경』은 괘상, 즉 8괘가 중첩하여 형성된 64개의 부호(符號)인 괘상

과 이를 설명하는 괘사, 효사로 이루어진 책이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에 인간은 부호와 그림을 사용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의사를 절대자

또는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괘상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의 기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나라를 이어 주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

서 문왕이 당시 존재하는 문자를 통하여 64괘에 말을 연결한 것이 ‘괘사’

로 칭해지고, 문왕의 동생인 주공이 64괘에 각 6개씩 존재하는 음효와

양효 합계 384효에 해설을 덧붙인 것이 ‘효사’로 칭해진다. 괘사와 효사

가 언어적 방식으로 괘의 상징물과 그 의미를 서술한 것이라면, 괘상은

기호적 방식으로 괘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말(辭)과 상(象)은 그 이치

(理)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다만, 『주역』은 ‘언부진의

90) 「계사전(繫辭傳)」하 2장, 作結繩而爲網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 蓋取諸益,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참조.

91) 남회근, 『역경잡설』, 신원봉 옮김(서울:문예출판사, 2005),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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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不盡意)’, ‘입상이진의(立象以盡意)’라 하여, 의미를 드러내는데 말보다

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괘상’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법칙을 표

현하는데 직접적이면서도 심오한 함축성을 가지고, 문자로 표현하기 어

려운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우선 역(易)의 자형과 자의를 살피고 8괘와 64괘를 개별적으로

살핀다.

(1) 역(易)의 뜻

[표3-1] ‘易’의 자형

易바꿀역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허신(許愼, 55-125)은 『설문해자』에서 “역은 ‘석역’, ‘언정’, ‘수궁’ 등

으로 (불리는 도마뱀의 일종)이다. 상형이다.”92)라고 하였다. 단옥재(段玉

裁, 1735-1815)는 『설문해자 주』에서, 허신의 견해에 동의하여 “ ‘易’의

윗부분은 도마뱀의 머리 모양을 상형하였고 아랫부분은 네 다리의 모양

을 상형하였으며 꼬리는 너무 가늘어서 상형하지 않았다.…”, “··· ‘易’은

본래 도마뱀[蜥易]이라는 뜻이었는데 말이 가차되어 ‘쉽다[難易(난이)의

易]’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다…”93)라고 주(注) 하였다.

위백양(魏伯陽)은 『참동계(參同契)』에서 “감(坎)은 무토(戊土)로 달

의 정수이고, 이(離)는 기토(己土)로 해의 빛이다. 해와 달이 역이 되니

강유(剛柔)가 서로 대응된다.”94)라고 하여, 해와 달의 변화과정을 역으로

보았다.

92) 허신(許愼),『설문해자』, 易, 蜥易, 蝘蜓, 守宮也. 象形. 祕書說曰, 日月爲易. 象陰昜
也. 一曰, 從勿. 염정삼,『설문해자주 부수자 역해』(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490-493. 여기 주석에는 허신의 『설문해자』에 나온 ‘역’에 대한 정의를 모두 서술하
였다.

93) 염정삼, 앞 책, 491. 上象首, 下象四足. 尾甚微, 故不象. …, …易本蜥易. 語言假借而難
易之義出焉.….

94) 위백양(魏伯陽), 『참동계(參同契)』, 坎戊月精, 離己日光, 日月爲易, 剛柔相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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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易’의 아랫부분이 깃발[旗物(기물)]이라는 의미의 ‘勿’자로 구성되

어있다고 보는 견해 등을 허신이 소개하고 있으나, 종합해보면 도마뱀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동물이고, 해와

달은 낮과 밤의 변화를 대표하는 자연물이며, 깃발도 그 움직임으로 보

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물건으로서, 모두 변화를 상징

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는 어떤 사물도 변화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징하는 ‘역(易)’ 자(字)가 역경의 이름(名)으

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역(易)’이라는 문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큰

작용, 즉 태극(太極)을 표시하는 한 획으로 구성된 부호 ‘⚊’과 연결되고,

태극에 내재하는 대립적인 요소인 생성과 소멸, 낮과 밤과 같은 음양은

‘⚋’과 ‘⚊’으로 그려지며, 형이상학적 사상을 포함하는 의미의 확장이 이

루어진다.95)

(2) 8괘의 종류와 상징의미

4상 ⚌ ⚍ ⚎ ⚏
8괘 ☰ ☷ ☳ ☴ ☵ ☲ ☶ ☱
이름 건(乾) 곤(坤) 진(震) 손(巽) 감(坎) 리(離) 간(艮) 태(兌)
뜻 하늘(天) 지(地) 우레(雷) 바람(風) 물(水) 불(火) 산(山) 연못(澤)

[표3-2] 4상과 8괘의 상과 이름과 뜻

음과 양의 두 부호가 만나면 4가지의 조합이 형성된다. 이를 사상(四

象)96)이라 하고, 사상에 다시 음양을 추가하여 조합하면 [표3-2]와 같은

팔괘를 낳는다. 8괘는 ‘☰:하늘[乾]’, ‘☷:땅[坤]’, ‘☳:우레[震]’, ‘☴:바람[巽]’,

95) 주의할 것은 태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의인 ‘⚋’과
‘⚊’의 양에 해당하는 ‘⚊’과 구별된다. ‘⚊’은 제일차적인 것이고, ‘⚊’과 ‘⚋’은 제이차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태극(太極)’, ‘양의(兩儀)’라는 두 가지 명칭을 세운 까닭이기도
하다.

96) 사상은 ⚌⚍⚎⚏로 표시하며, 태양(太陽), 소음(小陰), 소양(小陽), 태음(太陰)이다. ⚌
과 ⚏은 우주의 두 가지 큰 작용과 큰 힘을 나타내며 ⚍과 ⚎은 이 두 작용이 한 사
물에서 함께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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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坎]’, ‘☲:불[離]’, ‘☶:산[艮]’, ‘☱:연못[兌]’ 등이다. 이 여덟 개의 괘

(卦)는 인간이 접하는 주요한 자연물과 호응하며 상징한다. 『주역』은

태극에서 출발하여 음양, 사상, 8괘로 분화되는 논리를 취한 것이다. 살

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상관적 존재로서 외재적 요인이 아닌 자체의

내재적 요인으로 존재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고 본다.97)

8괘가 각 개별적으로 상징하는 바를 고회민(高懷民)은 아래 [표3-3]과

같이 기술한다.98)

97) 동양의 생의 원리와 관련하여 음양론과 함께 ‘오행(五行)’론이 있다. 오행론은 5가지
요소(물, 불, 나무, 쇠, 흙)들이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상생론과
상극론으로 음양보다 세분하여 설명한다. 동양의 철학은 생명의 내재적 요소의 작용
에 의해 작동되나, 그 내적적 요소는 태극과 음양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므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주역』의 괘는 오행, 방위, 계
절, 사람의 신체 색깔, 소리 등과 다양하게 조응한다.

98) 고회민(高懷民), 『중국고대역학사』, 숭실대동양철학연구실 역(서울:숭실대학교 출판
부, 1990), 82-84. ‘생성원리’와 ‘8괘의 파생적 생성의미([표3-4])’ 참조함.

괘상 상징에 관한 해석

☰ 天

☰은 원래 ‘⚊’인데 나머지 괘상과 짝을 맞추기 위하여 겹쳐서 3획
으로 만든 것이다. 원래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큰 작용을 의미하는
데, 그 작용 결과는 해와 달이 떠오르며, 초목이 번창하고 사람과
동물이 생장하는 등의 현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하늘을 향하여 전
진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으로 하늘을 상징하였다.

☷ 坤

☷는 원래 ‘⚋’인데 나머지 다른 괘상과 짝을 맞추기 위하여 겹쳐
서 3획을 만든 것이다. 원래의 뜻은 ☰에 이어서 생긴 반작용이다.
이 작용 결과는 해와 달이 떠올라 중천에 이르자 곧 지기 시작하
는 것과, 동식물이 생장하여 번성하자 곧 시들고 늙기 시작하는 것
에 나타난다. 이것은 땅을 향하여 내려가고 물러서는 모양이므로
☷으로 땅을 상징하였다.

☳ 雷

봄에 우레가 울리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 속에서 일어난다.
2월의 ‘경칩’이라는 절후의 명칭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괘에서
위의 ⚏은 ☷인 땅의 생략이며 아래의 ‘⚊’은 움직이는 상으로 땅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우레를 상징할 것이다.

☴ 風

바람은 흔적 없이 불어와 허공에 있는 구름과 안개를 이동시키며
나뭇가지 끝의 잎사귀를 흔들어 그 자취를 드러낸다. ☴괘에서 위
의 ⚌은 ☰하늘의 생략이며, 아래의 ‘⚋’은 움직임의 상으로 하늘
아래 즉 땅 위의 공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바람을 상
징하였다.

[표3-3] 8괘 생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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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대표하는 ‘☰’이 하늘을, 음을 대표하는 ‘☷’이 땅을 상징하고, 하

늘과 땅 사이에서 음양이 만나 형성하는 자연현상으로 물과 불, 산과 연

못, 우레와 바람을 짝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6괘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있

다. 8괘의 근본은 음양임을 전제로99) 「설괘전」은 8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天地定位(천지정위)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고

山澤通氣(산택통기) 산과 못이 기를 통하며

雷風相薄(뢰풍상박)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치고

水火不相射(수화불상석) 물과 불이 서로 쏘지 아니하여

八卦相錯(팔괘상착) 팔괘가 서로 섞이니

數往者順 (수왕자순) 지나간 것을 헤아리는 것은 순응함(順)이요

知來者逆(지래자역)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측함(逆)이니

是故 易逆數也(시고역역수야) 그러므로 역은 예측하여 헤아리는 것이다.100)

99) 『주역절중』은 항안세(項安世)의 말을 인용하여 “팔괘는 8개지만 실제로는 음양 두
글자뿐이다. 그래서 자리가 비록 정하였으니 기가 통하고, 형세가 비록 다투지만 정은
싫어하지 않으니 근본이 하나임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광지(李光地), 『주역
절중(周易折中)』11, 신창호 책임역주(고양:학고방, 2018), 45.

☵ 水

물은 땅 속을 흐른다. 복희씨의 활동지역은 회수와 하수의 평원 지
역이었는데 물은 모두 땅 밑 깊이로 흘러들어 간다. ☵괘의 위와
아래의 ⚏은 땅인 ☷의 생략이며, 가운데 ‘⚊’은 움직이는 상이다.
땅 속에서 움직이므로 이것으로써 물을 상징하였다.

☲ 火

밝게 빛나는 것은 공중의 해와 달이다. 「계사전」은 “밝게 빛나는
것 가운데 해와 달 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없다(懸象蓍明, 莫大乎日
月)”고 하였고, ☲괘 단전은 “해와 달이 하늘에서 빛난다(日月離乎
天)”라고 하였다. ☲괘 위· 아래의 ⚊은 하늘인 ☰의 생략형이며
가운데 ‘⚋’이 움직이는 상이다. 해와 달은 하늘에서 움직이므로 이
것으로써 불을 상징하였다.

☶ 山
산은 지면보다 높다. 우뚝우뚝 치솟은 봉우리들이 서로 높음을 드
러낸다. ☶괘의 아래 ⚏은 ☷의 생략형이고, 위의 ‘⚊’이 움직이는
상이다. 땅 위에서 움직이므로 이것으로써 산을 상징하였다.

☱ 澤

연못은 물이 땅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여러 형
상이 물 속에 비치기 때문에 연못가에 서서 물 속을 들여다 보면
구름·하늘·달 등의 그림자가 보인다. ☱괘의 아래 ⚌은 ☰의 생략
형이고, 위의 ‘⚋’이 움직임을 나타낸다. 하늘 위에서 움직이므로
이것으로써 연못을 상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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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火相逮(수화상체) 물과 불이 서로 미치고

雷風不相悖(뇌풍불상패) 우레와 바람이 서로 거스르지 아니하며

山澤通氣然後(산택통기연후)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한 연후에야

能變化旣成萬物也(능변화기성만물야) 변화 가능하여 만물을 이룬다.101)

빌헬름(Richard Wilhelm)은 위 「설괘전」 6장을, “물과 불이 서로 보

완하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해치지 아니하며, 산과 못의 기운은 움직임

속에서 하나가 되므로 변화와 변혁이 가능하고 모든 사물이 완성된다

.”102)라고 해석한다.

100) 「설괘전」 3장.
101) 「설괘전」 6장.
102) Richard Wilhelm, The I Ching, Translation by Cary F. Bayn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272. Water and fire complement each other, and
the forces of mountain and lake are united in their action. Thus only are change
and transformation possible, and thus only can all things come to perfection.

8괘
애초의상징
(복희시기)

부연된 상징
(복희-문왕)

부연된 상징
(문왕-설괘전)

☰ 하늘
강건, 말,
머리, 아버
지

하늘, 에워쌈, 임금, 아버지, 옥, 금, 추위, 얼
음, 매우 붉은색, 훌륭한 말, 늙은 말, 얼룩말,
나무의 열매

☷ 땅
유순, 소,
배, 어머니

땅, 어미니, 베, 숱, 인색, 균등, 암소, 큰 수레,
무늬, 손잡이가 많은 것, 땅에 있어서는 흑색

☳ 우레
움직임, 용,
발, 장남

우레, 용, 검은 빛나는 누런색, 널리 퍼짐, 큰
길, 큰아들, 조급한 판단, 어린 대나무, 물억새,
잘 우는 말, 발이 흰 말, 움직이는 말, 별박이
말, 뿌리채소, (결국은) 강건, 우거져 싱싱함

☴ 바람
들어감, 닭,
다리, 장녀

나무, 바람, 장녀, 곧은 먹줄, 기술, 흰색, 긺,
높음, 나아가고 물러감, 결정 못함, 냄새, 머리
숱이 적음, 넓은 이마, 흰자위 많은 눈, 이익
을 세배로 거둠, (결국은) 躁(조급하다)괘

☵ 물
빠짐, 돼지,
귀. 차남

물, 도랑, 숨어있음, 부드러움, 활과 바퀴, 근심
을 더함, 마음의 병, 귀 아픔, 혈(血)괘, 붉은
색, 늘씬한 말, 급한 마음, 머리를 숙임, 가벼
운 말발굽, 끎, 하인에게 잘못이 많음, 통함,

[표 3-4] 8괘의 파생적 상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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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은 그「설괘전」 7장부터 11장까지 8괘의 파생적인 상징 사물

또는 성질을 기술한다. 7장은 괘의 성질, 8장은 동물, 9장은 인체, 10장은

가족관계, 11장은 제반 상징의 종합을 각 서술한다. 7장 내지 10장에서

서술된 상징은 서주시기 이전에 부여된 것이고, 11장의 상징은 서주 초기

서술역이 흥기한 후부터 새롭게 나타난 상징을 모은 것으로 추측된다. 서

술역은 사회생활 전반을 포괄하여 해석을 시도하는 역학의 경향이므로

상징 또한 시기에 부합하도록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축되는 이유에서 그

렇다. 이를 정리하면 [표3-4] 의 ‘8괘의 파생적인 상징 의미’와 같다.

괘상의 상징성이 제한 없이 확장되는 측면에서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연구자가 고대의 괘상을 통하여 현대의 사회현

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64괘의 종류와 상징의미 및 순서

우선 8괘와 64괘의 관계에 대하여 본다. 대체로 인간관계 또는 사회관

계가 단순한 시기에는 8괘를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였으나, 점차 복잡해

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6효로 구성된 64괘가 만들어진 것으

로 설명된다.

「계사전」 11장은 공자의 말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역은 어찌하여 지은 것인가? 역은 만물

을 열고 일을 이루어서 천하의 모든 도리를 망라하고 있으니 이와 같을

달, 도둑, 굳고 심이 많은 나무

☲ 불
빛남, 꿩,
눈, 차녀

불, 눈, 번개, 차녀, 갑옷, 무기, 배가 큰 사람,
건(乾)괘, 자라, 게, 고둥, 조개, 거북이, 가지
끝이 마른 나무

☶ 산
그침, 개,
손, 삼남

산, 오솔길, 작은 돌멩이, 문, 나무열매와 풀열
매, 문지기, 손가락, 개, 귀, 검은 부리(를 가진
것), 굵고 마디가 많은 나무

☱ 연못
기쁨, 양,
입, 삼녀

연못, 삼녀, 무당, 입과 혀, 훼절, 땅에서 나는
굳은 소금, 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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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이 역으로 천하의 뜻에 통하고, 천하의 일을 정하

며, 천하의 의심스러운 문제를 (판단하여) 해결한다. 그러므로 시초의 성질

은 둥글면서도 신묘하고, 괘의 성질은 네모져 지혜로우며, 6효의 뜻은 변화

를 통해서 길흉을 알려주니 ….103)

결국, 천하의 모든 뜻에 통하고, 천하의 모든 일을 정하며, 천하의 의

심스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효로 구성된 64괘를 사용하였다

고 보는 것이 「계사전」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역경』을 단순히 점

서로서 치부하지 않고 철학, 수학, 지리, 의학, 미학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보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64괘의 상과 명칭, 대표적인 의미, 그 순서 등을 정리하면 아

래 [표 3-5] ‘64괘의 상과 이름과 뜻’과 같다.

103) 「계사전」 11장, 子曰, 夫易何爲者也? 夫易, 開物成務, 昌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
是故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 是故 蓍之德圓而神, 卦之德方以
知, 六爻之義易以貢…, 정병석 역주, 앞 책, 576-582.

䷀ ䷁ ䷂ ䷃ ䷄ ䷅ ䷆ ䷇
01.
중천건
(重天乾)

02.
중지곤
(重地坤)

03.
수뢰둔
(水雷屯)

04.
산수몽
(山水蒙)

05.
수천수
(水天需)

06.
천수송
(天水訟)

07.
지수사
(地水師)

08.
수지비
(水地比)

하늘 땅 어려움 가능성 기다리다 다툼 군중 화합

䷈ ䷉ ䷊ ䷋ ䷌ ䷍ ䷎ ䷏
09.

풍천소축
(風天小畜)

10.
천택리
(天澤履)

11.
지천태
(地天泰)

12.
천지비
(天地否)

13.
천화동인
(天火同人)

14.
화천대유
(火天大有)

15.
지산겸
(地山謙)

16.
뇌지예
(雷地豫)

작게쌓다 실천 평화 불통 동지 대유 겸손 기쁨

䷐ ䷑ ䷒ ䷓ ䷔ ䷕ ䷖ ䷗

[표 3-5] 64괘의 상과 이름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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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택뇌수
(澤雷隨)

18.
산풍고
(山風蠱)

19.
지택림
(地澤臨)

20.
풍지관
(風地觀)

21.
화뢰서합
(火雷噬嗑)

22.
산화비
(山火賁)

23.
산지박
(山地剝)

24.
지뢰복
(地雷復)

따르다 좀먹다 임하다 사색 씹다 꾸밈 깎다 회복

䷘ ䷙ ䷚ ䷛ ䷜ ䷝ ䷞ ䷟
25.

천뢰무망
(天雷无妄)

26.
산천대축
(山天大畜)

27.
산뢰이
(山雷李)

28.
택풍대과
(澤風大過)

29.
중수감
(重水坎)

30.
중화리
(重火離)

31.
택산함
(澤山咸)

32.
뇌풍항
(雷風恒)

망령됨없다 크게쌓음 도약 큰 잘못 구덩이 정열 성교 지속

䷠ ䷡ ䷢ ䷣ ䷤ ䷥ ䷦ ䷧
33.
천산돈
(天山遯)

34.
뇌천대장
(雷天大壯)

35.
화지진
(火地晉)

36.
지화명이
(地火明夷)

37.
풍화가인
(風火家人)

38.
화택규
(火澤暌)

39.
수산건
(水山蹇)

40.
뇌수해
(雷水解)

은둔 권력 전개 상한밝음 가족 어긋나다 절룩거리다 해결

䷨ ䷩ ䷪ ䷫ ䷬ ䷭ ䷮ ䷯
41.
산택손
(山澤損)

42.
풍뢰익
(風雷益)

43.
택천쾌
(澤天夬)

44.
천풍구
(天風姤)

45.
택지취
(澤地萃)

46.
지풍승
(地風升)

47.
택수곤
(澤水困)

48.
수풍정
(水風井)

손해 이익 결단 만나다 모으다 승진 곤궁 우물

䷰ ䷱ ䷲ ䷳ ䷴ ䷵ ䷶ ䷷
49.
택화혁
(澤火革)

50.
화풍정
(火風鼎)

51.
중뢰진
(重雷震)

52.
중산간
(重山艮)

53.
풍산점
(風山漸)

54.
뇌택귀매
(雷澤歸妹)

55.
뇌화풍
(雷火豊)

56.
화산려
(火山旅)

혁명 솥 활력 산, 멈춤 성장 시집가다 풍요 고독

䷸ ䷹ ䷺ ䷻ ䷼ ䷽ ䷾ ䷿
57.
중풍손
(重風巽)

58.
중택태
(重澤兌)

59.
풍수환
(風水渙)

60.
수택절
(水澤節)

61.
풍택중부
(風澤中孚)

62.
뇌산소과
(雷山小過)

63.
수화기제
(水火旣濟)

64.
화수미제
(火水未濟)

바람 기쁨 흩어짐 절제 신뢰 작은잘못 완성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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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괘는 8괘가 상하로 결합하여 형성되고, 그 이름은 상괘의 기본상징

과 하괘의 기본상징을 연속하여 부여한 명칭에 고유의 괘명을 더하여 명

명된다. 예를 들어 ‘4. 산수몽괘(䷃)’는 위에 위치한 ‘산(☶)’과 아래에 위

치한 ‘수(☵)’에 고유 명칭인 ‘몽(夢)’을 더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64괘의 각 괘에 대한 의미는 다의적이다. 이로 인하여 해석자에 따라,

괘상이 추출된 상황에 따라, 기타 조건이 부여되는 바에 따라 매우 다양

한 의미가 부여된다. [표 3-5]의 ‘64괘의 상과 이름과 뜻’에서 뜻은 연구

자가 부여한 것이고, 작업의 제목으로 활용한 것이다.

64괘의 순서와 관련하여 「서괘전」은 다음과 같이 64괘가 선후로 이

어지는 연유를 설명한다.

천지가 있고 난 뒤에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오

직 만물이다. 그러므로 (乾·坤卦 다음에) 둔괘(屯卦)로써 받으니, 둔은 가

득 찬 것이며, 둔은 만물이 처음 낳은 것이다. 사물이 생겨남에 반드시 어

리므로 몽(蒙)으로써 이으니, 몽은 몽매함이니 사물이 어린 것이다. 어린

것은 길러주지 않을 수 없다. …감(坎)은 빠지는 것이니 빠지면 반드시 걸

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괘(離卦)로써 받았다. 이는 붙음이다(이상 상경).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연후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은 연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연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연후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은 연후

에 예의를 둘 곳이 있다. 부부의 도는 오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괘

로 받았다. 항은 항구함이다. …사물에 지나침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다스려

야하기 때문에 기제괘(旣濟卦)로써 받았다. 사물은 다 할 수 없으므로 미

제괘(未濟卦)로써 받아서 마쳤다(이상 하경).104)

104) 「서괘전」 有天地然後, 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唯萬物, 故受之以屯, 屯者盈也, 屯者
物之始生也. 物生必蒙. 故受之以蒙, 蒙者蒙也, 物之穉也. 物穉不可不養也, …坎者陷也,
陷必有所麗, 故受之以離, 離者麗也.(이상 상경) 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
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有父子然後, 有君臣, 有君臣然後, 有上下,
有上下然後, 禮義有所錯 夫婦之道 不可以不久也. 受之以恒, 恒者久也, …有過物者, 必
濟, 故受之以旣濟, 物不可窮也, 故受之以未濟終焉.(이상 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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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괘전」은 상경(上經)이 건, 곤, 준, 몽괘로 시작하여 감, 리괘로 끝

나는 천도(天道)를 설명한 것이고, 하경(下經)이 함, 항괘로 시작하여 기

제, 미제괘로 마무리되는 인사(人事)를 설명하고 있다.

「대상전」은 한 괘의 총체적 상에 관한 해석이다. 64괘의 대상은 모

두 같은 형식을 갖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상에 관하

여 그 구성원리, 상이 생긴 까닭 등을 기술하고, 중간에는 실천 주체, 즉

사람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는 주체의 행동준칙 또는 사업을 기술한다.

「대상전」은 외괘(外卦, 상괘)와 내괘(內卦, 하괘)가 합쳐져서 하나의 괘

를 형성하며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인간의 행동으로 치환하여 설명하는

구조를 가진다. 기본적인 8괘(건괘, 곤괘, 감괘, 리괘, 진괘, 손괘, 간괘,

태괘)를 제외한 나머지 괘들은 내·외괘의 괘가 다르고, 그 다름에서 발생

하는 상호변화의 관계를 끌어내는 것이다. 대체로 위와 같은 관계를 바

탕으로 괘의 명칭도 정해졌다.

연구자는 괘상과 「대상전」에 기술된 내용에 천착하여 일부 작품의

형상을 창출하였고, 기타 『주역』의 다른 서술 부분을 종합적으로 참고

하여 작품에 직접 적용하거나, 그 의미를 차용한 작품을 시도하였다. 개

별 작품에 대한 분석은 이하 관련 장에서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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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형문자

상형문자(象形文字)란 일반적으로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이고,

한자(漢字)의 상형문자는 육서(六書) 중의 하나로 해를 본뜬 일(日)자, 달

을 본뜬 월(月)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의 실제 모습 중 그 핵심을 개

괄적으로 모방하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한자는 상형을 근원으로 하는 부

호이고 은나라의 갑골문에서 시작하여 주나라의 금문, 진나라의 소전, 한

나라의 예서를 거쳐 위진시대에 해서로 정립되었다. 또 글쓰기의 효용성

에 따라 진한시대를 기점으로 초전, 초예, 행서와 초서로 발전되었다.105)

본 연구는 상형성이 존재하는 초기의 갑골문, 금문, 전문(대전, 소전)의

상형문자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1) 문자의 생성과 상형성

인류 문자의 시작은 수를 세는 것, 기억을 담아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림의 모습이든, 부호의 모습이든 기록하고 이를 기억하려고 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문자 발명전 기록으로 구석기 후기(BC 3만5천 년 - BC 1만 년)

프랑스 남서쪽의 ‘라스코 동굴 벽화’이다. 당시의 사건과 동물의 모습, 생활

을 엿볼 수 있는 그림(기호)이다. [표 3-6]에 보이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눈금을 새긴 나무 막대나 뼈, 노끈의 매듭(키푸, 잉카 페루)

은 물건을 세는 수(數)에 관한 기록이고, 이를 기억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림기호 뼈에 새긴 눈금 노끈 매듭의 수

[표 3-6] 기록의 흔적

105) 위싱화(沃興華), 『중국서예발전사』, 김희정 역 (서울:도서출판다운샘,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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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로 눈금을 새기거나 바위를 긁어 부호를 만들거나 새끼줄로 매듭

을 만드는 것 등은 인간이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의사소통을 위

하여 시도한 노력의 산물이다.106)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 명확한 의사

소통을 위해 문자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한 행위가 모두

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호구성’,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자기 지시성’,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습성에 의한 규약’ 등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107)

한자의 경우 그 출발점을 상나라 시기(BC 1750-BC 1040경)의 갑골문

으로 본다.108) 문자의 기능을 갖춘 갑골문이 나타나기 이전에 ‘팔괘’라는

독특한 부호, ‘수’를 표현하는 결승(結繩, 매듭) , ‘서계(書契)’ 등이 존재

하였다. 팔괘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록 이상의 사상과 이념을 담고

있다. 이 절은 ‘결승’과 ‘서계’에 대해 다룬다.

AD 100년 후한(後漢)시대에 중국 최초의 자서(字書)인 허신(許愼)의

『설문해자』는 그「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복희의 팔괘, 신농의 결승,

창힐의 서계를 순차로 서술하고 있다.

옛날 포희씨(包犧氏)가 천하의 왕이 되자 하늘을 우러러 물상(物象)을 관

찰하고 땅을 살펴 그 규칙을 관찰했다. 또한 조수(鳥獸)의 발자국과 산천의

지리도 관찰했다. 그래서 가까이는 신체를, 멀리는 사물을 본떠 최초로 역

(易)의 팔괘(八卦)를 고안했다. 이리하여 천지의 법칙과 현상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신농씨(神農氏)의 시대가 되자 결승(結繩)에 의해 다스리고 사물을 표시하게 되

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사물이 매우 번다해지고 과장과 사기라는 것이 싹트기

106) 라스코 동굴 벽화를 비롯하여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발견된 인류 초기의 벽화
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고대인의 기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제작 당시 제작자의 의도
는 종교적 이유, 즉 신과의 소통인 ‘주술’의 내용을 표현하고 보전할 의도였을 것이다.

107) 쿨마스, 『문자의 언어학』, 연규동 역(서울: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44-51 참조.

108) 최근까지는 허난성 안양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상나라 시기의 갑골문이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산둥 성쥐현에서 술 도자기 그릇이
발굴되어 중국 문자의 기원이 2000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쿨마스, 앞 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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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그래서 황제(黃帝)의 사관(史官)인 창힐은 조수의 발자국을 보고 문양

에 따라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처음으로 서계(書契)를 만들었다.

…창힐이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을 때는 유사함에 의거하여 모양을 본떴다. 따

라서 이것을 ‘문(文)’이라고 한다. 이후 모양과 소리를 덧붙여서 이것을 ‘자(字)’

라고 한다. ‘문’이라는 것은 물상의 근본이고, ‘자’라는 것은 증식하여 점차로 많

아진 것을 말한다.109)

포희(복희), 신농은 여와와 함께 삼황(三皇)으로 불리는 신화적 인물이

다. 허신에 의하면 복희가 먼저 팔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농이 ‘결승(結

繩)’을 발명했다고 한다. 결승은 새끼줄에 매듭을 지어 어떤 기억이나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삼는 방법이다.110) 신농은 농사의 신이자 약초의 신으로

백성들에게 경작과 의약을 가르쳤다. 그러나 결승이 발명되면서 사회가 과

장과 사기가 생겨나서 창힐이 ‘서계’를 발명하였다고 한다. 이를 ‘결승시대’

에서 ‘문자시대’로, ‘농경시대’에서 ‘정보시대’로의 이행이라 한다.

창힐에 대하여『설문해자』는 ‘사관’, 즉 기록 담

당관으로서 황제를 섬기는 관리였다고 기술하는데,

창힐[도판3-7]은 네 개의 눈을 가졌고, 새의 발자국

만 보고도 그 실체가 새라는 것을 알았으며, 들짐승

의 발자국만 보고도 그 실체가 들짐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창힐이 실체와 흔적 사이

의 원리를 인식하였다는 의미이다. 발자국(기호)과

조수(鳥獸, 사물)의 관계를 유추하여 ‘서계’를 만들

었다는 것이다.

109)「서문」,『설문해자』, 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
之文與地之宣,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及神農氏, 結繩爲治, 而
統其事. 庶業其繁, 飾僞萌生. 黃帝之史倉頡, 見鳥獸蹏沆之迹,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
書契.…蒼頡之初作書也,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文者, 物象之
本, 字者, 言孶乳而寖多也.

110) 매듭을 통해 정보전달을 하는 모습은 타이완, 오키나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페루의 결승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도판3-7] 『역대고인상
찬』의 창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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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설문해자』「서문」에 근거하면 복희의 팔괘(BC 28C), 신농의

결승(BC 27C), 창힐의 서계(BC 27C)에서 갑골문(BC 18C), 대전(BC 8C),

소전(BC 2C)으로 발전된 것이다. 전개의 선후관계는 소멸과 생성으로 나

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첩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팔괘가 주대(周代)에 이르러 완결적인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이 시

기에 사용된 것으로 발견되는 갑골문과 동시대에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

문이다.111) 매듭을 사용한 신농의 결승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점

으로 볼 때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였던 갑골문의 상형성에

직접적 영향이 미쳤는지는 의문이 남는다.112) 그렇다면 갑골문의 직접적

인 기원은 창힐의 서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창힐은 새 발자국,

동물의 발자국, 나무의 그림자 등을 관찰하여 그 형태를 나무에 새겼다

고 한다. 따라서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상형문자’와 서계의 창

제 원리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자에서 문자와 그림은 그 뿌리가 같다. ‘畵’는 ‘그림 화’자인 동시에

‘그을 획’자 이기도 하다. 다만 그림이 문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림기

호-사물의 이름(언어)-사물’의 연결, 지시 관계가 필요하다. 자연물을 기

호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호로 변

화하는 데에는 주요한 개념적 변환이 필요하다. 문자가 그림에서 발전했

111) 섬서(陜西)성 기산(岐山)현의 서주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 현재로서는 출토 문물
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팔괘 문양이다(『讀賣新聞』1993년 8월 11일 (석간) ‘文
化’면. 이 기사는 같은 달 4일 『人民日報·海外版』에 의거함). 다케다 마사야, 『창힐
의 향연』, 서은숙 옮김(서울:이산, 2004), 40, 재인용, 문왕이 64괘를 완성한 시기는
서주시대이다. 복희시대(BC 27C)부터 서주(BC 11C-BC 771)까지 8괘가 64괘로 발전
하는 진행 중인 시기라 볼 수 있다. 참고로 8괘가 만들어진 시점에 대해 BC 27C가
아닌 BC 47C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숫자와 관련하여 팔괘가 만들어진 학설을
따른 것으로 앙소문화권인 반포유적지에서 채도에 인면, 물고기, 그물무늬와 함께 숫
자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팔괘는 훨씬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팔괘의 시작점과 별개로 팔괘와 갑골문은 직접적 선후 관계
를 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112) 『설문해자』의 내용으로 볼 때도 결승은 문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결승과
문자를 병론하는 것은 당시기 이정조(李鼎祚)가 『주역집해(周易集解)』를 지으면서
『구가역(九家易)』의 “옛날에는 문자가 없어서 약속과 맹세할 일이 있을 때, 일이 크
면 매듭을 크게 매고, 일이 작으면 매듭을 작게 매었다(古者無文字, 其有約誓之事, 事
大大結其繩, 事小小結其繩).”라는 내용을 인용한 데에서 비롯된다. 결승법은 일상생활
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약속 등에 관한 기억을 돕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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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아직 소리(音)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림이라도 그 형상을 통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팔괘 중 감(坎)괘의 상징기

호 ‘☵’는 ‘땅속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사

물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상형성을 가지며 그 음을 가지기 이전부터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자는 전국시대 말기부터 그 구성원리를 육서(六書)로 분류하였다. 허

신이 『설문해자』 「서문」에서 한자를 상형(象形)·지사(指事)·회의(會

意)·형성(形聲)·가차(假借)·전주(轉注)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상형문자

는 육서 중 하나에 불과하나, 현재까지도 그 형태를 보존, 지속하며 한자

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상형문자는 사물의 모습을 본뜬 것이지만 모방

대상을 초월하는 부호적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한 글자가 표현하는

것은 어떤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이나 과정이기도 하며, 주관적

의미·요구·기대까지 포괄한다. 즉 ‘상형(象形)’에는 ‘지사(志事)’와 ‘회의

(會意)’의 내용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113) 한자의 상형은 부호 고

유의 추상적 의미·가치·기능 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림과 구별된다. 또

한, 한자는 ‘상형’에서 비롯된 연유로 인하여 자형 자체가 형체 모방의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그림과 독립된 부호로서 자체적인 발전 경로를 획

득할 수 있었다. 즉 한자의 형체가 부호의 의지(자의字義)로부터 독립된

발전 경로를 획득할 수 있었다.114)

상형문자 중 한자와 비교되는 문자로 이집트의 신성문자가 있다. 한자

와 함께 초기부터 상형성이 뚜렷했던 이집트 문자는 한자와 달리 그 생

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집트 문자가 사문자(死文字)가 된

이유는 한자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다.

113) 지사자 ‘亦’은 상형자인 ‘大’에 점으로 겨드랑이를 나타낸 자이다. 회의자 ‘明’은 상
형자인 ‘日’과 ‘月’을 합친 자이다. 형성자 ‘江’은 상형자인 ‘水’와 음으로 ‘工’을 합친
자이다.

114) 이택후, 앞 책,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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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갑골문
이집트
상형문자

의미 갑골문
이집트
상형문자

天(하늘) 牛(소)

星(별) 羊(양)

電(번개) 馬(말)

光(빛) 豕(돼지)

刀(칼) 犬(개)

子(아들) 象(코끼리)

[표3-7] 갑골문과 이집트 상형문자

[표3-7] ‘갑골문과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문자가

구성 방법을 스케치하듯 간략하게 표현되었음에 반하여 이집트의 문자는

정교하고 사실적이다. 아들 자(子)의 경우를 비교하면, 이집트의 상형문

자가 얼굴과 팔, 다리, 몸의 모습을 정확히 그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자는 머리와 몸만을 간략한 원과 선으로 표현하였을 뿐이고

정확한 모방을 회피하고 있다.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리려는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달리 갑골문은 그 대상의 대체적

인 요약(함축적 형태)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선의 표현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고대글자(신성문자)가 최고도로 발달했을 때 그 정교함은 사

용에 불편함을 유발하였고, 일상생활의 표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 확장되는 데 그 한계를 드러내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집트의

고대글자가 사멸되고 말았다. 반면 한자는 그 단순함과 추상성으로 인하

여 변형, 발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고대문자의 원형과의 접촉을 상

실함이 없이 현재까지도 그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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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독특한 ‘선의 추상미’를 가지

고 있고, 이는 서법(書法) 또는 ‘서예

(書藝)’라고 불리는 예술영역을 만들

어냈다. [도판3-8]의 서예(초서체)에서

보이는 선의 다양성과 유동성은 의미

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글쓴이의 개

성이 드러나는 형식을 가능하게 만들

고 있다.115)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를

포착하여 이를 미적으로 구성해 내기

위하여 대상은 간략한 선으로 표현되

었다. 갑골문에 드러나는 ‘선의 운동

미’는 후에 문자(서예)와 회화가 나누

어진 뒤에도 각각의 영역에서 예술성

획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의 운동감은 생명력을 넣는 것이며

이는 기운(氣韻)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116) 작가가 대상을 객관적, 과

학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

하고 주요한 관심 사항을 간략한 형태로 표현한 작품은 사실묘사가 뛰어

난 작품보다 높게 평가되곤 하였다.

2) 갑골문의 상징성과 주술성

갑골문의 특징은 상징성과 주술성으로 요약된다. 한자, 특히 갑골문은

사회관계에서 행해진 복서(卜筮) 의식을 배경으로 그 실천형태를 자형을

통해 영상화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었다. 상형이란 단순히 회화적 방법

115) 붓놀림의 경중(輕重:가볍고 무거움)·질삽(疾澀:빠르고 느림)·허실(虛實:비어있고 차있
음)·강약(强弱: 강하고 약함), 꺾음과 멈춤, 박자와 운율 등 음악의 선율과 같은 정화
된 선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

116) 서양의 그림에 비해 치밀한 부분이 약한 동양의 그림은 선과 공간의 균형을 대단히
주의깊이 생각한다. 사물의 외형을 윤곽선으로 그릴 때 그 구조적인 선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있는지, 또 바른 위치에 있는지 등이 그림의 성패를 가눈다. 서예작품이 장방
형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선만으로 그 조형미와 뜻을 전달하듯이 동양의 그림도 마찬
가지이다. 마이클 설리반 외, 『중국예술의 세계』, 백승길 편역(서울:열화당, 1977).

[도판3-8] 회소, <자서첩(自敍帖)>의
앞부분, 당, 타이베이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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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모사를 뛰어넘는 의미성을 지닌다. 갑골문의 상형은 그 형상이

지니는 비유적인 표상 방법으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으로

부터 독립하여 상징으로서 표현력을 지닌다. 문자는 말의 형식을 뛰어넘

어 말과 대상의 관계를 의미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징의 결정체인 한자는 각 형태소에 숨어있는 상징적

표현을 정확히 파악할 때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상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주술을 통해 얻은 ‘이치’ 또는 ‘초자연적인 힘의 계시’라

할 수 있다. 모방하여 공감하거나 혹은 추종하여 감응함으로써 복서의

주체 또는 대상이 초자연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주술적 의례와 이를 통해 얻은 계시를 문자로 형상화

한 것이 한자다. 한자의 배후에 주술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117)

[도판3-9] 물고기문양 채도, 양사오 유적지, 시안반포 출토

주술은 문자가 있기 전 신석기시대의 신화적 사유를 반영한 채도, 백

도 무늬에 등장하여 청동기 도철무늬와 갑골문에도 보이는 인간의 의식

이다. 중국의 황하(黃河) 인근의 반포(半破)지역은 농경의 신과 홍수를

다스린 지도자가 태어난 곳이다. 반포토기에는 인면어신(人面魚身)이나

물고기, 새를 모티브로 하는 도상과 기하문양이 많이 발견된다. BC 4115

년부터 BC 3635년경 서안에서 발견된 채도[도판3-9]에는 하 왕조의 조

상신 우(禹)의 신상(神像)과 우 임금의 부친으로 여겨지는 곤(鯀)을 상징

117)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 백가지 이야기』, 심경호 옮김(서울:황소자리, 2005), 시라
카와는 고대문자 성립이 신화서기법(神話書記法)이나 언어서기법(言語書記法)에 의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중국의 한자를 신화적 사고를 담은 기호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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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고기 문양이 보인다.118)즉 반포토기에 보이는 문양은 그 지역 사

람들의 우상을 형상화하여 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3-10] 청동기 도철문 세발솥, 상대

은허에서 출토된 상아나 짐승 뼈에 복잡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고, 은

나라 백도는 사격문(斜格文, 빗살무늬)이 있다. 고도로 완성된 형태의 문

양이 보이는 청동기에는 도철(饕餮) 무늬, 기봉(蘷鳳) 무늬, 훼룡(虺龍)

무늬, 매미 무늬 등이 그릇 전체를 꽉 채울 듯이 배치되고, 그 바탕 무늬

인 뇌문(雷文)이 주를 이룬다. 도철무늬는 호랑이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

로 본다[도판3-10]. 은 왕조는 이러한 무늬가 새겨진 주술 도구들을 봉

헌하는 주술의례를 통해서 신화적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도판3-11].119)

갑골문은 정복(貞卜, ‘貞’자는 ‘점치다’의 뜻으로 사용한다)을 결과를 기

록한 문자이다. 왕은 무축(巫祝)의 장이자 판단의 주체로서 점복의 결과

를 도출하였다. 그 판단은 반드시 현실의 실행으로 옮겨졌고, 갑골에 기

재된 갑골문이 왕이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증명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만이 아니라, 점

복의 주체와 그 점단(占斷)의 신성성을 보존, 과시하고자 하는 데 그 주

118) 오스트리아의 미술사가 리글(Alois Riegl)이 『미술양식론』(1893년)에서 제시한 고
전적인 해석에 따르면, 기하문양은 동물 도상이 기하학적으로 형식화함으로써 출현했
다고 하나, 반포토기의 경우 신상(神像)에서 기하문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119) 시라카와 시즈카, 앞 책, 25-26 참조.



- 80 -

요한 목적이 있었다. 말의 영적인 주술적 힘을

한층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 지속시키기 위해

서라도, 문자가 필요했다. 문자는 말의 영적인

주술적 힘을 투영하여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태어난 것이다. 짐승 뼈에 의한 정복[도판

3-11]은 문자가 없던 시대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120) 문자가 없어도 점복활동은 가능했

다. 다만 문자가 말의 주술적인 힘을 흡수하여

정착시키고 지속시킴으로써, 신성성을 확대, 강

화하는 도구로 기능한 것이다. 신화에 의해 지

탱되던 왕조의 권위가 현실의 왕의 신성성으로 그 비중이 옮겨졌을 때

문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였다.121)

종합해보면, 문자의 생성 속에는 상징성과 종교적인 주술성이 내포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술은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으로 기능하였고, 이 주술의 점단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형문자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 문자가 갑골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형문자는 고대인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마음을 통해 드러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이 요약적이고 추상적

이며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상형문자는 만물의 생(生)과

그 본질(本質)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에서 시작된 것이다. 상형문자 속에

존재하는 생과 본질에 관한 연구는 이하 4장에서 연구자의 작품설명을

통하여 다룬다.

3) 갑골문(甲骨文), 금문(金文), 전문(篆文) 자형의 추상성

갑골문122)은 상나라 왕의 실생활을 반영한 점복문자다. 국가의 대소사

120) 참고로, 은의 오래된 시기의 유적지로 간주되는 산동의 성자애(城子崖)와 안양에 들
어가기 이전 하남의 정주(鄭州) 옛 성터에서도 복골이 출토되었으나, 문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21) 시라카와 시즈카, 앞 책.
122) 갑골문은 1899년에 발견되었다. 당시 국자감 제주(祭酒)의 지위에 있었던 왕의영(王

[도판3-11]갑골에새겨진정복
(貞卜)의 예 (‘⊢’모양의 점친
자국과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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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한 길흉을 거북이 등껍질이

나 동물의 뼈에 점친 후에 복사(卜辭)나 점복(占卜)

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갑골에 새겨 둔 것이다

[도판3-12]. 금문은 주로 궁중 제례에 사용하였던 청

동기물에 쓰인 문자로서 왕의 주요사적, 제작자 사장

조상의 중요공적, 나라간 조약, 왕의 책명과 기념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갑골문이 사용된 시기는 은나라 무정(武丁) 때부터

은나라 말기까지다. 갑골문의 시대 구분 연구를 완성

하였던 동작빈(董作賓)의 『은력보(殷曆譜)』에 의하

면, 227년간의 기록이다. 금문 시기는 은주 혁명으로

부터 주나라의 동천(東遷)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고,

역대 각 왕의 재위 연수와 편년을 기초로 할 때 약 300년가량의 기간이

다. 갑골문자는 최대 5천 자로 추산되고 있으며 약 1천 여자가 고석(考

釋)되었다고 추산된다. 갑골문은 상형성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지만, 허신이

규정한 육서(六書) 중 갑골문은 상형자 만큼의 회의자와 형성자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후 금문, 소전, 해서를 거치면서 형성자가 급격히 증가하

였다.123)

懿榮)은 말라리아 발작으로 고통을 겪어, 그 특효약으로 팔리고 있던 용골을 구하여
복용했는데, 우연히 그 뼛조각에 문자 비슷한 형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식객 유철
운(劉鐵雲)과 둘이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것은 고대문자였다. 유철운은 수집한 수천
조각 가운데 문자 자료로 유용하다고 생각한 1,058 조각을 골라 묵탁(墨拓)을 만들어
『철운장구(鐵雲藏龜)』 6책으로 간행했다. 광서 계묘년(광서 29년, 1903년) 9월, 유철
운이 서(序)를 첨부했다. 『철운장구』가 간행된 이듬해 1904년, 손이양(孫詒讓)이 해
독을 시도하여 『계문거례』1권, 그 다음 해에 『명원』을 저술하였으며, 하야시 다이
스케가 자석과 자서를 정리하였다. 이후에 나진옥이 『은허정복무자고』를 집필하였
는데, 이는 1910년의 일로 출토 후 10년 만에 문자가 거의 해독된 것이다. 그는 ‘갑골
문이 상왕의 실생활을 반영한 점복문자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오호곤(吳浩坤), 반유
(潘悠), 『중국갑골학사』, 양동숙 역(서울:동문선, 2002).

123) 양동숙, 『중국문자학』(서울:차이나하우스, 2015). 119-128, 갑골문(商代) 총1,225자
중 상형(276), 지사(20), 회의(396), 가차(129), 형성(334), 전주(0), 미상(70)이고, 금문
(周代) 총2,514자 중 상형(221), 지사(28), 회의(480), 가차(226), 형성(1516), 전주(0),
미상(43)이고, 소전(秦代) 총9,475자 중 상형(364), 지사(125), 회의(1167), 가차(115),
형성(7697), 전주(7), 미상(0)이며, 해서(宋代) 총24,235자 중 상형(608), 지사(107), 회
의(740), 가차(598), 형성(21810), 전주(372), 미상(0)으로 분석하였다.

[도판3-12] ‘코끼리
를 잡을 수 있을까’
의 갑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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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골문·금문 시대는 문자가 본래의 형상과 표기 의식을 잃지 않고 전승

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록 자형의 구조는 필기자에 따

라 상당히 자유롭게 변화하였더라도, 자형이 표시하는 본래의 표상은 정

확하게 파악되었고 또 표현되었다[도판3-12]. 이것은 당시의 표기자인 사

관(史官)이 문자 형상의 본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승하였

기 때문이다. 복잡한 구성을 지닌 글자의 필획을 입의(立意)를 그르치지

않고, 필의(筆意)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를 단순한 기호로 모방하는 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문자에 내재한 신

성한 의상이 존재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표3-8].124)

갑골문[도판3-13]의 글자는 선각(線刻)이라서 간략히 한 것이 많고, 심

지어 필의 조차 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자형으로부터 글자

의 형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문

[도판3-14]의 글자는 획을 빈약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표현이 가능

하였고, 점을 찍어 글자를 마치거나 휘게 변형하는 표현이 가능하여 형

상을 다양하고 충분하게 형상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글자의 의상(意象)

이 용이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보이는 글자 중 그 의미의 충실성이 드러

124) 중국과학원이 편찬한 『갑골문편(甲骨文編)』, 중산대학의 용경(容庚, 1894~1983)이
편찬한 『금문편(金文編)』에 기록된 자형들을 보면, 춘추 후기 이후에 속하는 금문의
자형을 제외하고는, 글자 본래의 입의(立意)에 위배된다고 간주할 만한 것이 거의 없
다. 그러나 자형의 붕괴가 서주 후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자형의 붕괴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춘추 중기, 진나라 경공(景公) 원년(기원전 575년 무렵)의 진
공기(秦公期)일 것이다. 시라카와 시즈카, 앞 책, 223-225 참조.

乳(유) 젖을 먹이다 엄마가 아이( )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표현함

飮(음) 마시다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함

陶(도) 질그릇을 만들다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표현함

[표3-8] 의미를 담은 갑골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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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형자를 이용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작업에 등장하는 자형은 변

형 없이 사용하여 의상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며, 글자의 변형이나 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는 『설문해자』와 자전을 참고하여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가하였다.

[도판3-14] 금문, <산씨반>, 서주 려왕(厲王) 시기

[도판3-13] 갑골문, 상대, 허난성 은허 유적지 출토



- 84 -

[도판3-15] 대전, <석고문(石鼓文)>, 전국시기

[도판3-16] 소전, <역
산각석(嶧山刻石)>부분,
진(秦)

전문(篆文)은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나뉜다. 소전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BC 221)한 후 제정한 진(秦)의 공식 서체이다. 진시황은 전

국시대 6국을 멸한 후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도량형, 화폐, 문자 등을 통

일하였다. 승상 이사(李斯)의 제의를 받아들여 6국의 문자 중 전국시대

진국(秦國) 고유의 서체인 주문(籒文)125), 즉 대전[도판3-15]의 형체를 기

초로 간략하게 줄였다. 그 결과 자형이 정연하고 필획이 고른 소전체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역산각석(嶧山刻石)>[도판3-16] <태산각석(泰

125) 주문(籒文)은 주(周)나라 선왕(宣王)시대에 사주(史籒)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정리
한 문자이다. 대전(大篆), 고문(古文)이라고도 한다. 대전은 주나라 선왕시기 만들어진
이후 진나라 시기 소전(小篆)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춘추전국 시기의 문자라 할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석고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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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刻石)> <낭야대각석(瑯琊臺刻石)>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갑골문은 상당한 부분의 글자들이 정형화되

지 않았다고 평가되나, 글자의 의미를 중시하였고 그 취지가 금문과 전

문으로 이어진다. 갑골문, 금문, 전문에 존재하는 공통적 특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126) 첫째 상형적이다. 사물의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문자

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실물과 일치하거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기본

적으로 전체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고 그 형태를 보고 바로 문자를 인식

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 둘째 좌우 대칭적이다. 독체나 합체자나 좌

우대칭을 이룬다. 균형 있는 좌우대칭은 갑골문을 중심으로 한 상형문자

에 있어 독특한 예술적 구도를 구성하였고, 이 같은 조형은 평형감과 안

정감을 준다. 셋째 배열의 자유로움이 있다. 자형 구성의 배열을 보면 문

자는 위에서 아래로 씀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형문자는 의미를 형상화하

는 데 치중하여 자유로운 배치미를 창출한다. 넷째 선으로 표현된 문자

의 경우 철선(鐵線)으로 그은 것과 같이 획의 두께가 변화 없이 일정하

다. 세부적으로는 갑골문은 소뼈나 거북 등껍질에 새겨졌기 때문에 각이

지고 뾰쪽한 특징이 있고, 금문은 청동기의 틀인 젖은 점토판에 칼로 새

기기 때문에 갑골문보다 더 둥글고 곡선이 많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다만 금문의 경우는 간단한 글자인 경우(土, 大, 父, 王 등)는 선이 아닌

속이 채워진 모습이다[표3-9].

目(목) 눈 土(토) 흙 木(목) 나무 魚(어)물고기 卯(묘) 토끼 舞(무)춤출

갑골

금문

전문

[표3-9] 상형문자 자형의 특징

126) 양동숙, 위 책, 연구자는 양동숙이 정리한 갑골문의 특징을 바탕으로, 회화적인 측
면에서 상형문자(갑골문, 금문, 전문)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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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한자의 여러 서체 중 [표3-10] ‘연구자의 작업에 사용된 상형

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골문, 금문, 전문을 사용하였다.127) 이들 글자

127) 연구자는 『전문자전』 참고하여, 사용한 상형문자를 분류하였다. 하나의 글자에서
여러 상형문자 모양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표에는 한가지 모양만 표기하
였다(예를 들어 ‘日’의 경우 위에 표기한 것 외에 ‘ ’, ‘ ’, ‘ ’ 등 다양하다).

자연 인간 식물 동물 사물 천간 지지 감정

[표3-10] 연구자의 작업에 사용된 상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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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은 상형적이고, 좌우 대칭적이며, 배치가 자유롭고, 사용되는 선이

철선적이다. 널리 사용되는 글씨로서 정형화되기 이전의 문자는 이후의 문

자보다 모방을 초월하는 ‘부호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문자에는 어느 문자보다 ‘추상회화’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상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요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 주체의 의도는

추상화가의 의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연구자는 상형문자를 의미전달을 위한 단순한 기호로서의 의미에 더하

여 창작자의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평가하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상형문자

는 형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추상성을 통하여 의미를 창출한다. 현상의

풍부함과 생생함에 의미를 더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창작자의 의미를 전달

할 수 있게 한다. 초기의 상형문자가 가지는 형상의 ‘추상성’은 매우 폭넓

은 지시대상을 포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지시대상의 표면적인 영역

을 뛰어넘어 시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영역까지 확대하여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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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괘상과 상형문자에 내포된 생활세계

이 장은 괘상과 상형문자에 내포된 생활세계를 살핀다. 앞서 생활세계

의 특징을 구체적, 직관적,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회화적으로 적용

하여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의 주제를 도출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를 기초로 괘상과 상형문자의 생성과 특징을 분석하고 괘

상과 상형문자에 내포된 생활세계의 요소를 발견하여 나아가 현대 회화

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괘상과 상형문자에서 생활세계의 속성을 찾아보는데, 앞서 도출된 3가

지 주제로 살핀다. 첫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초기문자로서 ‘선술어적 경

험의 세계’가 구축되어 나온 산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둘째, 괘상과 상형

문자는 현상학의 ‘인식의 지향성’과 『주역』의 ‘관물취상’에서 본 ‘창조

적 직관’에 의한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통찰하여 만들어지며 이는

상징적이며 추상적인 특성을 갖았다. 셋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상호주관

성’이라는 ‘신념 확실성’의 세계를 지반으로 ‘상상’에 의해 생성이 가능하

여 만들어진 특성이 있다.

괘상과 상형문자는 고대인이 만든 최초의 문자다. 문자는 고대인이 신

과의 소통을 위한 것(주술)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신은 하늘[天]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다. 동양인들에게 있어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인

간 삶 밖의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종속되며 하나의 미물

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소리에 항상 귀기우려야 하는 열린 구

조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예측한다. 이와 달리 서양

에서 신이란 인간 영역과 구별되는 곳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자이

다. 또 인간 주변의 자연이란 자율성이 없는 수동적 대상으로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분석되고 극복될 대상일 뿐이다. 서양은 인간의

과학적, 논리적, 수학적,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

였으며 형이상학적,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근대에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객관적 참된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 의문이 시작되었다. 근대에 후설의 현상학은 기존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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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당연시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를 다시 바라보자는 인식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현상학에서 ‘생활세계’는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생활세계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친숙하고 자

연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생활세계에서 자연(존재)에 대한 탐구가 새롭게

시작된다.

실재론적 경향이 강한 생활세계는 객관적 세계의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되는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다. 반면에 수학적·객관적 세계는 우리의 직

관적 경험의 세계를 이념화한 ‘이념의 옷’에 불과하다. 자연과학주의의 이

념이란 생활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이를 오히려 참된 존재라 믿는다. 후설이 『위기』에서 타진한 유럽 학문

의 위기란, 모든 학문이 생활세계의 지반 위에 세워진 ‘논리적 구축물’임

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원적 사실을 망각하고서 오로지 객관적 진리, 객관

적 세계의 확보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문이 이루어지는 바탕, 즉 일생생활에서 언제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생활세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설은 ‘생활세계적 판단중

지’를 내세운다. 그것은 모든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로 오로지 생

활세계에만 관심을 돌린다. 생활세계적 환원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생활

세계는 이념화에 앞서거나 이념화와 무관한, 오히려 이념화의 필연적인

지반이 되는 세계를 일컫는다. 후설은 세계가 미리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는 바로 친숙함을 뜻한다. 생활세계는 이론적·술어적인 명증에

앞서는, 그 근원이 되는 ‘선술어적 명증’이다. 선술어적 명증이란 모든 술

어적 명증에 앞서서 대상이 의식에 스스로 ‘생생하게 현존’하는 그런 ‘자

기소여성’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자연이 그러한 존재이다.128)

첫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초기문자로서 ‘선술어적 경험의 세계’가 구축

되어 나온 산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우선 동양의 최초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괘상과 상형문자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것을

현상학의 측면에서 보면 대상을 향한 인식의 지향성에서 출발하여 실존

적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근원적

128) 한전숙, 앞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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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증을 추구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

것은 개별적 대상에 대한 ‘직접적 감성적 경험’이요, 이것을 후설은 ‘단적

인 경험’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는 ‘오직 나에게 대해서 만의 대상, 나에게

대해서 만의 세계’로서 아무런 이념화도 입지 않은 궁극적으로 순수한

경험계를 말한다. 그것은 아무런 이름도 붙이기 전의, 아무런 판단도 내

리기 전의, 문자 그대로 선술어적 경험의 영역이다.129)

괘상의 기원을 보면 점을 치는 숫자에서 시작하여 숫자에 철학적 의미

가 부여되어 괘상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하고, 사물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

원리를 간단히 기호로 표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상형문자

인 갑골문의 경우는 갑골에 점을 치는 것과 함께 고대 암벽화에서 보이

는 그림과 같이 그들의 주술적 목적을 위한 그림문자 모양을 세기는 것

을 볼 수 있다. 문자가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도 있지만, 신과 자연(존

재)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생에 대한 인식주체와 대상간의 상호소통이다. 기본적으로

소통이란 것은 마주하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추리, 판

단과 같은 추상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生)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직접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후설의 ‘단적인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 괘상과 상형문자는 그 발생과정이 아무런 이념화도 입지

않은, 이론적·술어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아무런 학문적 판단도 내려지기

전의 그야말로 선술어적 경험의 세계가 구축되어 나온 산물이다.

둘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현상학의 ‘인식의 지향성’과 『주역』의 ‘관물

취상’에서 본 ‘창조적 직관’에 의한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통찰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상징적이며 추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생활세계에

서 인식주체가 직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지향적 자연(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괘상과 상형문자가 만들어진 과정에도

적용된다. ‘관물취상(觀物取象)’의 ‘물(物)’은 ‘관물(觀物)’의 대상, 즉 심미

대상으로 간주된 대상이지 독립된 사물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심미주체와 관계했을 때 독립된 사물로서 물리적 대상이 아닌 심미주체

129) 한전숙, 앞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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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일정한 의식에 닿아있는 심미대상이 된다. 이러한 작용은 ‘물(物)’에

서 시작되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이 치중하는 것

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상)이지 물리·화학 또는 생물학에서 말하

는 속성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취상’이다. 마음이 먼저 시각, 청각과 촉

각을 통해 대상의 전체 형상을 포착하는 것이지 지성으로 세세하게 분석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의지에 따라 한쪽을 중시하고 다른 한쪽을 경시하

는 것이 아니라 충만된 감정으로 전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심미

가 미추의 형상을 포착한다.130)

현상학은 창조적 ‘직관’을 중시한다.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가의 직관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 생명력을 보여주는 예인데, 여기서 직관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직관은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

질을 통찰하는 것이다. 예술은 대상에 대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

는 것보다 더 뛰어난 대상의 특질과 사물들 간의 미묘한 차이점을 제시

한다. 예술 기호로 표현된 괘상과 상형문자도 이에 해당한다. 괘상의 모

습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드러내고, 간단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드러내

고, 유한한 것으로 무한함을 깨치우고, 하나를 들어 온갖 것을 아우르는

특징131)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술 기호’와 ‘예술 심미의 의상’이 가지

는 특징이다. 상형문자의 경우도 대상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모방에 의해서 출발했음에 불구하고 고도의 개괄성과 추상성을 갖고 있

으며, 이것은 사물의 모습을 본 뜬 것이지만 모방 대상을 초월하는 ‘부호

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글자가 표현하는 것은 어떤 대상일 뿐만 아

니라 어떤 사실이나 과정, 주관적인 추측, 경계, 요구, 기대 등을 다의적

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셋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신념 확실성’의 세계를 지

반으로 ‘상상’에 의해 생성이 가능하여 만들어진 특성이 있다. 현상학은

지향적 대상을 내재적 체험의 영역, 즉 주관성에서 기술하고 탐구한다.

의식을 초월하여서가 아닌, 나의 의식과 관련해서 직접적 체험이 가능한

130) 왕진복, 앞 책, 262-285 참조.
131) 이 부분은 「계사전」하 6장에 ‘상’의 특징에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 2장에 ‘입상
이진의’부분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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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본질의 영역을 문제 삼는다. 현상학은 체험에 입각하지만 궁극적

으로 의식 내용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을 지

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통해 나의 인식을 아

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에 대한 이해이며 나를 발

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와 대상의 관계는 아무런 이념화도 이루어지

지 않은, 어느 타자와도 관련되지 않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주어진 영역

에서 이루어진다. 아무런 이론화나 이념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친숙하고

선술어적인 오직 나 자신의 신념에만 주어진 영역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

에서 구축된 ‘신념 확실성’으로부터 ‘자아의 객관화작용’ 혹은 ‘대상화 작

용’이 이루어진다. 현상학의 이런 논리는 예술가와 대상의 관계를 설명한

의상론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념 확실성에서 예술가는 더 나아가

상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상호작용 속 신념 확실성에

의해 괘상과 상형문자는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소결론

Ⅲ장은 그 기원에 초점을 맞추어 괘상과 상형문자를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우선 괘상의 기원에 대해 ‘하도·낙서설’과 ‘태극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도·낙서설’은 「계사전」을 비롯하여 『한서』 「오행지

(五行志)」, 『예위(禮緯) 함문가(含文嘉)』, 이정조(李鼎祚)의 『주역집

해(周易集解)』에서 황하(黃河)의 용마와 낙수(落水)의 거북등에서 나왔

으며 그것의 공을 대체로 복희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도와 낙

서는 숫자를 알리는 점(点)으로 이루어진 도상으로 그 위치와 배열이 의

미를 갖는다. 1부터 10까지의 수는 홀수와 짝수로 나뉠 수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6’, ‘9’와 이들을 합한 ‘55’의 수 등은 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

여한 것이다. 『주역』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주희가

『주역본의』의 본문 앞에 도상을 싣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수와 괘

상을 연결하는 것은 숫자 표시와 괘상의 음효·양효의 표시가 유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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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예를 들어 홀수을 대표하는 1은 ‘−’으로 표시하고 짝수을 대

표하는 6은 ‘∧’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괘상의 음효과 양효인 ‘’와
‘⚊’와 유사하다. 물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도상에서 보이는 숫자

들의 배합과 위치의 원리는 괘상의 원리와 통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태극설’은 직접적으로 「계사전」에서 태극, 양의, 사상, 팔

괘의 순으로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괘상을 도출한다. 태극은 우주만물이 있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를

말하는데, 무극이라고도 한다. 태극의 그 형태에서 양의를 도출하고 양의

가 사귀어 하나의 씨앗을 낳아 유극으로 가는 것을 보여준다. 음과 양으

로 이루어진 양의는 대별된 속성으로 생명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고, 철학적 의미를 획득한다. 양의는 사상을 거쳐 팔괘로 발전한다. 태

극의 운동과 분화에 의하여 괘상이 생겨났다고 보는 태극설은 하도·낙서

설에 비하여 추상적인 설명일 수 있으나, 생과 본질에 대해 관찰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여 음과 양이라는 기호를 통해 요약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하였다. 특히 음양이 ‘’과 ‘⚊’의 형태를 가지는 연

유와 관련하여 괘상이 만들어진 시기의 회화적 양식 흐름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역경』, 8괘, 64괘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역경』에 대한 것

은 ‘역(易)’의 자형과 자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역의 자형은 도마뱀의 모

습에서 온 것이고, 도마뱀의 속성인 ‘변화’를 그 의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

다고 보았다. 자의적인 관점에서 역은 해와 달이 결합되어 ‘움직임’, ‘생성과

소멸’, ‘순환’ 등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보았다. 8괘의 상, 뜻, 이름, 생성원리,

상징 의미 등과 64괘의 상, 뜻, 이름,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 상형문자의 생성과 상형성, 상징성, 주술성, 추상성에 대해 살

펴보았다. 『설문해자』 「서문」에 나온 문자의 생성순서를 토대로 창

힐의 서계를 상형문자, 즉 갑골문의 직접적 기원으로 보았다. 또한 팔괘

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팔괘의 생성원리가 상형자의 형성체계와 같다

고 보았다. 그리고 문자탄생의 공통점으로 문자가 그림에 그 뿌리를 둔

다는 점을 살피었고, 문자로의 성립을 위한 다른 조건을 살펴보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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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자의 시작으로 보는 갑골문은 상형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내부

에 지사와 회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상형문자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요약적으로 담아내는 ‘선

의 추상미’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상형문자의 본질은 상징적인 표현성에

있다. 상징이란 주술이라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표현이다. 그 예로 서

안 반포지역에서 발견된 채도의 문양은 물고기를 모티브로 한 기하문양

으로 신상(神像)을 표현한 것이고, 청동기 도철문은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표현이다. 갑골문자는 정복(貞卜)을 위해 시작

되어, 그 안에 주술력을 흡수하여 왕의 신성성을 정착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함이었다. 갑골문, 금문, 전문은 그 이후의 글자와 뚜렷이 구별되는데

상형적이고, 좌우대칭적이며, 배열이 자유로로운 특성을 가지며, 철선으

로 구성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특성은 상형적인 요소로서 문

자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대의 흐름으로 인간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상형문자가 이를 반영하기 부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은 생과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요약적 표현이 가

능하였기 때문이다.

3절에서 괘상과 상형문자에 내포된 생활세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첫

째, 후설의 생활세계의 ‘단적인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 괘상과 상형문자

는 인간의 역사가 뒤덮이기 전에 생과 관련하여 선술어적이며 순수하고

‘직접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현상학

의 ‘인식의 지향성’과 ‘관물취상’에 의한 괘상의 ‘창조적 직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지성으로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의지에 의해

한쪽을 중시하고 다른 한쪽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충만된 감정으로

전체의 진상을 파악하는 태도이다.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질을 통찰함으

로써 괘상과 상형문자가 고안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의 형상을 이룬다. 셋째, 괘상과 상형문자는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아무런 이론화나 이념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친숙하고 선술어적인 오직

제작자 자신의 신념 영역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신념 확실성’의 세계에

지반한 ‘상상’에 의해서 괘상과 상형문자가 생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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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괘상과 상형문자를 활용한 생활세계 표현

4장은 괘상과 상형문자를 활용해서 작품에서 생활세계가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 살핀다. 구성은 앞서 2장에서 생활세계의 회화적 적용으로 ‘현

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틀로 연구자의

작업을 다시 구성해보았다. 첫째 ‘경험으로서의 현재’는 과거나 관념이

아닌 연구자(인간)가 살고 있는 ‘현재’의 경험된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

이고, 둘째 ‘직관으로서의 관’은 자연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담은 작

품이고, 셋째 ‘상호작용에 의한 상상’은 우주나 미지의 세계를 꿈꾸며 자

유롭게 상상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괘상 작업은 괘의 의미를 살펴

보는데서, 상형문자 작업은 문자의 어원을 살펴보는 데서 생(生)과 본질

에 대한 연구자의 탐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험으로서의 현재(現在)

예술이 현재의 삶을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실의 문제를 어떻

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작가마다 다를 것이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현재

란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 내가 숨 쉬며 살고 있는 현재의 직접적 경

험에 대한 것과 나를 둘러싼 사회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

한 것이다. 사회 내 사건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이 사회의 증후로서 나와 무관할 수 없다. ‘경험으로서의 현재’

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연구자의 삶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이것은 ‘잔치’,

‘사건’, ‘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잔치’는 2009년 《문자연(文子宴)》

전시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고,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한

《64괘》전시의 작품이며, ‘균형’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균형’을 주제

로 제작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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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치

≪문자연≫은 ‘잔치’를 ‘인간의 집단적 감정 표출’로서 보고 이를 주제

로 한 전시이다. 고대사회의 집단적 감정표출은 인간 본성의 발로이며

생존과 직결된 의식이었다. 이것은 원시 토템인들의 열광적인 무술의례

활동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춤과 노래, 극과 문학,

그림과 신화, 염원과 주문 등이 있는 종합예술로 존재한다. 신석기시대의

토기[도판4-1]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 이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 그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행위이다.

[도판4-1] <무도문양 채도분>,
신석기시대, 청해(靑海)성 대통(大
通)현 상손가채(上孫家寨) 출토

[표4-1] ‘子’의 자형

子아들자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상형문자의 아들 자( )는 『설문해자』에 보면 가차하여 사람을 부르

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 사물이 자라는 모습을 상형하였고, 사람의 머리와

손발의 모습을 상형하였다고 나와 있다[표4-1]. 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윗부분의 동그라미는 머리의 모습, 아래로의

간단한 선은 양손과 몸을 의미한다. ‘ ’가 각각의 작품에서 아이, 청년,

장년, 노년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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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서 만들어진 상형문자 ‘ ’는 그 형상으로써 그 의미를 보여준다.

[작품4-1] <함께 나다>, 2009,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12x138cm

≪문자연≫는 생(生)과 사(死)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전시이다. 인간

의 살아있음을 감정 표출로 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집단적 감정표출이

잔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잔치를 표현한 전시이다. <함께 나다>는 출생의 기쁨, <첫번째 선택1>

은 돌잔치, <결혼>은 결혼식, <회갑연>은 환갑잔치, <귀천>은 장례식

을 표현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으로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의술의 도움으로 아이를 잉태하면서 쌍생아의

출산율이 늘고 있다. <함께 나다>[작품4-1]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한 일

면을 담은 것이다. 화면상단에 23쌍의 염색체의 배열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성(性)이 결정되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두 아이의 모

습이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여 닮으면서 다른 고

유한 존재를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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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선택1> [작품4-2]

는 우리나라의 돌잔치에서 돌잡

이 모습을 담은 것이다. 돌잔치

는 아이가 탄생하여 1년이 지난

후 아이의 건강한 삶과 미래에

대한 기원을 위한 의식행위이

다. 돌잡이 물건들은 현대인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실은

장수, 돈은 부귀, 판사방망이는

명예, 청진기는 영화, 골프공은

놀이와 여유, 붓은 학자, 마우스

[鼠]는 인터넷 관련 직종을 상

징한다[표4-2]. 돌잡이로 골프공

을 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여

과거와 다른 현대사회의 여가문

화와 욕망을 보여주고자 했다.

실 사(絲) 쥐 서(鼠) 돈 전(錢) 공 구(球) 붓 필(筆)

[표4-2] 돌잡이와 관련된 상형문자

<결혼>[작품4-3]은 턱시도의 검은 색과 웨딩드레스의 흰색으로 신랑

과 신부를 암시적으로 드러냈으며, 화면상단에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할

때 보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문자로 그려 넣었다. 결혼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성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다짐하는 의식이리라.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결혼은 화려한 결혼식 이면에 서로간의 이해와 갈등

이 존재한다. ‘力’, ‘業’, ‘金’, ‘美’, ‘性’, ‘家’의 문자[표4-3]은 각각 힘, 직업,

돈, 외모, 성격, 집안을 의미한다.

[작품4-2] <첫번째 선택1>, 2009, 장지에 먹, 안
료, 스크래치, 138x1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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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 <결혼>, 2009,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94.2x130.5cm

 
힘 력(力) 일 업(業) 금 금(金) 아름다울미(美) 성격 성(性) 집 가(家)

[표4-3] 결혼과 관련된 상형문자 6자(『설문해자』)

<회갑연>[작품4-4]는 62세가 되면 천지의 ‘갑(甲)’자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의미로 회갑(回甲)이라 하며, 말년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

식이다. 작품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갑골문 ‘ ’로 늙을 노(老)를 의미

한다. 『설문해자』에 보면 “‘老’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다. 70세를 ‘老’

라고 한다. ‘人(인)’과 ‘毛(모)’와 ‘七(화)’로 구성되었다. 수염과 머리카락

이 하얗게 변했다는 말이다(老考也. 七十曰老. 從人毛七. 言須髮變白也).”

라고 하였다. 시라카와는 ‘ ’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는 사람을 본

뜬 글자로 이는 고대에는 신을 모시는 사람만이 머리를 길게 길렀다고

본다.132) 『한한대자전』에 보면 ‘老’는 갑골문은 허리를 구부리고 지팡

132) ‘老(노)’와 ‘長(장)’은 모두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본뜬 글자다.
‘若(약)’은 머리카락이 긴 무녀를 가리키는 자였으며, ‘微(미)’ 또한 머리카락이 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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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본다[표4-4]. 연구자는 <회갑

연>[작품4-4]와 <Oriental cycle>[작품4-5]에서 상형문자 중 갑골문의

‘ ’를 사용하였으며 『한한대자전』의 의미를 따라 허리를 구부리고 지

팡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4-4] <회갑연>, 2009, 장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160x160cm

老늙을 노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4] ‘老’의 자형

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본뜬 글자다. 여기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쪽은 아마도 미녀(微
女)라고 불린 무당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뜻의 글자에는 老(늙을 노)가 붙은
글자가 많다. 耆(늙을 기), 壽(목숨 수), 考(상고할 고)에는 모두 老가 들어가 있다. 시
라카와 시즈카, 『한자』, 심경호 역(서울:AK 2017), 293-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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舞춤출 무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5] ‘舞’의 자형

주변에 춤추는 사람은 양팔을 벌린 사람의 겨드랑이에서 종다리가 울

리는 모습을 한 ‘舞(무)’자를 표현하였다. 시라카와는 ‘舞’의 원뜻은 원래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 즉 기우제로 본다. ‘舞’의 아랫부분은 두 발을

벌리고 춤을 추는 형태이며, 윗부분은 옷소매에 주술 도구를 달고 두 팔

을 활짝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표4-5].133) 화면 상단에는 천간(갑,을,병,

정,무,기,경,신,임,계)의 상형문자를 배치하고 화면 하단에는 지지(자,축,인,

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상형문자를 배치하였으며 천간[표4-6]과 지

지[표4-7]이 만나 ‘戊子(무자)’가 돌아옴을 표현하였다. 천간은 하늘의 시

간이고 지지는 땅의 시간이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 인간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동양의 순환적 시간개념은 <Oriental

cycle>[작품4-5]에서도 표현되었다.

전문 전문 금문 설문 갑골문 금문 금문 갑골문 금문 갑골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표4-6] ‘천간(天干)’의 자형

[표4-7] ‘지지(地支)’의 자형

설문 금문 갑골 전문 갑골 설문 금문 설문 금문 금문 갑골 금문
子 丑=牛 寅 卯 辰=龍 巳 午 未=羊 申 酉 戌 亥

133) ‘無(무)’는 ‘舞’의 초기 형태다. ‘無’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두 발이 달린
‘舞’가 만들어졌다. 『주례』의 사무(司巫)나 여무(女巫)조항을 보면 가뭄이 들었을 때
무당이 기우제(舞雩) 춤을 추었다는 내용이 있다. 시라카와 시즈카, 앞 책, 227-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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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귀천>[작품4-6]은 죽음의 의식인 장례식을 표현한 작품이다.

죽음은 인간의 생로병사(生老病死)의 마지막 과정이다. 현세에서의 생의

마감은 슬픔(哀)의 감정으로 의식을 치른다. ‘哀(애)’는 상형문자 ‘ ’로

‘衣(식)’ 가운데에 축문 그릇 ‘ ’을 집어넣은 형상이다. 옷에 축문 그릇

을 놓은 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식이다. 고대 옷과 관련하여

영혼과의 만남을 표현한 예는 다른 곳에도 보인다. 사람이 태어나면 수

령(受靈)의례를 옷이나 옥을 가지고 거행하였고, 사람이 죽으면 옷깃 사

이에 옥을 넣고 신령을 부르는 예식을 행하였다.134) 동양에서 생의 끝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생의 마감과 생의 시작의 의식이 다르지 않다. 이

런 맥락에서 연구자의 《문자연》전시에서 장례식을 표현한 <귀천>은

슬픔과 함께 여러 감정을 수반한다. 작품에서 그동안 얼기설기 묶여있던

인간모습의 실타래가 풀리고 7가지 감정과 함께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134)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 백가지 이야기』, 신경호 옮김(서울:황소자리, 2013),
132-135 참조.

[작품4-5] <Oriental Cycle>, 2009, 장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160x1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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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개의 감정을 뜻하는 문자는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으로 희(喜), 노

(怒), 애(哀), 구(懼), 애(愛), 오(惡), 욕(慾)이다[표4-8]. 인간이 살아있다

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작동일 것이다. 인간은 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 과정은 감정의 조율을 통해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일 것이다.

[작품4-6] <귀천>, 2009,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82x240cm

기쁠희(喜) 성낼노(怒) 슬플애(哀) 두려울구(懼) 사랑애(愛) 미워할오(惡) 욕심욕(慾)

금문 설문 설문 전문 전문 전문 전문

[표4-8] 7정(情)의 상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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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사건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

한 뜻밖의 일을 뜻한다. 연구자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그 날의 가장

주목받을 만한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연구자의 개인적 일 중에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사건작업은 사실과 기록에 의

해 시작되지만 이에 대한 예측과 결과물은 우연적인 것을 수용하여 이루

어진다. 64괘 작업[작품4-7]과 관련해서는 연구자의 2015년 ≪이상세계≫

전시서문의 작가노트에 잘 나와 있다.

동양의 철학서인 <역경>(I Ching)의 64괘는 음(⚋)과 양(⚊)의 부호를 조

합하여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8괘를 이루고, 이들이 서로 ‘관계 맺기’하여

우주자연의 본질, 변화, 관계 현상을 예순 네 가지로 펼치고, 매 가지에는

6개의 잎을 달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64괘 중 30괘를 우연적 방

식으로 선정하여 새로이 창출된 의미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내게 있어

괘상은 세상의 현상과 치환되는 기호이다. 선택이 내 삶에서 다가올 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문이 일 때,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자연의 원

리와 질서를 알고 싶을 때 동양철학은 지침이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할

을 해 주었다. 이러한 동양철학을 문자가 아닌 음양의 기호와 수로 표현한

것이 역경의 괘상이라 생각한다. 나는 오래된 원형기호와 문자가 내 삶을

표현하는 신선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작업대상 괘를 선정할 때 우연적 방식을 취한 것은 내가 가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무의식에 기대는 것이었다. 삶에 의식적이고

합리적 선택과 무의식적이고 우연적 선택이 혼재하고, 우연적인 선택이 오

히려 삶을 더 크게 규정하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선택되지 못하여 실현되지 못한 예상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새

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괘들이 서로 만나 상을 이루고, 이

루어진 상은 전도, 배합, 착종, 상호작용 등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형상

을 만들어 내는데 이 형상은 다른 의미를 낳으며 관계를 형성한다. …135)

135) 송윤주,「서문」, 『이상세계(以象世界)』, 2015,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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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역경』의 64개의 괘를 연구자의 삶

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자에게 발생한 소소한 사건을 괘로 뽑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아침에 신문에서 보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을

괘로 뽑아보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괘를 뽑고 이를 노트에 메모

를 하고 해당 괘에 대해 의미를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표4-9]는

각 괘의 뜻, 뽑은 날짜와 뽑은 주제(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그 중 핑크색 칸의 것은 2014부터 2015까지의 ≪태풍≫전시와 ≪이상세

계≫전시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노란색 칸의 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작품으

로 《2017 CRE8TIVE REPORT》전시와 《문자 속 문자》전시에 전시

된 우리사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핑크색으로 칠해진 것은 대

체로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 많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대체로 부

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 많다.

1.중천건 2.중지곤 3.수뢰둔 4.산수몽 5.수천수 6.천수송 7.지수사 8.수지비

하늘 땅 어려움 가능성 기다리다 다툼 군중 화합

14.5.2/17.5.

태풍전

이상세계

14.5.2/17.5.

태풍전

이상세계

16.10.24

TBC최순

실태블릿

방송

15.06.28

호연

16.05.21

개인전개최

유무(변괘)

16.06.17

미세먼지

15.6.17

이상세계

15.6.17

이상세계

9.풍천소축 10.천택리 11.지천태 12.천지비 13.천화동인 14.화천대유 15.지산겸 16.택지예

작게쌓다 실천 평화 불통 동지 대유 겸손 기쁨

16.07.11

음반커

16.08.24

Visiting

15.6.29

이상세계

16.08.26

북한탄도

15.11.29

아들유치

15.6.29

이상세계

15.07.01

이상세계

15.6.17

이상세계

[표4-9] 64괘와 괘를 뽑은 날짜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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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제안 Artist
미사일발

사규탄
원입학

17.택뢰수 18.산풍고 19.지택림 20.풍지관 21.화뢰서합 22.산화비 23.산지박 24.지뢰복

따르다 좀먹다 임하다 사색 씹다 꾸밈 깎다 회복

16.5.9

OCI레지

던시작업

결과

16.12

최순실

국정농단

16.06.29

브렉시트

15.7.12

이상세계

16.08.16

부산행

영화관람

15.07.01

이상세계

16.05.20

강남역

살인사건

15.7.10

이상세계

25.천뢰무망 26.산천대축 27.산뢰이 28.택풍대과 29.중수감 30.중화리 31.택산함 32.뇌풍항

망령됨없다 크게쌓음 도약 큰 잘못 구덩이 정열 성교 지속

16.12

박근혜

탄핵결과

15.7.10

이상세계

15.8.5

작업실관

련

16.08.01

음반커버

작업(홍길

동전)

16.9.5

죽음

16.07.01

이상세계

16.6.24

이상세계

14.8.23

호연

33.천산돈 34.뇌천대장 35.화지진 36.지화명이 37.풍화가인 38.화택규 39.수산건 40.뇌수해

은둔 권력 전개 상한밝음 가족 어긋나다 절룩거리다 해결

14.08.28

여름끝

미래에

대한관망

15.6.29

이상세계

15.6.29

이상세계

16.12.

최순실

국정농단

14.5.2/16.7.1

태풍전

/이상세계

16.12.03

국정농단

촛불집회

16.10.16

백남기

사건

14.8.24

사건

승소

41.산택손 42.풍뢰익 43.택천쾌 44.천풍구 45.택지취 46.지풍승 47.택수곤 48.수풍정

손해 이익 결단 만나다 모으다 승진 곤궁 우물

16.05.27

조영남대

16.07.04

보육문제

16.10.15

경주지진

16.08.18

공모낙선,

16.5.4

고된작업

15.6.29

이상세계

16.06.17

가습기살

16.07.29

하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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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7] <역경(易經)>, 2014-2017, 장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x64개, 영은미술관

작사건 창고그림
균제

첫재판일

동물원

관람

49.택화혁 50.화풍정 51.중뢰진 52.중산간 53.풍산점 54.뇌택귀매 55.뇌화풍 56.화산려

혁명 솥 활력 산 성장 시집가다 풍요 고독

16.12.

박근혜

촛불집회

15.6.17

이상세계

15.6.24

이상세계

16.5.18

꿈없는

젊은

대학생

15.7.1

이상세계

16.12.09

박근혜탄

핵투표

1시간전

14.5.2

/15.11.29

태풍전

/유치원입학

15.6.2

이사

57.중풍손 58.중택태 59.풍수환 60.수택절 61.풍택중부 62.뇌산소과 63.수화기제 64.화수미제

바람 기쁨 흩어짐 절제 신뢰 작은잘못 완성 미완성

16.6.23

계약

14.5.2/15.7.

태풍전/

이상세계

15.7.

동생

16.05.21

개인전

개최유무

17.07.15

평온,

행복감

16.08.01

음반커버

작업

16.07.12

갈팡질팡

한 마음

15.8.5

소마

드로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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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괘 작업은 2014년 전시한 시련의 시절에 큰 풍요를 기원하며 기획한

《태풍(太豊)》전시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하늘, 땅, 가족, 행복, 풍요의 의미

를 갖는 괘를 선보였다. 다음해 《이상세계(以象世界)》전시에서 64괘 중 30

여 괘 작업을 선보였는데, 이 괘 작업들은 연구자의 생활 속 소소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 이 전시를 추진했을 시기에 연구

자는 죽음에 대해 몇 해 전부터 깊이 성찰하였다. 가까이 아버지께서 여러

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더 밝고 희망

찬 것을 꿈꾸었던 것 같다. 이러한 염원이 괘에 투영이 되었는지 이 전시를

준비하며 뽑은 괘는 긍정적 의미의 괘가 많았다.136) 예를 들어 마음의 동요

로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뽑아보기도 하고(䷾ 기제괘, 완성), 미래에 대한 관

망을 뽑아보기도 하며(䷠, 둔괘, 은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환괘, 흩어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해
석을 하였으며 이는 연구자의 삶의 방향을 은연중에 만들어 주었다.

[작품4-8] <NO.33 은둔>,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9] <NO.27 도약>,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136) 64괘가 좋고 나쁨을 단순히 뜻하지는 않지만(元亨의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뽑힌
괘들은 다음의 뜻을 갖고 있다. 하늘. 땅, 가능성, 군중, 화합, 평화, 동지, 대유, 겸손,
기쁨, 사색, 꾸밈, 회복, 크게 쌓음, 도약, 정열, 성교, 지속, 은둔, 권력, 전개, 가족, 해
결, 승진, 솥, 활력, 성장, 풍요, 고독, 흩어짐, 미완성 이다.



- 109 -

64개의 괘 중 개인적 삶과 관련하여 <NO.33 은둔>, <NO.27 도약>,

<NO.13 동지>, <NO.55 풍요>, <NO.11 평화>, <NO.26 크게 쌓음>,

<NO.14 대유>, <NO.50 솥>을 설명하겠다. 2014년 8월 28일에 <NO.33

은둔>(천산돈괘, ䷠)[작품4-8]에서 시작하였다. 늦여름이 끝나갈 때에 앞

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괘이다. 이 괘는 하늘 아래 산이 있는

모습으로 ‘숨기’, ‘은둔’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연구자는 조용히 나서지 않

고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작품4-8]을 보면 이 괘의

효의 움직임은 정적이며 이 괘의 의미를 부여하는 실타래는 괘 아래 숨

어있다. 색 또한 배경색의 미색과 비슷한 색을 사용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였다. 하지만 효와 실타래의 전체적 형태의 어울림은 웃는 모습이 연상

되듯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NO.27 도약>(산뢰이괘, ䷚)[작품4-9]는 2015년 작품의 마지막 괘다.

이 당시 연구자는 광주에 작업실을 쓰고 있었다. 광주지역은 서울근교지

역으로 접근성이 좋아 전원주택, 물류센터, 중소공장 등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 최근 들어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연구자의 작업실 주

변도 몇 달째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

한 작업실에 계속된 중장비 소리가 대단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모습을

괘로 뽑아보았다. ‘산뢰이’괘가 나왔는데 이 괘는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다. 산 속에 중장비 소리가 산 속에 우레가 울리는 것을 표현되다

니 신기했다. [작품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속에 소리가 울리는 것

을 산[☶]괘 속에 소리가 움직이는 진동을 동그라미[○]가 반원을 긋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NO.13 동지>(천화동인괘, ䷌)[작품4-10]과 <NO.55 풍요>(뇌화풍괘,

䷶)[작품4-11]은 연구자의 아들과 관련된 괘이다. 2015년 11월 29일 유치

원 입학을 위한 추첨이 있었다. 현재 우리교육은 유치원을 가려면 추첨

에 의해 선발되어야 한다. 주변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 유치원 입학

을 위해 7-8군데에 입학원서를 넣는다. 연구자는 사정상 3군데를 넣었는

데 두 군데는 대기 2번과 대기 36번을 받았고 한군데는 떨어졌다. 세군

데 중에 대기 2번만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곳은 학습을 많이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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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으로 가장 보내기 꺼려한 곳이다.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

도 어쩔 수가 없어서 기다려보기로 하고 괘를 뽑았다. ‘천화동인’괘[작품

4-10]이 나왔으며 이 괘의 변괘인 ‘뇌화풍’괘[작품4-11]가 나왔다. 우선

‘천화동인’괘는 하늘과 불이 만나 함께 힘을 모을 동기가 생긴 것으로 해

석하였다. 변괘인 ‘뇌화풍’괘는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이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호전되고 풍성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시 요약하면 이 유치원

을 통해 함께할 동인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

이다. 이곳에 입학하는 것에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이다. 후에 아이는 이

곳을 들어가게 되었고 1년간 이곳을 다녔다.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 어

떤 측면인지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이곳의 친구들은 졸업하고도 계속

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NO.13 동지>[작품4-10]은 첫 효를 중심으로

6개의 효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NO.55 풍요>[작품4-11]은

각 효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며 움직임을 크게 하여 전체적

으로 활달하고 풍성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작품4-10] <NO.13 동지>,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11] <NO.55 풍요>,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이상세계》전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곳, 이상적이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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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회는 어떤 곳일까 생각하며 여러 괘를 뽑아보았다. 우연적으로

뽑았지만 대체로 긍정적 의미의 괘가 나왔다. 긍정적 의미의 괘는 상하

의 괘의 위치에서 볼 수 있다. 『역경』은 변화를 중요시한다. 고정됨과

불통을 지양한다. 변화는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자연이 본 모습을 찾으려

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본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통하게 된다.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생겨난다.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괘가 <NO.11 평화>, <NO.26 크게 쌓음>, <NO.14 대유>,

<NO.50 솥>이다.

[작품4-12] <NO.11 평화>,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13] <NO.26 크게쌓음>,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NO.11 평화>(지천태괘, ䷊)[작품4-12]는 「상전」에 보면 “천지가 사

귀는 것이 태괘이다(天地交泰)”라 하고 있다. 하늘(☰) 위에 땅(☷)이 있

는 모습이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괘는 위치가 바뀌었다. 따라서 아래 있는 하늘은 제 위치로 위에 가

려고 하고, 위에 있는 땅은 제 위치를 찾아 아래로 가려한다. 자신의 자

리로 가려하는 움직임에서 서로 간에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를 상전은

‘사귄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역경』은 ‘크다(泰)’라고 해석하여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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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하고 있다. 하늘과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남과 여이다. 남과

여가 만나 서로 사귀는 것을 크다고 보았다. 남녀의 만남은 생명이 잉태

할 징조이다. 이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 있을까.

비슷한 예로 <NO.26 크게 쌓음>(산천대축괘, ䷙)[작품4-13]은 하늘(☰)

위에 산(☶)이 있는 모습이다. 상전은 “하늘이 산 속에 있는 것이 대축괘

다(天在山中大畜).”라 하였다. 하늘 아래 산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

하는 정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 괘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 괘

는 자연의 본 모습인 하늘은 위로 가려고 하고 산은 아래로 가려고 하면

서 통하게 된다. 서로 통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 의미가 생산된

다.

[작품4-14] <NO.14 대유>,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15] <NO.50 솥>,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NO.14 대유>(화천대유괘, ䷍)[작품4-14]는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다.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의미한다. 이 괘는 단전에 “크게

착하고 형통하다(大有元亨)”라 하였다. 5효를 보면 “그 믿음이 서로 사귀

는 것이니 위엄 있게 하면 길하리라(五六厥孚交如威如吉)”라 하였다. 이

괘는 음괘가 5효에 단 하나 있어 음괘가 전체괘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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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괘는 여성을 상징한다. 여성의 의지가 강하며 여성 주도를 의미한다.

<NO.50 솥>(화풍정괘, ䷱)[작품4-15]는 바람(☴) 위로 불(☲)이 있는

모습이다. 상전에는 “나무 위에 불이 있음이 정괘다(木上有火鼎)”라고 하

였다. 『역경』에 바람은 나무, 풀로 표현된다. 나무(장작) 위로 불이 있

는데 바람이 아래에서 불어주니 불은 활활 더 잘 타오를 것이다. 예전

솥단지 아래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갈 것

이다. 이 괘의 전체모습은 솥 모양을 연상시킨다. 솥은 음식을 만들어 내

는 곳이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솥 안으로 들어가면 화학작용을 일으켜

전혀 새로운 음식들이 만들어진다. 이 괘의 의미는 ‘만들다’, ‘연금술’을

의미한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잉태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이 괘를 긍정의 괘로 보는 이유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한국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도 한해에 걸쳐 일어났던 국가적 사건들은 강남

역 살인사건, 조용남 위작사건, 가습기살균 첫 재판일, 브렉시트, 경주지

역 지진, 북한미사일발사 사건, 백남기 사건, 박근혜 탄핵사건 등이다. 역

시나 큰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

다. 이러한 큰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동요를 크게 일으킨다. 경제

적 발전 이면에 어느 사회나 위선과 부패와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것 같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 무엇

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

다. 연구자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위기의 시대에 철학적 태도를 생각

해 본다. 철학적 태도, 즉 생활세계적 태도는 현대인들에게 삶을 환기해

볼 시간을 갖게 한다.

사건이 신문에서 발표된 날에 각 사건에 대해 괘를 뽑아보았다. 사건

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사건이 연구자와 직면할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관하여 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작업의 프로세스로 첫 번째는 신

문을 읽고 두 번째는 괘를 뽑아보고 세 번째는 사건의 의미와 괘의 의미

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삶을 반성해본다. 괘를 뽑을 때는 어떤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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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염원을 담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

에 나오는 사건은 전자의 경우를 적용했고, 개인적인 일은 대체로 후자

의 경우를 적용하였다. 사회적 사건을 다룬 작품 중에서 <NO.12 불통>,

<NO.23 깎다>와 박근혜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서 뽑은 <NO.38 불통>,

<NO.49 혁명>, <NO.36 상한 밝음>를 살핀다.

<NO.12 불통>(천지비괘, ䷋)[작품4-16]은 ‘불통’이라는 의미를 갖는 괘

이다. 2016년 8월 26일 북한이 7-8월 사이 실시한 4건의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해 국회위원 11명이 강력규탄하고 사드배치를 촉구한

내용이다.137) 이날의 신문기사를 보고 한반도의 정세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이에 대한 괘로 ‘불통’의 의미인 ‘천지비’괘를 뽑았

다. ‘천지비’괘는 「단전」에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아 만물이 통하지

않으며, 위와 아래가 사귀지 않아 천하에 나라가 없는 것이다(則是天地,

不交而萬物, 不通也, 上下不交而天下, 无邦也).”라고 하였다. 상괘에 하늘

(☰)이 있고 하괘에 땅(☷)이 있는 비괘는 「상전」에서도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는 것이 비괘다(天地不交否)”라고 하였다.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비괘의 상은 움직임이 없다. 앞서의 ‘지천태’괘가 땅 아래 하늘의 괘상으

로 천지간 교류가 활발한 것과 반대이다. 서로 교류할 것이 없다. 이 상

의 모습은 그대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없는 현실을 비유하는 것 같다.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상괘와 하괘에 동그라미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이

어지지 않게 표현하였다.

<NO.23 깎다>(산지박괘, ䷖)[작품4-17]은 2016년 5월 20일 보도된 ‘강

남역 ‘묻지마’ 살인사건138)’에 대한 괘다. 잔혹한 범죄가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안철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사회병리

현상으로 심화된 것으로 본다.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

자계층에 대한 배려와 울타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

하고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극

137) 「안보리,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중대조치 취할 것” 언론성명」, MBN뉴
스, 16.08.27. https://www.mbn.co.kr/news/world/2991040 2020.3.29.20시 검색.

138) 최은경, 「안철수 “‘강남역묻지마살인사건’ 정치권이나서야... 증오범죄싹조절토록노력”」, 『조선일보』,
2016.05.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0/2016052000946.html 2020.
03.29.20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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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이 아

닌 이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왜 한국사회가 이렇게까지 되

었을까. 분노와 절망감과 우울함을 느꼈다. ‘산지박’괘는 ‘깎이다’, ‘무너지

다’라는 의미이다. 전체 상의 모습은 아래로부터 음이 올라오고 마지막 6

효에 양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괘의 6효(상구)에는 “큰 과실은 먹지

않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다.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후손을 위해 남기

라는 의미다. 사회적 강자들이 약자를 위해 조금의 배려를 당부하는 말이

다. 괘의 모습은 동그라미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4-16] <NO.12 불통>,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17] <NO.23 깎다>,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한국사회의 2016년도는 다사다난한 시기였다. 그 중 가장 큰 이슈는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대통령 탄핵·구속, 촛불집회 일 것이다. 10월 24

일 JTBC에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이 방송되면서 사건139)은 시작되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된 것이 드러났고 무능력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대기업 비리 등이 드러났다. 이러

139) 오제일, 「검찰, 대통령 연설문 저장 최순실 태블릿PC 분석 착수」, 『중앙일보』,
16.10.25. https://news.joins.com/article/20775652 2020.3.29.20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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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괘를 뽑아보았다. ‘수뢰둔’, ‘산풍고’, ‘천뢰무망’,

‘지화명이’, ‘화택규’, ‘택화혁’, ‘뇌택귀매’괘이다. 이 중 ‘화택규’, ‘택화혁’과

‘지화명이’괘를 살핀다.

2016년 12월 3일 촛불민심을 생각하며 <NO.38 불통>(화택규괘, ䷥)[작품
4-18]괘를 뽑았다. 이 괘는 단전에 보면 “규는 불이 움직여 올라가고 못은 움

직여 내려오며, 두 여자가 같이 사나 그 뜻이 한 가지로 같지 않느니라(暌火動

而上, 澤動而下, 二女同居, 其志不同).” 하였다. 한창 촛불민심으로 한국사회가

들끓고 있을 때, OCI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 전시 중 이 작품

을 도슨트는 작가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괘의 상괘와 하괘

를 바뀌면 <NO.49 혁명>(택화혁괘, ䷰)[작품4-19]로 ‘혁명’이 일어난다고 설
명하였다. 연구자는 단지 괘를 뽑았을 뿐, 이 괘가 혁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는 예상하지 못했다. <NO.38 불통>는 촛불집회를 생각하고 뽑은 괘라 촛불

이 연상되도록 동그라미를 상괘 위에 붉은 색으로 표현하였고, <NO.49 혁

명>은 물(☵) 아래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NO.36 상한 밝음>(지화명이괘, ䷣)[작품4-20]은 「상전」에 보면 “밝은 것

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明入地中)”이라 하였다. 상괘의 땅(☷) 아래 하괘의 불

(☲)이 있는 모습으로 밝음이 어둠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작품4-18]<NO.38 불통>,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
래치, 53x45.5cm

[작품4-19]<NO.49 혁명>,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
래치, 53x45.5cm

[작품4-20]<NO.36 상한 밝음>,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
치, 53x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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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

균형의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말한다. 2018년도는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기였다. 살면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둘지, 타인과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은 고집할

지 생각보다 균형은 필요했다. 균형의 의미를 자전거에 비유하여 표현하

였다. 연구자가 자전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는 아들이 두발 자전거

를 처음 배우면서 균형을 잡고 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이다. 두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는 균형을 필요로 한다. 두 개의 바퀴 균형이 절실

하다. 균형이 잘 잡히면 즐거움은 시작된다. 이러한 자전거의 특징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일의 경중과 사람관계의

균형이 잘 잡히면 자전거로 달렸을 때의 즐거움이 돌아온다.

『설문해자』에 보면 상형문자 ‘거(車)’는 “(몸체와 바퀴를 합한) 수레

[輿輪(여륜)]의 총칭이다. 하후(夏后)의 시대에 혜중(奚仲)이 만들었다. 상

형(象形)이다(輿輪之總名也, 夏后時, 奚仲所造, 象形)”라 하였다. 단옥재의

주를 보면 “창힐(蒼頡)이 ‘車’자를 만들 때 하나의 수레몸체[輿]에 바퀴

[輪] 두 개와 축[軸] 하나의 모양만을 상형한 것이다(故蒼頡之制字, 但象

其一輿兩輪一軸).”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여러 상형문

자 가운데 축 하나에 양쪽에 바퀴가 달린 모습의 상형문자를 사용하였다.

[표4-10]의 상형문자는 각 자형에서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본 것이다. 연구자는 그 중 갑골문의 모양을 본떠서 작품에 표현하였다.

車수레거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10] ‘車’의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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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골문에서 쓰인 ‘ ’는 고구려 고

분벽화 오회분 4호묘[도판4-2]에서 보이는

수레신의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5-6세기 고

구려인에게 농사와 관련 있는 일신, 월신 만

큼 무기를 만들어 내는 대장장이 신, 이동을

위한 수레신이 중요했다. 바퀴가 달린 기구

는 이동의 편리함과 속도감 있는 놀이를 제

공한다. 연구자가 바라본 바퀴달린 기구[車]

는 이에 가깝다.

[작품4-21] <휴식>, 2018,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60.6x72.7cm

[작품4-22] <길>, 2018, 장지에 먹, 안
료, 스크래치, 60.6x72.7cm

[작품4-23] <균형>, 2018, 장지에 먹, 안
료, 스크래치, 60.6x72.7cm

[작품4-24] <겨울균형>, 2019,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60.6x72.7cm

[도판4-2] <대장장이 신과 수레의
신>, 고구려 5-6세기, 오회분 5호
묘, 집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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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균형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 <휴식>, <길>, <균형>, <겨울

균형>의 작품을 살핀다. 그 중 <균형>작품은 상형문자와 함께 표현된

동그라미의 의미도 같이 설명하겠다. <휴식>[작품4-21]은 자전거가 길

한쪽에 세워져 있고 숲 속에 텐트와 바위가 있는 모습을 담았고, <길>

[작품4-22]는 숲이 우거진 공원에 큰 자전거는 세워져 있는 반면 작은

자전거는 쉴 새 없이 달리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균형>[작품4-23]은 난

간 안으로 운동기구가 있는 넓은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담았

다. 이 작품에서 자전거 위로 동그라미는 기존 괘작업인 수산건괘(水山

蹇卦, ䷦)의 동그라미이다. 이괘는 ‘정지’, ‘절름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괘상의 해석을 보면 상괘의 물[☵]은 험난함, 하괘의 산[☶]은 위험에 직

면하여 그치는 것을 의미하며, 함의는 위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것인지 이다. 균형이 맞지 않아 균형을 맞추려는 지혜로 해석하였다. 이

러한 의미를 자전거 위의 동그라미를 긴장감 있게 표현하여 나타내보았

다. <겨울균형>[작품4-24]는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타는 모습을 담은 것

이다. 화면의 오른쪽 앙상한 나무 주변으로 슬로프 위에서 활강하며 균

형을 잡으며 속도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움직임의 의미를 강조하

여 표현하였다. <균형>작품 외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동그라미가 표현되

는데, <균형>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제에 맞게 기존의 괘작업

에서 선택하여 그려준 것이다. ‘균형’이라는 의미가 자전거의 상형문자

모습과 기존 괘상작업의 동그라미를 활용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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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관으로서의 관(觀)

동양의 시방식은 『주역』의 ‘관물취상(觀物取象)’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살아서 존재하는 대상을 살피어[觀] 만

물을 구별하였다. 자연계의 현상을 관찰하여 발견한 보편법칙으로 인간

과 자연계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전체적, 통관적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관물에서 취할 방식은 “우러러 하늘의 상을 관찰하고 굽

어 땅의 형태를 관찰하며,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에 적합한 것에 대해

관찰하며, 가깝게는 자기에서 취하였고, 멀리는 다른 사물에서 취한다.”

는 것이다. 이때에 관(觀)은 직접 관찰과 직접 감수하는 것이며, 상으로

부터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만

보는 것으로 부족하다. 가까이, 멀리, 앞, 뒤, 옆 등 여러 시각에서 살펴

야 한다. 철학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화가는 직관적 관찰을 통

해 대상의 본질을 담아낸다. 여기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생활세

계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판단이나 추론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

로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심재, 좌망한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대상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바라보

기 방식으로 작업한 작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과 ‘집’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바라

보기로 자연의 생과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하에서 살핀다.

1) 정자(亭子)를 중심으로 한 관

동양에서 정자는 바라보는 공간이다. 유한한 작은 공간에서 무한하게

큰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정자는 세부적으로 보면 누(樓), 대(臺),

정(亭), 각(閣)과 같이 규모와 쓰임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

체적인 모습은 지붕 하나와 기둥 몇 개가 있고 중간은 비어 있는 모습이

다[도판4-3]. 이와 같은 건축물은 외계의 큰 공간의 경색을 이 작은 공

간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나라 사람은 정자에 대해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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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한한 경치, 모두 하나의 정자 속에 모였네(江山無限景, 都聚一亭

中.).”라고 하였다. 왕희지의 「난정집서(蘭亭集序)」의 서두에 난정이 사

람에게 주는 미감은 정자 자체의 미가 아니라 그것이 “위로는 우주의 위

대함을 보고 아래로는 만물의 성대함을 살피도록(仰觀宇宙之大, 俯察品

類之盛)” 해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주가 이렇게도

위대하고 내려다보니 세계만물이 이처럼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기가 발

발하다는 말이다.140) 이러한 정자에 대한 의미는 원말사대가 예찬(倪瓚,

1301-1374)의 <용슬재도>[도판4-3]에서 잘 보이며 단순히 건축물이 아

니라 관조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후 빈 정자의 모습은 문인화의 하

나의 형식이 되어 동양회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그림 속 빈 정자는 그

림을 보는 관람객에게 그 빈 장소로 이동시킨다. 관람객은 빈 공간에 나

를 투영하여 정자 속에서 밖을 바라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정자 주위의

자연과 무한한 공간은 정자 속 주인공의 것이 된다. 예찬의 작품이 차분

히 사유하는 공간이라면 이와 달리 정선(1676-1759)의 <총석정>[도판

4-4]는 동해바다의 역동적 파도와 함께 총석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총석봉 머리 부분의 상봉에 지어서 자연을 한아름 품을 수 있게 했다.

<총석정>은 관동팔경 중에 가장 빼어난 경치이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

고려 말의 명문장인 근재(謹齋) 안축(安軸, 1287-1438)은 그 이유를 「총

석정기(叢石亭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다.

정자는 통주[通州: 지금의 통천(通川)] 북쪽 20여 리에 있다. 가로놓인 봉

우리가 있어 쑥 바다로 밀고 들어간 것이 이것이다. 봉우리의 절벽에 가

닥돌(條石)이 즐비하게 서 있는바 방주(方柱)와 같고, 돌의 둘레는 각 면

이 한 자 정도이며 높이는 대여섯 길이다. 모지고 곧으며 평평하고 바르

니 마치 먹줄을 띄워 깎아 세운 듯하며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

또 해안에서 10여 척 떨어져서는 돌기둥 넷이 서로 떨어져서 물 가운데

서 있는바 사선봉(四仙峯)이라 일컫는다. 모두 가닥돌로 몸체를 삼아 수

십 가닥을 합쳐 한 봉우리가 되었으며 봉우리 위에는 작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뿌리와 둥치가 늙고 쭈그러들어 나이를 알 수 없다.

140) 엽랑, 앞 책, 469-4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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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봉으로부터 조금 북쪽으로 가면 돌 모양이 또 변하니 혹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며 기대기도 하고 가로눕기도 하며 쌓이기도 하고 흩어지

기도 하여 실로 모두 기괴하고 이상하다. 이는 재주 있는 장인이 치고 쪼

아 만든 것이 아니라 대개 천지가 나누어지던 처음에 원기(元氣)가 모인

바인 것이다.

그 형상 지워진 교묘함이 이와 같이 이상하니 참으로 괴이하다. 그 총석

(叢石)이라 이름 지어진 까닭은 알만하겠다. 예전 신라시대에 네 사람의

국선(國仙)이 이 정자에서 항상 놀았으며 그 낭도는 비석을 세워 그것을

기록했다 하는데 비석은 아직 남았으나 글자는 물크러져 알아볼 수 없

다.141)

총석정에서 바라본 총석과 동해바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자연과의 교

감을 어떻게 했는지 느낄 수 있다.

[도판4-3] 예찬, <용슬재
도>, 1372년(원), 종이에 수
묵, 74.7x35.5cm

[도판4-4] 정선, <총석정>, 《해
악전신첩》, 1712년, 지본담채,
32.3x57.8cm

141) 근재(謹齋) 안축(安軸, 1287-1438), 「총석정기(叢石亭記)」,『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
勝覽)』권45, 『간송문화-진경산수화』(서울:간송미술문화재단, 2014),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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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작품에서 자연과의 교류는 《문자 속 문자(文中文)》전시서

문의 작가노트에 잘 나와 있다.

지난 2015년 ≪이상세계(以象世界)≫의 마지막 작품 <산책>과 연장선에

서 이번 작품을 시작했다. 내가 꿈꾸는 세상, 안락의 공간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공원과 산책로였다. 옛 선인이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산수화를 그려 자연을 삶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던 것처럼, 바쁜 일

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가까이 있는 자연을 찾고 이를 거닐며 소소한 즐

거움을 찾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중 <경안원> <돌마원> <율원> 등은 내 삶의 거

처 주변에 존재하는 공원, 동산, 자연으로서의 공간이다. 마음속에서나 있

을 법한 무릉도원이 눈을 돌려 바라보면 내 삶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현

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도시인을 벗어나기 어

렵고, 편리함은 황량함에 맞닿기 쉽다. 이에 처한 사람이 찾을 곳은 손과

발이 미치지 않는, 인간 너머에 있는 자연이 아닐까. 자연(自然)은 사람의

노력이 최소화될 때 스스로 존재하며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하늘과

땅, 산이나 연못, 물이나 불, 우레와 바람이 콘크리트 너머에 항상 존재함

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잊기 십상이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받은 선물

이 이번 작품이다.

나는 이번 작품에서 태고의 상형문자와 음양기호(괘)의 만남을 시도하였

다. <문자 속 문자>라는 전시주제에서 보여주듯, 작품 속에 상형문자의

의미를 찾고 그 속을 거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연을

만날 것이다.142)

작품에서 정자를 중심으로 한 자연과의 교류는 예찬의 <용슬재도> 속

정자와 같은 조용히 바라보는 곳으로서의 정자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정

선의 <총석정> 속 정자와 같이 높은 곳에서 관망하면서 좀 더 역동적으

로 자연을 대하는 정자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작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42) 송윤주,「서문」, 『문자 속 문자(文中文)』, 2017,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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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25] <죽정관학도>,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30x162cm

[도판4-5] 전선, <난정관아도>, 원, 지본채색, 92.7x23.2cm,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소장

<죽정관학도>[작품4-25]는 원나라 전선(錢選)의 <난정관아도(蘭亭觀

鵝圖)>[도판4-5]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선의 이 그림은 서성(書聖)인

왕희지가 행서체를 만들 때 오리의 모습에서 착안했다는 장면을 그린 작

품이다. 연구자는 정자 뒤에 대나무 숲을 채워 넣어 <죽정관학도>라고

제목을 바꿔보았으며 상형문자로 표현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정자와 그

앞으로 사람이 있고 연못에는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다. 연못 주위에 돌

이라든가 나무, 대나무 등이 있고 그 뒤로는 산이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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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선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왕희지가 오리의 모습에서 서체를 발견한

것과 같이 글자의 시작이 대상의 모습을 그리는 데서 출발한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었다. 여기 등장하는 산, 나무, 물, 돌, 대나무, 정자, 사람 등

은 상형문자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으며 정자에서 둘러본 산의 모습을 표

현하였다.

‘山’이라는 글자는 보통 산봉우리가 3개 올라와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표4-11]. 산의 의미를 보면 『설문해자』에 “‘山’은 널리 편다는 뜻이다.

기운을 널리 펴서 만물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돌이 있고 높다. 상형

이다(山宣也. 謂能宣㪔气, 生萬物也. 有石而高. 象形).”라고 하였다. 대체

로 금문은 갑골문과 달리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글자는 산의 모습

과 의미를 유념해서인지 직선의 산의 모습을 담았다. 갑골문에서 선 위

주의 표현이었다면 금문은 간단한 글자인 경우 속을 채워서 표현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산의 모습을 여기 금문에서 많이 차용하였다.

산의 굳건함과 찬 모습을 반영하고 싶었다.

山 뫼 산
갑골 금문 전서 설문해자

[표4-11] ‘山’의 자형

다음으로 ‘水’는 물이 흐르는 모습에서 글자를 따왔다[표4-12]. 『설문

해자』에 보면 “‘水’는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북방의 행이다. 여러 줄기

의 물이 나란히 흐르는 가운데에 미미한 양(陽)의 기운이 있는 것을 상

형하였다(水準也. 北方之行. 象衆水竝流, 中有微陽之氣也).”라고 하였으며

단옥재의 주를 보면 “『석명(釋名)』에서 ‘水’는 고르게[準] 한다는 뜻이

고, ‘準(준)’은 평평하게[平]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세상에 물보다

평평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水’는 밖이 음()이고 안이 양(−)이다. 중

수감괘 ‘☵’와 모양이 같다. 연구자는 상형문자 ‘水’를 가로로 눕혀서, 물

결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자형은 갑골문의 글자가 가장 많으며, 큰 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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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있고 양 옆에 두 개의 점으로 물결을 표현한 것이 주되며, 두 줄

기의 물줄기 또는 한줄기의 물줄기에 여러 점의 물결을 표현한 것 등 표

현이 다채롭다. 이 글자의 독특한 점은 ‘水’에서 출발했지만 ‘길다’, ‘오래

다’, ‘멀다’의 의미를 갖는 ‘永(영)’자로 의미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고,

‘永’자의 쓰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자전에서 볼 수 있었다. ‘永’자의 상형

자는 앞서의 ‘水’자 보다 물줄기를 더욱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표4-13]. 『한한대자전』에 보면 ‘永’은 지류(支流)를 흡수하여 아

우르는 긴 유역(流域)을 가진 강의 상형으로 본다. 하나의 사물에서 시작

된 글자의 모습이 의미의 확대가 와서 글자가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사물

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물의 모습에서 ‘水’자가 생기

고, 물이 흘러 길게 뻗어나가는 모습에서 ‘永’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예에서 사물의 모습을 따온 상형문자이지만 단순히 모습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사물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파생의미로까지 담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水물 수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12] ‘水’의 자형

永길 영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13] ‘永’의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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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26] <달과 정자>, 2019,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1x195.6cm

<달과 정자>[작품4-26]과 <왕의 연지>[작품4-27]은 창덕궁의 정자를 담은

작품이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5대궁 중 자연 지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어진

궁으로 입구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려면 ㄱ자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왕과 왕후의

휴식처라고 할 수 있는 후원은 궁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창덕궁

의 후원은 비원(秘苑)이라고 하여 비밀스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장소로 명소이다. 비원에는 부용정(芙蓉亭)이라는 부용지(芙蓉池)를 끼고 있는

정자가 있고, 그 주위로 건축물이 있다. 부용지를 돌아 그 뒤로 더 들어가면

존덕정(尊德亭)이라는 큰 연못을 끼고 있는 정자가 있다. <동궐도> [도판4-6]

을 보면 화면 상단에 부용지 뒤로 큰 연못이 보인다. <달과 정자>는 존덕정과

그 주변의 연못을 둘레로 있는 정자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정자는 사유의

공간으로 내 생각을 자연과 벗 삼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존덕정 내부의 현판

에는 정조가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고 하여 ‘만개의 냇물에 비

치는 달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읊은 글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정자에서 냇물

이 비치는 달을 보며 자신의 덕이 만백성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연

에 비추어본 것이다. 정자의 개방된 공간이 외부와 내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

켜 준다. 정자의 좁은 공간에서 외부의 넓은 자연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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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6] <동궐도> 부분, 조선,
견본 채색, 2.73x5.76cm, 고려대
학교 박물관 소장

[도판4-7] 전 김홍도, <규장각도>, 조선
1776년, 비단에 색, 143.2x115.5cm, 국립중
앙박물관소장

[작품4-27] <왕의 연지>, 2018,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1x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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樓 다락 루 臺 돈대 대 亭 정자 정 閣 누각 각 享 누릴 향

[표4-14] 정자와 관련된 상형문자

정자의 모습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모습

을 달리한다. [표4-14]는 여러 가지 정자의 상형문자이다. <왕의 연지>

[작품4-27]은 부용지와 그 주변을 그린 작품이다. 부용지에는 사람이 연

못가에서 두 발을 담근 것처럼 작은 정자가 연못에 걸쳐 있고, 연못 가운

데에 작은 섬이 있으며 이 섬에는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누릴 향(享)자

의 상형문자를 사용하여 이 작은 정자를 표현하였다. [도판4-7]을 보면

예전에는 이 정자와 작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음을 볼 수 있고, [도

판4-6]을 보면 연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부용지 주변

으로 영화당, 주합루(규장각), 서향각, 희우정의 정자가 있다. 영화당( )

은 부용지 건너편 앞마당에서 과거시험을 치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주

합루( )는 규장각으로 정조가 즉위년인 1776년 선왕인 영조의 글을 봉

안하기 위해 창건된 곳으로 당대 뛰어난 관료들이 연구에 전념하는 공간

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옆으로 서향각은 책을 보관하는 장소였고 그

위로 희우정은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사용했다. <왕의 연지>의 작품은

사유의 공간으로 도시 속 궁(宮)에 해당하는 정자를 찾아 그린 작품이다.

실제 있는 공간을 답사하고 이곳의 의미를 탐구하고 상형문자로 재해석

한 작품이다. 그렇다고 지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직접적 교류의 장소로서 정자를 보고 이를 표현한 것이다.

<돌마원>[작품4-28]과 <율원>[작품4-29]는 연구자가 자주 찾는 공원

을 그린 것이다. 연구자는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주말에

는 되도록 충전하며 쉬려고 노력한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길게 여행을 다

니지도 못하고 차로 이동하여 장거리를 다니는 것 또한 여의치 못하다.

집과 가까운 공원을 가는 것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휴식을 취하

는 것이다. 집을 나서 공원으로 가는 산책로는 탈출의 시작이다. 다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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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건너면 공원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나무, 시냇물, 운동기구, 벤치,

연못, 정자, 광장, 잔디밭과 음악당 등이 존재한다. 각각의 대상들은 상형

문자와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이 상형문자를 하나하나 읽다보면 관람자

는 어느 순간 그 속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 순간 연구자가

이곳을 산책하며 느낀 그 감정을 느낄 것이라 본다. 관람자가 단순히 바

라보는 것이 아닌 ‘체험’하게 하는 것은 동양의 산수화의 중요한 부분이

다. 자연을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거닐고(步) 노니는(遊) 자연으로 여긴

다. 여기서 사유가 가능해진다. 공원의 중앙부분은 연못이 있고 이곳에는

돌마각(突馬閣)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가는 길

목으로 말을 갈아타는 환승장소였다고 한다. 지금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집안인 한산이씨에서 성남시에 기증하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원

이라는 공간은 도시 속에 자연을 갖다놓은 장소이다. 연구자와 같이 가

까이 자연을 누리고 싶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작품4-28] <돌마원>, 2017, 장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165x1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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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29] <율원>,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65x165cm

木나무 목
갑골 금문 전서 설문해자

[표4-15] ‘木’의 자형

다음으로 <율원>[작품4-29]는 가운데 호수가 있고 주변에 많은 나무

가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木’글자

는 자형을 보면 글자의 변형이 거의 없이 비슷한 모양이다[표4-15].

『설문해자』에 보면 ‘木’자는 “머리로 밀고 나온다[冒(모)]는 뜻이다. 땅

을 머리로 밀면서 뚫고 나온다. 동방(東方)의 행(行)이다. ‘屮(철)’로 구성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뿌리를 상형하였다(木冒也. 冒地而生. 東方之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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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屮. 下象其根).”라고 하였다. 가운데 기둥이 있고 위로는 가지가 뻗어

나가고 아래로는 뿌리가 펼쳐짐을 의미한다. 또 ‘屮’자는 『설문해자』에

보면 “초목(艸木)의 싹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丨(곤)’은 싹이 나오는

모양이며 거기에 가지와 줄기가 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屮艸木初生也.

象丨出形有枝莖也).”라고 하였다. 단옥재의 주를 보면 이를 상세히 기술

하였는데, “‘丨’은 囟(신)으로 발음하고 위로 올려 쓴다. ‘枝(지)’는 양쪽

방향의 가지와 줄기를 말한다. 본줄기는 ‘丨’이다. (초목이) ‘屮’보다 크게

자라면 ‘之( )’자가 되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 ‘木( )’자가 된다(丨讀若

囟, 引而上行也. 枝謂兩旁莖枝, 柱謂丨也. 過乎屮則爲 , 下垂根則爲 ).”

라고 하였다. 식물의 생장을 상형문자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丨’자

는 쓸 때도 식물이 땅 밑에 아래에서 위로 뚫고 나와 자라는 것과 같이

‘아래에서 위로 획을 긋는다’라고 명시하였다. 또 ‘屮’은 ‘艸(초)’와 다른

것이다. ‘艸’는 모든 풀을 뜻하고, ‘屮’은 초목의 싹이 나오는 모양을 의미

한다. ‘屮’가 크게 자라면 ‘之(지)’자가 된다고 했는데, ‘之’는 갑골문에 무

려 270여자나 등장한다. 그만큼 고대인에게 있어 ‘생명’, ‘생장’은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식물의 속성을 살리면서 작품에

나무를 그렸다.

艸 竹 葉 栗 松 林 樂
풀 초 대나무죽 잎 엽 밤나무률 소나무송 수풀 림 즐거울락

[표4-16] 다양한 나무의 상형문자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 [표4-16]과 같다.

그 중 ‘樂(락, 악)’자는 나무가 아닌 음악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상형문자

이다. 연구자가 처음 이 글자를 사용할 때에는 글자의 모양을 보고 나무

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유추하고 ‘즐겁다’는 뜻으로 유추하였

다. 그러나 자전은 전혀 다른 상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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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은 큰 북, ‘⼳⼳’는 작은 북, ‘木’은 그것을 받치는 받침대로서, 악기를

본뜬 모양으로 보기도 하고, 도토리가 달린 상수리나무, 또는 그와 비슷

한 악기, 방울의 상형으로도 본다. 대체로 음악의 뜻에서 파생하여 ‘즐겁

다’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갑골문 학자인 시라카와는 ‘樂’은 원래 신

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서 방울을 머리 위로 쳐들고 흔드는 모습

을 본뜬 글자였으며, 이후로 점차 방울 소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다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갑골 갑골 전문 전문 전문 전문

[표4-17] 밤나무와 관련된 상형문자

<율원>[작품4-29]는 연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공원을 그린 작품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밤나무가 많이 있던 장소여서 ‘율동공원’이라고 이름 지

어졌다. 가운데 큰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를 따라 산책로가 있으며 주변에

도서관, 기념관, 카페, 절, 쉼터, 잔디밭 등이 있다. 주변의 나무는 현재도

밤나무가 많은데 연구자는 이들 나무를 상형문자 ‘栗(율)’자로 그려보았다.

상형문자 ‘栗’자는 상형자의 모습이 갑골문, 금문, 전문까지 다양하게 있어

서 다양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표4-17]. 또 이 저수지는 번지점프장

이 있는데, 이곳은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마

예전이었으면 정자가 하나 놓일 만한 곳이다. 연구자는 ‘번지 점프장’을 현

대적 정자라고 생각하고 그려보았다. 앞서 정선의 <총석정>과 같이 높은

장소에 바라본 관조와 비슷할 것 같다.

2) 집(宮)을 중심으로 한 관

집은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을 말한다. 그동안 인류가 존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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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이라는 공간은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 집

의 개념은 많이 달라졌다. 현대인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삶의 충전소이

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조사에 의

하면 한국의 직장인들 중에 주말에 주로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

고 있다. 집에서 여가를 즐긴다는 의미이다. 홈 트레이닝(Home Training),

홈 뷰티(Home Beauty), 홈 카페(Home Cafe), 홈 퍼니싱(Home

Furnishing), 홈 캠핑(Home Camping) 등으로 집에서 이루어진다. 또 문

학심리학자인 김정운교수가 최근에 낸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에서 그가 바닷가 여수의 깡통작업실에서 파도와 바람을

느끼며 작업하는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집(공간)이란

무엇이지를 새삼 환기시키게 한다. 그는 ‘놀이(Spiel)’와 ‘공간(Raum)’의 합

성어인 ‘슈필라움(Spielraum)’이라는 독일어를 들어 현대인들에게 내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주체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온갖 새로운 삶

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만을 위한 공간은 클 필요가 없다. 방 한 칸이어도 좋다.

이러한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조희룡의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가 있다. <매화서옥도>는 ‘매화가

흩날리는 숲속에 있는 책이 가득한 집’이란 뜻이다. 이 주제

는 매화를 아내로, 학을 아들로 삼고, 사슴을 심부름꾼으로

부렸다는 중국 임포(林逋, 967-1028)의 고사를 묘사한 그림

으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매화나무가 가득한 숲속

에 조그만 집 한 채 지워놓고 독서삼매경에 빠진다. 속세를

떠나 은둔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독서든 그림 그

리는 일이든 다른 취미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좋을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삶은 더욱 절실할 것이며 이런 나만의

공간 밖으로 자연이 벗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의 작업실그림과 공원 속 텐트 족

모습의 그림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도판4-8] 조희룡, <매
화서옥도(梅花書屋圖)>,
조선후기, 45.1x106.1cm,
간송미술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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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집 가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18] ‘家’의 자형

宮집 궁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19] ‘宮’의 자형

家 집 가 宮 집 궁 室 집 실 堂 집 당 齊 집 제

[표4-20] 집과 관련된 상형문자

‘家’는 자전에 보면 ‘宀’과 ‘豕’가 결합된 회의자로 ‘宀’은 집을 뜻하고

‘豕’는 돼지로, 돼지 따위 희생을 올리는 집 안의 신성한 곳의 뜻에서, 그

곳을 중심으로 하는 ‘집’의 뜻을 나타낸다고 본다[표4-18]. 시라카와는 지

붕이 드리워진 ‘家’는 고대문자에서 모두 묘옥(廟屋) 즉 선조의 사당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설문해자』에서 ‘宀(면)’을 보면 “지붕을 교차하여

덮어서 만든 깊숙한 집이다. 상형이다. 宀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宀의

의미를 따른다(宀交覆深屋也, 象形, 凡宀之屬皆從宀).”라고 하였다. 단옥

재의 주를 보면 “옛날에는 지붕[屋(옥)]이 사각추(四角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서와 남북으로 교차해서 덮었다. 마루[棠(당)]도 있고 방[室

(실)]도 있는 것이 깊숙한 집[深屋(심옥)]이다(古者室四注, 東西與南北皆

交覆也. 有堂有室是爲深屋...)”라고 하였다[표4-20]. 이를 보면 집의 의미

는 ‘家’자 보다는 ‘宀’에 있고 ‘宮’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宮(궁)’은 궁궐로 알고 있으나, 진한(秦漢) 이전에는 가옥의 뜻으로 널리

쓰였다. 자전에 보면 ‘宮’은 상형자로 건물 안의 방들이 이어져 있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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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떠, 궁궐(宮闕)의 뜻을 나타낸다[표4-19]. 『설문해자』에 보면 “‘宮’은

집이다(宮室也).”라고 하였다. 단옥재의 주를 보면 ‘宮’과 ‘室’을 같은 것으

로 보고, 굳이 구별을 하면 ‘宮’은 그 밖의 테두리를 말하고, ‘室’은 그 안을

말한다. 또 회의자로 보면 ‘宀’과 ‘呂(려)’로 구성되어 ‘宀’은 그 밖을 두르는

것이고 ‘呂’는 가운데에 있다는 의미로 본다. ‘呂’는 척추 뼈라는 뜻이다.

[작품4-30] <서울>,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40x160cm

현재는 ‘宮(궁)’이 임금이 사는 곳에 제한해서 쓰이지만, 자형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연구자의 작품은 이 둘을 모두 사용하였다. 우선 궁

궐의 의미로는 <서울>[작품4-30]은 5대궁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한양을 수도로 삼고 풍수지리에 맞추어 궁을 지었다. 경복궁의

모습은 중국의 자금성의 모습을 축소한 것과 같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대

칭의 균형을 이루며 정궁의 모습을 갖추었고 창덕궁과 창경궁은 지세와 거

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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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4-9] 김정호, <수선
전도>, 1824-1834년, 고
려대박물관소장

한양은 김정호의 지도[도판4-9] 보는 바와 같이 뒤로는 백악산, 좌우로는 인

왕산, 타락산, 남쪽으로는 목멱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 가운데에 청계

천이 흐르고 있다. 산을 둘레로 성을 쌓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동서남북 입구

에 4대문인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을 만들어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

작품에서 왕이 거주하는 공간인 궁은 상형문자인 ‘ ’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

궁, 덕수궁, 경희궁을 표현하였고, 사대문 한복판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은 ‘齊(제)’자의 상형문자인 ‘ ’로 표현하였다. 경복궁 앞의 도로인 세종로

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숭례문과 숙정문을 연결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흥인지

문과 돈의문을 연결하는 큰 길이 뻗어있는데 그 가운데 보신각종[ ]도 보인

다. 창덕궁 남쪽으로는 역대 왕들의 혼을 모신 종묘가 있는데 이는 귀신을 의

미하는 ‘示(시)’자의 상형문자인 ‘ ’을 사용하였다. 창덕궁 옆의 창경궁은 왕

후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지어져서 남면하지 않고 지어진 모습을 그렸으며 그

뒤로 성균관대학을 유학의 근원인 공자의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

치는 모습을 재현한 은행나무와 돌의자[ ]를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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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1] <남한산성>, 2017, 장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158x194cm

서울의 궁이 정궁, 이궁이었다면 남한산성의 궁은 행궁이다. 백과사전

에 보면 남한산성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 도성의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조 4년

(1626)년에 건립되었다. 이곳은 해발 480m 가량의 험준한 자연지형을 따

라 약 11km의 성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면적은 2.12㎢이다. 성벽에는 안

으로 출입하기 위한 4개의 문인 좌익문, 우익문, 지화문, 전승문이 있으

며, 외부 감시를 위한 옹성이 군데군데 있다. 연구자가 실제로 성벽을 따

라 돌았을 때 산의 높낮이가 심하였으며 성벽 밖으로는 급격히 가파르고

가을 숲이 울창하였다. 반면에 성 내부는 대체로 평평하여 거주하고 살기

에 꽤 괜찮은 장소였다. <남한산성>[작품4-31]에서 동서의 좌익문, 우익

문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며 물의 끝자락에 행성[ ]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뒤로 좌전, 숭렬전의 사당[ ]이 있으며 서쪽방향으로 장수가

지휘와 관측을 한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수어장대(守禦將臺)[ ]가 있

고 그 뒤로 국청사 절이 있다. 물길을 따라 집[ ]이 있고 동쪽으로 있는

장경사[ ], 망월사[ ], 현절사[ ]의 절이 상형문자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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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2] <경안원>,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58x194cm

다음으로 ‘궁’의 상형자인 ‘ ’의 의미가 집이며 안의 동그라미는 방들

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글자를 만들어 보았다. 집을

의미하는 ‘宀’의 상형자인 ‘ ’자에 ‘ ’을 더해 방 한 칸 있는 집[ ]을 만

들었다. ‘ ’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자기만의 공간이다. ‘ ’은 연구자의 작

업실로도 표현되었고, 기둥을 약간 벌려서는 텐트[ ]를 의미하기도 한

다.

<경안원>[작품4-32]는 연구자가 2017년 여름동안 레지던시로 작업을

하던 공간을 그린 것이다. 광주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은 앞쪽으로 경안천

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둘러쳐져 있는 장소이다. 미술관 정문의 문[ ]

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넓은 잔디밭[ ]에 듬성듬성 조각품들[ ][ ]

[○]이 놓여있고 오른쪽에는 주차장[ ]과 길옆의 공간에 토끼[ ]와 닭

[ ]이 있다.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길이 갈라지는 데 왼쪽으로 가면 미

술관[ ]이 있고, 쭉 더 올라가면 작업실[ ], 공방[ ], 가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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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또 작업실에서 미술관으로 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는데 이 길

을 따라 걷다보면 뱀[ ]조심이라는 푯말도 볼 수 있고 조그만 연못도

발견할 수 있다.

경안천을 건너 미술관 정문에 들어서서 경사진 곳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앞서 설명한 사물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 또한 작업실은

가장 깊숙한 곳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내가 걸어왔던 곳을 다시 볼 수 있다. 작업실 공간은 한적한 산 속에 있

기 때문에 나만의 은둔의 공간이 된다. 이곳의 문과 창을 열어놓으면 산

속의 새소리, 가늘게 들리는 물줄기 소리와 잎들이 부딪혀서 들리는 바

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작업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며 내 호흡도

느낄 수 있다.

연구자의 상형문자 작품에는 고대에는 없는 현대의 사물이라든가 상형

문자로 의미전달이 힘든 글자는 연구자가 집[ ]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의

미를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 사용한다. 조각품들[ ][ ][○], 미술관

[ ], 공방[ ], 가마[ ] 등과 같은 것이 그렇다. 또한 상형문자 작품

에서 상형문자 이외에 동그라미 모양의 고리를 볼 수 있다. 이는 이 그림

의 의미와 부합하는 괘를 64괘 중에서 고른 후 이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

은 것이다. 이 작품에는 산화리괘, 뇌지예괘, 화풍정괘가 그려졌다. 잔디밭

위의 조각품들이 있는 곳에는 ‘꾸미다’ 의미의 산화리괘[䷕]가, 작업실이
있는 곳에는 ‘기쁘다’ 의미의 뇌지예괘[䷏]가, 미술관이 있는 곳은 ‘만들다’

의미의 화풍정괘[䷱]가 그려졌다. 상형문자를 사용할 때 그 의미에 충실하

려고 노력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괘의 의미를 첨가하여 표현하였다.

<일터>[작품4-33]은 연구자의 작업실을 그린 것으로 산 속의 작업실,

연구동, 숙식동[ ]과 뱀[ ]을 표현하였다. 작업공간은 새로운 것을 창

작하는 공간이다. 64괘 중 화풍정괘[䷱]는 ‘솥’, ‘연금술’, ‘만들다’의 의미

를 갖고 있다. 정괘의 의미를 그림에 부여하기 위해 정괘의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작품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쉼터>[작품4-34]는

공원 잔디밭에서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다. 텐트[ ]

의 모습은 집[ ]의 모습에서 기둥을 벌려서 만들어 보았다. 자연에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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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만끽하고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산뢰이괘[䷚]의 동그라미를 그렸다.

[작품4-33] <일터>,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71x71cm

[작품4-34] <쉼터>,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65x65cm

[작품4-35] <기터>,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
치, 90x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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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터>[작품4-35]는 운동기구가 있는 소공원을 표현한 작품이다. 공터

주변으로 운동기구[ ][ ]가 있고 그 뒤로 잔디, 돌담, 아파트를 표현한

작품이다. 공간의 표현을 ‘田(전)’자의 상형자인 ‘ ’을 응용하여 표현하

였다. ‘田’은 『설문해자』에 보면 “진열하다는 뜻이고 곡식을 심는 곳

(田陳也. 樹穀曰田)”으로 본다. ‘十’나 ‘口’ 모두 가로 세로 난 길을 의미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 일을 하는 장소가 곡식을 심고 거두는 밭이었

다면 지금의 일하는 장소는 구획이 나뉜 공간일 것이다. 또 앞으로 집이

라는 공간이 재택근무와 같이 일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는 공간을 표현한 이 작품은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

라는 뜻으로 ‘에너지’를 의미하는 중뢰진괘[䷲]의 동그라미를 그려 넣어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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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에 의한 상상(想像)

예술 활동이란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상상력

은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어진다고 보았다. 이 절의 첫 번째 ≪별

길≫전시의 시리즈 작품은 해와 달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하여 우주나 미

지의 세계를 꿈꾸고 자유롭게 상상한 작품들이다. 두 번째 <괘상>시리

즈 작품은 음양기호에 의한 괘의 모습을 연구자의 상상에 의해 이미지

또는 기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세 번째 ≪소(素)-상(象):비결정적 형상

≫전시의 작품은 연구자 마음 속 이미지를 ‘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절에서는 상상력에 의하여 우주의 원리와 본질이 구현된 작품을 살피고

자 한다.

1) 별길

별은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천체를 말한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 수많

은 별들을 볼 수 있다. 그곳은 우리 눈앞에 존재하나 닿을 수 없는 미지

의 세계다. 인간은 그곳에 상상과 바람을 그려본다. 달 속에 토끼[무병장

수, 다산], 두꺼비[신화, 재복], 계수나무[생명력] 등의 모습을 투영한다든

지, 태양 속에 까마귀[신화]를 투영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바

램이다[도판4-10].

[도판4-10] <해신과 달신>, 고구려 5-6
세기, 오회분 5호묘, 집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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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6] <해, 달, 산, 물, 나무>, 2011, Ink, pigment on Korean paper, 41x41cmx5

연구자는 ≪문자산수≫ 전시를 통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는 것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해, 달, 산, 물, 나무는 우리주변에 늘 있

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해를 그림으로써 해를 바라봐주기를 바랬고, 달을

그림으로써 달을 바라봐주기를 바랬다[작품4-36]. 산과 물과 나무도 마

찬가지이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의 움직임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

들을 통해 우주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표4-21] ‘日’의 자형

日태양 일    

갑골문 금문 전문 설문해자

[표4-22] ‘月’의 자형

月달 월
갑골문 금문 전서 설문해자

태양[표4-21]은 『설문해자』에 보면 “‘日’은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태양의 정수는 어그러지지 않는다. ‘○’과 ‘一(일)’로 구성되었다. 상형이

다(日實也. 大陽之精不虧. 從○一. 象形).”라고 하였다. 또 단옥재의 주를

보면 “이 글자[ ]는 아마 그 가운데 검은 점[烏(오)], (즉 태양의 흑점이

있음을) 상형한 것일 것이다(蓋象中有鳥).”라고 하였다. 달[표4-2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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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해자』에 보면 “‘月’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태음(大陰)의 정수[精]

다. 상형이다(月闕也. 大陰之精, 象形).”이라 하였다. 단옥재의 주를 보면

“…『석명(釋名)』에 달은 이지러진다[결(缺)]는 뜻이다. 가득 차면 이지

러진다고 하였다. 달이 완전히 차지 않은 모양을 상형하였다(…釋名曰,

月缺也, 滿則缺也. 象不滿之形).”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태양은 가득 찬

상태를 달은 비어있는 것으로 본다. 태양은 양을 상징하고 주된 것, 변치

않는 것으로 보며, 달은 음을 상징하고 주에 반하는 것, 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양도 태양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달은 보름달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초승달이나 반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형문자는 모

습에서 따왔으나 그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알 수 있

다.

<해와 달>[작품4-37]은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말하

고자 했다. 그림 상단은 해가 떠서 하늘 중천에 있다가 지는 모습을 담

았고, 하단은 달이 떠서 지는 모습을 담았다. 해와 달은 순환한다. 『역

경』의 첫 번째 괘는 하늘을 뜻하는 <NO.1 하늘>(중천건[䷀]괘)[작품
4-38]다. 이 괘에 상전을 보면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본받아

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쉬지 않으리라(天行健, 君子以, 自强不息).”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다는 말은 해가 뜨고 지면 달이 뜨

고 지고 이러한 움직임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쉼

없이 진행된다. 동양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다. 이를 공간적으로 표현

하면 앞서의 작품들과 같다. 그래서 생(生)의 끝은 끝이 아니다. 생의 끝

에서 다시 시작을 고하는 것이다. 이를 상형문자로 표현한 것이 [작품

4-37]이라면 괘로서 표현한 것은 [작품4-38]이다. 해와 달리 달의 모습은

변한다. 초승달에서 시작하여 상현달, 그 다음은 보름달로 꽉 차며 그 극

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하현달, 그믐달로 사그라진다. 사르라진 줄 알았는

데 다시 초승달의 모습을 보이며 또 다시 순환한다. 이러한 달의 모습은

생의 모습이며 인간의 삶과 많이 닮았다. <달>[작품4-49]는 이러한 달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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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37] <해와 달>,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72x72cm

[작품4-38] <NO.1 하늘>,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5x45cm

[작품4-39] <달>, 2019,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41x41cmx8

해와 달을 보며 우주의 별들을 상상해 보았다. 별들은 하나의 점으로

서 빛을 발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연

구자는 해별, 달별처럼 다른 별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에 미쳤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의 모습을 해와 달의 상형문자로 표현해

보았다. 〈송씨천문도〉[작품4-40]라는 화제의 작품은 ‘송윤주가 상상해

본 천문도’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였다. 한정된 공간에 있는 인간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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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바라보며 저 멀리 우주로의 비행을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그려보기

도 할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해와 달의 상형문자는 자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크기는 연구자가 자유자재로 했지만, 모양에 있어서

는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문자를 사용하였다. 상형문자와 함께 별들이 움

직인 괘도를 선으로서 표현해주어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내려

했다.

[작품4-40] <송씨천문도>,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30x162cm

고대인들은 우주를 바라보며 규칙을 발견했을 것이고 예측을 통해 그들

의 삶을 좀 더 능동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주의 원리와 자연

의 법칙을 깨닫는 것은 인간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현

대인들에게 자연은 어떠한 존재인가?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더 이상 미지

의 세계가 아니며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에 의해 정복되고 극복되었

다고 하지만, 인간은 더 큰 불안과 공허함과 상실감을 갖고 산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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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현상학은 생활세계를 제시하며 인간본

성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생활세계는 우리주변에 놓인 하늘과 자연에 대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없이 바라보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생과

인간의 본성,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행복하게 살고자 함이다. 현상학에서

말한 생활세계의 태도는 동양의 고대인이 삶의 방식이며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의 표상이 음과 양의 조합에 의한 부호이다.

[작품4-41] <별길-001>, 2012,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1x73cm

[작품4-42] <별길-01>, 2012,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1x73cm

[작품4-43] <별길-10>, 2012, 장지에 먹, 안
료, 스크래치, 51x73cm

[작품4-44] <별길-000>, 2012,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65x65cm

≪별길≫전시의 작품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음과 양의 우주 원리를

담아낸 작품이다. 우주 별들의 시간적인 축적을 숫자 ‘0’과 ‘1’로 표현하

였다. ‘0’과 ‘1’은 ‘음’과 ‘양’일 표현하거나, ‘너’와 ‘나’를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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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명체는 음과 양의 운동에 의해 기(氣)

를 발산한다. 생명체는 그 내부에 상반된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상호작

용에 의하여 형성, 변화, 소멸의 시간을 구성한다. ‘0’과 ‘1’의 연속적 배

열을 통해 생명체로서 별의 시간적 궤적을 표현한 작품이 ≪별길≫ 시리

즈이다. 〈별길-001〉[작품4-41]은 ‘0’과 ‘0’과 ‘1’의 배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별길-01〉[작품4-42]는 ‘0’과 ‘1’의 배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별길-10〉[작품4-43]은 ‘1’과 ‘0’의 배열에 의해 만들어졌다. 각각은 배

열의 순서와 음과 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각의 속성이 만들어진다. 이

들의 생명성은 빠른 속도의 연필드로잉을 이용하여 괘도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으며 〈별길-000〉[작품44]와 같이 하나의 괘도를 강조하여 담

아내기도 하였다.

[작품4-45] <카오스모스>,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65x165cm

중요한 것은 별들은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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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것이다. 또한, 역으로 이러한 변화는 생명의 씨앗이 되며 생이 움직이

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카오스모스>[작품4-45]에서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별들의 자리에 자연의 모습인 나무, 물, 산,

거북이, 배 등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논리는 심상용이 「전시평

론」에서 “이 세계는 우주와 자연의 근원적인 질서로 다가서는 지향성을

지니며, 해와 달의 운행과 그 창대 무변한 궤적, 성운(星雲)들, 기원(起

源) 또는 생명의 근원을 기념한다. 별들이 그리는 타원형의 궤적을 따르

는 것, 그 항구적인 이름들과 마주하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오늘날 오히려 급진적인 태도로 분류되기도 한다.”143)라고 평가되었다.

2) 괘상

『역경』은 괘상으로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앞서 ‘사

건’을 64가지의 괘로 표현하였을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괘상의 모습을

밀접히 연관하여 표현하였다면, 이곳에서는 64괘를 전복, 배합, 착종을

통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었으며 이 형상은 다른 의미를 낳거나 의

미의 확장을 오게 했다. 더 나아가 괘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괘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보기도 하였다.

괘상은 상괘와 하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의미가 형성된다. 이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작업에 적용해 보았다. 괘의 전도, 배합, 착종, 상호작용

하여 괘를 만드는 것은 이미 『역경』에 있다. <이루다>[작품4-46]은 64번

째 괘인 <NO.64 미완성>(화수미제괘)[작품4-47]를 전도하여 만든 작품이

다. ‘화수미제(火水未濟)’괘가 전도되면 ‘수화기제(水火旣濟)’괘가 된다. ‘미완

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NO.64 미완성>은 2015년 소마미술관의 드로

잉기획 《무심(無心)》전에 내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이 괘는 『역경』의

마지막 괘로서 미완성으로 끝난다. 괘사를 보면 “미제는 형통하니, 어린 여

우가 용감하게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심이니,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无攸利).”라 하였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는 모습에 비유

143) 심상용,「전시평론」, 『이상세계』, 2015,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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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괘를 설명한다. 또한 「단전」에 보면 “‘어린 여우가 용감하게 건너다

가 그 꼬리를 적심’은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것이며, ‘그 꼬리를 적심이니

이로울 바가 없다.’는 것은 이어서 마치지 못함이다(小狐汔濟, 未出中也, 濡

其尾无攸利, 不續終也).”라 하여 미완성으로 보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 미완

성이기 때문에 64괘가 마지막이 아니라 더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괘를 전도하여 ‘완성’, ‘이루다’의 의미가 있는 괘를 만들어 보았다. 5개의

<NO.64 미완성>[작품4-47]가 뒤집혀서 <이루다>[작품4-46]이 된다.

[작품4-46] 〈이루다〉,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60x130cm

[작품4-47] 〈NO.64 미완성〉, 2015, 장지
에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빠지다>[작품4-48]은 <NO.8 화합>(수지비괘)[䷇]’[작품4-49]을 겹쳐

서 만든 작품이다. ‘수지비(水地比)괘’는 땅 위에 비가 내리는 상으로 ‘비

옥’, ‘화합’을 뜻한다. 이 괘를 여러 개 겹치면서 땅은 사라지고 물[☵]만

넘쳐난다. 물이 상하로 있는 괘는 ‘중수감(重水坎)괘[䷜]’이다. 감은 ‘빠지

다’, ‘중독되다’라는 의미이다. ‘수지비괘’의 ‘화합’의 의미가 여러 개 겹치

면서 ‘빠지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도출했다. 이와 달리 의미가 더욱

강화된 예도 있다. <크게 쌓다>[작품4-50]은 ‘<NO.26 크게 쌓음>(산천

대축괘)[䷙]’괘[작품4-51]을 여러 개 겹쳐서 의미의 변화가 아닌 의미의

강화가 왔다. 또 여러 개의 괘를 합하여 <八一口196>[작품4-52]와 <八一



- 152 -

口223>[작품4-53] 같이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 예도 있다. 각 괘는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합을 작품 제목으로 사용하여 또 다른 존재

임을 명시하였다.

[작품4-48] 〈빠지다〉,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60x130cm

[작품4-49] 〈NO.8 화합〉,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50] 〈크게 쌓다〉,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30x130cm

[작품4-51] 〈NO.26 크게쌓음〉, 2015, 장
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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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52] <八一口196>, 2015, 장지
에먹, 안료, 스크래치, 194x130cm

[작품4-53] <八一口223>, 2015, 장지
에먹, 안료, 스크래치, 194x130cm

[작품4-54] <교감>,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00x100cm

[작품4-55] 〈NO.31 성교〉,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연구자가 『역경』의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상전(象傳)」

이다. 「상전」은 괘의 전체 형상(괘상)과 그 안의 효의 형상(효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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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 것이다. <교감>[작품4-54]은 31번째 괘인 <NO.31 성교>(택

산함괘, ䷞)[작품4-55]의 상전을 그림으로 도해한 것이다.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괘다(山上有澤咸).”라 하였다. 이를 산 속에 연못이 있는 것

으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실제로 괘상을 보면 산이 연못을 감싸 안은 모

습으로 사방에서 산이 둘러쳐져 있고 그 속에 연못이 있는 모습으로 상

상할 수 있다. 아래의 8괘는 하늘(건), 땅(곤), 물(감), 불(리), 번개(진),

바람(손), 산(간), 연못(태)이다. 이들은 각각의 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로도 나타낼 수 있다[표4-23].

하늘 땅 물 불 번개 바람 산 연못
☰ ☷ ☵ ☲ ☳ ☴ ☶ ☱

,  , , +

[표4-23] 8괘의 이미지

하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와 달, 구름과 별을 그리

면 하늘이라는 공간이 표현되는 것일까? 또 땅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무와 물, 사람과 동물을 그리면 땅이라는 공간이 표현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며 연구자는 각각의 괘를 이미지화했다. 동양

에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여겼다. 여기서 착상하여 하늘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땅은 사각형으로 그

렸다. 물의 모습은 물 수[ ]자 또는 달 월[ ]에서 따왔고, 불은 불 화

[ ]자 또는 해 일[ ]자에서 따왔다. 번개는 번개 전[ ], 바람은 나무

목[ ] 또는 풀 초[ ], 산은 뫼 산[ ], 연못은 물 수[ ]를 가둔 모습에

서 가져왔다[표4-23].

이러한 괘의 이미지화는 『역경』의 ‘언부진의(言不盡意)’하여 ‘입상이

진의(立象以盡意)’한 내용에 기반하며 이를 실천한 것이다. 뜻을 전달하

는 데에 말로는 불가능한 것을 괘상 또는 상을 만들어 가능하게 됐다.

연구자는 ≪이상세계≫전시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내가 주목

하는 것은 텍스트가 갖는 의미의 폐쇄성을 이미지화를 통하여 확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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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데 있다. 상상력과 의미의 확대를 통하여 자연을 인간의 삶에 나

타나는 감정이나 상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와 그림의 관계

에서 문자의 한계와 그림의 한계를 초기문자에서 역설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은 문자 그림에

서 이루어진다.”144) 이러한 점에서 상형문자의 탄생과 의미를 보고 이를

주목하였다.

[작품4-56] <시작>,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00x100cm

[작품4-57] <산수몽>,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1x91cm

<시작>, <결단>, <진동>, <정지>, <사색>은 각각 ‘산수몽’, ‘택천쾌’,

‘중뢰진’, ‘중산간’, ‘택산함’, ‘풍지관’괘를 이미지로 그린 것이다. <시작>

[작품4-56]는 『역경』의 64괘 중 4번째 ‘산수몽(山水夢)’[䷃]괘로 산(山)

아래 물(水)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상단에 ‘山’자의 상형체

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물이 그려져 있다. 물 위로 산이 비치고 있다.

<시작>이 세 개의 산 아래 물을 그린 것과 달리 2011년 <산수몽>[작품

4-57]은 하나의 산 아래 물을 그리고 두 개의 산은 물에 비친 모습으로

대신하였다. 같은 괘이지만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몽(夢)’은 ‘꿈꾸다’ ‘몽상하다’ ‘어리석다’ ‘뒤

144) 송윤주,「서문」, 『이상세계』, 2015,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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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숭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두 개의 사물[ + ]이 관계를 맺어 의미

를 창출한 것이다. ‘몽’은 ‘꿈’, ‘몽상’의 의미도 있지만, ‘어린이’, ‘시작’,

‘젊음’과 같이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음’, 더 나아가 ‘뒤숭숭함’에까지 의

미가 있다. 두 개의 사물의 결합은 자연의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사까지 얘기한다.

[작품4-58] <결단>,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
크래치, 100x100cm

[작품4-59] 〈NO.43 결단〉,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결단>[작품4-58]는 하늘 위에 연못이 있는 모습이다. 「상전」에 보

면 “못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 쾌괘다(澤上於天夬).”라 하였다. 단전에 보

면 “쾌는 결단함이니, 강(양)이 유(상육)를 결단함이니, 굳세면서 기뻐하

고, 척결하여 화합하니라(夬決야, 剛決柔也, 健而說, 決而和).”라고 하였

다. <NO.43 결단>(택천쾌괘, ䷪)[작품4-59]의 괘상을 보면 5개의 양이

올라가서 마지막 상육의 음을 결단하는 모습이다. 고대에 양은 긍정적

의미로 보았고 음은 그 반대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하늘은 동그라미[ ]

로 연못은 상형문자 물[ ]로 서로 경계를 두고 위아래로 표현하였다.

다음의 <정지>[작품4-60]은 52번째 ‘중산간(重山艮)’[䷳]괘를 그린 것이

다. 「상전」에 “산이 아울러 있는 것이 간괘다(兼山艮).”라고 하였다. 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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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모습은 산 위에 산이 있는 모습이나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여 첩첩

이 쌓인 산의 모습[ ]을 표현하였으며, 그 의미는 ‘정지’ ‘그침’ ‘진퇴양

난’이다. 이와 비슷하게 <진동>[작품4-61]은 51번째 ‘중뢰진(重雷震)’[䷲]
괘로 「상전」에는 “거듭된 우레(洊雷震)”라 하였다. ‘진동’ ‘움직임’ ‘에너

지’ ‘힘’의 의미는 상형문자 번개[ ]가 여러 개 모인 모습으로 표현하였

다.

[작품4-60] <정지>,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00x100cm

[작품4-61] <진동>,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00x100cm

다음의 <사색>[작품4-62]은 <NO.20 사색>(풍지관괘, ䷓)[작품4-63]로
“바람이 땅 위에 행하는 것이 관괘다(風行地上觀).”라 하였다. 땅은 네모로

표현되므로 화면의 네 면을 활용하였고 그 위에 바람은 풀(艸)이 옆으로 누

운 것으로 표현하였다. 바람이 땅 위를 지나가는 것이 ‘관찰’ ‘사색’의 의미

인 것이 흥미롭다. 이 괘의 바람과 풀의 관계는 후에 문학작품에서 자주 등

장하는데 김수영의 「풀」이 대표적이다. 풀은 가난하고 억눌려 사는 민중

을 대표하고 바람은 민중을 억누르는 지배세력의 상징으로 본다. 풀이 처음

에는 바람에 의해 눕히지만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풀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강인함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이 괘를 후에 <혁초(革草)>[작품4-64]

으로 발전시켰는데,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사건 때 민중들이 세종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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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와 시위하는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는 풀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4-62] <사색>,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
래치, 100x100cm

[작품4-63] <NO.20 사색>,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4-64] <혁초(革草)>,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00x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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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65] <산책>,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60x160cm

<산책>[작품4-65]은 이상세계를 생각하며 공원에서 산책하는 현대인

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소소한 즐거움에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는

연구자에게 주말에 공원을 걸으며 계절별 나뭇잎의 변화와 달라진 공기

와 풀냄새, 새소리를 느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아름다움을 보며 눈이 즐겁고 상큼한 풀냄새를 맡으며 숨을 쉼을 느끼며

서늘해진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이 작품은 상형

문자 나무 목[ ]자를 화면 가득 채워 숲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이 사이

사이를 강아지와 함께 걷는 산책자[ ]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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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66] <바람과 나무>,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0.9x72.7cm

[작품4-67] <움직임>,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0.9x72.7cm

마지막은 괘상과 상형문자의 결합을 시도해본 작품이다. ‘흩어짐’을 뜻하

는 ‘풍수환(風水渙)’괘[䷺]를 겹쳐서 <바람과 나무>[작품4-66]의 ‘중풍손(重

風巽)’괘[䷸]를 만들어 보았다. 풍수환괘는 「상전」에 보면 “바람이 물 위

에 부는 것이다(風行水上),”이라고 하였다. 바람이 물 위에 불어 물이 파동

을 일으키며 흩어지는 현상에서 그 의미를 찾은 것이다. 상괘 풍(☴)은 나

무로도 표현되는데, 이 경우 배(나무)를 타고 물을 건너는 모양이 되어 위

험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풍괘를 중첩시키면 “따르다”라

는 의미의 중풍손괘로 바뀐다. 빌헬름의 영역본에 의하면, ‘바람과 나무’로

이를 표현하여 바람은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고 나무는 뿌리를 내려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아 “유순하고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도출한다. 이를

연구자는 ‘바람이 이는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움직임〉[작품4-67]

은 ‘중뢰진(重山艮)’괘를 여러 개 겹친 모습으로 그 의미는 변하지 않고 의

미만 강화됐다. 중뢰진괘는 「상전」에 보면 ‘거듭된 우레(洊雷)’로 보고 천

둥, 진동, 지진의 의미를 갖는다.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두려움의 뜻도 포함

되어 있다. 이를 괘상의 모습과 위엄을 뽐내는 우레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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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결정적 형상

‘비결정적 형상’은 2006년 개인전 제목이다. 이 작업은 괘상과 상형문

자를 가지고 작업하기 전의 작업이나 논문 주제에는 가장 근접한 내용의

작업이며 본 논문의 시발점이다.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했다. 인간은 왜 고통스러울까? 행복은 영원한 것인가? 삶

과 죽음은 무엇인가? 등의 인간존재와 근원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러

한 질문들을 던지며 작업했던 것이 ≪소(素)≫전시의 연작들이다. 연구자

에게 있어서 인간존재와 세상의 이치에 대한 관심은 수행에 가까운 노동

집약적 작업을 통해 표현되었다. <소(素)>[작업4-6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화면 전체에 안료를 올리고 이를 다시 지우면서 흔적을 온 화면에 남

기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 흔적은 색도 없고 거의 지워져서 미비하지만

나란 존재에 대한 실존적 표시였다.

[작품4-68] <소(素)>, 2002,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44x7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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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69] <소(素)-상(象)>, 200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0x90cm

[작품4-70] <소(素)-상(象)>, 200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30x130cm

존재에 대한 질문은 이후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생명덩어리

로서 ≪소(素)-상(象):비결정적 형상≫전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생명덩

어리는 ‘형상’을 통해 구체화 되었고, 연구자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래

에 대한 불안감을 투영하여 표현하였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감정은 규정

할 수 없는 형체로 표현되었으나, 이 모호한 형체는 생명을 갖는 실재라

는 의미에서 저부조에 가까운 재질감과 밀도로써 표현되었다. 노자는 도

(道)를 표현하는데 무과 유가 다 포함되며 이곳에 실정(實精)이 있다고

하여 도의 존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규정할 수 없는 형

체에 재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표현하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

고 형체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 연구자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였다.

<소(素)-상(象)>[작품4-69]을 보면 해파리 같기도 하고 머리를 묶은 뒷

모습 같기도 하다. <소(素)-상(象)>[작품4-70]는 꽃 같기도 하고 생명체

의 심줄 모습 같기도 하다. <소-상>작업은 해파리, 꽃, 생명체의 심줄

등으로 최소한의 암시만 주면서 존재함을 드러내었다. 생과 본질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작가의 상상이 동원된 형상물을 통해 발휘된다. 평론가

김백균이 상상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작업에 대해 평한 것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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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의 작업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상징적 상상을 원용하고 있다. 풀잎

이 뭉쳐 있는 것 같은 둥근 입체감의 덩어리들은 송윤주가 자신의 정체성

을 투영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에 대한 반성처럼 읽힌다. 답답한 현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을 상징적 그림을 통하여

드러낸다. 그는 한지에 흰색 안료를 입히고 마르면 다시 입히는 방식으로

바탕을 만들고 다시 송곳 자국 실타래나 나무껍질의 꼬임을 그려낸다. 실

제로 그의 작업은 꼬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얽히고설킨 꼬임 속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은 관객의 상상이다. 관객은 상상을 통하여 송윤

주 의식세계의 미로를 찾아간다. 그곳에 작가의 실존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상상, 그것의 가치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진실

의 한 모퉁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채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상과 공상의 구별은 실현가능성에 있다. 상상은 현실에 없는

신기루 같은 환영이 아니라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눈으로 세계를 관조하

는 인식의 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상상은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또 다른

진실이 된다. 다만 상상이 현실과 다른 점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정

신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실험이라는 것이다. 상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경

험에 기초한 세상에 있을 법한 다양한 정신적 실험을 진행한다.

세계는 감각적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감각 영역을

넘어, 지적 영역을 넘어,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존재하며 존재

하지 않는 초월 영역, 그 세계는 명상이나 관조 그리고 상상을 통해 진입

할 수 있다.145)

김백균의 말에 따르면 연구자의 작업은 상상의 활동으로 실존적 존재를

만들고, 이것은 가상과 다른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진실된 것이다. 그리

고 세계의 지적, 감각적 영역 너머의 보이지 않는 초월적 영역은 이러한

상상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145) 김백균, 「발랄한 상상, 취하기와 동화하기」, 『art in culture』, 200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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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71] <소(素)-풀기14>, 2008,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0x90cm

[작품4-72] <소(素)-풀기16>, 2008,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90x90cm

[작품4-73] <Making-Image_분수나무>, 2009, 장
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65x80cm

[작품4-74] <Making-Image_황금나무>, 2009, 장
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65x80cm

생과 본질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상상력이 동원되어 외계인 모습을 닮

은 <소(素)-풀기14>[작품4-71]과 <소(素)-풀기16>[작품4-72]과 같은 상

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후 <Making-Image_분수나무>[작품4-73]과

<Making-Image_황금나무>[작품4-74]는 자연의 생명성에 집중하여 만

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식물의 생장원리를 직접 담고자 한 것

이다. 생이 아래에 위로 올라오는 모습, 하나에서 여러 개로 뻗어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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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끝부분에 열매를 맺는 모습 등 식물의 구조와 생리를 관찰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생의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를 ‘긁는 행위’와 ‘비결정적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소결론

Ⅳ장에서는 상, 괘상, 상형문자를 활용하여 생활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삶에 근거하여 인간에 대한 것은 현재의 경험적 입

장에서 살펴보았고, 땅·자연·생명에 대한 것은 직관적 바라보기 형식으로

하였으며, 하늘 및 우주에 대한 것은 상상을 동원하여 표현해 보았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괘상과 상형문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조형적 아름

다움만을 쫓은 것이 아닌,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

다. 괘상의 의미는 『주역』과 그와 관련된 주석서들을 두루 참고하였고,

상형문자는 『설문해자』와『한한대자전』을 참고하여 어원의 의미 분석

을 하였다.

첫째, ‘경험으로서의 현재’는 ‘인간’에 대한 얘기로 ‘잔치’, ‘사건’, ‘균형’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인간이 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生)을 사는 동

안 갖게 되는 많은 경험 중 ‘살아있음’의 표현을 감정표출로 보고 이를

‘잔치’로서 표현하였다. ‘사건’은 불안한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활의 어느 순간의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64개의 괘를 뽑아보고 표

현한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반추해보는 작업이었다. ‘균형’은 인

간관계에서 오는 균형의 필요성을 자전거(車)를 처음 타는 사람에 빗대

어 상형문자 ‘ ’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결국, 이러한 작업의 공통점은

현재의 경험된 삶에 기반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

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둘째, ‘직관으로서의 관(觀)’은 땅(地) 위에 피어난 생명을 정자(亭子)와

집(宮)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다. 연구자 주변의 실재하는 공간을 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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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하나하나 관찰했던 자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나무, 풀, 물, 돌,

흙, 산, 물고기, 거북이, 토끼 등에 대한 것이며, 정자와 집의 의미와 더

불어 사물들의 상형문자의 어원을 살펴보고 생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각각의 사물들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화폭에 담았지만, 정자와 집이라

는 공간을 설정해 줌으로써 총체적으로 자연을 품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종병이 말한 ‘창신(暢神)’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셋째, ‘상호작용에 의한 상상(像想)’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들에 의해 구

성된 상상력 작업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상상 속 별길과 우

주의 움직임을 본다든가, 현재의 사건을 다룬 64개의 괘상 작업을 상상

력을 동원하여 긍정적이면서 이상적인 괘상으로 다시 만들어 본다든가,

작가의 마음속에나 있을 법한 상을 상상력을 가동하여 규정할 수 없는

‘형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시공간의 제한

을 초월한 상상에 의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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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형적 특징

회화는 정해진 공간 안에 물질적 재료와 조형적 원리로서 표현되는 예

술이다. 기본적으로 색, 선, 형 그리고 이들의 구성을 통하여 화가의 생

각을 전달한다. 이 장에서는 작품의 재료적, 조형적인 특징을 세부적으로

‘바탕으로서의 흰색’, ‘먹’, ‘초록색과 그 외의 안료’, ‘괘상의 획(畵)’, ‘상형

문자의 철선(鐵線)’, ‘간략한 형상’, ‘문자추상’ ‘결구와 장법의 구도’, ‘나열

식 구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안료

안료(顔料)는 발색을 하는 분말(pigment)을 말하며, 물과 같은 매재에

용해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안료는 천연와 인공으로 얻

을 수 있으며, 성분에 의해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뉜다.146) 안료의 종

류는 백색, 황색, 적색, 갈색, 녹색, 청색 그리고 흑색의 일곱 가지 주색

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외에는 특수 안료로 금색과 은색이 있다.147) 연구

자가 주로 사용하는 안료는 백색의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와

흑색의 먹(墨)이다. 또 그 외에 물감으로 초록색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

146) 천연안료는 식물성 안료와 동물성 안료로 나뉜다. 식물성 안료는 식물의 씨앗, 뿌
리, 꽃 등에서 체취한 것이고, 동물성 안료는 흙이나 대표적인 광물인 주사, 석황, 석
청, 석록이 이에 해당되며, 그을음 성분인 먹도 포함된다. 안료의 성분에 따라 무기안
료와 유기안료로 나눌 수 있다. 무기안료는 돌이나 흙을 구성하는 광물에서 얻은 물
질과 인공으로 만든 금속 화합물이 이에 해당되고, 유기안료는 생물(동물, 식물)이 만
들어 낸 물질이며 탄소가 중심이 되는 화합물이다. 여기에 인공으로 합성 유기안료도
포함된다.

147)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서울:학고재, 2001) 참조. 이 책에서 정종미는 색
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료의 통일된 명칭과 구분이 아
직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책마다 명칭과 구분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백색’이 아닌 한글인 ‘흰색’으로 쓰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흰색’은
물질적인 안료로서의 접근과 함께 ‘흰색’이 갖는 철학적, 미학적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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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흰색, 먹과 초록색과 그 외의 안료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특히나 흰

색은 거의 모든 작품의 바탕재로 쓰일 뿐만 아니라 초반기 작업에서

<소(素)>라는 작품 제목으로 쓸 정도로 흰색이 갖는 의미가 작품의 내

용에 결부된다. 따라서 흰색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1) 바탕으로서의 흰색

(1) 소(素)의 의미

소(素)는 ‘바탕’, ‘본디’, ‘정성(精誠)’, ‘질박하다’, ‘희다’ 등의 의미이다.

소의 의미는 유교의 사상을 반영한다. 동양철학에서 도(道)의 탐구는 유

가는 ‘인(仁)’ 사상으로, 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으로 펼치고자

했다. ‘도’는 예술에서 사물의 이치를 체득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148) 이를 위해 예술가는 수양과 인격적 완성을 요한다. 유가사

상의 ‘인’사상의 ‘인간다움’에 대해서는 ‘소(素)’라는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와 대별하여 꾸밈, 장식, 문식(文飾), 예술과 관련하여서는 ‘문

(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소’와 관련하여 『논어』의 ‘회사후소(繪事

後素)’와 『주역』의 ‘산화비괘(山火賁卦)’를 검토한다.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양예술의

독특한 문화이다. 회화의 우열을 나누고 구체적 평가기준에 의해 품평을

하는 것은 고유한 동양화의 한 양식이다. 그것은 주로 회화의 가치를 운

위하는 평론이기는 하나 단지 화면상의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

라 근본적으로는 그림의 정신성과 작가의 품격을 관련지어 등급을 나누

어 운위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비평방식이라 할 수 있다.149)

148) 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상(器)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의 예술은 완전한 추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외지상(象外
之象)’ 또는 ‘의경(意境)’은 ‘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발견
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다. 『노자』 11장에서 말하는 바퀴살과 바퀴통의 빈 속, 그릇
과 그릇 안의 텅 빈 공간이 상과 의경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바퀴살 없이 텅 빈 공간,
그릇 없이 텅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 169 -

이러한 품평론은 유가사상에서 보면, 덕행이 먼저이고 예술은 그 다음

으로 여긴다. 『논어(論語)』 「학이(學而)」편의 글을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자가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

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仁)한 이를 친히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문(文)을 배워야 한다(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凡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라고 하

였다. 여기서 문(文)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덕

이 예술보다 먼저 임을 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예보다 덕을 안

으로 쌓는 것을 훨씬 중요시한다. 이처럼 사람의 됨됨이, 덕에 대한 언급

으로 『논어論語』 「팔일八佾」편 8장을 보면 소(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자하가 공자에게 “‘교묘한 웃음에 보조개여, 아름다운 눈에 또렷한 눈동

자여, 소박한 마음으로 화려한 무늬를 만들었구나.’ 하였는데,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

탕이 있고 난 뒤의 일이다.” 하였다. 이에 자하가 “예(禮)는 나중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일으키는 자는 그대로다. 비로소 함께

시(詩)를 말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했다.150)

여기서 공자의 말은 ‘그림에서 하얀 바탕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박한 마음의 바탕(素)이 없이 눈과 코와 입

의 아름다움만으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소

(素)는 인(仁)한 마음, 본성, 본질을 의미하고 그림 그리는 일은 형식을

의미한다. ‘회사후소’에 대해 주희는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의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만든 뒤에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먼저 흰 바탕으로써 질(質)을 삼고 난 뒤에 오색을 채색하는 것이니, 마

치 사람이 아름다운 자질이 있고 난 뒤에야 문식(文飾)을 더할 수 있음

149) 김병종, 『중국회화연구』(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79.
150) 「팔일(八佾)」 8장, 『논어(論語)』,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
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禮後乎. 子曰, 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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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考工記曰, 繪畵之事, 後素功, 謂先以粉地爲質而後施五采, 猶人有

美質然後可以文飾.).”라고 주석하였다.

이러한 소(素)의 의미는 인(仁) 사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는 공자와 제자의 문답형식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인

사상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151) 대략 공

손, 극기복례, 인내,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 은혜로움, 강하고 굳세면서

질박하고 어눌함 등이 인사상의 실천이다. 특히나 연구자가 흥미롭게 본

것은 ‘강·의·목·눌(剛毅木訥)’의 표현으로 인(仁)한 것이 ‘강하고’, ‘굳세

고’, ‘질박하고’, ‘어눌함’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연구자의 <소>작업은 이

와 비슷하다. 이러한 인사상은 예술가에게 표현적인 부분 외에 자세, 공

부, 수양이 강조된다. 연구자의 작업의 동기가 유가의 인사상을 작품에

반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생명 본질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작업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태도와 작업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인사상이 표

출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소》전시의 작가노트에서 서술한

‘바탕’, ‘본질’, ‘수양’, ‘흰색’이라는 주요어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집약적

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소(素)’이다.

151) 『논어』에 공자와 제자의 대화 중에 인사상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지와의 대화에서 “인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이렇게 한다
면 인이라 할 수 있다(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옹야(雍也)」편), “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것은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
狄, 不可棄也).”(「자로(子路)」편)라고 하였다. 안연과의 대화에서 “인자는 그 말을 참
아서 하는 것이다(仁者其言也訒).”(「안연(顔淵)」편),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
감이 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
여하는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克己復禮爲仁, 一日克己復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안연」편)라고
하였다. 앞의 글을 본다면 인(仁)한다는 것은 ‘인내’, ‘공손’, ‘공경’, ‘자기수련’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또 자장과의 대화에서 능히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인이
된다고 하였다. “공손함, 너그러움, 믿음, 민첩함, 은혜로움으로,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의지하게 되고, 민
첩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충분히 남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恭寬信敏惠, 恭
則不侮, 寬卽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양화陽貨」편)라고 하였고,
「자로」편을 보면 “군자는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태연하지 못하
다. 말씀하시길, 강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함이 인에 가깝다(君子泰而不驕, 小人驕
而不泰. 子曰, 剛毅木訥, 近仁).”(「자로」편)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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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동을 하면서 느끼게 마련인 감각적인 즐거움은 쾌락과 같이 강

한 감정이 아니어서 소박하다. 수 십 번 포수된 바탕 위에 그려진 형태를

없애고 다시 처음의 바탕지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은

‘素’의 개념을 구현해 보고자 했다. 바탕지를 만들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노동 그리고 이를 다시 지워가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노동의 흔적인 ‘선

들의 집적’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된다. …바탕을 만들고 …다시 바탕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 작업에서 지나치지 않는 즐거움을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나

름대로 공자가 말한 내면수련까지 겸하고 있다고 내 작업을 공자의 “인

(仁)”사상에 붙여보는 것도 또 다른 가벼운 즐거움이다.152)

이러한 ‘소’에 대한 정의는 64괘 중 ‘문식(文飾)’을 상징하는 산화비괘[䷕]
에서도 보인다. 비괘(賁卦)는 꾸밈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꾸밈의 극은 소박·바탕과 통한다고 본다. 『주역』 비괘의 상구(上九)의

효사를 보면 “꾸밈을 희게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白賁無咎).”라는 말이

있다. 상구는 꾸밈이 극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왕필(王弼)과 정이(程頤)

의 주를 보면 이 뜻이 분명하다.

꾸밈의 마침에 처하여 꾸밈이 다하여 소박한 데로 돌아오므로, 본래의 질

박함에 맡기고 수고로이 꾸미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희게(본래대로) 꾸

며도 걱정거리가 없으니 뜻을 얻은 자이다.153)

상구는 꾸밈이 극에 달한 것이다. 꾸밈이 극에 달하면 인위적인 화려함과

꾸밈에서 본질을 잃게 된다. 오직 그 꾸밈을 질박하게 해야만 과실의 허

물이 없다. 백이란 흰 것(素)이다. 바탕이 소한 것을 숭상하면 그 본의 참

됨을 잃지 않는다. 이른바 바탕의 소(素)를 숭상한다는 것은 꾸밈이 없다

는 뜻이 아니다. 화려함이 실질을 매몰시키지 않게 함을 말한다.154)

152) 송윤주, 「서문」, 『소(素)』, 2002, 페이지 없음.
153) 處飾之終, 飾終反素, 故任其質素, 不勞文飾, 而无咎也. 以白爲飾, 而无患憂, 得志者也.
왕필, 『주역 왕필주』, 임채우 옮김(서울:도서출판 길, 2015), 188-189.

154) 「賁卦」, 上九, 賁之極也. 賁飾之極, 則失於華僞, 唯能質白其賁, 則無過失之咎, 白, 素也.
尙質素, 則不失其本眞, 所謂尙質素者, 非無飾也. 不使華沒實耳. 『周易』 「賁卦」에 대한
정이(程頤)의 注.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서울:예문서원, 1997), 83-8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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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賁)라는 것은 백(白)의 비이기 때문에 이른바 무색의 식(飾)이

라고 할 수 있다. 바탕이 소(素)한 것을 숭상하면 그 본의 참됨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른바 바탕의 소를 숭상한다는 것은 꾸밈이 없

다는 뜻이 아니라 화려함이 실질을 매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

다.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바탕으로서 백(白)은 있는 것을 펼

쳐내고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

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꾸밈

을 질박하게 한다’는 것은 감추고 수렴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을 최대한 절제한다는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만큼 자연스러운 미는 쇠퇴해지고, 인위적인 미가 자연

스러움이 쇠퇴하는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155)

[작품5-1] <소>, 2002, 장지에 먹, 안료, 스크
래치, 130x130cm

[작품5-2] <소>, 2002, 장지에 먹, 안료, 스크
래치, 130x130cm

155) 조민환, 앞 책, 83-84. 상구의 ‘희게 꾸민다(白粉)’라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김경방
(金景芳)·여소강(呂紹綱)도 같은 견해를 하고 있다. 흰 것이 곧 꾸미는 것이니, 흰 것
과 꾸미는 것이 하나의 일로 바뀌었다. 꾸밈이 극점에 이르면 꾸밈이 있는 것이 꾸밈
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꾸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꾸밈이 없는 것이 아니
라, 무색(無色)으로 꾸미는 것이고 질박함이나 소박함으로 꾸미는 것이다. 또한, 비괘
는 꾸밈을 말하나 꾸밈에는 바탕이 없을 수 없으므로 비괘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문’과 ‘질’의 관계다고 보았다. 김경방(金景芳)·여소강(呂紹綱), 『주역전해(周易全
解)』상(上), 안유경 역주(서울:심산출판사, 2013), 430-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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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품5-1]과 <소>[작품5-2]를 보면 흰색 종이 위에 흰색 안료를

여러 번 칠하고 이 위에 형상을 그리고 다시 이를 긁어내고 지우면서 바

탕으로 돌아가는 작업이다. 형상을 그릴 때도 최대한 색은 억제하여 단

색의 먹을 위주로 하였다. 색뿐만 아니라 여러 번 흰색을 칠하고 칠해진

흰색 안료를 다시 긁어내어 흰색의 바탕 종이가 다 보일 때까지 다시 거

둬내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다. 이를 작가노트에서 ‘소박한 노동’이라고 비유했듯이 발산하기보다는

‘안으로 수련’하듯이 진행하였다. 노동에 가까운 긁기 작업을 통해 인위

성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얻고자 한 것은 결국 ‘실존’,

‘본질’에의 접근이다. 이에 대한 것으로 2008년 소마미술관에서 기획한

《그림의 대면》전에 출품한 연구자의 긁기 작품에 대한 김형숙의 평을

보고자 한다.

…송윤주가 <소(素)-상(象)>을 통해서 끈이나 짚, 실타래를 연상시키는 대

상물을 한지에 흰색 안료를 입히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그 위에 송곳

자국 같은 선으로 그리는 작업으로 작가의 실존을 물성을 통해 드러낸다.

작가의 신체의 움직임의 층위를 담고 있으나, 종국에 작가가 원하는 것은

물성을 통한 회화의 진정성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모더니즘 작가들에

의해 많이 실험되었지만, 그녀가 서양의 작가들과 다른 점은 동양화의 재

료, 한지, 먹 등을 통해서 회화의 의미를 찾으며 그리기 과정을 정진의 과

정처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평면 위에 그린다는 행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보인다. 어떤 의도와 주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작업 과정 속에서 우연적 효과는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떠다닌다.

송윤주의 회화작품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마치 호흡을 그대로 드러내듯,

자신의 욕망과 제스처를 고스란히 선과 터치, 그리고 물질의 우연적 흐름

속에서 그대로 발설한다.156)

김형숙이 연구자 작업의 특성으로 ‘신체성’, ‘물성’을 언급하였는데, 연구

자의 작업에 나타난 ‘물성’이란 실존과 본질에 대하여 촉각적인 미감을

156) 김형숙, 「회화의 진실, 그리고 그 너머」, 『art in culture』, 2008, 3월호,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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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표현한 것의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 부조에 가까운 까슬까슬한

부분의 촉각성은 존재의 현존을 말한다.

(2) 재료적 특성

다음으로 흰색이 안료로서 갖는 물질적 속성과 그 활용방법에 대해 알

아보겠다. 작업의 시작은 한지 위에 아교포수157)를 하고 그 위에 흰색

안료를 30번가량 발라준다. 흰색 안료는 아교포수 방법과 마찬가지로 칠

해주는데 되도록 얇게 쌓도록 한다. 얇게 올리고 마른 후 다시 얇게 올

리는 것을 반복해야 튼튼한 바탕 재가 되며 이는 후에 긁거나 문질렀을

때 안료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

보통 채색화의 채색방법은 본격적으로 구상을 넣어 그리기 전에 아교

포수 후에 배경에 흰색 물감 또는 흰색을 섞은 안료를 두세 차례 포수하

여 바탕을 만든다. 흰색 안료를 칠하는 이유는 물감이 화면에 잘 부착되

도록 돕고, 안료가 천이나 종이에 스미는 것을 막아 안료의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연구자는 채색화의 바탕재를 만드는 방법을 응용하여 흰

색 안료를 30번가량 배경으로 많이 칠하여 벽화처럼 두껍게 화면을 만들

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채색화기법의 바탕재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두꺼운 바탕재를 송곳으로 긁어내어 부조형식의 마티에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면상 암벽화에 칼로 그림을 그린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넓게는 연구자의 작업은 채색화방식을 응용하여 작업하였다. 채

색-형사(形似), 수묵-사의(寫意)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주제에 맞게 재료

표현을 하였다.

흰색 안료158)에서 대표적인 천연안료는 ‘백악(白堊)’159), ‘고령토(高嶺土

157) 아교포수는 바탕지에 표면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수묵화보다는 채색화에
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는 것으로, 바탕에 안료의 흡수를 막아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아교포수는 바탕재료(종이, 천 등)와 안료의 결합을 도와주는 바인더
(binder)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물 200g당 아교 10g의 옅은 농도로 종이의 결을 따
라 가로세로 7-8번 칠해주어 완전히 종이에 안료가 흡수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약간
은 종이로 스며들어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58) 흰색의 의미는 단순히 순백 만이 아닌, 유색, 난색, 회백 등 흰색 계열의 색을 아우
르는 말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정종미의 앞의 책은 흰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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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합분(蛤紛)’161) 등이 있고, 합성안료는 ‘연분(鉛粉)’162), ‘티타늄 화이

트(Titanium White)’, ‘징크화이트(Zinc White)’163) 등이다.

이 중 연구자가 사용하는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TiO₂)’는

세분화하여 보았다. 천연안료로는 백악(白堊, CaCO₃), 고령토(高嶺土, Al₂O₃·2SiO
₂·2H₂O), 합분(蛤紛, 오이스터 셸 화이트Oyster Shell White, CaCO₃), 석고(石膏,
테라 알바Terra alba, CaSO₄·2H₂O), 대리석 가루(Marble dust), 활석(滑石,
3MgO·SiO₂·H₂O), 규토(Diatomaceous earth, SiO₂), 경석·부석(Pumice, Pumicite,
Na, K, Al, Silicate), 석영(石英, 시리카Silica, 켈세도니Chalcedony, SiO₂), 운모
(Mica, 백운모Muscovite, H₂KAl₃(SiO₄)₃)이 있고, 합성안료로는 연분(鉛粉,
2PbCO₃PB(OH)₂),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TiO₂), 징크화이트(Zinc White,
ZnO), 리토폰(Lithipone, BaSO₄(72~70%)+ZnS(28~30%)), 바륨 화이트(Barium White,
BaSO₄), 투명 화이트(Transparent White, Al(OH)₃)가 있다. 정종미, 앞 책, 37-55,
안료에 대한 설명은 정종미 책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59) 백악(白堊, CaCO₃)은 고대부터 사용된 안료로 화분(畵紛)이라 칭하여 벽화의 바탕
재로 쓰였다. 현재 서양화에서 바탕재로 쓰이는 제소(gesso)는 백악에 아교를 섞어
만든 것이다. 백악은 전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유공충의 유해가 침적하여 된 무
른 흙이다. 백악은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생석회(CaO)를 소석회(Ca(OH)₂)화
하면서 얻을 수 있다.

160) 고령토(高嶺土, Al₂O₃·2SiO₂·2H₂O)는 천연의 수화알루미늄규산염으로 지구상
여러 곳에 거대한 지층으로 발견되며, 도자 흙으로 사용된다. 도포력은 거의 없으나
바탕재로 사용된다. 연구자는 고령토를 학부시절 사용하였었는데, 이 재료는 두껍게
안료를 올리기 보다는 얇게 바탕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종이나 천과는 다른
화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먹선으로 긋는다면 종이나 천처럼 예민하게 반
응하지 않아 번짐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고령토 특유의 물을 빨리 빨아들이는 것
이 있어서 속도감 있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은 스며들
기 때문에 채도가 높지 않으나 이 발색효과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도 있다.

161) 합분(蛤紛, 오이스터 셸 화이트Oyster Shell White, CaCO₃)은 고대회화의 주요 안
료이다. 호분(胡粉) 또는 진주분이라고도 한다. 무명조개나 굴 수컷의 껍질로 만든다.
교수(膠水)를 섞어 사용하면 영구불변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 합분은 현미경으로 보
면 비늘과 같은 판상(板狀)을 이루고 있어서 도포력과 밀착력이 뛰어나 바탕재로 쓰
기에는 가장 좋은 안료이다. 동양의 화가들은 근대에 발명된 티타늄화이트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한 흰색안료가 바로 합분(호분)이다.

162) 연분(鉛粉, 2PbCO₃PB(OH)₂)은 염기성탄산납이다. 고대 중국의 은, 상시대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후 한나라 사이에 사용한 백색 안료는 모두 연분
이며 불교미술이 전래됨에 따라 보급되었다. 연분은 생산지나 제조방법, 제조자에 따
라 이름이 붙여졌다. 상품은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어 차이나 파우더(China Powder)로
도 불린다. 연분은 희지만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단점이 있다.

163) 징크 화이트(Zinc White, ZnO)는 18세기 후반 연분을 대체하는 안료로 알려진 뒤 50
년이 지난 후 상품화되었다. 용해된 금속 아연에서 얻은 아연 증기를 공기 중에서 약 950도
로 태워 나오는 흰색 증기(산화아연)를 모아 만든다. 맑고 차가운 안료인데 건조된 상태에
서는 연분보다 가볍고 거칠어서 다루기가 어렵다. 무독성이고 약간의 방부성이 있다. 매우
경제적인 안료이며 빛에 강하여 누렇게 변색되지 않는다. 밑바탕 칠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데 이 안료가 기름과 혼합된 상태에서는 완전히 건조되지 않아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때문
이다. 벽화기법(프레스코)과 같은 석회바탕에 사용된 경우에 가장 우수한 백색의 특색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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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석(金紅石, TiO₂)이나 일메나이트(ilmenite, 티탄산철, FeTiO₃)라는 광

물로서 존재한다. 일메나이트를 농축 황산으로 침지(浸漬)하면 철과 황산티탄

의 응집체가 형성된다. 이것을 물에 용해하여 가열한 뒤 메타티탄산

(metatitanic acid)으로 티탄을 침전시켜 철(Fe)과 분리한다. 이 침전물을 탄산

바륨으로 중화한 후 다시 하소(煆燒)한 것이 티타늄 화이트이다. 이 안료는

도포력이 뛰어나고 다른 흰색안료 보다 은폐력(隱蔽力)164)이 강하며 독

성이 없다. 또한, 열과 강산, 강알칼리, 빛과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

우 안정된 안료이다. 건성유와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건조력은 느리다.

단점은 징크화이트나 건조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피막이 매우 유약한 점

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작업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작업에서 두께감 있게 바탕에 위 안료를 칠하므로, 외부압력에

의해 피막이 손상되는 경우 큰 자국으로 남아 회복에 곤란을 겪는다. 재

료에 관한 연구를 더욱 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티타늄화이트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로 상

당히 유용한 안료로서 평가받으며 여러 화구업자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판

매되고 있고 현재는 재래의 백색 안료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다.

흰색 안료는 동양에서 은·상시기에 합성안료인 연분을 주로 사용하다가

14~15세기에는 천연안료인 합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후 20세기 들어 합성

안료인 티타늄화이트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19세기에 들어 징크

화이트가 연분을 대체하였으나 20세기 들어서는 티타늄화이트가 이를 대신하

고 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튜브물감의 흰색 안료는 대부분 티타늄화이

트이다. 연구자는 작업의 초기에는 합분(蛤紛)을 사용하였으나, 경제적인

요인과 작업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공 안료인 티타늄화이트로

바꾸었다. 티타늄화이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안료보다도 도포

력이 뛰어나고 은폐력이 좋다. 이는 연구자의 작업이 바탕칠을 위해 수

십 번 올리는 것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이었다. 또 티타늄화이트는 합분

(호분)과 성질이 비슷하여 합분의 물감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

164) 은폐력은 안료 또는 물감을 칠했을 때 밑의 색이 보이지 않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칠해놓은 물감에 도달하는 입사광선이 물감 층을 통과해서 바로 밑에 칠
해진 색에 닿아 반사되는 것을 차단해내는 정도를 말한다. 정종미, 앞 책, 233.



- 177 -

면 된다.

티타늄화이트 안료를 물감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음의 [도판5-1]과 같

다.165) 안료를 준비하고 아교포수나 채색을 할 때 쓰는 아교 농도보다

진한 교수(물 200cc당 20g)를 만들어서 섞어준다. 아교의 양은 안료가

엉길 정도로만 하고 이를 나이프로 많이 저어주고 반죽해 준다. 아교물

과 섞이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한 부분만 덩어리져서도 안 된다.

고른 것은 물론이고 많이 저어주고 반죽할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합분 물감을 만들 때 손바닥으로 많이 반죽하면 좋은

것과 같다. 어느 정도 다되었다고 생각되면 용기에 담아 냉장보관을 하

고 필요할 때마다 적당량을 꺼내서 접시에 덜어 사용하도록 한다. 접시

에서 사용할 물감을 만들 때 아교의 농도는 아교포수할 때의 농도(물

200cc당 10g) 정도로 하며 덩어리지지 않고 고르게 섞어주고 풀어준다.

연구자는 물감을 바탕재로서 사용하는데 아교포수된 종이 위에 두껍지

않게 묽은 농도로 아교포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화판을 돌려가며 칠해

주고 있다[도판5-2].166) 건조력이 느려서 한번 칠하고 적어도 4-5시간 말

려주고 완벽하게 마른 것을 확인하고 또 칠해준다. 이것을 엄격히 지키

는 이유는 견고한 바탕재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얇게 올리는 이유는 바탕

재 후의 작업에서 일부분 송곳으로 파낼 때 섬세하게 안료가 떨어져 나

가게 하기 위함이다. 한 가지 더 흰색으로 바탕재를 만들어 주면서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바탕 부분이 얇은 막을 형성함을 볼 수 있으며 텁텁했

던 표면이 아니라 윤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티타늄(Ti)이 공

기 중 산소(O₂)와 반응하여 산화티타늄(TiO₂)의 얇은 막을 형성한 결

과이다. 또한, 한번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면 티타늄은 더는 산소와 반

응하지 않고 내식성이 강해진다. 이러한 화학적 원리에 의해 바탕재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165) 2020.3.25.16:00 연구실(인천, 송도)에서 시행함.
166) 2020.3.25.17:00 연구실(인천, 송도)에서 시행함.



- 178 -

재료준비(티타늄화이트분말,
물 200cc당 20g의 아교물,
접시, 나이프, 붓, 빈용기)

접시에 티타늄화이트와
아교물을 섞는다.

가루분말이 없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 젤 상태처
럼 만든다.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만 꺼내서 사용한다.

바탕에칠할때에는젤상태
의 티타늄화이트에 아교물
(물 200cc당 10g)을섞는다.

우유 정도의 물기상태인
아교물을 평붓으로 바탕
에 칠해준다.

[도판5-1] 티타늄 화이트 물감 만드는 방법

화판에 아교포수
된 종이 준비해준
다.

평붓으로 화면 위
왼쪽부터 오른쪽
으로 칠해준다.

윗줄을 칠하고 간격
없이 아랫줄을 칠하
면서 전체를 칠해준
다.

다 칠해졌다면 4-5
시간 충분히 마른
후 화판을 90도 돌
려반복해준다.

[도판5-2] 바탕재 작업 순서

2) 먹

먹은 동양회화를 하는 작가들에게 물질적 재료 이상의 정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먹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발현되어 중당시기 이후 회화에

직접 쓰이고 전개되었다.167) 위진남북조 시기는 현학의 시대로서 노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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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주역』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초월을 중시했으며

이것은 결국 무위자연에 의한 도의 탐구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학의 사

상에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음양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을 먹과 관련하여 논한 것으로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 아래 내

용이 보인다.

대체로 천지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출현한

다. (이러한) 조화의 활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자연의 솜씨는 저절

로 발생한다. 초목이 번성하여 꽃이 피는 것은 붉거나 푸른 안료의 색에

기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러하다. 구름과 눈은 하얀 안료의 색에 기

대지 않고도 (저절로) 희며, 산은 푸른 안료의 색에 기대지 않고도 (자연

스럽게) 푸르며, 봉황은 오색(五色)에 기대지 않고도 저절로 오색을 지니

고 있다. 그러므로 먹을 사용하여 오색을 갖추니, 이것을 “뜻을 얻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오색을 의식하게 되면 대상의 이미지가 틀려진

다.168)

자연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 만들어지고 오색찬란한 색을 저절로 지니고

있는데, 먹을 사용하여 그리니 그 뜻을 얻었다고 하였다. 대상의 본질을

얻기 위해 오색이 아닌 현색[먹]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설문해자』는

‘현(玄)’에 대하여, “현은 아득하다는 뜻이다. 아주 작은 것이 있는 상태

에서 ‘亠’으로 그 위를 덮은 모양을 상형하였다. 검으면서 붉은색을 띠는

167) 『역대명화기』 「당조상일백이십팔인(唐朝上一百二十八人)」의 “은문례의 아들 은
중용은 … 글씨와 그림을 잘했다. (특히) 초상화와 화조화를 잘 그렸는데, 그 진면모
를 오묘하게 얻었다. 간혹 먹색을 사용했는데 다섯 색을 겸비한 듯했다(聞禮子仲容
,…. 善書畵, 工寫貌及花鳥, 妙得其眞. 或用墨色, 如兼五采.)”에서 먹의 시작을 초당으로
획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로 삼는다. 이후 오도자(吳道子)에 의해 먹 하나만 사용하
여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묵화(墨畵)가 최초로 형성되었고, 현종 연간에는 왕유(王
維)가 출현함으로써 수묵선담(水墨渲淡)에 의한 파묵(破墨)기법의 발명과 수묵절대론
을 주장하였다. 왕유의 「화학비결(畵學秘訣)」에 수록된 ‘수묵절대론’은 고금의 수많
은 화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병진, 「수묵화에 있어서 묵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회화과, 1987, 7-9 참조.

168) 「논화체공용탑사(論畵體工用搨寫)」, 夫陰陽陶蒸, 萬象錯布, 玄化亡言, 神工獨運. 草
木 敷榮, 不待丹碌之采, 雲雪飄颺, 不待鉛紛而白. 山不待空靑而翠, 鳳不待五色而綷. 是
故運墨而五色具, 謂之得意. 意在五色, 則物象乖矣. 장언원, 『역대명화기』, 조송식 옮
김, 앞 책, 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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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玄이라 한다(玄幽遠也. 象幽而亠覆之也. 黑而有赤色者爲玄).”라고 하

였다. 여기서 ‘현’은 ‘아득하다’와 ‘검으면서 붉은색을 띠는 색’의 두 가지

뜻으로 보았다. ‘아득하다’라는 뜻에 대해 단옥재는 『노자』에 “그윽하

고 더 그윽한 것이 신묘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는 것과 『회남자』에

주석된 “(玄은) 하늘(天)이다”라고 주하였다. 먹(玄)은 검은 색이며 그윽

하여 신묘함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먹은 장언원이 말했듯이 그

냥 검은색이 아닌 오색을 포함한 ‘현색(玄色)’으로 본다.

정리해보면 먹의 쓰임은 주나라까지 올라가나 채색화의 윤곽선을 긋는

정도였으며 당나라 왕유(王維) 때부터 수묵선담을 시작했으며 송나라 때

에 유연묵(油煙墨)이 발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물(水)과의 작용에 의

한 선염(渲染)이 가능해지고 오색(五色)을 품은 현(玄)색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묵(水墨)은 담묵(淡墨), 농묵(濃墨), 갈필(渴筆), 파묵(破墨), 발묵

(潑墨) 등의 여러 기법이 가능하다. 현학사상을 담기에 먹이 적당했듯이

화가의 감정과 사고를 담기에 먹은 좋은 매체다. 채색이 꼼꼼하고 정확

하게 대상의 묘사를 중시[形似]하는 데 반해 수묵은 화가의 감정과 사고

를 담아내는데[寫意] 적당하고 완벽한 것이다.

수묵화에서 사의적인 특징은 이미 모든 사물의 색채 의식을 일탈하여

현학적인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수묵화에서 필묵

(筆墨)은 그 내용의 정신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상으로 진전

되어지며, 그 형식에 담긴 사의적 경지가 곧 생명이라는 사상으로 나타

난다. 또한, 수묵화는 ‘그려진다’기 보다는 ‘드로잉’이나 직관적으로 ‘유희

된다’는 말이 적당하다. 즉 의식적인 상태에서 인위적인 심미의식을 통해

형성되는 조형 의지보다는 그 이전에 철저히 대상에 대한 사실적 묘사나

그 본질에 대한 섭렵을 거친 다음 작가의 가슴 속에 내재하는 성정과 일

체가 되어 직관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예가 많다.169) 사의적 표현은 아

무렇게나 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대상을 통해 발산되는데 이를 위해

서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며 실제의 대상이 마음속에 기려

질 정도로 깊이 성찰하여 그 본질과 섭리를 터득한다. 이러한 대상에 대

169) 최병식, 『수묵의 사상과 역사』(서울:동문선, 2008), 84-89.



- 181 -

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묵으로 그려진다면 이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동양의 철학을 담은 수묵화가 발전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수묵화도 과연 그런지 물어보고 싶다. 연구자는 이에 회의적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색으로서 먹의 정신은 잇되 기법적으로 쓰이는 것에

있어서는 전통적 수묵표현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기법실험을 하였다.

연구자는 먹을 사용하는데, 기법적으로 오히려 채색화 방법을 응용하

여 사용하였으며, 작용과 의미에서는 전통 수묵 개념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흰색으로 바탕을 만든 후 그 위에 스케치하고 먹과 색으로 칠을

한다. 수묵화가가 붓에 먹을 묻히고 일필로 긋는 것과는 다르다. 수묵화

에서 한번 그은 획은 거두어들일 수도, 가감할 수도 없는 긴장감이 있고

이것이 그림을 기운생동하게 한다. 이러한 선 긋기는 낙필(落筆)하는 그

시작점, 선이 진행되는 방향으로의 골기, 끝나는 지점에서 모아짐, 그려

지지 않은 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시선이동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연결되

어 결국은 획에서 긋는 사람의 운동성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화가의 정

신이 획의 ‘운동성’·‘생명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은

먹(墨)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연구자의 작업은 일필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스

케치하고 그려 넣는다. 그러나 그려진 획은 일필로 그린 것처럼 생동감

이 표출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칠해진 묵필을 지우면서 생동감을 표

현하고자 했다. 먹을 지운 흔적에 대해 박영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

미로 보았다.

…간혹 어느 부위를 사포로 뭉개거나 흐릿하게 처리해 놓았다. 그 스크래

치 흔적은 약간의 흔들림, 시간의 흐름, 소멸되는 존재의 자취, 어른거림

이나 사라짐 등을 암유한다. 주역 64괘에서도 원형이미지들은 반복해서

겹치거나 소용돌이치듯 포개져 있다. 이것 역시 음과 양의 기세와 이동

등을 암시하는 구성일 것이다. …170)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먹이라는 재료가 안료(Pigment)이기 때문

170) 박영택, 「상기된 자연의 부호화」, 『문자 속 문자』, 2017, 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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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먹은 그을음이 주성분인 탄소(C)이며 이것은 완전한 물질로서 변

화되지 않는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는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먹의 성질은 탄소 알갱이가 물 속에서 뭉치고 흩어지

는 것에 의해 먹의 농담이 나오는 것이다. 화면에 뭉쳐 있는 탄소 알갱

이를 흩트리며 이동시키는 것이다. 수묵화에서 물의 조절로 농담을 표현

하는 것처럼, 연구자는 농묵의 마른 묵선을 사포로 긁으면서 농담을 표

현하였고 긁는 방향성에 의해 생동하는 획의 느낌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

다.

담묵 옅은 중묵 짙은 중묵 농묵

[도판5-3] ‘山’자의 지우기를 통한 농담 표현과 운동성

[도판5-3]은 담묵, 옅은 중묵, 짙은 중묵, 농묵의 농담표현을 한 것이

다. 형상을 먹으로 칠한 후 사포로 어느 정도 긁어 주느냐에 따라 먹의

톤이 달라진다. 농묵의 경우는 긁어 준 후 다시 먹으로 칠하였다. 긁혀진

형상은 사포의 방향이 그대로 보이고 바탕 부분은 먹이 밀려서 묻어 있

다. 사포질하여 바탕에 남겨진 먹 입자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

다. 먹 입자가 작을수록 이런 효과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 입자가 고운

유연묵(油煙墨)171)과 먹물을 주로 사용하였다.

171) 먹은 그을음의 원료에 따라 송진을 태워 만든 송연묵(松煙墨), 기름(동유)을 태워
만든 유연묵(油煙墨), 옻을 태워 만든 칠연묵(漆煙墨) 등으로 나뉜다. 먹은 그을음, 약
재, 아교를 섞어서 찌기, 찧기, 단련하기, 말리기, 광 먹이기의 제작과정으로 만들어진
다. 유연묵은 기름을 태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송진을 태운 송연묵에 비해 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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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록색과 그 외의 안료

연구자의 작업은 흰색의 바탕재 위에 먹으로 그리는 것이 기본이며 더

불어 색을 쓰기도 한다. 색을 쓸 때 여러 가지 색을 쓰지 않고 한 화면

에 한가지 색만을 사용한다. 특히나 64괘 작품에서 각 괘마다의 특징을

살리고, 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색을 사용하였다. 색을 사용하더라도

색깔을 접시에서 섞지 않고 물감색 그대로 사용하였다. 붉은색 중 강렬

한 붉은색이 필요하면 주(朱)색, 어두운 붉은색은 양홍(洋紅)색, 밝은 붉

은색은 홍(紅)색을 골라서 사용하였다. 색색마다 고유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살리고 작품의 의미와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열, 꾸밈, 혁명 등의 의미의 괘상은 붉은색을

사용하였고, 포용, 풍요, 어린아이 등의 괘상은 노란색을 사용하였고, 화

합, 평화, 활력 등의 괘상은 파란색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분명하게 색

상이 떠오르지 않는 괘상은 그래도 가장 연상될 수 있는 간색을 사용하

였다. 또 최근의 상형문자 작업에서 자연을 표현하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전달하기 위해 초록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초록색(草綠色)은 녹색(綠色)이라고도 하는데 식물의 잎과 같은 색을

말한다. 색채용어사전에 의하면, 초록은 심신을 시원하게 하고 완화하며

안정시킨다고 한다. 자연의 색인 초록은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의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 특히나 생명을 알리는 초봄의 연둣빛 초

록은 많은 문인이 찬양하였듯이 그 싱그러움이 대단하다[도판5-4]172). 연

구자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봄을 표현한 작품이 많은데 동양화물감의 ‘약

엽색(若葉色)’을 주로 사용하였다[작품5-3] [작품5-4].

미세하고 가볍다.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종이에서 옆으로 아래로 퍼지거나 침투
가 가능한 선염과 발묵이 가능해진 것이다.

172) 2020.3.15. 1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당골공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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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4] 자연의 초록색

[작품5-3] <사색>, 2015, 한지에
안료, 먹, 스크래치, 100x100cm

[작품5-4] <산책-대숲>, 2015, 한지에 안료, 먹, 스
크래치, 51x72.7cm

안료는 착색성분의 가루분말로서 그 안에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구분된다. 즉 미디엄(전색제)으로 아교를 사용하면 동양화물

감, 아라비아 고무액을 사용하면 과슈물감, 기름을 사용하면 유화물감,

밀랍을 사용하면 오일 파스텔이 된다. 미디엄(전색제)의 역할은 안료 분

자간의 연결, 지지체에 안료의 고착, 물감의 건조력과 침투력, 광택과 투

명감을 조절한다. 연구자가 사용한 물감은 한국화물감과 과슈물감이다.

이 두 종류에 사용되는 아교와 아라비아 고무액은 수용성이며, 아교는

동물의 뼈나 연골 등의 콜라겐 성분이고, 아리비아 고무액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축출한 천연수지다.173) 과슈는 불투명 수채화를 할 때 주로 사

173) 접착제인 아교액나 아라비아고무액은 고체성분인 아교와 고무를 겔상태로 만든 것
으로 용매(물) 중에 용질(아교, 고무)이 분자상태로 분산되어 균질 용액을 이룬 것이
다. 화면에 칠하면 용매인 물이 증발하고 아교나 아라비아고무가 안료와 함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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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물감으로, 두텁게 올리는 작업에 적당한 재료이다. 연구자의 작업

은 안료를 올리고 이를 문지르거나 파내는 작업이므로 안료의 은폐력이

중요하다. 은폐력으로 과슈물감이 적당한데,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과슈

중에 저렴한 것은 미디엄 성분을 아라비아 고무액이 아닌 아크릴에 들어

가는 합성수지(아크릴산 에스테르 액체)를 사용하여 굳은 후 플라스틱처

럼 되어 안료를 파낼 때 깨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천연수지가 들어간 고

급 과슈를 사용하고 있다. 재료의 선택은 작업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

하다. 새로 만들어진 재료가 더 경제적이고 기능적이라면 전통의 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반면에 조금 비싸더라도 천연의 재료가 작품에 적

합하면 감수하고서라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태도이다. 이

러한 연유로 연구자는 흰색 안료로 인공안료인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하

였고, 다른 안료로 아교를 사용한 동양화물감과 아라비아 고무액을 사용

한 과슈를 사용하였다.

서로 접착하여 원래의 고체상태로 되돌아와 화면에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교와
아라비아고무와 같은 전색제는 고착제를 용매에 단순히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
후에도 다시 용매와 섞이면 녹아버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화면을 만든
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작업의 효과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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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획과 철선

이 절은 괘상과 상형문자에서 쓰인 선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괘상은 6

개의 획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획마다 개별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천건

괘’, ‘화천대유괘’, ‘택풍대과괘’의 괘상에서 각 획이 가지는 의미와 작품

으로 반영된 표현방법을 살핀다. 그리고 상형문자 작품에 쓰인 선(線)의

특성을 갑골문, 금문, 전문과 암벽화에 존재하는 ‘긁은 선’과 대비하여 보

고, 인물화에서 쓰이는 ‘철선묘’와 ‘딱딱한’ 고분벽화에 그려진 선과의 비

교를 수행한다.

1) 괘상의 획(畵)

  동양에서 획에 대한 견해174)로 석도(石濤)의 ‘일획론(一畵論)’이 대표적

이다. 『화어록』 1장의 「일획론」은 회화의 기본법칙을 말할 뿐만 아

니라 동양의 철학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서양과 달리 동양의 그림은 획

을 긋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 획은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가는 획의 개념은 그 속에 운동성과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획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운동성과 방향성을 가진 것은 생명을 표

현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앞서 2장에서 설명한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특성이 있다. 생명은 쉼 없이 낳고 낳으며 변화하는 존재다. 이를 표현한

174) 동양미학에서 획(劃)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조식(曹植),『조
집전평(曹集銓評)』, “蓋畫者, 鳥書之流也”, 위부인(衛夫人), 『필진도(筆陣圖)』, “意後
筆前者敗, 意前筆後者勝”, 고개지(顧愷之), 『논화(論畫)』, “若輕物, 宜利其筆, 重宜陳
其迹, 各以全其想”, 사혁(謝赫), 『고화품록(古畫品錄)』, ‘六法’ 중 ‘氣韻生動’, ‘骨法用
筆’, 장회관(張懷瓘), 『서법구현(書法鉤玄)』, ‘神’, ‘氣’, ‘骨’, ‘肉’, ‘血’, 두보(杜甫), 『두
소준집상주(杜少陖集詳註)』, ‘骨’, ‘肉’, 장언원(張彦遠), 『역대명화기(歷代名畫記)』,
‘書畫同體’, “意存筆先, 畫盡意在”, “若氣韻不周, 空陣形似 筆力未遒, 空善賦彩, 謂非妙
也”, 형호(荊浩), 『필법기(筆法記)』, ‘六要’ 중 ‘氣’, ‘筆’, 황휴복(黃休復), 『익주명화
록(益州名畫錄)』, ‘妙格’의 ‘筆精墨妙’, 소식(蘇軾), 『동파제발(東坡題跋)』, “書必有神
氣骨肉血”, 곽약허(郭若虛), 『도화견문지(圖畫見聞誌)』, ‘用筆’의 ‘三病: 版, 刻, 結’,
조맹부(趙孟頫), 『수석소림도(秀石疏林圖)』, “石如飛白木如籒 , 書畫本來同”, 예찬(倪
瓚), 『청필각집(淸閟閣集)』, “不過逸筆草草, 不求形似, 聊以自娛耳”, 석도(石濤), 『고
과화상화어록(苦瓜和尙畵語錄)』, ‘一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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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시작이 일획이며, 일획으로부터 그림이 시작된다. 석도의 일획에 대

하여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그중 한림덕(韓林德)의

견해가 주목된다. 그는 석도가 주장하는 ‘일획’의 기본 뜻은 조형적 선이

며, 석도는 화가가 이 기본 조형의 선에 의지하여 천지만물의 정신을 그

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획’은 ‘형이하’의 기법적

인 의의와 ‘형이상’의 철학적인 의의를 포함한다고 절충적으로 생각하면

서 그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선이라고 정의하였다.175) 즉 한림덕은 우주

-인생-예술의 틀에서 일획의 의미를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화가가 손으

로 표현한 ‘생명력 있는 운동의 선’, ‘생명력 있는 운동의 근본법칙’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획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역경』

의 8괘와 64괘이다.

연구자에게 있어 이러한 일획은 64괘를 그린 <역경>이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몇 작품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NO.1

하늘>작품은 건괘(乾卦)를 표현한 작품이다. 6개의 작대기를 위로 쌓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각 획마다 의미가 있다[표5-1].

175) 한림덕(韓林德), 『석도여화어록연구(石濤與畵語錄硏究)』(강소미술출판사(江蘇美術
出版社), 1989), 126-127. 조송식, 「청초 석도 『화어록』의 일획에 대한 의미, 그 연
구사적 고찰 및 특징」, 『미학』73(2013), 53 재인용.

괘상 효사176)

6효 − 상구는 너무 높이 올라가버린 용은 후회함이 있으리라

(上九, 亢龍, 有悔).

5효 − 구오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면 이로울

것이다(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4효 − 구사는 혹 위로 뛰어오르거나 혹은 연못에 있으면 허

물이 없을 것이다(九四, 或躍在淵, 无咎).

[표5-1] 건괘(乾卦)의 괘상과 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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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괘는 용의 움직임으로 이 괘의 각 효와 전체 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초구(初九)에는 물 속에 잠겨 아직 보이지 않는 용으로, 구이(九

二)에는 땅 위로 나타난 용으로, 구삼(九三)에는 종일 힘쓰는 용의 모습

으로, 구사(九四)는 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구오(九五)는 용이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상구(上九)는 용이 너무 높이 있는 모습이라 하였

고 이를 일획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6개의 획 전체를 대상(大象)으로

하여 묘사한 건괘 대상전(大象傳)은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는 그

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힘쓰고 쉼이 없다(天行健, 君子以, 自疆不息).”라고

하였다. 64개의 괘 중 양[−]효 6개로 이루어진 건괘[도판5-5]의 괘사(卦

辭)는 “건은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로울 것이다(乾, 元亨利貞)”라고 한

다. 연구자는 한획, 한획의 의미를 담아 선을 그었으며, 여기에 그 효의

의미에 따라 운동성을 주었다.

그 효의 의미가 활달하고 긍정적인 의미이면 효 간에 연결이 되면서도

효의 각도나 움직임을 많이 주어 전체 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은 효는 반대로 움직임을 적게 하여 전체 괘에

작용을 적게 하도록 하였다. 반면 건괘의 경우는 세부적인 괘의 움직임

보다는 전체 괘의 모습에 치중하여 괘 전체의 모습이 힘이 있고 크고 굳

176) 「乾卦」, 初九, 潛龍勿用.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九四, 或躍在淵, 无咎.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上九, 亢龍, 有悔. 用九, 見群
龍, 无首吉. 정병석 역주, 앞 책, 46-52.

3효 −
구삼은 군자가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어서 저녁까지도

여전히 두려운 듯이 행동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2효 − 구이는 나타난 용이 땅위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

다(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1효 − 초구는 물속에 잠겨있는 용이니 아직 (능력을) 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初九, 潛龍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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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작품5-5] <NO.1 하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괘지만 개별적으로 각 효의 각도나 움직임을 많이

주기보다는 6개의 효가 하나로써 작동하게 한 획처럼 보이도록 효 간의

간격을 좁게 표현하고 방향성도 같이 두었다. 상전에 “하늘의 움직임이

굳건하다(天行健)”라고 하였는데 이를 6개의 획의 방향과 움직임으로도

표현되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늘의 움직임은

해와 달의 움직임을 의미하고 이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진리를 ‘굳건하다(健)’라고 보고 동그란 이미지로 해와 달의 움직

임을 6개의 획 위에 표현하였다.

 ䷀
[도판5-5] 중천건괘(中天乾卦) [작품5-5] <NO.1 하늘>,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괘상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어떤 괘는 용의 움직임에 비유하여 괘상[건

괘]을 얘기하고, 어떤 괘는 시집간 딸에 비유하여 괘상[귀매괘]을 얘기하

기도 하며, 또 어떤 괘는 여우가 내를 건너가는 모습에 비유하여 괘상

[미제괘]을 얘기하기도 한다.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삶에 대해 ‘하늘’ ‘굳

건함’ ‘땅’ ‘다툼’ ‘가능성’ ‘기다리다’ ‘화합’ ‘사색’ ‘혁명’ ‘성장’ ‘완성’ ‘미

완성’ 등등의 64가지로 역경은 고대인들의 삶과 연결하여 이를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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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괘상의 스토리는 효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양[⚊]의 모습

또는 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위치와 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말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간단한 음(⚋)과 양(⚊)의 부호로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삶을 상징화한 것을 획의 움직임과 방향성으로 적극적으로 표현

하였다.

좀 더 괘상의 획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는 효의 의미에 따

라 효의 움직임을 주고, 전체 괘의 이미지는 대상전의 내용을 담아 괘상

의 전체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괘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연구자가 해석한 실선 또는 동그라미의 색선이 첨가되었다. 길한

효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전체 괘상의 모습에 색선을 첨가하

여 표현한 것 중에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
[도판5-6]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 [작품5-6] <NO.14 대유>,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대유괘(大有卦)는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많다’라는 의미이다. 대유

괘는 하나의 음과 다섯 개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도판5-6]. 이는 하나

의 음, 즉 육오(六五)가 존위(尊位)에 자리하고 다섯 양이 그를 따르고

응(應)하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육오(六五)는 명덕(明德)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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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사람으로 그 밝은 덕을 밖으로 발휘하여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주체

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역정의』는 “유가 존위에 자리하여 여러 양이

함께 응하여 크게 많이 가질 수 있으므로 대유라고 말한다(柔處尊位, 群

陽並應, 大能所有, 故曰大有)”고 하였다. 말하자면 하나의 음(一陰)이 가

지고 있는 것이 매우 많은(大有) 것을 말한다.177) 이러한 대유의 모습에

서 다섯 개의 양은 조금의 움직임만 있고 하나의 음[육오]만이 방향을

달리하여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이 괘의 전체

모습을 보면 육오의 음효가 나머지 5개의 양효를 주도하는 모습을 가지

게 하였다. 괘사에는 “대유는 크게 형통한다(大有, 元亨)”라고 하였고, 상

전에는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악을

막고 선을 높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른다(火在天上, 大有, 君子以,

遏惡揚善, 順天休命).”라고 하였다. 크게 형통한 모습, 하늘 위에 불이 있

는 모습으로 붉은색 실선을 사용하여 상괘 위에 육오를 중심으로 하여

불의 역동적 모습을 표현하였다[작품5-6].

 ䷛
[도판5-7]택풍대과괘(澤風大過卦) [작품5-7] <NO.28 큰 잘못>, 201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177) 정병석 역주, 앞 책,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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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 택풍대과괘(澤風大過卦, ䷛)를 보면[도판5-7], 이 괘의 뜻은

하괘의 손(巽)이 바람으로 목(木)이고, 상괘의 태(兌)가 연못이므로 물속

에 나무가 잠겨 버리는 상이다. 홍수의 물결(兌)에 빠진 나무(巽)를 상징

한다. 위, 아래만이 음이고 중간이 양으로 가득 차서 지나친 책임을 맡은

경우를 상징한다. 『주역』은 괘사의 표현에서 대체로 각 효가 처하는

위치, 상하 짝이 되는 효사이의 조응관계를 기준으로 양의 자리(1효, 3

효, 5효)에 양효가 위치하고 음의 자리(2효, 4효, 6효)에 음이 위치하며,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6효가 음양으로 응하면 좋은 괘로 본다. 그

러나 택풍대과괘는 위아래(1효, 6효)의 음효가 부실하고 중간(2효, 3효, 4

효, 5효)의 양효가 너무 지나쳐 그 균형으로 잃은 것으로 본다. 각 효는

대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도리를 설명하는데, 나무에 피는 꽃 또

는 싹, 남자와 여자의 관계, 건축물의 마룻대의 상 등으로 비유하여 설명

한다. 초효는 무구이고, 이효는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하고, 오효와 상

효 서로 친하지만 둘 사이에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오효는 허물도 없고

명예로움도 없는 반면, 상효는 흉하지만 허물은 없다고 한다. 다만 삼효

와 사효의 두 양효는 음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스스로 강한 것

을 줄여야 하는데 삼효는 이런 경향에 위배되기 때문에 흉하고, 이에 비

해 사효는 이런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길하다고 본다.178) 연구자는 이러

한 괘사의 의미를 각 효의 획을 표현할 때 움직임은 많지 않으면서도 서

로 연결되지 않게 위아래의 획이 전혀 닿지 않게 하였다. 또 그중에 구

사 효가 그나마 길하다고 하여 이를 조금 더 왼쪽으로 나가게 하여 움직

임을 보였으나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전체 괘상의 의미는 동그라미의 색선에서도 동그라미를 뚝뚝 떨어뜨려

서로 연결되지 않게 표현하여 불협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작품5-7].

획 하나로 그 의미(스토리)를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6개의 획이 모여 획간의 간격, 움직임 등이 가미되면 그 의미가

조금이나마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가 해석한

178) 정병석 역주, 앞 책, 454-4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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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또는 동그라미의 색선을 보충한다면 그 의미전달력은 더 강화될 것

이다. 연구자는 전시장에서 64개의 괘상을 한쪽 벽에 모두 걸어놓고

『주역』을 전혀 모르는 관람객에게 괘의 의미를 상상해 보라고 하였는

데 대체로 그 의미를 비슷하게 유추하였다. 추상적인 막대선 6개로 그

의미가 전달된 것이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고대인이 우주만물을 관찰하

고 이를 하나의 획으로 그어 그 철학적 의미를 담아 만든 괘상은, 동양

추상미술의 시작점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림의 시작은 라스코동굴

벽화에서 발견되었듯이 이 괘상이 나오기 훨씬 전의 일이다. 사실적 그

림의 선은 대상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경계선을 의미한다. 동양의 획의

개념은 이러한 경계선이 가지는 단순한 선의 의미를 넘어 그 선에 우주

의 진리와 철학이 담긴 것이다. 이것이 ‘역경의 괘상으로부터 동양 추상

미술이 출발하였다’라고 보는 이유이다.

2) 상형문자의 철선(鐵線)

상형문자는 상형성을 가지고 있는 초기 갑골문, 금문, 전문을 말한다.

갑골문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칼로 새겨 넣은 문자이고, 금

문은 청동기물의 주물의 틀, 즉 거푸집에 새겨 넣어 이를 청동으로 떠낸

글자이다. 갑골문이나 금문은 뾰족한 도구로 파내거나 긁으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갑골문이 단단한 표면에 새겨 넣어서 직

선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금문은 젖은 점토 위에 긋는다는 점에서 곡선

적인 요소가 가능했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칼이나 뾰족한

도구로 표면을 긁거나 파내면서 선을 만든다는 점에서 선의 굵기가 일정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문자가 발달하고 필기구가 발달하여 종이에

붓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앞서의 갑골문, 금문은 전문(대전, 소전)

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전과 소전의 글자의 특징은 칼이나 뾰족한 도구

가 아닌 붓에 의해 쓰지만, 이전 시대의 선의 특징을 간직한다. 선의 두

께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두께로 긋는 것을 유지하며 정연한 장방형(長

方形)의 위아래로 긴 문자의 형태를 가지고 상당히 좌우 대칭적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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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또한, 전반적으로 곡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획이 둥글고

각각의 글자는 주어진 공간에 꽉 차게 쓴다[도판5-8].

갑골문부분, 상(商) 금문<산씨반>부분, 서주

전문<태산각석>부분,진 예서<장천비>부분, 한

[도판5-8] 갑골문·금문·전문·예서의 글자 변화

상형문자의 자형의 특징은 앞서 3장 2절 3항에서 다룬 내용으로, ‘상형적’, ‘좌

우 대칭적’, ‘자유로운 배치’, ‘일정한 두께의 선’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이러한 상

형문자는 상형성은 사라지고 문자의 근대적 형태인 예서(隸書)체를 갖추게 되었

다. 예서의 글자모양은 둥근 원필(圓筆)과 각진 방필(方筆)이 섞여 있으면서 비수

의 차이가 있으면서 삐침과 파임이 있고, 좌우로 긴 편방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도판5-8]179). 대전, 소전 이후에 발생한 예서의 글자체는 이전 문자로서의 한

179) 전서(전문)은 원필(圓筆)과 전필(轉筆)을 주로하고, 방필(方筆)과 절필(折筆)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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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速寫]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글자의 뜻과 그림의 이미

지가 공존했던 상형문자의 특별함을 글자의 뜻으로만 전개, 발전시킨 것이다.

초기 문자인 갑골문, 금문에서 보이는 뾰족한 도구로 글자를 쓰는 행

위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 가볍게 쓴 것이 아니라, 새겨 넣은 것은 상당

한 수고로움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서 보이는 그림

들에서 단순히 동물도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과 관

련하여 주술적 요구로서 새겨 넣어진 행위와 통한다. ‘새긴다’는 것은 ‘그

린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새겨 넣음으로써 그들의 염원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암각화에 새겨진 동물들의 선을 보면 굵기의 변화 없이

일정한 굵기의 철선으로 그어진 것을 볼 수 있다[도판5-9]. 단단한 표면

에 뾰족한 도구로 대상을 옮기는 물리적인 제약도 있을 것이지만, 미적

대상이 아니므로 형상을 담는데 철선적인 선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철

선은 가장 원초적인 선긋기 작업이다. 여타의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가

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인간의 ‘긋기’ 행위이다.

[도판5-9] <반구대암각화>부분(좌)과탁본(우), 청동기시대, 2x8m, 경상남도울주군언양면소재

연구자는 갑골문, 금문, 전문의 상형문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다. 작업

은 상형문자의 자형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며 선의 표현에서는 ‘일정한 굵

사용하지 않는다. 예서는 방필을 많이 쓰고 원필은 일부분 사용한다. 해서는 방필과
원필을 혼용하며, 행서와 초서는 원필을 주로 하되 때에 따라 방필을 섞어 쓴다. 김광
욱, 『서예학개론』(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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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선’, ‘가는 선’, ‘강경한 선’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선의 특성은

철사선 같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면서 가늘고 강경한 ‘철선(鐵線)’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철선은 동양의 회화에서 인물화의 옷주름을 그릴 때 18종

류의 묘법 중 철선묘(鐵線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대 화본집인『점석

재총화(點石齋叢畵)』에서 보면 철선묘를 “송곳으로 돌의 면에 아로새긴

것처럼 정봉의 장점으로 그린다(作正鋒長點如以錐鏤石面)”라고 설명하였

고, 왕영(王嬴)은 “중봉의 둥글고 굳센 필을 사용하여 묘사하여 조금도

유약한 자취가 없다(用中鋒圓勁之筆描寫, 無絲毫柔弱之迹)”라고 정의하였

다.180) 이는 연구자가 사용한 선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작품5-8] <소(素)>, 200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76×57.5cm

[작품5-9] <소(素)-상(象)>, 2006,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5x65cm

180) 중국의 회화는 인물화의 옷주름의 표현을 ‘묘법(描法)’로 칭하고, 산수화의 산수의
주름은 ‘준법(皴法)’이라고 칭한다. 인물화의 선을 고대에는 필(筆)이라 통칭하였고, 묘
(描)라고 언급된 예는 당대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서 확인되고 시작되었다. 이후
원대의 탕후(湯垕)의 『화감(畵鑑)』에서 보이고, 명대에 와서는 인물화의 선을 묘에
적용한 용어가 더욱 다양해지고 구체화 된다. 이 시대 전래의 필(筆)이나 필법(筆法),
묘(描), 묘법(描法) 외에 ‘묘필(描筆)’, 보다 구체적이며 협의의 뜻을 내포하는 ‘백묘(白
描)’가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명대 왕가옥(汪珂玉)은 백묘인물의 선묘양식을 ‘묘’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왕가옥이 『산호망(珊瑚網)』에서 제시한 18종의 묘법도 백묘에 귀
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성희, 「조선후기 회화기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
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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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구자는 [작품5-8] <소(素)>, [작품5-9] <소(素)-상(象)> 작업

에서 송곳으로 긁어서 선을 표현하였다. 바탕지 전체에 안료를 여러 번

올려서 화면에 두께를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먹으로 형상을 그리고 이를

송곳으로 긁어내었다. 송곳으로 새긴 부분은 위에 칠해진 먹색이 파내어

져서 바탕의 흰색이 선으로 보인다. 또 몇몇 작업에서는 흰색 철선을 촘

촘히 새겨 남겨진 먹 부분도 선으로 남게 된다. 화면 또는 형상 전체가

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송곳으로 선을 표현하여야 했기 때문에 송곳

은 최대한 세워서 뾰족한 부분으로 그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

이 아닌 면으로 표현될 수 있고 긋는 획의 효과를 볼 수 없다. 앞서도 살

펴보았지만, 획은 화가의 감정의 직접적 표출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획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송곳으로 만든 선에서 추구한 ‘일정한 두께의 가늘고 강경한 선’은 상형

문자 작업에서 붓으로 그려지는 선의 표현에서도 그대로 전개가 되며, 동

그라미의 색선은 송곳으로 그어서 만든 선에 의해 표현된다.

[도판5-10] 주방(周昉), <잠화사녀도(簪
花仕女圖)>부분, 당시기

[도판5-11] 장숙후(張叔厚), <운중군>, 《구
가도(九歌圖)》, 원시기, 길림성박물관소장

[도판5-12] 이공린
(李公麟), <오마도
(五馬圖)>의 부분,
북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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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가 철선묘의 특징을 정의한 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굳세고 강건

하며, 둘째 직선적이고 갑자기 꺾이는(轉折頓挫) 견고한 각도가 있으며,

셋째 두께가 있는 중후한 중봉의 선조를 원만하게 긋는 것이다. 대표적

철선묘를 사용한 작가로는 당대의 주방(周昉)과 원대의 장숙후(張叔厚),

유사철사묘(遊絲鐵線描)를 사용한 작가로 이공린(李公麟)이 거론된다. 주

방의 작품[도판5-10]을 보면 필선이 가늘고 굳세며(細徑) 옷주름의 형세

가 직선적이다. 주리정(周履靖)과 왕가옥(汪珂玉)이 철선묘의 대표적 화가

라고 한 장숙후(장악)의 작품[도판5-11] <구가도>을 보면 필선이 고고유

사묘보다 두터운 원필(圓筆)로 원만하게 그어진 특징을 보인다. 이공린의

작품[도판5-12]의 필선은 세필의 고고유사묘 기법의 기초 위에 모나게 꺾

어지며 곧고 굳센(方折珽勁) 철선묘를 융합하였다고 본다.181)철선묘는 인

물이 착용한 옷주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옷주름의 표현이 인물의

귀천, 품성, 감정, 분위기 등을 결정하고, 인물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결

국, 동양회화는 선의 표현으로 그림 전체의 표현과 우열을 가늠하는 특징

이 있는 것이다.

김성희가 말한 두 번째 특징인 ‘직선적이고 갑자기 꺾이는(轉折頓挫)

견고한 각도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른 묘법과의 차이에서 철선묘의 두드

러진 특징이나, 연구자 작품의 자연물과 사물을 그리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획과 획이 연결되거나 휘어지는 부분에서 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하였다. 앞서의 상형문자의 갑골문에서

보이는 가늘면서 ‘강경한 선’과 금문과 전문에서 보이는 ‘중봉의 원필(圓

筆)’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연구자가 사용한 선은 인

물화의 철선묘류의 대체적인 특징인 ‘변화가 없고 균정한 선조’를 취하면

서도 ‘강경하면서 중봉의 원필과 곡선’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1) 김성희는 철선묘가 고고유사묘(高古遊絲描)와 구별하기 힘들다고 보고, 철선묘의 특
징을 고고유사묘와 구별되는 3가지 특징을 작품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첫
째와 둘째의 특성은 고고유사묘와 구별되기 무척 어려움이 있어서 방향(方向)은 ‘유사
철선묘(遊絲鐵線描)’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김성희, 위 논문,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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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13] <우교차
도(牛轎車圖)>부분,
덕흥리 고분, 사잇길
동벽 윗단, 408년, 평
안남도 대안시 덕흥리

[도판5-14] 선의 다
양한 모습

이러한 연구자의 철선의 특징과 유사한 선의 모습을 고분벽화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탕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벽에

그려지는 선의 느낌은 종이나 천에 그려지는 선의 느낌과 다를 것이다.

같은 선이라도 바탕재의 흡수율과 매질의 영향으로 상당히 다른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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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데, 연구자의 바탕재는 조금은 딱딱한 벽화와 유사한 표면으

로 종이나 천의 그것과는 다르다. 고구려 고분벽화[도판5-13]에서 보이

는 그림 부분 중 선의 표현은 관점에 따라 아직 먹이 발달하지 못하여

초보적인 선긋기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의 굵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 ‘일정한 굵기의 선’, ‘곡선 또는 직선

의 강경한 선’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점이 연구자가 작업

에서 의도한 선의 느낌과 일치하는 측면이다.

종합하면 연구자 작업에 나오는 나무, 집, 물결, 기하학적 동그라미 선

등을 분석해보면,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강경하며 원필의 유연한 선’으

로 그려져 있다[도판5-14]. 세필로 아주 가늘고 일정한 두께의 선으로

상형문자의 형태를 그렸으며 몇몇 굵은 선의 경우도 변화 없이 균정하면

서도 강경한 선조를 취하고 있다. 색선의 동그라미도 일정한 두께를 갖

고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선 내부에 송곳으로 얇게 두세

줄 긁어낸 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종이 위에 가볍게 그어진 선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아래 위로 긋는 선의 경우 직선을 똑바로 쓴 반면, 대각

선으로 뻗은 가지라든가 잎의 모양을 표현할 경우 유연한 곡선을 사용하

였다. 가옥 등의 사물을 표현하거나, 동그라미의 색선을 표현할 경우에도

매끈하고 강경한 선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구현한

선의 미를 ‘단단하면서도 새겨 넣은 듯한’ 선의 형태로 작품에 구현하고

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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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

작품에서 형태는 소재와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 연구자의 작업은 괘상과 상형문자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부호와 문자

의 특성상 간략하게 표현되는 점은 연구자의 작업에서도 반영된다. 이

절은 괘상과 상형문자의 형태적 특성과 추상형식에 대해 살핀다.

1) 간략한 형상

그림은 실제 대상을 따라 그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보이는 대

상을 그대로 그리는 것으로는 화가의 사상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

이 오히려 힘들다. 대상을 닮게 그릴수록 그 대상 속으로 갇혀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의 회화는 형사(形似)보다는 사의(寫意)를 중시하

였고, 대상 너머의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화의 형식이 발전을 거듭하

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매우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상의 이치를 담은 형식으로 고대 점복과 관련된 ‘괘상’을 들 수 있다. 자

연의 원리와 인간의 이상적 처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괘상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을 쉽고 간략하

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괘상의 모습을 ‘쉽고 간략하게(易簡)’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계사전」상 1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건은 쉬운 방식을 통하여 주관하는 작용을 하고, 곤은 간단한 방식으로 이

루는 기능을 하니, 쉬우면 (사람들을) 쉽게 알게 하고, 간단하면 (사람들

을) 쉽게 따르도록 하고, 쉽게 알면 (사람들이 서로) 친함이 있게 되고, 쉽

게 따르면 공을 이룰 수 있고, 친함이 있으면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공이

이룬 것이 있으면 커질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어진 이의 덕이요,

커질 수 있는 것은 어진 이의 사업이니, (건과 곤이 가지고 있는) 쉽고 간

단함의 이치를 알아서 천하의 이치를 파악하게 되니, 천하의 이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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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천지간의 올바른 자리) 가운데에 자리를 이룬다.182)

‘이(易)’는 쉽다는 말로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즉 매우 평이

하고, 편안하고, 조금의 곤란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조금의 사사로움도

없고 전혀 무리가 없이 매우 편안하게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

다. ‘간(簡)’은 번잡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매우 간략하고 대범하게 한

갈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하늘(天)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짜내려고 하지 않고 무한하고 무궁히 넘쳐흐르는 위대한 원기

를 베풀기 때문에 매우 용이하고도 편안하게 행하는 것이다. ‘지(地)’는

천(天)이 베푼 원기를 받아들여, 저장하고 있는 원기의 힘에 의해 지상의

만물을 각각 생장발육 시키며, 조금의 무리도 없이 그것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매우 간이하고 조금의 번잡함도 없다는 것이다. 건괘가 만물을

처음 시작하는 도리는 매우 평이하여 절대 신비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

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 곤괘가 만물을 낳는 도리는 매우 간단하므

로 모든 사람이 모두 쉽게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쉽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다룰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용을 크게 발

휘할 수 있다. 영원하여 끊어지지 않는 이 도리를 길고 오래 지킬 수 있

는 것은 현인의 덕이다. 천하의 이치를 인간의 도리 속에서 실현되는 것

으로 사람이 그 이치를 얻으면 천지의 변화와 화육(化育)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천지의 사이(中)에서 인간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183)

건곤변화의 도리가 복잡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사용하기에는 매우 간단

함을 말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친근하여 효용을 발휘하고 오래도록 지속

된다.

괘상은 음(⚋)과 양(⚊)의 부호로 만들어진다. 8괘와 64괘는 이 두 가

지의 부호가 중첩되고 조합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괘상은 상징범위가

상당히 넓다.184) 양의 속성은 강하고 굳세고 동적이고 음의 속성은 부드

182) 「계사전」 상 1장,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
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
下之理得而成位乎其中矣., 정병석 역주, 앞 책, 512-515.

183) 정병석 역주, 앞 책, 512-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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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순종적이고 정적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괘가 건괘와 곤괘이다. 이것

을 양(⚊)은 선을 가로로 그은 것으로 음(⚋)은 가로로 그은 선이 중간에

끊어진 것으로 표현되고 그 모습에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185) 괘상

이 만들어진 속성은 회화에서 추상적 의미를 담으려는 표현방법과 속성

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추상미술186)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하고 요

약적인 모습을 추구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는 점, 그러한 간략한 형태에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닌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효용)으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4) 괘상의 상징성에 대한 것은 「설괘전」에 잘 나와 있다. 「설괘전」은 총 11장으로
1장-6장은 8괘의 성질과 기능에 대해 해설하였고, 7장-11장은 8괘의 괘상에 대해 기
술하고 있다.

185) 음과 양의 모양에 의한 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이(離)괘의 모습은 ‘☲’이
다. 가운데 음(⚋)을 바깥의 양(⚊)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離)괘는 상징
적으로 갑각(甲殼)동물을 말한다. 갑각류는 바깥이 단단한 껍질로 되어있고 상대적으
로 속은 부드럽고 여리다. 또 64괘는 상괘와 하괘의 상호작용의 모습에서 총체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서합(噬嗑)괘는 상괘의 ‘☲’와 하괘의 ‘☳’가 결합된
‘䷔’‘의 모습으로 위아래 양이 있고 그 안에 음이 있는 모습에 그 중간에 양이 하나있
어 입안에 있는 음식을 씹는 모습 또는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러
한 상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186) ‘추상미술’을 미술용어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대상미술, 비구상미술, 비
재현적 미술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구체미술이라고도 불린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
물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미술을 가리킨다. 자연의 구체적 대상을 거의 재현
하지 않고, 색, 선, 형 등의 추상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미술을 총칭하는 것으
로,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주류의 하나를 이룬다.…”,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
술용어사전』(서울:(주)월간미술, 2002), 446-447. 특히 ‘구체미술’은 “네덜란드 화가인
반 되스부르크(1883~1931)가 1930년에 추상미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
이며, 그의 정의에 따르면 구체미술은 자연에 뿌리를 두지 않은 대신, 미술 자체의 형
식적 속성과 기하학에 바탕을 둔 미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화의 형식적 속성은 색
채와 형태이고, 조각에서의 형식적 속성은 양감과 윤곽을 가리킨다. 색, 선 형태가 자
연의 여자, 나무, 소 등보다 분명히 구체적이라고 본다.… 미술작품이 사회적 문제나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미술작품 자체로서의 독립된 가치를 지닌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색면회화, 옵아트) 이러한 이유로 구체미술은 1950년 이후 관심
의 대상이 못되었다.” 월간미술 엮음, 앞 책, 43-44. 연구자가 논하는 추상미술이란 구
체미술에서 의미하는 ‘순수 형식적 추상’과는 전혀 다르다. 논문에서 사용한 ‘추상미
술’이란 시각적으로 추상적 형식을 보이는 모든 예술작품을 말하며, 그 속에서 연구자
의 작업은 형상을 유지하면서 추상성을 갖는 작업에 해당한다. 넓게는 자연 또는 실
상 없는 대상일지라도 화가와 상호교류를 통해 만들어지는 회화형식을 말한다. 외부
의 개입 없이 회화 안의 조형적인 요소로서 절대가치를 말하는 순수 시각예술과는 거
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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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형상인 ‘상’, ‘괘상’, ‘상형문자’는 이러한 추

상형식을 갖는다. 자연을 그리나 자연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닌 ‘요약

적으로 대상과 생각을 뽑아내어(抽象)’ 그린다. ‘괘상’은 그 안에는 생과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이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상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다. ‘상형문자’의 경우도 대상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뽑아내어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추상성을 갖고 있다. 연구자는 인간존재에 대한 관심으

로 시작된 작업에서 끊임없는 형식 고민으로 인하여 추상적 형상을 만들

어내기도 하였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고대의 ‘괘상’과 ‘상형문자’에서 추

상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현대적 추상성으로 재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

다.

[작품5-10] <NO.34 권력>,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트래치, 53x45.5cm

[작품5-11] <행동>,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
크래치, 100X100cm

[작품5-10]은 ‘권력’이라는 뜻의 작품이다. 상괘의 번개(☳)와 하괘의

하늘(☰)이 만나 ‘권력’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 선을 추가하여

의미를 부가했다. 화면의 6개의 선은 변화 없이 간략한 양(⚊)의 직선 4

개와 음(⚋)의 중간에 끊어진 직선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

로 추가된 선은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다. 직선과 곡선이라는 가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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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면서 간략한 기호로 표현하였다. [작품5-11]은 괘상을 이미지로 표

현한 작품이다. 화면의 윗부분의 파란색 원은 하늘(☰)을 뜻하고 아랫부

분의 구획된 물결은 연못(☱)을 뜻한다. 천택리괘(天澤履卦)로 위에 하늘

이 있고 아래 못이 있는 모습으로 ‘행동’을 의미한다. 천원지방(天圓地方)

의 의미에서 하늘을 가장 단순한 동그라미로 표현하였고 연못은 물결을

선의 굵기 변화 없이 직선의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였다. 두 작품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작품은 직선과 곡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선으로

최대한 간략한 형식의 형상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2) 문자추상

동양에서 문자와 그림의 관계는 당나라 시기 장언원(張彦遠, 815-879)이

서화동체론(書畫同體論)을 언급한 이후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됐을 정

도로 동양의 화가들에게 서(書)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는 『역대명

화기(歷代名畫記)』 「서화지원류(敍畵之原流)」에서 하도와 낙서, 팔괘,

서계로 이어지는 그림의 시작을 서술하였고, 다음의 문장에는 “…이때에

글씨와 그림은 한 몸이었으며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형상을 묘사하는

방법이 처음으로 창안되었지만 지나치게 간략했다. (이것으로는) 뜻을 전

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자가 나타났고, 형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림과 글자가 분화된 것은) 천지와 성인의 뜻이

다(…是時也, 書畵同體而未分, 象制肇創而猶略. 無以傳其意, 故有書, 無以見

其形, 故有畵. 天地聖人之意也.”187)라고 서술하였다. 여기서 문장의 선후

관계를 보아서, 장언원이 말하는 글씨와 그림이 한 몸이었다는 것은 괘상,

상형문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서계’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괘상’과 ‘상형문자’는 문자와 그림이 결합한 형상임을 말한다.

또한 ‘괘상’은 ‘이치’를 담은 그림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문자나 형태를

그린 회화와 구별할 수 있다.188) 즉 ‘괘상’은 인간의 교화를 완성하고 인

187) 장언원(張彦遠),『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上, 조송식 옮김(서울: ㈜시공사, 2008), 16.
188) 안광록(顔光祿)은 “그림이 담고 있는 뜻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가 이치를 그린 것
으로 괘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가 지식을 그린 것으로 문자학이 이것이다. 셋째가



- 206 -

륜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는 자연의 변화와 미묘한 이치를 담아낸 그림이

다. 장언원의 말에 의하면 괘상의 추상적 형식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그

림과 글씨가 나뉘었다고 하나, 이후 송대 문인화론에 의해 다시 그림과

글씨의 결합이 시도되고 전개, 발전된다. 원말 사대가들에 의해 구현된

시·서·화 일치론, 준법 중에 가장 간단한 점인 미점준(米點皴)과 간단한

선인 피마준(披麻皴)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담묵 또는 농묵을 사용할 경

우는 먹을 짜낸 갈필을 사용하여 먹을 최소한으로 사용한 점을 표현방법

으로 이용하거나, 정자 등의 사물을 표현할 때 최소한의 골격만을 그리

는 등의 방법으로 문자와 그림의 관계에 주목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근현대에 들어와 서양미술과 구별하여 동양성을 찾는 과정에서 ‘서예’를

주목하고, 문자와 회화의 관계가 다시 조명하는 시도가 있었다. 서양미술

에서는 그 의미가 미미하였던 문자 예술과 달리 동양의 예술세계에서 서

예는 그 위치가 회화와 대등하게 평가됐고, 회화와의 관계, 서예술의 독

특성은 지속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되어 왔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은 근현대 서예를 들여다보는 서예전시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189)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서예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전시이다. 서예가 다시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다룬 전시이다.190) 전시의 4가지 주제 중

형태를 그린 것으로 회화가 이것이다(圖載之意有三. 一曰圖理, 卦象是也. 二曰圖識, 字
學是也. 三曰圖形, 繪畵是也).”라고 했다. 장언원, 앞 책, 16-17.

189)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0.05.06.-2020.07.26. 전시는 ‘서예를 그리다 그림을 쓰다’, ‘글씨가 곧 그 사람이다: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 ‘다시, 서예: 현대서예의 실험과 파격’, ‘디자인을 입다
일상을 품다’ 등의 4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중 첫 번째 ‘서예를 그리다 그림을 쓰
다’ 주제의 전시는 다시 3개의 소주제로 나눠 현대미술과 서예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시·서·화>주제의 전시는 전통의 시화일률개념을 계승한 작업(김
용준, 장우성, 황창배 등), 둘째, <문자추상>주제의 전시는 서예의 결구와 장법을 기
반으로 회화적으로 응용한 작업(이응로, 남관, 서세옥 등), 셋째, <서체추상>주제의
전시는 서예의 모필이 가지는 선질(線質)과 기(氣)를 활용한 작업(김종영, 이응로, 이
우환, 오수환 등)을 각 전시하였다.

190) 미술에서 서예 부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서예는 근대기 초
반까지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11년 서화미술회강습소(최초의 근
대의 교육기관)는 화과(畫科)와 서과(書科) 둘로 나뉘어 운영하였고, 1922년 시작한
조선미술전람회는 1부 동양화, 2부 서양화 및 조각, 3부 서예로 구분하여 전시하여,
미술의 영역에 서예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1932년 서예 부분이 폐지되어 공식적으로
서예가 미술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 문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그림에서 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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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첫 번째 ‘서예를 그리다 그림을 쓰다’ 주제는 그림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서(예)에 대한 것으로 ‘시·서·화’, ‘문자추상’, ‘서체추상’으로 구분하

였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서예와 관련된 부분은, 작품에 사용된 문자의 ‘상형성’

과 ‘구조’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위 전시의 ‘문자추상’ 주제전은 서예의

결구와 장법을 기반으로 한 작가의 전시를 모은 것으로 관련하여 이응로,

남관, 서세옥 등의 작가가 있었고, 서예의 구조와 관련하여 김종영 작가가

있었다. 이 작가들의 작품의 특성을 살핀다.

[도판5-15] 이응로, <문자추상>,
1970, 담요에유채, 200x165cm

[도판5-16] 남관, <읽을 수 없는 문자>, 1975,
캔버스에 유채, 85.3x106cm

[도판5-17] 서세옥, <사
람들>, 1988, 종이에먹,
187x187cm, 국립현대미
술관소장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방 후 194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동양화부, 서양
화부, 조각부, 공예부, 서예부의 5부로 나누어 구성되어 다시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왔
다. 미술가들이 서예를 미술작품에 적극적으로 다시 도입한 것은 해방 이후다. 김이
순, 「서예는 어떻게 현대미술 속으로 스며들었는가: 한국 현대미술가의 서예 인식」,
『미술관에 서: 한국근현대 서예전』(서울:국립현대미술관, 2020), 93-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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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추상’ 주제와 관련된 작가들의 공통점은 문자의 상형성에 집중하

여 초기 서체인 전서나 예서를 중심으로 결구와 장법의 원리를 작품의

구성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응로(1904-1989)와 남관(1911-1990)의 작

품은 비석 위에 새겨진 문자를 연상시킨다. 이응로의 경우 콜라주기법,

수묵, 유화, 타피스트리 등의 다양한 재료로 문자를 해체, 조합시켜서 좀

더 자유롭게 구상하였다면, 남관의 경우 먹과 채색을 기본으로 중첩된 이

미지를 덧빼는 방법(dé-college기법)으로 오래된 비문의 효과를 극대화한

구상을 하였다. 이들의 작품에서 문자는 ‘읽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191) 문자는 그 속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자를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읽을 수 없다. 문자를 글자가 아닌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작품5-15], [작품5-16]. 이와는 달리 서

세옥(1929-)은 사람을 뜻하는 상형자를 기본으로 하여 일관되게 사람을

주제로 서체의 함축적이며 절제된 필획을 활용한 특징을 갖는다[작품

5-17].

[도판5-18] 김종영, <작품65-2>,
1965, 나무, 65x16x36cm, 김종영미
술관소장

[도판5-19] 김정희, <촌은구적(村隱舊蹟)>, 규격·
소장처 미상

191) 이 부분에 대한 이응로의 작품에 대해 정효임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보
다는 보편적, 지시적인 기능을 지니지 않은 ‘읽을 수 없는 문자’에 가까우며, 기능성이
제거된 회화적인 기호로서 회화적 자율성과 문자의 자율성 모두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효임, 「문자추상: 그리기와 쓰기」, 윤난지 엮음, 『추상미술 읽기』(경기 파주:한
길아트, 2012), 321-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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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많은 작가가 필획의 일회성과 운동성에서 그 미

를 발견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지만, 김종영(1915-1982)은 추사체에서

골격이나 구조의 미를 발견하고 이를 조각과 연계하여 작업하였다. <작품

65-2>[도판5-18]는 모든 설명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단순한 구조인 기하학

적 입방체를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해 놓은 추상작품이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구조로의 환원은 추사 서예의 근본적인 조형원리이자 창작 태도와 정신

이라고 할 수 있다.192)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촌은구적>[도판5-19]을

보면 전서획에 예서획을 약간 가미해 쓴 작품으로 김종영이 말한 구조의 미

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다. 추사체가 그의 후기 전서·예서에서 완성된 것을

보면 전서·예서의 구성미와 구조미는 추사체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본다.

[작품5-12] <일터>,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
래치, 71x71cm

그렇다면 연구자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괘상과 상형문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

가. 상형문자는 정교하고 사실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사물을 스케치하듯 간략하

게 ‘상형성’을 살려서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선에 의해 간단히 표현되기 때문에

192) 국립현대미술관, 앞 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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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線) 외에 ‘구조(균형)’에 주의를 기울인다. 서예가 용필, 결구(한글자 내의

획 간의 구조), 장법(전체 글씨의 구성)을 중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터>[작품5-12]을 보면 연구자가 ‘구조’에 얼마나 치중하여 그리는

지 볼 수 있다. 연구자 작업에서 구조란 ‘글자 한 자의 형태의 구조’와

‘화면 전체의 구도에서의 구조’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글자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집, 동물, 돌 등의 요소들은 상형문자에서 따왔

다. 이들 중에 가장 그림적 요소가 강한 것을 선택하면서도 의미를 훼손

하지 않으려고 글자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치에 맞게 구조적으

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무를 표현한 ‘木’은 땅에서 기둥이 올라온

모습의 수직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뿌리를 뻗고 있는 두 개의 선과 위로

줄기가 있는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나무의 기본 속성을

반영한 모양이다. 변화를 주더라도 나뭇가지의 위치가 변하거나 길이의

조정 정도가 가능하다. 즉 변화를 주더라도 ‘생(生)의 이치’는 따른다. 그

리고 이것은 서예의 결구법에서 한 글자 안에서 획간의 짜임을 중요시하

는 것과 유사하다. 둘째, ‘화면의 구조’를 보면 각 상형문자들이 가로세로

선이 그어진 화면 위에서 사물 간에 긴장감을 유지한 채 위치한다. 어떤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강조되며 사물 간에는 어떤 조응을 하는지가 그

림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화면에 문자 간의 균형미가 중

요하다. 이것은 서예의 장법에서 글자 간의 균형을 찾는 것과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 절의 구도 부분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서(예)와 연결한 회화작품과 비교하여 연구자의 작

품의 특징을 정리하겠다. 연구자의 작업은 ‘문자추상’류로 분류할 수 있

는데, 그것은 ‘서예의 결구와 장법’을 회화에 활용하고 문자의 ‘상형성’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에서이다. 다만, 기존의 ‘문자추상’류의 작품이 문자의

의미가 박탈된 조형적 미를 추구하였다면, 연구자의 작품은 문자의 의미

가 박탈되지 아니하고 ‘의미’를 부여한 채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

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조형적으로는 ‘구조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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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도

회화에서의 구도에 관하여 화론상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남제(南

齊)의 사혁(謝赫, 479-502)이며, 그의 육법(六法)론193) 중 ‘경영위치(經營

位置)’가 구도와 관련된다. 경영위치는 화면을 구성하는 원리를 말한

다.194) 이러한 구도는 그림의 주제와 사상을 표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

하며, 만일 조형미만을 추구한다면 형식주의로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동양에서 구도(構圖)는 장법(章法)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장법을 서

예 분야에서 글자 간의 배치나 구도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서예의

장법은 ‘한 글자 안에서 점과 획의 구성[결구]’과 ‘글자 간의 배치나 구도

[장법]’로 나누어 볼 수 있다.195) 연구자 작업에서 구도는 서예의 결구(結

構)와 장법(章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결구와 장법의 구도

연구자의 괘상 작업은 『역경』의 64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64괘

는 ‘중천건, 하늘, ䷀’, ‘중지곤, 땅, ䷁’, ‘수뢰둔, 어려움, ䷂’, ‘산수몽, 가능

193) 사혁의 『고화품록(古畫品錄)』 「서문」에 그림의 품평의 기준으로 6가지 법칙을
제시하였다. 기운생동(氣韻生動),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
(隨類賦彩), 경영위치(經營位置), 전이모사(傳移模寫)를 제시하였으나 그 뜻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서 후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194) 경영위치에서 ‘경영(經營)’은 집을 지을 때 토지를 측량하여 터를 잡는 것을 말하나
여기서는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치(位置)’는 자리를 정하여 설정한다는
것으로서 역시 구도를 잡는 것을 말한다. 장언원 저, 조송식 옮김, 『역대명화기(歷代
名畵記) 상(上)』, 시공아트, 84.

195) 서예에서 장법은 문자의 배치를 의미하고 결구는 점과 획이 모여서 문자를 구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장법과 결구는 이렇게 구분되나, 글자 속 구도나 글자 간 구도나
모두 구도라고 보고, 장법(구도) 속에 결구를 포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연구자가 사
용하는 장법은 결구를 포함하는 광의의 장법과 결구와 대응하는 협의의 장법으로 구
별된다. 즉 ‘장법1=결구+장법2’이다. 문맥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개념 모두를 사용하
였다. 한 글자만의 구도를 분석할 경우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한 글자 속의 구도
[결구]라도 그 주변의 여백과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광의의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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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수천수, 기다리다, ䷄’, ‘천수송, 다툼, ䷅’,…‘화수미제, 미완성,
䷿’’ 등과 같이 각각 이름, 뜻, 상이 연동되어 표현된다. 표의문자인 한자

가 음-뜻-상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서예의 원리로서

괘상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한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의 역할 외에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을 추구하여 ‘서예’라는 독특한 분야를 만들었다. 서체에서 장법을 보면

전서, 예서, 해서와 같이 한 글자씩 딱 떨어지는 글자는 사각형196) 안에

한 글자를 얼마나 균형 있게 쓰는지에 관심을 두고, 행서, 초서와 같이

글자 간에 획이 이어지는 글자는 전체 화면에서 글자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글자 크기의 변화와 주고받는 획의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

다. 이와 비교하면 연구자의 괘상은 전서, 예서, 해서와 같이 한 글자씩

그려지는 것으로 사각형의 방형 안에서 획 간의 간격, 기울기, 운동성,

획과 동그라미의 조화 등에 치중함을 볼 수 있다.

◫에글자를썼을경우 구궁에글자를썼을경우

[표5-2] ‘地’의 장법

서예의 장법은 그림에서 대략적인 스케치라 불리는 ‘상호 간’과 ‘여백’

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상하는 ‘골격’이다. 이것은 ‘필획의 짜임새[間架]’이

다. 필획의 짜임새는 세부적으로 ‘상대적인 분할[分間]’을 할 수도 있고,

‘공간의 분배[布白]’를 할 수도 있다. ‘상대적인 분할’, 즉 ‘결구’는 한자가

196) 여기서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균형 있게 쓰기 위해 상상으로 생각하는 사
각형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예가들은 글씨를 쓰기 전에 종이를 등분하여 사각형으로
접고 그 안에 글씨를 쓴다. 글씨체에 맞춰서 사각형의 모양은 조금씩 달리하여 쓴다.
예를 들어 전서와 같은 장방형의 글씨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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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안에 쓰일 때, 균형 잡힌 비대칭을 성취하는 것이다. 많은 한자는

둘(⊟◫) 혹은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당(唐)대에 구궁(九宮, )

이 발명되어 글자의 좌우, 상하를 균형 잡힌 비대칭적으로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 예를 들면, [표5-2]을 보면 ‘땅’을 뜻하는 ‘地(지)’자는 두 부분

의 네모 안에 썼을 때 와해된 모습을 하고 있어 거의 두 개의 분리된 글

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궁에 썼을 때는 오른편의 ‘也’를 더 크게 쓰고

비중을 두고 왼쪽의 ‘土’와 오른쪽의 ‘也’의 두 요소가 같이 의지하게 하

여 하나 되는 전체를 만든다. 다음으로 ‘공간의 분배’는 서예에서 사각형

의 ‘빈(虛)’ 부분을 획으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근육으로 꽉 차 있는

것으로 본다. 획이 양이라면 비어있는 공간은 음의 작용이다. 공간은 글

자에 너비와 빈 공간을 주어 획을 생생하게 만든다. 이 공간은 전혀 ‘비

어있음’이 아니다.197) 서예는 한 글자를 잘 쓰기 위해 한 획을 잘 긋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법을 연구해야 한다. 사각형 안의 구성미와

조형미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것은 단순한 기예로 취급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지에 이른 이의 인격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것

은 동양예술이 예술가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결부시켜 작품을 평가하는

것과 상통한다.

197) 장이(蔣彝), 『서예 미학과 기법』, 정현숙 옮김(서울:교우사, 2009), 144-164 참조.
장이는 글씨를 균형 있게 잘 쓰기 위한 장법의 14가지 법칙을 들었다. 배첩(排疊):정
돈하고 쌓아 올리는 것, 피취(避就):피하거나 접근하는 것, 천삽(穿揷):뚫거나 끼워 넣
는 것, 향배(向背):안쪽으로 마주 보거나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 편측(偏側):비스듬한
것, 상양(相讓):서로 양보하는 것, 복개(覆蓋):덮는 것, 만불요허(滿不要虛):어떤 빈 곳
도 남기지 말고 채우는 것, 의연(意連):암시적인 연결, 차환(借換):교환, 증감(增減):늘
거나 줄이는 것, 탱주(撐拄):더 낮은 버팀목, 조읍(朝揖):경례, 회포(回抱)와 포리(包
裏):껴안고 둘러싸는 것이다. 한자를 쓰는 행위가 다른 글자와 달리 ‘서예(書藝)’라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이처럼 한 글자를 쓰는데, 획을 잘 긋는 것뿐
만 아니라 장법의 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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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20] <문자도>부분, 조선, 18세기 후반, 종이에 목판, 각30.5x37.0cm, 동산방 소장

[도판5-21] <문자도>부분, 조선, 19세기, 지본채색, 각60.0x36.4cm, 운향미술관 소장

이러한 미를 추구하는 한자를 회화영역으로 가져온 것이 문자도(文子

圖)이다. 문자도는 한자의 자획 속에 그림을 채워 넣거나 필획 자체를

그림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서예에서 파생된 것으로, 중국

의 수복문자도(壽福文子圖)가 근원이었다고 알려졌지만 19세기 우리나라

민화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문자도로 사용되는 글자는 용(龍), 호랑이

(虎), 거북(龜) 등의 상징문자와 수복강령(壽福康寜), 다남(多男) 등이 있

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효제충신예의염치(孝悌忠信禮義廉恥)’ 여덟 글

자를 그린 효제문자도(孝弟文子圖)이다. 효제문자도가 어디에서 비롯되

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조선 중기 서예로 팔자병을 썼다

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서예에서 확립된 팔자(八字)를 토대로 글자의

의미를 담은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198)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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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작품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제문자도 작품의

특징은 서체를 가장 온전히 갖고 있다.199) 현존하는 우리나라 초기의 문

자도의 문자체는 해서체이며 글자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문자의 뜻

과 관련한 고사인물화를 그려 넣었다. 이후 글자의 틀에서 벗어나 고사

인물화나 상징물은 획을 대신하여 그렸으며 더 나아가 문자의 뜻과는 상

관없이 장식성이 짙은 꽃이 그림에 추가되었다. 꽃이 추가된 문자도 중

[도판5-21] 작품은 기존의 문자도[도판5-20]가 해서체를 유지하거나 이

를 변형하여 그려졌던 것과 달리 전서체를 사용하였다. 전서체의 특징은

선의 굵기가 철선과 같이 변화가 없으면서 원필에 의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도판5-20] 문자도에서도 전서체 획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이전의 무거운 유교적인 이념은 사라지고 현대적 미감에

부합하는 문자도가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전서체

의 조형적 특징은 이에 부합되는 기능을 발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자의 괘상작업은 서예, 문자도와 같이 사각형의 화면에 균형감과

조형미를 가지고 그려진 것이다. 한자와 같이 다양한 글자가 아니지만,

음()과 양(―)이라는 6개의 획과 동그라미(○) 또는 실타래의 색선을

이용해 그린다. 초기 문자도가 문자에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그림

을 그려 넣은 것처럼 연구자는 작업에서 괘상의 의미를 살리고자 음과

양의 획 위에 동그라미 또는 실타래의 색선을 덧붙였다. 이미 앞에서 괘

상의 획의 간격, 기울기, 움직임이 괘상의 의미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았

198)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기획, 『조선, 병풍의 나라』, (서울: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155.

199) 위의 책, 정병모, 「여덟 문자에 담긴 희망의 찬가: 문자도 병풍」, p.330-335 에 보
면 우리나라 문자도의 변천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초창기 18세기 유학의 가르침을
표현한 문자도는 굵은 획으로 된 해서체의 문자 안에 각 문자와 관련된 고사인물화를
넣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소주(蘇州) 문자도의 형식을 빌려서 문자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도판5-19]. 이후 19세기에는 문자의 일부 획이 관련된 고사인물화를
상징하는 동식물이나 물건으로 기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19세기 후반 문자도에
도 변화가 일었다. 유학의 이념에서 벗어나 장식적인 경향으로 나아갔다. 문자의 획에
관한 표현이 점점 단순화, 상징화, 기호화되었다. 문자도에 생경하게 꽃장식이 증가하
면서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문자 안에 꽃과 새로 장식된 문자도까지 등장하기
에 이르렀다[도판5-20]. 민간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을 표출하는 내용을 담기에 이르렀다. 외형은 조신시대의 전통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미 근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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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음양의 모습뿐만 아니라 색선의 조형적인 위치도 괘상의

의미와 결부되어 표현된 것이다.

문자도는 후기로 갈수록 글자가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그림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러면서도 결코 글자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도 그림보다 가독성이 큰 글자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연

구자의 작업에서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괘상

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추가로 동그라미 또는 실타래의 색선을 첨가해주

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서는 괘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조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작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괘상과 실타래 색선을 사용한 경우, 둘째 괘상과 동

그라미 색선을 사용한 경우, 셋째 괘상과 상형문자와 동그라미 색선을

사용한 경우이다.

[작품5-13] <NO.1 하늘>,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5-14] <NO.2 땅>, 2015,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NO.1 하늘>[작품5-13]과 <NO.1 땅>[작품5-14]은 괘상과 실타래 색

선을 사용한 경우이다. 64괘는 각 괘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회

화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그동안 중천건괘를 두 가지

로 표현하였는데, 효사의 ‘용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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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과 괘상의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작품4-38]이

다. [작품5-13]은 용의 움직임으로 괘상을 표현하고 있다([표5-1]참고).

용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여 긴장감과 에너지를 느끼게 했다. 화면에

서의 긴장감은 아래부터 4개의 양의 획이 서로 한쪽 끝부분을 닿으면서

간격을 좁게 두면서 나오며, 에너지는 구오의 양의 획이 대각선으로 각

도를 급하게 하여 느껴지게 한다. 추가된 실타래의 표현은 용을 연상시

키는 백록색으로 아래 효부터 실타래가 엉켜서 상구까지 올라갔다가 다

시 구오에서 뭉치면서 용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NO.2 땅>[작품5-14]은

중지곤(重地坤)괘로 ‘땅’, ‘어머니’, ‘포용’, ‘너그러움’, ‘따름’ 등을 의미한

다. 실타래는 황금색으로 대지의 흙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음의 선들

을 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음의 선들은 거부감 없이 순종적으로 아래

로 포용 되는 모습인데 그 중 육이의 획은 다른 획들보다 더 운동성을

주어 전체 화면의 경쾌함을 만들었다.

[작품5-15] <NO.23 깎다>, 2016, 장지
에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작품5-16] <NO.24 회복>, 2015, 장
지에먹, 안료, 스크래치, 53x45.5cm

<NO.23 깎다>[작품5-15]와 <NO.24 회복>[작품5-16]은 괘상과 동그

라미 색선을 사용한 경우이다. <깎다>작품은 산지박(山地剝)괘로 높이

솟은 산이 침식당하여 점차 평지로 변화하여 가는 모습이다. 음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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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개이고 양이 맨 위에 하나 존재한다. 음이 아래에서 올라와 하나 있

는 양조차 쫓아내는 모습이다. 『주역』은 양과 음의 작용으로, 양은 밝

음, 태양, 남자, 긍정적인 반면 음은 어둠, 달, 여자, 부정적인 것으로 대

대(大對)하여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괘에서 음이 올라오는 것은

계절로 치면 풍성한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추수를 하는 시기로

조락(凋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괘상의 이미지를 가장 위의 양효가 적

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의 동그라미 색선이 상구(上九)의 효의 끝

부분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NO.24

회복>은 앞서의 <NO.23 깎다>의 도전괘이다. 음이 극하면 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지뢰복(地雷復)괘는 땅 아래 우레가 있는 모습이다. 초

효에 양이 있고 그 위로 음이 다섯 개가 있다. 하괘의 우레는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상괘의 땅은 순응하는 특성이 있어 양이 아래에서 활동하여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자연으로 치면 복괘는 동지(冬至)

를 알리는 괘로서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괘의 의미를 담기

위해 동그라미 색선을 초구부터 시작하여 전체 효가 연결되면서 상승하

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NO.23 깎다>는 하나의 동그라미 색선을 획

끝에 그리고 전체 여백을 많이 비워두어서 긴장된 가운데 쓸쓸한 분위기

를 자아냈었고, <NO.24 회복>은 많은 수의 동그라미 색선을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여백이 없이 꽉 차게 그려서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했다.

마지막으로 괘상과 상형문자와 동그라미 색선을 사용한 경우이다. 이

작품들은 기존의 괘상 작업에 상형문자가 추가되어 문자도와 유사한 형

식을 보여준다. 다음의 <흐름>[작품5-17]과 <멈춤>[작품5-18]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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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17] <흐름>, 2017, 장지에 먹, 안
료, 스크래치, 90.9x72.7cm

[작품5-18] <멈춤>, 2017, 장지에 먹, 안
료, 스크래치, 90.9x72.7cm

<흐름>은 중수감(重水坎)괘를 표현한 것으로 이 의미를 더 살려서 3

개의 감괘를 합한 모습이다. 감괘는 ‘☵’의 모양으로 양이 음에 빠지는

모습이며 중수감괘는 감괘 위에 감괘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위험이 도사

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것에 빠지는 것이 지나치면 중독된다

고 얘기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수감괘의 의미는

이와 같지만, 연구자는 이를 확장하여 세 개의 물이 겹치게 하여 ‘흐름’

이라고 하였다. 도가 지나치면 이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역경』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다.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변

화,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흐름>[작품5-17]은 파란색의 동그라미 색

선을 위아래로 여러 개 겹쳐서 시원하게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표현

한 것이다. 괘상의 획의 간격은 좁게 나열되어 있어서 긴장감을 더해 주

고, 화면 왼쪽 상단의 상형문자 물(水)자의 물결표현은 폭포의 모습을 직

접적으로 보여준다. 화면의 아래의 지워진 괘상 부분은 돌을 연상되게

표현하였다. 전체 화면의 그려진 부분 외에 다양하게 남겨진 여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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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폭포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멈춤>[작품5-18]은 중산간(重山艮)

괘에서 온 것이다. 간괘는 거듭 산이 있으니 ‘첩첩산중’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친다’, ‘정지’라는 의미이다.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더한다’는

의미가 아닌, 어떤 일을 하는 데에 ‘그칠 줄 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의 전체모습은 상형문자 산이 첩첩이 있고 그 위로 주황색의 동그라

미 선을 두어 태양으로 보이게 구성하였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그림자

같은 부분은 산 아래 달이 숨어있는 모습을 연상하도록 구성하였다. 괘

상이 촘촘히 배경이 되어 상형문자인 ‘산(山)’의 어둠 속 산의 모습을 더

욱 명확히 보이는 효과를 두었다.

의미가 있는 괘상이 뜻글자인 한자와 닮았다는 전제하에 괘상과 서예,

문자도를 연결해보았다. 사각형의 공간 안에 몇 개의 획을 그어서 조화

미를 추구한 점에서 서예와 연결해보았고, 획 외에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색, 선, 형상 등을 더한다는 점에서 문자도와 연결해보았다. 실제로

연구자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문자도 같다는 말을 빈번하게 들

었다.200) 한자와 같은 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괘상으로 의미를 부여

하고 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2) 나열식 구도

연구자의 상형문자 작업과 관련하여 구도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은 작품

내부에 배치된 사물들이 상호 중첩되지 않고 나열식을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첫째, 고대벽화에서 보이는 구

도와 관련해서 보는 것, 둘째, 서예의 장법과 관련해서 보는 것, 셋째, 지

도의 형식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다.

최근의 상형문자 작업은 주로 풍경을 담는다. 풍경은 우리 주변의 산

책로, 공원, 숲속 등으로 거닐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나무,

풀, 돌, 거북이, 뱀, 토끼 등이 있다. 각각의 사물들은 나와 일면하는 것

200) 연구자의 작품이 ‘문자도’와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 박영택은 「상기된 자연의 부호
화」에서 64괘의 모습을 ‘특이한 문자도’의 환생으로 보았다. 더불어 연구자의 <64
괘> 작품과 이응로의 <주역64괘 차서도>를 연결해보았다.



- 221 -

으로서 나를 일깨워주는 존재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작품에는 각각의

사물이 온전하게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원근감이라든가 사물

간에 앞뒤에 의한 겹침 없이 사물들 개별을 담아낼 필요를 느꼈다. 내가

공원을 걷다가 마주한 나무는 나와 거리감이 없다. 바로 앞에서 바라본

나무만이 있다. 풍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은 나와는 이런 직접적, 대

등적 관계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물들을 온전히 화면에 개별적으로 담는

것이 필요했다. 사물들을 온전히 개별적으로 담는 것은 동양의 시방식

(視方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수의 온전한 모습을 담고자 삼원법이 만

들진 것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사물 또는 자연은 그 자체로 고유하며 존

귀한 존재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사고가 아니다. 인간과 나무, 인간

과 자연의 유기적이며 대등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

한 시방식은 고구려벽화에서도 보인다.

[도판5-22] <행렬도>, 덕흥리고분 앞칸
동벽, 5세기 초, 평안남도 남포시

[도판5-23] <수렵도와 천계>, 덕흥리고분 앞칸 남
벽, 5세기 초, 평안남도 남포시

[도판5-22]의 작품은 5세기 초 고구려의 평양 근처 덕흥리 고분벽화의

<행렬도>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구려화가 시작되는 벽화이다. 행렬

도의 철기(鐵騎)들이 펼쳐진 모습으로 공간감이 없이 그려졌다. 50년 전의

안악 3호분의 <행렬도>가 행진 중인 인물을 겹쳐 그림으로서 화면에 공

간감을 주려고 한 점과 대비된다. 일부 학자는 이를 표현법의 후퇴로 보기

도 하지만201), 고구려 중기, 후기의 벽화가 덕흥리 고분벽화의 양식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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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을 보면 고구려화가 되면서 고구려인들의 미에 관한 태도가 반영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회화 표현에서 사물과

사물을 겹쳐 그려서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은 꽤 능숙한 기술이 필요한 것

이고 이것이 그림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은 습득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구

려의 벽화에서 전시대에 습득되었던 기술이 후세대에 지속되지 않은 것으

로 표현의 퇴보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본다. 공간감을 포기하면서 이

들이 추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유는 고분의 벽화는 무덤 속 주인이

현세의 삶이 내세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그려지는 대상에 ‘온전한 존재’를 부여하

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천장에 그려진 신성한 새들과 해와 달과 별들

등은 더욱 그렇다[도판5-23]. 연구자의 작품에서 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

기 위해 사물들을 겹치지 않게 표현한 것은 고분벽화에서 그려지는 대상

의 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도판5-24] 소식, <한식시첩(寒食詩帖)>부분,
송, 일본 소장

[작품5-19] <유(遊)_문(文)>, 2011,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30X130cm

두 번째로 연구자의 작품은 (상형)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자를

쓰는 방법, 서예의 장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문자는 가독성이 중요하여

나열식 구조를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201)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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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는 글자의 강약과 획의 변화를 통하여 나열되는 문자로 미를 추구한

다[도판5-24]. 연구자가 회화에서 사용한 각각의 상형문자도 가독성을

중시하며 화면에서 조형성과 공간감을 위해 사물들 사이에 강약을 둔다.

이러한 강약의 표현은 사물들 사이의 리듬과 상호작용을 담으며 의미를

만들어낸다. <유_문>[작품5-19]을 보면 문자들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거

의 없이 나열되어 있고, 화면 상단 오른쪽 산, 중간의 거북이, 뱀, 나무

등이 농묵으로 강조되었으며, 그 사이사이의 산, 돌, 물, 소 등은 중묵 또

는 담묵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문자들 사이에 강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물들의 강약과 위치에 의해 전체 작품의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로 상형문자 작품은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린다는 데서 지도

(地圖)를 보는 것과 같다. 지도는 특정 장소를 일정한 비율로 줄이고 약

속된 기호로 표시하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업

은 실경을 토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서울의 모습을 담은 <서울>,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을 담은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영은미술관 주변을

담은 <경안원>, 경기도 분당의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을 담은 <돌마원>

과 <율원>의 대표적 작품 외에 상형문자 작업의 다른 작업도 실제로 존

재하는 어느 한 장소를 담은 작품들이다. 따라서 각 작품의 공간 안에 구

성과 배치는 중요하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가로세로 그리드를 그리고 그

위에 사물들을 배치한다. <남한산성>[도판5-25]의 예를 보면, 행궁을 중

심으로 동서남북의 문(좌익문, 우익문, 지화문, 전승문)이 있고, 수어장대,

숭렬전, 청량전, 현절사, 침괘정 등의 명소와 이를 성곽이 둘러치고 있다.

실제로 남한산성을 둘러보는 데에 성곽을 끼고 5가지 코스가 있다. 산성

중심의 산성 로터리에서 출발하여 여러 명소를 보고 이를 지나 성곽문으

로 가면 성곽 너머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러한 노선은 길을 따라 자

연스럽게 진행된다. 지도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길’

이다. 걸어가든 자동차로 가든 지도를 보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 시선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서울>, <남한산성>, <경안원>은 길을 직접 그려 넣

어 주어서 그 길을 따라 시선이 이동하게 했다면, <돌마원> <율원>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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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군데군데에 다리를 그려서 시선을 유도하였다. 연

구자에게 있어 최근의 상형문자 작업은 창밖 풍경이 아니라 길을 따라 이

곳을 거닐면서 존재와 생명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이를 담는 것이 중요하

다. 연구자가 이곳을 지나면서 느꼈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도판5-25] <남한산성도>, 17C 후반, 32.3x46.2cm, 채
색필사본, 영남대학교박물관소장

[작품5-20] <남한산성>, 2017, 장지에 먹,
안료, 스크래치, 158x194cm

연구자의 작품이 고지도(古地圖)에서 대상을 담는 시각과 유사하여 비

교해 보겠다. 고지도는 산과 강의 모습과 땅 위에 세워진 인문적인 문화

요소를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고지도는 현재와 같이 카메라나 영

상기계가 없던 시대에는 직업적인 화가관료인 화원의 손을 빌려 될 수

있는 대로 시각자료를 남기려 했던 기록 정신에 의해 제작되었다. 오늘

날의 지도가 항공측량을 포함한 과학적인 측량법을 써서 거리와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수직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그린

평면지도이므로 오히려 입체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지

도는 땅을 비스듬하게 내려다보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산과 강, 건물

등의 입체성이 더욱 뚜렷하다[도판5-25]. 더욱이 땅을 이해하는 방식이

옛날과 지금은 판이하다. 지금은 땅에 어떤 이치가 있다든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시각으로 땅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땅에 음양

(陰陽)과 오행(五行)의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라 땅이 살아있다고 보

아, 그 생명체적 요소를 강조해서 그렸다. 그래서 방위에 따라 오행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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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을 다르게 칠하고, 산과 강은 뼈와 혈관으로 이해하여 그 맥(脈)을 강

조하여 그렸다.202) 고지도는 산줄기, 강줄기를 중심으로 지도가 그려진

다.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하고 산맥과 강줄기를 그 기의 흐름

이라고 생각한 데에서, 풍수사상이 연원한다. 고지도는 풍수지리학, 음양

철학, 기철학, 생명철학이 응축된 표현인 것이다. 부감시에 의해 겹치지

않게 강, 산을 표현하는 것과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요약적

으로 표현하는 고지도의 기법상 특성은 연구자가 작업에서 상형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생활세계를 표현하는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연구자의 작품은 각 대상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구도가 이루어졌다.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작업과, 《문자연》 작품

과 같이 사람을 담은 작업 등 상형문자를 사용한 대부분 작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사물을 겹치지 않게 배치하였고 요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평면적 요

소를 살려 작업하였다는 것이다.

*소결론

Ⅴ장에서는 안료, 선, 형태, 구도의 측면에서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

다. 안료는 ‘바탕으로서의 흰색’, ‘먹’과 ‘초록색과 그 외의 색’, 선은 ‘괘상

의 획’과 ‘상형문자의 철선’, 형태는 ‘간략한 형상’과 ‘문자추상’, 구도는

‘결구와 장법의 구도’와 ‘나열식 구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흰색은 연구자에게 유학 경전에 언급된 소(素)의 의미를 연상하게 하

고, 작업의 바탕과 형식, 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논

어』의 ‘회사후소(繪事後素)’와 『주역』의 ‘산화비괘(山火賁卦)’에서 ‘소

(素)’의 ‘소박’, ‘바탕’의 의미를 찾아보았고, ‘긁기’ 작업의 신체성, 물성의

요소를 ‘실존’과 ‘본질’의 표현으로 보았다. 티타늄화이트 흰색안료의 특

징과 이를 물감으로 만드는 방법 및 포수방법을 살펴보았다. 현색(玄色)

으로서의 수묵적인 특징이 작업에서는 어떻게 발현하였는지 분석하였다.

202)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서울:효형출판, 199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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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과 그 외의 다른 색은 동양화물감 또는 과슈를 사용하는데 이들의

재료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의 특성은 ‘괘상의 획’과 ‘상형문자의 철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괘상의 각 효는 그 의미에 맞춰 획(畵)이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특

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상형문자 작업은 갑골문, 금문, 전문의 철선(鐵

線)적 요소와 암벽화의 뾰족한 도구로 그어진 선의 특성을 반영한 ‘철선’

에 그 특징이 있음을 보았고, 또 인물화에 쓰이는 ‘철선묘’나 딱딱한 고

분벽화의 표면에 그어진 필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선

의 굵기가 일정하고 강경하며 원필의 유연한 철선’의 특성을 가지는 것

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에 드러나는 형태적 특성을 ‘간략한 형상’과 ‘문자추상’으

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주역』의 ‘이간(易簡)’ 사상은 대상 너머의

진리를 담는 형식으로 ‘간결하고 쉬운’ 방식을 제시하고 이는 친근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괘상이 만들어진 속성으로 인해, 이것은 회화에서 추상적 의미를

담으려는 표현 시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괘상 작

업과 괘상을 이미지화한 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개념은 상형문자 작업에도 그 효용을 발휘하는데, 특히 ‘서(書)와 화(畵)

의 관계’에서 ‘상형성’을 유지하면서 ‘서예의 결구와 장법의 원리’를 작품

의 구성에 반영한 현대 작가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

와 변별하여 연구자 작업의 특징을 ‘상형성’을 가지면서도 ‘구조’와 ‘의미’

를 중시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의 상형문자 작

업의 형태는 ‘생의 이치’에 입각한 ‘간략한 구조적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작품에 드러나는 구도적 특성을 ‘결구와 장법의 구도’와 ‘나

열식 구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괘상 작업은 화면 안에 하나의 괘상

을 그리는데 이것은 서예에서 네모 칸에 한자씩 쓰는 것과 비슷하다. 여

기서 착안하여 ‘서예의 결구와 장법의 원리’로 그 짜임새를 보았고, 그

외에 추가된 동그라미나 실선의 표현은 문자도의 표현과 연결하여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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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형문자의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각 사물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

해 대상 하나하나를 겹치지 않고 나열하는 점이다. 나열식 구도는 고구

려 고분벽화의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었고 그 외에 서예의 장법과 고지

도의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상형문자 작업과 비교해 보고

그 특징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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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예술이란 예술가가 세계와 나눈 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세

계를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식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바를 표현한다. 감

각을 매개로 형성된 직관에 의하여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상

학에 의하여 시도된다. 예술가에 의하여 표현되는 세계는 ‘감각의 주체’

에 반응하는 세계이다. 현상학에 의하면 감각의 주체, 즉 예술가는 무의

미한 세계를 배제한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본인의 존재에

대한 주관적인 탐구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인식대상인 ‘생활세계’를 동양미학의 ‘의상론’과

접목하여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이라는 주제나 범주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의상론’에 대한 분석으로 동양회화가 본질을 탐구하는 가운데 추상성을

가진 표현방법이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상론’에서 추구한

본질은 ‘생활세계’에서 직관에 의하여 해석한 현상과 상호 공통점이 존재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동양회화와 서(書)의 시원적 성격을

가지는 ‘괘상’과 ‘상형문자’는 당시 생활세계에 대한 직관의 표현이었고,

이는 현대의 추상적인 회화표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생활세계의 의미와 회화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동양철학서인 『주역』은 건원(乾元), 곤원(坤元) 등의 ‘건’, ‘곤’, ‘원’의 개

념을 사용하여 생(生)을 자연의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모습으로 개념화한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석도가 정립한 미학체계의 생활(生活) 개념은

생명, 생동활달을 기본으로 하고, 화가의 마음(心)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직

접 체험하여 생명성을 획득할 때 의미 있는 작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다음으로 현상학이 생활세계의 보편적, 본질적 구조로서 ‘자연(존재

의 본래 면모)’을 제시하고 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직관적, 주관적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물의 존재 또는 인간의 생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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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관심, 그에 수반된 여러 가지 주제들은, ‘상(象)’을 통하여 회화작품으

로 표현되었고, ‘의상(意象)’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의상론’은 『역전』,

『노자』, 『장자』의 상(象)에 관한 기술에서 시작하였는데 그 핵심은 무

형의 도(道)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유형의 것을 빌

려 무형의 도(道)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노자는 기(氣)의 흐름을

주목하여 상의 도에 접근하려 하였다. 기는 운동성, 지향성, 상호작용하

는 특성을 가지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심미적인 것으로 발전하

여, 상의 개념을 풍부하게 한다. 도(의)-기-상의 관계에서 의(意)는 작가

(심미주체)의 마음을 가리키고, 상은 마음에 있는 뜻과 결합한 형상, 물

상을 가리킨다. 의상이 심미본체 또는 미적대상으로 표현되는 이유이다.

선진시기의 상이 단순히 유무의 결합에 의한 ‘상징’으로 표현되었다면,

위진남북조 시기 유협에 이르러 심미주체와 심미대상으로 나누어 ‘심미

주체의 마음’이 상호작용하여 인식된 ‘물상’에 대하여 의상(意象)으로 개

념화된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는 선진시기의 철학적 의미의 상(象)이 심

미적 작동을 중시하는 예술창작과 관련하여 ‘의상(意象)’으로 발전한 것

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의상론은 현상학의 ‘생활세계’와 그에 수반된 주제와 밀접하게 연

관된 되어있음을 살펴보았다. 왕부지는 그의 의상론에서 ‘정경합일설(情

景合一說)’과 ‘현량설(現量說)’을 펼쳤는데, 이는 현상학의 생활세계에 해

당하는 ‘현재’, ‘직관’, ‘상호작용 속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

다. 예술가가 현재 직관을 가지고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현한

세계는 왕부지의 의상론에 다름 아닌 것을 발견하였다. 즉 예술가가 허

정(虛靜)하고 좌망(坐忘)한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반응하는 세계

에서는 역으로 세계가 예술가의 사상과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연구자의 회화작업에서 사용된 괘상과 상형문자의 생성원

리와 그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괘상의 기원에 대해 ‘하도·낙서설’

과 ‘태극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하도·낙서설’은 문헌자료의 다수설

에 의하면 황하(黃河)의 용마와 낙수(落水)의 거북등에서 나왔고,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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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지도자인 복희가 그 해석 주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도와 낙서

는 숫자를 나타내는 점(点)으로 이루어진 도상이고, 그 위치와 배열이 해

석과 의미를 지니게 된다. 주희가 『주역』해석서인 『주역본의』를 서

술하면서 괘사에 대한 해설에 앞서 도상(圖象)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소

위 왕필, 정이 등에 의하여 대표된 의리역학의 한계를 상을 통하여 보완

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다음으로 ‘태극설’은 「계사전」에서 태극, 양

의, 사상, 팔괘의 발생순서로서 괘상이 생성, 발전하였음을 주장하는 견

해이다. 태극의 운동과 분화로 괘상이 나왔다는 태극설은 우주와 생의

본질에 대해 관찰하고 그 근원을 태극으로 파악하고, 태극은 다시 음과

양으로 분화되고 축약된 형상의 기호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다. 괘상이 만들어진 시기의 회화적 특성은 음과 양이 ‘’와 ‘⚊’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 가능하게 한다는 논지에 이르게 되었

다. 다음으로 『역경』의 역(易)이라는 문자에 대한 어원, 8괘와 64괘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역(易)’이라는 문자는 자형으로 보면, ‘변화’

를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동물인 도마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자

의의 관점에서는 해(日)와 달(月)의 순환적인 ‘움직임’, ‘생성과 소멸’을

뜻하는 것이었다. 덧붙여 8괘와 64괘의 상, 원의, 명칭, 생성원리, 파생된

상징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상형문자의 생성원리와 특성인 상형성, 상징성, 주술성, 추

상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자의 기원과 관련하여 괘상, 결승, 서계,

갑골문 등에 대하여 『설문해자』 등의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았

다. 생성원리의 측면에서 괘상은 상형문자와 유사함을 발견하였고, 그림

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것을 분석하였다. 문자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갑

골문은 형상을 요약적으로 모방하는 상형성을 기본으로 지사와 회의의

내용도 포함하고, ‘선의 추상미’를 통하여 대상을 요약적으로 담아내는

특성이 존재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상형문자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주술성이 가미되어 있음도 발견하였

다. 갑골에 새긴 갑골문, 청동기에 새긴 금문, 주로 돌에 새겨진 전문 등

초기문자의 자형은 후대의 문자와 구별되는데, 그 주요한 특징은 상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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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고, 좌우 대칭적이며, 배열이 자유롭고, 철선 형식으로 표현되는

되는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상형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장에서는 상, 괘상, 상형문자를 활용하여 생활세계를 표현한 연구자

의 작품을 ‘경험으로서의 현재’, ‘직관으로서의 관(觀)’, ‘상호작용 속 상상’

의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험으로서의 현재’는 경험주체인

‘인간’이 직면한 세계를 ‘잔치’, ‘사건’, ‘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인

간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生)을 사는 동안 겪는 많은 경험 중 ‘살아있

음’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분기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표출인 ‘잔치’를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사건’은 불안한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활 과정의 어느 한순간 결정하지 못한 선택을 위하여 64개의

괘 중 하나를 뽑아 이를 표현한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반추해보

는 작업이었다. ‘균형’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균형을 자전거(車)를 처음

타는 사람에게 필요한 균형에 빗대어 상형문자 ‘ ’로 표현한 작품이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에 기반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경험으로서의 현재’의 항목에 담았다. 둘째, ‘직관으로서

의 관(觀)’은 땅(地) 위에 피어난 생명을 정자(亭子), 집(宮), 길이라는 공

간에서 바라본 것이다. 연구자가 주변에 실재하는 공간을 주관적으로 경

험하면서 관찰하였던 자연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그 대상은 나무, 풀,

물, 돌, 흙, 산, 물고기, 거북이, 토끼 등이다. 정자와 집에 대한 상형문자

의 어원과 형상의 창조원리를 살펴보고, 생의 관점에서 짚어 보았다. 셋

째 ‘상호작용에 의한 상상(像想)’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들에 의해 구성된

상호작용에 의한 상상력 작업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상상한

‘별길’과 우주의 움직임을 본다든지, 현재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64괘의 괘상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긍정적이면서 이상적인 괘상으로 다

시 만들어 본다든지, 실재하지 아니하고 작가의 마음속에나 있을 법한

상을 상상력을 가동하여 규정할 수 없는 ‘형상’으로 만들어 본 것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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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장에서는 연구자 작품의 재료적,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자

자가 사용한 안료는 작업의 바탕과 형식을 차지하는 재료로 기능하고, 그

색상인 흰색이 작업 전체에서 유교의 소(素)의 의미를 지닌다. 『논어』

에서 공자가 말한 ‘회사후소(繪事後素)’와 『주역』의 ‘산화비괘(山火賁

卦)’에서 언급되는 ‘소(素)’의 개념을 탐구하여 ‘소박’, ‘바탕’의 의미를 찾

을 수 있었고, 연구자의 작업에서 안료 사용으로 인한 의미효과를 살펴보

았다. 작업방식으로 사용된 ‘수양’에 가까운 ‘긁기’ 는 신체성, 물성의 요

소를 통하여 ‘실존’과 ‘본질’을 표현한 것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었다. 작

품에 사용된 먹은 ‘현색(玄色)’으로서 연구자의 작업에 어떠한 기법으로

사용되었는지 다루었다. 추가로 티타늄화이트 흰색 안료 및 기타 물감의

제조 방법, 포수 방법 및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괘상’ 작업에 사용된 선은 각 효의 의미에 맞추어 그 운동성과 방향성

이 있음을 보았고, 그 형태는 『주역』 「계사전」의 ‘이간(易簡)’ 사상에

근거하여 ‘간략한 형상’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구도에 대

한 분석을 위하여 ‘서예-문자도-괘상’의 관계에서 살피고 ‘서예의 결구와

장법의 원리’에 나타나는 짜임새를 작품의 구도에 반영한 점을 살폈다.

‘상형문자’ 작업에 사용된 선은 갑골문, 금문, 전문의 철선(鐵線)적 요

소, 암벽화의 뾰족한 도구로 그어진 선적 요소, 인물화에 쓰이는 ‘철선

묘’, 딱딱한 고분벽화의 표면에 긁은 선의 요소에 연원하여,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강경하며 원필의 유연한 철선’의 특성을 창조적으로 계승·구현

하였음을 밝혔다. 형태는 괘상과 마찬가지로 이간 사상을 바탕으로 ‘서

(書)와 화(畵)의 관계’에서 ‘상형성’을 가지면서도 ‘생의 이치’에 입각한

‘구조’와 ‘문자의 의미’를 중시한 ‘문자추상’을 시도하였다. 구도는 각 사

물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 하나하나가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는

‘나열식 구도’의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표현 방식, 서

예에서 글씨의 대소 및 강약의 표현인 장법, 지도의 표현 형식 등을 차

용하여 그 의도가 현대적으로 발현되게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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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논문작성 과정에서 느낀 아쉬웠던 부분과 긍정적

인 부분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괘상과 상형문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상의 개념과 의상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

는데 직접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의경설(意境說)을 다루는

논문과 서적에 부분적으로 가미된 정도였다. 괘상과 상형문자를 회화작

업으로 다루는 작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겠으나, 미술학으로 괘상과 상형

문자를 연구한 논문이나 서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서예나 유학에 관

한 연구 분야에서 괘상과 상형문자를 연구한 논문이나 서적을 찾을 수

있었으나 접근시각이 상이하였다. 괘상에 대한 기원설과 8괘와 64괘의

생성원리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분분하였고, 한자의 발생기원 및 발전과

정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난립한 상태에 있었으며, 갑골문에 관한 연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점이 있다. 『주역』은 수천 년 연구되었음에도 의

리역학, 상수역학, 점술서로서의 역학 등으로 분화되어 연구자가 종합적

인 이해를 하는 데 그 한계를 실감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작품을 스스

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찾

고자 하였다.

긍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현상학의 생활세계를 통한 작품분석은

생에 대한 인식의 틀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속 고대기호나 문자를 재해석하여 현대에

의미 있는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연구자는 논문의

주제어인 ‘상’, ‘의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양예술의 근원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동양의 회화예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참고가

되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동양의 회화예술은 미(美)를 직접적으로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사유하듯이 ‘도(道)’를 구할 때 그 결과로 발현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인식한 ‘도’는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

이 아닌 실존적 생(生)에 존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립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변화와 순환을 주도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시각으로 볼 때 동양의 회화예술은 ‘생’ 또는 ‘생명’에 관한 작

가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또한, 동양회화는 ‘알기 쉽고 배우기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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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법’으로 그 표현 기법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동양의 그림은

마음속에 반영된 대상을 표현하므로 추상(抽象)이라 할 수 있다. 추상은

외계의 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상을 벗어나야 하지만 결코 심상을 벗어

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는 유·무형의 상이 모두 포함된다. 상의 의미를

발전시켜 상징성을 부각한 것이 의상이다. 의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괘상’이다. 연구자가 괘상을 통하여 현대미술의 추상을 구현하고자

한 이유이다. 『주역』의 「계사전」은 ‘이간(易簡)’ 사상에 의하여 괘를

그렸다고 기술한다. ‘이간’은 ‘쉽고 간단하다’는 뜻으로, 쉽고 간단하기 때

문에 친근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널리 효용적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지

속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오묘한 이치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상’

을 통한 ‘간략’한 표현으로 ‘생의 이치’를 담아낸 것이다. ‘생의 이치’는

‘존재의 본래 면모’이다. 회화적으로 생명의 원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이치가 드러나고 형태가 생성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작업한 연구자의 작품에 대하여 그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 부

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새로운 해석으로 그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이 회화의 근원인 고대기호와 문자에 관한 관심을 환

기하는데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역량 있는 분들의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추상회화의 외연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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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research paper that examines the works spanning 

from 2002 to 2019 in which the author employs hexagrams and 

pictographs as the medium to express the life-world. The works of 

the author stem from an attempt at a pictorial expression of life(生) 

and essence(本質). The works examined in this research paper are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images of hexagrams(卦象)’ and 

‘pictographs’, which are images and characters that represent human 

norms that sought to emulate the principles of nature people 

discovered in ancient times. Focusing on the common thread that 

runs through the concepts of ‘image(象)’ and ‘idea-image (意象)’ in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respectively and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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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orld’, the author discovers mutually shared and complementary 

subjects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orks in which the subjects above are rendered into pictorial 

expression. 

This thesis holds significance in that: first, it examines features of 

Oriental painting from the ‘idea-image theory’ standpoint; second, it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image theory’ of the East 

and the concept of ‘life-world’ in Western phenomenology; third, it 

discovers contemporary meanings of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that have been expressed pictorially; and fourth, it takes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approach to examine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Furthermore, the implication that a work 

based on features of Oriental painting can take the form of and be 

interpreted as contemporary art adds significance to the thesis. 

Chapter II looks into ‘the meaning and pictorial application of the 

life-world.’ The term ‘life-world(生活世界),’ which is a topic studied in 

this thesis, can be defined as ‘the world through which life is viewed.’ 

Life-world comprises ‘the world of life’ that we inhabit and ‘the 

lifeworld as a perception framework’ through which life and its 

essence are observed. The term ‘life-world’ is used in Western 

phenomenology to refer to ‘the world of subjective and everyday life’ 

serving as the base of life for all people. The term refers to the 

specific life as lived in the moment rather than an impression of the 

past or an ideological world. It is assumed that academic knowledge, 

ideology and life cannot exist without an existing base of life with 

nature at its core. In a methodological sense, life-world is an attitude 

of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the world as is without any 

philosophical premise or bias. A ‘life-worldly attitude’ seeks to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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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uitively understand the structure or essence of life drawn from 

subjective and vivid experiences. The author combines such perception 

framework rooted in phenomenology, which is a discipline of 

philosophy, with the ‘idea-image theory’ in painting to elicit a number 

of common subjects such as ‘present’, ‘intuition’ and ‘imagination 

within interaction.’ With such items, the author performs a content 

analysis of the paintings. 

Chapter III studies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found in 

paintings of the author. The ‘myth of Hetu and Luoshu’ and the 

‘myth of Tai Chi’ serve as references for the origin of hexagram 

images. With their roots in either numbers or elements of nature, 

images of hexagrams use abstract symbols – yin(⚋) and yang(⚊) – 

to express the conflicting qualities embedded in natural phenomena 

and consist of ‘8 trigrams’ and ’64 hexagrams.’ Having first appeared 

in the Oracle bone script, pictographs are characters that have the 

‘tendency to emulate the image’ of the object and a ‘symbolic’ quality 

that reflects the element of ‘occultism’ in fortune-telling practices.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both extract the essential 

properties of the represented objects after a thorough observation. 

Consequently, both prove to be extremely condensed forms of 

expression. In other words, both are easy to comprehend and simple 

enough to readily mimic(easy and simple, 易簡). Their condensed 

nature resembles that of contemporary abstract expression and allows 

them to depict imaginary elements beyond the immediate object with 

a sense of reverence and aesthetic quality.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are aesthetic idea-images(意象) that not only served as the 

starting point of Oriental painting but also embody the core of 

Eastern philosophy and aesthetics. The author aims to expl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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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orld embedded in the properties of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the works examined.  

Chapter IV delves into the use of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for a portrayal of the ‘life-world’ by examining relevant 

works. First, ‘the present as experienced’ captures personal and social 

events that occur in the specific life the author experiences in the 

moment. The works examined here represent the image of the 

hexagram selected through a coincidental method that is traditionally 

used to extract hexagrams or an interpretation of the hexagram. Such 

works include《Feast of characters (文字宴)》on the subject of ‘feast’, 

<64Hexagrams> on ‘event’ and the work on ‘balance.’ Second, ‘sight

(觀) as intuition’ is the study on works that highlight what the author 

acquired via insight(直觀) in the process of making contact with the 

worl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y object requires a careful 

observation. While a fixed viewpoint limits the view to only one side 

of the object, a way of seeing through the Eastern viewpoint allows 

the required level of scrutiny. Works such as《Character landscape 

painting》, 《A world expressed through images(以象世界)》and 

《Character within character(文中文)》are examined from the pavilion

(亭子)-centered view(觀) and the house(宮)-centered view(觀) 

respectively. Third, ‘imagination(想像) triggered by interaction’ studies 

works that underscore the subjectivity of the aesthetic subject in its 

interaction with the object. The aesthetic subject’s state of mind has 

been historically and customarily shaped and, therefore, tends to 

define the object in a subjective manner. Such interaction triggers 

imagination that produces meaning(意味) and idea-image(意象). 

《Trace of the star》, <Imagesofhexagrams>, and《Foundation

(素)-image(象): Indeterminate form 》are the relevant work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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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scrutiniz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Across all works, white pigment conveys the meaning of foundation

(素)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while functioning as the material 

that forms the basis and format of the work.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essence can be drawn from the idea of ‘simplicity’ and 

‘basis’ embodied in ‘foundation(素)’ along with the physicality and 

materiality of the act of ‘scratching.’ The chapter examines properties 

of inkstick that produces the dark color(玄色)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manufacturing method and priming method for paints 

including the titanium white pigment. The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depicting ‘images of hexagrams’ and those 

depicting ‘pictographs’ are studied respectively. In case of works with 

‘images of hexagrams’, lines portraying the strokes carry ‘motility’ and 

‘directionality’ as per the meaning of each line of the hexagram while 

the shape adopts the ‘simple form’ based on the ‘easy and simple(易

簡)’ ideology from the「Copula Commentary」. In addition, 

composition of the work follows the ‘construction and syntax of 

calligraphy’ in the ‘calligraphy – letter painting – image of hexagram’ 

relationship. In case of works with ‘pictographs’, lines carry elements 

of the Cheolsun(鐵線) that appears in the Oracle bone script, the 

Chinese bronze inscriptions and the Seal script where ‘a flexible 

stroke produces an iron-wire line with force and consistent thickness’ 

comparable to the ‘fine iron-wire line’ used in portraits. The shape of 

the pictographs resembles that of ‘abstract symbols’ while having the 

‘tendency to emulate the image’ roo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書) and painting(畵)’ according to the ‘easy and simple’ 

ideology as well as an emphasis on the ‘structure’ and ‘meaning’ 

based on the ‘principles of life’. Furthermore, these works adop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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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tial composition’ that avoids overlapping of the objects in 

order to convey the individual presence of each and every object. 

This study strives to demonstrate how paintings can illustrate life and 

essence within a phenomenological perception framework by 

employing images of hexagrams and pictographs as the medium. The 

works of the author attempt to explore the potential of using ancient 

characters as symbols in the contemporary art context and thereby 

inherit elements of Eastern art in a creative manner. Such works hold 

significance as they suggest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contemporarily 

relevant paintings with roots tracing back to the origin.   

Key words: image(象), image of hexagram(卦象), pictograph(象形文字), 

idea-image(意象), life-world(生活世界), Cheolsun(鐵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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