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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필자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작한 회화작품을 연구대상으

로 한다. 본인의 작품연구에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다. 이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의식의 발전과 그것의 표현을 실습하는 회화적 탐구이다. 본고는 작품

의 배경이 되는 의식세계의 전개를 파악함으로써 작가론을 정리하고, 창작의 

방법론을 통해서 회화작품으로의 적절한 표현을 연구한다. 

 나는 나의 회화세계를 ‘여가적 풍경’으로 명명한다. 이 말에는 회화의 내

적인 목적과 외적 속성이 담겨있다. 작가의 심리적인 배경이 ‘여가’라는 동아

시아의 전통성을 지니며, 동시대의 풍경회화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참

된 ‘여가’의 추구와 내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에 따르는 작품에서의 기대감과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회화적 완결성을 추구하면서 수행된 실습과정을 정

리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적 풍경’이

란 무엇인가? 둘째, ‘여가적 풍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셋째, ‘여가적 

풍경’의 현대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의

의를 밝힌다.

Ⅱ장은 ‘여가적 풍경’의 개념을 찾는다. 먼저 ‘여가’의 가치를 정의하고 

‘여가’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가치를 검토한다. ‘여가적 풍경’의 정신

적인 배경에는 ‘관조’와 ‘경계’의 전통적인 시선이 내재되어있다. 또한 본 장

은 ‘수양론’과 ‘창신’의 개념을 통해서 ‘여가적 풍경’의 목적을 찾는다. ‘여가

적 풍경’의 심리적인 태도는 오랜 전통을 지녔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통의 

‘자연관’과 ‘의경’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본 장은 과거의 ‘산수화론’과 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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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동아시아에서 논의된 ‘의경’을 파악하고, 이를 작가론의 배경으로 삼고 있

다. 

Ⅲ장은 ‘여가적 풍경’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다. 본 장은 본인의 작품을 형

성하는 ‘공간의 표현’과 ‘미감과 감성’으로 분류한다. 앞서 살펴본 ‘자연관’과 

‘의경’은 본 장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었다. ‘자연관’은 ‘공간의 표현’을 세부

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바탕이 되고, ‘의경’은 ‘미감과 감성’을 분석하기 위한 

미학적 근거가 된다. ‘공간의 표현’은 ‘대자연의 풍광’, ‘일상의 자연’, ‘도시적 

풍경’, 그리고 ‘인물이 있는 풍경’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미감과 감성’은 

‘공허와 쓸쓸함’, ‘기억과 그리움’, ‘생기와 소박한 기쁨’으로 분류하여 기술하

였다.

Ⅳ장은 ‘여가적 풍경’의 회화적 표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여가적 풍

경’의 핵심적인 조형원리를 아홉 개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 조

형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는 회화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와 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항은 다음과 같다. ‘평원의 구도적 특성’, ‘사진의 평면화’, 

‘프레임의 강조’, ‘재현의 절제’, ‘불분명한 경계’, ‘이미지의 분리와 합성’, ‘패

턴의 활용’, ‘색채의 광학적 흔적’, 그리고 ‘색채의 자율성’이다. 후반부는 ‘여

가적 풍경’을 형성하는 표현기법에 대한 탐구를 기술하고 있다. ‘여가적 풍

경’의 회화적인 충만함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기법으로써 ‘물질성’에 대한 탐

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다. 표현기법은 ‘안료의 물질성’, ‘뿌리기’, ‘흘리

기’, ‘텍스처’, 그리고 ‘흔적과 누적’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Ⅴ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연구내용을 점검한다. 그리고 나의 작업세계가 

자라온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작품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한

다. 본 장은 ‘여가적 풍경’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감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예술세계에서의 현대적인 의의를 찾고 있다. 본고는 예술을 통해서 전통의 

현대적 가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나는 예술적 전통이 현대

적 의미로 환원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여가(餘暇), 자연(自然), 의경(意境), 공간성, 조형성, 물질성

학  번 : 2018-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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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논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작된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

이다. 이 논문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풍경의 개념과 작품의 조형원리를 밝히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을 통해서 나의 작품에 대해 점검하고, 미래

의 작품활동의 기반이 되어줄 토대를 닦고자 한다. 예술작품의 연구는 ‘관념

의 형성’과 ‘미술적 표현’이라는 두 갈래의 종합적인 탐구이다. 작품연구는 

생각이나 개념의 표현이 선행되고, 끊임없는 수정작업이 뒤따른다. 이 작품논

문은 이러한 회화탐구의 성질에 따라서 ‘개념의 성립’과 ‘조형적인 탐구’라는 

두 가지의 큰 틀을 지니고 있다.

‘여가적 풍경’은 나의 석사논문 「공간 재현을 통한 안식의 풍경 연구」에 

뒤따르는 작품연구의 주제이다. 조형적인 실험에 치중하며 조형적인 어휘탐

구에 몰두하던 당시의 나는 논문의 끄트머리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회화적인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 회화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했다. 작업실에 들어선 주된 이유가 다양한 시각어휘들이 만드는 뉘앙스와 

그것을 활용하여 시지각적인 운동력을 조절하는 원리의 습득이었다면, 작업

실 안에서의 깨달음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당시 나는 경험이 부족한 

열정 탓에 손이 먼저 앞서면서 많은 실패와 오류들을 겪었다. 이에 따른 반

성은 후일에 제작된 작품들의 방향설정에 밑거름이 되었다. ‘작업실 안에서

의 깨달음’은 관념의 명료함과 조형적인 명확함을 성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하나의 생각과 그에 걸맞은 표현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헛발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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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좀 빠지고 나서야 ‘절제(節制)와 단순성(單純性)’이라는 예술의 고차원

을 어렴풋이 감지한 것이다. 석사논문 이후의 연구는 이처럼 예술적 성숙함

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석사논문 제출시점부터 지금까지의 6년 동안 84점의 작품을 제작하

였고, 8회의 개인전을 통해서 이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에 관념적인 

부분이나 표현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관념적

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안식(安息)의 풍경’에서 ‘여가적(餘暇的) 풍경’으로 

옮겨온 이유는 적극적이고 열망적인 세계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보다 가볍고 

초연한 심정으로 세계를 바라보겠다는 내적인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한 것이

다. 그리고 관념의 변화에 따라서 표현방식에도 큰 변화가 뒤따랐다. 최근에 

이르러 나는 초연한 미적태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깊이 들어

가게 되었다. 지나온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과거에 내러티브나 

메시지처럼 회화의 외부적인 내용을 강조하거나, 감각적인 운동력의 강조에 

집중하는 조형적인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끝내 도피와 현혹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방식의 회화는 잠시 진실한 갈망을 망각하게 만드는 진통

제일 뿐이며,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변화하기 시작

했다. 이전의 작품에 비해서 차분하면서도 가벼운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방법이 연구되었다. ‘더 적은 것들로 더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는 구체적으로 ‘작품의 대상’, ‘소재의 취사선택’, 

‘구도법’, ‘화면구성’, ‘사실성’, ‘색채’, ‘물질성’, ‘우연한 표현’에 대한 연구였

다. 이는 나의 작업 전반에 걸친 과제가 되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겪은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 논문이 관념과 조

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진실한 세

계에 걸맞은 표현방식을 찾고 싶었다. 나는 이러한 회화적인 성취가 수평적

인 변화라기보다는 진실한 회화에 다가가는 성장이라고 믿고 있다. 결과적으

로 연구의 내용은 나의 세계관의 형성에 대한 지적인 배경을 확보하는 것과 

조형적인 성취여부를 점검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다.

‘여가적 풍경’은 현실의 제약에 대한 정신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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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의 정신적인 도약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녔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

진 현실의 삶은 제약과 고난을 마주하기 마련인데, 이 한계에 맞서는 정신의 

초월적인 도약은 예술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실존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인

간의 정신은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산다. 나의 일상이 희로애락과 분주함으로 

채워질 때에도 이 갈망은 없어지지 않았다. 갈망은 잠시 가려졌을 뿐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덧없는 기쁨이 곧 사그라지면 이것은 되풀이 되었다. 삶의 

깊은 굴곡을 지나던 어느 때, 나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나는 이것을 인정

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것이 내 작품의 출발점이다. 나는 작가답게 

예술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진실한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했다. 동양예술

론(東洋術論)은 이러한 인생의 무게감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정직

하게 다루어내고 있다. 특히, 동양예술론은 하나의 미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적(體驗的) 삶을 다루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의 태도를 교정한

다. 나의 작품들은 삶에 대한 태도의 회화적인 발현이다. 그래서 ‘여가적 풍

경’은 현실의 정경이면서도 오랜 동아시아의 전통을 지닌 미감이 내포되어있

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적 풍경’이란 무엇인가?

둘째, ‘여가적 풍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셋째, ‘여가적 풍경’의 현대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논문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개념의 성립’과 그것에 

뒤따르는 ‘표현의 연구’이다. Ⅱ장에서 먼저 ‘여가(餘暇)’의 개념을 정리하고 

심리적인 배경을 기술한다. Ⅲ장에서는 ‘여가적 풍경’이 형성 과정을 기술한

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앞서 정립된 ‘여가적 풍경’의 개념에 따라 수행된 조



- 4 -

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표현기법을 정리한다.

나의 작품은 대상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대상을 넘어선 세계의 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정서적인 향기는 망

막의 기록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밀한 심정의 반사를 포함한다. 동아시아 문

인은 초월이나 정신의 해방처럼 현실을 돌파한 세계를 추구해 왔고, 해방된 

정신을 예술로써 추구해왔다. 나는 이러한 동양의 예술정신에 기대어 나의 

예술관을 정립하려고 한다. 먼저 Ⅱ장에서 ‘여가’는 송대(宋代) ‘여가(餘暇)’ 

미학을 통해서 설명된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의 ‘자연관(自然觀)’과 ‘의경

(意境)’ 이론을 통해서 창작의 심리적인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다. Ⅲ장은 ‘여

가적 풍경’의 조형적인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여가적 풍경’을 ‘공간성(空間
性)’과 ‘미감(美感)’에 따라서 작품들을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이 

두 가지는 앞서 살펴본 ‘자연관’과 ‘의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Ⅵ장에

서는 ‘여가적 풍경’의 조형적인 특성과 표현기법을 기술한다. ‘여가적 풍경’은 

회화작품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평면성’이나, ‘구도’, ‘재현의 사실성’과 같은 

회화의 조형원리에 대한 탐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그리고 본문은 

이를 형성하는 ‘여가적 풍경’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여가적 풍경’의 성립이다. 먼저 ‘여가적 풍경’의 의미를 살펴본

다. ‘여가적’이라는 형용어는 ‘여기(餘技)’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단어이다. ‘여가적 풍경’은 현대적인 풍경이면서도, 전통의 개

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여가적 풍경’의 예술적인 핵심이 된다. 

중국송대 ‘여가(餘暇)’의 문화예술적인 특징은 ‘여가적 풍경’에 담긴 전통적인 

입장과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미

학적 관점인 ‘관조(觀照)’와 ‘경계론’을 통해서 ‘여가적 풍경’에 담긴 내포된 

시선을 탐구한다. 또한 전통의 ‘수양론(修養論)’과 ‘창신(暢神)’을 통해서 예

술의 총체적인 목적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는 ‘고대자연관’과 ‘동시대의 자연

관’을 비교하면서 ‘여가적 풍경’이 표현하는 가치를 찾는다. 동양의 예술론은 

도가(道家)의 ‘은일(隱逸)’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산수화가들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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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合一)’의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화론들에서 

‘자연(自然)’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자연주

의’는 ‘산수화론’의 근본적인 태도를 제공한다. 또한 ‘의경(意景)’을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여가적 풍경’의 심리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의경’의 

‘상생적(相生的)’ 작용에는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는 도약적인 가치가 충만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약은 단순한 미적체험을 초과한다. ‘의경’의 미학

적인 가치는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와 미감, 그리고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인 성취이다. ‘의경’ 예술에서는 ‘세월감’과 ‘적막감’처럼 ‘감수(感受)’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지적(理智的) 상생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이는 현실에 

대한 ‘주관화(主觀化)된’ 감정에 통찰력을 더하고 인간의 삶에 참된 위로를 

준다. 이러한 ‘의경’의 특수성은 ‘여가적 풍경’의 적절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제Ⅲ장은 ‘여가적 풍경’의 형성이다. 본 장은 ‘‘여가적 풍경’에서의 공간’과 

‘‘여가적 풍경’의 미감과 감성’이라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된다. 이는 ‘여가적 

풍경’에 나타난 ‘공간성(空間成)’과 그것에 담긴 ‘미적 감수성’이라는 두개의 

축으로써 ‘여가적인 풍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여가적 풍경’은 

분명한 공간적 특성을 띠는데 그것은 ‘자연’과 결부되어있다. 나는 전통적인 

자연관과 현대적 특성, 그리고 대상적 특성으로 작품들을 분류하고, 그것에 

담긴 공간적인 가치에 주목한다. ‘여가적 풍경’은 ‘대자연의 풍광’, ‘일상적 

자연’, ‘도시적 풍경’, 그리고 ‘인물이 있는 풍경’으로 분류한다. 각 항은 공간

적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형탐구에 따라서 나뉘어서 기술된다. ‘여가적 

풍경’의 미감과 감성은 앞서 연구된 ‘의경’에 기초하고 있다. ‘의경’은 특수한 

감수성을 지닌다. 이는 한 예술가가 취득한 개인적인 감수이지만 보편성을 

갖는다. 나는 작품에 나타난 미감과 감성을 ‘기억과 그리움’, ‘공허와 적막

감.’ 그리고 ‘생기와 소박한 기쁨’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제Ⅳ장은 ‘여가적 풍경’의 회화적 표현이다. 작품의 시각화는 보편성을 띠

고 있다. 특수한 심경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의경의 감수’를 표현하고자 한

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편적인 표현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가적 

풍경’에 대한 회화적 표현의 연구과정을 기술한다. 먼저 ‘회화적 조형원리’에

서 아홉 가지의 과제들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이 조형적인 특성들은 회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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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이다. 평면의 작용원리를 중심으로 ‘여가적 풍경’의 조형적인 특성을 기

술한다. 연구된 세부적인 내용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각 항의 제목은 

‘평원의 구도적 특성,’ ‘사진의 평면화’, ‘프레임의 강조’, ‘재현의 절제’, ‘불분

명한 경계’, ‘이미지의 분리와 합성’, ‘패턴의 활용’, ‘색채의 광학적 흔적’ 그

리고 ‘색채의 자율성’이다. 다음은 ‘여가적 풍경’을 제작하는데 활용된 표현기

법을 기술하였다. ‘여가적 풍경’이 초월적 세계를 아득한 심정으로 표현하기

에 보다 단순한 외형을 갖는다. 그러나 회화적 결과는 그것을 풍성하게 실행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표현적 효과에 집중한다. 각 항

은 ‘안료의 물질성’, ‘뿌리기’, ‘흘리기’, ‘텍스처’, 그리고 ‘흔적과 누적’으로 

분류해서 기술되었다. 나는 지난 과거에는 표현의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확장

하려고 애썼지만, 지금은 ‘여가적 풍경’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서 표현의 

명확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연구의 과정 모두가 성공적이지 못했을지라도, 

겪어온 과정들이 지금의 ‘여가적 풍경’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훈련이 되었음

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조형적인 실습과정을 내용에 포함시

켰다. 본 장의 최종적인 조형의 목표는 단순성과 물질적 충만함으로 ‘여가적 

풍경’의 내연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작품연구논문으로 개념의 정립과 표현 연구를 기록하고 있다. 

논문 전반에는 감상과 사고, 그리고 표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있다. 

논문은 동양예술론을 중심으로 이를 서술하며, 개념과 조형원리에 대한 기술

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양근대미학을 참고한다.

 세부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미학통사(中國美學通史)』와 레저

(Leisure)개념을 기술하는 국내논문, 그리고 ‘여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담

겨진 중국 근현대(近現代)의 논문을 참조한다. 송대의 ‘여가’ 미학은 내가 제

시하는 현대적 ‘여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또한 현대적 이

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단어와 개념설명을 추가한다. 이어서 

본 장은 ‘여가적 풍경’의 배경으로 ‘관조(觀照)’와 ‘경계(境界)’의 개념을 기술

하고 있다. 불교의 개념인 ‘관조(觀照)’와 동양철학의 ‘경계(境界)’는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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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서『동양미학론』과 그의 논문을 참고하고, 서복관(徐復觀, 

1903-1982)의 『중국예술정신(中國藝術情神)』를 인용하며 기술된다. 또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자크 랑시

에르(Jacques Rancière, b.1940),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에서 나타나는 시지각(視知覺) 이론을 추가한

다. 종병(宗炳, 357-444)의 『화산수서(畫山水序)』와 곽희(郭熙)의『임천고

치집(林泉高致集)』을 포함한 화론을 통해서 ‘여가적 풍경’에 담긴 예술적인 

태도를 밝힌다. 작품에 담긴 자연관을 기술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양의 산수

화론을 살펴보았다. 본문은『화산수서』와『임천고치집』의 원문을 인용하고, 

유검화(兪劍華, 1895-1979)의 『중국고대화론유편(中國古代畫論類篇)』에 

기술된 해석을 찾아본다. 또한 정혜린의 논문을 참고한다. ‘의경’의 개념은 

근현대의 동양미학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푸전위안(浦震元)의 『의경』

과 주량즈(朱良志, b,1955)의 『미학으로 동양인문학을 꿰뚫다』 그리고 예

랑((葉朗, b.1938))의 논문 「중국예술에서의 의경」을 통해서 ‘의경’의 개념

전개와 예술적 경향을 파악한다. 또 문학과 음악, 건축에 나타난 ‘의경’을 설

명하기 위해서 왕유(王乳, 699-759)의 시(時)와 음악에 관한 국내논문, 그리

고 조경에 관한 위첨첨((Wei-Tiantian)의 논문을 살펴본다.

Ⅲ장은 앞서 탐구된 개념을 본인의 작품과 연관해서 설명한다. 동양전통의 

‘자연관’과 ‘의경’은 본인의 작품이 표현하는 자연공간을 구분지어서 설명하

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실제공간의 주관적 변형이라는 예술적 측면에

서 볼 때, 다양한 ‘자연(自然)’의 모습에는 ‘여가적 풍경’의 심상이 충만하다. 

‘자연관’을 통해서 작품에 나타난 공간성을 발견하고, ‘의경’을 통해서 작품에 

나타난 세부적인 미감을 파악한다. 두 개의 큰 분류는 본인의 작품을 입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고대자연관’과 ‘의경’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적인 견

해를 살펴보고, 사진과 작품의 표현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김

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 그리고 심주(瀋州, 

1427-1509), 예찬(倪瓚, 1301-1374)의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근현대회

화작품을 예시로 찾아본다. 

Ⅳ장은 본격적인 작품분석을 진행한다. 본문은 ‘여가적 풍경’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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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 앞서 살펴본 동양예술

론과 서구의 근대미학이 함께 고려된다. 들뢰즈의 저서와 진중권이 기술한 

서양미학은 평면회화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였다. 이를 통해서 ‘평면성’, ‘구

도’, ‘재현’, 그리고 ‘색채’라는 평면예술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작품에서

의 적용을 기술한다. 본장은 동양의 전통회화와 서구의 근현대회화작품을 비

교분석하여서 ‘여가적 풍경’의 조형적 결정과정을 기술한다.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부춘거산도(富春山居圖)>와 범관(范寬, 宋代)의 <계산행려도

(谿山行旅圖)>, 그리고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와 

이삭 일리치 레비탄(Isaak Ilich Levitan, 1860-1900)의 작품을 통해서 ‘여가적 

풍경’의 조형성을 파악한다. 엘리자베스 메질(Elizabeth Magill, b.1959), 미

하엘 레데커(Michael Raedecker, b.1963), 빌리 차일디시(Billy Childish, 

b.1959),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b.1945), 마티아스 바이셔(Matthias 

Weischer, b.1973) 등 유사한 정서를 추구하는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들어서 

나의 작품을 분석한다. 또한 조형적인 효과를 기술하기 위해서 석도(石濤, 

1642-1707), 알베르토 올렌(b,1594), 허빈 안데르손(Hirvin Abdersson), 데

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b.1937), 안중식(安中植, 1861-1919), 쥘 

드 발렝쿠어(b. 1972), 노아 데이비스(Noah Davids, 1983-2005), 피터 도이

그(Peter Doig, b.1959)의 작품이 예시로 등장한다. 또한 본 장은 작품의 탐

구과정을 보여주는 연속된 세부도판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이 도판들은 

작품을 제작하며 참고했던 사진이거나, 작업과정 중에서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3. 연구의 의의

본 논문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평소 고민해오던 창작의 과제들을 토대

로 기술된다. 각각의 창작과제들은 ‘여가적(餘暇的) 풍경’으로 종합된다. ‘여

가적 풍경’은 하나의 정신적인 휴식(休息)이다. 산수화가 동아시아 문인(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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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의 정신적인 해방의 장소였던 것처럼 ‘여가적 풍경’도 내면적인 자유를 향

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경향은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인 경향임을 밝히

고 있다. 이는 초시대적인 욕구이지만, 각 시대는 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 미적체험을 충족시킬만한 시대적인 요구가 지

금도 여전히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작품이 수준을 획득했을 때, 나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는 화가의 두 번째 사명이다. 본 논문은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

한 기점이 될 것이다. ‘여가적 풍경’의 내면적인 배경을 정립하고, 조형적인 

작용원리를 정리하는 일은 미래의 성공적인 작품을 기약하는 재정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앞으로 나의 작품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석사논문을 

통해서 다루었던 작품의 내적인 주제는 보다 충동적이었다. 당시에는 지금보

다는 더욱 맹렬한 태도로 위로와 안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은 순화

되었고, 이제 초연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것은 나의 작품들이 

점차 누적된 후의 새로운 깨달음이다. 나는 아직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러

한 내적인 심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도 형식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중요한 

점은 변화의 기준이 되는 두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연결선상의 미래가 

예측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과거의 위치와 지금

의 변화를 알고, 미래의 길을 감지하는 합리적인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논문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작품 및 창작활동의 근원과 발현을 정리하고 내면적인 세계와 

그것의 표현인 작품의 시도와 성취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한다. 즉, 나의 내면 활동과 작품이 합목적성을 갖추도록 한다.

둘째, ‘여가적 풍경’의 근원이 되는 미학적 전통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담긴 현대적인 풍경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사고에도 방식이 있으며, 시선에

도 관점이 있다. 동아시아 문인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 나의 시선 또한 

머문다. 나는 동양의 자연관에 대한 연구가 현대의 자연관을 연구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전통적인 예술론의 현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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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탐구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실습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시각화의 기술적인 오류들을 줄여나

갈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많이 습득하고 새로운 적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여가적 풍경’을 형성하기에 부적합한 만용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대가(大家)의 풍요로움은 고도(高度)의 절제로 나타난다. 그래

서 먼저 회화의 표현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을 갖추고, 작업과정을 교정

함으로써 작품의 내적인 ‘깊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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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가적 풍경’의 성립

회화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회화는 시각적 지각으로부터 미적체

험(美的體驗)을 위해 고안된 예술형태이다. 회화작품 하나는 그 자체가 보이

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본다. 이 새로운 

‘봄’의 사건에서는 ‘감각적 체험’을 넘어서 사유와 시각이 공존하게 된다. 작

품을 보고 일련의 과정을 겪은 후 작품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인가? 

작품은 미적체험을 유발하고 ‘내적인 움직임’을 낳는다. 작품을 형성하는 사

물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작품이 내포하는 그 ‘무엇’을 조우하는 것

이다.1) ‘본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비물질적인 운동력을 생산해내었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본다는 것’은 시지각과 앎, 그리고 기대를 종합한 

내밀한 운동력이다. 회화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회화는 균형을 조절

하며 새로운 체험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예술적인 체험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다. 작품의 세밀함, 즉 유사성의 차원에서 오는 놀라움, 신선한 감각의 경

험이나, 혹은 작가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가 소위 말하는 예

술에서의 깊이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감각적 만족이나 메시지의 전달은 부차

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진실한 회화는 더 나아가길 원한다. 참된 예술적 성

취는 앎과 진실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성취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철학적 차

원에까지 이른다. ‘본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 되었다.

내가 회화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세계는 내적인 흥분이 가라앉은 초연한 

1) 자크 랑시에르, 『이미지의 운명』, 김상운 역(서울:현실문화, 2014),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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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다. 이는 초월적이고 무심한 태도로 바라보는 ‘무위(無爲)’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여가적 풍경’이라고 명명한다. 세계는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이미 

내가 보기로 마음먹은 하나의 확정된 방식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우리

는 각자가 바라보는 수만 가지의 각기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본

다는 것’은 ‘망막적인 자극’ 이상의 것으로 실제의 삶을 ‘구체화(具體化)’한다

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이 새로운 삶을 증명하기 시작한다. 나의 작품에서 

그 세계는 ‘여가적 풍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작품과 삶이 일

치되기를 소망해왔다. 그래서 내가 일상의 삶으로부터 ‘여가(餘暇)’를 추구하

는 것처럼, 나는 작품이 나의 편안한 ‘여가적(餘暇的)’ 처소이기를 소망한다. 

이 말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여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다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여가적 풍경’에 사용된 ‘여가(餘暇)’의 개념을 새롭

게 설정하고 있다. 내가 의미하는 ‘여가’에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내포되어있는데, 그것은 동아시아의 미학적 전통과 연결된다. 본 장에서는 먼

저 ‘여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묘한 

뉘앙스로 파악되는 것이기에 분석적이기보다는 비유와 묘사, 예시, 체험을 들

어 설명하는 편이 낫다. 아마도 내가 그려내고자 하는 ‘여가적 풍경’은 ‘한 

번의 휴식’이거나 ‘즐겁게 시간 때우기’와는 거리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

는 ‘여가적 풍경’에는 인생을 단위로 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참된 ‘여가’의 최종적인 목적이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생철학적인 통찰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가 이미 있

다.

새롭게 발견한 가치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보기의 방식’은 동아시아 전

통의 ‘자연관(自然觀)’과 ‘의경(意境)’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시선이 

향한 분명한 세계가 있다. 산수화(山水畵)는 이러한 시선을 표현한 ‘자연(自
然)’이다. 동시대의 풍경화에서 등장하는 자연은 인위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

며, 원초적 핵심을 시각화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작품의 외형은 다양한 스타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을 대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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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의 사물적인 완성을 추구하기 이전에 선행된다. 작품은 곧 관점의 결

과이다. 그래서 작품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자

연을 대상으로 삼는 풍경화는 자연관(自然觀)의 영향 아래에 놓인다. 특히 

풍경화가에게 자연관은 곧 개인의 궁극적인 예술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식

의 자연관을 자신의 예술관으로 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

이다. 내가 깨달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전통의 자연관’이 이미 나에게 내재

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여전히 현대를 사는 나에게도 진리가 충만한 원시

(原始)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산수화를 통해 바라본 세계는 ‘의경(意境)’에 이른다. 과거 문인들

의 예술형태가 ‘의경’을 바랬듯이, 현재의 나도 역시 내 작품으로부터 이러한 

세계를 기대한다. ‘여가적 풍경’의 외형이 산수화의 전형을 따르는 것은 아니

지만, 나는 여전히 산수화가들이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문

인들의 예술세계는 ‘여기(餘技)’로 시작해서 ‘의경’의 세계에 이르고 만다. 내

게도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 그래서 동양미학에서 논해지는 ‘의경’의 특

성을 이해한다면, ‘여가적 풍경’이 추구하는 바가 파악될 것이다. 근10년 동

안에 나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작품의 외적인 형식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

다. 최근 나의 작품에서 형식의 변형은 관념적인 변화를 뒤따르는 현상이다. 

그 내막은 한 번의 위로를 추구하던 ‘노스탤지어(Nostalgia)’적이고 ‘일탈(逸
脫)’적인 회화에서, ‘초월(超越)’적인 평온함을 위한 ‘여가적 풍경’으로 점차 

옮겨왔다는 것이다. 새롭게 ‘보는 눈’을 갖춘 탓이다. 이 새로운 인식체계는 

전통적인 자연관의 현대적 변용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내 작품에 내포된 

‘여가’의 개념을 논하고, 동양의 자연관과 ‘의경’을 통해서 찾아봄으로써, ‘여

가적 풍경’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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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의 가치발견

‘여가적 풍경’은 회화로 환원된 가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풍경’이 현실

과는 무관한 공상(空想)이나 환상(幻相)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는 보다 내밀한 ‘심리적 실체(實體)’에 가깝다. 이 ‘풍경’은 시각화된 장소의 

구현이기 전에 형성된 하나의 심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풍경’은 결국 

내가 머물고자 하는 기대가 담긴 정신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기대로 바라본 

세계의 ‘풍경’은 외부세계를 포착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빗대어 보는 거

울이 된다. 이 말은 외부세계를 향해 뻗어간 시선의 종착지가 결국 자신의 

내밀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려내고자 하는 ‘풍경’은 현실로부터 출발

하지만, 이는 내면의 반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내밀한 세계에 대해 강

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이다. 이 맹렬한 기대는 내 작업의 원동

력이 되어왔다. 자유를 뜻하는 해방에도 세밀한 뉘앙스가 있겠다. 그러나 나

에게 이것은 꼭 현실에 대한 환멸로 가득 찬 회의가 아니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던 현실의 지루한 구속력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기 마련

인데, 나는 그것을 창작활동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나의 태도는 투쟁적이기보

다는 차분하고 초연하다. 

아마도 내가 그려내는 ‘풍경’은 감정과 감각의 속박을 떠나서 눈을 감고 

참된 휴식을 맛보는 장소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려내는 ‘여가적 풍경’에 

내재된 가치이다. 이 공간은 현실로부터 도약한 인간심리의 실체이다. 이는 

맹렬한 기대가 낳은 것이기는 하지만 표현의 맹렬함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여가적 풍경’은 감정이 정제된 정신세계를 지향한다. 나의 작품은 현실의 소

음에서 점차 벗어나서 고요한 세계를 펼쳐낸다. 이는 나의 삶이 누적되어 감

에 따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여가적 풍경’은 나의 변화된 

기대를 채워줄 새로운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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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의 의미  

‘여가적 풍경’은 개인적인 심상(心象)의 풍경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적인 

세계는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 끼인 모든 인생들이 탐구해온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창한 표현일 수 있겠으나 ‘여가적 풍경’의 표현은 인간

의 소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미적체험뿐만 아니라 창조행위가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점차 형성되어감에 따라, 

내 작업에는 새로운 의무감이 주어졌다. 이 무게감은 기분 좋은 통증처럼 나

를 단련시켜왔다. 이 과정은 바로 사적인 만족의 추구로부터 보편적인 가치

의 발견이다. 나에게 사명감은 이렇게 주어졌다. 논문은 이러한 발전선상에 

있다. 수행될 최초의 작업은 ‘여가적 풍경’의 미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다. 작품의 형성 이전에 도출된 사유를 탐구하면서 미학적 성립을 가늠해보

는 것이다. 먼저 나는 ‘여가적 풍경’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

로 본문을 시작하겠다. ‘여가’와 ‘여가적’이라는 말에서 통용되는 대강의 뉘앙

스는 있겠지만, 내가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여가적’이라는 형용적인 

표현에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명백한 심리상태가 함의되어 있다. 이 내적태

도는 동양철학의 ‘무위(無爲)’와 닮았다. 특히 송대(宋代)에서 활발하게 나타

난 ‘여가(餘暇)’2) 문화는 ‘여가적 풍경’의 성격을 파악할 중요한 토대가 된

다. 이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동시대의 문화현상과 유사하다.

2) 송대(宋代) 미학에서 ‘휴한(休閑)’은 ‘쉼’이나 ‘여기’나 ‘여가’를 의미한다. 이는 영

어로 ‘Leisure’로 변역된다. 본문에서 단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한’을 ‘여가’

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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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의 정의

‘여가(餘暇)’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가’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3)이다. 인간은 삶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에 속하기 마련인데, 여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책무(責務)나 의무(義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한다. 현대에 이르러서 ‘여가’는 순수한 해방보다는 활동의 적극

성을 갖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육체적인 노동의 절대적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여가’는 점차 ‘비워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가’는 보다 사회적인 활동으로써의 레저(Leisure)

에 가까워졌다. 대중(大衆)에게 ‘여가’는 기본적인 일상의 요구가 되었고, 바

로 ‘어떻게 놀 것인가’하는 화두로 다루어지게 되었다.4) 그래서 사람들은 점

차 ‘여가’의 물리적인 시간과 행위의 질적인 만족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간에게 참된 만족은 정신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자유’를 ‘할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공백(空白)’으로 비워내

기 시작했다. 우리의 신체적인 여유로움이 최종적으로는 정신적 ‘유(遊)’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시간에서의 자유’는 최종적인 목적

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자유’를 위한 전제이다.5) 결과적으로 ‘여가’는 개인이 

맛보는 내적인 자유를 뜻한다.

내가 ‘여가적 풍경’에서 사용한 ‘여가(餘暇)’의 의미는 이처럼 삶의 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사회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내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

한다. ‘여가’는 사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이

다. ‘여가적’이라는 언어선택에는 미학적인 함의가 있다는 것이다. 외부환경

으로부터의 해방은 현재의 나를 ‘무의미한’ 상태로 만든다. 사회적 의무라는 

‘의미 상태’에서 벗어난 신체는 흐르는 시간에서 벗어나고, ‘공허(空虛)’의 심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검색일: 2021.3.2., https://stdict.korean.go.kr/).
4) 이철원, 『여가의 재해석』(서울:대한미디어, 2005), 156-7.
5) 陆庆祥, 「苏轼休闲审美思想研究(The Study on the Thought of the Leisure

aesthetic in SuShi)」(浙江大学 博士/碩士學位論文, 2010), 11.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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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6) ‘여가적 풍경’에서의 ‘여가’는 무목적

(無目的), 무공리적(無公利的) 성질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의 철학적 배경

은 동아시아의 ‘비움’의 미학으로 연결되었다. 즉 ‘무위(無爲)’로 귀결된다. 

우리는 과거에 동아시아의 서화예술(書畵藝術)을 문인(文人)들의 ‘여기활동

(餘技活動)’으로 이룩한 높은 차원의 예술경지로 받아들인다. 과거 사대부문

인(士大夫文人)들이 ‘여기적(餘技的)’ 태도로 임했던 예술행위는 비전문적이

면서 또한 무목적성을 띠는데, 우리는 이 초연한 심리적 태도로부터 고차원

의 미학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인들의 ‘여기적’ 

활동에 담긴 미학적 가치를 주목하게 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가적’이라는 단어는 전통의 ‘여기적(餘技的)’ 가치

를 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왜냐하면 ‘여기(餘技)’라는 

말이 동양미학의 근본적인 정신을 대표하기에, 이는 과거로 귀속된 언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가(餘暇)’라는 단어의 선택에는 전통의 ‘여기적(餘技的)’ 

가치를 현대적인 의미로 되살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연(外緣)을 넓히는 것이다. 따라서 ‘여

가’는 ‘휴식(休息)’일 수도 있으며, ‘놀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역의 

차원 끝에는 ‘정신적 해방’이라는 궁극의 미적체험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다. 명확하게 고정되지 않은 단어사용은 의도적이다. 단어적인 불명확함으로

부터 ‘직설(直說)’을 피하고, 작품으로 ‘은유(隱喩)’한다. ‘여가적 풍경’에 대

한 어휘적인 해석에는 여지가 있지만, 이는 점차 작품의 미묘한 뉘앙스로 차

분히 제시되고 있다. 

6) 陆庆祥, 위의 논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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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의 개념과 특징

‘여가적(餘暇的) 풍경’은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자유(自由)이다. 이는 신체

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나에게 ‘여가적 풍경’은 현실의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송대(宋代)의 ‘여가(餘暇)’에는 이처럼 적극적인 쉼의 의미가 잘 담겨있

다. 이 미학적 특징은 현실을 피동적(被動的)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감수성

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니다. ‘여가’는 일삼는 것이 없고, 보잘것없어 무가

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주체적인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7) ‘여

가’는 성숙한 심리상태의 미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선은 주체

성을 띠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 이러한 미학적 태도로 세계를 바라보면, 

현실의 삶은 변화하여 ‘우주(宇宙)’에 담긴 ‘미(美)’가 그 풍경 속으로 들어온

다는 것이다.

 신체적 자유가 내재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자유는 

시간의 여유로움이나 신체적 불구속의 상태에서도 ‘한심(閑心)’없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여가적 풍경’의 성취는 내밀한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여가’의 획득은 확고한 내적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여가’의 심경

을 지닌 사람은 생활의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염담

(恬淡)’하고 ‘자적(自適)’하게 하여서 ‘여가’의 내적 상태에 이른다.8) 반대로 

‘여가’의 심경을 지니지 못하면, 물리적인 불구속에서도 외부의 현상에 이끌

려서 가게 된다. 이 경우에는 몸은 한가하지만,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여가’는 개인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가적 풍경’ 역시 내가 

순수하게 체험한 세계이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지극히 사적이고 깊이 내

면화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풍경은 내적인 평화가 회복된 세계이

7) 彭鋒,『中國美學通史』 第5卷(宋金元卷)(江蘇:江蘇人民出版社, 2014), 39.
8) 陆庆祥, 앞의 논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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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된 휴식으로 자신의 정신적 휴양을 누리는 정신적인 차원의 안식이 된

다. 이러한 미학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개체성(個體性)을 특징으로 삼는다. 

‘여가는 현실의 업무 상태에 노예화된 의식을 해방한다. 확대된 자유는 능동

적인 존재 개인의 영역을 넓힌다. 이는 필연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

로 ‘여가’는 개인생명의 보호와 유지라고 할 수 있다.9) 내적인 자유를 지닌 

사람이 능동적인 삶을 삶게 되듯이, ‘여가’는 미적체험에서도 주체성(主體性)

을 강조하게 된다. ‘여가적 풍경’의 시점에서 나는 오직 홀로 존재한다. 이는 

참된 ‘여가’를 기대하는 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의 심미적 태도는 자율성을 띠고 대상에 순수하게 접근한다. 

이는 예술에 대한 동서양의 통일된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심미적 

태도는 칸트(Immanuel Kant,1724-1804)의 미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미학에서 예술적인 체험은 ‘상상력’과 ‘이해력’이라는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갖지 않지만, 특수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미적체험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이지만, 또한 보편성과 필연

성을 갖는다는 것이다.10) 그러나 ‘여가’는 심리적인 활동을 중심영역으로 삼

는 칸트식의 미적체험과는 차이점이 있다. 칸트의 미적체험에는 대상이 있으

며, 대상이 바로 ‘미(美)’가 된다. 반면에 ‘여가’는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필

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의 활동자체가 곧 ‘여가’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여가는 ‘고정된’ 심미적 활동보다는 ‘자유로운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여가’의 특성은 ‘여가적 풍경’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여가’의 태도로 작품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은 자연적이고 우주적(宇宙的) 귀

속이다. 그래서 미적체험을 위한 도해(圖解)의 대상을 발견하는 서구의 미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 나에게 작품은 나와 동일시된다. 그곳에서 직접 내적인 

‘여가’를 추가한다. 나는 ‘여가적’ 상황을 누리고, 그 자체로 만족한다.

9) 陆庆祥, 앞의 논문, 13.
10) 陆庆祥, 앞의 논문, 12.
11) 陆庆祥, 앞의 논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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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적 ‘여가’의 가치

동시대에는 내재적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찾는 ‘여가’ 문화의 특징이 잘 드

러난다. 과거 송나라(宋) 사람들은 문화가 인간 심리의 내부로 자리 잡을 때 

‘한(閑)’을 본체로 삼았다.12)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정통사회에서 경시되었던 대중의 심미요구가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다. 그래서 예술적인 표현은 개별화(個別化), 다양화(多樣化), 세속화(世俗
化)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여가(餘暇)’는 새로운 문화예술적인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의 생활은 도시화되고, 복잡한 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피

로도는 높아졌다. 또한 확대된 개체성으로 인해서 ‘여가생활(餘暇生活)’과 

‘여가문화(餘暇文化)’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의 ‘여

가’가 북적이는 물놀이공원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여가’는 ‘불멍’13), ‘집콕’14)처럼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성향을 띤다. 특히 코

로나15)의 확산으로 인해 시내에서의 만남이나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

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과거 ‘여가’의 문화적 특성도 현대에 그대로 나타

나고 있다. 고급문화로 인정받지 못하던 속(俗) 문화와 오락이 발전하여서 

새로운 예술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SNS(Social Network Service)

와 메타버스(Metaverse)16) 같은 랜선(LAN線)활동들이 주류적 활동무대로 

여겨지고, ‘불멍’, ‘산멍’, ‘시체놀이’, ‘호캉스’ 등의 비활동적인 놀이문화가 열

12) 彭鋒, 『中國美學通史』 第5卷(宋金元卷), 38.
13) ‘장작불을 멍하니 본다.’, ‘불을 보며 멍때린다.’ 등의 줄임말로, 캠핑장이나

벽난로에 불을 피워 놓고 멍때리는걸 의미한다. 캠핑족(Camping-族)이 쓰던

신조어가 2016년 들어 언급량이 늘어 확산됐다. (검색일: 2021.10.10.,

http.s://namu.wiki/w/불멍).
14)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뜻하는 신조어.
1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 Disease).
16)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검색일: 2022.1.20.,

https://opendic.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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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행해지고 있다. 현대에서 ‘여가’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안식을 특성으로 

다시 나타내며, 동시대에 널리 확산되었다.

나에게 ‘여가적 풍경’은 자유이자 해방의 의미로 다가왔다. 이것은 개인적

인 체험이 낳은 의미이었다. 내가 내재적인 자유를 갈망하게 된 계기가 있었

다. 나는 역설적이게도 반강제적으로 ‘여가적’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몇 차

례의 허리수술로 인한 신체의 제약은 나의 열정적인 성향을 꺾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 사건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내적인 분주함을 해결하

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긴 요양의 기간 동안의 짧아진 발걸음으로 거닌 

산책길 가운데서 비로소 ‘여가’의 심경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심경이 지

금까지도 내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여가적 풍경’은 분명한 작자의 심리

가 반영된 명제이다. 체험으로부터 얻는 ‘여가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현대적 

보편성을 띠게 된 것 같다.17)

나의 작품활동 간에 거쳐 온 심리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앞서 살펴본 ‘여

가’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석사학위논문의 제목에는 당시 내 작품의 정서가 

담겨있다. 내 석사학위논문의 제목은 「공간재현을 통한 안식(安息)의 풍경 

연구」18)이다. 2016년 제출된 나의 학위논문은 2015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

17) 陆庆祥, 앞의 논문, 12.
18) 정성윤, 「공간재현을 통한 안식의 풍경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서

울대학교 학위논문, 2016).

[작품도판 1] <하얀 고립 2>, 2014, 장지에 혼합매체, 97.0×130.3cm

[작품도판 2] <옅은 하루 2>, 2019,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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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경으로 연구된 논문이다. 이 작품들을 지금의 것과 비교해보면, 주관화

된 내적인 세계를 공간에 빗대어 표현하는 풍경회화의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

만, 심리적인 배경의 두드러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작품도판 1, 2]) ‘안

식의 풍경’에서 ‘안식’은 보다 적극적인 도피(逃避)처럼 파악된다.([작품도판 

1]) ‘안식’이라는 말은 ‘여가’와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안식(安息)’은 

‘편히 쉼’19)을 뜻하는데, 많은 경우에서 이 어휘는 종교적인 뉘앙스가 내포되

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원한 안식’이 ‘내세(來世)’20)를 의미하는 것처

럼, 이 어휘를 영적세계로 이해한다면 죽음에 근접한 단어이다. 그래서 ‘안

식’은 더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을 벗어난 ‘일탈(逸脫)’의 

개념에 가깝다. 당시의 어휘적 선택에서 강한 심리적인 결핍과 그것으로부터

의 도약에 대한 열망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21) 나에게 첫 

회화는 이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돌파구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서 감정을 토로하듯 쏟아놓자,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회화가 정말

로 ‘안식적인’ 위안이 되었다. 나는 이내 마음이 순화되었고, 예술에 대한 가

치들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여가’는 ‘안식’보다 차분히 가라앉은 정서의 

표현이다.([작품도판 2]) 이는 절제된 감정이며, 순화된 정서이다. ‘여가’는 노

스탤지어(Nostalgia)나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초연함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적 

풍경’은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도 아니고, 현실을 망각하기 위한 진통제도 

아니다. 이 풍경은 현실에서는 이르지 못할 거처에 대한 상실감이 있다. 그

러나 이 땅에 주어진 것들로 그 세계를 기념하는 소박한 기쁨도 내포되어있

다. 이 정신적인 가치는 나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기대이다. 이는 내가 제시

하고자 하는 ‘여가’의 새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검색일: 2021.3.2., https://stdict.korean.go.kr/).
20)『불교(佛敎)』 삼세(三世)의 하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

상을 이른다. ≒당, 당래, 당래세, 뒷세상, 미래, 미래세, 후세, 후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검색일: 2021.3.2., https://stdict.korean.go.kr/).
21) 정성윤, 앞의 논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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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의 시선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마치 화가에게 주어진 자격요건시험과 같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앞선 전제이자 작품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에서만큼은 ‘보기의 방식’이 곧 ‘작가의 예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가적 풍경’은 작품의 형성 이전에 나의 내면에 

먼저 새롭게 발견된 세계이다. 그것은 하나의 의미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

이다. ‘본다는 것’은 이 의미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본다는 것’에 대한 탐구

는 ‘여가적 풍경’이라는 의미의 세계로 자라나기 이전에 내적인 이미지의 성

장원리를 먼저 파악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보기의 

방식 안에 이미 세계를 향한 호흡의 결이 들어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 

작품의 전개에 있어서 보기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내

가 ‘본다는 것’에 대해 항상 신중히 생각해온 이유는 ‘본다는 것’에 대한 확

신이 화가에게 개념적인 전개의 명확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작용원리

를 파악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증명

의 욕구는 자신감이 부족한 화가가 겪어온 일종의 불안감에서 시작된 습관이

다. 내게 창작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는 작품을 고안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의 세

계를 제시한다. 사물에서 발견한 하나의 진리가 가시화된다. 관람자는 이 사

물로 이루어진 작품을 보고, 그것에 담긴 의미의 세계, 즉 예술가가 이른 비

물질의 세계에 다가간다. 이때 바라보는 이의 눈이 중요하다.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는 눈이 존재해야지만 사물로 이루어진 작품이 의미를 낳는 예술로써 

보이기 때문이다.22) 작품이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을 때, 작품은 미적체험이 

가능한 환경에 속에 놓여진다. 미술관이라는 환경이 예술적인 인식의 조건을 

형성한다. 전시장 벽면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나나’23)조차 새로운 의미의 

22)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137.
23) 2019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비치(Art Basel Miami Beach)》에서 전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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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투사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외적인 환경이 투사

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일에 앞서 최초의 사건은 예술가의 내

면에서 발생한다. 예술가는 현실을 다시 보아내는 특별한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예술가는 어떻게 연속적인 삶에서 특별한 미적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작품이 제작되기 이전에 예술가에게 먼저 이런 특별한 체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예술가는 잠들지 않고 꿈꾸는 자들이라고 한다. 

나는 ‘본다는 것’이 미적경험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동

서양의 예술론을 살펴봄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본

다는 것’은 곧바로 작업의 방법적인 견해로 자리 잡는다. 특히 동아시아 전

통의 ‘관조(觀照)’와 ‘경계(境界)’에는 이미 ‘여가적 풍경’을 배양할만한 토질

을 갖추고 있다. 

‘여가적 풍경’은 의미로 이루어진 세계, 곧 진실의 세계이다. ‘여가’의 시

선은 현실을 돌파하여 그곳에 머문다. 내가 ‘여가적 풍경’으로 포착하는 현대

의 자연환경의 모습은 그 외형을 뚫고 인간 정서의 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산수자연(山水自然)으로 향한 시선은 현대의 풍경에서도 유효하다. 

화가는 자신의 마음을 펼치기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였는데, 문인(文人)들에

게 그것은 자연(自然)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의 영속성(永續性)을 사모

했기 때문이다. 내가 현대의 생활에서 발견하는 풍경은 이와 유사한 목적을 

띤다. 현실의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화는 ‘지각한 현실세

벽면에 덕트 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여놓은 작품이 전시되었다. <코미디언

(Comedian)>이라는 제목을 단 이 작품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우리치오 카델란

(Maurizio Cattelan)의 작품이다. 작가는 평소에 위트와 역설적 유머로 전통의 예

술적인 가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코미디언(Comedian)> 역시 신선한 아이

디어로 현장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 작품은 아트 페어 동안에 수많은 패러디

를 만들어 내었고, 12만 달러에 거래되면서 많은 관객들의 놀라움을 샀다.

『ARTNET NEWS』

(검색일:2021.3.31.,

https://news.artnet.com/market/maurizio-cattelan-banana-art-basel-miami-beac

h-17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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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그것의 의미’ 사이에 위치한다. 회화는 이들을 중재한다. 세계를 바라

보는 예술가는 자신이 창조한 작품을 고안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의 ‘경

계(境界)’를 드러낸다. 관람자는 사물로 이루어진 작품을 보고, 그림에 담긴 

그 ‘무엇’을 파악한다. 미적체험은 대상을 ‘바라봄’이라는 인식의 ‘경계’가 순

간 허물어지고, 작가의 뜻과 그것을 체험하는 주체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사물성’이 사라지고, 의미의 세계와 이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자로 이

루어진 상태이다.24) 이때 보는 사람의 ‘경계’, 보이는 대상의 ‘경계’ 그리고 

인식이라는 ‘경계’ 사이에서 변화가 생긴다. 보는 ‘사람’과 대상을 꿰뚫고 도

달한 ‘의미’라는 두 가지의 경계가 존재하게 된다. 동양철학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변화를 ‘물아양망(物我兩忘)’,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으로 말한

다. ‘경계’의 변화는 ‘본다는 것’을 지각의 차원에서 내적인 ‘관조(觀照)’의 차

원으로 옮겨놓는다. 이러한 전통의 사유철학이 동양예술론의 근원이 되고 있

다. 

전통의 사유철학은 인류의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 동양철학의 일관된 

면모이다. 그것은 ‘생(生)’을 단위로 삼으며, 그것을 관통하는 생활의 태도를 

제시한다. ‘경계론(境界論)’은 이처럼 수양적(修養的) 면모를 놓치지 않고 있

다. ‘경계론’은 인식의 원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세계를 쫓

는 안목을 길러낸다는 것이다. 나는 ‘여가적 풍경’을 통해서 현실을 마주하길 

원한다. ‘경계론’의 독특한 인식론적 태도는 화가에게 세계와의 충돌을 해소

하고 공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길러준다. 이 현실은 덧없는 것이기도 하지

만, 우주(宇宙)가 깃드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다. 이 둘 간의 균형에

서 마땅히 누릴만한 기쁨이 있다. 나는 ‘경계론’의 수양적인 측면이 이러한 

‘여가적 풍경’이 소망하는 크고 은밀한 꿈을 불러올 만한 바탕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경계론’에서 나타나는 ‘수양적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

로 ‘여가적 풍경’의 내재적 가치를 파악하려고 한다. 

24) 마르틴 하이데거, 『숲길』, 신상희 역(경기도:나남, 20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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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조적’ 시선

내 앞에 놓인 대상을 포착하는 일에는 조건이 따른다. 무심하게 지나쳐가

는 경험의 세계가 특별한 앎으로 포착되는 체험에는 고립이라는 특수한 환경

이 전제된다. 화가는 경험의 세계라는 ‘연속된’ 세계의 흐름 속에서 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본다. 바로 따로 떼어내어서 본다는 것이다.25) 현실에서의 

분리를 통해서 고립된 대상은 집중화되고 강화하게 된다.26) ‘관조(觀照)’는 

고요한 마음으로 비추어보는 것이다. ‘좌망(坐忘)’은 조용히 앉아서 잡념을 

버리고 무아(無我)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관조’의 조건과 같다. ‘좌망’

의 태도는 ‘관조’의 대상을 경험의 세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

은 ‘쓸모’나 ‘이유’를 구하지 않는다. ‘무목적한 시선’으로서 쓸모를 찾지 않

는 순수한 인식으로 대상을 취하는 일이다. 이 무목적성이 미적체험의 필수

적인 조건이 된다. 실용의 세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야 비로소 순수한 지각

으로 대상을 투사할 여지를 갖는다. 이것이 ‘여가적 풍경’의 관조적 시선이

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의 시선은 ‘텅 빈 곳’으로 향한다.

잔잔하게 가라앉은 물이어야 얼굴을 비추어볼 수 있다.27) 장자(莊子, BC 

369-289)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내

면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다. ‘위함이 없이 허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장

자의 인생철학적인 태도는 미학적 차원으로 옮겨온다. 이러한 관조방식은 미

적체험의 전제가 된다. 우리는 ‘관조’로부터 깊은 미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25)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옮김(서울:㈜민음사, 2008) 19.
26) 서복관은 예술적인 지각에 대해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지각이 고립화되면

자연히 집중화하고 강도화하게 되는데, 이는 곧 장자가 말하는 ‘마음의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켜 잡념을 떨쳐버리는 일’ 및 ‘그러므로 진인에게는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복관, 『중국예술정신』권덕주 外 역(서울:東文選, 1990), 108.
27) 서복관, 위의 책,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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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쓸모’라는 ‘유형(有形)’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대상의 사물적인 차원을 

비워내고, ‘무형(無形)’의 가치를 불러낸다. 이러한 비움의 태도가 장자의 ‘허

(虛)’28)이다. 우리의 세계는 ‘실(實)’의 세계로 사물들로 가득 차있다. 사물의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우리 정신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는 

호흡의 회복을 위해서 ‘비움’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철학이 말하는 ‘허’나, 

‘무(無)’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없음’이 아니다. 반쯤 비워진 물통이 

신선한 새로운 물로 채워질 가능성을 갖는 것처럼, 비움은 순환하는 ‘기(氣)’

의 필수조건이다. “도(道)는 텅 빈 곳에 모인다.”29) 이 무용으로 비워진 마음

의 상태에서 미적체험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허’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고 제약이 사라진다. 제약이 사라진 몸, 즉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눈이 목격한 세계에는 생명력이 넘친다. 이 ‘허’의 세계에서는 비워진 우리의 

내면에 그것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된다. 언어로 고정되었던 현실의 

이름30)과 용도로 규정된 사물이 제약에서 풀려나서 의미와 가치가 회복된다. 

미의 본질은 이러한 내면적인 순환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다. 사물에 대한 새

로운 미적인 가치의 발견은 주체와 객체라는 분리의 상태에서 얻어내는 강제

적인 것은 아니다. 목적을 두고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움’

으로 우주의 순환하는 ‘기’에 맡긴다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다. 

‘허’의 실현은 ‘정(靜)’이다. 고요함을 가리키는 ‘정’은 내면의 상태이자 곧 

결과이다. 또 ‘허정’함이라는 지각활동은 이지적인 것을 떠난 ‘망지(亡智)’의 

앎이며,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의미의 감성을 초월한 초감성적인 것이다.31) 

이는 자연의 순리에 감정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학이 감정

에 대한 학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관조’의 미학이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내적인 감정의 소란이 잠잠하고서야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는 초연하고도 숭고한 인생경계를 목격하게 된다. 이는 

28) 김용옥은 ‘허(虛)’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허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며, 실현되기 이전의 잠능(潛能)이며, 잠재

태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포텐시알리티(Potentiality)인 것이다.”

김용옥, 『노자와 21세기』(서울:통나무, 1999), 192.
29) 서복관, 앞의 책, 113.
30) 김용옥, 위의 책, 107
31) 서복관, 앞의 책,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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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감정에 대한 포기나 무시함이 아니라, 이는 한 단계 격상한 포괄적인 개

념으로 초월적인 상태를 말한다. ‘관조’는 단순한 보기의 방식이 아니라, 진

실로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한다. 

서구근대미학에서 말하는 ‘지각의 고립’은 장자의 ‘좌망’32)과 유사하다. 랑

시에르(Jacques Rancière, b.1940)가 말하는 ‘분리접속(分離接續)’33)이던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의무 없는 시각’34),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낯설게 하기’35), 그리고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의 ‘무관심성’36)은 개별적인 존재들의 현상

이라는 껍데기가 탈락된 ‘순수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미적체험의 전제조

건이다. 연속적인 현실세계의 맥락에서 따로 떼어냄으로써, 성급한 인식을 보

류한다는 것이다. 이 ‘적막(寂寞)’과 ‘허무(虛無)’에서야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소망과 기대, 의미가 되레 발견되는 경이(驚異)를 체험할 수 있다.37) 이처럼 

‘여가적’ 시선의 첫 단계는 그 자체에 집중하여 다시 ‘본다는 것’에서부터 시

작한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작용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예술작품의 수준과 

성과에 대한 판단조차 보류한 채, 우선 자신을 그것에 내어주는 것이다.38)

그러나 서구 미학의 고립에 비해서 동양철학이 제시하는 ‘관조’의 내의(內
意)는 더욱 정교하다고 하겠다. 동양의 예술론은 ‘인생감(人生感)’을 포괄하

32) 서복관, 앞의 책, 104.
33)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138.
34)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 메를로-퐁티의 회화론』, 32.
35)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2』,(서울:천년의 상상, 2014), 280.
36)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2』, 280.
37) 진중권은 미적인 효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는 “성급히 주관적 판단을

개임시키기보다 사안에 무(無)판단적으로 접근할 때, 외려 존재의 비밀이 열리

는” 경이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2』, 280.
38) 루이스는 순수한 미적체험을 위한 작품의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짜 감상은 정반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자신의 주관성을 그림

에 쏟아내고 그 그림의 주관성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선

입견이나 관심사, 연상되는 바는 최대한 제쳐 놓아야 합니다.”

C. S. 루이스, 『오독: 문학 비평의 실험』, 홍종락 역(홍성사, 20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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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활철학(生命哲學)의 연장선이며, ‘관조’에서도 역시 인간적인 태도가 포

함되어있다. 이러한 미적체험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은 삶의 철학이 반영되

어 있다. 인생에 대한 ‘관조’와 ‘통찰’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다. 이 

‘관조’의 넓은 시야는 최종적으로 ‘대미(大美)’나 ‘지미(至美)’39)로 향한다. 

‘허정함’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가지의 기쁨이나 슬픔, ‘고립’으로부터 오는 

감정의 환기가 아니라, 눈과 귀의 작용40)을 뛰어넘은 상태이다. 이는 ‘사라지

다.’라는 초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라지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아

니다. ‘무(無)’의 개념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생긴 

마음의 여백이 ‘본다는 것’의 깊이를 만들어 준다. 그 시간의 범위는 무한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면서 맛볼 영광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

에서 감정의 소비는 줄어들고 고요한 세계, 즉 ‘정(靜)’에 이른다. 자연은 요

구하지도 않으며, 인간을 위하지도 않는다.41) 이는 자연생태가 인간에게 냉

혹하고 잔인하다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역설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허정한 내면에서 가만히 가라앉은 자연은 ‘허정’의 상태를 대표한다. 

자연은 인간이 진실로 보아야할 참된 세계를 잠시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허정’의 상태에서야 인생을 관통하는 참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장자철학의 인생철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예술철학이 성립되는 기초적인 

미적관조의 조건에 대해 보았다. ‘무위(無爲)’라는 부재(不在)의 잠재태(潛在
態)42)에서 펼쳐지는 정신의 가능성과 그것에 내포된 인생감이 동양미학의 대

략이다. 내가 작품에 깊이 몰두하게 된 계기는 삶 속의 심리적인 충격에 대

한 감정의 해방이었다. 창작활동이 감정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혼

란한 감정이 일정한 소모를 겪고 나자, 땅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평정한 마음

이 상승적으로 뻗어가게 되었다. 나의 예술이 표출에서 표현으로 옮겨지고, 

감정에서부터 초월한 통찰이 작품의 목적이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동

39) 서복관, 앞의 책, 90.
40) 서복관, 앞의 책, 122.
41) 김용옥, 앞의 책, 242.
42) 김용옥, 앞의 책,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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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술론의 ‘관조’는 궁극적인 대답이 되었다. 그것으로 예술의 방향과 그것

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본다는 것’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초연한 태도로 세계를 ‘원망(遠望)’하고, 자연스러운 순리에 마음의 귀를 기

울이는 것이다. 감정의 범람이 한때 강한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것은 

가물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허정’한 마음으로 세계를 다시 보며 새로운 우

주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43) 이러한 시각의 정립은 ‘여가적 풍경’의 전제

이다. 초연함으로 비워진 마음에서야 비로소 빛이 깃들기 마련이다.44)

(2) ‘경계론’의 시선

동양예술론의 ‘경계론(境界論)’은 ‘어떤 세계를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방

법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경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의 미학적

인 확장이다. 그런데 ‘경계론’에는 그것이 전제로 삼고 있는 인생철학적인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여가적 풍경’에 내재된 심리의 단

초가 된다. ‘경계론’은 하나의 보기의 방식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지각과 관

련된 인식론을 설명함과 동시에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여가적 풍경’은 한 

사유방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계론’의 시선은 ‘여가적 풍경’의 사

유방식을 설명한다.

인생철학의 ‘도(道)’는 예술철학의 ‘경계’로 말해진다. ‘경계’라는 개념이 

미학적인 가치로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의경(意境)’, ‘흥취(興趣)’, 

‘신운(神韻)’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있어왔다.45) 장자(壯者)가 추구한 인생

경계는 ‘도’이며, 이를 바라보는 방식은 자연스럽게도 미적(美的) 관조방식으

43) 모리스 메를로-퐁티, 앞의 책, 61(재인용).
44) 서복관은 ‘허정’과 ‘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욕망과 심지로

부터 해방된 허정한 마음은 그 효과가 바로 ‘명(明)’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은 곧 ‘모든 지적인식을 통일시키는’ ‘지(知)’이다.”

서복관, 앞의 책, 115.
45) 이상우, 앞의 논문,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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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파악된다. 이는 훌륭한 미학적 성취이다. 미학적인 개념으로 경계론은 

‘보는 일’로 시작된 회화의 미적체험을 설명하는 훌륭한 토대를 마련한다. 장

자가 제시하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은 미적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관

조(觀照)’의 태도로 설명되기에 적합하다. 장자는 참된 인생의 해방으로서 

‘심재’와 ‘좌망’을 제시한다. ‘심재’는 “지각에 의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직관(直觀)으로 파악하는 것이다.”46)라고 설명된다. ‘좌망’은 

자신의 ‘손발이나 몸이란 것을 잊고, 귀나 눈의 작용을 물리치는’ 상태이

다.47) 두 가지의 태도는 인생 ‘경계’인 ‘도’를 바라보기 위함인데, 이러한 인

생을 바라보는 철학의 태도가 바로 미적관조의 절묘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

다. 

서복관(徐復觀)은 ‘심재’를 설명하면서 “잡념을 떨쳐버린다”48)고 한다. 이 

46) 서복관, 앞의 책, 104
47) 서복관, 앞의 책, 104
48) 서복관, 앞의 책, 104

[참고도판 1] 안젤름 키퍼, <두 강의 대지(The Land of the Two Rivers)>, 

1995, Emulsion, acrylic, lead, salt through electrolysis and zinc 

plates-condenser on canvas, 416×7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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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목적과 용도’, 즉 ‘쓸모’를 

찾는 의식을 고의적으로 줄인다

는 뜻이다. 이것은 미적(美的)판

단의 필수조건으로써, 실용적인 

판단의 배제이다.49) 그리고, 지

식의 활동으로 생겨나는 시비(是
非)의 판단을 끊어 버리고 마음

이 해방을 얻은 상태라야 미적인 

향수를 얻게 된다.50) 이를 ‘좌망’

이라고 한다. 욕망과 지식이 없

는 상태라야 쓸모를 찾는 마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무목적성으로 대상을 따로 때어 

놓고 바라볼 때야 참된 ‘본다는 

것’ 즉, ‘관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쓸

모’가 사라진 다음에야 고립된 

지각51)이 가능하고, 바라본다는 

지각 자체에 집중하게 되며, 대상 그 자체에서 순수한 의미를 얻게 된다. 새

로운 차원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현실적 지위가 사라진 상태이다. ‘여가적 풍

경’의 시선은 이런 ‘경계’의 시선으로 사물을 돌파한다.

작가는 파악된 대상을 화면에 그려 넣는다. ‘파악’이라는 말은 대상을 ‘심

재’와 ‘좌망’의 ‘경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클레(Paul Klee, 1879-1940)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한다.”52)는 

말이나, 동양미학에서 논해지는 ‘경외지경(境外之境)’과 ‘상외지상(象外之象)’

의 요지는 예술작품으로 시각화되는 대상은 현상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본질

49) 서복관, 앞의 책, 106.
50) 서복관, 앞의 책, 106.
51) 서복관, 앞의 책, 107.
52) 질 들뢰즈, 앞의 책, 69.

[참고도판 2] 박연폭포의 사진(출처: 교육나눔

터, http://edunan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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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해바라기’에도, 그리고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b.1945)

의 호수([참고도판 1])에도, 그리고 겸

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의 폭

포수([참고도판 2], [참고도판 3])는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대상 안에 감추

어져있던 정신적인 힘이 표출하고 있

다.53) 그래서 예술은 한편으로 “보이

지 않는 힘을 발명하는 일”54)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욕망과 지식이 사라진 

‘심재’와 ‘좌망’의 상태에서 대상에 대

한 새로운 인식, 즉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경계’를 찾아낸다는 말이다. 

예술일반은 이것을 미적체험이라고 한

다. 이 교류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

오는 질문이며,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철학적 수준의 탐

구가 된다. 물론 동양예술론의 ‘경계’

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힘”을 본다기

보다는 끊임없이 생성하는 ‘기(氣)의 

순환하는 움직임’을 본다고 할 것이다. 

미리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전통예

술론이 시각적 운동력보다 상위의 개

53) 들뢰즈는 회화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회화는 산이 굴곡된 힘

이나 사과가 싹트는 힘 혹은 풍경의 열적인 힘들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반 고흐

역시 해바라기 씨앗의 놀랄만한 힘 같은, 알려지지 않은 힘들을 발명하였다.”

질 들뢰즈, 앞의 책, 70.
54) 질 들뢰즈, 앞의 책, 70.

[참고도판 3] 겸재 정선, <박연폭포>, 18

세기, 비단에 수묵, 119.5×5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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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즉 인생철학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차치하고, 예술은 결국 

대상에 감추어진 세계, 의미, 이상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성찰까지 담아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다는 것’에 대한 미학적인 함의는 ‘심재’와 ‘좌망’

의 ‘경계’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파악된다. 

장자는 이야기의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경계’에 대해 비유적으로 서술하

고 있다. 

장자와 혜시가 호(湖)의 물 위 다리를 걷고 있을 때, 장자가 말했다. ‘조어(鰷
魚)가 물에 나와 유유히 노닐고 있군.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구나.’ 혜

시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장

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는 줄 

아는가?’ 혜시가 말했다. ‘물론 나는 자네가 아니니까, 자네의 마음을 알 수 없

고,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니까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장자가 말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게. 자네가 

나에게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냐고 물은 것은 이미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

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나에게 물은 것일세. 나는 호의 물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네.55)

이 대화에서 장자와 혜시(惠施. BC 370?-310?)는 호수의 헤엄치는 물고

기를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물고기의 자유로움’이라는 장자의 체험은 혜시

의 논리로 설명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장자가 비논리적인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와 혜시의 인식차이, 즉 ‘경계’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대화이다. 장자가 자신을 잊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직

관적으로 아는 것은 이미 ‘좌망’의 ‘경계’로 대상과 나와의 구분이 허물어지

고 대상에 감추어진 의미인 ‘즐거움’과 내가 교류하는 순간을 말한다. 상황을 

55) “莊子與惠子遊於濠梁之上。莊子曰：「儵魚出遊從容，是魚樂也。」惠子曰：

「子非魚，安知魚之樂？」莊子曰：「子非我，安知我不知魚之樂？」惠子曰：「我

非子，固不知子矣；子固非魚也，子之不知魚之樂全矣。」莊子曰：「請循其本。子

曰『汝安知魚樂』云者，既已知吾知之而問我，我知之濠上也。」”

莊子,『莊子·外篇』, 〈第17篇 秋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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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는 혜시의 것은 분석적이다. ‘본다는 것’은 이처럼 두 종류의 인식이 

가능하다. ‘지적(知的)인 앎’과 ‘반성 없는 직관(直觀)’이 있다. 장자는 물고기

라는 대상과 ‘합일(合一)’되어서 물고기의 기쁨을 직관하는 것이다. 판단을 

잊고 비워진 ‘허정(虛靜)’56)의 마음으로 앞뒤 없는 단절의 상태에서 ‘물고기

의 즐거움’으로 스스로 투사(投射)되는 상태이다. 분석적이고 개념적인 사고

는 사라지고 순수한 지각에 집중함으로 ‘물고기의 즐거움’과 ‘합일’되는 것이

다. 이는 “지각(知覺) 그 자체로써 만족하는 것”57)으로서 미적체험의 배경이 

된다. ‘물고기의 즐거움’에 대한 장자와 혜시의 논의 외에도 ‘호접몽(胡蝶
夢)’, ‘포정해우(庖丁解牛)’나 ‘수레바퀴 깎는 노인’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요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에서 ‘터득(攄得)’이나 ‘체득(體得)’58)으로 

설명되는 ‘경계’의 변화는 예술적인 시선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예술가의 눈

이 대상을 먼저 파악하는 일도 대상을 투사해보면서 얻어진 ‘경계’의 앎이 

되는 것이고, 예술작품을 보고 작가가 고안한 함의를 체험하는 것도 역시 직

관적인 인식으로써의 ‘경계’이다. 

‘본다는 것’이 의미작용을 수반한다는 현상학자(現象學者)들의 말은 동양

예술론의 ‘경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직관’과 ‘투사’로 설명되는 동양예술론

의 ‘경계’는 진리의 원천이 ‘반성이 따르는’ 의식이 아니라, ‘지각적인 의식’

에 있다고 믿는 그들의 주장과 닮아있다. ‘심재’와 ‘좌망’의 무판단적인 인식

으로 다시 체득하는 ‘경계’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가 말하는 ‘순수한 몸의 체험’으로 길어 올리는 의미의 세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59) 이 현상학자에게 ‘본다는 것’은 순수한 지각의 회복이

56) 서복관은 동양미학의 ‘터득’이나 ‘체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음이 지

식방면의 길로 향하지 않게 되고 또 선입견에 의한 장애도 없는 상태로 되면, 마

음의 허정한 본성이 곧 드러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허정한 상태에 있는

자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무런 걸림이 없는 무한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이 대상과 서로 접하게 될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런

걸림이나 간격이 없이 서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서복관, 앞의 책, 116.
57) 서복관, 앞의 책, 107.
58) 이상우, 『동양미학론』(서울:시공사, 199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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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직관적 앎에 이미 진실은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념적인 이해

가 아닌 실존적 차원의 몸으로 현전(現前)하는 세계를 진리로 발견한다. 진

리의 세계는 체험하는 각각의 ‘몸’에 있으며, ‘체험적 앎’은 ‘경계’를 변화시

킨다.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 즉 ‘경계’에 따라 다양한 진리들이 체험되고 발

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계’로 찾은 의미-진리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경계’가 그려낸 각각의 지도60) 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다. 

생기(生氣)가 다한 고목(古木)에서도 무수히 많은 생의(生意)가 발견된다. 

‘본다는 것’은 “사물로 이루어진 세계를 철회하고, 의미로 이루어진 세계를 

세우는 일”61)이다. 진정한 인간의 생명력은 이러한 정신의 활동에 있다. ‘본

다는 것’의 본질은 생명의 운동력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원초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본다는 것’이 이처럼 정신을 넓게 펼치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술로부

터 기대하는 역할은 분명해진다. 이는 의미의 ‘경계’를 펼쳐내는 시도 그 자

체, 그리고 다양한 ‘경계’가 그려낸 진실의 지도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

다. 힘든 싸움에 동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 사회성을 띤 인간

은 언제나 비교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익숙하다. ‘여가적 풍경’은 나의 체

험적 앎을 재확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적인 행위들이 하나의 

결을 형성한다. 우리는 ‘경계’의 변화로 사물을 돌파한 시선을 작품을 통해서 

재목격하고, 서로의 세계를 검증하면서 원초적인 불안을 해소해 가는 것이다. 

작품이 그려낸 앎의 세계는 내 것이기도 하면서도 타인의 것이 된다. 그래서 

나의 ‘여가적 풍경’이 타인에게도 한 번의 휴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영원하

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경계’을 바라보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된다.

  

모든 시선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여가적 풍경’은 ‘관조적’ 시선과 

‘경계론적’ 시선이 발견해낸 비물질적(非物質的) 세계이다. 나는 이 진리의 

세계를 새롭게 가꾸기로 결심했다. ‘여가적 풍경’으로 말이다. 무한하게 뻗어

59)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 메를로-퐁티의 회화론』, 31.
60) 홍옥진, 앞의 논문, 134-5.
61)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박범수 옮김(서울:東文選, 2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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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정신의 운동력으로 대상의 존재를 나와 동일화시키는 것이다. 무심한 

사물(事物)로 이루어진 세계가 가치의 세계로 깨어난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

의 내재된 본능이다. 우리는 육체의 들숨과 날숨만이 아니라 정신의 호흡도 

필요하다. 정신적인 운동력이 눈의 바라봄, 즉 ‘관조적’ 시선으로 뻗어나간다. 

그렇게 다가간 새로운 ‘경계’에서는 죽은 고목의 존재를 되살리고 마는 것이

다. 이것이 ‘본다는 것’의 생명력이다. 내가 성취하기로 한 미적체험은 첫 번

째로 나를 위한 길이었지만, 타인에게도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에게

는 언제나 원시의 내면을 가꾸어갈 하나의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양

철학으로부터 성취한 ‘경계’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인식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의 교정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전통의 미학적인 견

해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예술’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격과 신선함은 예술의 젖줄일 수 있지만, 나에게 그것들은 작품의 표현방

식에 한정된 말이다. ‘여가적 풍경’은 개량된 사고의 종류를 탐구하는 일이 

아니다. 동서양의 오랜 전통 속에 끊임없이 다루어졌던 진리의 탐구를 뒤따

르되, 회화적인 표현의 신선함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미술의 

파격(破格)은 보여주기의 방식, 즉 조형적인 신선함이나 감각적 놀라움에 있

다는 것이다. ‘여가적 풍경’의 최종적인 목적은 새로운 진화의 한계 속에서 

여전히 겪는 우리의 정신적인 진통을 위해 제시되고 있다. 동양예술론이 말

하는 ‘인간을 위한 예술’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여가적 풍경’의 견해이다. 

다음은 경계론의 수양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여가적 풍경’의 시선에 잠

재된 태도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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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적 풍경’의 수양적 태도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떤 가교로도 이어질 수 없다면, 그 세

계는 무의미한 ‘죽음의 세계’일 것이다.62) 경험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

라는 범주가 그려내는 세계는 제각각 다르다.63) 그러나 인간의 주관이 이미 

보편을 내재하고 있기에 개별의 진리는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연결이 가능한 섬들처럼 교통이 가능하다.64) 산수(山水)를 그리고 향

유하던 예술세계에 속했던 이들은 이러한 보편적 이치를 토대로 예술의 ‘경

계(境界)’를 추구했다. 철학적 차원에서 인식의 ‘경계’는 다양하고 주관적이지

만, 그들의 예술이 ‘경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세

계가 공통의 향방을 갖는다는 말이다.65) 그리고 그것은 ‘도(道)’에 이른다. 

예술철학과 삶이 일체되길 추구한다면, 예술가의 작품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

62) 곰브리치는 우리의 인식체계는 시행착오로 습득한 규칙성에 기초한다고 설

명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 회화적 재현의 심리학적 연구』, 차미례

역(경기도:열화당), 260-261.
63) 홍옥진은 자신의 논문에서 메를로-퐁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는 “행동

혹은 지각을 통해 세계에 참여하는 의식에게 지각 대상들은 ‘인식’되기보다 현실

로 ‘체험’된다.”고 말한다.

홍옥진, 앞의 논문, 38.
64) 박재석, 「北宋 後期 山水畵 理念의 二元的 特性 -林川高致集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1986), 77.
65) 이상우는 ‘경계’의 보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시의 세계나 상대성이론이 다루는 거시의 세계라는 특정 영역을 제외

한다면 수학의 정리나 공리들은 아직도 널리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다. 그러고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우리의 삶이 수학이나 과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합리나 인과율에 의하지 않고서 우

리가 어떠한 지식을 타당하게 갖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이상우, 『동양미학론』,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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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렴한다. 이러한 관점은 나의 작품세계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한 지점이

다. 나는 나의 작품과 실제의 생활을 일치하고자 한다. ‘여가적 풍경’은 일상

의 작은 안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관조(觀照)’로 획득한 ‘관망

(觀望)’의 자세가 스며있다. ‘여가적 풍경’이 ‘인생을 위한 예술’을 소박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적 풍경’은 진리를 강요하지 않으며, ‘일상의 

풍경’으로 ‘자연(自然)스럽게’ 존재한다. 나는 작품에 내포된 보편적 진리가 

엿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이런 작업적인 성향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경향을 추구하는 다른 작가들의 시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그

들의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학에 흥미가 끌린다. ‘경계론’의 수양적(修養的) 

특성은 이러한 예술경향의 심리적인 근원을 설명한다.

(1) ‘여가적 풍경’에서의 ‘수양론’

‘경계(境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수양(修養)이나 수련(修練)이 도달한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 경지(境地)”66)라고 정의된다. 동양예술론에서 ‘경계론’

은 일반철학의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 장자(莊者)의 인생철학에서 ‘경계’

는 참된 것을 ‘본다는 것’이다. 철학적 ‘경계’의 개념이 ‘도(道)’를 향하는 것

처럼, 예술론에서는 ‘경계’는 총체적인 예술관(藝術觀)을 결정짓는다. 미적체

험의 기대가 순간적이거나 감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미적체험은 인생감을 포함한다. 이것이 ‘경계’의 미학적인 함의이다. 이 총체

적인 미감의 목적은 장자가 말하는 ‘허정(虛靜)’을 통해서 얻은 ‘명(明)’67)의 

상태이고, 바로 ‘대미(大美)’, ‘지미(至美)’68)의 경지이다. 만약 ‘상외지상(象
外之象)’69)을 추구하는 한 예술가의 마음이 인생 궁극의 ‘경계’를 구한다면, 

66) 이상우, 앞의 논문, 126.
67) 서복관, 앞의 책, 115.
68) 서복관, 앞의 책, 90.
69) 이상우는 ‘상외지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예시로 들고 있다. “언어로 전

달하고자 하는 뜻이 전해지고 나면, 처음 뜻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를 기

울였던 현상으로서의 문자에는 다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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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무 한그루와 풀 한포기의 그림을 통해서도 인생경계인 ‘도’를 찾게 

될 것이다.70)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예술가의 입장이 이처럼 분명하다

면, 예술가의 ‘경계’를 담아내는 작품에는 일정한 예술적 경향이 드러날 것이

다. ‘본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장악한, 혹은 장악하기로 한 방식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도’는 주어질 것이다. 작

가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도’라면, 그의 예술세계에서 ‘도’가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대의 일상적인 풍경이라도 말이다. 심적 태도는 ‘여가적 풍

경’의 예술관을 결정한다.

예술이 사물에 대한 거부라고 말한다.71) 더 정확하게는 사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거부이다. 또한 예술은 아는 것, 혹은 신념과 세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동양예술론이 말하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경

계’에서는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다.72) 인간이 완전해질 때 종교와 예술이 사

라진다고 했던 H. W. 잰슨(Horst Waldemar Janson, 1913-1982)의 말처

럼, 의지함이 없는 최상의 인생 ‘경계’는 초월적 ‘무(無)’의 세계이다.73) 예술

유우석(劉禹錫)의 ‘境生於象外’와 ‘義得而言喪’이라는 말은 《壯者·外物》에 그 유

래가 있는 것이다.”

이상우, 앞의 논문, 165.
70) 바슐라르는 인식으로 인한 존재의 확장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꽃 한 송이가 몸을 열고 사과나무가 제 빛을, 제 고유한 빛을,

저 희고 장밋빛 띤 빛을 그러내려 할 때 우리는 한 그루 나무가 바로 온 우주

전체임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공기와 꿈 – 운동에 관한 상상력』, 정영란 옮김(서울:이학

사, 2001), 399.
71) 존 버거, 앞의 책, 230.
72) 서복관은 ‘심재’와 ‘좌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무기(無

己)·상아(喪我)의 진실한 내용이 바로 심재(心齋)이며, 심재의 의경이 곧 좌망(坐

忘)의 의경이다. 심재와 좌망에 도달하는 과정은 아래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바

로 미적관조에로의 과정이다. 따라서 심재와 좌망은 미적관조가 성립될 수 있는

정신의 주체인 동시에 예술이 성립될 수 있는 최후의 근거이기도 하다.”

서복관, 앞의 책, 105-6.
73) 이상우, 앞의 논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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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작품활동을 이러한 철학의 ‘경계’로 간단하게 대입하여 설명하기는 쉽

지 않다. 예술작품이 노장철학의 궁극인 ‘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작

품의 존재는 여전히 나와 관계하며 미적체험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경계’를 순수한 철학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초월적 단계의 ‘경계’에서는 예술

의 존재자체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계’로 나타난 인식의 변화와 그것

에 내포된 미적태도는 우리에게 건강한 예술의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술의 존재가치는 분명하다. 대상을 

통해서 대상 너머의 것을 파악하려는 자동적인 인식의 운동력, 아는 것과 사

실 간의 불일치를 극복하려는 ‘꿈틀거림’이 바로 그것이다. 장자는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하여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의 ‘경계’에

서는 불일치를 조율하기보다는 초월하고자 한다. ‘도’라는 초월적 차원에서는 

사물을 바라본다면, 상대적인 가치 평가는 무의미해진다.74) 강하고 단단한 

것이거나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거나, 생명의 시간이 긴 생명체나 짧은 것이

나, 어떤 것이든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소멸과 생성의 과정이 순환

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들 간에 차별과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

이다. 새롭게 열린 시각에서는 ‘열정’과 ‘냉정’이 가라앉고 ‘평정’에 이른다. 

‘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와 같은 태도로 세계를 향한다. ‘여가적 풍경’이 시

선은 이런 태도를 근원으로 삼고 있다. 바로 초연한 태도로 세계를 바라보

고, 온 세계를 관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념에서는 ‘나무 한그루’나 혹

은 ‘풀 한포기’에 온 우주(宇宙)가 들어있다는 말이 옳다.75) 

74) 이상우, 앞의 논문, 152.
75) 바슐라르는 몽상적인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리고) 꽃 한 송

이가 몸을 열고, 사과나무가 제 빛을, 제 고유한 빛을, 저 희고 장밋빛 띤 빛을

드러내려 할 때 우리는 한 그루 나무가 바로 온 우주 전체임을 잘 깨달을 수 있

게 된다.”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399.

그리고 예랑은 ‘의경’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러한) 상외지상,

경외지경 가운데 그들이 전체 인생에 대하여 느낀 바를 표현하였다. 중국 고대의

화가는 하나의 돌, 풀벌레, 몇 마리의 새, 몇 그루의 대나무를 그리더라도 모두

전체 우주의 생기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화면이 화가의 전체 인생에 대한 느낌

과 깨달음을 체현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철학적 이치를 지니고 있는 인생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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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방식에 따라서 세계는 변화한다. ‘여가적 풍경’은 휴식적인 풍경이

다. 그런데 이 휴식은 인생을 범주로 삼는 ‘도’ 안에서의 휴식이기에, 긴 시

간을 포괄하는 통찰과 그것에 따르는 수양을 요구한다. 동양철학에서는 ‘도’

를 향하는 삶은 곧 인생의 ‘경계’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미학적 차원의 ‘경

계’는 인식론과 동양예술론의 특색인 수양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다. 장자가 말하는 ‘도’를 오늘날의 미학적 목적인 미적체험으로 이해한다면, 

‘의경(意境)’의 “형이상학적 위안”76)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나의 ‘여가적 풍경’에서 감추어진 기대이다. 이러한 미학적인 접근은 작

업적인 성취와 함께 인간내면의 성숙을 돕는다. 회화는 빗대어 표현하기 좋

은 수단이다. ‘여가적 풍경’은 ‘도’를 향한 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1932-2018)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진리를 말

할 때, ‘비유로 말해야 한다.’77) 우리의 존재는 너무도 연약하여 그것을 담아

낼 만한 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겨진 것들이 진리의 빛을 

머금고 있다면, 그것을 담은 그릇 역시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 이전에 결정된 그 ‘무엇’이 중요하다. 이 ‘무엇’은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가 말하는 “예술의 내용”78)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즉, ‘어떻게’)보다 훨씬 더 중

요하다.79) ‘경계론’은 이 ‘무엇’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고 있다.

(2) ‘여가적 풍경’에서의 ‘창신’

종병(宗炳)의 「화산수서(畫山水序)」는 최초의 산수화론(山水畫論)으로 

드러내도록 하였다.”

예랑, 「중국예술에서의 의경」,서진희 역, 『예술문화연구』4(1994), 220.
76) 예랑, 앞의 논문, 230.
77) 유진 피터슨, 『비유로 말하라』, 양해원 옮김(서울:IVP, 2008).
78)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 칸딘스키의 예술

론』, 권영필 옮김(경기도:열화당미술책방, 2000), 31.
79) 바실리 칸딘스키, 앞의 책,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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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이보다 이른 시기에 고개지(顧愷之, 344?-406?)의 「화운대산기

(畵雲臺山記)」에 산수화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종병의 화론을 최초의 산수

화론으로 여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관념성의 유무에 달려있다.80) 「화산수

서」는 산수화의 작화뿐만 아니라 산수화의 관념, 즉 산수의 효능과 초월적 

정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수화론의 핵심은 산을 그려

내는 미술의 수행보다는 그 정신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최초의 

산수화론은 예술의 목적을 제시한다.81) 예술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

재를 확인하는 일인데, 특별히 산수화는 ‘무한’과 ‘인생감’이 가득한 세계이

다. 따라서 이 화론은 “현학(玄學)의 정신으로 산수를 대함으로써 도달한 의

경(意境)”82)이라고 할 수 있다. 종병은 ‘창신(暢神)’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

서 산수화의 효능적 가치를 밝히고 있다. 이 개념은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

는 유위적인 예술론과 상통한다. 나는 이러한 예술론이 동시대에서도 유효하

다고 믿는다. 나의 작품론이 성립해 온 과정자체가 자족적인 증거가 된다. 

나의 경우 작업량이 쌓여감에 따라 타자의 안목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졌는

데, 이는 기능의 숙달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발견으로부터 비롯하였다. 

나는 점차 감각의 신선함이나 조형적인 운동력의 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

스로 만족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나의 창작활동이 점차 숙달되어감에 따라

서 기교에 대한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었고, 점차 진정한 ‘예술의 내용’

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자족하기 위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만족은 과격한 일탈은 아니겠지만, 속박에서의 자유와 해방감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담아내는 풍경의 목적은 ‘창신’이라는 관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종병이 늙어서 다리에 병을 얻고 스스로 산천(山川)에 거할 수 없자 산수

화를 그려놓고 즐긴다.83) 이는 ‘와유사상(臥遊思想)’의 배경이 된다. 신체적

80) 서복관, 앞의 책, 265.
81) 김석주, 「종병(宗炳)의 산수화론과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학위논문, 2014), 50.
82) 서복관, 앞의 책, 266.
83)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김대원 옮김(서울: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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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약에서도 정신은 산수에 ‘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병은 산수화를 통

해서 ‘창신’함으로 산의 ‘영험함’에 이른다.84) 산천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

러나 자연의 ‘의취(意趣)’는 ‘영묘한’ 감상을 우리에게 전한다.85) 그는 이러한 

산천 속에서 거하며 무위적인 불자(佛子)의 태도로 살았으나,86) 더 이상 선

대의 “자유자들”87)과 같이 산속의 삶을 영속할 수 없게 되자 ‘무위(無爲)’의 

삶을 산수화로 대체한다. 산수화는 자연의 ‘영묘함’이 영원히 쏟아져 나오게 

고안되었다.88) ‘영묘함’은 한때 종병이 산천에 거하며 직접적으로 체험하던 

세계이다. 그러나 종병은 쇠약해진다. 영원한 자연산천의 세계는 유한한 자신

의 육체와 대조된다. 회화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벗고 자유롭게 뻗어갈 수 있다. 산수화는 정신의 영역이다. ‘창신’으로써 삶

의 속박을 돌파한다. 이는 병든 자들에게만 필요한 처방이 아니라, 유한한 

육체에 머무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천의 무한함과 거

대함은 짧은 인간의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89) 이러한 대비에서 인생감

이 드러나며, ‘의경(意境)’이 열린다. 때때로 삶의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더 

2004), 44.
84) “그(종병)가 파악한 진산진수는 물질적인 바탕으로부터 정신적인 세계로 나

아가는 것이다.”

유검화, 위의 책, 51.
85) “산수는 형질이 있으면서 의취가 영묘하기 때문에, (······)”

유검화, 위의 책, 45.
86) 김석주, 앞의 논문, 52.
87) 종병은 여러 ‘자유자들’의 삶을 들어서 산수에 노니는 삶을 노래한다. “옛날

의 성인인 황제 헌원과 요임금, 공자와 광성자·대외와 허유·백이와 숙제 같은 이

들은 반드시 공동산과 구자산·고야산이나, 기산·대몽산 등에서 노닐었다.”

유검화, 위의 책, 45.
88) 메를로-퐁티는 대상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화폭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그 힘을 쏟아낸다고 말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앞의 책, 67.
89) 서복관은 산수의 정신적인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수에서 발견된

정신성과 도의 형상화는 구체적인 인간의 신체에서 발견된 신보다 훨씬 큰 심도

와 광도를 갖게 되며, 인간의 정신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안식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서복관, 앞의 책,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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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예술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위로한다. 산수화론

은 이처럼 인간의 유한함과 무한한 인식의 간극을 메우려는 정신적인 도약이

다. 산수화는 순간적인 유희로 고통을 잊게 만드는 현혹이 아니다. 산수화는 

오히려 결핍을 인정하고, 참된 것으로 향하고자 하는 구도의 자세로 성취된 

예술론이다. 여기에는 삶 전체가 걸려있다. 따라서 산수화론에서 발견된 예술

론은 유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예술적인 체험

은 삶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믿는다. 나는 적어도 내 예술세계의 결말이 정

신을 기탁할 ‘도(道)’90), “참된 세계”91), 혹은 진리가 되길 기대한다. 

종병의 산수화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산수화의 효용론(效用論)은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유가(儒家)적인 예술적 태도와 연결된다.92)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예술의 효용적인 태도는 ‘효용주의(效用主義)’와는 다르다는 것

을 주지해야한다. 전자에서는 작가의 수양적인 태도를 띠더라도 순수한 예술

의 영역에서의 창작활동은 보존되는 반면에, ‘효용주의’는 말 그대로 교화(敎
化)나 선전(宣傳)처럼 미술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된다. 따라서 ‘효용주의’적

인 미술은 외부의 목적에 따라 소비되고 만다. 산수화의 효용론은 이미지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술과 삶의 관계를 규정하는 폭넓은 범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곽사(郭思)93)의 기록처럼 선친은 “도가(道家)의 학문을 따라, 양생법(養生
法)을 익히며”94)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하였다. 또한 『임천고치집(林
泉高致集)』의 ‘산수훈(山水訓)’에서 산수화는 ‘군자(君子)’의 수양과 동일시

된다.95) ‘군자’는 유가(儒家)의 성인을 지칭한다. ‘군자’는 사회적 책무를 완

90) 서복관, 앞의 책, 267.
91)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경기도:아트북스,

2003),, 98.
92) 조송식, 앞의 논문, 2.
93) 곽희(郭熙)의 아들로 『임천고치집』을 기록하였다.
94) “噫！先子少從道家之學，吐故納新，本游方外，家世無學，蓋天性得之，遂遊藝

于此以成名。”

郭熙·郭思 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112 子部 22『林泉高致集』,〈序〉
95) 김석주, 앞의 논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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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키고, 자연에서 자신을 가다듬는다. 『임천고치집』은 양가의 특성이 명

확하게 드러난다. ‘도가’와 ‘유가’가 결합된 하나의 예술론을 형성하고 있다. 

『임천고치집』에는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유가적 가치의 예술론과 ‘정신

의 자유로운 해방’이라는 ‘창신’의 도가적인 산수화론이 들어있다. 나는 상충

되는 두 가지 개념이 각각의 다른 범주로 설정됨으로써 공존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유가’의 효능론은 예술의 총론으로써 미적태도를 설정하고, ‘도가’의 

‘창신’은 이 큰 흐름 안에서의 자유이다. 도가의 계통으로부터 발견한 예술론

이 예술에 있어서의 순수한 정신과 자유를 확보하지만, 장자(莊子)의 ‘무위사

상(無爲思想)’은 본래가 인생에서 착안한 것이다.96) 그래서 도가의 사상이 

인격의 도야를 궁극의 지향점으로 삼은 것처럼, 도가적 정신의 예술론 또한 

자연스럽게 ‘인생을 위한 예술’을 이룩해낸 것이다.97) 인간의 삶이 자연에 순

응할 때 만족할 수 있듯이, 예술가의 창작 역시 큰 원리에 순응함으로 참된 

자유를 성취한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재된 보편율이 있다. ‘인생을 위한 예술’을 행하는 자

는 이를 존중한다. 자유와 창작은 예술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거스르

지 않는다.98) 자유와 창작이라는 순수한 접근은 ‘인생을 위한 예술’론에 자연

스럽게 순응한다. 산수화의 ‘경계’가 ‘의경’에 이르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예

술도 삶에 깃든 ‘생명력’을 표현한다면 ‘인생을 위한 예술’에 속하게 된다.99) 

‘여가적 풍경’은 자신의 존재와 주어진 ‘생명력’에 대한 소회(所懷)이다. 이는 

허정한 심정으로 자연에 순응한 결과이다. 이런 전제라면 예술가가 진정으로 

스스로 순수하게 자신에게 집중한다 하여도, 그의 예술적인 행위는 인류를 

96) 서복관, 앞의 책, 167.
97) 서복관은 장자와 공자는 모두 인생을 위한 예술을 이룩해 내었다고 말한다.

“그가 예술정신의 주체에 대해서 파악한 것과 이 방면의 이해와 성취는 직접 인

격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 정신의 흐름을 취한 대문학가나 대화가는 그들의 작

품 또한 직접 그들의 인격에서 흘러나온 것이니, 즉 그로써 그 인생을 도야한 것

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의연히 인생을 위한 예술을 이룩해낸

것이다.”

서복관, 앞의 책, 167.
98) 서복관, 앞의 책, 69.
99) 서복관, 앞의 책,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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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게 된다. 예술적인 가치는 삶의 무게감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자유로운 창작행위가 순응하는 제일의 규율이다. 그러나 인생을 담는 

예술가에게 이러한 규율은 창작의 장애(障礙)가 되지 않는다.100) 왜냐하면 

이미 그의 예술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화로움’을 좇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론은 이학(理學)의 ‘천인합일론(天一合一論)’과 맞닿아 있다.101)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작품은 인생과 사회에 대해 반

드시 어떤 방면의 공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102) 예술가의 세계

가 작품으로 형성되어 공적인 것이 될 때, 자신의 ‘해방’이 타인에게도 작용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작품세계라고 할 수 있는 ‘여가적 풍경’에서

도 기대할만한 효용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창작이 내게 주는 위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만족의 종류가 변하였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기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작품에서 기대하는 바가 점차 명확해졌다. 나에게 회화란 스스로 

삶의 무게감에서 해방을 누리고자 하는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

것이 전통예술론에서 말하는 ‘경계’일 것이다. 《Private Garden》, 《하얀 

고립》이나 《옅은 하루》처럼 나의 개인전 제목에는 이러한 산수화의 ‘효능

론’이 전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의 성공이 타인의 ‘물

화(物化)’로 귀결된다.103) 그래서 매번 새로운 제목으로 전시된 ‘여가적 풍

경’은 더 이상 작가의 것만이 아니다.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위한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회화로 선행된 이 총체적인 세계가 공감을 얻기 

때문이다. ‘여가적 풍경’은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세속적인 성취에서 오는 흡

족함과는 정반대의 것이다.104) ‘인생을 위한 작품’이 형성하는 총체적인 예감

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속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만족은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삶의 어느 한 곳도 무너지지 않고서 누리는 균형감이라고 

100) 박낙규·서진희, 「송대 이학(理學)의 예술 미학사상」,

『인문논총』45(2001): 209.
101) 박낙규·서진희, 위의 논문, 216.
102) 서복관, 앞의 책, 70.
103) 이상우, 앞의 책, 164.
104) 이상우, 앞의 책,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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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체험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예술이 세상에 

공헌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여가적 풍경’에 함의된 진리에는 타인의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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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적 풍경’의 배경

나는 먼저 ‘여가적 풍경’의 내적인 배경을 ‘전통의 자연관(自然觀)’으로부

터 찾고 있다. 왜냐하면 ‘은일(隱逸)’로부터 형성된 이 독특한 자연관이 ‘여

가적 풍경’의 심리적인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수화는 자연관의 형성

에서 파생된 예술현상이다. 나의 작품이 일정 거리의 폭넓은 시점으로 자연

의 정경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풍경화로 분류될 수 있겠다. 동시대에서 풍경

화는 회화의 중심적인 장르이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105) 동시대의 풍경화 장르에서 작품이 그려지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일의 본질이 되는 작가의 관

념이다. 자연도 ‘보기’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가

적 풍경’의 시선과 심적 태도는 전통의 예술론에서 출발하였다. 이 예술론의 

최초는 ‘여기적(餘技的)’ 태도로 자유롭게 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로

움은 현실을 극복하는 시선을 통한 정신의 해방을 꿈꾼다. 이 새로운 보기의 

방식은 현실을 초월하여 ‘무위(無爲)’한 세계로 나의 시선을 옮겨놓는다. 그

리고 초연한 태도로 담담히 누릴만한 기쁨을 확보하는 것이다. 과거 이런 예

술론이 가장 꽃피었던 예술분야는 산수화(山水畵)였다. 산수화는 실재하는 

산천(山川)의 변형이었다. ‘여가적’ 시선이 머물만한 세계는 자연산수였다. 산

수는 정신해방의 장소였다. 이런 특별한 시선은 전통의 ‘자연관’을 밑거름으

로 삼고, 특별한 미적체험을 불러온다. 그것은 인간의 정서로 피어오른 감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은 ‘의경(意境)’으로 확장된다. 

‘의경’은 세계를 바라보는 총제적인 인식이 담긴 특수한 미감이자 감성이라

고 할 수 있다.

105)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 서양 풍경화의 전통에 관한 연구』

(서울:아카넷, 200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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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적 풍경’에 담긴 자연관

‘여가적 풍경’은 하나의 주관화된 장소이다. 이것은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나의 기대가 반영된 장소이다. ‘여가적 풍경’은 내밀하게 고립된 

장소이다. 이 자발적인 고립은 동아시아 전통의 ‘은일(隱逸)’과 맞닿아있다. 

사대부문인(士大夫文人)들은 언제나 현실을 벗어나서 ‘은거(隱居)’하고자 했

으며, 사회적 지위나 생활의 책무에 구속 안에서 시(詩)와 서화(書畫), 그리

고 원림활동(園林活動)처럼 ‘무위(無爲)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신해방의 공간

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무위’의 태도는 훌륭한 미학적인 가치로 환원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미적체험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정신성을 자연(自然)에 담아서 표현한다. 정신적 해방공간이 자연

으로 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산천만물(山川萬物)은 예술

을 통해서 자연의 순수한 존재자로 다시 태어난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다. 무한히 펼쳐진 자연은 뻗어가는 정신해방의 현실적인 모델이었다. 인간

과 대비되는 불변의 거대한 존재에 보잘 것 없는 찰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다. 거대한 자연은 ‘무위’와 ‘조화(造化)’라는 인생철학적인 가치로 덧입혀진

다. 동아시아문인들이 산수(山水)를 ‘바라보는 눈’을 파악한다면 산수화라는 

예술현상 이전의 심리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자

연관을 살펴본다면 ‘여가적 풍경’의 내적인 동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산수’의 재인식

자연(自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이 말에는 자연이 삶을 지탱할 외

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만족을 얻

는다는 내면적인 기대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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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인 이해이다. 소위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거친 주관화된 자연이라는 것

이다. 실제로 험준한 자연 환경의 모습이나, 혹한기와 혹서기의 불편함, 또 

때때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주는 폐해를 본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무정하고 잔인하게까지 보이기도 한다. 자연의 광의적인 범위는 해충이나 질

병이 주는 고난처럼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햇살처럼 적절한 기

후의 안락함과 같은 긍정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자연불인(自然
不仁)’106)이라고 한다. 자연은 중립적이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며, 사람들

의 안위를 위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이념에도 구속됨이 없다. 자연은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침묵 속에서 스스로 그러하다.107) 

산수(山水)를 벗하고자 하던 시인(詩人)과 그곳에 노닐며 거하길 원하던 

화가는 이처럼 완고한 자연의 실체를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연

을 칭송하고 자연에 자신을 몸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낭만주의적이거나 목

가적인 태도로 자연을 향유하고자 함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자연의 온화한 

미소이거나 냉혹한 거절감에서 비롯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들을 쏟아내

고자 함도 아니었다. 때로는 자연의 미소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만, 우리가 그 미소에 다가가면 그것은 우리를 지나쳐가는 무심한 표정임을 

알게 된다. 자연은 중립적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문인들은 자연을 경외하며 

그것에 동화되고자 하였다. 그들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작시와 작화를 통

해서 그려내고자 한 것은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경(境)’이었고, 이는 바로 

자연에 내재된 ‘우주(宇宙)의 진리’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예술활동

은 자연에서부터 위로와 안위라는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체험을 기대하기보다

는 불변의 자연존재에 다가가고자 함이다. 예술에서 산수의 대상적인 특수성

은 분명하다. 만 가지 사물에서도 각각 ‘존재자의 본질’을 경험하는 위대한 

일이 예술에서 시도될 수 있다.108) 하지만 고대동양의 시인과 예술가가 시와 

106) 김용옥, 앞의 책, 242.
107) 김용옥, 앞의 책, 228.
108) 하이데거는 예술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작품 속에서는, 그때그때

눈앞에 현존하는 개별적 존재자를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의 보편

적 본질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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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군자(君子)’나 ‘신선(神仙)’이 거할만한 이상적인 거처로써 표현되

는 ‘우주(宇宙)’를 그려내기에 침묵하는 자연은 무엇보다 적합한 창작의 소재

가 되었다. 이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산수는 인간이 바라보기에 한없이 거대

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한 ‘우주’까지 이른다.

‘우주’는 비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우리의 이상이 ‘우주’를 향해 뻗어

가더라도 그것의 묘사나 표현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

다.109) 산수는 ‘우주’를 담아내기에 좋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득한 이

상경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자연, 즉 내재화된 산수의 이미지를 그 형

상의 원천으로 삼는다. 이것은 인간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인물회화보다 늦게 전개된 장르이다. 이는 필연적인 예술의 발전과정

이다. 왜냐하면 산수화는 보다 깊은 의식세계가 고취되고서야 진행될 수 있

는 회화의 장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은 태아적인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주변에 머물다가 점차 자라나서 마침내 ‘우주’를 향해 뻗어간다. 산수화는 

‘우주의 원형(原型)’을 추구했다. 따라서 산수화는 고취된 의식세계의 메타포

(Metaphor)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수화는 ‘우주’를 구현하기 적절한 하나의 

예술형태인 것이다. 뻗어가는 정신이 머물만한 세계는 산수에 빗대어 재생되

었다. 의식의 성장은 인류사적인 특징이면서, 또한 모든 개인사에도 적용된

다. 나이가 들면 한 번쯤, 그리고 때때로, 삶을 통찰해볼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산수화의 고취된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타당한 정신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2) ‘자연’의 진의

산수화(山水畵)는 자연(自然)을 그린다. ‘산수(山水)’는 자연의 외형을 뚫

109) 바슐라르는 일상적인 대상의 재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늘 볼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다른 곳에서 되찾고자 하는 격이다. 일상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무겁도록 덧입히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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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주(宇宙)’의 원리로 향한다. 자연에 빗대어 초월적 세계를 그려내는 것

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문인들이 추구한 ‘산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서, 먼저 ‘자연’의 어휘를 살펴보겠다. 노자(老子, 초나라)가 말하는 

‘자연’은 명사로 고정된 단어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자연’이라는 

단어는 외부적인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어의 ‘Nature’로 번역될 수 있

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명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뜻하는 ‘자(自)’

와 ‘그러하다’라는 술어인 ‘연(然)’이 결합된 것으로, 만물의 존재방식을 기술

하는 상태어라고 할 수 있다.110) 우리가 현대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이

라는 단어는 사실은 ‘천지(天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은 ‘천지조화

(天地造化)’가 이루어지는 실행의 상태를 의미한다. ‘산수(山水)’의 단어는 

‘산’과 ‘물’을 뜻하는데, 이것은 축소된 범위의 ‘천지’이다. ‘산’과 ‘물’은 ‘천

지’를 조성하는 일부이다. 그런데 동양철학에서 ‘산수’는 ‘천지’를 함축한 상

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산수’는 ‘음양(陰陽)’의 이치가 담긴 천지의 원리

를 구현하기 위한 상징체계가 된다.     

중국의 산수화는 서양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서도 연구되었는데, 산수화

가 특수한 사상적 배경을 지닌 것과는 별개로 우선 산수화는 영문으로 ‘차이

니즈 랜드스케입 페인팅(Chinese Landscape Painting)’이라고 옮겨졌다. ‘랜

드스케입(Landscape)’을 다시 우리말로 옮긴다면 ‘풍경’이고, 통상적인 회화

의 장르로 말하자면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풍경’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로 ‘자연’과 유사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양철학적인 개념에서

의 ‘자연’과는 동떨어진 개념이다. 서양미술사에서 자연풍경이 회화의 주제로 

등장한 것은 대략 17세기로 산정된다.111) 서양의 미술이 인물중심의 스토리

에서 해방되자 자연풍경 자체가 회화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풍경화는 사실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존재자를 탐구하는 진리의 

수단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미술의 중심적인 영역에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풍경화에서 그려진 풍경은 엄밀히 따져보면 산수화에 그려진 자연과 전

혀 상반된 내재적 관념을 갖는다.112) 즉 풍경은 인간의 관점에 맞게 가꾸어

110) 김용옥, 앞의 책, 228.
111) 마순자, 앞의 책, 92.
112) 마순자, 앞의 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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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자연이라는 것이다. 자연을 ‘음양(陰陽)’의 순환으로 파악하는 동양의 관

점과는 달리 서양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은 인간문화로 귀속된 자

연이다. 이는 인간이 쟁취해낸 자연이다. 동양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말하자

면 서양에서는 주체인 인간이 적절하게 다듬어진 풍경을 캔버스에 잘라 넣었

다면, 동양에서 산수화는 인간의 ‘영(靈)’을 귀속시킬 ‘순환하는 기(氣)’113)의  

작용에 자신을 맡겼다. 이런 의미에서 산수화는 풍경이지만 반쯤 추상화된 

회화이다. 첨언하자면 이는 풍경화와 산수화의 성장배경이 되는 관념을 구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유한 것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 경계는 흐려졌

다. 서양의 풍경화에도 동아시아적인 ‘경’을 지향하는 예술작품도 있으며, 동

양에서도 반대의 경우가 발견된다.

과거 동아시아문인들이 산수를 노래하고, 그리며, 머무르는 행위들은 ‘자

연’에 동화되고자 함이다. 산수에 ‘자연’의 순환하는 ‘음양의 기운(氣運)’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산수로 대표되는 자

연을 찾은 연원은 노자의 자연론을 바탕으로 한 ‘은일사상(隱逸思想)’에 있

다.114) 인생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귀일적인 태도로 산수와 자연의 순

환에 몸과 마음을 기대었다. 문인사대부(文人士大夫)의 생활배경은 유교(儒
敎)사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의 전개 또한 도교(道敎)와 

불교(佛敎)의 영향도 함께 상호공존하며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불도 

삼교의 공존은 문인사대부의 공통된 의식의 배경이 된다.115) 그래서 그들의 

지식세계에는 삼교의 특성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군자적인 삶의 태도를 추구

하면서도 ‘신선사상(神仙思想)’의 특징으로 보이는 ‘무위(無爲)’와 ‘은일’이라

는 사상적인 태도가 배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예술행위로 추구한 해

방의 세계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유가의 ‘예악(禮樂)’에 대한 가르침은 삶을 구축해가는 실질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짊어진 지위와 삶의 구속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113) 孔子, 『周易(惠園東洋古典 6)』, 최완식 역해(서울:혜원출판사, 1996), 287.
114) 위첨첨, 「중·한 원림문화경관에 담긴 의경 기법에 관한 비교연구 -무석 기

창원과 담양 소쇄원을 중심으로-」(전북대학교 학위논문, 2020), 39.
115) 위첨첨, 위의 논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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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예술은 언제나 ‘자연’을 지향하는 도가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 서

복관은 “사람과 자연의 융합은 언제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실제로

는 장자(莊子)의 사상이 매개체가 된다.”116)고 말한다. 산수를 대상으로 어떤 

‘경’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가적인 정신으로 귀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산수’가 갖는 대상적인 관념성은 분명하다. 산수화는 천지의 운행과 

음양의 조화로 일컬어지는 ‘자연’을 추구한다. 사대부문인들이 향유하던 산수

화는 볼만한 눈요깃거리로 소비되지 않았다. 그들의 산수화는 인생전체를 관

통하는 삼교(三敎)의 인생철학적인 태도가 담겨있다. 이러한 추구는 무한한 

깊이를 갖기에 인간의 유한한 삶의 전부를 다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였으나, 예술에서만큼은 도가

적인 ‘자연합일사상(自然合一思想)’을 추구함으로 정신적인 해방을 구했다. 

(3) 화론에 나타난 자연관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에서도 당대 문인들이 가졌던 자연관이 명확

하게 드러나 있다. 곽희(郭熙, 1020?-1090?)는 송대(宋代) 이학사상(理學思
想)의 정치체제에서 화원(畫員)에 종속된 화가였다. 그는 유가(儒家)이념으로 

구축된 사회시스템에 속한 한 구성원이었다. 그래서 그가 서술한 예술론에는 

자연스럽게 유가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배여 있다.117) 그는 관료로서 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산수화(山水畵) 작화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다.

군자(君子)가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취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산릉과 전원

에서 심성을 기르는 것은 늘 처하고자 하는 바이다. 샘물과 바위에서 마음껏 

읊조리는 것은 누구든지 늘 즐기고 싶어 하는 바이다. 물고기를 잡고 땔나무하

며 세상을 피해 한가하게 사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나 마음에 들어 하는 바이

116) 서복관, 앞의 책, 165.
117) 정혜린, 「임천고치(林泉高致)가 유가를 구현하는 방식」, 『미학(美學)』83,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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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숭이와 두루미가 날고 우는 정경은 누구든지 언제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바이다. 시끄러운 속세의 굴레와 속박은 사람의 마음에서 늘 싫어하는 바이다. 

안개와 노을 속의 신선이나 성인의 모습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늘 동경하면서

도 늘 보지 못한다. 평화로운 시대 성대한 날에 살면서 임금과 부모의 마음이 

모두 극진한데, 실로 사람이 자기 한 몸만 결백하게 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하거나 들어가 은거하는 데에 절조와 도의가 관계되니, 

어찌 어진 사람처럼 걸음을 높이 들어 멀리 가서 은거하며 속세를 떠나는 행

동을 하여서, 반드시 옛날 기산 영수에 은거하던 허유와 같은 품성을 지니고자 

하고, 상산에 은거하던 하황공(夏黃公)과 기리계(綺里季)와 아름다움을 함께해

야만 하겠는가? 백구시(白鷗詩)와 자지가(紫芝歌)는 모두 부득이하여 길이 떠

나서 은둔함을 읊은 것이다. 임천을 사랑하는 뜻과 구름과 노을을 벗 삼으려는 

뜻이 자나 깨나 있지만, 보고 듣고 싶은 것은 단절되었다. 지금 그림 솜씨가 

뛰어난 화가를 얻어 자연을 성대하게 그려낸다면, 대청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앉아 샘물과 골자기를 다 접할 수 있으며, 원숭이 소리와 새 울음이 어렴

풋이 귀에 들리고, 산색과 물빛이 황홀하게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참으로 자신의 마음에 바라던 바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산을 그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본

래의 뜻이다. 이러한 취지를 주로 하지 않고 경솔한 마음으로 그림에 임한다

면, 어찌 정신을 어지럽히며 맑은 풍취를 흐리게 하지 않겠는가!118)

곽희는 『임천고치집』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산수훈(山水訓)」에서

는 이 예술서가 ‘군자’를 위한 산수의 작화법(作畵法)임을 명시하고 있다. 

‘군자’가 산수를 향하는 마음은 심성을 도야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가 추구

한 예술세계의 전제이다. 그가 속해 있는 현실의 “시끄러운 속세의 굴레와 

속박”119)은 ‘군자’가 심성을 수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는 ‘산릉

(山稜)’과 ‘전원(田園)’ 즉, 자연 속에 살기를 원한다. 자연이 주는 것들에 소

박한 것들에 만족하면서, 시 읊기, 낚시, 나무하기 등의 단순한 삶 속에서 청

초한 군자의 심성을 가꾼다. 이처럼 신선과 성인의 자연동화적인 삶이 ‘군자’

가 마땅히 바라는 것이다. 산수 속에서 살며 ‘자연과의 합일’은 삶의 궁극적

118)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26-227.
119) 유검화, 위의 책, 226-227.



- 57 -

인 목적이다. 그려진 산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대신하고, 그것으로부터 자

연이 주는 효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자’는 유가의 완성된 인간상으로 대표된다. 유가는 법치주의적인 

정치이념과 현실생활상의 요구를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120) 곽희는 창작활동

의 주체자이지만, 궁정작화기관의 관료로서 현실의 생활상을 존중하며 사회

적인 책무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생활의 분주함을 벗

어나서 ‘임천’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유가에서 강조하는 기본적인 

책무인 ‘임금’을 모시는 일이나 ‘부모’를 부양하기를 저버릴 수 없다. 따라서 

군자는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산수화의 창작과 감상을 통해서 “자신

의 마음에 바라던 바”121)인 ‘자연합일(自然合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산수의 효능에 대한 기대가 산수화에서 그대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은 유가이념의 토대 위에 펼쳐진 예술론

이지만,122) 이상적인 사대부문인(士大夫文人)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담겨

있으며, 이는 분명하게도 도가(道家)의 은일사상(隱逸思想)과의 결합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시끄러운 속세의 굴레와 속박’을 씻어낼 이상향(理想
鄕)이다. 하황공(夏黃公)과 기리계(綺里季)는 자연에 속한 신선(神仙)과 성인

(聖人)의 모습이다. 자신도 그들같이 자연에 은둔함으로 청렴한 삶으로 자신

을 가꾸기를 소망한다. 자연은 군자의 삶을 가꿀 이상적인 환영이고, 곽희는 

자신이 그린 산수에 스스로 귀일하기를 원했다. 그는 산수화를 정신의 거처

로 삼고자 한다.

중국 최초의 산수화론으로 일컬어지는 『화산수서(畵山水序)』에서도

이와 같은 자연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산수는 형상으로 도를 아름답게 하고 어진 사람은 이를 즐기니, 또한 가깝지 

아니한가? (······) 감응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정신이 세속을 초월하여 이치를 

얻게 된다면,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산수를 탐구하더라도 무엇을 더 보태겠는

120) 서복관, 앞의 책, 53.
121)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26-227.
122) 정혜린, 앞의 논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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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에 한가하게 살면서 원기를 다스리며 술잔을 기울이고 금(琴)을 

울리며 그림을 펼쳐놓고 고요하게 마주하면, 가만히 앉은 채로 사방의 먼 곳까

지 궁구할 수 있고, 하늘의 위용에 위배하지 않고서도 홀로 아무도 없는 들판

에서 감응한다. 산봉우리는 높이 솟아 있고, 구름 피어오르는 산림은 아득하게 

뻗었으며, 성현의 도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고 온갖 정취가 그 정신과 융화되

니, 내가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123)

종병(宗炳, 375-443)은 다리에 병(病)을 얻고 산수에 직접 거주하면서 자

신의 몸을 쾌척하게 할 수 없었다.124) 그래서 산수화에 의존하여 원래 자연

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을 기대하고 있다. 그 효능은 ‘하늘의 위용’에 위배됨

이 없이 순응한다는 것이다. 홀로 천지조화(天地造化)의 신령함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유검화(兪劍華, 1895-1979)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그는 “산천을 이루는 바탕은 물질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바는 정신세계인 영(靈)이다.”125)라고 명확히 밝힌다. 자연은 실제로 존재하

는 사물이지만 사물적인 껍질을 꿰뚫어 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영험함이라

는 정신세계가 있다. ‘산천’이라는 유한한 것들로 무한한 세계로 향하는 것이

며, 이는 자유와 해방의 비물질적인 세계이다. 동양의 자연관은 장학(莊學)의 

‘도(道)’와 상통하고 있다. ‘실제의 자연’은 보이지 않는 ‘자연(自然)’의 바탕

이다. 종병의 산수화는 과거를 회상하는 사진적인-정지된 기록이 아니라, 생

명(生命)이 넘치는 자연 그 자체이다. 그려진 ‘산천(山川)’ 역시 인간으로 인

해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을 지녔으며, 쾌(快)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

도로 빼어나기에 심령을 머무르게 할 만한 대상이 된다.126) 산수화에 그려진 

자연경물의 순수한 모습은 감추어진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동양화론(東洋畫論)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산수자연에 대한 표현이

다.

123)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46-7.
124) 유검화, 위의 책, 46.
125) 유검화, 위의 책, 48.
126) 서복관, 앞의 책,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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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물을 혈맥으로 삼고, 초목을 모발로 삼으며, 안개와 구름으로써 정신과 

풍채를 삼는다. 자연히 산은 물을 얻어 활기가 생기고, 초목을 얻어 화려하게 

되며, 안개와 구름을 얻어 수려하게 된다. 물은 산을 얼굴로 삼고, 정자를 눈썹

과 눈으로 삼고, 고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을 정신으로 삼는다. 이에 물은 산을 

얻어 아름답게 되고 정자를 얻어 명쾌하게 되며, 고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을 

얻어 넓게 된다. 이것이 산수를 배치하는 것이다.127)

눈썹과 이마와 뺨과 광대뼈는 마치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그리며, 홀로 

우뚝 솟은 바위는 힘차고 빼어난 모습이 마치 구름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린

다.128)

산은 큰 물상이다. 그 형상은 높이 솟고, 원만하게 굽어서 휘어져야 한다. 널

찍하게 탁 트여야 하며. 다리를 뻗고 앉아 있듯이 해야 한다. 기세가 충만해야 

하고, 묵직하고 두터워야 한다. 웅장하고 호방해야 하며, 정신이 드러나야 한

다. 위엄을 갖추고 중후해야 하며, 사방을 두루 돌아보듯이 해야 한다.129)

살펴본 산수화론에서 자연의 모습은 종종 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산수가 그 자체로 ‘자연’의 이치에 동화된 

완전한 ‘인격체(人格體)’이기 때문이다.130) 동아시아전통의 자연관에서 자연

과 인간은 대결하지 않으며, 서로 구분됨이 없다. 그래서 산수화가는 자연을 

도해나 분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벗하고자 한다. 바로 

127)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57.
128) 유검화, 위의 책, 58.
129) 유검화, 위의 책, 255.
130) 정혜린은 산수화론에 나타난 의인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산을

인체 전체라고 가정할 때 물, 초목, 연운은 혈맥, 모발, 신묘하게 빛내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각각 살아있음, 화려함, 빼어나고 고운 미적 속성을 생산하게 된

다. 물을 얼굴을 가정하자면 산, 정자, 고기잡이와 낚시하는 모습을 얼굴 전체,

눈과 눈썹, 정신의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각각 고움, 명료함, 한가하고 넓음이

라는 미적 속성을 낳는다고 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우선 한 대 두드

러진 자연에 대한 이해방식, 인간과 자연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천인동구

론(天人同構論)적 논리이다.”

정혜린, 앞의 논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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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연과 조화(調和)를 이룬다는 것이다. 여러 시대의 동양화론에서 다

양한 방식의 인간적인 묘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의 이상적

인 인간으로 수렴한다. 그들의 미학에서 자연의 형상은 언제나 도교(道敎)의 

‘신선(神仙)’이거나 유교의 ‘군자’처럼 완전한 인간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

결같이 ‘조화의 세계’에 거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묘사되고 있다. ‘산’과 ‘물’

로 이루어진 ‘은일의 세계’는 그 속에 깃든 성인의 성품과 ‘합일’되어 다시 

‘신선’과 ‘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에게 ‘여가’는 ‘자연’의 현대적 어휘이다. ‘여가적 풍경’이 전통적인 자연

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연’은 눈에 보이는 

풍경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감추어진 큰 세계를 드러내고 

스스로 그것에 속하고자 하는 귀일(歸逸)의 목적을 갖고 있다. 나의 ‘여가적 

풍경’은 이러한 자연의 내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장적인 ‘자연’의 

의미 그대로, 큰 ‘우주’의 원리에 ‘합일’하고자 함이다. 내가 사용한 ‘여가’의 

의미는 한 번의 휴식이나 일탈이라기보다는 삶의 무게를 견딜만한 지속적인 

초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휘몰아치던 감정을 앓고 난 뒤의 성숙이다. 순

화된 감정으로 더 먼 곳을 초연히 바라보고자 함이다. 아마도 ‘여가적 풍경’

에 담아내는 장소가 산수화보다는 현대적인 일상의 풍경을 포착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 동시대적인 풍경에는 동아시아 문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해방의 정신이 여전히 깃들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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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적 풍경’에 내재된 ‘의경’

‘여가적 풍경’은 동아시아의 자연관(自然觀)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내가 

추구하는 ‘여가(餘暇)’는 허정(虛靜)한 심령으로 바라본 ‘비움’의 세계이다. 

이 비워진 세계에 참된 자연의 약동하는 세계가 들어온다. 자연(自然)의 약

동하는 기운(氣運)에 자신을 기탁하는 것을 참된 ‘여가(餘暇)’라고 여기는 것

이다. 이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바로 동아시아의 전통예술론이 가리키는 참된 

정신적인 만족을 말하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造化)로부터 실행된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을 추구하는 작품은 내적으로부터 자연과의 조화를 기대한다. 

도가철학(道家哲學)을 중심으로 발전된 전통의 자연관(自然觀)은 ‘귀일(歸
一)’이나 ‘합일(合一)’로 설명되는데, 이러한 자연에 대한 기대감이 ‘여가적 

풍경’의 현대적인 모습에서도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일합일(天
一合一)’이라는 조화에 대한 기대가 이 자연관에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결국 

‘산수(山水)’, ‘천지(天地)’, 그리고 ‘우주(宇宙)’와 인간은 구별됨이 없다. 이 

독특한 자연관은 전통의 철학으로부터 자라왔다. 이 말은 내가 세계를 대하

는 태도에 이미 동아시아 전통의 철학적 관점이 스며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는 필연적으로 ‘경계(境界)’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 ‘경

계’는 먼저 철학적인 도약을 의미한다. 이는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정신적인 

해방에 이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예술의 미학적인 

가치로 전환된다면, 이는 ‘의경(意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산수화의 정신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경’을 이해해야 한다. ‘여가적 풍경’은 산수화의 

관념을 좆는다. 산수화는 필연적으로 ‘의경’으로 전개된다. 

‘여가적 풍경’은 내면에 몰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존재에게 

자신을 기탁한다. 그곳에 안식과 만족,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산수화

가 그랬듯이, 동아시아의 예술론을 작품의 정신적인 배경으로 삼은 예술은 

필연적으로 ‘의경’에 이른다. 그런데 ‘의경’은 어떤 형상(形象)이나 예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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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典型)이 아니다. 또한 특정한 장르도 아니다. ‘의경’은 예술작품 속에 감추

어져 있으며, 연상(演想)이나 촉발을 일으킬 운동력을 잠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가적 풍경’에 대한 기대는 일회적 유희로 소비되지 않는

다. 내 작품세계의 첫 동기가 영속적인 만족과 해방이었기에, 나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의경’의 관념으로 인도되었다. ‘의경’은 생활철학이 완성되는 경

지(境地), 즉 ‘경(境)’의 시각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갈 길을 모른 

채 시작했지만, 결국 이 ‘의경’으로 향하게 되었다. 

‘의경’은 단순한 미학개념이 아니다. ‘의경’이라는 고유한 미학적 특성 중 

하나는 동아시아의 ‘생명철학(生命哲學)’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

서 ‘의경’에 대한 연구는 단지 미학적인 효과나 목적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

어서, 예술의 큰 뜻, 즉 거시적인 목적과 작가가 영유하는 생활에 대한 태도

까지 점검한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참된 것’을 보고자 하는 작가에게 ‘의

경’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이다. 참된 ‘여가’를 꿈꾸는 작가에게도 마찬가지이

다. 앞서 ‘의경’에 대한 연구는 근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진행되었

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사

고의 밑거름이 되어준 학술적인 내용을 선택해서 정리하고, 나의 의견을 정

리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기술하려고 한다. 나는 먼저 연구된 ‘의경’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과 미학적 합의를 찾아보고, 나의 ‘여가적 풍경’을 뒷받침하는 

‘의경’의 특성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세계에서 ‘의경’이 어떻게 표

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미술에 대한 예시는 작품분석을 통해서 구

체적으로 다뤄질 것이기에 미술의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경’을 

살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적 풍

경’ 속에서 ‘의경’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의경’의 의미

‘의경(意境)’은 동양철학의 미학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의경’은 미적

체험과 미적효과라는 미학의 범주를 초과하고, ‘우주(宇宙)’의 진실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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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31) ‘의경’은 동양예술론을 포괄적인 개념이다. 당연하게도 고대의 

생명철학(生命哲學)의 ‘의경’은 핵심이 된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폐(肺)의 호흡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호흡이다. 그

것은 ‘산수(山水)’에 깃들어 있고, ‘천지(天地)’를 운행하는 ‘기(氣)’의 움직임

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전통의 자연관에서처럼 인간은 ‘자연(自
然)’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은 유교(儒敎), 도교(道敎), 불교(佛敎)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성립되었다. ‘의경’은 불교의 ‘경계설’이 동양철학의 토대인 유가·도

가와 융합하면서 형성된 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불교철학에서 

비롯한 개념인 ‘경(境)’과 ‘경계(境界)’를 파악하면서 ‘의경’의 의미를 파악하

고자 한다. 

먼저 ‘경’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양전통미학에서 미적 대상의 기본 범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132) 『중국미학범주사전(中国美学範疇辞典)』에 

따르면 ‘경(境)’의 옛 글자는 ‘경(竟)’이고, 원 뜻은 ‘계(界)’이다. ‘계’는 ‘지경

(至境)’, ‘경계’다.133) 그래서 ‘경’은 ‘계’라고 한다. ‘경’은 지리적 경계를 의미

하지 않는다. 이는 내면적인, 심적인 경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경’은 중요한 개념이다. 불학의 ‘경계설(境界說)’은 마음을 거울로 보고 마음

이 사물에 감응하는 것이 바로 ‘경’을 비추는 것이라고 한다.134) 그래서 우리

의 오감(五感)을 통해서 감지한 것을 ‘오경(五境)’이라고 한다. 불학에서 ‘오

경’은 사실 타파할 대상이다. ‘오경’을 물리치고 ‘법경(法境)’에 이르러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의 개념은 중국화 된 불교인 선종(禪宗)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발전한다. 고통이 있는 현실의 ‘차안(此岸)’ 세계에

도 ‘피안(彼岸)’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경’이 감각할 수 있는 현실

131) 푸전위안, 『의경 –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신정근 책임 번역 임태규·서

동신 함께 옮김(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5), 251.
132) 大東文化大学人文科学研究所中国美学研究班 [著],『中国美学範疇辞典』 : 訳

注(東京:大東文化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0), 84-91.
133) 푸전위안, 위의 책, 84-91.
134) 푸전위안, 위의 책,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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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법경’에 이른다. 이러한 개념의 전환은 동양철학의 기틀이 된 유교와 

도교가 불교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세계이다. 이러한 ‘경계설’의 전개

는 미학의 ‘경계’를 설명하는 철학적 토대가 된다.

‘경계’의 미학적 의미는 ‘미적객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구상과정에서의 인

간화된 미적 객체와 완성된 예술작품의 물태화(物態化)한 미적 객체를 포괄

한다.135) 그런데 ‘경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불교의 철학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학에 따르면 ‘경계’는 ‘자신의 세력이 미치는 영토’를 말한

다. 주체의 정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위를 의미한다. 이

때 불학의 ‘경계’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육근(六根)136)’의 ‘경계’을 멀리하여

서 부처의 ‘경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립적인 ‘경계’의 

관념이 문예(文藝)로 들어오면서 점점 미학의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미학

에서 ‘경계’는 “객관적인 존재로부터 주관적인 의상(意象),”137) 즉 ‘현실로부

터 정신에 이르는’ 가치전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의경’은 명(明)·청(靑)에 이르러서 하나의 미학적인 범주로 자리 잡았

다.138) ‘의경’은 ‘경계’의 철학으로부터 더욱 깊은 미학적인 가치가 부여되었

다. 문예에서 ‘경계’는 이미 풍부한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유우석(劉禹錫, 

772-842)은 “경계는 형상 너머에 생긴다.”139)는 말로써 ‘의경’을 분명하게 

논했다. 후대로 가면서 ‘의경’은 더욱 깊이 논의되었고 명(明)·청(靑)의 교체

시기에 각종 예술의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140) 그

래서 ‘의경’은 전통의 ‘경계’의 미학적 관념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관념적인 

발전을 거치며 더욱 깊은 내연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의경’의 미학적인 개

념은 점차 문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형식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먼저 ‘의

135) 푸전위안, 앞의 책, 92-93.
136) 육근(六根)「명사」 『불교』 육식(六識)을 낳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

섯 가지 근원.≒육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검색일: 2021.8.12., https://stdict.korean.go.kr/).
137) 앞의 책, 92-93.
138) 주량즈, 『미학으로 동양인문학을 꿰뚫다』, 신원봉 옮김(서울:(주)알마,

2006), 446.
139) 주량즈, 위의 책, 96. (재인용).
140) 주량즈, 위의 책, 97.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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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정경교융(情景交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41) ‘정경교융’은 대상의 

의거한 ‘정(情)’의 작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의경’은 일회적인 ‘교융(交
融)’이 거듭 확장되면서 깊은 의미를 파생하는 역동적인 예술 상징을 구성한

다.142)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다. 이 상징은 특정한 하나의 형상이나 의미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편적인 ‘물상(物象)’과 ‘정’으로 출발하였

으나,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전개를 만들며 한정됨이 없이 자유롭게 확장한

다는 것이다. ‘의경’의 창조는 창조자와 감상자 양자를 통해서 잠재된 세계가 

더욱 확장된다. 그래서 ‘의경’의 창조는 ‘예술가의 창작’을 전재로 삼고, ‘감

상자의 수용’으로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143) 그래서 ‘의경’은 제곱만큼이나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 창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특성뿐만 아

니라, 수용자를 통해서도 무한한 ‘정경(情景)’이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경’은 고정된 심상을 피한다. ‘역사’, ‘시대’나 ‘절기’, 혹은 수용자의 ‘환경’

이나 ‘상황’에 따라서 발현될 다양한 미감의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

경’의 상징은 모호함을 특성으로 한다.144) 

“경(景)”이라는 범주의 등장은 중국 고대 기운설(氣韻說)과 의상설(意象說) 

이 두 학설이 합류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의경설은 기운설과 의상설의 합류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응물상형(應物象形)”에서 “경(景)”으로의 전

환은 당‧오대 시가 미학에서 “상(象)”의 범주로부터 “경(境)”의 범주로의 전환

과 같은 사상 발전과정에 속하고, 중국 고전 미학 의경설의 탄생을 나타낸

다.145)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學)의 예랑(葉朗, b.1938) 교수는 전통미학의 ‘경’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의경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의경’의 증폭은 ‘상

(象)’에 근거를 두고 확대된다는 것이다. “‘경(境)’은 ‘상(象)’뿐만 아니라 그

것을 돌파해서 이른 ‘상외(象外)’도 가리킨다.”146) ‘경(境)’은 또 다시 인간이 

141) 주량즈, 앞의 책, 94-100.
142) 주량즈, 앞의 책, 94-100.
143) 주량즈, 앞의 책, 94-100.
144) 주량즈, 앞의 책, 94-100.
145) 葉朗, 『中國美學史大綱』(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85), 248.
146) 彭鋒,『中國美學通史』 第8卷(現代卷)(江蘇:江蘇人民出版社, 2014),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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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할 수 있는 ‘상(象)’이라는 것이다. ‘상외(象外)’는 심령이나 정서처럼 추

상적인 존재가 아니며, 여전히 ‘상(象)’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경’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그대로 ‘의경’으로 확장한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의경’은 연구되었다. 예랑이 정리한 고전적인 해석과는 다

른 견해도 찾아볼 수 있다. 펑유란(馮友蘭, 1895-1990)은 ‘의경’에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고 있다. 펑유란에 의하면 ‘경’이 의미하는 바는 ‘물(物)’이나 

‘상(象)’, 혹은 ‘상외’의 ‘상’이 아니라 ‘성(性)’이라는 것이다. ‘성’은 현실의 

사물이 초월적인 ‘본질’ 또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로 돌파

되어 이른 세계는 일종의 ‘정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은 어떤 ‘성’이고, ‘정

(情)’은 사람의 마음에 만들어진 움직임이 ‘경’과 상응하면서 파생된 어떤 

‘정’이라는 것이다.147) 그런데 ‘의경’은 이때에도 ‘상’과 호응한 결과이기 때

문에 추상적이지만, 또한 보편적인 ‘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풍우란이 언

급한 ‘정’은 예술이 마땅히 지향해야하는 바를 명백하게 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이 본질적으로 ‘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技)’가 필연적

으로 따른다. 그러나 예술이 이끌어낸 ‘경(境)’은 결국에 ‘기(技)’를 넘어선 

‘정(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을 성취한 훌륭한 예술을 두고 “도(道)’

에 나아간”148) 예술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훌륭한 예술적인 성취

가 인생철학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전통의 철학 체계는 서양의 것과 궤를 달리한다. 서양철학은 고전철학

과 자연과학을 토대로 삼는다. 서양철학은 지식을 개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지식확장으로는 진실의 세계에 이를 수 없다.149) 그

런데 동양전통철학은 본질적으로 진실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

라, 그것에 스스로 귀속되기 위한 실천이 반드시 뒤따른다. 진실의 세계는 

‘경계(境界)’로 표현된다. 그래서 ‘경계’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진실과 내가 

합일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나와 진실이 하나로써 구분됨이 없는 상태이다. 

147) 馮友蘭, 『三松堂全集』 第4卷(河南:是河南人民出版社, 2001), 169.
148) 馮友蘭, 위의 책, 167.
149) 주량즈, 앞의 책, 46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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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약동하는 진실의 세계는 오직 ‘경계’로 이루어진다. 세계를 분석하고 

도해하는 철학은 지식을 개괄하기에 좋으나 진실의 탐구와는 거리가 있다. 

역으로 이러한 태도는 진실의 세계를 방해한다. 그래서 “지식으로 세계를 개

괄하면 필연적으로 진실의 세계와 위배된다.”150)고 말해진다. 서양의 지식체

계는 이러한 진실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시(詩)론을 제시한다. 

‘시(詩)’는 ‘사(思)’와 구분되는 것인데, 양자는 모두 세계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는 ‘사’를 초월하는 총체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우주’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151) 동양철학은 최초부터 이러한 

진실의 세계로 향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양철학에서 말해지는 ‘경계’에서는 지식은 사라지고, 

‘돈오적(頓悟的)’ 진리가 밝혀진다. 

서양의 ‘미(美)’는 전형(典型)을 갖는다. 서양의 ‘미’는 그리스적인 전통에

서 출발하여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발전상을 유지한다. ‘미’는 물상

(物象)의 표현에 기초한 미적체험을 추구한다. 그러나 동양 전통의 미학은 

그들의 ‘완미한 표현’, 즉 ‘미(美)’의 시각화에 관심이 없다. 동양예술론의 형

성에 가장 큰 지분을 지닌 노자의 사상은 ‘묘(妙)’를 제시한다. 예랑 교수는 

‘묘’를 ‘미’와 비교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美)”와 “묘(妙)”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미”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하나

의 유한한 대상이며, 하나의 유한한 대상을 완미하게 조각해내어야 한다. 반

면에 “묘”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생이며 전체적인 자연의 조화이다. 

중국의 예술가들은 하나의 인체나 물체를 조각해내는 것이나, 유한한 대상을 

매우 사실과 같게 완미하게 조각하는데 국한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

은 유한한 대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여, 일종의 “상외지상(象外之象)”, “경외지

경(境外之境)”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상외지상”, “경외지경” 가운데 그들이 

전체 인생에 대하여 느낀 바를 표현하였다.152)

150) 주량즈, 앞의 책, 470.
151) 주량즈는 서양철학의 시(詩)와 사(思)를 설명하면서, 세계를 드러내는 임무

는 시에 있다고 말한다.

주량즈, 앞의 책, 470.
152) 예랑, 앞의 논문,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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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미학은 서양의 것과는 달리 물상의 외형으로부터 파생하는 미감에 

관심이 없다. 동양미학은 태생적으로부터 ‘상’을 돌파하여 이르는 세계인 생

명력의 근원에 집중한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그리고 ‘산’과 ‘바다’ 

등, 예술로 표현되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우주(宇宙)’의 생기(生
氣)를 담아내려고 하였다.153) 이 말은 ‘우주’의 ‘기운(氣運)’이 무한히 약동하

는 세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감수(感受)를 의미한다. 이렇게 바라본 

세계가 진실의 세계, 즉 ‘의경’이다. 종바이후(宗白華, 1897-1986)는 ‘의경’

을 예술 최고의 ‘경계’라고 하며, “가장 고도의 생명, 운동, 힘, 열정”이라고 

설명한다. ‘의경’에는 ‘우주’의 생명이 깃든 운율을 지니고 있다. ‘우주’의 생

명율동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우리의 허

정한 심령에서 동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154) 그래서 진실의 세계는 밝혀내

는 것이라기보다는 초청하는 것이다. ‘경계’에 이르고자 자신을 비우고 무한

하게 ‘상생(相生)’하는 ‘우주’의 기운에 편승한다. 그곳에 태곳적부터 영원까

지 이르는 생명력이 있다. 끊임없이 소멸해가는 인간의 본성을 덮어두고, 무

한한 생명에 스스로 귀속하는 것이다. 이 생명이론은 고요함에서 자란다. 왜

냐하면 인간적인 것들-소란과 지식을 비워내고, ‘우주’의 생명이 머물만한 

‘허(虛)’-비움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워진 공간의 순환하는 

‘우주’의 ‘기(氣)’에 통일감을 이룩하는 것을 ‘경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예술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의경’이라고 한다. ‘의경’은 비워진 공간이고, 또

한 ‘상생’의 가능성을 지닌 잠재태(潛在態)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

경’은 동양철학의 ‘천일합일’이라는 생명이론에서부터 나온 미학적인 가치이

며, 인생경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의경’을 특정한 ‘예술의 형식’이나 ‘표현의 방식’, ‘하나의 전형’으로 이해

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의경’은 예술작품의 형태나 목적을 명백히 규정하

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경’은 동양철학적인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물상’과 ‘상외’, 혹은 ‘정’간의 미학적 관계를 

153) 예랑, 앞의 논문. 220.
154) 彭鋒, 『中國美學通史』 第8卷(現代卷),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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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경’은 ‘경’의 미

학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의경’은 감상자가 재창조하는 세계라는 넓은 

범주 안에 몇 가지 내재적인 특성을 지닌다. ‘여가적 풍경’에 내포된 나의 예

술론은 ‘의경’의 고유한 특성을 창작의 동기로 삼고 있다. 많은 ‘의경’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서, 내가 주목한 ‘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경’은 

상생하는 힘을 지닌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인 심미와 창조를 중시한다. 셋

째, 허령한 심령에서 오는 철학적인 감수성을 표현한다.

첫 번째, 의경은 상생하는 힘을 지닌다. 미술이 등장한 이후 세상에서 그

려지지 않은 대상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화가가 자연의 풍경에 매료되어 있

다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대상을 선택하고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화가가 자연의 풍경을 언제든지 다시 재현하더라도 진부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155) 왜냐하면 언제나 신선한 활력으로 인간의 내적인 율동을 깨우는 근

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시절에 종속된 현실세계에서 발견한 사

소한 물상에서도 ‘우주’의 무한한 생기가 깃든다면, 새로운 생명력으로 재창

조된다. 생명력은 인간적인 것이 빠지고 무한하게 약동하는 우주의 순환하는 

‘기운(氣運)’로 채워진 상태이다. 무한하고 영속적인 운행이 있는 영원한 세

계는 진실의 세계를 의미한다. ‘의경’이 실행되는 예술은 이러한 세계를 불러

오는 작품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경’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그것은 상생의 성질이다. ‘의경’은 일회적 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경’ 예

술은 연속적인 증폭을 불러오고, 입체적 층위를 지닌다. ‘의경’은 일회적 미

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외’의 ‘상’과 인간 감수가 ‘경’을 파생하고 

또한 서로 간에 상호 반응을 통해서 무한하게 증폭한다. 그래서 늘 보던 산

수가 ‘의경’ 예술을 통해서 깊은 심연의 세계로까지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

게 된다.

‘기(氣)’는 상생의 원천이다. ‘의경’은 창조의 본질적인 힘인 자연의 ‘기’, 

심미적 주체와 창조의 역할을 맡은 인간의 ‘기’, 그리고 작품의 생명력과 감

상으로 부터 오는 ‘기’가 소통하는 것이다. ‘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허(虛)’와 

‘실(實)’이라고 할 수 있다.156) 먼저 작품에 드러난 예술적인 요소, 즉 ‘상

155) 푸전위안, 앞의 책,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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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이 종합되고, 이것이 ‘기’의 순환작용으로 ‘의경’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푸전위안(浦震元, b.1938)은 ‘의경’을 “풍부한 예술적 연상(聯想)과 

환상적인 형상의 총화”157)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형상너머에 뜻이 있다.’

라는 하나의 층위가 지속적이고 복합성을 띤 양태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 

상생하는 힘이 ‘의경’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경’은 “직

접적이면서 간접적이고, 확정적이면서도 불확정적이며, 형상적이면서도 상상

적이라는”158)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경’은 자연스럽게도 감정을 절제

하는 중용(中庸)의 법을 따르게 된다.159) 이는 언제나 상생의 가능성을 염두

에 두기 때문이다. 절제의 미덕은 나의 작품이 점차 ‘여가적 풍경’으로 옮겨

오면서 발견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회화에서 점차 볼 것이 사라지고, 대

상들이 지시하는 스토리가 배제되면서 비움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비움’은 

‘허’와 ‘실’의 작용을 초대한다. 이 공허(空虛)는 의도적이다. 표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분명 소박해져가는 작품을 살려낼 ‘우

주’의 거대한 미동이 깃들기 위한 절제된 예술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의경’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미(審美)와 창조(創造)를 중시한다. 

중국의 화가 리커란(李可染, 1907-1989)은 ‘정경교융’이 곧 ‘의경’이라고 한

다. ‘정’은 화가가 생활 속에서 얻은 감흥이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형상과 정신이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푸전위

안은 이러한 해석은 함축된 내용을 지나치게 좁히고 고정화한다는 결점이 있

다고 말한다.160) 그럼에도 리커란이 창작자의 위치에서 언급한 ‘의경’의 해석

은 다시 되짚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의경’은 열린 구

조로 상생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삼는다. 그래서 예술 ‘의경’은 ‘무엇으로 향

해간다.’는 가능성과 함께 일종의 모호함을 특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하지

만 ‘정경’을 획득하는 주체적 작용은 개인의 감정임이 명백하다. 아마도 리커

156) 푸전위안, 앞의 책, 346.
157) 푸전위안, 앞의 책, 101.
158) 푸전위안, 앞의 책, 117.
159) 푸전위안, 앞의 책, 167.
160) 푸전위안, 앞의 책,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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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은 화가로서 ‘형상(形象)’과 ‘정(情)’의 융합작용에 집중한듯하다. ‘의경’에 

대한 논의 중에 ‘정경’에 대해서만큼은 유사한 해석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

다. ‘의경’은 상생하는 ‘우주’의 ‘기운’에 동화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주체적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 의경예술에서 인간의 감정은 존중받는다. 감정을 유발

하는 심미와 창조의 작용은 최초로 창작자로 인해서 드러나고, 또한 감상자

의 심미적 수용을 통해서 확장된다. 그래서 ‘의경’은 다양한 정감과 이치, 그

리고 정신의 결합으로 풍성하고, 다양하고, 끊임없이 피어나는 예술 ‘의경’으

로 생겨난다. 양면 모두의 작용에서 ‘의경’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

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경계이론’은 생활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

양철학의 특성을 지닌다.161) ‘의경’에서도 체험을 중시하는 뚜렷한 경향이 그

대로 살아있다. 체험은 지식의 누적과는 달리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깨달음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경’은 몸으로 부닥쳐서 진리를 깨우치는 것으로

서 터득의 개념에 가까운 창조적 심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62) 생활에서 

발견한 물상이 ‘상외’로 연결되면서 개인의 ‘정’을 낳는다. ‘의경’ 예술은 물

상의 묘사나 상징을 피하면서 ‘정’을 표현하며, 감상자의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경’은 결국 “체험의 세계로서 드러내는 것”163)

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의경’은 허령한 심령에서 오는 철학적인 감수성을 표현한다. ‘의

경’이 상생하는 힘을 지녔으며, 인간 감정을 존중하면서 확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느 곳에 이르는가?’하는 질문이 뒤따른다. 열린 구조를 갖는 

‘의경’의 특성상 이에 대한 확정된 답은 없겠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

한 대답으로 나는 예랑 교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의경’ 예

술은 “일종의 전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전체 역사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킨다.”164)고 한다. 이러한 감정은 세월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감정

이다. 그래서 이는 “철학적인 감수와 이해”165)라고 할 수 있다. 주량즈는 그

161) 주량즈, 앞의 책, 448.
162) 푸전위안, 앞의 책, 582.
163) 주량즈, 앞의 책, 449.
164) 예랑, 앞의 논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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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경’에 대한 해석을 독특한 의견이라 평하고, 이것은 ‘사(思)’-지식을 뛰

어넘는 ‘경계’의 세계라고 설명한다. 많은 예술가들은 인간은 ‘나그네’라고 표

현한다. 이 말은 무한한 자연과 대비되는 상실감, 그리고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감수성은 깊은 철학적 내연을 갖고 있다.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인지(認知)를 전체 인생의 감수(感受)로 승화한

다는 것이다.166) 하나는 전체로 확장된다. 말초의 감각으로 우주의 미감(美
感)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적인 인생과 ‘우주’에 대한 감정이 ‘의경’

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견은 ‘의경’ 개념의 폭을 축소하지만, 그것의 깊이를 

더해준다. 결국 ‘의경’의 예술은 ‘천일합일’의 철학을 체험적으로 수용하면서 

획득하는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량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인들 적막하지 않을까? 생명 자체가 아마도 적막한 기다림일지 모른다

.”167)고 말한다. 지금까지 전개된 ‘의경’의 특성을 주량즈의 언급에 비추어본

다면, 이러한 표현이 결코 낙담이나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의경’은 오히려 현실감 있는 긍정의 예술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

를 인정한 소박한 기대가 ‘의경’ 예술에 있다. 현실의 체험을 승화시켜서 최

종적인 기쁨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경’을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예

술의 완성이라고 한다. ‘적막감’과 ‘역사감’, ‘인생감’, ‘우주감’에 대한 획득은 

유한과 무한의 대비에서 발생한다.168) 그래서 예랑 교수는 산수화의 흐리고 

아득한 조망, 즉 ‘원’이 곧 ‘의경’이라고 말한다. 한없는 세계와 인간의 감수

가 통찰력 있는 감수를 획득하는 순간이다.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확장하

는 거대 자연은 ‘의경’으로 표현된다. 이는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의경’에 대한 감수는 구체적인 표현의 대상이 갖는 특수성과 

사회 속의 정감이라는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상생

으로 인생감이라는 보편적이고도 특수한 정취에 이르는 것이다. 아마도 예술

가는 ‘의경’에 대한 정취를 얻기 위해서 홀로 특별한 장소에 머물기도 할 것

이다.169) 그러나 예술가가 그것으로부터 ‘의경’ 예술을 성취했을 때는 인간 

165) 주량즈, 앞의 책, 469.
166) 주량즈, 앞의 책, 470.
167) 주량즈, 앞의 책, 159.
168) 예랑, 앞의 논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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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의 진실에 이른다. ‘의경’은 동양철학의 미적 성취이기에, 자연스럽게 ‘천

일합일(天一合一)’로 이룩한 생명철학(生命哲學)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

다. 

(2) 예술로 표현된 ‘의경’

‘의경(意境)’은 특별한 형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의경’은 ‘묘사(描寫)’도 

아니고, ‘상징(象徵)’도 아니다. 또한, 특정한 예술의 ‘장르(Genre)’도 아니고, 

구체적인 예술의 ‘전형(典型)’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의경’은 특별한 예술적

인 경향을 갖는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허(虛)’와 ‘실(實)’의 원리로 끊

임없이 ‘상생작용(相生作用)’을 일으키며,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을 포용하면

서, ‘특정한 감정’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특징을 지닌다. 현실적인 체험이 무

한한 ‘우주(宇宙)’의 기운에 접목된다는 철학적인 특수성이 미학에서도 그대

로 적용된다. 그런데 ‘미학은 감정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말처럼, 예술은 조

금 더 감정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은 ‘의경’은 예술세계

에서 ‘상(象)’이 ‘상외(象外)’로 돌파되면서 야기된 연속적인 ‘상생’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는 기대감과 미적효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체험은 동기(動機)이

며, ‘상’은 출발선을 마련한다. 예술작품은 비물질적인 어떤 세계를 맛보게 

한다. ‘의경’의 예술에서 세계는 진실로 향한다. 진실한 세계는 ‘사(思)’로는 

이르지 못하기에 예술이 이 세계를 넌지시 암시한다. 이는 체험으로부터 출

발했지만, ‘우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자연(自然)에 순응하는 겸손한 태

도를 겸비한다. 우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이 주는 극명한 대비 앞에서 

일회적인 감정을 추스르고, 초연히 진실의 세계를 마주하면서 성취된 미감을 

드러내는 것이 의경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예랑의 의견에 따르

면, ‘의경’은 ‘의상(意象)’이 주는 다양한 체험들 중에서도 ‘철학적인 통찰과 

169) 황공망은 ‘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혼미한 정신 상태

로 오랜 시간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푸전위안, 앞의 책,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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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포함된 특수한 미감을 말한다.170) 이것은 ‘정(情)’이지만 ‘사(思)’를 

포괄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 보통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라는 현상적인 가치를 초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상세계에 대한 해석이며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완전한 감성의 세계이다. ‘의경’은 이보다 좁은 범주의 

것이지만, 그것의 내연은 더욱 깊다. ‘의경’은 사물에 대한 이해라는 ‘의상’적

인 가치에서 더 나아간 것이며, 이것은 “인생감”, “역사감”, “우주감”171)이 

내포된 특수한 유형의 미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철학이 깊이 다루어

온 심미(審美)의 차원에서 더욱 확장된 것으로서 특수한 인생철학적인 태도

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예술철학의 수양적(修養的) 성격의 결

과라고 할 수 있다.172) 

동아시아 전통예술의 중심에는 노장(老莊)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173) 그

래서 그들의 예술적인 발현에는 끊임없이 자연과 동화(同和)되기를 원하는 

철학적인 태도가 그대로 녹아있다. 산수화(山水畵)는 동양의 예술정신을 대

표한다. 산수화가들은 산수를 ‘원(遠)’으로써 조망하고, 고유한 심미 관조를 

획득함으로써 자연의 깊은 심연에 이르고자 했다.

꽃 그리기를 배우는 사람은 꽃 한 송이를 깊은 구덩이 속에 놓고 위에서 내

려다보면, 꽃의 네 면을 알 수 있다. 대나무 그리기를 배우는 사람은 대나무 

한 가지를 가져다 달이 뜬 밤에 흰 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도록 하면 대나무 

그대로의 형태가 나온다. 산수 그리기를 배우는 사람은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 

아마도 자신이 직접 산수에 다가가서 관찰하여 취하면 산수의 의경과 풍격이 

드러날 것이다.174)

170) 예랑은 원림(園林)을 예시로 들며 ‘의경’을 설명하고 있다. “유한을 뛰어넘어

무한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유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전체 인생에 대

한, 그리고 전체 역상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랑, 앞의 논문, 223.
171) 예랑, 앞의 논문, 225.
172) 하영준, 「郭熙의 林川高致에 나타난 ‘遠의 意境에 관한 硏究」, 『한국사상

과 문화』68(2013), 357.
173) 宗白华, 『宗白華全集』 第二卷(安徽:安徽教育出版社, 2012), 109.
174) “學畫花者, 以一株花置深坑中, 臨其上而瞰之, 則花之四面得矣. 學畫竹者, 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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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써 세계를 조망한다는 말에서 ‘원’은 심리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원’에 대한 심미적인 가치의 발견은 역시 현실의 체험으로부터 

드러난다. 예술가는 ‘꽃’, ‘대나무’, 그리고 ‘산수’를 그릴 때 직접 그것을 대

해야한다. 북송의 화원화가(畫員畫家) 곽희(郭熙)는 『임천고치집(林泉高致
集)』을 통해서 화가가 어떻게 심미 관조를 획득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의경’을 설명하면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동양미학은 체험을 중시한다. 곽희

의 언급을 보면, 분명 예술가는 ‘상외’로 향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의 출발점

은 언제나 인간의 체험이다. ‘의경’은 ‘상외’로 돌파되는 정신성을 추구하지

만, 예술가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체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엉뚱한 공

상(空想)이나 환상처럼 터무니없는 세계로 빠지지 못한다. ‘상외’가 또 다른 

심미로 연속되면서 ‘의경’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그것은 보

편적 진리를 감수(感受)하고 있다. 그래서 ‘의경’은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미감으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체험으로부터 출발했으나, ‘우주’

의 리듬에 편승함으로써 심리적인 확장, 즉 ‘원’에 이른다. 그래서 곽희는 산

수를 보는 것 이상으로 그것에 머물면서 직접 심미 관조를 한 뒤에 창작에 

임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야만 산수화에서 산천의 ‘의경’과 ‘풍격’이 드러난다

는 것이다. 

‘경’은 먼저 문예(文藝)의 비평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철학은 시(時)의 삶을 

논하고, 결국 시가 철학을 완성한다. 이는 철학이 최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

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시라는 말이다.175) 그런데 ‘의경’을 추구하는 예술에

서는 궁극적인 인생철학이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

술의 성취는 인생을 다루고, 그것에서 파생한 총체적인 미감을 노래한다. 이

는 다음의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一枝竹, 因月夜照其影於素壁之上, 則竹之眞形出矣. 學畫山水者, 何以異此? 蓋身即
山川而取之, 則山水之意度見矣.”
郭熙 郭思: 『林泉高致』,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第1册, (上海: 上海書
畫出版社, 1993), 498.

175) 彭鋒, 앞의 책,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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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산에 비 내리자

저녁 무렵 가을 기운 완연하네.

둥그런 달 빛 소나무 사이로 밝게 비치고 

투명한 샘물 바위 위로 흘러가네. 

대수 소란하더니 빨래마친 여인 돌아가고

무성한 연꽃 흔들리더니 고기잡이배 지나가네.

순리대로 봄꽃은 다 떨어졌지만

왕손(王孫)인 나도 머물만 하네.176)

왕유(王維, 699?-761?)의 시(詩)에는 고결한 정서와 이상적인 정취를 읊

고 있다. 한편으로 그의 표현은 우리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세계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경’은 주관적인 경험

이 상생작용을 일으키며 독특한 정취에 이른다. 그가 목격한 ‘소나무 사이로 

빛나는 달빛’, ‘아낙의 청초한 생활의 모습’이나 ‘물결을 흔들며 지나가는 고

기잡이배’는 쓸쓸한 정취를 불러온다. 그런데 이러한 일회적인 인상이나 감

흥은 ‘텅 빈 산(空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인 해방의 공간을 통해서 우주감

(宇宙感)으로 확장된다.177) 뿐만 아니라 ‘순리대로 떨어지고만 봄꽃’을 노래

하면서 이 땅의 세월감(歲月感)을 충만하게 한다. 이는 깊은 적막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의 말미에는 한 나라의 ‘왕손(王孫)’인 자신의 신세를 

묘사하고 있다. 자신을 굳이 ‘왕손’으로 지칭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이러

한 어휘의 사용은 역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시인은 ‘왕손인 나도 머물 만 하네’라고 말하며,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의 나

그네 된 심정을 조망한다. 왕유의 시에서는 ‘상’과 ‘상외’가 연속적으로 증폭

하면서 우주감과 세월감, 그리고 적막함과 역사감을 충만하게 만든다. 이는 

176) 왕유(王維) 외 다수,『당시사계(唐詩四季) 가을을 노래하다』, 삼호고전연

구회(강민우, 권민균, 김자림, 서진희, 차영익) 편역, (세종: 도서출판 수류화개,

2021), 86.
177) 편역자는 ‘텅 빈 산-공산’을 “아무도 발길을 들여 놓지 않는 듯한 깊고 고요

한 산”으로 의역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의 속성을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 (桃

花源)’같은 유토피아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왕유(王維), 앞의 책,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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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곳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이처럼 ‘의경’은 ‘공산(空山)’처럼 ‘텅 비워진 세계’이지

만, 우리를 자연의 운율이 충만한 세계로 이끈다. 

의경’을 추구하는 예술은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자 한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자연은 ‘우주’를 실물로써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경’은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각예술에 국한된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내

적인 경향에 가깝다. ‘의경’은 장르를 초월한다. ‘의경’은 음악에서도 역시 찾

아볼 수 있다.178) 우리는 자연의 영감을 받은 많은 서양의 고전음악들을 알

고 있다.179)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의 ‘핑갈의 

동굴’이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전원 교향곡’, 스

메타나(Bedřich Smetana, 1824-1884)의 ‘몰다우’, R.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알프스교향곡’이 자연 속에서의 미적체험으로부터 형

성되었으며,180) 그 음악적 수준과 성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곡가들은 자연에 관심을 갖고 직접 체험하며 자연을 관찰하였으며, 음악이

라는 예술형태로 자연의 풍성한 ‘의상’을 성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들이 채취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 모두 ‘의경’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산수화의 관찰법에서 ‘원’의 개념이 ‘의경’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상을 수용하는 심리적인 태도가 예술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는 모든 예술장르에서 통용된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

더라도 ‘우주’의 조화를 보고자 하는 자가 발견하는 자연은 특별하다는 것이

다. 

회화가 자연의 약동하는 ‘기운(氣運)’을 되살려내듯이 음악도 우리 마음에 

내재된 운율을 드러낸다.181) ‘원’을 향한 심리적인 조망이 ‘우주’를 향해 뻗

178) 서복관, 앞의 책, 69.
179) 조찬미, 「음향과 회화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고찰 –20세기 음악과 회화를

중심으로-」(신라대학교 학위논문, 2017), 46.
180) 조찬미, 위의 논문, 47.
181) 들뢰즈는 예술의 목적에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회화의 임무는 보이지 않

는 힘을 보이도록 하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음악도 보이지 않는

힘을 들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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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듯이, 자연을 관찰하는 작곡가의 내적인 태도가 유사하다면 ‘의경’ 예술

이 된다.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는 한 편지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동산위에 올라섰다. 나는 황야 위의 말들의 종소

리는 나로 하여금 꿈속에서 노래하게끔 만들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거룩한 고

요! 그저 저 멀리서 갈대숲 위로 슬프게 가라앉는 그름의 부름만이 들려온다. 

오, 나의 매우 사랑하는 대지여, 도대체 언제 그대는 영원 속에서 사라질 건

가.182)

이 글에는 말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있다. 말러는 절대존재가 머

문 자연을 존중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영원 속에 몸담기를 소망하고 있다. 

과연 말러의 말은 마치 산수화론의 ‘의경’에 대한 서술처럼 보인다. 그의 세 

번째 심포니(The 3rd Symphony)에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감상이 가득하다. 

그의 자연에 대한 묘사는 특히 마지막 2개의 악장에서는 이전 네 개의 악장

이 노래한 자연에서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초월의 세계에까지 이른다.183) 이

것은 ‘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경’은 서양의 음악적 전통에서도 발

견된다. 말러는 이러한 ‘우주적 초월’을 직접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음악가로 

평가받는다.184)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러의 ‘우주적 관조’에 동참하

기 위해서 참예(參禮)의 마음으로 그의 교향곡(交響曲)을 청취한다. 그에게 

고전적인 형식미, 멜로디의 흐름,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즐거움185)은 

‘우주’의 큰 존재 앞에서 사소한 것이 된다. 

서양의 고전음악에 담긴 형식미(形式美)와 표상적(表象的)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고전음악은 박물관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연주되고 있다. 음악이라는 예술장르에서도 ‘의상’과 ‘의경’이 모두 나타나는

데, ‘의경’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는 쉽게 감지된다. 멘델스존이 아무리 자

들뢰즈, 앞의 책, 69.
182) 조찬미, 앞의 논문, 50.
183) 조찬미, 앞의 논문, 51.
184) 조찬미, 앞의 논문, 52.
185) 조찬미, 앞의 논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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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영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핑갈의 동굴(Fingal’s Cave)’에서 영적인 

안위를 구할 수는 없다. 드뷔시(Claude-Achille Debussy, 1862-1918)의 ‘바

다’나 R.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도 마찬가지이다. ‘상외’나 ‘경외’의 의

상적인 가치는 풍성하고 즐길만하지만, ‘인생감’이나 ‘역사감’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멘델스존, R. 스트라우스, 생상(Camille Saint-Saëns, 1835-1921),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드뷔시, 코플랜드(Aaron Copland, 

1900-1990)의 음악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나, 그들의 음악세계는 ‘의경’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186)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경’은 인생감, 역사감, 슬픔이라

는 독특한 감수를 특성으로 한다.187) 이것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표

현이 아니다. 이러한 미감은 초연한 심정을 불러일으키고 오랫동안 세계를 

관조하게 한다는 것이다.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베토벤, 

구노(Charles-François Gounod, 1818-1893), 브루크너(Anton Bruckner, 

1824-1896), 말러의 음악에서는 자주 ‘의경’이 드러난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보다는 예술관에 따라 나타는 차이이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모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살겠지만, 적은 수의 예술가들만이 자

신의 예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우주’를 향하게 하고 영원으로 승화시켰

다. 그들의 음악은 그들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인 듯하다. 이런 종류의 창작은 “인생을 위한 예술”188)을 목적하

며, 창작에서 최선의 과제는 스스로의 구원이다. 

샤를 구노의 ‘성녀 체칠리아 장엄미사(Messe Solennelle De Sainte 

Cecile)’는 종교음악이다. 이 미사곡에는 이 땅의 슬픔과 기쁨, 무한의 세계, 

그리고 내적인 평화가 그려져 있다. 이 종교음악에는 뛰어난 음악성과 함께 

186) 예랑은 하나의 가곡을 예시로 들어서 격조와 의경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정경의 운미를 펼쳐 보일 뿐, 사람들이

전체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조는 매우 높지만

의경은 없는 것이다.”

예랑, 앞의 논문, 226.
187) 위첨첨, 앞의 논문, 90.
188) 서복관, 앞의 책,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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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깃들어있다. 이 곡은 여러 음반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카르스텐 스톡(Karsten Storck, b.1973)의 연주를 선호한다. 잘 알

려진 명장 마르케비치(Igor Markevitch, 1912-1983)의 음반처럼 큰 스케일

과 절도 있는 연주에서 오는 압도감이 우수한 연주가 있지만, 소박하며 관조

적 태도로 차분하게 이끄는 스톡의 연주가 더 좋게 들린다. 이는 소리의 질

이나 악단의 우수성에 의거한 판단이 아니다. 나의 판단은 내적인 의미와 외

적인 표현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바로 미사곡이 갖는 ‘표상적 가치’와 곡을 

연주하는 카펠마이스터(Kapellmeister) 스톡의 태도가 예술의 합목적성을 갖

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모차르트의 미사곡이 

비판받기도 한다. 모차르트는 무궁한 음악적 ‘의상’을 쏟아놓은 천재이지만, 

‘의경’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의 미사곡(Missa)을 본다면 너무 아름다워

서 마치 오페라와 같다.189) 미사곡이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초월적 세계를 

노래하는 곡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가 어떤 오류를 겪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예술의 ‘표상적 가치’와 ‘장식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모

차르트도 종교음악에서만큼은 신동이 아니었다. ‘의경’을 추구했던 동아시아 

문인들도 이러한 음악세계를 접했다면, 유사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음악가라면 바흐와 말러, 혹은 스톡과 같이 음악을 생산하고 싶다. 그

러나 나의 적은 재능은 그나마 미술에 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담백한 

소리로 ‘의경’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로 자연에서의 영적 ‘여가’를 

구하고자 한다. 

‘의경’은 동아시아 문인들의 건축에서도 미학적 배경을 제공한다. 동양전

통의 원림(園林)이 예술정신이 충분히 담긴 대표적인 공간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원림의 조영(造營)은 그 자체로 고대문인들이 향유했던 공간문화인데, 

이 활동에도 ‘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원림은 문인들의 실제적인 활동장소이

189) 로크마크는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차르트의

미사곡은 표상적인 가치와 장신적인 가치와 충돌한다고 말한다. “한 예를 들어보

자. 모차르트는 몇 편의 미사곡을 작곡했는데, 선율이 매우 아름다워 듣고 있노

라면 오페라에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스 로크마크, 『예술과 기독교』, 김현수 옮김(서울:IVP, 200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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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형태이다.190) ‘원림’의 전통은 문인의 사상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래서 ‘원림’은 ‘은일사상’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산수화가 자연의 순환하는 원리를 자신의 ‘대청(大廳)’에까지 끌어들이

는 것처럼,191) 원림은 ‘도(道)’가 깃든 자연을 일상의 삶 속에서 형성한

다.192) 그래서 원림조영의 목적은 ‘자연’의 회복이고, 이를 통해서 정신의 해

방을 추구한다. 문인들을 바쁜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원시의 자연’에 몸담고

자 한다. 잠시라도 ‘의경’을 꿈꾸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머물

고 싶은 현실 속의 자연이 이렇다. ‘여가적 풍경’은 이처럼 목적 없이 거닐

고, 고요한 생명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한다. 내게 그것은 원림대신 ‘근교(近
郊’)나 ‘카페’의 풍경일 것이다. 나에게 ‘여가적 풍경’의 창작은, 원림의 조영

처럼, 그 자체로 ‘의경’의 실행이자 정신의 수양일 것이다.

자연스럽게도 이러한 정신을 함양하는 문인활동들이 행해졌다.193) 원림에

서의 활동은 ‘무용(無用)’의 것이다. 원림의 조영은 그 자체로 ‘우주의 순환’

하는 ‘기운(氣運)의 모사’이면서, 문인들이 정신을 수양(修養)하는 ‘실질적인 

장소’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문인들은 ‘의경’을 실생활에서 실현시키

고자 생활 가까이에 ‘원림’을 만들었으며, 그 공간에서 예술적인, 즉 ‘의경’의 

‘허심(虛心)’을 형성하는 활동의 터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원림의 조영은 ‘내

면적이자 실질적인’ ‘의경’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주

로 행해지는 행위들은 이를 위한 마음의 수양(修養)을 돕는 일들이었다. 원

림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쓸모’, 즉 생활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의경’은 정신적인 양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등 돌리고 ‘고담준론

(高談峻論)’을 일삼았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방관자적 입장을 추종했다. 장

자(壯者)의 무위적인 태도194)가 원림활동의 기초가 된다. ‘청담(淸談)’, ‘정좌

(正坐)’, ‘음시(吟詩)’, ‘회화(繪畫)’, ‘독서’, ‘경(經) 읽기’, ‘거문고 타기’, ‘바

둑 두기’, ‘음주’, ‘차(茶) 마시기’, ‘낚시’, ‘연단(煉丹)’, ‘약초채취’, ‘산행’, ‘범

190) 陆庆祥, 앞의 논문, 314.
191)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27.
192) 하영준, 앞의 논문 363.
193) 위첨첨, 앞의 논문, 43.
194) 위첨첨, 앞의 논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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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泛舟)’ 등의 행위195)는 ‘무용(無用)’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무위적인 행

위들은 마음의 허정함을 되찾고 ‘의경’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원림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한가롭고 ‘여가적’이다. ‘원림’의 생활은 자연을 이용하여서 ‘은일’

하고 자연의 ‘도’를 향하는 것이다. 초연한 자연을 닮아 ‘의경’에 발견하고, 

세속에서 흔들렸던 마음의 파고를 가라앉히고 고요해진 물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여가적 자연’은 이러한 원림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 모든 행위

들은 자연산수 속에서 자신의 수양을 완성하고자 함이다. 그들에게 수양의 

완성은 ‘군자(君子)’이며, 또한 ‘신선(神仙)’이다. ‘군자’와 ‘신선’을 갈망하는 

내적인 동기는 동일하다. 산수화의 산천이든지 원림의 조영된 돌과 물이든지 

모두 동아시아 문인들의 자연관이 응축된 결과하고 하겠다. 그들은 시문학, 

회화, 건축 등의 예술표현에서 언제나 ‘의경’을 최고로 여기며 꾸준히 추구해

왔다. 그래서 건축으로 표현된 원림의 자연관은 ‘여가적 풍경’과 미학적 배경

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서 자라난 소망은 참지 못하고 어

떻게든 말해진다. 나의 경우 그것은 이미지, 즉 미술이었을 뿐이다.

(3) ‘여가적 풍경’에서의 ‘의경’

‘여가적 풍경’은 회화로 형성된 ‘의경(意境)’을 추구한다. 나의 작품창작에

서 도약의 기준점은 언제나 생활의 체험이다. 특히 공간이나 장소에서의 체

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화가 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 작

품들의 총체적인 목적이 심리적인 해방을 꿈꿔왔다. 이 해방은 현실의 체험

을 밑거름으로 삼고 무한한 힘에 귀일(歸逸)하고자 하는 태도가 깃들어 있다

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예술론과 연관된다. ‘의경’은 현실을 배척하지도 않으

며, 허무(虛無)로 도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술을 통한 미적인 체험이 현

실을 의미 있게 가꾸어내고, 나로 하여금 삶을 더욱 건강하게 살아내도록 한

다. ‘의경’은 인생을 담아낼만한 최종적인 예술의 목적이다. 

소식(蘇軾, 1037-1101)은 예술의 참된 목적이 “화공(畫工)의 규칙을 벗어

195) 위첨첨, 앞의 논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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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인(詩人)들의 청려함을 얻는 것”196)에 있다고 말한다. ‘청려함’은 깊은 

미적체험을 의미할 것이다. 작품제작을 할 때, 소위 말하는 ‘그리기를 버려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그려야 한다는 것에 앞서 감추어진 내적인 ‘무엇’을 

먼저 파악하라는 것이다.197) ‘의경’에서 개별의 존재는 목소리를 낮아지고,  

큰 존재자(存在自), 즉 ‘자연의 순환’이 드러난다. 나는 결국 이처럼 아름다

운 운동을 차분히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최선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

다.198) 획득한 이미지를 재생하는 것이 예술가의 할 일인데, “시인들의 청려

함”을 그리라고 한다. “시인들의 청려함”은 ‘의경’을 담은 마음의 상태를 말

한다. 그래서 ‘의경’을 그리는 것은 화공(畫工)의 우수한 기술(技)을 보여주

기보다는 뻗어가는 정신이 우선이다.199) 뻗어가는 정신은 ‘자연’의 순환에 귀

속된다. 여기에 전통산수화를 관통하는 인생철학적인 태도가 담겨있다. ‘의

경’은 자연경물로부터 본질을 ‘추출해 낸’ 순수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이곳

에는 삶의 큰 원리가 들어있다. 이 원리는 인생철학과 결부된 독특한 미감으

로 이어진다. 나는 회화의 모습이 소박할지언정 이처럼 위대한 작용을 불러

오기를 내밀하게 소망하고 있다.

현재 나의 작품을 1980-1990년대의 동양화(東洋畵)와 비교해본다면, 조

형적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작품은 보다 색채의 스펙트럼이 넓고, 

표현적인 면에 있어서 동시대의 표현주의(表現主義)의 풍경화와 조형요소를 

공유한다.200) 내가 동양화를 전공하고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전개해오면서 

196) “연공의 그림은 혼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분명하게 날로 새로워지니, 화

공(畫工)의 규칙을 벗어나 시인들의 청려함을 얻는 것이다.”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19.
197) 칸디스키는 예술에서 ‘예술의 내용’, 즉 ‘정신성’을 강조한다. “이 ‘무엇’은 더

이상 뒤진 시대의 물질적이며 대상적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적인 내용이

요, 예술의 정신(Seele)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개인이건 민족이건 간에 육체(즉

‘어떻게’)는 결코 완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바실리 칸딘스키, 앞의 책, 31.
198)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78.
199)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53.
200) 「‘2015 신한갤러리 영아티스트 공모’ 심사단 유진상, 정연심 심사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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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했던 요점 가운데 한 가지는 동시대성이다. 나는 지난날에 동아시아 전

통의 특수성이 동시대적인 조형언어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에 시도되었던 작품들은 이러한 작품관(作品觀)을 향해가던 결과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반성이 따르고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작품경향이 국제적인 풍경화의 조형성을 차용하지만, 중심적인 사유체계는 

동아시아 전통예술론과 결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지지

체(支持體)로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나는 감각을 통해 세

계를 받아들이는 관념적인 바탕과 내면화된 세계를 구축하는 작화의 과정에

서 삶과 결부된 특수한 미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인 예술관을 기반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문인들이 세속적인 속박을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물며 ‘천지합일

(天地合一)’을 기대했던 것처럼 나의 삶도 언제나 그런 소망을 품는다. 문인

들이 산수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세계는 ‘의경’이다. 천지자연(天地自然)을 

산수화(山水畵)로 불러들여 속박에서의 해방을 잠시 기대했던 것처럼, 나의 

작품에도 그런 기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을 제작하는 일은 

영험한 체험이며, 그려진 풍경은 장면의 포착이라기보다는 해방의 장소가 된

다.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다. 나에게 작품활동은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이

러한 창작활동의 종합은 체험과 기억 그리고 기대가 어우러지며 새롭게 구성

된 ‘자연’에서 호흡이다. 

지난 나의 개인전에서 우연히 만난 작가 한 분이 묻기도 전에 나의 작품

들을 평하며, 내 작품들 속에는 감추어진 슬픔이 있다고 했다. 나는 즉시 그

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챘다. 전시된 작품들은 색채의 사용이 다채롭고 물

질적인 뉘앙스가 강조된 현대적인 풍경화이지만, 작품의 내적인 정서에는 

‘적막감(寂寞感)’, ‘상실감(喪失感)’ 그리고 ‘세월감(歲月感)’이 충만하다. 작

품이 담은 풍경은 생활의 경험이며 자연의 일부이지만, 작품에 내포된 바는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에 대한 감지이다. 그것은 세계를 멀리서 관조함으로 

『신한갤러리 홈페이지』(검색일 2015.01.19.,

https://www.beautifulshinhan.co.kr/)

https://www.beautifulshin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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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초연함이며, 무한한 세계의 숭고함201)아래 드리워진 적막감이다. ‘의

경’은 내가 의도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추구되었다. 

첫 번째는 항상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의 첫 번째 개인전의 전시

제목은 《하얀 고립》이었는데 영어로 의역하여 ‘Isolated in White’라고 덧

붙였다. 전시명은 전시를 구성하는 한 작품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그 작품에

는 ‘눈 내린 언덕’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작품도판 3]) ‘눈이 온 풍경’이라

는 특별하게 발생한 자연환경에서 고립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 고립

은 한편으로 쓸쓸함 혹은 허망함이지만, 고립 속에서 맛보는 자연의 율동이 

주는 적적한 위로가 작품의 내적인 주제이다. 동아시아 문인의 태도가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이 안락함은 무언가를 쏟아놓는 ‘감정적인 해소’보다는 

201) 마순자, 앞의 책, 125.

[작품도판 3] <하얀 고립 1>, 2014, 장지에 혼합매체, 60.6×7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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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하고 차분하다. 나는 이러한 정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성(人間性) 

중에서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미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랑(葉朗) 교

수는 전통예술이 추구했던 ‘의경’이 주는 특수한 미감에는 ‘일종의 슬픔’, ‘상

실감’, ‘그리움’이 있으며 이것이 예술에서 최고의 미감이라고 말한다.202) 동

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실제의 자연은 ‘의경’으로 도약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들은 자연의 “유한한 대상을 뛰어넘으려고”203) 한다. 이러한 도약은 내게

서도 실행된다. 나의 작품에 그려지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나 일상생활의 

환경, 혹은 정물까지 포함한 모든 대상은 이와 같은 특수한 미감으로 도약하

는 지점이 되었다. 세대는 바뀌고 예술세계는 변모되었지만, 현대의 많은 작

품들은 여전히 ‘의경’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작품의 경향도 그렇다. 이

는 작품의 수준이나 예술의 성공여부 이전에 결정된 체질적인 것처럼 보인

다. 이는 자신보다 큰 존재를 사모하고 그것에 순응하고자 하는 인생본질적

인 태도에서 비롯한다. 《프라이빗 가든(Private Garden)》, 《옅은 하루 - 

A Pale Day》, 《The First Landscape》, 《Recomposed – 변주된 自然》

처럼, 이후 전시에 붙여진 제목들에서도 여전히 나의 동일한 관념이 담겨있

다고 하겠다. 

‘여가적 풍경’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은 일상적일 수 있지만, 그것에 담긴 

내적인 가치는 정신적인 해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아시아문인들이 자연

을 동경하고 바라본 것은 ‘자연합일(自然合一)’로 인한 정신의 해방이었고, 

현실의 한계를 예술로써 극복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것의 모양을 달

리했을 뿐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동시대

를 살아가는 나는 그것을 여실히 느낀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도약을 꿈꿔왔

는데, 창작행위는 매마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점차 씨름에 익

숙해졌고, 점차 초연한 태도로 이를 맞설만한 용기를 가졌다. 현실을 극복하

202) 예랑 교수는 ‘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한다. “의경이 사람

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위안이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미감

이며,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유열과 만족을 준다.”

예랑, 앞의 논문, 230.
203) 예랑, 앞의 논문,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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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은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회화는 내가 이미 보기로 한 확정된 방식을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화가는 작품활동을 통해서 이처럼 은밀한 승리를 

꿈꾸는 것이다. 해방을 기대하는 화가에게 새로운 창조는 곧 하나의 이상경

(理想境)이다. 산수화는 ‘의경’으로 그들이 성취한 세계를 담아낸다. ‘여가적 

풍경’이 초연한 태도로 ‘우주’의 생기를 추구한다면, 그 풍경에도 ‘의경’이 자

리 잡을 것이다. 회화가 영혼이 거처할 집을 짓는다는 표현처럼,204) 회화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적인 확장’이 된다. 예술의 세계에서 종병(宗炳, 

375-443)의 육신적 한계는 산수의 영험함으로 채워진다. 종병은 자신이 목

격한 이상경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205) 나도 내 작품 속에 거한다. ‘여가적 

풍경’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히 약동하는 세계를 편입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대의 미술이 제공하는 이미지의 다양함은 끊임없겠지만, 나는 미술의 중

심영역에서는 여전히 ‘진실의 세계로 향한 시도’가 여전하게 유지된다고 생

각한다. ‘여가적 풍경’은 현대적인 ‘의경’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의경’은 작품의 제작 이전에 인생철학적인 태도, 즉 삶을 바라

보는 방식에 대한 꾸준한 과제가 포함되어있다. 나는 손이 수행해야할 과제

에서 꽤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견해를 여전히 고수하

고 있다. 현대회화가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감각적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

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회화는 여전히 삶

을 반영한 진실의 탐구이다. 한때는 내가 아직 제의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구태(舊態)의 작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

이 누적됨에 따라서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 찼다. 나는 언젠가 가야할 이 길

을 미리 나섰다. 바로 삶에 대한 성찰과 현장의 작업을 일치시키기로 마음먹

은 것이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무엇보다 나를 위한 선택이 되었다. 또한 

‘인생감’이나 ‘역사감’, ‘적막감’을 추구하는 일이 마치 화가가 항상 슬픔과 

고독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종점과 

무한함을 인식함으로써 수준에 맞는 기쁨을 찾는 겸손한 태도이다. 과욕은 

더 큰 허망함을 불러온다. ‘의경’을 추구한 곽희(郭熙)는 현실의 삶을 등지지 

204)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33.
205)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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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건강한 미적체험이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이것은 나의 삶이 

반영된 증언이다. 과거 문인들이 ‘자연’을 ‘원망(遠望)’하였던 것처럼, 나도 

현실을 초연히 바라보고자 한다. 현실의 파도를 멀리 보아서 잔잔한 물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정서를 ‘여가적 풍경’에 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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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가적 풍경’의 형성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주(宇宙)’를 향한다면,206) 우리의 눈은 ‘풀 한 포

기’에서도 ‘우주’를 발견한다. 이처럼 투사(投射)의 능력에 제약은 없다. 그럼

에도 예술가가 ‘여가적 풍경’의 ‘자연관(自然觀)’과 ‘의경(意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풀 한 포기’보다는 더 적절한 어휘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누군가 정신적인 ‘비움’의 공간을 회화의 목적 삼는다고 하면서 롤러코스터

를 타는 장면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의 표현은 보편적인 이

해를 토대로 성립되는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의 

내포된 바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조형적인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떻게’

라는 예술의 방법론 또한 ‘세계에 대한 체험’과 ‘이해’라는 인식론적인 인류

공통의 분모를 지니기 때문이다. 화가가 ‘의경’을 시각적으로 잡아내고자 한

다면 인류의 곁에 불변하는 것, 즉 ‘자연’에 빗대어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

는 필연적 귀결이다. 영속적이고 거대한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테마였다. 

그리고 ‘자연’의 모습에 대한 예술의 해석은 자연으로부터 취득한 ‘의경’라고 

할 수 있다. ‘여가적 풍경’은 자연공간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의경’의 미감을 

내포하고 있다. ‘여가적 풍경’의 화면내부에 표현된 공간은 새로운 ‘자연관’을 

재구성한다. 또한 이 공간의 다양한 표정들은 ‘의경’의 미감으로 귀결된다. 

나는 본 장을 통해서 ‘여가적 풍경’을 구성하는 자연의 공간적 특질, 즉 ‘공

간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내포된 ‘의경’ 미감에 대해 기술하겠다.

206) 홍옥진, 앞의 논문, 117.



- 90 -

1. ‘여가적 풍경’에서의 공간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예술은 존재론(存在論)을 다루는 철학에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철학과 제의

(祭儀)가 그러했던 것처럼, ‘도(道)’를 찾아가는 눈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유

한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자연으로 향한다. ‘자연(自然)’은 단편적인 아

름다움뿐만 아니라, 순환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양의 자연관은 동아시아전통의 산수화와 직결된다. 동아시아 지식인

들에게 산수(山水)는 곧 ‘음양(陰陽)’의 순환하는 원리인 ‘자연’의 현현(顯現)

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향유했던 예술에서 산수는 ‘도’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표현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곁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207) 중에서 거

대한 산수만큼이나 ‘의경’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은 없었다. 자연은 거대함

과 무한함처럼 고정된 특성과 함께 대기와 계절208)을 따라 변화하는 풍부함

도 갖추었기 때문에 무한한 ‘의상(意象)’의 요람이 된다. 또한 거대한 자연은 

인생감과 역사감, 향수라는 ‘의경’의 미감을 기대놓을 만한 무게감도 갖추고 

있다. 평원(平遠)으로 바라보는 잔잔한 산맥이거나, 강가에 자욱한 물안개는 

분명한 감수성을 자아낸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표현하는 자연의 모습

은 현대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풍경은 좋은 ‘의경’의 미감을 내포한 장소들이

었다. 천지만물(天地萬物)은 우리의 내면에 ‘의경’을 자라게 하는 풍부한 자

양분을 공급한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자연경물은 ‘우주(宇宙)’의 세계를 표

현하기에 필연적인 대상이 된다.

‘자연’이라는 예술의 소재(素材)는 고대동아시아의 산수화가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작가들에게도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자연친화적인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연’을 그리는 것

은 아니다. 이는 보다 신중한 판단에 연유한다. 예술의 소재선택은 예술가가 

207) 서복관, 앞의 책, 141.
208) 정혜린, 앞의 논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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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세계관을 설정하는 최초의 조형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소재(素材)의 

선택은 중요하다. ‘자연’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세계(世界), 

즉 ‘우주(宇宙)’를 담아내기 적합한 유일한 실존적(實存的) 대상이라는 것이

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면서 

우리의 인지가 먼 우주로까지 확장되었으나, 예술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의 

땅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체험적(體驗的) 앎’이 더 깊은 의미를 낳는다. 

그래서 고대의 산수화(山水畵)가 산수를 소재로 ‘음양론(陰陽論)’의 메타포

(Metaphor)를 표현했듯이, ‘무위(無位)’적인 세계의 미감을 추구하는 동시대

의 작가들이 여전히 자연을 표현의 소재로 삼는 일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여가적 풍경’은 전통의 견해를 따라 ‘자연’을 소재로 삼고 있다. 

모든 사물은 인간의 옷을 입는다.209) 감각된 모든 것에는 인간의 이해가 

덧씌워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등이 깜박거리는 것이나 철사가 꼬인 

것을 보고도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공간에 대해서도 그렇다. 아마도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속한 물리적인 공간에 지배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건축이라

는 공간예술은 실용을 초과하면서까지 사람의 심리를 돕기 위해서 연구되었

다. 사람의 심리가 체험한 내적 세계가 회화 내부의 공간으로 표현되면 어떨

까. 예술로 표현된 공간은 심리적 공간의 실체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현대의 

자연에는 다양한 공간적 특성이 더해졌다. 우리는 여행이나 등산을 통해서 

무한한 원시자연(元始自然)을 마주하기도 하며, 또한 도시적 생활환경에서 

일상과 결합된 ‘자연’을 누리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바닷가를 찾아 망망대해

(茫茫大海)를 바라보거나, 카페에 앉아서 단정히 조경된 정원을 즐길 수도 

있다. 현대에 이르러 자연의 공간적 스펙트럼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

다. 우리는 다양한 자연의 환경 속에 머물며 여가를 누린다. ‘여가적 풍경’의 

동기와 내재된 세계관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나는 자연의 공간성을 활용하여

서 시각적 표현을 다채롭게 한다. 우리는 특정한 공간의 분위기와 정취에 대

209) 곰브리치는 추상과 우리의 인식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주어진 모든 인식의

대상에 인간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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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을 소유하고 있다. ‘자연’의 다양한 모습들에도 여러 가지 공간적인 

표정이 있다. 자연의 풍성한 면모 속에서 제각기 다양한 공간적인 특질을 지

닌다는 것이다. 나의 작품에서 공간은 자연과 내가 교감한 장소이다. 그것은 

‘여가적’ 시선으로 새롭게 보아낸 세계이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사유화

(私有化)된 공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여가적 

풍경’을 크게 분류한다면, ‘대자연의 풍광’, ‘일상의 자연’ 그리고 ‘인적이 남

은 장소’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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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자연의 풍광

산수화가는 현실의 산과 물을 ‘음양(陰陽)’의 인식체계라는 ‘우주적(宇宙
的)’ 원리의 메타포(Metaphor)210)로 이끌어냈다. 산수화는 이러한 독특한 정

신세계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선택이었다. 산수화가들이 본 자연(自然)은 장

대(長大)한 ‘우주(宇宙)’의 실존적 대표자였다. 자연의 무한함은 인간과 극명

한 대비를 이룬다. 산수화 화면 안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산수화

에 담긴 자연의 스케일(Scale)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수화가가 ‘자

210) 김현숙, 「근대 산수 인물화를 통한 리얼리티 읽기」, 『미술사99프로젝트』

2000, 37.

[참고도판 4] 제주 올레길에서 촬영한 바다 사진(촬영일: 20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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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自然)’의 영험함에 자신을 귀속하고자 ‘자연’을 표현한다면, 폭넓은 원경

(遠景) 자연의 풍광을 화면 안에 그려 넣는다. 자연은 영속적(永續的)이다. 

과거에나 현재에도 여전히 그것의 영험함을 지키고 있다. 대자연(大自然)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정신을 기탁할 만한 견고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여가적 풍경’은 고대산수화가의 심리적인 배경을 공유한다. 내가 그려내

는 풍경이 비교적 현대적인 풍경화일지언정 ‘여가적 풍경’에는 은일(隱逸)의 

저의(底意)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참된 ‘여가(餘暇)’를 찾아서, 나는 광대한 

자연의 모습으로 향한다. 그래서 도시가 한눈에 보일만 한 정도의 산중턱을 

오르기도 하며, 무한하게 펼쳐진 대해(大海)나 큰 호숫가를 찾기도 한다. 또

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나, 멀리 뻗은 들판에서도 큰 자연을 맛보고 참

된 휴식과 회복을 누린다. 내밀한 기대감을 갖고 맞이하는 대자연은 새롭게 

인식된다. 대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원시자연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한다. 대자연의 ‘영험(靈驗)’함을 마주하면 우리의 잠들었던 영

(靈)이 깨어난다. 이러한 체험의 장소는 곧바로 ‘여가적 풍경’으로 환원된다. 

(1) 대자연의 공간성

작품 <소리의 흔적>([작품도판 5])은 화판 네 개를 이어붙인 대형작품이

다. 100호 사이즈 네 판의 장지(壯紙) 위에 광폭의 바다가 그려졌다. 나는 

이 바다를 직접 보았다. 바다의 수평선은 무한히 뻗어갔다. 그리고 그것의 

세월은 영원한 것처럼 보였다. 이 바다의 큰 호흡은 나의 작은 숨이 기댈만

한 것이었다. 나는 바다의 풍광을 작품으로 옮겼다. 내게 다가온 바다의 인

상은 ‘넘실대는 파도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관념에 가까웠다. 나는 

대자연(大自然)에 드리운 존재를 느꼈고, 작품에서 그것을 되찾고 싶었다. 실

제 바다는 무엇보다 푸르다.([참고도판 4]) 그러나 나의 작품에서 바다는 탈

색되고, 대신 두터운 호분의 물질감이 남았다. 하늘과의 경계인 수평선은 희

미해지고, 문득문득 돌섬이 흔적처럼 남아있다. 이 작품에서 볼 것은 오히려 

덜어졌다. 목적을 잃은 시선은 내면의 깊은 곳을 환기한다. 대자연의 풍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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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한 이의 자세는 겸허해진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대관적(大觀的) 풍경화를 간편하게 낭만적인 취향으

로 판단하지만, 이 시선의 깊이를 따지고 보면 진지하고도 어려운 일임을 알

게 된다.211) 회화로 환원된 대자연은 그 어떤 풍경보다 시선의 깊이를 요구

한다. 대자연의 시간은 적막한 시선의 깊이만큼이나 무한대로 늘어난다. 우리

는 대자연 앞에서 영원을 맛보는 것이다. 대자연의 풍광을 담은 회화는 현대

에서도 쉽게 사용되는 작품의 소재(素材)이다. 대자연으로 향하는 회화는 아

마도 제의적(祭儀的)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회화장르 중 하나일 것이

다. 이것이 대자연의 풍광이 갖는 장소적 특수성이다. 

211) “世人止知吾落筆作畫，卻不知畫非易事。”

郭熙·郭思 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112 子部 22『林泉高致集』,〈畫意〉.

[작품도판 4] <소리의 흔적>, 2021, 장지에 혼합매체, 162.2×52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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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의 총체적 수용

화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自然)을 관찰한다. 이는 대자연(大自然)

의 견고함과 변화무쌍함의 조화로움을 체험하고, 현상을 초월하는 ‘경계(境
界)’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미우인(米友仁, 1090?-1170?)212)은 자연에 대한 

관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밤비가 개려하고, 새벽안개가 이미 녹으면 그 

모습이 이와 같은데, 내가 대개 소수와 상수의 수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장난

삼아 그려서 무어라 이름할 수 없지만, 신기한 정취는 고금(古今)의 화가들 

부류는 아니다.”213) 미우인은 자연을 특별한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림으로 

그려냄으로 ‘신기한 정취’라는 미적체험을 획득했다. 대자연의 원시적인 힘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자연의 변화는 가끔씩 놀라운 장관을 연출해낸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주는 특별한 미적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 명승지를 

찾는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에게 큰 해방감을 줄뿐만 아니라 미적체험의 폭

을 확대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가적(餘暇的) 풍경’이 자연의 ‘신기한 

정취’를 곧바로 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의 놀라운 드라마가 분명 우

리의 심금을 울리긴 하지만, ‘여가적 풍경’의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

한다. 왜냐하면, 일몰이나 일출처럼 자연의 극적인 변화는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나 정제가 필요하다. 감정은 쉽게 

소모되지만, 뜻은 깊숙이 남는다. 그래서 초연한 세계를 꿈꾸는 화가는 자연

으로부터의 체험도 일회적인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모두 수용하고 종합해가는 것이다. 긴 시간을 두고 자연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석도(石濤)가 말하는 ‘수진기봉(搜盡奇峰)’214)이고, 곽희(郭熙)가 제

212) 중국 송나라의 서화가. 자는 원휘(元暉). 미불(米芾)의 아들로, 예서(隷書)를

잘 썼고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그의 아버지를 ‘대미(大米)’라 부른 데 대하여 ‘소

미(小米)’라고 불리었다.
213)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김대원 옮김(서울:소명출판,

2010), 25.
214) “搜盡奇峰打草稿也。山川與予神遇而跡化也，所以終歸之於大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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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흉중나열(胸中羅列)’215)의 태도가 아닐까.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다

양한 자연풍경들을 작품으로 옮기고 표현의 결과를 반성하면서 깨달은 바이

다. 

대자연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연’의 존재에 이르기 위함이다. 

石濤, 『中國畫論叢書 - 石濤畫語錄』, 兪劍華标点註譯(北京:人民美術出版社,

1962), 43.
215) 박재석은 자신의 논문에서 흉중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임천고치집은 이러한 과정을 흉중나열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만약 주체의 구성

작용을 강조하고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이미지를 자연 대상의 고유한 객

관적 특성보다 더욱 중요시하게 되면 그것은 본고에서 말하는 주관적 이상주의

로 고양되게 되는 것이다.”

박재석, 앞의 논문, 75.

[작품도판 5] <흙탕물>, 2016, 장지에 혼합매체, 130.0×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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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적 풍경’의 미감이 지나치게 감각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자

연은 스스로 지극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으로 우리를 감정에 빠트리기도 

한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지성은 둔해진다. 어느 한 방향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미술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여가적 풍경’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예

술의 내용을 따르자면, 지나친 감각을 피하는 절제가 요구된다. 대자연의 다

양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적절한 내용과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가적’ 의식에 걸맞은 옷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반성적 예시가 되는 

작품을 살펴보겠다. <흙탕물>([작품도판 5])은 ‘여가적 풍경’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던 과도기의 작품이다. 우리는 때때로 해 지는 서쪽 하늘을 본다. 구

름과 빛이 수분 내에 만들어내는 금빛향연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정을 맛

보게 된다. <흙탕물>은 이 감정을 서둘러 되찾는다. 금빛향연을 강한 물질성

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요지는 이러한 회화가 ‘여가적 풍경’의 초연함과

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다채로운 체험은 그것을 아우르는 통찰력

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 말은 현실적인 체험이 주는 다양한 감정에 휘몰리기

보다는 순화된 감정으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여가적 

풍경’은 ‘의경’의 총체적인 미감을 추구하는 지적인 작업태도라고 할 수 있

다. 과거와는 변화된 작업태도이다. 지금의 나는 이러한 순화된 정서에 걸맞

은 자연의 모습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99 -

2) 일상의 자연

동아시아의 사대부문인(士大夫文人)이 추구하는 예술의 높은 경지는 자연

산천(自然山川)의 모습을 담아내고, 그 안에 정신을 기탁함으로 정신적인 해

방을 추구했다. ‘자연(自然)’은 초월적인 이상경(理想境)이면서, 수양(修養)으

로 완성된 ‘군자(君子)’의 거주지였다. 그들은 인간의 세계를 욕망과 고통으

로 오염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양(修養)의 자세로 세상과 멀어지고자 

하였고, 이 불가능한 현실의 제약을 예술로 돌파했다. 문인(文人)의 관념 속

에서 자연산천은 인간세계와 명백한 대비를 이루었다. 인간의 세계가 줄어들

면, 산천(山川)의 영험함은 커진다. 산수(山水)의 무한함을 노래할수록 세속

의 소리는 줄어들어서 ‘도(道)’에 다가간다. 현대의 예술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전통의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 속으로 침범한 첨단의 자연환경

에서도 이상경은 지어지고 있다. ‘여가적 풍경’ 또한 동일한 맥락 안에 있다. 

‘여가적 풍경’에서 선택된 자연의 모습은 때로 일상적이다. 일상의 자연에는 

인간적인 흔적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성이 결코 자연의 영험함을 추월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여가

적 풍경’은 이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 거대하고 고요한 ‘자연(自然)’의 순환

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갖갖은 소리의 음악적 풍요에도 고요함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명상이, 그리고 다양한 풍미의 음식문화에서도 소식

(小食)이 행해진다. 고의적으로 비워낸 마음은 자연으로 향한다. 이는 성숙한 

의식의 태곳적 본성이다.

‘여가적 풍경’이 표현하는 공간은 조성된 공원처럼 다듬어진 모습이건 전

원에 나가서 마주할만한 실제의 풍경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생활의 풍경

이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삶의 애환과 초월적인 기대감이 담겨있다. 내가 일

상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해방될 때, 잠재된 풍경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일

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우리는 삶을 관조(觀照)할 마음의 여백(餘白)이 생

긴다는 말이다. 이를 뒤집어서 본다면, 내 삶의 풍경의 곳곳에는 이미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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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월적인 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216) 언제든 나의 태도가 준비된다

면 말이다. 몇 가지의 조건을 채운다면, 내가 속한 일상적인 풍경에서도 이 

특수한 세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1) 일상적 자연의 재인식

현대에서도 자연(自然)은 여전히 초월적인 해방의 세계를 표현하기에 적

합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면서 인

간이 마치 지배적 지위에 올라선 인상을 주었지만,217) 이것이 큰 착각이었음

을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근래 개척과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자 이내 

반성이 따르기 시작했다.218)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식이 확

장되면서 자연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재인식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용도에 따른 개조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자연은 근래에 이르러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명제 아래 지켜야 할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식의 변화는 행위

으로 이어졌다. 도로아래 덮였던 하천을 복원하거나, 지형과 전망을 고려한 

건축법처럼 직접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제품개발에도 

친환경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근대에 비해서 현대의 자연은 개념적

으로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가까워졌다. 또한 

216) 푸전위안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경은 예술의 형식이나 구체

적인 심미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술의 총체에 “언제나 조용히 숨어있거나 몰래

쌓여있거나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의경’이 예술가의 특정한 시각이

나 예술적인 형식에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서로 은밀히 내포되

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푸전위안, 『의경,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신정근·임태규·서동신 옮김(서울:성

균관대학교 출판부), 35.
217) 존 버거, 앞의 책, 274.
218) 마순자, 앞의 책,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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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의식은 예술문화에도 새로운 경향을 만들었다. 전위적

인 예술영역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서둘러 감지하고 특수한 예술의 형태를 

조직하기도 하였다.219) 뿐만 아니라 전통에 기반을 둔 동서양의 회화영역에

서도 일상적인 자연의 모습은 주요한 작품의 소재로 떠올랐다.220) ‘여가적 

219) 마순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지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대지미술은 자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파생한 현대의 전위적인 예술장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지미술은 자연 세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의도를 포함

하고 있다. 대지미술에서는 부서지기 쉬운 자연의 속성, 변화와 회복의 힘, 그 과

정, 자연의 질감과 장소의 본성 등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드러난다.”

마순자, 앞의 책, 303.
220) 마순자는 근래 풍경화의 성장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요

즈음 풍경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자연 풍경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실물학자 카슨(Rachel Carson)dl

‘침묵의 봄’을 우려한 이후 자연 환경의 보존은 차츰 지구촌 전체의 주요 관심사

[참고도판 5] 카린 맘마 안데르손, <시간의 섬(Time Island)>, 2006, 캔버스에 아크

릴과 유채, 83.8×12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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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은 후자의 방식으로 주관화된 세계를 펼쳐낸다.

기법과 양식을 막론하고 현대회화에서 ‘일상의 자연’은 익숙한 소재이다. 

아마도 이는 ‘여가(餘暇)’의 풍조가 확산된 시대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심

미(審美)가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예술적 가치가 사소한 일상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미의 태도에서 우리는 생활 속의 사소한 것들로

부터 예술적 품격(品格)과 취미(趣味)를 추구할 수 있다.221) 우리의 생활공

간의 ‘일상적(日常的) 자연’은 ‘대자연(大自然)의 풍광’에 비하면 영험한 원시

자연(元始自然)의 존재적 가치는 희석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곁에 친숙하게 

다가온 자연에도 ‘우주적(宇宙的)’ 속성은 여전하다. 우리는 일상의 자연에서

도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기대고 잠시 ‘여가적’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

가 되었고, 그것은 미술의 영역에서 자연과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의 증가를 가

져왔다.”

마순자, 앞의 책, 55.
221) 彭鋒,『中國美學通史』 第5卷(宋金元卷), 313.

[참고도판 6] 토랄프 크노블로흐, <행크스빌 여관(Hanksville Inn)>, 2012, 캔버스에 

유채, 150×220cm



- 103 -

마도 많은 작가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일상의 자연을 그리지 않았을

까. 맘마 안데르손(Karin Mamma Andersson, b.1962)처럼 ‘일상의 자연’을 

빌려와서 소박한 서정미(抒情美)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참고도판 

5]) 크노블로흐(Toralf Knobloch, b.1962)과 같이 일상의 장면으로 조형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자유롭게 재조립해내는 경우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도판 6]) ‘여가적 풍경’이 일상의 자연을 다루어 낼 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된다. ‘일상의 자연’은 전통의 자연관(自然觀)을 만나서 다시 ‘의경

(意境)’의 가치를 덧입게 된다. 이는 내가 일상으로 ‘여가(餘暇)’를 끌어들이

는 방법이다.

현대의 자연은 도시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심 속에서 언제든지 

여유를 부릴만한 도심공원(都心公園)이 일상적인 자연이 될 수도 있다.([작품

도판 6]) 또 요즘에는 잘 조경된 카페가 참 많다. 그리고 도로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심겨진 조경수(造景樹)’나 ‘모퉁이의 잔디밭’도 ‘여가

(餘暇)’의 현대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작품 <옅은 하루 1>([작품도판 7])의 

[작품도판 6] <Dog Fight 2>, 2018, 장지에 혼합매체, 162.2×26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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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보면, 건물과 도로의 좁은 간격 사이에 수풀이 심겨있다. 어쩌면 누

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라난 잡초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대강 꾸며진 골목길의 조경도 순화와 정제를 거쳐서 ‘여가적 풍경’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공간은 내가 분명 머물렀던 곳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골목풍경의 기록이 아니라, 일상적 자연공간에서 맛본 ‘여가’의 정서

가 고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살펴본 작품 <소리의 흔적>([참고도판 4])

처럼 거대자연이 형성하는 깊은 심연(深淵)은 아니겠지만, 도시풍경과 어우

러진 자연이 적절히 구성되고 새로운 조형적 운율과 색조를 입으면서 조화로

운 하나의 정경이 탄생했다. 이 안에도 자연과의 조화로움에서 오는 쉼이 있

다. 

[작품도판 7] <옅은 하루 1>, 2019,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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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적 자연의 고요함

‘여가적 풍경’이 표현하는 공간은 공원(公園)이나 전원(田園)에서 쉽게 마

주칠만한 실제의 풍경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박한 일상의 자연(自然)이지만 

단순한 생활의 풍경이기보다는 삶의 애환과 초월적인 기대감이 담겨있다. 내

가 일상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해방될 때, 잠재된 풍경은 모습을 드러낸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우리는 삶을 ‘관조(觀照)’할 마음의 여백(餘白)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를 뒤집어서 본다면, 내 삶의 풍경의 곳곳에는 이미 차

분한 초월적인 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222) 언제든지 우리의 관조적 시

선이 준비된다면 말이다. 몇 가지의 조건을 채운다면, 내가 속한 일상적인 

풍경에서도 이 특수한 세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내 삶의 다양한 풍경에서도 아득한 기억을 돕는 특별한 장소들이 몇몇 있

다.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시선의 목적-‘볼 것’을 잃어버릴만한 아득한 

거리감은 내면의 활동을 돕는 듯하다.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거리감이 필수적이다. ‘원(遠)’은 ‘멀다’는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

득하다’는 감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동양의 산수화론에서 ‘원’223)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공존한다. ‘원’은 멀리 본다는 물리적 시간과 거리뿐만 아니

라, 산수너머의 정신세계로 뻗어간다는 ‘경계(境界)’의 변화를 의미한다. 산수

(山水)의 재인식이 일어난다. 산수화에서 ‘원’의 관조방식은 ‘의경(意境)’을 

불러온다. 이 거리감은 심리적인 거리이다. 회화는 구도(構圖)를 활용하여서 

222) 푸전위안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경은 예술의 형식이나 구체

적인 심미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술의 총체에 “언제나 조용히 숨어있거나 몰래

쌓여있거나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의경’이 예술가의 특정한 시각이

나 예술적인 형식에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서로 은밀히 내포되

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푸전위안, 『의경,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신정근·임태규·서동신 옮김(서울:성

균관대학교 출판부), 35.
223) 하영준, 앞의 논문,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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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감을 만드는데, ‘아득함’이라는 심리적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회화가 관조적(觀照的) 태도로 풍경을 

바라보고 참된 ‘여가’를 기대한다면, 큰 움직임은 삼가고 자연(自然)이 지닌 

상승적인 율동이 슬쩍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면 안에서의 활달한 

운동은 줄이고, 이 공간에 고요한 운율을 되살린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요-‘정(靜)’을 필요로 한다. ‘고요함’은 

약동하는 ‘자연’의 순환을 담을 빈 그릇이다. 

[작품도판 8]은 ‘새벽녘에 거닌 풀길’을 작품으로 옮겼다. 이 길은 근교에

서 언제든지 쉽게 마주칠만한 비포장도로이다. 넓게 펼쳐진 들판 위로 내부

조명이 밝게 빛나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더 뒤로는 마을의 집이, 그리고 아

주 멀리 희미한 산의 윤곽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의 중심주제

[작품도판 8] <풀길>, 2017,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 107 -

인 ‘빈 공간’을 보조할 뿐이다. ‘넓게 펼쳐진 빈 들판’이 작품이 보여주는 바

이다. 이 빈 공간은 적막하고 고요하다. 이 비움의 공간에 ‘여가적(餘暇的)’ 

정서가 담긴다. 실재의 새벽은 드문 새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특별한 정취를 맛보았다. 내가 걸어온 길의 시점은 다양했지만, 나

는 이 ‘비움’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촬영한 사진

을 따라서 화면구성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여가적 풍경’에 담긴 정서를 표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그리게 되었다. 고요함은 의도적으로 연

출되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자연은 본래 자연의 불변하는 속성은 물론, 

다양한 시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현대화된 자연에서도 여전히 일어

난다. 일상에 침범한 현대의 자연은 변함없이 그것의 영험함을 지키고, 참된 

‘여가’로 우리를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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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적 풍경

‘여가적 풍경’이 동시대의 자연경관을 포착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생활환경은 곧바로 작품화된다.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도시적이다. 

서울은 항상 사람이 붐빈다. 나도 그 속에서 바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그

런데 일상의 분주함 속에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즐거움이 있다. 공휴일의 이

른 아침에 손님이 없는 커피숍을 방문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홀로 공원을 산

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귀가하고 없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의 남겨진 발자취

가 있다. 인적이 남은 빈자리는 또 다른 정경을 연출한다. 장소는 변화되어

서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다. 이는 정신적인 작용이다. 인적만 남은 장소에는 

[참고도판 7] 안드레아스 구르스키(Andreas Gursky), <타임스퀘어(Time Square)>, 

1997, C-Print, 185×24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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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던 기억과 감정이 다시 피어오른다. 나는 그 적막한 분위기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공간 머물렀던 정서와 의미를 작품으로 실행한다. 

(1) 도시의 빈 공간 

‘여가적 풍경’에서 ‘비움’의 원리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동양예술론이 

말하는 ‘허(虛)’의 개념이다. ‘허(虛)’는 ‘기(氣)’의 순환하는 작용을 불러온

다.224) 더 이상 빈자리는 ‘없음’이 아니다. ‘늦가을의 헐벗은 산’이 왕유(王
乳)의 독특한 정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비워진 도시는 현대인의 새로운 ‘경

계(境界)’를 보여준다.([참고도판 7]) ‘무(無)’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고 순환

의 가능성으로 채워지듯이, 내 작품에서 그려진 도시의 빈자리는 새로운 감

수성과 의미로 확장된다. 이것은 대상과 나의 공간이 만드는 상생적(相生的) 

224) 푸전위안, 앞의 책, 346.

[작품도판 9] <하얀 광장>, 2018, 장지에 혼합매체, 130.3×19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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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다. 도시적 풍경에서도 비워

진 세계는 ‘여가적’ 정서가 머무를

만한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작품 <하얀 광장>([작품도판 9])

은 교내(校內)의 법대동(法大洞) 

사이에 위치한 석조광장(石造廣場)

을 그려내고 있다. 크지 않은 광장

의 공간에는 침엽수가 심겨진 조경

화분이 병렬로 나란히 놓여 있다. 

조경나무는 인간적으로 가꾸어진 

자연의 모습이다. 공간에 비해서 

소박하고 간소하게 표현된 자연의 

모습은 전체를 대표한다. 가을 산

의 쓸쓸한 정경을 노래했던 왕유

(王維)의 미감이 현대적 풍경에서

도 되살아난다.225) 도시적 풍경은 

‘여가적’ 시선 안에서 여전히 우주

(宇宙)의 순환을 되살리며, 현실의 

새로운 ‘여가적 풍경’으로 가꾸어 

낸다.

그림의 소재로써의 카페는 전통

적으로 ‘여가적’ 정서와 유사한 정

취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

었다.([참고도판 8]) 현대의 생활에

서 고요한 음악과 커피 향이 나는 

225) 편역자는 ‘텅 빈 산-공산’을 “아무도 발길을 들여 놓지 않는 듯한 깊고 고요

한 산”으로 의역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의 속성을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 (桃

花源)’같은 유토피아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왕유(王維), 위의 책, 86.

[참고도판 8]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카페테라스(Café Terrace)>, 1988, 

캔버스에 유채, 81×65.5cm

[작품도판  10] <하얀 식탁 1>, 2019, 장지

에 혼합매체, 97.0×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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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휴식이거나 여유로움,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의미한다. 도시적 풍경들 가운데서 카페는 ‘여가적’ 정서를 담기에 아주 적합

한 대상이다. 나는 카페를 종종 그린다. 내가 실제로 카페에서 편안한 시간

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카페에서의 시간은 도심에서 마음의 ‘여

가’를 찾는 잠깐의 정신적인 휴식이다. 

내가 카페를 그릴 때 특히 주목하는 요소는 공간적인 조형미, 그리고 대

부분의 카페 그렇듯 잘 가꾸어 놓은 조경이다. 실내의 공간인 만큼 직선으로 

이루어진 입체의 공간을 차분한 율동으로 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를 

그리면 ‘여가적 풍경’에 대한 연구 과정은 다음의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명

확하다. <하얀 식탁 1>([작품도판 10])과 <햐얀 식탁 2>([작품도판 11])는 

순서대로 제작되었다. 둘을 비교해보면 먼저 그린 <하얀 식탁 1>보다 카페의 

조형적인 운동력은 줄었다. 그리고 ‘여가적 풍경’의 내밀한 정서를 보여주기 

[작품도판 11] <하얀 식탁 2>, 2019,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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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화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새롭게 그린 <하얀 식탁 

2>는 2배로 커진 화판에 훨씬 더 적은 것들이 그려졌다. 거기에는 고요한 정

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요소만이 그려졌다. 다시 그려진 작품에

서 카페의 빈 공간은 ‘여가적’ 미감을 분위기로써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비

워진 도시의 풍경은 광활한 자연의 포용력에 비하면 약한 것이지만, 하루 삶

의 무게감 정도는 덜만한 ‘여가적’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다. 마치 과거 사

대부문인(士大夫文人)이 일상에서도 원림(園林)을 조성하고 무위적(無爲的) 

활동을 통해서 정신해방을 추구했던 것처럼,226) 나는 도시의 한 카페에서 하

루치의 ‘여가’를 누린다.

(2) 인적이 남은 장소

‘여가적 풍경’의 시각은 공간의 기억을 더듬는다. ‘여가적 풍경’은 망막을 

때린 감각적인 풍경이 아니라, 고요한 시선으로 삶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

한 아득함을 바라본 세계이다.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 미감으로 승화된

다. ‘여가적 풍경’에서 표현의 대상은 공간인데, 이 공간은 대체로 비워진다. 

‘허(虛)’의 개념으로 이를 표현하자면, 공간은 ‘비움’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도시생활의 풍경을 그리기면서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그

렇지만 조형적 운동력을 조절하고 필선(筆線)과 색조(色調)를 통일함으로써 

현대적 공간의 ‘여가적 풍경’의 정취를 만들 수 있다. 이 공간의 특성을 해치

지 않는 선에서 인적(人跡)이 남은 풍경은 특별한 정취를 불러일으킨다. 추

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참고도판 9])를 

보면 갈필(渴筆)의 구불구불한 선(線)을 사용하여 나무와 집이 있는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메마른 필선의 떨림이 나무 서너 그루와 집을 그려냈다. 대

관산수(大觀山水)에 비하자면 인간적인 요소인 건축물이 화면에 커다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희는 대상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서 인간의 감수성(感受性)을 극도로 끌어올린다. 이는 훌륭한 연출이다. 필선

226) 위첨첨, 앞의 논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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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갈증과 투박한 형태는 적막감을 극대화한다. 최종적인 ‘여가’는 무한

한 자연(自然)으로의 귀일(歸逸)이겠지만, 때로는 인간의 감수(感受)에 무게

를 두고 공간에 대한 진한 정서를 연출할 수 있다. 

예찬(倪瓚, 1301-1374)의 작품 〈어장추제도(漁莊秋霽圖)([참고도판 10])

와 <용슬재도(容膝齋圖)>([참고도판 11])를 보면 쓸쓸하고 소쇄한 정취가 담

겨있다. 그는 두 작품에서 건조한 속필을 활용하여 긁어낸 듯한 필선을 보여

준다. 두 작품은 모두 잎을 떨군 수 그루의 나무가 바위틈에서 청초하게 자

라났다. 조형요소와 표현대상을 결합하여서 일관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 안에 그려진 대상이 차이가 있다. <용슬재도>에는 빈 정자가 간결한 필

치로 그려졌다. 이는 인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연출이다. 이 정

자는 예찬과 관객의 눈이 머무르는 집이다. 나무와 바위 그리고 물이 만드는 

청초하고 고결한 정신이 있다면, 정자가 그려진 후자의 그림에서는 인간적인 

향수가 강하게 피어난다. 우리는 이 집을 더 익숙해 하고, 이를 발견했을 때 

반가워하기 마련이다. 친숙함은 감수를 고조시킨다.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머물고 떠난 빈자리는 적막감을 불러일으킨다. 자

연의 정취와 인간적인 요소가 결합되면서 감정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 감

정은 발산하는 힘이기보다는 초연한 정신이다. 인간이 머물렀던 흔적을 화면 

안에 의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긴 시간을 누적시키고 깊은 역사감(歷史感)과 

세월감(歲月感)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인간적 요소는 산수의 영험함을 침범

[참고도판 9] 김정희(金正喜), <세한도(歲寒圖)>, 1844, 종이에 수묵, 23×6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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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사용에는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빈자리의 정서가 우선이라는 

말이다. ‘여가적 풍경’ 먼저 살펴본 카페의 풍경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요소

가 강조된 작품이 있다. <Rooftop A, B, C, D>([작품도판 12, 13, 14, 15])

는 네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시리즈작품이다. 이 공간은 근교의 한 카페에서 

빌려왔다. 가장 조용한 곳을 찾는 습성을 따라서 여러 층을 방황하던 중에 

결국 루프탑(Rooftop)에 올랐다. 야외에서 오래 견딜만한 날씨는 아니었지

[참고도판 10] 예찬, 〈어장추제도(漁莊秋霽圖)〉, 1355, 종이에 수묵, 96×47cm

[참고도판 11] 예찬, <용슬재도(容膝齋圖)>, 1372, 종이에 수묵, 74.7×3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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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 갖는 정취가 좋았다. 텅 빈 공간에 의자들은 어

질러진 채 놓여 있었다. 이 정취에는 오랜 시간이 쌓여있었다. ‘인적이 남은’ 

공간에 대한 추억은 <Rooftop>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재생되었다. 이는 감

각적인 복원이 아니다. 공간에 대한 기억과 함께 총제적인 감수성을 덧붙인

다. 인적이 스친 의자들은 회화의 공간에서 새로운 운율을 만든다. 카페의 

빈 공간의 상생작용(相生作用)을 돕는다. 이 고용한 힘의 미동은 영원히 작

[작품도판 12] <Rooftop A>, 2018, 장지에 혼합매체, 73.2×103.2cm

[작품도판 13] <Rooftop C>, 2018, 장지에 혼합매체, 60.6×72.7cm

[작품도판 14] <Rooftop B>, 2018, 장지에 혼합매체,73.2×103.2cm

[작품도판 15] <Rooftop D>, 2018, 장지에 혼합매체, 50.3×3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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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고정되었다.227) 나는 다시 나의 작품을 보면서 카페에서 누렸던 ‘여

가적’ 심경을 기념한다.

227)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회화가 존재에 감추어진 힘을 영

원히 쏟아낸다고 말한다. “세잔은 ‘세계의 순간’을 그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 순

간은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러나 세잔의 캔버스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순간을 쏟

아낸다. 세잔의 생트 빅투아르 산이 내가 보는 화폭 속의 세계에서 생겨났다 사

라졌다 다시 생겨나는 방식은 엑상프로방스를 굽어보는 단단한 바위산이 존재하

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세잔의 산이 뿜어내는 힘은 액상프로방스의 바위산에 못

지않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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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물이 있는 풍경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깨어지기 쉽다.228) 예술에서 인간성이 지나치

게 부각되면 고상한 시의(詩意)를 해친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회화에서는 

상상력과 의미가 명확하게 고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초연한 세계의 총체적 

미감을 훼손시킨다. 불교(佛敎)나 도교(道敎)의 ‘고사인물화(古事人物畵)’229)

에 담긴 사상이나 철학이 고차원적일지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미술

에서 이미지는 내부의 이야기에 종속된다.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의 말의 빌리면, “서사적(敍事的) 미술은 필연적으로 공간과 관

련있는 것”230)이다. ‘공간’은 ‘정신의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가 일어나는 현

장’의 무대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

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런 형태의 미술은 ‘서사적인 연출’에 

가깝다. 이는 ‘그리스적 전통’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231) ‘그리스적 전통’

이란 현실의 환영(幻影)을 제시함으로써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문인(文人)들의 예술은 실존을 벗어난 비대상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가

상이나 환영의 공간이 아니다. 문인의 정신세계는 ‘기(氣)’로 설명되는 비물

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은 환기된 현실의 서사성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도록 해야 한다. 산수화는 “상상 속의 덧없는 한순간”232)이 아닌 

‘도(道)’ 자체이다. ‘도’의 세계는 서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存在)한다. 

산수화(山水畵)는 존재를 실행한다. ‘여가적 풍경’이 영원한 거처가 되기 위

해서는 서사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가적 풍경’을 조형하기 위

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대의 풍경에는 인간이 가꾸어 놓은 자연의 모습이 

많다. 하지만 풍경에서 인물이 중심되거나 인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228) 서복관, 앞의 책, 264.
229) 서복관, 앞의 책, 255.
230)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46.
231)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44.
232)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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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16] <둑방길>, 2018, 장지에 혼합매체, 90.9×7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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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는 것이다.([작품도판 16]) 

각각의 예술현상에는 그것의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풍

경화의 발전은 인물 위주의 미술보다 늦게 출현한다. 중국미술사에서 산수화, 

즉 풍경회화가 전개된 시기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 그럼에도 

중국의 산수화 역시 인물화 이후에 등장한다. 중국의 위진시대(魏晉時代)에 

현학사상(玄學思想)이 발전되었고,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사상이 후대에 

이르러 예술적 결실을 맺은 형태가 산수화라고 할 수 있다.233) 현학적으로 

고취된 인간정신은 산수로 향하였고, 산수화는 동양예술론의 골간이 되었다. 

한번 깨어난 정신은 후퇴하지 않는다. 미적체험의 목적이 스스로를 위한 정

신의 해방이 된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산수화는 위진(魏晉) 이

후 북송(北宋)에 이르면서 점차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최고

의 예술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동양화론의 발전사에서 핵심은 인물중심의 회화가 산수로 옮겨갔다는 점

이다. 산수화는 보다 고취된 정신세계를 담기에 적합한 예술형태이다. 산수화

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예술의 대한 논의는 대부분이 인물화에 관련된 

이론이다. 동진(東晉)시대 고개지(顧愷之)의 「화운대산기(畵雲臺山記)」는 

산수의 작화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간략히 언급했

던 것처럼, 이는 최초의 산수화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34) 왜냐하면 이것은 

현학사상(玄學思想)의 발현으로 형성된 산수화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복관(徐復觀)의 설명에 따르면, 「화운대산기」에 나타난 산수의 작화법은 

233) 서복관은 현학사상(玄學思想)이 산수화 탄생에 근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현학이 위진 밑 그 이후에 대하여 특히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곧 인간과 자

연의 융합 때문이다.”

서복관, 앞의 책, 253.
234) 서복관은 고개지의 ‘화운대산기’가 고사의 배경으로써 산수를 다루었기 때문

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수화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고개지)가 의도

하는 바도 이 운대산으로써 이 고사의 배경을 삼는데 있지, 결코 운대산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산수화론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복관, 앞의 책,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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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대산(雲臺山)’ 자체의 영험함이라는 정신세계를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고

사(古事)의 배경으로 삼았다. 인물화 중심의 회화는 어떤 이야기의 장면을 

포착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현학사상의 배경으로 등장한 인물화론 역시 장면

의 서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신(傳神)’이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목적

으로 하였다.235) 인물화는 등장하는 인물의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신(神)’을 

담고자 한다. 그래서 미술가는 인물의 표현이나 배경과의 조화로움에서 조형

적인 가공과 창조를 시도한다. 그러나 인물의 고유한 성격과 인물들이 만드

는 고사의 내용이 고상할지라도, 이는 순수한 예술적 성취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인물화로써 일정한 예술적인 성취가 가능하지만, 이는 내용과 인물에 

구속된다. 그래서 예술가는 인물화를 통해서 ‘인생감’이나 ‘정신의 해방’이라

는 예술의 고차원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산수화에 비해서 인물화는 인위적인 

기술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보인다.236) 인물중심의 회화는 눈속임을 통한 

상상력으로 재구성되는 것이기에, “불완전하고, 인간 정신의 하위 부문에 속

한다.”237)고 할 수 있다. ‘여가적 풍경’에 그려지는 인물은 산수화의 가치에 

순응한다. 인물들은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자연의 속성에 호응한다는 것이다. 

산수화에서나 ‘여가적 풍경’에서도 인물이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물은 

자연에 속해 있다. 인물은 자연의 순환하는 힘으로 우리는 이끌어주는 안내

자일 뿐이다.

235) 서복관, 앞의 책, 253.
236) 곰브리치는 플라톤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예술의 기능적인 면에 대한 부정

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38.
237)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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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과의 거리감

‘여가적 풍경’은 자연(自然)의 영험함에 의탁하여 인간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함이다. 이런 종류의 회화에서 주인공은 자연에 깃든 순수한 힘이다. 이는 

추상적인 것이다. 이 세계는 천천히 인식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요소는 그것

을 훼방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회화에서 인물(人物)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작게 축소되어야 한다. 인물은 너무나 강력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인

물은 강한 주목성을 갖고 있으면서 보는 이의 감정이입을 강하게 끌어낸다. 

이런 깨달음은 작업의 반성적인 결과였다. 2015년에 제작된 작품 <정원(A 

Private Garden) 2>([작품도판 17])는 산책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작품도판 17] <정원(A Private Garden) 2>, 2015, 장지에 혼합매체, 

130.3×97.0cm

[참고도판 12]  <정원(A Private Garden) 2>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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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으로 도달한 곳은 현실의 장소가 아니

다. 내가 산책을 통해서 얻은 것은 비물질

적인 세계였다. 마음속에 평온함이 깃들고, 

정화된 마음으로 삶을 조망한다. 내가 획득

한 하나의 ‘경계’를 기념하는 일이 작업실에

서 진행되었다.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다리 

위에서 고요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인물

을 그려 넣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물을 그

려 넣고 보니, 작품은 나의 의도와 반대로 

전혀 다른 종류의 회화가 되었다.([참고도판 

12]) 이 작품은 근교의 풍경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고요히 흐르는 물’에 빗대어 평

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이 들어가자 

이미지 안에서 독립적인 스토리가 발생하면

서, 평온함이라는 비가시적인 순수한 존재

를 놓친다. 인물은 작가 자신이나 관람자에

게 명확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물과 환경을 파악하며 ‘어떤 감정이겠구

나!’라고 맥락을 유추하게 된다. 이것은 피

해야 하는 서사성이다. 작업 도중에는 이 

작품이 지닌 서사성의 문제를 몰랐다. 그래

서 먼저는 인물을 다시 몇 번을 고쳐보았

다. 그런데 인물의 형상에 달린 문제가 아

니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인물은 지워

냈다. 뒤늦게 인물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은 것이다. 이는 작업실에서의 거듭된 

실패로 얻은 중요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의 작품에서 나는 이미지의 내부적 스

토리를 고의적으로 덜어냄으로 기대하던 추

[참고도판 13] 심주, <여산고도(廬
山高圖)>, 1467, 종이에 수묵담채, 

98.1×193.8cm

[참고도판 14] <여산고도(廬山高
圖)>의 하단부분.



- 123 -

상적인 세계를 발견해갔다.

인간적인 요소의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여가적 풍경’에 인물이 

들어간다면,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소략하게 넣어야 한다. 평면의 공간 속

에 인물이 작게 표현된다면, 인간적인 소음은 비움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

으면 본래의 정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다. ‘의경’을 추구하는 산수화에도 간

혹 인물이 등장하거나 인간의 사물이 그려진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미지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게 그려짐으로써 안전한 거리감을 확보

해야 한다. 산수에서는 인물이 자연을 전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산수화는 서사적 성질을 피한다.([참고도판 13, 14]) ‘여가

적 풍경’에서도 때로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서사

적 성질을 피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종설(終雪, The Last Snow)>([작품

[작품도판 18] <종설(終雪, The Last Snow)>, 2017,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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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에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눈보라 치는 목장의 풍경 안에는 그곳

을 방문한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도 인물의 역할은 축소되어 

있다. 이는 곧 조형적으로 적용된다. 그 크기나 묘사, 즉 조형적인 측면에서

의 축소이다. 인물은 인간의 개성이나 개별적인 행위는 배제된 채 단순화되

고, 조형적인 리듬이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 일을 두고 인

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축소는 ‘자연’이라는 더 

큰 생명에 귀속되기 위함이다. 인물들은 단순화되었지만 색채나 형태는 운동

력을 지닌다. 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바는 이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세밀한 것 즉, “공력”238)

을 제거하는 일이다. ‘여가적 풍경’은 의도적으로 ‘공력’을 버린다. 이는 분명

한 조형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2) 서사성의 배제

명(明) 설강(薛岡)은 “그림 가운데 산수화만이 의리가 심원(深遠)하고 의

취(意趣)가 무궁하다.”239)고 하고, “인물(人物)·조충(鳥蟲)·화조(花鳥)는 대부

분 화공(畫工)에 의해서 그려진다.”240)고 한다.241) 그는 산수화를 특별한 회

화장르로 구분하면서, 산수화가 정신적 발현을 추구하는 문인(文人)들에 의

해서 창작되는 예술형태임을 말하고 있다. 문인의 관념세계는 화공의 것과 

다르다. 그래서 문인이 산수에 담아야 하는 것은 ‘무위적(無爲的)’ 가치이다. 

‘비움’이 ‘기(氣)’의 순환하는 공간을 확보하듯이, 이미지 내부의 ‘비움’도 내

밀한 율동을 불러온다. 나는 철학적인 ‘무위’의 개념이 작화의 방법론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가시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이미지는 깊은 여운을 

만든다. ‘여가적 풍경’은 우리 곁의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인간사(人間事)는 

의도적으로 비워졌다. 이미지 내부의 인간적인 요소들은 독립된 스토리를 만

238)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1
239) 서복관, 앞의 책, 256(재인용).
240) 서복관, 앞의 책, 256(재인용).
241) 서복관, 앞의 책,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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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않고 그냥 있을법한 것이다.([작품도판 19])  

‘여가적 풍경’의 현장성은 사라진다. 사건은 일시적이나, 존재는 무한하다. 

‘여가적 풍경’은 산수화처럼 무한한 시간을 담는다. 창작자는 산천(山川)을 

오랜 시간 체험하여 깨달은 감수를 담고, 감상자는 작품의 순환하는 ‘기운(氣
運)’을 따라 천천히 감상한다. 긴 시간의 순환은 ‘무위’, 즉 목적의 상실로부

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회화에서는 ‘비움’이 핵심이다. 작화의 과

정에서도 그렇다. 창작자는 산수화의 작화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거할만’하고 

‘노닐만’한 시각적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지의 구성에서 명확하게 볼거

리는 없다. 산수화는 ‘고사인물화(古事人物畵)’처럼 스토리를 따라 읽어가는 

것도 아니며,242) 특정인물의 생각을 유추해보는 일도 없다. 인위적인 요소는 

배제된 채 이미지를 완성한다. 장학(壯學)의 ‘무위(無爲)’에서 비롯된 ‘비움’

242) 서복관, 앞의 책, 255.

[작품도판 19] <붉은 정원>, 2018, 장지에 혼합매체, 40.9×5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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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이 실질적인 ‘여가적 풍경’의 조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당지계(唐志契, 1579-1651)가 “산수는 공력(功力)을 드리는데 구애되는 

사물은 아니다.”243)라고 말한다. 이 말은 산수화가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산수화에는 화가가 ‘공력’으로 충실히 따라야 하는 외부

적인 요소가 없다. 산수는 실용을 버리고 무목적성을 강조한다. 무목적성이라

고 하는 것은 회화외적(繪畵外的)인 다른 목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 무목적

성으로 인해서 대상의 순수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인물, 조충도(鳥蟲圖), 화

조화(花鳥畵)의 경우에 사실에 매우 근접하는 세밀한 표현이 놀라움을 만들

어 낼 수는 있으나, 감각적 쾌감은 소비될 뿐이다. 이는 고취된 정신이 추구

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세밀한 산수”244)를 취하지 말라고 한다. 산

수화의 목적은 ‘정취’이지 ‘세밀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성은 적극

적으로 포기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실성은 생각과 감각을 지나치게 생생하

게 환기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의 ‘비움’은 눈의 좇는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를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눈은 인간, 인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인간

과 유사한 것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무위’의 회화는 이러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거부해야한다. 그래서 이미지의 구성에도 말 그대로 ‘비움’이 요

구된다. 

‘세밀함’에서 오는 시선의 구속만큼이나 이미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인 스토리가 주는 구속은 강력하다. 이러한 창작자는 이러한 구속에서 자유

로운 정신세계를 이룰 수는 없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로운 창

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화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필요조건은 스토

리를 발생시키는 인간적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시적 목적을 

버린다는 말’은 표현의 세밀함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가

독성(可讀性)을 없앤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이미지에서 읽혀질 인간적 특질

243) 당지계는 산수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산수를 그리는 것은 본래 멋스러운

풍치를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다. 초서와 행서를 쓰는 것과 서로 같아서, 공력을

드리는데 구애되는 사물은 아니다.”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13.
244) 유검화, 앞의 책,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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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토리를 배제해야 한다. 산수의 선택은 자연관에 의거한 관념적인 수용

뿐만 아니라, 회화의 서사적 기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회화의 방법

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한 산수화를 보면 자연으로만 이루어지거

나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아주 작게, 혹은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

로만 제시되고 있다. 혹시나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눈에 띄는 동작을 삼가고 

있다는 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등장인물들은 전혀 자연을 앞서지 

않는다. 나의 작품 <수변로>([작품도판 20])는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법한 

개간된 하천의 수변산책로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산

책로에 빈 의자만이 간단하게 표현됨으로 강한 서사성을 피하고 있다. 이 작

품의 내적인 주제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흐르는 물의 정경이 만드는 소

박한 자연의 움직임이다. 서사적인 요소들은 보조적이다. 내부의 정취를 보조

[작품도판 20] <수변로>, 2018,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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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사용된 최소한의 수단이다.

산수화 전개의 특성으로 살펴본 ‘스토리에서의 해방’이 서양미술사에서도 

확인된다. 중세에 서양미술은 종교의 시녀였다. 서양의 고전주의 미술이 “자

연사(自然死)”245)하고, 근대에 이르러 회화가 진리의 탐구라는 독자적인 지

위를 회복하자, 예술가들은 화판 위에서 본질적인 것들만을 남겨두고 거추장

스러운 것들은 덜어내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미술작품이 미술외부적인 구

속에서 벗어나서 홀로 존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근현대의 미술작품은 이미

지 내부의 환영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246) 스스로 세계를 형성한다. 미

술이 순수한 정신의 활동을 추구한다면, 이미지의 구성에 있어서 삽화적 성

질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서양에서 사실주의적 기조아래 

의도적으로 선택된 ‘무심한 풍경과 정물’이나, 전통산수화에서 ‘산수의 정경’

은 양자 모두 ‘스토리에서의 해방’이라는 공통분모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이미지를 얽매는 고정적인 것들을 버리기 위함이다.

회화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극단적으로 줄인 결과로 근대의 추상운동

(Abstract)이나 현대의 비대상미술(Non-objective painting)의 형식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는 여전히 산수화처럼 그림 안에 대상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존재에 집중하게 하는 예술형식도 계속되고 있다.247) 후

자는 ‘여가적 풍경’의 조형방식이다. 이러한 표현주의적인 성향의 예술은 산

수화가 인물의 작용을 멀리하면서 회화의 추상성을 추구한다. 내부적인 사건

은 배제되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것’-‘대상과 조형’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럴 

때 오히려 추상회화나 비대상회화보다는 대상의 관념적인 성질이 남겨진 채 

주관화된다. 그것이 풍경이라면, 그것은 공간이나 장소의 주관화라고 할 수 

245)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82
246) 곰브리치는 시각적인 경험의 맥락이 없다고 하더라고 지식에 의존하여 전

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341-3.
247) 곰브리치는 고전주의 화풍이 자연사하고 풍경화를 앞으로 끌고 와서 특정

한 진실에 대한 탐색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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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완전한 추상이 눈을 감은 명상이라면, 이러한 회화는 눈을 뜨고 꾸는 

꿈이다. 그래서 추상회화보다는 더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관념의 세계를 구축

할 수 있다.248) 

248) 질 들뢰즈, 앞의 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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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적 풍경’의 미감과 감성

‘의경(意境)’은 개체적인 형상의 고정을 깨고, 더 깊은 개념으로 특수한 미

감(美感)과 감성(感性)을 내포한 추상적인 예술세계이다.249) 이것은 ‘우주(宇
宙)’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이다.250) 이 특수한 예술은 시대와 시간을 초월한

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보편율(普遍律)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끊임없이 그리워한다. 인간의 

결핍과 정신의 도약이라는 점에서 ‘의경’을 추구하는 예술적 특성은 제의적

(祭儀的)이다. ‘의경’은 시도되는 모든 예술의 최종점을 다루어 낸다. 그리고 

지금의 예술세계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예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각

기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지는데, 우리는 “인생감, 역사감과 우주감”251)이라

는 ‘의경’의 경향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미감과 감성

은 인간의 존재적 성찰로부터 확장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

는 미적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처럼 내면생활에 몰두하게 된 것은 

체험적인 삶에서의 감수(感受)로부터였다. 혼란한 시기를 거쳐 약간의 ‘여가

(餘暇)’를 회복하고 보니, 이러한 나의 체험은 인류의 보편적인 충돌임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많은 글과 노래와 시가 이를 향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

가 ‘의경’을 수용하고, 작업의 동력으로 삼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적결핍을 

극복하는 수많은 작은 도전들이 자신의 투쟁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

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문화현상이다. 나의 투쟁은 ‘여가’라는 소기(小器)의 

성취를 이루었다. 나는 이로부터 성취한 미감과 감성을 ‘여가적 풍경’으로 공

유한다. 

인간의 내적인 결핍은 ‘도약점’이 된다. 내 작품의 시초는 결핍이었다. 어

249) 위첨첨, 앞의 논문, 90.
250) 마순자, 앞의 책, 136.
251) 예랑, 앞의 논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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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할 바를 모르는 내적인 갈등 안에서 나는 자연스럽게도 그림을 그렸다. 삶

으로부터 비롯한 결핍을 진하게 맛보던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작품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결핍의 목

격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정신을 단련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육신을 뛰어넘는 정신의 생명력이야말로 인간의 종(種)이 갖는 위대

함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예술뿐만 아니라 문학과 스포츠 등 삶의 여러 가

지 영역에서 단련된 정신의 승리가 드러날 때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감히 

‘인간의 고통에 유익함이 있다.’고 말해진다.

나의 경우에 스스로의 결핍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삶 

속의 결핍감이 내게만 전속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연이나 이혼, 사별처럼 

한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이라는 사회적인 제약, 그리고 더 나아

가 자신의 탄생과 종말이라는 생명의 유한함이 주는 좌절과 상실감은 우리 

곁에 산재한 현실적인 체험이다. 그러나 위대한 순간은 결핍된 시기에 찾아

오기도 한다. 바로 시한부의 환자가 마지막의 삶까지 올바르게 살기로 결심

하는 것처럼, 가치전환은 이러한 하한선(下限線)의 체험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다.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핍을 모르고 어떻게 ‘의경(意境)’을 바라겠

는가. 이러한 결핍은 ‘여가적 풍경’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것으로부

터 많이 배웠다. 

서복관(徐復觀)은 세상의 결핍을 ‘혼탁(混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약

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현실의 세계가 ‘혼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다.252) 종병(宗炳)의 현실처럼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때, 그것에 맞

서는 위대한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미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경(意境)’

은 특수한 미감을 형성한다고 했다. 예랑(葉朗) 교수는 이 특수한 미감을 ‘적

252) 서복관은 예술세계이전에 현실의 자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

르면 현실의 세계는 ‘초월과 전환’이 필요한 ‘혼탁(混濁)’이라는 것이다. “천하가

아직 예술화되기 이전의 현실상태로써, 이는 단지 「혼탁」임을 알아야 예술성

있게 가치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자가 ‘어디에 간들 도가 존재하지

않으랴?’한 말을 증명할 수 있고, 따라서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초

월과 전환 이후의 일인 것이다.”

서복관, 앞의 책,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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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감(寂寞感)’, ‘세월감(歲月感)’, ‘인생감(人生感)’, ‘역사감(歷史感)’, 그리고 

‘우주감(宇宙感)’이라고 말한다.253) 이러한 미감은 영원(永遠)에 대한 그리움

이라는 인간의 존재적(存在的) 상실감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그래서 이 미

감은 본래적으로 쓴맛을 머금고 있다. 왜냐하면 예술가의 내적인 도약이 먼

저 결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단조적(短調的) 감수성은 ‘의경’의 출발

점이라고 할 수 있다.([작품도판 21])

모든 “미(美)의 효과는 반드시 즐거움”254)이라고 한다. 모든 예술적인 체

험은 어떻게든 모종의 쾌감(快感)으로 연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여가적 풍

경’도 당연히 ‘미적인 즐거움’을 좇는다. 그러나 나는 이 ‘즐거움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미적감수성(美的感受性)은 ‘의경(意境)’으로부터 

253) 예랑, 앞의 논문. 225.
254) 서복관, 앞의 책, 90.

[작품도판 21] <겨울 끝자락(Winter Yet)>, 2015, 장지에 혼합매체, 

112.0×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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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결과-미적효과이다. 미술의 ‘즐거움’은 다시 그가 확립한 예술관에 구

속된다. ‘즐거움’에도 예술관에 따라 다양한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

생을 위한 예술’255)이 전제된다면, ‘미적인 관조(觀照)’는 분명한 성격을 띤

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다루었다. 이것 궁극적인 성취는 장자(壯者)

가 말하는 ‘대미(大美)’나 ‘지미(至美)’256)일 것이다. 이는 ‘자연(自然)’의 무

심함에 귀속하는 것이다. ‘자연(自然)’의 커다란 순환이 고요한 것처럼, 그것

에 순응하는 큰 기쁨 역시 고요하다.  

‘여가적 풍경’에 나타난 ‘의경’의 단조적(短調的) 미감은 ‘비워진 자리’, 

‘과거의 회상’, 그리고 ‘상승적 움직임’으로 채워진다. 미리 살펴본 것처럼, 

‘의경’은 특별한 예술의 전형이나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경’은 

‘허정(虛靜)’한 체험을 통해서, 철학적인 감수성으로 되살아낸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상생작용(相生作用)’이 ‘의경’을 이룩한다. 그래서 ‘의경’은 이 모든 

과정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적 풍경’은 ‘공허(空虛)’를 

통해서 쓸쓸함을 담거나, ‘기억’을 통해서 ‘그리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

고 ‘생기’를 발견하고 ‘소박한 기쁨’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 모든 내적인 체험

과 예술로의 발현은 ‘의경’의 미적 감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255) 서복관, 앞의 책, 79.
256) 서복관, 앞의 책, 90.



- 134 -

1) 공허와 쓸쓸함

‘텅 빈 공간’은 ‘공허(空虛)’한 느낌을 만든다. 먼저 살펴본 왕유(王維)의 

시(詩)를 보면, 그는 쓸쓸한 정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가을의 산을 ‘공

산(空山)’로 표현했다.257) ‘공산’은 ‘사람이 없는 산중’을 의미한다. ‘의경(意
境)’은 인적 드문 ‘빈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의도적으로 비워진 예술에서 우

리는 어떤 결핍을 목격한다. 사람과 사건들로 가득 찬 일상의 삶은 예술가에 

의해서 ‘텅 빈 공간’으로 인도된다. 곧 우리의 시선은 이내 목적을 잃어버리

게 되고,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홀로 깊은 쓸쓸한 느낌을 체

험한다. 이 쓸쓸한 미감은 예랑(葉朗) 교수가 말하는 ‘의경’의 ‘적막감(寂寞
感)’과 동일한 것이다. 단조(短調)로 만들어진 음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나 노래되듯이, ‘공허’로 만들어진 쓸쓸함이라는 예술의 미감은 종결되지 않

는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상실감으로 비롯한 미감

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된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밝고 즐거운 활동으로 상황을 뒤집거나, 또 다른 방법은 그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한다. 왕유의 적적

(嫡嫡)한 심정은 매번 떨쳐 내거나 더 밝은 것으로 물리쳐야하는 성질의 문

제가 아니다. 자연(自然)은 일회적인 도피처라기보다는 슬픔을 마주하고 ‘관

조(觀照)’로 통찰력을 얻는 성숙의 장소가 된다.

<용해된 대지>([작품도판 22])에는 이러한 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한 방

향으로 길게 튀어나온 반도(半島)가 있는 이 그림은 중묵(中墨)으로 그려졌

다. 반도를 중심으로 아래에는 더 담해진 먹(墨)으로 바다가 채워지고, 위로

는 옅은 담묵(淡墨)이 하늘을 채우고 있다. 각 면적의 경계는 흘러내리고 있

다. 이는 창작시 가장 주안점을 둔 의도된 표현이다. 나는 ‘어느 흐린 날의 

바닷가’가 내게 주었던 ‘적막과 쓸쓸함’에 매료되었다. 그 바다의 대기는 많

257) 왕유(王維) 외 다수, 앞의 책,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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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체험은 공감각(共感覺)적이었다. 마음을 적시는 습

기가 충만하게 담긴 정경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한지(韓紙)의 매체적 

특성과 수묵(水墨)기법을 활용한 미술을 이러한 미감을 오랫동안 표현해온 

전통적인 재료였다. 완성된 작품은 수묵화처럼 먹(墨)의 농담으로 전체를 채

우고 있다. 쓸쓸한 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색채는 배제되었다. 왜냐하

면 색채는 너무 명확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회색조의 풍경에서 남

겨진 것은 불분명한 바닷가의 인상이다. 많은 것이 비워진 ‘공허한’ 회화에서 

깊은 감수성이 끌어올려진다. 구도를 보면 전통회화의 방식대로 대상의 형태

를 주관적으로 변형해가지 않는다. 내가 체험한 실제 바다의 사진은 가장 빠

른 스케치였다. <용해된 대지>는 사진 그대로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강한 물

질감(物質感)으로 대상을 환원해내고 있다. 대상은 불분명하게 제시되고, 순

간이 영원으로 고정된다. 그래서 해변의 풍경은 ‘적막한 반도’의 추상적인 인

[작품도판 22] <용해된 대지>, 2021, 장지에 콜라주와 혼합매체, 91.2×11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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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다가오게 된다. 

‘공허’와 쓸쓸함은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최초의 ‘공

허’에 불안과 당혹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반항심은 가라앉기 마련이고, 

점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를 삶의 일

부로 인정하고 초연한 태도로 다루어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내적인 태도의 

변화는 작품으로 귀결된다. 나는 창작행위로부터 삶의 문제나 무게감을 해소

하는 작용을 기대하였다. 나의 경우에 환상(幻想的), 도피적(逃避的), 그리고 

일탈(逸脫)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이었고 이내 변화가 따랐다. 

생각의 변화는 창작활동의 전면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이전의 작품이 ‘기록

적’이라면 지금은 ‘현재적’이다. 이전에 생명력(生命力)이 만들어놓은 흔적을 

[작품도판 23] <The Way into Red>, 2016, 장지에 혼합매체, 60.6×7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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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면, 지금은 자라나고 있는 생명의 존재를 담아내고자 한다. 그래서 

산천에(山川)에 자신을 기탁했던 구도자(求道者)처럼, 나는 영원히 머물만한 

세계의 존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품 <The Way into Red>([작품도판 

23])는 이러한 사고의 변화이전에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하나의 감정

으로 물든 석양의 풍경을 기념하며 그린 것인데, 회화 안에서는 이 자연의 

드라마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강조된 붉은 색채와 중앙 집중적인 구도, 그

리고 물질성이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놀라운 경험의 순

간이 회화로 고정되어있다. 이에 반해서 5년 뒤에 그려진 <물가 1>([작품도

판 24])은 유사한 시간대에서 담아낸 풍경이지만 정서와 그에 따른 표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보인다. ‘공허’와 ‘쓸쓸함’은 보다 슬픔의 순화된 감

정이다. 여기에서는 관조적(觀照的) 시선이 담겨있다. 

또한 나중에 제작된 <물가 1>([작품도판 24])는 분명하게 ‘볼 것’이 제시

[작품도판 24] <물가 1>, 2019,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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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있다. 이목을 사로잡는 조형적인 장치가 없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도이다. <The Way into Red>가 화면의 정중앙에 일어나는 회화적인 사

건, 즉 붉은 색과 강조된 소실점으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반면에, 

<물가 1>의 구도는 수평적이어서 운동감이 적다. 후자는 보다 수평적인 구도

이다. 수평의 방향으로 색면들이 적층(積層)되어 있다. 색면의 경계인 외곽선

은 자연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운동감을 줄인 채 유기적 형상으로 뻗어가고 

있다. 프레임 내부에서의 공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입체적 묘사

에 대한 흔적은 없으며 표현은 대체로 평면적(平面的)이다. 

더 바랜 듯한 색채 또한 정신적인 여백의 공간에 순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색채 역시 구도와 동일한 맥락을 따라 적용되고 있다. <The Way into 

Red>의 색채는 원색적이고 과격하다. 명도(明度)뿐 아니라 채도(彩度)의 범

위가 폭넓다. 이러한 명확한 대비는 눈길을 강하게 사로잡는 반면에, 늘어난 

운동력만큼이나 ‘여가적’ 정서는 반감된다. 이에 반하여 <물가 1>의 색채는 

보다 절제되어 있다. 이미지 내부에서 색채의 스펙트럼이 제한되었다. 명암의 

차이는 줄이고, 채도를 낮춤으로써 발산하는 색채의 고유한 힘이 줄어들었다. 

색채는 감정을 유발하는데,258) 이러한 감각적인 작용을 의도적으로 조절되었

다. 회화는 존재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다. 작품에 대한 태도는 미술의 외

형을 바꾸었다. 수평적이고 적층적인 구도와 색채사용의 절제함으로써, 스스

로 긴 시간을 머무를 만한 ‘여가적 풍경’을 찾게 되었다. 

258) 칸딘스키는 색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색은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바실리 칸딘스키, 앞의 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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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과 그리움

‘여가적 풍경’의 시선은 긴 시간을 기억한다. ‘여가적 풍경’은 지난날을 추

억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지난날의 추억이 남긴 실제의 공간을 

회화 속에 재생함으로써, 시간이 누적된 풍경의 특별한 정취를 향유한다.([참

고도판 15]) 이러한 표현에서는 시각적 분명함보다는 추상적 인상이 적합하

다. 왜냐하면 누적된 기억의 총체는 이미 주관화되었다. 그 장소에 대한 기

억으로 각자가 그것을 사유화(私有化)한다. ‘여가적 풍경’은 실제의 공간과 

기억을 적절하게 섞어낸다.([작품도판 25]) 이는 예술의 전통적인 접근이다. 

[참고도판 15] 뉴욕 센트럴 파크(New York Central Park)에서 촬영한 스케이트장

의 사진(촬영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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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은 현상세계로부터 이미지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재배열하는 일을 ‘흉중나열(胸中羅列)’259)이라고 표현한다. ‘흉중나열’은 객관

적인 것들로부터의 필수적인 요소를 선별하는 정제과정이다. 산(山)이 어떻

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화가자신만의 견해로 관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재구성

한다. 산의 객관적인 특성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 ‘정수(精髓)’만을 

취하여 이념적 전형을 구축한다. 작품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또 다른 하나의 

결핍된 세계이다. 감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라면, 그것으로부터 추출해 

낸 예술작품은 정확성의 차원에 있어 보다 열등한 상태이다.260) 그러나 우리

259) 박재석, 앞의 논문, 76.
260) 곰브리치는 플라톤의 철학을 서술하면서, 회화가 또 다른 결핍된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회화의 세계는 열등한 세계일 수도 있지만, 기호적

[작품도판 25] <Skating Day (B)>, 2020,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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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약동하는 도약이 없다면, 세계는 메마르고 공허

한 물질의 세계라는 것을 안다. 인식은 우리의 신장(身長)을 훌쩍 넘어서 영

원(永遠)에 맞닿아 있다. 예술작품이 이처럼 높이 솟은 인식의 세계를 좇는 

이상경(理想境)이라면, ‘정수’로 골라낸 작품의 내연은 의미가 풍부하고 훨씬 

높은 차원의 가치를 담게 된다. 곽희(郭熙)는 기억을 종합하여서 유가적인 

이념과 도가적 미감이 풍성한 이상경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상

경을 작품을 통해서 그리워한다. ‘여가적 풍경’도 역시 과거를 추억한다. 그

리고 그것에 대한 주관화된 기억을 표현한다. ‘여가적 풍경’이 펼쳐내는 세계 

역시 기억의 잔존물이 아니라 의미가 풍성한 하나의 이상경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이상경은 깊이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의경’의 미감은 때로 ‘그리움’

으로 나타난다.

‘그리움’이 꼭 지난 과거에 대한 추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랑(葉
朗)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본향(本鄕)을 떠난 심정과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즉 어떤 상실감(喪失感)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261) 그것은 영원(永遠)에 대한 감지(感知)이며, 과거 산수화가들의 산천

경물(山川敬物)을 통해서 담고자 했던 깊은 감수(感受)였다. 이는 ‘철학적인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262) ‘여가적 풍경’은 장소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인생의 총체적 감수이다.263) 이는 ‘우주(宇宙)’의 미감이다. 나는 <반짝이는 

물>([작품도판 26])을 통해서 해안에 걸친 물의 ‘반짝임’을 추억했다. ‘반짝

임’이라는 일시적 기쁨은 영속적인 자연의 모습과 대비를 만든다. 이 작품 

안에는 ‘반짝이는 기쁨’과 ‘무한하게 뻗어가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 둘은 대

비를 만든다. 작품의 주제는 제목인 ‘반짝임’이 말해주듯이, ‘해안을 쓸어 오

르면 사라지는 반짝임’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원경(遠景)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기고 나면, 우리의 눈은 멀

이거나 놀이의 기능처럼 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113-115.
261) 예랑, 앞의 논문. 223.
262) 주량즈, 앞의 책, 469.
263) 주량즈, 앞의 책,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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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26] <반짝이는 물>, 2021, 장지에 혼합매체, 146.0×10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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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안선을 따라 멀리 뻗어간다. 이런 시선의 확장은 무한함을 만들고 특별

한 ‘인생감(人生感)’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먹(墨)과 호분(胡粉), 그리고 종

이(壯紙)의 표면으로 만들어진 무채색조(無彩色調)의 표현은 감정을 순화시

키고 거리감을 형성한다. 해변에는 관조적(觀照的) 시선이 자리 잡고 ‘인생감

(人生感)’이 충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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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기와 소박한 기쁨

‘의경(意境)은 ‘허(虛)’와 ‘실(實)’의 ‘상생적(相生的)’ 작용으로부터 형성된

다.264) 그래서 이 작용은 내적인 확장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쓸쓸함’이나 

‘그리움’처럼 단조적(短調的) 아름다움이 ‘의경’의 출발선이라고 한다면, ‘생

기(生氣)와 소박한 기쁨’은 ‘여가적 풍경’의 최종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작품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예술적인 성취는 작품의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미감이나 

정취를 향유해가면서, 때로는 감수적(感受的) 미감에 흠뻑 젖기도 하고, 참된 

휴식으로 회복을 맛본 뒤에 다시 기대와 가능성을 찾아서 상승적 기운에 다

다르기도 한다. 중요한 지점은 ‘여가적 풍경’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가 쓴맛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창작활동에서 창작자의 감정이나 생각의 표출은 우선적이다. 그러나 발산

이 한 번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265) 삶을 종합한 예술의 목적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미 확증된 하나의 사실인 ‘생기(生氣)’, 즉 

자연의 ‘생명력(生命力)’에 기탁하였다. 이는 ‘단조적(短調的)’ ‘의경’의 ‘장조

적(長調的)’ 도약이다. 나는 이것이 ‘혼탁(混濁)’의 삶을 다루어낼 하나의 지

혜라고 믿었다. 내게 작품활동은 미술공부이자 삶을 배우는 현장이 되었다. 

그것은 일탈적(逸脫的)이거나 감각적(感覺的) 자극(刺戟)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해방은 정신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토대를 존중한다. ‘여가적 풍

경’은 현실을 견딜만한, 더 나아가 살만한, 세계로 가꾸어준다. 내게 회화는 

264) 푸전위안, 앞의 책, 346.
265) 서복관은 현대미술이 인간에게 잠재된 「의식흐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에 외부세계를 차단하고 항거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메마르고 고독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양상을 띤 현대미술을 ‘절망 속

에서 나온 절규’라고 비판한다.

서복관, 앞의 책,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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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27] <Wild Plants>, 2019, 장지에 혼합매체, 53.0×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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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삶을 부여받는 기쁨이 되었다.

‘생기’는 친숙하게 자연(自然)으로 표현된다. 자연의 표현방식이나 자연의 

표현규모와는 상관없이 자연은 고유의 ‘생기’를 머금고 있다. ‘대자연(大自
然)’의 일렁이는 ‘파도’에서나, 화분에 심겨진 ‘풀잎’은 각자에 알맞은 ‘생기’

를 지니고 있다.([작품도판 27]) 나는 화초를 가꾸는 일을 즐긴다. 왜냐하면 

작은 화분 안에는 ‘우주(宇宙)’의 ‘기운(氣運)’을 빨기 위해 뻗어내는 풀의 

‘상승적 힘’이 감지된다.([작품도판 10]) 화초를 가꾸는 취미는 이 힘을 발견

하는 기쁨에 있을 것이다.266) 이와 같은 소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는 

266) 바슐라르는 일상적인 대상의 재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늘 볼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다른 곳에서 되찾고자 하는 격이다. 일상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무겁도록 덧입히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공기와 꿈 – 운동에 관한 상상력』, 정영란 옮김(서울:이

[작품도판 10] <하얀 식탁 1>, 2019, 장지에 혼합매체, 97.0×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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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의 엄숙한 힘보다는 ‘풀’이나 ‘나뭇가지’를 작품 안으로 끌어온다. 이 

소박한 자연(自然)의 단편(斷片)에 주목하면 그 안에는 ‘생명(生命)’이라는 

큰 원리가 자리하고 있다.([작품도판 28])

그림의 대상으로 ‘거(居)’와 ‘유(遊)’의 장소를 택하라는 조언에는 예술을 

대하는 곽희(郭熙)의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267) 먼저 밝힌 바와 같이 『임천

고치집(林泉高致集)』은 ‘군자(君子)’가 추구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잠깐 “방문해볼만한 곳”268)이나 “한번 구경해

볼만한 곳”269)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소보다는 거주하거나, 오랜 시간동

학사, 2001), 25.
267) 곽희는 ‘가거-살만한 곳’과 ‘가유-노닐만한 곳’의 장소를 취하라고 하면서,

이런 장소가 군자가 갈망하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30-231.
268) 유검화, 위의 책, 230-231.
269) 유검화, 위의 책, 230-231.

[작품도판 28] <호수공원>, 2017, 장지에 혼합매체, 130.3×19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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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노닐만한 세계를 택하기를 권장한다. 이처럼 회화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

은 작품이 낳은 미적효과의 결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다. 화가는 작품의 첫 번째 관객이다. 화가는 자신 작품이 낳는 예술적인 효

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곽희는 ‘군자’가 마땅히 살만한 장소를 꿈꿨기 때문

에 자신도 그 세계의 한편에 거처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적용된

다. 회화는 외부로 향하는 표출이지만, 화가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그려놓은 

그 세계에 구속된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할수록 회의감(懷疑感)이 

커지듯이, 작품도 그런 방식으로 작용한다. 나의 ‘여가적 풍경’은 적적한 인

생감을 내포하지만, 누릴만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 이는 작품에 

대한 나의 기대이다. 삶이 겪어낼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부인할 수는 없겠

지만, 조금 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견뎌보는 것이다. ‘여가적 풍경’은 현실

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조망

한다. 그래서 잠잠히 누릴만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지식을 포괄

하는 지혜이며, ‘여가적 풍경’에 담긴 기대라고 할 수 있다.

회화에서 얻는 주된 ‘즐거움’은 시지각의 감각적 만족과 그것에 이어지는 

관념적인 확장으로부터 온다. 감각적인 만족들은 자연스럽게 관념에 순종한

다. 나는 이러한 미적체험이 회화가 주는 예술이 가야할 최종적인 ‘즐거움’이

라고 생각했고, 때때로 주어지는 이지적(利智的) 기쁨을 창작에서 맛보았다. 

이는 장자(壯者)가 말하는 ‘지락(至樂)’이라고 할 수 있다.270) 한편으로 이러

한 ‘즐거움’은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비교적 차분하고 심심하다. 감각은 절제

되고 조형적인 운동력은 줄어든다. 그러나 과장을 피하기 위해서 조형적인 

소리가 줄어든 것이지, 감각(感覺)은 자연스럽게 활동한다.271) 단지 ‘여가적 

풍경’에서는 감각 자체가 주인이 되지는 않을 뿐이다. 또한 감각으로부터 연

쇄된 감정(感情)은 지나침이 없다. 감정 또한 낭비되거나 소비되지 않으며, 

적절한 표현으로 대상의 깊은 의미를 형성한다. ‘의경’은 이러한 총체적인 미

감(美感)을 불러온다. 

270) 서복관, 앞의 책, 90.
271) 서복관, 앞의 책,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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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가적 풍경’의 회화적 표현

본 장에서는 나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수행된 구체적인 창작과정을 정리한

다. 나의 작품은 현대적인 자연의 모습을 동아시아적인 관념으로 해석하고 

동시대의 풍경화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회화(繪畫)의 관념(觀念)과 

장르(Genre), 대상(Object, 對象)이 자리잡아감에 따라서, 화가는 작업실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직면한다. 한편으로 이런 회화적 과제들을 발견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업실에서 큰 동력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가가 성실하게 작품에 임하더라도 진심과 성실함이 

작품을 형성해내지는 못한다. 화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적인 지위

의 타당성이다. 내가 믿고 있는 회화의 성공은 정제된 정신과 그것에 걸맞은 

형식적인 아름다움에 있다. 어느 한쪽도 양보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미술작품은 관념적인 깊이를 갖추었으며, 또한 이미지 그 자체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 또, 이 둘은 상호간에 합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

는 작업 중에 수시로, 혹은 작품이 완성되면, 언제나 ‘그림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점검한다.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으나 ‘그림이 생각한 대로 잘 작동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가적 풍경’은 ‘여가적(餘暇的)’ 심

경으로 바라본 세계에 대한 미적효과를 잘 디자인해내야 한다. 이때 화가는 

대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면서 동시에 물질로 이루어진 작품의 작용에 귀 기

울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는 마치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가가 

자신이 내는 소리 자체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 음악가가 곡조에서 흥얼거릴

만한 거리를 즐기듯이 화가도 창작과정에서 즐길만한 거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음악가나 화가의 작업은 훨씬 더 ‘감각적’이고, ‘감각(感覺)-귀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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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여 있다. 그들은 ‘실제의 소리’나 눈을 자극하는 ‘색채(色彩)와 형태(形
態)’의 작용에 온전히 집중한다.272) 그들의 작업은 감각에 집중하여서 명확

한 것들은 선별해내는 일이다. 이처럼 창작의 활동에는 분별력, 즉 지성(知
性)이 따른다.273) 나는 지성이 수반된 감각이야말로 예술의 학문적인 가치를 

보존할 최선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개념과 형식의 맥락을 이어 붙이려는 시도는 내가 작품에서의 부조화(不
調和)를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결핍감(缺乏感)은 필요를 알게 한다. 나는 

내 작품에서 드러난 양자 간의 부조화에서 오는 불편함을 수정하고 싶었다. 

따라서 내가 아는 미술의 공부는 추구하는 관념과 수행된 형식 사이의 간극

을 좁혀가는 일이다. 그리고 부조화에 대한 반성은 뜻밖에도 내게 미술적인 

안목을 길러주었다. 당시 나는 대가(大家)의 작품들과 성공적인 근현대회화

작품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의 성공적인 요인들을 분석해감에 따라 점차 그

들의 ‘의식세계’와 ‘형식적인 매력’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추후의 작

품연구에서 기준점을 발견하는 큰 사건이었다. 늘 알던 작품들이 새롭게 인

식되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나는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을 그저 

소름끼치는 섬뜩한 이미지로 알았다. 그러나 그의 세계관을 떠나서 그의 작

품에서 보이는 평면조형의 수준은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촉지적(觸指
的) 색채주의(色彩主義)’는 스토리를 피하면서도 대상을 직관할 수 있게 만

든다.274) “공포보다는 외침을”275) 추구했던 그의 예술적 목표가 완벽하게 실

272) 루이스는 작품을 대할 때 예술가들은 먼저 순수한 감각에 집중한다고 말한

다. “(하지만) 이것(음악가의 감정)은 대중적 사용법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귀에

더욱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연주 소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 그림

에 대한 첫 번째 요구가 ‘보라’이듯, 음악에 대한 첫 번째 요구는 ‘들으라’입니다.”

C. S. 루이스, 『오독: 문학 비평의 실험』, 36.
273) 루이스는 먼저 순수한 감각에 집중한 다음 지적인 판단이 뒤따른다고 말한

다. “여기에는 지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C. S. 루이스, 위의 책, 36.
274) 들뢰즈는 색채주의의 조형적인 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색채주의 는

시각의 특별한 의미를 도출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빛-시간의 광학적 시각과는

다른, 색-공간의 눈으로 만지는 시각이다. 뉴턴적인 광학적 색채의 개념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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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성공이다. 내가 그의 세계관에 동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의 예술적 성취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과거와 현재의 내가 베이컨의 그림을 받아

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작품을 ‘사용(使用)’했다면, 

지금은 먼저 ‘수용(受容)’한다.276) 예술의 ‘사용’은 누군가 주관적으로 무언가 

하려는 것과 같다. 이는 관객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상력을 발

휘할 요소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다.277) 이런 방식에서 작

품은 하나의 대체물, 혹은 ‘표상물(表象物)’278)이 된다. 작품이 보는 이의 필

요를 채우면 역할은 끝난다. 그는 사용해버린 작품을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다. 그러나 올바른 감상은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예술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반대의 과정으로 작용한다. 먼저 자신의 ‘주관성-편견이나 관심사, 의도, 

연상(聯想)’을 내려놓고, 작품 자체에 주목한다. 작품이 먼저 작용하도록 하

하여, 괴테는 눈으로 만지는 이러한 관점의 일차적인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 색채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수단들을 가지고서, 그 옛 이집트의 면들이

서로 분리되고 멀리 떨어지게 된 이래로 시각이 버렸을 만지는 힘을 되돌려주고

자 한다고 주장한다. 색채주의의 어휘들, 즉 차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터치’, ‘생

경한’, ‘생생하게 포착하다’, ‘밝히다’ 등은 눈의 이 만지는 힘을 증명한다. (반 고

흐가 말했듯이. ‘눈을 가진 모든 사람이 거기서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

을 말한다.”

질 들뢰즈, 앞의 책, 158-60.
275) 들뢰즈는 베이컨의 작품이 현실적인 묘사보다는 감각적인 힘에 대한 것이

라고 말한다. “그(베이컨)는 더욱더 공포 없는 형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과

연 어떤 점에서, ‘공포보다는 차라리 외침을’ 선택하고, 광경의 격렬함보다는 감

각의 격렬함을 선택해야 하는가?”

질 들뢰즈, 앞의 책, 75.
276) 루이스는 예술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한다. 하나는 “사

용”으로 예술을 자신의 필요대로 쓴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인데 순수한

예술의 작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는 후자가 올바른 예술 감상의 태도라고 설

명한다. “이 구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다수는 예술을 ‘사용’하고 소수는

예술을 ‘수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 『오독: 문학 비평의 실험』, 30.
277) C. S. 루이스, 위의 책, 30.
278) C. S. 루이스, 위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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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사용’과 ‘수용’은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창작의 주체가 되는 작

가에게 그렇다. 혹은 미술애호가가 자신의 주관을 따라서 그릇된 방식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겠지만, 화가가 그렇다면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의 주체인 화가에게 ‘수용’은 창작의 기초적인 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작은 매번 그 자체로 새로운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는 순수한 미술의 작용을 파악하는 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할 의

무가 주어졌다. 화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형(造形)-선(線), 면(面), 

색(色), 구도(構圖), 형태(形態), 대상(對象), 물질(物質), 표면(表面)’의 작용

을 먼저 ‘수용’할 줄 알고서, 이들을 종합하여서 작품이 자신의 예술론에 근

접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용’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작품도 타인의 

것처럼 평가해보고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먼저 나의 학습방법에 대해 길게 서술하는 이유는 본 장이 이 같은 

사고의 바탕으로 수행된 학습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개별적인 탐구과정이 사적인 활동과 기록에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의 내용은 ‘여가적 풍경’을 개발하는 개별적인 훈련의 과정이지만, 나의 

예술적 성취과정 속에서 함께 공유할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조

형의 작용원리 역시 철저한 보편성을 갖기 때문이다. 특별히 매체적(媒體的)

인 특수성(特殊性)을 공유하는 하나의 예술집단은 서로를 보고 배운다. 좋은 

작품이거나, 혹은 작품에 드러난 실수이거나, 모두 좋은 스승이다. 특히나 

‘종이’라는 동아시아 전통의 지지체(支持體)를 사용하고, ‘현대적인 조형언어’

를 구사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함께 탐구하는 동시대의 동료들에게 내가 

겪어낸 ‘몸짓’의 결과들을 공유하는 일에는 이러한 기대가 내포되어있다. 모

든 예술작품들은 제각기 각자의 독창성으로 피어난 꽃과 같다. 그러나 수종

(樹種)의 꽃들이 자라온 땅에는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선(境界線)은 없다. 작

가의 개성은 조형적 보편성 위에 피어난다.



- 153 -

1. ‘여가적 풍경’의 회화적 조형원리

‘여가적 풍경’의 내적인 목표가 성립되었다. ‘여가적 풍경’은 삶에 대한 관

조(觀照)가 담긴 나의 노래이지만, 자연에 빗대어서 인류공통의 심연(深淵)과 

향수(鄕愁), 그리고 상생적(相生的) 기대감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보편

성을 띤다. 이러한 성질의 예술형태가 쉽사리 예술사조의 낭만주의적(浪漫主
義的) 경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현대인들은 새로운 

종(種)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유한한 것들로 암시된 무한의 세계에 대한 충

동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감은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 소

란스러운 것들로 잠시 잊힐 수는 있지만, 결국 인류는 완고한 시간의 조수

(潮水)에 굴복하고 대지로 가라앉는 육체에 갇혀 소망을 잃어 간다.279) 이러

한 단계에 이른다면, 예술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다. 예술가에게 주어진 의

무가 이렇게 진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업의 출발점은 소박하다. 주어진 

육체와 육체가 감각하는 현실이 그것이다. 예술적인 초월은 인간본질적인 도

약의 성질의 발현이다. ‘여가적 풍경’의 예술적인 초월이 저 먼 ‘우주(宇宙)’

를 향할지라도 도약의 발판은 이 땅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육체

가 줍는 이 땅의 것들로 ‘우주(宇宙)’를 성형한다.280) 고대중국의 한 이름 없

는 화가는 “마음으로 구성하여 가지런히 주워 모은다.”고 말한다.281) 이미 

뜻을 얻고 나서 주변을 살피면 말라붙은 세계가 다시 자라난다. ‘여가적 풍

279) 《Recomposed – 변주된 自然》 개인전 도록, 2020, 작업노트 中.
280) “그림은 사물의 모습을 그리는 데, 뜻을 위주로 하더라도 뜻이 부족하면 그

릴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뜻은 형상에 있으니, 형상을 버리고 어

디에서 의미를 추구하겠는가?

때문에 사물의 모습을 얻는 뜻이 형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니, 그 모습을 잃은

것이 형태인가!”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97.
281) “마음으로 구상하여 가지런히 주워 모은다.”

유검화, 위의 책,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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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표현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도약이 체험적 사실과 결합된 결과이다. 

말러(Gustav Mahler)의 ‘들판’, 터너(William Turner, 1775-1851)의 ‘스모

그’가 그랬으며,282) ‘원망(遠望)’으로 바라본 동아시아의 산수화가 그랬다. 그

렇다면 예술에게 주어진 다음의 과제는 ‘어떻게’-방법론으로 이어진다. 내면

에서 형성된 ‘여가적 풍경’을 작품답게 짜내는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주어진 

것들로 적절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문제가 예술가에게 남겨져있다.

모든 내적인 사건은 평면위의 사건으로 종결된다. 평면성은 회화의 고유한 

속성이다. 정신, 개념, 혹은 소박한 흥취나 감성이라는 ‘의미의 세계’가 평면

으로 배열된 조형적인 요소와 원리로서 자리 잡는다. 본래 회화는 말이 없

다. 그러나 말소리를 대신하는 율동-시각적인 움직임이 있다. 음악가는 그림

을 듣는다는 말처럼 회화 안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분명한 운동이 내재

하고 있다. 회화에서는 평면위의 조형적인 힘이 고안되었고, 이 힘은 사각의 

세계 안에서 영원히 발휘된다. 그 시지각적인 힘은 화가에 의해서 고의적으

로 짜인 것이다. ‘여가적 풍경’에서는 나의 내면생활이 머무를 만한 세계가 

화면 안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2차원의 세계를 조직하는 회화는 현실의 외형

을 복제하지 않는다. 형태와 색채뿐만 아니라 붓질과 텍스처와 같은 모든 평

면을 구성하는 회화적 요소들이 새로운 논리로 재편된다. 평면 위에 배열된 

시각적인 사건이 우리의 눈과 관계 맺을 때, 회화의 고유한 언어는 실행되는 

것이다. 내가 본 장을 통해서 기록하는 내용은 ‘여가적 풍경’이라는 내면생활

의 거처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풍경회

화의 양식으로써 공간을 표현하는 것일지라도, 이는 순수한 조형적인 힘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그것은 회화라는 장르적 특수성을 띤다. ‘여가적 풍

경’은 고요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운동을 모사(模寫)한다. 고유한 ‘자연의 

힘’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대회화의 표현은 형상을 갖춘 추

상회화에 가깝다. 우리의 시각적 인식은 확장되었다. 모든 미술은 필연적으로 

앞선 미술에 뒤따른다. ‘여가적 풍경’에 내재된 목적은 오랜 전통을 지녔지

만, 그것의 회화적 수행은 지금의 감각을 통해서 탐구된다. 회화탐구의 의무 

중 하나는 전통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하는 것이다.

282) 마순자, 앞의 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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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원’의 구도적 특성

인간의 눈은 약간 땅으로 향해있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이는 우리의 영(靈)

을 위한 일이다.283) 인간의 존재는 양자(兩者)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시선이 

‘우주(宇宙)’를 향할 때, 우리는 무한한 거리감으로 인해 심정이 아득해진다. 

‘원(遠)’의 거리감에서 생존과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세상의 소음은 찰나

가 된다.284) 그래서 표현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감은 예술가가 초월적인 세계

를 조성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의경(意境)’을 형성하는 일을 최고로 여겼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미감

을 불러오는 ‘평원(平遠)’의 구도를 높게 평했다. ‘평원’은 산수화론(山水畫
論)적인 발상인데, 이 ‘보는 법’은 ‘의경’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조형의 원리를 

제공한다. ‘여가적 풍경’이 반드시 ‘평원’의 구도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원’의 조형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 원리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현

대적인 ‘의경’을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

고, 이미 이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나는 ‘평원’에 대한 미

학적 합의를 토대로 ‘여가적 풍경’의 조형적 특성을 찾고자 한다. ‘평원’은 동

양의 관념적인 관조의 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각적 체험으로부터 터득

283) 하영준은 원망(遠望)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산수초목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원상(遠想)이 일어나고 격동하는 생명을 초월하

는 단계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자연 경물에 모두 부여된 ‘원’의 색채이다.”

하영준, 앞의 논문, 355.
284) 하영준은 평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평원’은 이와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계 앞에서 자신과 우주의 화해를 실현하고

욕망과 잡념을 없애고 초연히 세속을 벗어나 앞에 있는 충화하고 담아한 아름다

운 그림에 흡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영준, 앞의 논문,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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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평원’의 특수한 관념은 인간의 

체험적인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화

가의 방법이 아닐까. ‘평원’의 시각적 체험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산을 바

라보는 것인데,285) 이런 시점에서 거대했던 산들은 하늘 아래 한없이 작아진

다. 거리감은 “어렴풋하며 정확하지 않으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286) 거대했던 산들이 수평적으로 조밀하게 나열되면서 만든 지

평선은 ‘우주(宇宙)’와 맞닿아 있다.287) 눈은 초점을 잃는다. 신체는 고정되

었으나, ‘평원’으로 뻗어가는 지각으로부터 확장감(擴張感)을 느낀다.288) 목

적을 잃은 시선은 내밀한 마음으로 되돌아온다. 무한한 ‘평원’과 한없이 작은 

자신의 극명한 대비에서 감정의 조건이 형성된다.289) 이 확장감은 ‘여가적 

풍경’이 추구하는 특수한 미감을 형성하는 필요조건이 된다.  

회화의 이미지(Image)가 형성될 때는 어떤 부분은 강조되고 어떤 부분은 

불분명하게 된다. 예술가의 의취(意趣)라는 비물질적인 진실에 따라서 시각

적인 정보는 조절된다. 마찬가지로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 역시 소재의 

선택부터 표현까지 대상을 주관적으로 형성하는 회화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곽희(郭熙)는 ‘삼원법(三遠法)’을 정리하면서 ‘평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평원’은 “가까운 산에 올라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평원의 의취는 화창하면서, 아득히 멀리 펼쳐진다.”는 것이다.290) 이러한 분

285) “自近山而望遠山，謂之平遠。”

郭熙·郭思 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112 子部 22『林泉高致集』,〈山水訓〉
286) 하영준, 앞의 논문, 353.
287) 하영준, 앞의 논문, 363.
288) 하영준, 앞의 논문, 363.
289) 예랑은 의경의 미감이 슬픔이나 망연자실한 감정을 포함하고 형이상학적인

위안을 준다고 말한다. “…일종 슬픔을 느끼는 것이 마치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

워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된다. 의경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위안이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미감이며, 사람들에게 정신

적인 유열과 만족을 준다.”

예랑, 앞의 논문, 230.
290) “平遠之意沖融而縹縹緲緲。”

郭熙·郭思 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112 子部 22『林泉高致集』,〈山水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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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화가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수준의 모든 행동은 의미작용을 

낳는다.291) ‘가까운 산에 올라서 먼 산을 바라보는’ 행동은 ‘화창한 의취’와 

‘아득한 심정’이라는 내면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의미작용은 

일정한 보편성을 띤다. 이 말은 등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곽희

의 표현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량즈(朱良志, b.1955)는 곽희가 유독 

‘평원’에 몰두한 이유가 인간의 성령(性靈)에 편안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292) 우리는 ‘평원’에서는 ‘마음이 밝아지고’, ‘아득한’ 심정을 느낀

다. “평원의 경계에는 일체의 충돌이 사라진다.”293) “일종의 무아지경(無我之
境)이 되어 가볍게 펼쳐진 담담한 시내와 아득한 산과 물에 자신의 성령이 

이끌려 현실을 초월해 노닌다.”294) 이처럼 ‘평원’의 시각적 체험이 낳은 정서

는 대체로 유사하다. 이 보편성이 견고하다면, 화가는 이러한 미감을 염두에 

두고서 이미지를 조형(造形)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화가는 ‘평원’의 시

각적 체험으로 독특한 미감을 얻고서, 작품의 이미지로 이를 재생한다. 재생

은 그것의 묘사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힘’을 목적한다. 평원을 통해 얻어낸 

감상을 역으로 조직함으로 ‘평원’의 미감을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오히려 화

가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화가는 이 자유를 조심스럽게 사용하

여서 연출해야 한다. 이미지 내부에서 강조와 불분명함은 조형적인 운동력을 

조절한다. 이를 활용하여 자연에 감추어진 의취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과감한 표현과 극도의 절제는 현대회화의 특성이다. 이러한 현

대적 특성 역시 ‘평원’의 미감과 호응한다. ‘여가적 풍경’에서도 근본적인 원

리는 동일하다.

산수화 작화(作畵)에서 ‘평원’은 충돌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화면구성

의 방법이다. “이러한 경지에는 격렬한 충돌을 없애고, 아득함이 끝이 없는 

것과 같다.”295) 화가에게는 ‘평원’의 시각적 재구성은 개념적인 확립만큼이나 

중요하다. ‘평원’은 충화함과 담아함을 특징으로 삼는다. [참고도판 16]은 원

291) 홍옥진, 앞의 논문, 25.
292) 주량즈, 앞의 책, 514.
293) 주량즈, 앞의 책, 514-5.
294) 주량즈, 앞의 책, 515.
295) 하영준, 앞의 논문,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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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가(元四大家)로 꼽히는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부춘거산도(富春
山居圖)>의 일부이다. 주목해야하는 점은 작품의 시점이다. 황공망의 시점은 

높다. 높은 곳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평원’의 ‘아득한 

심정’이 피어오른다. 이 무한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중경(中
景)을 보면 수평을 가로지르는 오밀조밀한 나무들이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

다. 이 중간거리의 낮은 지대가 화면을 적절한 비율로 보기 좋게 나누고 있

고, 상단에는 이것과 대조되는 담묵(淡墨)의 먼 산이 간략한 필치로 그려졌

다. 중경은 관찰자의 거리에서 거리감으로 인해 나무의 몇 가지 종류가 간략

한 형체를 유지한 채 수평적으로 배치되었다. 우리의 시선은 오밀조밀한 수

목의 표현에 먼저 멈추었다가. 이내 상단에 아득하게 뻗어나가는 산세(山勢)

로 향한다. 우리의 눈은 이 중경을 도약지점으로 삼는다. 이 ‘도약의 발판’으

로 인해 원경, 즉 ‘무한’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은 평면의 종이

를 뚫어내고 무한의 공간을 대면하게 된다. 우리의 시각이 무한으로 확장되

려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하다. 황공망은 이러한 조형장치로 ‘아득한 의취

(意趣)’를 시각화한다. 

황공망의 산수화는 물론 정신적인 것으로 향하지만, 표현의 기술만을 놓고 

[참고도판 16] 황공망, <부춘거산도(富春山居圖)>의 부분, 1350, 종이에 수묵, 

33×636.9cm



- 159 -

본다면 서구의 자연주의적인 환영기법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원경의 표

현에서 산세 크기를 조절하는 투시원근법과 약간의 스푸마토(Sfumato)효과가 

적용되어 있다. 산수화가 정신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비물질적인 활동이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무(無)’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을 조형적인 원리에 따

라 재구성하면서 실행된다. 산수화의 표현에서 원근(遠近)에 관한 부분은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에서도 명확하게 설명된다. 『임천고치집』의 ‘삼

대법(三大法)’은 객관적인 크기를 고려하여서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의 높음을 표현할 때는 산의 허리를 안개나 노을로 가리고, 물을 멀리 뻗

어가는 것을 표현하려면 물결의 표현을 끊어서 그린다.296) 여기서 의도된 조

형적인 효과는 ‘암시’이다. 또한 자연현상으로부터 빌려온 ‘불분명함’은 중요

한 암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고의적으로 희미하고 간략하게 표현함으로 멀

리 아득하게 사라지는 듯한 인상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량을 

삭감함으로써 투사(投射)의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방법이다.”297) 곰브리치

(Ernst Gombrich)는 헨리 피참(Henry Peacham, 1578-1644?)의 말을 인용

함으로써 무한(無限)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풍경이 멀어짐에 따라 ‘보편

화(Universalia)’해 가는 것에 유의할 것.”298) 이 말은 황공망의 원경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황공망은 ‘평원’을 “아래에서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것”299)이라고 설명한다. ‘평원’의 조망에서는 풍경이 수평적으

로 무한하게 펼쳐지며, 거리감으로 인해 조밀하고, 소략하게, 그리고 끊임없

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참고도판 16]에서 상단의 좌측 산의 표현을 보면 ‘세

밀한 묘사’ 없이 산세를 연결시켜 그렸다. 이러한 표현은 피참이 말하는 ‘보

편화’라고 할 수 있다. 

종이 위의 ‘무한한 공간’은 곰브리치가 말하는 투사의 “스크린(Screen)”300)

296)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261-2
297)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15-6.
298)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16(재인용).
299) 황공망은 ‘평원’을 “아래에서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 이는 ‘평원’의 조망에서는 풍경이 수평적으로 무한하게 펼쳐지며, 거리감으로

인해 조밀하게 소략하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從下相連不斷謂之平遠”

유검화,『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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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 황공망에게 회화의 공간은 투시법에 의거한 환영(幻影)을 만

들기 위함은 아니다. 그럼에도 회화는 ‘본 것’과 ‘조형적인 목적의식’, 그리고 

‘무한의 영역을 표현하는 기술’이 정신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가 산수

화의 전통아래 정신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 ‘기운’의 세계는 

무한을 조형화하는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회화에서는 조형적인 기술

을 통해서 뚫린 공간을 만들고 나서야 의식이 머물 사유의 공간이 확보된다.

‘평원’을 추구하는 산수화의 조형방식을 또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삭 일리치 레비탄(Isaac Illich Levitan, 1860-1900)의 작품 

<영원한 안식 너머>([참고도판 17])은 서구적인 환영의 기술에 충실한 풍경

화처럼 보인다. 서양근대의 이 작품은 산수화와는 시대나 표현양식에서 큰 

300)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16.

[참고도판 17] 이삭 일리치 레비탄, <영원한 안식 너머>, 1894, 캔버스에 유채, 

150×2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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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는 회화작품이지만, 우리는 이 작품에서 산수화의 ‘의경’과 유사

한 정취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이다. 이 서양근대 풍경회화는 재현적이고 사실적인 표현기술로 그려졌

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구도이다. 이 작품의 구도는 앞서 살펴본 황공

망의 산수화와 닮았다. 근경(近境)의 ‘집이 있는 언덕’은 무한의 공간을 뚫어

내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다. 근경을 보면 언덕 위의 나무와 집은 세세하게 

그려졌다. 우리의 눈은 명암의 대비가 크고, 세밀하게 그려진 이 하단부분에 

먼저 와서 닿는다. 그리고 난 뒤, 우리의 눈은 불투명하고 흐리게 그려진 원

경의 지평선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중앙에 펼쳐진 원경은 주목할 만한 볼거

리가 없이 아득한 지평선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방식은 무한으로 뻗어지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조형적인 설계이다. 이 회화의 놀라운 작용은 심경(心
境)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서를 분명하게 만들어낸다. 작품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 너머’이다. 그가 만약 동아시아의 회화적 전통가진 화가였다면, 어떤 그

림을 그렸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겠다. 황공망과 레비탄은 서로 다른 시대와 

[참고도판 18]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해안가의 수도승>, 1808-1810, 캔버

스에 유채, 110×17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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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 전통에서도 ‘의경’의 미감을 추구했고, 그것을 자연으로부터 배웠으

며, 이를 회화로 조형화 했다. 그들의 작품들에서 ‘평원’의 공통적인 맥락을 

발견하였다.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해변의 수도승>([참

고도판 18])에서도 ‘도약의 발판’과 그것으로부터 뻗어가는 무한한 공간이 암

시되어 있다. 레비탄의 방식에 비하면 훨씬 모호하고 표현주의적으로 보인다. 

구도에 있어서도 먼저 살펴본 <부춘거산도(富春山居圖)>와 <영원한 안식 너

머>에 비해 조금 더 과격한 방식의 투사이다. 하단부의 갈색조로 그려진 대

지는 ‘도약의 발판’이다. 그리고 땅위에 그려진 뒷모습을 한 수도승이 서 있

다. 배경의 색조와 구분되지 않는 불분명한 인물표현은 공간의 스케일(Scale)

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의 크기가 암시하는 비율로 인해 자

연은 더욱 광대해 보인다. 결국 조형적인 주제는 대지와 대비되는 모호한 해

양의 대기, 즉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의 공간이 된다.301) 원경의 표현은 모호

하다. 다만 수평선이 불분명한 색조의 변화에서 희미하게 암시된다. 이로 인

해 공간은 오히려 확장되고 추상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 추상적인 효과는 감

각적인 환영의 공간이기보다는 문인화(文人畵)의 여백(餘白)처럼 ‘무(無)’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는 마치 곽희(郭熙)의 ‘연운(煙雲)’처럼 의도적으로 대

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조형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이미지 내부에 ‘끝없음

(Boundlessness)’와 ‘불분명함(Obscurity)’을 공간에 암시함으로 숭고한 느낌

을 자아낸다.302) 프리드리히의 <해변의 수도승>은 무한으로 향하는 확장감을 

보여주는 조형적인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 미학의 ‘숭고’는 동아시아 예술론의 ‘의경’과 

교집합을 갖는 개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숭고’는 채워지는 것이라면 ‘의

경’은 비워냄이다. 전자가 대면하는 일이라면, 후자는 초대하는 일이다. ‘여가

적 풍경’은 프리드리히의 예시처럼 심연과 웅장함으로 채워지기보다는 한발 

물러선 초연함을 추구한다.([작품도판 29]) ‘여가적 풍경’이 ‘비움’의 철학을 

301) 마순자, 앞의 책, 96.
302) 마순자, 앞의 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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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기 때문이다. ‘숭고’와 ‘의경’이 무한과 초월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지

닐 수도 있다. 그러나 세밀하게 파악한다면, 시각적인 연출에서 분명한 차이

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이미지가 숭고의 미학을 내포한다면, 긴장과 대결

을 조성한다. 또한 자연의 숭고함에 집중하다보면 ‘의경’의 무위적인 정신과

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는다. 전통산수화의 지향점은 ‘평원’의 ‘경계’가 되겠지

만, 자연의 거대함을 강조하면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산수화도 있다. 이는 ‘여

가적 풍경’의 반면 예시이다. 범관(范寬, 990-1030)의 <계산행려도(溪山行旅
圖)>([참고도판 19])에서 ‘프리드리히의 이분법적 화면구성’을 찾아볼 수 있

다. 전경의 다양한 요소의 표현 뒤로 육중한 바위산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

서 우리가 ‘도약의 발판’을 떠나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탁 트인 공간이 아니

라 거센 산세의 무게감이다. 시선은 상승하다가, 결국 거센 산세에 부딪힌다. 

산은 화면을 가득히 채우고 있으며, 산의 머리는 진한 색채로 자라난 고산의 

[작품도판 29] <Remains (a)>, 2019,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 164 -

수목들을 그려 넣음으로 무게를 더한

다. 이는 조형적인 불안정함을 발생하

고 긴장감을 더한다. 이러한 조형적인 

연출은 자연의 위압감으로 인해 대결

구도가 발생한다. 이는 서양미학적인 

숭고의 개념과 연결된다.303) 이러한 

풍경은 ‘가볼만하고 구경할 만한 곳’이 

될지언정, 인간의 정신이 순환하는 ‘무

(無)’의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먼

저 살펴본 황공망의 작품([참고도판 

16])과 범관이 제시하는 예술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양자는 자연에서 출발

하였지만, 작가의 정신이 ‘무엇을 대면

하기를 원하는 가’에 따라서 전혀 다

른 회화로 이어졌다. 당연하게도 ‘여가

적 풍경’은 전자의 방식을 닮는다. 다

양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원’을 구성하려면 대상을 

잘 골라내야하고 적절한 효과를 내도

록 잘 배치해야 한다. 화가의 ‘경’이 

무위한 ‘자연(自然)’의 세계라면, 산위

에서 바라본 ‘평원’의 거리만큼이나 이

303) 마순자는 칸트의 숭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숭고는 이중적

인 측면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큰 것’과 ‘역학적으로 큰 것’이 있다고 한다. “한편

칸트는 숭고에 대한 영국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정의인 ‘절대적으로 큰 것’의 개

념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더 체계화했다. 칸트의 독특한 점은 그가 숭고의 계기를

수학적으로(mathematical) 큰 것과 역학적으로(dynamical) 큰 것의 이중적 측면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 점이다. (······) 프리드리히가 명백히 더 정적인 수학

적 숭고에 의존했다면, 터너는 역동적 숭고에 더 이끌렸다.”

마순자, 앞의 책, 126-7.

[참고도판 19] 범관, <계산행려도(溪山
行旅圖)>, 북송(1000?), 비단에 수묵, 

206.3×10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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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내부에서도 ‘창신(暢神)’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미지는 무한을 

암시하면서도 평온해야 한다. 

‘평원’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도약의 발판’과 ‘열린 

공간’이라는 화면의 구성이고, 둘째는 원경의 ‘불분명함’이다. ‘평원’은 평면에

서 무한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미지 내부의 뚫린 공간으로 인간의 정신이 확

장되도록 한다. 그래서 지나친 세밀함이나 대결하는 구도를 피함으로 시각의 

구속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무한의 시각적인 효과는 지나치게 ‘다이내믹

(dynamic)’304)하지 않고 ‘정중동(靜中動)’해야 한다. 모든 회화가 ‘감추어진 

힘-움직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지만, ‘움직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305) 내 작품의 변화과정은 이러한 움직임의 종류를 찾기 위한 과정이

304) 마순자, 앞의 책, 126.
305)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90.

[작품도판 30] <산책길 2>, 2016, 장지에 혼합매체, 97.0×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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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작품<산책길 2>([작품도판 30])과 <Remains (b)>([작품도판 31])

은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한 정경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다른 뉘앙스를 형

성하고 있다. 전자에서 시선이 중심으로 고정되며 상징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에 비해서, 후자는 그림 상단의 넓은 면적이 비워져 있어서 열린 공간을 

암시한다. 이를 세부적인 조형을 파악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전자가 보다 

상징적이고 ‘숭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조형적인 이유는 중앙에 향하는 시

각적 운동력이 다이내믹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좌측에 뻗은 ‘길’이 만

드는 퍼스펙티브(Perspective)를 따라서 시선이 흘러가서 상징적인 사물인 ‘바

리케이드(Barricade)’와 수풀 너머의 ‘빛나는 건물’에 이른다. ‘도약’한 후, 시

선은 무언가에 고정된다. 이러한 조형적인 분명함이 시각적 운동력을 강하게 

키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서 ‘충담함’과 ‘담아함’이라는 정신적 가치는 

줄어든다. “평원’은 ‘격렬한 충돌을 없애고, 아득함이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작품도판 31] <Remains (b)>, 2020, 장지에 혼합매체, 80.3×10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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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고 하였는데, <산책길 2>에서의 이러한 강조는 ‘평원’의 성질을 방해하

는 반대의 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평원’적인 조형방식을 취한다. 

후자 <Remains (b)>는 4년 후의 작품이다. 이전 작업에 비하자면 전체적으

로 색조는 온화해졌으며, 명암의 대비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화면의 구성이다. 이미지 하단부의 눈 덮인 들판은 ‘도약의 

발판’이다. 시선이 먼저 이곳에 머문다. 그리고 선묘(線描)로 가냘프게 묘사

된 울타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차 불분명한 먼 공간으로 이끌고 이내 무한하

게 열린 공간의 하늘로 도약하게 한다. 이 작품은 아이슬란드(Iceland)의 하

프나르피외르뒤르(Hafnarfjordur)에 소재한 레지던시(Hafnarborg 

Artist-in-Residence programme)에 체류하던 기간 중에 아이슬란드의 링로

드(Ring-Road)307)를 여행하면서 포착했던 실제의 장면이다. 고요하게 눈 덮

인 긴 겨울의 세계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먼저 배운 것은 내적인 평온함과 덧

없음이다. 나는 자연이 나에게 준 조형적인 힌트들을 기억하고 이 특별한 정

서를 시각화했다. 자연의 풍성한 모습은 작가의 마음과 손을 함께 돕는다. 

이러한 무위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내적인 태도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조형언

어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산책길 2>이 생

활의 환경에서 성취한 감정의 강조라면 <Remains (b)>은 비워진 공간을 제

공하면서 내면의 여운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다. 조형적인 변화는 습득한 것

을 적용하고 교정해나가는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앞서 먼저 내면적 태도

의 변화가 선행되었다. 이는 나의 내적인 태도가 ‘시각적 쾌감’보다는 점차 

고요하고 ‘여가적’ 마음을 얻으면서 이루어낸 조형적인 변화의 몸짓으로 생

각된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본 것과 같이 결과의 차이는 분명하다. ‘숭고’와 

‘의경’의 조형은 이렇게 다르다. 살펴본 분석의 요지는 ‘여가적 풍경’에 걸맞

은 조형양식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대의 예술세계에서도 인생을 통찰하며 ‘의경’을 구하는 성향의 작품들

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에 침투한 자연의 모습

306) 하영준, 앞의 논문, 368.
307) 아이슬란드의 외곽을 도는 원형의 국유로(國有路)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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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보고자 한다면 ‘의경’은 주어진다. 일상의 삶에서 발견한 자연의 모습

이 허정한 심정으로 투사될 때 현대적인 ‘의경’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이다. 아이리쉬 페인터 엘리자베스 매질(Elizabeth Magill, b.1959)의 작품들

을 보면([참고도판 20]), 그녀가 자주 ‘도약의 발판’과 ‘열린 공간’이라는 이

분법적인 공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無限)’

과 ‘무(無)’의 공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가 서양

전통의 재료인 유화를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독특하고 현대적인 방식으

로 ‘의경’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탈색되고 메마른 자연

의 세계를 즐겨 그린다. 그녀는 이러한 ‘상’을 돌파하여 초연한 심경에 이르

고자 한다. 현대적인 건축물의 외곽선과 모든 잎사귀를 떨군 앙상한 나뭇가

[참고도판 20] 엘리자베스 메질, <Red Prefecture>, 2003, 캔버스에 유채, 

167.6×19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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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실루엣(Silhouette)이 보인다. 

외곽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불

분명하다.’ 실루엣 안쪽의 물체들은 

무한한 공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인

도하는 ‘도약의 발판’이다. 그녀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빈 하

늘이다. 작가는 ‘없음’을 볼만하게 

만들어낸다. 그녀는 자연의 외형을 

모사(模寫)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

적인 본질’에 다가간다.308) 그래서 

이 작품의 내적인 주제는 비워진 

세계에서 맛보는 고요함, 혹은 슬픔이거나 허정한 심정이 될 것이다. 실제 

현대적인 일상의 풍경을 기초하였으나 “일종의 관념적인, 산수화와 유사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309)

한편 동시대의 ‘의경’은 조형이라고 하는 외적인 틀은 유연하게 대처하기

도 한다. 조형적인 원리가 현대회화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현대의 ‘의경’

은 과거에 군자(君子)가 꿈꾸었던 속세에서의 일탈처럼 원시자연으로 향하면

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310)([참고도판 21]) 현대인의 일상적인 풍경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작가 레데커(Michael Raedecker, b.1963)의 작품

([참고도판 22])을 보면 앞서 살펴 본의 이분법적인 구성을, 유리창이라는 현

대적인 건축요소에 응용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창밖

으로 멀리 뻗어간다. 큰 창문은 실내의 음침한 공간과 대비되는 ‘열린 공간’

이 된다. 창문은 투사의 “스크린”311)이 된다. 이때 중요한 조형적인 선택은 

창문으로 보이는 공간의 모호함이다. 작가는 창밖으로 뻗어가는 시선이 특정

한 사물에 고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한다. 창밖의 

풍경은 ‘불분명하다.’ 희미하게 남은 선묘로 최소한의 가시성만을 제공한다. 

308) 마순자, 앞의 책, 115.
309) 마순자, 앞의 책, 104.
310) 정혜린, 앞의 논문, 3.
311)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16.

[참고도판 21] 에이프릴 고닉, <Mirror 

Lake, China>, 2006, 리넨에 유채, 

200×228.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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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수목과 대지의 아웃라인(Outline)이 가는 선으로 그려졌다. 무엇인가 

있지만, 있다는 정도의 사실뿐이다. 레데커에게 중요한 것은 대조적으로 빛나

는 불분명한 공간 자체이다. ‘평원’은 “아득함이 끝이 없는 것과 같다.”312)고 

했다. 레데커의 창문은 산수화의 ‘평원’과 같은 작용을 한다. 이곳은 비움의 

공간으로 무한히 열려있다. 조형적인 변화의 핵심은 ‘불분명함’인데, 이는 ‘평

원’의 아득한 거리에서 체감되던 것이다. 창문의 ‘불분명함’은 무한을 암시한

다. ‘평원’의 현대적인 변용이다. 이 작가는 일상의 풍경에서 ‘불분명함’이라

는 조형적인 특수성으로써 ‘평원’의 성격을 실행하고 있다.

동시대의 ‘의경’은 산속의 ‘평원’에 갇히지 않는다. ‘평원’의 ‘경계’는 결국 

정신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현대의 ‘평원’은 자신의 외연을 유연하게 바꾸어 

‘의경’의 미감을 이룩한다. 다시 말하자면 ‘평원’의 전형이란 존재하지 않지

312) 하영준, 앞의 논문, 368.

[참고도판 22] 미하엘 레데커, <When indoors and outdoors meet>,  1999, 캔버스

에 혼합매체, 68.5×63cm 



- 171 -

만, 이미지에서 몇 가지 조건이 확보된다면 ‘무위’적인 ‘비움’의 공간이 성립

될 수 있다. ‘여가적 풍경’은 현대적인 풍경의 단편을 재구성함으로서 비움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한다. 앞선 작품들에서 보았듯이, 이미지에서의 ‘불분명

함’과 ‘열린 공간’은 이를 성립하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나의 작품 <호수 

3>([작품판 32])은 어느 수변공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풍경이다. 무성

하게 자란 수풀의 틈사이로 흐르는 개울의 물이 보인다. 수면은 하늘의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는데, 이 작고 강렬한 빛이 나의 내면에 침투했다. 작업실까

지 가져온 빛은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시선은 화면을 가득 채운 수풀의 사이

에 ‘열린 공간’으로 확장된다. ‘열린 공간’의 불분명한 인상은 추상적인 감정

을 더욱 이끌어낸다. ‘빈 공간’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회화적인 ‘모

호함’은 가능성을 갖는다. 현상의 빛은 찰나이지만, ‘열린 공간’에서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확장된다.313) 

‘여가적 풍경’은 일상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가적 풍경’을 통

해서 화가는 소박한 일상의 자연에서도 ‘산수’의 작용을 이끌어 낸다. 나의 

작품 <Blueish Memory>([작품도판 33]) 또한 앞서 살펴본 작품들처럼 이분

법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작품은 자연과 어우러진 카페의 단편을 담고 

있다. 인간적인 요소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동시대 회화에서 자주 등장

하는 작품의 소재이다. 그러나 익숙한 현실의 대상도 ‘보는 눈’에 따라 ‘의경’

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지닌다. <Blueish Memory>는 ‘의경’의 미감으로 향한

다. 카페의 물체로 구성된 인간의 영역은 고의적으로 탈색되었고, 이와 대비

되는 뒤편의 숲은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조형적인 교정을 통해

서 인간의 소리는 줄어들고 뒤편으로 확장된 ‘불분명한’ 공간에서 고요한 미

313)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회화가 존재에 감추어진 힘을 영

원히 쏟아낸다고 말한다. “세잔은 ‘세계의 순간’을 그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 순

간은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러나 세잔의 캔버스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순간을 쏟

아낸다. 세잔의 생트 빅투아르 산이 내가 보는 화폭 속의 세계에서 생겨났다 사

라졌다 다시 생겨나는 방식은 엑상프로방스를 굽어보는 단단한 바위산이 존재하

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세잔의 산이 뿜어내는 힘은 액상프로방스의 바위산에 못

지않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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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32] <호수 3>, 2017, 장지에 혼합매체, 100.0×80.3cm



- 173 -

[작품도판 33] <Blueish Memory>, 2020, 장지에 혼합매체, 130.3×9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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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화는 현대적인 일상의 장면을 

돌파하여 무위적인 세계를 건져낸다. 이미지 내부의 일정한 부분을 의도적으

로 ‘불분명하게’ 함으로 추상적인 ‘움직임’이 발생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평

원’의 속성을 파악하고, ‘여가적 풍경’의 조형에 적용한 결과이다. ‘여가적 풍

경’은 과거 산수의 ‘평원’에서 외형에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변용을 

통해서 ‘의경’의 미감을 확보하였다.314) 산수화의 ‘평원’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의 풍경이지만, 조형적인 과장으로 인해 ‘의경’의 특수한 미감을 끌어낸

다.

314) 하영준, 앞의 논문,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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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의 평면화

나는 작업과정 중에서 사진을 자

주 참고한다. 그러나 내가 보고자 하

는 것은 사진에 남겨진 사실성이라

기보다는 나의 기억과 함께 기록된 

내재적(內在的) 운동감(運動感)이다. 

사실성의 포착에 있어서 사진은 우

수하다. 사진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스케치이다. 그러나 사진에 고정된 

실체(實體)는 본질적인 ‘힘’을 잃는

다. 오히려 내가 머물렀던 장소에 대

한 기억이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내면에 자리 잡은 기억을 

더듬으며, 사진이 기록한 사실들을 

참고하는 것이다. [참고도판 23]과 

나의 작품 [작품도판 34]을 비교해보

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나무

기둥과 빛’이다. 나는 그것이 만드는 

‘음악-율동적인 움직임’을 기억한다. 

사진은 기억을 돕는 도구이다. 내가 

회화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운동’

이다. 나는 그것을 ‘평면의 배열’에 나타나는 리듬, 즉 ‘움직임’으로 환원한

다. 결과적으로 완성된 작품은 사진과 많이 달라졌다. 틈 사이로 보이는 ‘빛’

과 ‘나무기둥’ 그리고 ‘물의 반사’가 만드는 움직임은 사진에 비해서 많이 강

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음악적 운율이 내가 진정으로 본 것이고, 또한 

[참고도판 23] <Waterside B>의 참고사진

(촬영일: 2019.6.23.).

[작품도판 34] <Waterside B>, 2019, 장

지에 혼합매체,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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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이 등장한 이래 평면은 재현의 구속에서 벗어났다. 회화는 새로운 자

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재현의 구속에서 벗어난 회화는 오히려 

입체를 묘사하는 수고를 경멸한다.315)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회화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눈도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술을 보는 즐거움

에는 끊임이 없다. [참고도판  24]는 내가 머물렀던 공원풍경의 사진이다. 이

는 <호수공원 2>를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었다. 사진은 아주 세밀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는 이미지를 큰 덩어리로 구분해낸다. 빛과 공간이 만

드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단순화하여 구분지음으로써 몇 단계의 레이어

(Layer)로 변형한다. [참고도판 25]를 보면 석조(石造)로 된 하단의 보도는 

담채(淡彩)된 종이 그대로 남겨두고 가운데의 초록색 물을 두텁게 칠했다. 

또한 멀리 보이는 숲은 농담(濃淡)의 변화가 있는 먹(墨)의 수직적인 붓질로 

염색되었다. 나는 사진의 정확성에는 관심이 없다. 사진은 이미지가 평면 위

에 어떻게 배열될지를 돕는 정도의 역할에 머문다. 표면, 즉 면적들을 채우

315)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68.

[참고도판 24] <호수공원> 시리즈의 참고사진(촬영일: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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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종이의 표면’과 ‘두터운 안료의 면적’, ‘수묵으로 그려진 면적’ 그리

고 ‘그것들 간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인상’에 집중한다. 더 진행된 사진([참고

도판 26])을 보면 원경(遠景)의 숲이 더 그려졌다. 확대된 사진 [참고도판 

28]에서 보이는 것처럼 숲의 상단에 빛을 받은 면적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밝

은 색조로 칠했다. 하나의 대상에서 어두운 면적과 밝은 면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보다는 각각 따로 구분된 색조로 그려졌다. 이때 나는 채색면적을 

형성하는 붓질의 질감과 형태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평면의 구성이 무엇보다 

[참고도판 25] <호수공원 2>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26] <호수공원 2>의 제작과정 2.

[참고도판 27] <호수공원> 시리즈의 참고사진에서 부분.

[참고도판 28] <호수공원 2>의 제작과정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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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퍼져나간 먹의 표면 위 선명한 색조의 두터운 색채는 

사진([참고도판 27])과 비교해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

의 형태와 변화된 색조(色調)의 유사성으로 인해 어둡고 밝은 두 층위의 구

분된 레이어로 숲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색면(色面)의 분리는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방식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현실과의 거리감을 확보한

다. 

나의 작품에서는 구도에서도 평면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회화적 가치이

다. 회화는 사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원근(遠近)을 무시하고, 화면의 평

면적인 배열(排列)에 더 집중한다. 사진([참고도판 29])에서 소실점(消失點)

으로 향하는 보도블록의 패턴은 평면적으로 변형되었다. 화면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도블록은 마치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일어선다.([작품도판 

35]) 이는 의도적인 구도의 변형이다. 변형된 구도 안에서 화면을 가득 채우

는 보도블록의 패턴이 작품의 주된 리듬을 형성한다. 현대의 구상미술에서 

구도의 평면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현대회화를 대표할만한 마키

코 쿠도(Makiko Kudo, b.1978)의 작품을 보면, 인물이 공간 속에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 중심의 공간은 인물을 위한 무대가 된다고 보인다. 그

녀는 무대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구도를 평면화한다. 내 작품에서처럼 쿠도의 

그림은 소실점으로 향하는 원근을 무시한 채 평면적으로 일어선다. 그녀는 

[참고도판 29] <붉은 정원> 시리즈의 참고사진(촬영일: 2017.5.6.).

[작품도판 35] <붉은 정원>, 2018-9, 장지에 혼합매체, 72.7×9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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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깔린 ‘잔디밭’을 마치 ‘카펫’을 위에서 보고 있는 듯 넓게 펼쳐서 그

리고 있다.([참고도판 30])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의 사건이다. 이를 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전

통을 지닌 회화의 과제였다. 사진기술이 사실성이라는 ‘사소한’ 문제를 단번

에 해결해버리자 평면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우리는 이제 순수한 형상으로부

터 더 많은 도출을 이끌어 낸다.316) 우리의 미술은 평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무한한 자유에도 책임은 따른다. 구상미술이나 

비대상회화(Non-objective Painting), 양자 모두의 경우에서 그렇다. 지금까

지 살펴본 것처럼 구상회화에서의 평면성은 그려진 대상의 가치를 유지하면

316)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144.

[참고도판 30] 마키코 쿠도, <카펫>, 2011, 캔버스에 유채, 65.5×8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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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것의 의미를 다듬는다. 평면으로의 환원은 지각을 고립화하고 집중화

함으로써 의미를 명료하게 한다.317) 그래서 현실의 이차원적 표현은 격하가 

아니다. 평면성은 대상의 ‘감추어진 힘’을 재생하는 회화 고유의 방식이다. 

317) 서복관은 하만의 말을 인용하면서 고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립

된 지각은 특수한 상태이며, 그 근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미적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만은 미적형상은 지각의 고립과 집중화 강도화에 의해

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때는 마치 하나의 물건에 전일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 전제조건은 바로 심리적 주체를 철저하게 배제해 버리는 것이다.”

서복관, 앞의 책,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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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임의 강조

회화는 스스로 회화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318) 이는 회화의 현대

적 성질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미

지(Image)가 환영(幻影)을 위해 사

용되지 않고, 오히려 순수한 회화적

인 이미지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따

라서 평면성(平面性) 즉 평면의 강

조는, 모든 환영을 거부하는 특정한 

사조의 전유물이 아니라,319) 구상회

화에서도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회화에서 사각의 프레임

(Frame)을 강조함으로 환영보다는 

평면회화임을 드러내는 방법이 눈에 

띈다. 예컨대 국내에서 두 차례의 

전시를 통해서 소개된 영국의 표현주의(表現主義) 화가 빌리 차일디시(Billy 

Childish, b.1959)는 사각의 프레임에 일정간격을 남겨둔 채 그림을 완성한

다.([참고도판 31]) 그는 자신이 겪은 일상의 모습을 공간이 있는 풍경회화로 

옮긴다. 그는 종종 캔버스 프레임 안쪽에 프레임을 따라 일정한 간격의 여백

을 남기고 그림을 완성한다. 그려지지 않은 부분은 캔버스 그대로 남겨져 있

다. 그래서 우리는 회화가 원래부터 소유한 사각의 틀 안에 있는 프레임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b.1945)의 작품

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키퍼는 화면 내부에 프레임을 

318)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137.
319) 근현대의 추상표현주의를 말한다.

[참고도판 31] 빌리 차일디시, <수영하는 

사람들(Swimmer)>, 2018, 캔버스에 유채와 

목탄, 183×18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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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그 화면은 다른 레이어(Layer)로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

가지로 우리의 눈은 또 한 번 그림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된다.([참고도판 

32])

나의 작품 <흙탕물>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참고도판 

33, 34]) 나는 작품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프레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에

어브러시(Air-Brush)로 호분(胡粉)을 분사하여 채색하였다. 사각의 틀을 따

[참고도판 32] 안젤름 키퍼, <이 땅의 소금(Das Salz der Erde)>, 2011, 혼합매체, 

약2×3×1.7m의 설치.

[참고도판 33] <흙탕물>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34] <흙탕물>의 제작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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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35] <양떼목장>의 제작과정.

[작품도판 36] <양떼목장>, 2017,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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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회색조로 탈색된 색채는 또 다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꽤나 진중한 세계였다. 그 세계

는 프레임을 두 번이나 거쳐서 이른다. 새로운 프레임이 더해지기 전의 사진

([참고도판 33])을 보면, 프레임을 강조하는 의도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물질성으로 완성된 그림이었다면, 후자([참고도판 34])는 

새로운 프레임 내부를 거쳐서 회화의 세계로서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

래서 회화를 더욱 진중하게 만든다.

새로운 프레임을 그려 넣는 방식 이외에 채색방식에서 프레임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도판 35]는 <양떼목장>의 작업과정 사진이다. 사진을 보

면 프레임 좌측을 따라서 흰색물감이 두텁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흰색

물감은 그림의 내용과 호응하지 않는다. 그림의 내용과 자연스러운 연결 없

이 프레임을 따라 붙었다. 이것은 신중하게 선택된 화가의 고의적인 표현방

식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따라서 채색함으로 사각의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

다. 이는 사각의 프레임을 더욱 의식하게 만든다. 완성 단계에 이른 사진을 

보면 우측하단의 모서리에도 물감이 두껍게 올라감으로 더욱 프레임이 강조

되었다.([작품도판 36]) 

이와 유사한 효과를 사용하는 동시대의 화가들이 종종 눈에 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인 바티아스 바이셔(Mathias Weischer)의 매력적인 

소품들을 보면, 프레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채색기법이 자주 눈에 띈

다.([참고도판 36, 37, 38]) 그는 레진 유화 물감(Resin Oil Colours)을 사용

하여 프레임 측면에 독특한 효과를 만들고 있다. 끈적끈적한 물감은 프레임

을 넘어서 울퉁불퉁하게 남겨졌다. 하나의 덩어리로 펼쳐진 물감 안을 들여

다보면 환영적인 표현으로 ‘어떤 공간’을 암시하고 있다. 프레임을 따라서 보

이는 독특한 질감으로 인해서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조형물 같다. 그런데 

그 안에는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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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36] 마티아스 바이셔, <모퉁이(Kante)>, 2014, 캔버스에 유채, 67×55cm

[참고도판 37] 마티아스 바이셔, <푸른색의 유리조각(Blaue scherbe)>, 2013, 캔버스

에 유채, 50×40cm

[참고도판 38] 마티아스 바이셔, <귀퉁이(Ecke)>, 2005, 캔버스에 유채, 40×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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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현의 절제

이미지(Image)의 견고한 사실성이 의미를 견고하게 하지는 못한다. 회화에

서 ‘재현(再現)-리얼리티(Reality)’320)는 대상(對象)를 알아보게 하는 필수적

인 요소이지만, 이는 관념을 위한 그림의 수단이다. 우리의 눈이 의미를 발

굴한 곡괭이에 주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표현의 정확한 사실성은 환영(幻影)을 만드는데, 환영으로 

인한 ‘감각적인 환기’가 강할수록, 의미의 세계는 줄어든다.321) 감각적인 환

기와 의미의 세계는 반비례한다. 산수화(山水畵)는 산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사실성과 산수화가의 추상적인 이해가 공존하는 세계이다. 산수화는 현실의 

산에서 정수(精髓)를 추출하여서 그것의 본질을 확인하는 반(半)-추상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곽희(郭熙)가 세밀한 사실성을 탐구하는 것은 기세

(氣勢)를 취하기 위함이다.322) 그는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을 통해서 

산수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일에서 관찰을 강조하면서도 

화가가 ‘그리기’ 자체에 ‘전념’하지 않도록 경고한다.323) 미술의 학습은 ‘리얼

320) 나는 ‘재현(再現)’과 ‘리얼리티(Reality)’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표현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321) 루이스는 시를 예로 들면서 사실적인 묘사가 적절한 상상을 방해한다고 말

한다. “비평가의 관심은, 시인이 그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완벽하게 다듬어

독자의 머릿속에서 반응하게 만드는지에 있습니다. (······) 그런 특정한 내용들을

철저히 묘사하면 할수록 독자의 머릿속에, 혹은 밀턴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낙원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특정한 것들을 통해서 오는

어떤 것, 그것들을 변모시키는 모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것들에

집중하면 그것들은 죽어버리고 우리 손에서 차갑게 식어 갑니다.”

C. S. 루이스, 『실낙원 서문』, 홍종락 옮김(서울:홍성사, 2015), 91-2.
322) “실제 산수의 계곡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세를 취하고 가까이 보고 형질을

취한다.”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141.
323) 곽희는 세부적인 것에 ‘전념’하지 않도록 주지한다. “따라서 언덕과 비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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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의 복제에 있지 않다. ‘리얼리티’는 현실의 ‘허물’이다. 이를 ‘허물’로 지

칭하는 것은 이것이 정수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이기 때문이다. 회화의 목적

은 ‘상(象)’이라기보다는 ‘힘’이다. “형태는 힘보다 더 쉽게 마모되어 없어진

다.”324) 단단하던 현실의 물체가 ‘심층’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성질을 잃는

다. 이 ‘상외(象外)’의 세계는 본질적인 힘이 운행(運行)하는 곳이다. ‘힘을 

포착하는 일’이야 말로 참된 회화의 목적이다. 이는 비움의 세계를 형성하는 

‘여가적 풍경’에서도 그렇다. 비워진 공간을 순환하는 미동(微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더욱더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 구상미술이 정신을 추구할 

때, ‘재현-리얼리티’의 적절한 조절은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 본다는 것

으로부터 출발한 회화는 환영이라는 ‘허물’을 한 꺼풀 벗겨내고 존재의 본질

이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325)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의 회화로 

환원된다면, 결국 ‘평면 위의 배열’이 만드는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화가

는 “환영(幻影)이 아닌 그림에서의 실행(實行)”326)에 주목하며 화면에 접근

한다. 동시대의 화가는 자신이 설정한 ‘사실성의 한계선’ 안에서 상(象)의 외

형에 자유로운 변형을 시도한다. 나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적이고 정

확한 외곽선을 유지하면서도, 간략하게 표현함으로써 존재가 있음을 알린다. 

만 전념하면, 거칠어지는 잘못이 있게 된다. 그윽하고 한가함에만 전념하면, 척박

해지는 잘못이 있게 된다. 인물에만 전념하면, 저속해지는 잘못이 있게 된다. 누

각과 도관에만 전념하면, 번잡스러운 잘못이 있게 된다. 돌 그리는 데만 전념하

면, 뼈가 드러나게 된다. 흙만 그리는데 전념하면, 살이 많게 된다.”

유검화, 앞의 책, 252.
324) 바슐라르, 앞의 책, 125.
325) 운향(惲向, 1586-1655)은 예찬(倪瓚, 1301-1374)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평한

다.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골이라는 것이다. 골은 본질을 말한다. “그가 취한 것

은 여전히 골이 존재한다.”

유검화, 김대원 옮김,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335.
326) 곰브리치는 화가가 그림에서 실행되는 것에 집중한다고 말한다. 즉, 화가는

환영의 자연스러운 효과보다는 조형의 발생하는 힘을 본다는 것이다. “화가는 이

작품이 환영이 아닌 그림에서의 실행(excercise in painting)이라는 메시지를 통

감케 하는 것이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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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37] <Redish Memory>, 2020, 장지에 혼합매체, 130.3×9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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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적인 형태(形態)나 명암

법(明暗法), 채색법(彩色法)을 사용

할 때, 의도적으로 환영을 억제한

다. 이는 명료한 가시성을 확보하면

서도, 현상적인 감각의 환기는 줄이

기 위함이다. 이 압축은 내가 대상

을 재인식하기 위한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이 된다. 이 압축은 

절제의 회화적 표현기술이다. 절제

된 ‘재현’으로 차분하게 표현된 공

간을 응시하도록 고안되었다. 

나의 작품 <Redish Memory>

([작품도판 37])에는 카페테라스에 

놓인 빈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이 

작품의 세부적인 요소를 참고한 사

진([참고도판 39])과 비교해서 본다

면 현실과 예술의 표현 간의 거리

를 확인해볼 수 있다. 사진에 담긴 카페의 모습에는 현장의 수많은 사실이 

그대로 들어있다. 사진 속의 모든 사물들은 당연히 완벽한 외형을 갖추고, 

빛에 따서 정확한 색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테이블과 의자들의 복잡성

에서조차 그것들은 정확한 비율(比率)과 원근(遠近)에 속하면서 공간을 온전

하게 담아낸다. 그러나 나는 사진과 경쟁하지 않는다.327) 나의 작품으로 환

327) 곰브리치는 현대미술에서 사실성에 대해 랑게(Friedrich Albert Lange,

1828-1875)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설명한다. “예전의 그림이 열정적으로

깊이의 환영을 추구했다면, 이제 화가들은 같은 열정으로 평면을 강조하려고 노

력한다. (······) 예전에 기하학적 도식화가 비예술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다면,

이제 규범적 비례와 황금비율 그리고 이등변삼각형에 심취해 있다. (······) 예전

에는 유약이 색채에 광휘를 주어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제 색

채는 주로 그림물감으로 보이는 둔중한 무광택 매체로 더덕더덕 칠해져 있다.

(······) 예전에는 기술적 기교가 과대평가되었다면, 이제는 경멸을 받고 있다.”

[참고도판 39] 야외 테이블이 놓인 카페테

라스의 사진(촬영일: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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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된 풍경은 사실성이 결여된 채 나타

난다. 이 결여는 의도적이다. 선(線)과 

면적(面積)이 그려내는 형상을 통해서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만, 이를 세밀하게 추적한다면 3차원을 

구성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고도판 40]) 그러나 중요한 것

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묘사의 문제는 평

면의 배열이라는 2차원의 논리로 편성

된다.328) 테이블과 의자라는 현실의 대

상은 인식 가능한 한계 안에서 자유롭

게 변형되고 있다. 색면의 크기, 면적

의 분할과 연결, 직선의 뻗어감과 멈춤

을 자유롭게 변형하면서 그럴듯한 사물

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평면에 배열된 

요소들이 ‘움직임-리듬과 균형감’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를 둔 

명확함과 불명확함의 공존으로 새로운 운동감을 갖추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연상과 조형적인 운동력이 죽어있는 사물을 회화 속에 되살린다. 이것이 2차

원이 생명을 부여받는 원리이다. 

작품 <Blueish Memory>의 세부묘사([참고도판 41])를 살펴보면 동일한 

회화적 변형이 보인다. 현실의 안락의자는 공간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겠지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68.
328) 곰브리치는 예술적 환영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모리스 드

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회화란 전장의 말, 나부, 아니면 어떤 일화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그려진 어떤 배열로 뒤덮인 평면임을 명심하라.” 곰브리치에 의하면

시각적 조화 안에서라면 많은 변형이 일어난 평면적인 배열에서도 우리는 대상

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의 이념에서 예술의 이념이 강조되는 시대로 옮

겨 오면서 화가들은 환영의 기술적인 기교를 경멸하고 있다고 말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66.

[참고도판 40] <Redish Memory>의 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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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회화에서는 선과 면이라는 평면의 논리로 재편된다. 의자의 전후관계나 

형상의 정확성보다는 배열된 요소가 만드는 리듬이 더욱 중요하다. 의자의 

다리와 팔걸이로부터 빌려온 선과 등받이와 여러 가지 그림자의 면들이 가벼

운 움직임을 발생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볼 때, 쾌감을 느낀다. 회화의 

1차적인 기쁨이 여기에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다. 대상의 표현이 알

아볼 수 있는 ‘한계선’ 안에 있다면, 실재 대상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알아본

다.’는 즐거움을 강화한다.329) 대상에 대한 앎이 조형적인 색채로 물들여 제

공된다. 이런 인식적인 도약의 크고 작음은 화가의 작품관에 종속되겠지만, 

도약이 없는 회화는 없다. 

또한 형상에서 유지되는 최소한의 ‘리얼리티’는 추상(抽象)의 힘을 조절하

기 위함이다. 이 말은 표현의 대상을 지나치게 알 수 없게 만들지 않는 것이

329)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266.

[참고도판 41] <Blueish Memory>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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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호함은 시선을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열려진 가능

성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의 활동이 활발한 

지각활동이다. 너무 활발한 운동력은 ‘여가적 풍경’의 고요하고 평온한 움직

임과는 차이가 있다. 지나친 모호성은 ‘비움의 세계’를 지탱할 수 없다. 따라

서 내 작품에서 회화적인 변형은 명료한 대상이 존재하되, 감각적인 운동력

의 크기는 적당히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가적 풍경’에 걸맞은 ‘리

얼리티’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설정되었다. 나는 대상의 ‘가시적인 명료함’과 

‘사실성의 절제’ 사이에서 ‘여가적’ 공간을 확보한다. 회화는 하나의 놀라움이

다. 그러나 그 놀라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나의 작품에서 놀라움이란 

깨달음의 기쁨처럼 지적이고 차분한 것이기를 희망한다. 

‘여가적 풍경’에서 ‘재현-리얼리티’의 절제는 고의적인 결과이다. 현실의 

사물을 선(線)과 면(面)으로 환원하면 형상(形象)은 간결해진다. 간결한 형상

은 뜻을 더욱 명료하게 한다. 조형적인 ‘간결함’은 의식의 명료함으로 연결된

다. 운향(惲向, 1586-1655)은 ‘간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가들

은 간결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간단한 것은 형상이 간단한 것이지 

뜻이 간결한 것은 아니다. 간단한 경지에 이른 자는 번잡한 경지에 도달한 

자이다.”330) 이는 모든 예술의 전통을 꿰뚫는 명언이다. 예컨대 이강소

(b.1943)의 ‘오리’는 유아기적인 붓질의 결과가 아니라, 오리의 ‘골(骨)’331), 

‘코어(core)’, 그리고 ‘본질(本質)’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도판 42]) 전통적인 

수묵화는 자동적으로 많은 사실성이 탈락된 결과를 만들어낸다. 수묵화의 

‘간결함’은 매체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먹(墨)과 필(筆)에 대한 

사대부문인들의 기호는 당연하다. 그들의 필법과 묵법으로 변화된 ‘간결한’ 

세계의 의미는 더욱 풍요롭다. 주량즈(朱良志)는 “수묵이 간단한 표현방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본성에 도달하는 일종의 수단이다.”332)라고 말

한다. 필과 묵의 제약으로 빛의 현상은 완전히 배제되고 대상이 평면 위에 

옮겨진다. 선은 대상의 윤곽(Outline)이 아니라 ‘골’을 드러낸다. 수묵화가는 

330)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329.
331) 유검화, 앞의 책, 335.
332) 주량즈, 앞의 책,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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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라는 현실의 외관에 관심이 없다. 수묵화(水墨畵)는 실재적이거나 자연

스러운 표현에서 멀어지는 방식이지만, 이로 인한 리얼리티(Reality)의 억제

는 관념성을 높인다. 동양회화의 전통에서 수묵화가 숭앙받는 이유이다. 고대 

문인이 추구했던 정신의 세계를 담기에 적합한 것은 수묵이었다. 왜냐하면 

수묵의 ‘간결함’은 고매한 정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재현’의 절

제는 이 ‘간결함’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현실의 장소를 출발점으로 삼

는 나의 작품에서 ‘재현’의 절제는 정신으로 향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었

다. 환영의 기술이 극복된 동시대의 예술세계에서도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한

다면 표현의 절제가 필요하다. 사실적인 표현은 삼가고, 점과 선과 면의 간

결한 조화로움으로 대상을 제시한다. ‘재현’의 절제는 현실과 시간의 속박에

서 벗어난 비물질의 세계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리스적인 전통이라기

보다는 이집트적인 것이다.333) 순간을 형성하는 광학적인 세계는 흩어지고, 

[참고도판 42] 이강소, <Becoming-08138>, 2008, 캔버스에 아크릴, 130.3×162cm



- 194 -

‘골’이 남는다. 이것이 회화의 심층적(深層的) 세계이다. 정신적 세계에서 현

상과 감각은 덧없는 것이다. 석도(石濤)가 대상의 외곽선에 대한 설명은 건

너뛰고 필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처럼 보인

다.334) 미술의 외곽선(外廓線)이 ‘살’이라면, 수묵의 필(筆)은 ‘골’이다. 필은 

‘골’을 추적한다. 석도(石濤)가 산수를 표현하는데 다양한 묘법(描法)을 언급

하면서 날씨나 계절에 따라 어울릴만한 점(點)이나, ‘정반(正反)’과 ‘음양(陰
陽)’에 적합한 점찍기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선질(線質)’이라는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조형요소에도 다양한 표현의 뉘앙스(Nuance)가 가능하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335) 이것이 환영의 거추장스러운 ‘허물’을 벗을 때 획득하는 조

형의 풍요로움이다. 이 풍요로움은 내면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2차원의 평

면은 또 다른 차원을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2차원이라는 결핍의 세

계에서 자라난 움직임은 감추어진 의미를 되살린다.

333) 곰브리치는 이집트의 미술이 그리스 미술의 목적과 달랐으며, 그리스적 환

영보다 더 본질에 다가가려는 표현의 결과라고 기술하고 있다.

곰브리치, 앞의 책, 137-143.
334) 유검화,『중국고대화론유편 - 제1편 범론3』, 김대원 옮김(서울:소명출판,

2010), 137.
335) 석도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필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점을 찍는 데에는 비오고·눈 내리고·바람 불고·갠 날 등 사계절에 따라 각기 어

울리게 찍는 점이 있고, 정반(正反)과 음양(陰陽)에 따라 돋보이게 찍는 점이 있

다. 물기와 먹기를 끼고 단숨에 혼잡하게 찍는 점이 있고, 덩굴진 수초의 실 같

은 선이 휘감기어 연결된 점도 있다. 아득히 텅 빈 곳에 멋없이 찍힌 점도 있고,

필은 있으나 먹이 비백(飛白)을 이룬 안개 같은 점도 있다. 초묵(焦墨)으로 옻칠

한 것 같은 것과, 더럽거나 투명한 점도 있다.”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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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분명한 경계

나는 그려진 대상의 외곽선(外廓線)을 따라서 정확하게 채워서 칠하는 것

을 피한다. 완결된 이미지는 움직임을 상쇄한다. 그래서 그려진 작은 대상을 

표현할 때나, 넓은 면적을 처리할 때도, 정확하게 경계선(境界線)을 따르지 

않으며 작품을 완성시킨다. 오히려 불분명한 외곽선에서도 우리의 지각은 그

럴법하게 보아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정리돼 보이지 않는 마감

은 의도적이다. 덜 채워지고 남겨진 상태는 평면(平面)위의 조형을 강조한다. 

이미지는 붓질로 형성된 물질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내 작품의 경우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앞서 그려진 정교한 스케치가 있더라도, 나는 미련 없이 

‘붓질’과 ‘흔적’에 더욱 집중한다. 스케치(Sketch)는 단지 행위의 가이드라인

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몸짓’이 만들어낸 물질간의 조화로움이다.

[참고도판 43, 44, 45, 46]은 <풀길>([작품도판 8])의 제작과정 중에 촬영

한 사진이다. 먼저 크고 납작한 붓질이 지나간다. 이때에는 붓질이 어떤 외

곽선을 채우는 식의 색칠이 아니다. 붓질 그 자체로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질감과 힘을 지니고 뻗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들을 

그려 넣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큰 터치를 점차 교정해가는 방식을 사용

한다. 내가 항상 의식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리기를 버릴 것’이다. 모든 것

이 완전할 때, 회화적인 율동은 사라진다. 정확함보다는 ‘힘’이다. 그래서 먼

저 큰 붓질이 선행되어야 한다. 볼만한 붓질을 긋기에는 물질성에 대한 이해

와 도구적인 수련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수행된 결과물을 예측

하고 종합하는 일은 어렵다. 큰 터치와 세부가 잘 어우러지면서 적재적소에 

있게 하는 일은 반드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부

족한 나는 이를 능숙하게 다루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나는 경험이 누

적됨에 따라서 사진을 붓질로 환원해내는 일이 숙달되었고, 오히려 더욱 빠

르고 간결한 터치들을 활용하여서 작업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최근에 이르러서 ‘더 적은 대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자’ 더욱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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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43] 

<풀길>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44] 

<풀길>의 제작과정 

2.

[참고도판 45] 

<풀길>의 제작과정 

3.

[참고도판 46] 

<풀길>의 제작과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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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47] <텅 빈 풍경 1>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48] <텅 빈 풍경 1>의 제작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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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앞서의 훈련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는 큰 

붓질이 남기는 ‘힘 있는 터치들’을 순발력 있게 살려냄으로 회화적인 동세(動
勢)를 드러내려고 한다. 작품 <텅 빈 풍경 1>([작품도판 38])에서 수면의 표

현을 보면 역시 큰 붓질이 남긴 터치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참

고도판 47, 48])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수면은 고정된 평

면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큰 힘’이다. 나는 그것을 몇 번의 횡(橫) 터치로 

펼쳐내었다. 손짓이 만드는 물질의 흔적을 빠르게 판단하고 충분한 수면이 

펼쳐지면 그만둔다. ‘불분명한 경계’는 ‘힘의 흔적’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

은 또한 환영을 억제하고, 평면의 속에 펼쳐진 관념적인 ‘수면’을 존재하게 

한다.

현대회화에서 ‘불명확한 경계’는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사진이 정확성

을 떠맡자, 화가들은 인식 가능한 최소한의 노동만으로 작품을 완결 짓는다. 

[작품도판 38] <텅 빈 풍경 1>, 2021, 장지에 혼합매체, 72.7×9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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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하자면 수정을 위한 덧칠은 패

착이다. 알베르트 올렌(Albert 

Oehlen, b.1954)은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의 작품을 보면 3차원에 

존재할 수 있는 분명한 형태와 ‘2

차원적인 흔적-거친 붓질, 흘러내

림, 닦아낸 흔적, 그리고 형태와 

무관한 선’이 공존하고 있다. 3차

원적 암시이면서도 동시에 평면적

이다. 그는 이렇게 우리의 시각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은 언제나 기분 좋은 놀이가 

된다.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찾을 

즐거운 유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그가 창조의 과정에서 맛보았

던 그 즐거움 말이다.([참고도판 

49])

색(色)은 고정되지 않고, 조도나 

자연환경의 연출에 따라서 변화한

다. 색은 선(線)에 비해서 불확실

성을 띤다. 그래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색

을 수용할 때 변화의 허용치를 높

게 둔다. 색은 화판의 내부에서 경

계 없이 자유롭게 존재한다. 색의 

불분명한 경계는 창작에서 문제되

지 않는다. 도리어 화가들은 이러

[참고도판 49] 알베르토 올렌, <Untitled>, 

2011, 캔버스에 유채, 8'×10'2“

[참고도판 50] 틸로 바움가르텔, <이주지

(Siedlung)-Red>, 2003, 종이에 유채, 

125×1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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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색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더 유쾌하고 극적인 시각적인 자

극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색의 불분명함을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예시가 

있다. 독일의 구상주의 회화의 맥을 잇는 틸로 바움가르텔(Tilo Baumgärtel, 

b.1972)은 불분명한 색채의 경계를 통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물든 유머러스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라이프치히(Leipzig)의 구상주의 회

화적 전통을 따라서 명확한 외곽선으로 대상들을 그려내고 있다.([참고도판 

50]) 그런데 명확한 선묘와는 달리 그의 색채는 자유분방하게 물들어 있다. 

이러한 색채는 환영의 공간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평면구성-평면에 퍼져나

간 붉은 스펙트럼’을 만들고 있다.

내 작품에서도 색채의 불분명한 경계를 종종 활용한다. [참고도판 51]은 

<스케이팅 데이(Skating Day) 2>의 중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

는 그림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숲으로 표현될 상반을 보면 호분

(胡粉)의 효과로 얻은 물질감과 붓으로 그린 숲의 아웃라인(Outline)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명확하게 좇아가며 채색하지 않는다. 화면의 가운데서부

터 충분히 울창한 숲의 색을 에어브러시(Air-Brush)로 뿌려 넣었다. 충분하

다는 정도는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작업자의 마음에 먼저 자라

난 숲이 있다. 화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만큼의 적당한 녹색의 숲을 채색한

다.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물들면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채색은 경계를 고

려하지 않는다. 그것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다. 작가의 관심사는 ‘숲의 울창

함’이다. 이는 순수한 평면의 효과만을 고려한 채색방식이다. 덜 칠해지고 남

겨진 부분은 평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화 안에서 진하게 물든 숲의 

세계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작품도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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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51] <Skating Day 2>의 제작과정.

[작품도판 39] <Skating Day 2>, 2020,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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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지의 분리와 합성

정제된 사고에는 절제된 조형이 따른다. 나는 비물질적인 정서를 자연에 

빗대어 담아낸다. 이는 섬세한 작업이다. 회화의 장르가 풍경이라면 어떤 장

면을 포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따른다. 풍경화에서는 일상적 

장면이 비범한 무엇인가로 다시 나타난다.336) 새로운 창작은 “존재하지 않았

던 세계를 앞으로 던져서 기술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기획(企劃)”337)이라고 한

다. 기획자는 늘 곁에 있던 현실세계의 일부를 선택한 후에 변화시킨다. 정

제된 마음으로 바라본 세계는 내면에서는 이미 ‘내가 보기로 한 방식’338)으

로 변화하였지만, 그것을 화면으로 옮겨오는 일에는 선별(選別)과 수정(修整)

이 필요하다. 이때 화가의 감각적 판단에는 지성(知性)이 동원된다. 화가는 

깨어난 머리로 현실의 요소들을 종합한다. 그래서 현실의 사물은 일상의 배

경과 분리되고, 화면위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다.

기획의 첫 번째 단계는 ‘여가적’ 정서뿐 아니라 ‘비움’의 관념이 깃들만한 

‘풍경’을 수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집은 사진의 순간적인 포착과는 다른 

의미이다. 화가는 보이는 것들에 상상력을 뻗쳐서 새롭게 본다. 이 상상은 

‘무시간적인 추출’이고, 또한 ‘종합’이다. 그가 상상하는 세계에서 대상은 현

실에서 분리되고 재차 합성되기도 한다. 동시대의 풍경화가가 직면하는 세계

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먼저 화가는 ‘지도(版圖)를 그리는 

것’과는 달리 필수적인 요소만 선별한다.339) 이는 곽희(郭熙)가 말하는 “정수

336)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서울:천년의 상상, 2014), 88.
337) 진중권은 예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안적 세계를 디자인하는 인간은

더는 객체를 인식하고 변형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앞으로(pro) 던져서(ject) 기술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존재, 즉 ‘기획(Projekt)’이다.”

진중권,『이미지 인문학 1』, 55.
338) 홍옥진, 앞의 논문, 117.
339) ““版圖何異？”

郭熙·郭思 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112 子部 22『林泉高致集』,〈山水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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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粹)한 것을 취함”이340)나 들뢰즈(Gilles Deleuze)의 ‘빼기의 문제’341)처럼 

대상을 고립시키는 작업이다. 고립은 인식을 강화한다.342) 이는 예술이 성립

하는 근본원리이다. 그런데 동시대의 화가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장면을 추출하고, 이를 합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미술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미술은 사물과 상상의 사이에 

있다. 미술은 두 세계의 충돌을 중재(仲裁)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존재했던 

모든 이미지는 가상(假象)이었다. 그러나 이 가상은 내적인 진실이다. 

진실의 세계는 창작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차이에 따라서도 새

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현대인은 기술이 낳은 합성이미지에 대해 위화감이 

없이 수용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래픽 툴(Graphic Tool)을 사용하여서 간

편하게 이미지를 편집한다. 이미 현대인의 생활에서 이미지 합성기술은 익숙

한 사실이며, 이는 현대작가에게 새로운 감각을 창출하는 편리한 수단이 되

었다. 과격해 보이는 이 방식은 동시대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그러나 과격하

다는 것은 상대적인 판단이다. 이 또한 미래에서 지금을 되돌아본다면 이는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일 수 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을 

보는 우리의 눈처럼 말이다. 또한 이 성질은 조형적인 접근방식이 과격하다

는 말이지 표현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이는 과격한 조형적인 변형으로도 소

박하고 초연한 세계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회화는 ‘분리와 합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감각을 창출하고, 그것으로도 ‘의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가적 풍경’에서는 이 ‘분리와 합성’이라는 미술의 본질적인 특성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한다.

화가는 나의 의식세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장면들을 찾고 수정을 가한다. 

이런 방식의 미술은 현실의 모방이지만, “심층적인 삶을 모방하는 것”343)이

340) “凡此之類，咎在於所取之不精粹也。”

郭熙·郭思 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112 子部 22『林泉高致集』,〈山水訓〉
341) 질 들뢰즈, 앞의 책, 21.
342) 서복관, 앞의 책, 108.
343) 바슐라르는 셸리의 말을 빌려서 예술을 설명한다. “셸리가 ‘시는 모방적 예

술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인간의 심층적인 삶을 모방하

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한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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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게 현실의 심층(深層)은 ‘여

가적 풍경’이겠다. ‘심층’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내의(內意)이

다. 간단히 말하면 작품의 제작은 

내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현실을 

변형하는 일이다. 이미지의 ‘분리와 

합성’은 필수적인 방법이다. 현실의 

삶은 나에게 때때로 예기치 못한 기

쁨을 준다. 이런 체험의 장소는 특

별하다. “화가가 의문을 갖고 탐구하

는 것은 물리적 세계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으로서

의 자연이다.”344)라는 곰브리치

(Ernst Gombrich)의 말처럼, 예술은 

우리의 ‘심층적인 삶’에 관심이 있

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현실의 

모든 부분이 ‘심층적인 세계를 보여

주기’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장소의 체험이 ‘여가적’ 감상에 적합

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완벽할 수는 없다. 알맞은 장소를 

찾았다면, 우선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작업이 따른다.345) 어렴풋

한 기억을 더듬으며 목격했던 심상(心象)의 “몽타주(Montage)”346)를 제작해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90.
344)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72.
345) 들뢰즈는 회화가 형상을 유지하면서 ‘구상적인 것(혹은 삽화적, 서술적 성

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상을 통해 순수한 형태를 지향’하거나, ‘추출 혹은 고

립을 통해서 순수하게 형상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이다. 분리는 내가 추구하는

구상회화는 후자의 방식과 동일하다.

질 들뢰즈, 앞의 책, 12-3.
346) 진중권은 합성사진으로 만들어진 구르스키의 작품을 설명하며,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봉합선과 균열이 없이 “몽타주”한다고 말한다.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 238.

[참고도판 52] 잡초가 자란 마당의 사진

(촬영일: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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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참고도판 52]는 <작은 소리>([작품도판 40])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진은 ‘낡은 주택가의 소박한 풍경’을 담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난 잡초와 뒤편의 건물이 화면을 가득히 채우

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눈은 새로운 세계를 본다. 내가 주목한 것은 ‘풀의 

상승적인 움직임’이다. 상승의 소임을 받은 풀들은 미세한 진동을 발생하고 

있었다. 한해살이풀들의 움직임은 소박하지만, 그것의 소릿결은 아름답다. 미

동(微動)은 큰 움직임이 멈출 때 드러난다. 다시 그려지는 이미지는 ‘소박한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내적인 주제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그것

을 떼어낸다. 사진을 보면 풀들이 자란 면적 위로 인공물의 구조가 그것을 

덮고 있다. 나는 이미지 상부를 채우는 ‘적벽돌의 육중한 무게’를 제거하고 

공간을 열어젖혔다. 필요가 없는 이미지의 요소들로부터 풀의 미세한 움직임

을 분리해내기 위함이다. 풀의 미동을 배경으로 삼은 블록 담장은 남겨놓고 

[작품도판 40] <작은 소리>, 2019,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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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건물은 제거되었다. 비워진 공간은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열린 공간

으로 나무의 흔적이 희미하게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잔잔한 소리에 집중을 

돕는 조형의 변화가 있다. 쓸데없는 운동을 만드는 사선(斜線)은 수평으로 

교정되고, 풀 이외 다른 사물들의 색채(色彩)는 탈색되어서 풀을 물들이는 

색채의 터치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미지를 ‘맥락적으로’ 받아들인

다.347) 그래서 이미지 내부의 모든 요소들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에 순응해

야 한다. 풀들은 현실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맥락으로 연결된다. 화

면 안에서 ‘작은 소리’는 선명한 조형적 선율로 연결된다. 이 작품은 표현의 

대상을 현실에서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다음은 분리한 

요소들을 하나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합성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하겠다.

<작은 소리>의 경우에 세밀한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분리’해냈다. 그리고 비워진 상단의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대체되었다. 다음 

단계에는 내적인 목적에 따른 분리된 요소가 적극적으로 결합된다. 이는 대

상을 도해하는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의 방식보다는 “마음에 기록

한다.”348)는 산수화론(山水畫論)에 더 가까운 방식이다. 선별된 장소에서 의

미의 발생을 결정하는 것들이 새로운 이미지의 요소로 들어선다. 분리된 세

계가 새로운 맥락의 옷을 입는다. <겨울산행 A>([작품도판 41])와 <겨울산행 

B>([작품도판 42])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의 겨울풍경([참고도

판 53])이다. 나는 덕유산을 두 작품으로 제작했다. 어렴풋한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하는 표현의 방법을 탐구하며 연달아 제작한 작품들이다. 두 작품의 

347) 홍옥진은 메를로-퐁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의미는 불명확

하고, 우리는 시각을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의미는 맥락적이다. 그래서

의미는 불투명하다.”

홍옥진, 앞의 논문, 133.
348) 갈로는 산수화를 그릴 때 자연경물들을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한다. “즉 관

찰 체험을 통해 산천의 경물을 마음속에 기억해 놓았다가 그것을 직접대하지 않

고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 산수화 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우수한

전통이요 수련 방법이다. 오늘날 어떤 산수화가들은 자연경물을 직접 마주 대하

고 사생할 수도 있고 또한 자연 경물을 직접 보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릴 수도 있

는데, 이는 곧 마음의 눈으로 모두 기록해둔 수련의 결과이다.”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서울:돌배개, 201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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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인 목적은 겨울의 독특한 정서를 잡아내는 것이지만, 색채나 구성으로 

만들어내는 세부적인 뉘앙스는 다르다. 이미지의 외형은 먼저 시도되었던 

<겨울산행 A>이 현실과 더 닮았다. 겨울의 분위기나 표현된 요소들이 더 현

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그리

지 않았다. 필요한 정서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만이 남겨지고 다른 부

분은 ‘분리’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쓸쓸한 겨울의 색채감에 어울릴만

한 대상을 선택하여서 그려 넣었다. 그것은 ‘나무 두 그루’이다. 나는 남겨진 

고성(古城)의 성벽과 침강하는 색채와 두터운 물질감으로 형성된 분위기에 

알맞은 무언가를 찾아서 ‘합성’해 넣었다. 그것은 ‘메마른 나무’이다. 우리에

게 ‘고목(古木)’의 전통적인 견해는 풍부하다. 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독특

한 정서를 대표하는 상징물(象徵物)이 추가되었다. 가늘고 떨리는 선질(線質)

로 표현된 나무는 겨울의 풍경의 정서를 보조한다. 다음에 그려낸 <겨울산행 

B>에서는 새로운 요소들이 합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현실에 존재하던 성

벽이 삭제되고 ‘오두막’과 빈 ‘벤치’가 그려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금 더 현

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들 역시 비워진 공간의 분위기를 보조할 뿐 더 

이상 지나침이 없다. 나의 경우에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서 시도하는 것을 선

[참고도판 53] 덕유산 겨울풍경의 사진(촬영일: 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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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다.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연구할수록 표현의 자유는 더 커지기 때문이

다. 작품을 한번 완성하면, 작품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경험적으

로 파악된다. 경험의 누적이 화가를 더 자유롭게 한다. 나는 이 경험치로 인

해서 내밀한 정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 이 자유는 시각의 구속을 벗겨준

다. 그래서 현실에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첫 번째 작품과는 다른 새로

운 분위기에 맞춰서 요소들을 결합한다. 나는 보다 높아진 ‘겨울철의 온기’에 

어울릴만한 몇 가지 장치를 합성하였다. 그것은 ‘오두막’과 ‘빈 벤치’이다. 추

가적으로 합성된 두 요소는 양쪽 모두 분위기를 주도하기보다는 보조하고 있

다. 하지만 보조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메마른 고목에 내포된 상징에 비해

서 ‘오두막과 벤치’에 내포된 의미는 가볍다. 그러나 ‘고목’에서 나타난 상징

의 구속을 벗고, 대신 동시대의 시대적 감각을 불러오기에 더 적합하다. 어

[작품도판 41] <겨울산행 A>, 2018, 장지에 혼합매체, 72.7×90.9cm



- 209 -

떤 방향이 성공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의 ‘분리와 합성’으로 인해

서 세밀한 뉘앙스가 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변화는 ‘내면의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결정한다.

이미지의 합성을 ‘몽타주(Montage)’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 어울리는 말이

다. 이 말은 시각예술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

온 것이다. 세잔은 ‘사과가 놓인 테이블’을 다양한 시점으로 관찰했다. 세잔

은 다양한 시점으로 포착된 장면들을 하나의 화면에 종합하면서 그것들의 이

음새를 테이블보 아래로 숨겼다고 한다.349) 미술에서의 합성은 자연스러운 

변형의 결과이다. 산수화론에서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또한 더욱 자유로

운 변형이다. 산수화가는 ‘노닐만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며 정수(精髓)를 

취하고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래서 산수화가의 ‘의경’은 이미 마음속에서 어

349)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 238.

[작품도판 42] <겨울산행 B>, 2018,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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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합성된 채로 그려지기 때문에 ‘봉합선(封合線)’이 완전히 없다.350) 

어쩌면 ‘합성’은 산수나 풍경에서 더 편리한 기술이다. 거대한 풍경이 화면 

안에서 작게 그려지기 때문이다.351) 산수화가나 풍경화가는 세부적인 요소들

을 자연스러운 붓질로 연결시킨다. 그들은 마음으로 선별하고 합성한 세계를 

바로 그려낸다. 

동시대의 화가는 이 붓질이 있기 전에 사진들을 직접 합성하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사진합성기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에스키스해볼 수도 

있고, 작업의 중간과정에서 ‘합성’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기도 한다.352) 사

진합성기술은 자세하고 사실적인 이미지에서조차 결합의 봉합선을 완전히 감

춘다. 내면세계의 몽타주의 봉합선을 없애고 미리 가시화할 수 있다. 사진합

성기술은 빠르고 정확한 에스키스로 활용된다. 이미지합성의 기술은 창작의 

자유를 미리 실험해보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작업의 중간과정을 사진

으로 찍고,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요소를 합성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살핀다. 

작업의 중간과정 중에서 그래픽 툴로 만들어낸 대강의 합성물은 불완전한 형

태이다. 화가가 이 합성물(合性物)을 보는데도 상상의 눈이 필요하다. 왜냐하

350) 심호(沈顥, 1586-1661?)는 산수화의 작품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뛰어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배치하는 것 같으나 실은 배치하지 않고, 배

치하지 않는 것 같으나 실은 배치한 것이다.”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2』, 361.
351) 종병은 넓은 풍경도 산수화에서는 작은 화폭에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화가가 다양한 산의 풍경을 자유롭게 변형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곤륜산

은 크고 눈동자는 작아서, 한 치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

지만, 멀리 몇 리 떨어져서 보면 작은 눈동자에도 담을 수 있다. 확실히 거리를

점점 멀리하면 대상물은 더욱 작게 보인다. 이제 흰 화폭을 펼치고 원경을 그리

면, 곤륜산과 낭봉산과 같은 모습도 작은 화폭에 담을 수가 있다.”

유검화,『중국고대화론유편 – 제4편 산수1』, 46.
352) 김홍희는 현대미술에서 디지털의 특수성이 인터-액티비티(inter-activity)에

있다고 말한다. “디지털은 전사(transcription)가 용이한 아날록과는 달리 정보를

기호로 전환(conversion)해야하는 단점을 갖지만 아날록(Analog)에 없는 인터액

티비티(Inter-activity) 기능을 갖는 바, 이것이 디지털 문화의 핵심이다.”

김홍희, 「한국 포스트모던아트에서의 리얼리티 –메타리얼리티(Meta-Reality)

와 모조리얼리티(Simulated Reality)-」, 『한국미술사99프로젝트』2000, 97.



- 211 -

면 사진에 뿌리를 둔 고정적인 이미지는 그것에서 떨어져서 다시 비물질적인 

형상으로 변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픽 툴(Graphic Tool)은 단지 정신적

인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이 ‘도구적인 간극’을 이해한다면, 

화가는 이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다. 혹여나 

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결합이 거짓이며 우리를 현혹시킬 것

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이다. 왜냐하면 화가는 이미 ‘심층’이라는 명확한 

회화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에서는 새로운 사진술이 

회화의 형성을 돕는다. 처음 등장한 뉴미디어(New Media)는 올드미디어

(Old Media)의 모습을 따라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미학이 지위를 확보하

면, 반대로 올드미디어 역시 새로운 미디어를 닮는다.353) ‘분리와 합성’이라

는 오랜 회화의 전통은 새로운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감각으로 재편된

다. “몽타주라는 기술의 미학”354)이 새로운 회화의 감각을 연다. 화가에게 

주어진 도구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예술의 핵심은 ‘상외(象外)’로

의 돌파이다. 나의 작업에서 ‘분리와 합성’은 ‘여가적 풍경’이 ‘새로운 이름’

을 얻는 방식이다.355)  

353) 진중권은 뉴미디어의 미학적인 전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의식을 획

득한 뉴미디어는 이제 자기 고유의 매채성을 강조한다. 벤야민의 그 유명한 논문

은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관계의 역전이 일어난다. 위기를 느

낀 올드미디어가 거꾸로 뉴미디어의 미학을 전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회화는

그렇게 기계적 추상과 몽타주라는 기술의 미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모더니

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 262.
354)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 262.
355) 《옅은 하루 - A Pale Day》 개인전 리플릿, 2018, 작가노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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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패턴의 활용

자연 속에는 운율(韻律)이 있다. 사실 그 운율은 인간에 내재한 것이며, 

우리의 보는 눈과 귀에의 반응에 의한 번역이다. 다시 돌아오는 계절의 순환

이라는 거시적인 반복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풍경 속에서도 미시적인 운율이 

있다. 우리의 들뜬 마음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동화되고 즐거워한다. 회화는 

힌트처럼 현실의 자연에 남겨진 작은 운율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면

의 세계로 가져와 ‘패턴화’한다. ‘패턴(Pattern)’은 평면을 강조하는 회화적 표

현이다. 그것은 평면 위에서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화가는 

자연의 짤막한 음악적 모티브(Motive)를 차용하여 평면조형의 화음을 창조한

다. 또한 평면 위에 ‘패턴화’된 형태는 3차원적인 정확성에 관심이 없다. 대

신 평면 내부의 운율로 심리적인 운동감을 만든다. 또한 패턴은 생기 있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묘사를 피하면서 자연적 대상을 평면

위에 ‘있게(Being)’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화적 장치이다. 화가는 터치나 형태

를 단순화하고 일부러 반복함으로써 자연의 풍성함이 화면 안에 ‘존재’하게 

한다.

[참고도판 62] 마티아스 바이셔, <연못(Teich)>의 부분.

[참고도판 63] 허빈 앤더슨, <집(House)>의 부분.



- 213 -

‘패턴’은 현대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방식 같다.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b.1937)와 그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의 회화작가들-마

티아스 바이셔(Matthias Weischer, b.1973), 빌리 차일디쉬(Billy Childish, 

b.1959), 허빈 앤더슨(Hurvin Anderson, b.1965) 등-은 패턴을 즐겨 사용한

다. [참고도판 62, 63, 64]는 호크니, 바이셔와 앤더슨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이다. 그들은 반복적인 터치로 리듬을 찾고 있다. 그것의 근원은 

수풀이나 꽃무리, 나무기둥, 잎사귀에 있다. 그들은 자연에서 발견한 규칙성

을 화면으로 옮기고 있다. 자연에서 경험한 리듬은 음악의 모티브처럼 단편

적이다. 그들을 이를 패턴으로 반복함으로써 확장한다. 그들은 리듬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다. 반복된 패턴을 그려낸 터치들에서 색채의 변화는 

없다. 터치의 간격뿐만 아니라 색채의 변화도 없이 균일하다. 이 패턴의 근

원은 자연이며, 터치는 자연의 원형과 닮았음으로, 우리는 평면에서도 자연 

본래의 생명력을 느낀다. 평면 위에 균일한 배열이 시각적인 리듬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패턴의 활용은 내적인 율동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에 내재

한 생명력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방식처럼 보인다.

[참고도판 64] 데이비드 호크니, <Under the Trees, Bigger>, 2010–2011, 캔버스에 

유채, 67 1/2×102 1/4i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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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품에서도 패턴이 자주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의 풍경 

속에서 발견된 ‘숲이나, 나뭇가지, 나뭇잎, 그리고 화단’에서 발견한 운율을 

평면화해서 배치한다. [참고도판 65]는 <옅은 하루 2>([작품도판 2])의 부분

으로 화단에서 자란 풀을 그려져 있다. 나는 먼저 밝은 색조의 배경을 만들

고 동양화 붓의 세필(細筆)로 ‘풀잎’을 균일하게 그렸다. 밝은 ‘수풀덩어리’와 

구분될 만큼 진한 녹색으로 그렸으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채의 변화는 

없고 균일하다. 밝은 색으로 과장되게 표현된 ‘수풀덩어리’는 그 위에 세필로 

그려진 ‘이파리들’과 호응한다. 덩어리와 세부간의 간격은 멀지만, 우리는 그

것들을 하나의 모습-‘수풀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밝은 색조가 만

드는 상승적인 기운’과 ‘오밀조밀하게 퍼져있는 균일한 이파리의 율동’으로 

[참고도판 65] <옅은 하루 2>의 부분.

[작품도판 46] <붉은 정원 B>, 2018, 장지에 혼합매체, 40.9×31.8cm

[참고도판 66] <붉은 정원 B>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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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을 되찾은 수풀이다. 

이와 같이 패턴의 활용한 또 다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붉은 정원 B>

에서 ‘수풀’의 표현을 보면 반대로 어두운 ‘수풀덩어리’ 위에 모필(毛筆)의 

터치로 녹색의 ‘잎사귀들’을 그렸다.([작품도판 46], [참고도판 66]) 내가 집

중한 부분은 실제 잎사귀 모양을 좇는 닮음이 아니라, 툭툭 던져 찍어낸 ‘준

(皴)’의 활력과 운율이다. 면적으로 처리된 수풀의 덩어리, 선, 그리고 패턴의 

조화는 여러 가지의 운동감을 만들고 이미지가 자연의 원형(原形)으로 살아

있도록 만든다. <물가 1>([작품도판 24])에는 수변에 자란 다양한 수종의 풀

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나는 물가의 수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군집을 이루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낸 잎사귀와 가지들의 힘찬 

율동은 내가 알고 있는 바이다. [참고도판 67]을 보면 물가에 자란 다양한 

식물들의 군집을 각각 다른 ‘준(皴)’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먹(墨)으로 

그린 ‘검은 풀 덩어리’ 안에 군집으로 자리 잡은 다양한 패턴의 터치들이 있

다. ‘몽땅한 이파리의 패턴’, ‘물가에 갈대의 수직적인 붓질’, ‘물기 많은 모필

(毛筆)로 널찍하게 찍힌 패턴’, 그리고 ‘짧은 서양붓으로 쓸어내린 색면’들이 

각각의 다른 식물군집을 이루고 있다. 내가 물가의 풀을 통해서 그려내는 것

은 다양한 패턴이 만드는 합창이다. 다양한 패턴은 고요한 물의 적막을 깨는 

상승적 움직임을 발생한다.

나는 숲을 표현하는데 추상적인 패턴을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도판 68]은 

[참고도판 67] <물가 1>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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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25] <Skating Day (B)>, 2020,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참고도판 68] <Skating Day (B)>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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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ting Day (B)>([작품도판 25])의 중간과정이다. 가운데 배치된 숲은 수

직적인 붓질이 물감을 쓸어내려간 흔적이다. 이 추상적인 패턴은 숲의 울창

함과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응용된 패턴의 표현이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균일한 수직적인 붓질에 의해서 생긴 흔적이 숲을 암시한다. 작품의 결과를 

보면 수직으로 흘러내린 색채의 배열은 색이 다른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을 

암시한다. 불명확한 경계로 이루어진 패턴은 운율을 만들고, 또한 ‘숲답게’ 

‘빽빽한 밀도’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근경의 수풀을 ‘준’의 패

턴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하면 부족한 운동감이지만, 더 넓은 풍경을 담는 작

품에서 필요한 거리감과 깊이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참고도판 69])

[참고도판 69] <Skating Day (B)>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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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색채의 광학적 흔적

색채(色彩)의 사용에서 또 한 가지의 주안점은 주관적인 색채의 사용에도 

경험적인 이해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미리 언급했듯이 색채가 주관적인 변화

를 거치면서 ‘사실’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변화된 색채는 새로운 논리로 재

편된다. 내 작품에서 색채의 논리는 경험(經驗)을 밑거름으로 삼는다. [참고

도판 54]은 작품 <Skating Day 1>([작품도판 43])의 부분이다. ‘푸른색으로 

그려진 숲’에서 명암(明暗)의 차이가 보인다. 어느 숲에서 볼법한 오르가닉

(Organic)한 외곽선을 가진 색면이 단계적으로 어두워진다. 푸른색에 안에서

[작품도판 43] <Skating Day 1>, 2020,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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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서는 광학적인 빛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색의 논리는 자연으로부

터 빌려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깊은 숲’을 볼 때 명암이 변하는 것을 목격

한 경험에서 비롯했다.([참고도판 55]) 푸른색의 변화가 삼차원의 부피를 정

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숲의 깊이’를 암시한다. 푸른색이 어

두워질수록 빛이 적은 깊은 숲임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숲의 있는 그

대로를 모방하지 않으며, ‘깊은 숲’의 존재가 드러나게 만든다.356)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관적으로 변형된 색채에서도 경험적인 세계의 ‘광학

적(光學的)’ 성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Skating Day 1>의 ‘숲’에서 

명도가 다른 각 면적에 따라 단계별로 어두워진다. 이는 ‘여가적 풍경’의 색

채가 사실과 추상의 경계 사이에서 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작품 <호수

공원 2>([작품도판 44])도 역시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었다. 단순한 형태 안

에 단계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색채를 사용하여 대상을 조직하고 있다. ‘호수

356) 진중권은 아도르노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현재의 예술은 환

영이 아닌 자연의 존재를 모방한다고 말한다. “자연지배와 더불어 시작된 사회의

부정적 상태에 관한 ‘참’을 말하는 것이 예술이다. 수수께끼처럼 일체의 개념적

파악을 거부하는 예술은 그 자체가 자연의 미메시스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예술

이 자연 속의 존재자의 외관을 모방(imitation)했다면, 새로운 예술은 자연의 존

재를 흉내(mimesis)낸다.”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 99-100.

[참고도판 54] <Skating Day 1>의 부분.         [참고도판 55] 깊은 숲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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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 44] <호수공원 2>, 2019, 장지에 혼합매체, 130.3×193.9cm

[참고도판 56] <호수공원 2>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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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의 색채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러

나 ‘비(非)-사실적인’ 색채를 사용할 때에도 빛의 현상(現象)을 닮는다는 것

이다. 같은 색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명암의 변화는 빛의 변화를 암시한다. 

이는 ‘호수공원’이 외관을 모방하지 않으며, 심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채색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수공원 2>에서는 ‘광학적인’ 빛의 변화를 수용하여 그것을 명확

한 명도의 단계로 구분해서 채색하고 있다.([참고도판 56]) 환영을 피하기 위

해서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억제하고, 의도적으로 색의 단계를 구분한다. 

이때에도 광학적인 원리는 지켜진다. 그래서 ‘호수공원’의 ‘공간’은 묘사되지 

않고 암시된다. 색은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고 명확한 색조로 단계가 구분

되어서 사용된다. 그래서 나는 물감을 섞어가면서 쓰지 않고 면적에 따라 명

확하게 구분되도록 조색(調色)한다. 색면의 명확한 구분은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하는 ‘색채주의(色彩主意)’로 설명되어진다. 그는 “빛은 시간이

고 색은 공간이다.”357)라고 말한다. ‘여가적 풍경’은 시간과 무관한, ‘비움의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색채주의’는 ‘여가적 풍경’에 적합한 표현기법이다. 

‘색채주의’는 시간을 정지시키고, 눈으로 대상을 천천히 더듬게 만든다. 색채

에서 빛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없애자, 순수한 색채의 움직임이 표면에서 살

아나는 것이다.358) 색채주의는 현실적인 빛을 없애고, 색채의 ‘물리적인 진

동’을 증폭시킨다. 평면에서 색채는 빛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환영(幻影)을 

억제하고 회화의 작용에 집중하기 위한 색채의 방법론이다.

357) 질 들뢰즈, 앞의 책, 158.
358) 질 들뢰즈, 앞의 책,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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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색채의 자율성

색채(色彩)에 대한 동아시아적인 전통은 분명하다. 일찍부터 환영의 구성

이나 사실성의 극복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며 예술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은 자

명하다.359) 동아시아의 문인들은 사물의 외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스스로 ‘창

신(暢神)’하고자 작품에 임했다. 그들의 구상회화는 세상의 일부를 빌리되 그

것의 외형에 구속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화태도가 색채의 사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내용과 의미에 따라 이미지의 색채가 현실과 다르게 변

화된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가 채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통을 지닌 회화를 되돌아 살펴본다면, 색채를 실제의 현상과는 달리 단순하

고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참고도판 70]) 특히 그리스적 전통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진이 만드는 환영의 기법에 익숙한 우리의 눈에는 동아

시아 전통의 색채기법은 무척 단순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를 기술의 미숙함

으로 보는 것은 큰 오해이다. 오히려 단순하고 직관적인 색채사용은 의식적

인 명료함을 낳는다. 나는 이런 색채사용에서 전통으로부터 현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지점을 발견한다. 그리스의 재현적인 속성을 이어받은 서구

의 르네상스회화의 환영적인 표현은 여전히 감각적인 놀라움을 자아낸다.([참

고도판 71]) 그러나 망막적인 놀라움은 ‘상외지상(象外之象)’을 추구하는 회

화에서는 회의적인 작화의 기술이다. 내면의 정신이나 ‘음양(陰陽)’이 순환하

는 메타포(Metaphor)의 세계를 추구하기에, 지나친 감각적인 환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동아시아의 회

화적 전통이 환영적인 색채의 사용에 무심했던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지 않

을까. ‘여가적 풍경’에서의 색채도 환영적인 감각을 억제하고 주관적인 색채

로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59) 서복관, 앞의 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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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謝赫, 500?-535?)의 육법(六
法) 중에서 ‘수류부채(隨類賦彩)’는 작

화 시에 색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모든 사물이 색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의거해서 색채

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360) 그러

나 대상에 알맞게 색채를 사용하라는 

말이 사실적인 묘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지 내부

의 맥락과 분위기에 따라 색채는 변한

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색채’의 사용

은 동아시아 회화의 우수한 전통이라

고 할 수 있다.361) 그런데 현대회화에 

이르러 이 전통적인 견해가 되살아난 

듯하다. 낭만주의적 채색법은 사실적

인 근거를 유지하면서도 분위기나 맥

락에 따라서 새로운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다. 화가의 주관을 따라서 대상의 

고유한 색채나 광학적 현상적인 작용

을 왜곡하는 것인데, 이러한 색채의 

변용은 현대미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되는 채색기법이다.([참고도판 72]) 현

대에 이르러서 원근법이나 광학적인 

정밀함의 사실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다. 회화의 수행적인 측면을 사진

기술에 떠넘기자,362) 회화는 ‘비(非)-

사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360) 갈로, 앞의 책, 92.
361) 갈로, 앞의 책, 93.
362) 진중권, 『이미지 인문학 1』, 178.

[참고도판 70] 심전 안중식, <도원문진

도(桃園問津圖)>, 1913, 비단에 채색, 

164.4×70.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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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소위 

‘낭만주의적’ 색채는 자유로운 

창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거친 현대의 구상회화에서 색

채는 무한한 자유 속에서 작가

의 독자적인 논리에 의해 변형

되었다. 그러나 해방된 색채 또

한 감각의 논리를 따른다. 완전

한 자유가 주어진 현대구상회

화의 ‘비-광학적인’ 색채 역시 

현실의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

문에 실제의 현상을 기억하고 

있다.363) 이 말은 색채가 입체

적인 표현이나 광학적인 현상을 모사(模寫)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내포하거

나 암시한다. 이는 내가 색채를 ‘주관적으로’ 사용할 때도 고려하는 바이다. 

동시대의 구상회화에서 색채는 높은 자유도를 지녔지만, 맥락 없는 별개의 

색채를 마구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색채 역시 어떻게든 객관과 주관

적 시각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주관적인 변화가 중요

하지만, 현상의 힌트를 여전히 지니도록 한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색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색채의 논리에서 본래의 색채나 광학적인 현상에 순응한

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작품에서 색채는 현상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현상을 

닮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의 ‘주관적인 색채’와 동일한 맥락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색채는 객관성에서 출발하였지만, 내가 추구하는 세

363) 칸딘스키는 색채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이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연쇄되어

온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얼음을 만졌을 때의 물리적인 차가움이 더욱 깊

게 스며들 경우, 더욱 복잡한 감정을 일으켜서 심리적인 경험의 연쇄를 형성하는

것처럼, 색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도 역시 경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다.”

바실리 칸딘스키, 앞의 책, 57.

[참고도판 71] 카라바지오, <La vocazione di 

San Matteo>, 1599-1600, 캔버스에 유채, 

322×3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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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분위기’나 정서를 따라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두 작품은 동일한 스케치에서 시작된 작업이지만, 서로 다른 색채

가 적용되었다. 나의 작품 <물가 1>([작품도판24])과 <물가 2>([작품도판 

47])는 제목 그대로 ‘물가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여가적’ 정서를 물가의 풍

경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러나 색채가 바뀌면 정서의 뉘앙스가 바뀐다. 지금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세부적인 색채의 사용이다. 이미지의 구성하는 색면

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면 ‘하늘과 구름’으로 이루어진 상단을 배경으로 ‘육

지의 풍경’이 있고 그 아래 수면에 비치는 ‘육상의 추상적인 형태’와 ‘수면에 

반사된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과 구름’, ‘육지’, ‘수면에 반사된 육지’, 

[참고도판 72] 쥘 드 발랭쿠르, <미디어정보전송센터(Media Information 

Transmission Center>, 2003, 패널에 유채, 96.5×121.9cm



- 226 -

[작품도판 24] <물가 1>, 2019,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작품도판 47] <물가 2>, 2019,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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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반사된 하늘’로 구성된 네 개의 구역이 있다. 현실의 자연에서 이런 

구분은 이처럼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구역에 따라 명확하게 나뉜 색채는 실

재하는 풍경의 자연의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끊어내고 의도적으로 색면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순수한 색채의 힘이 작용하

도록 각각의 면적을 분명하게 나누었다. 이 구분은 주관적인 색채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함이다.

내 작품 중 <Remains> 시리즈([작품도판 48, 49, 31, 50])를 보면 동일한 

풍경이 각기 다른 색채로 그려지고, 있다. 이 풍경은 아이슬란드(Iceland)의 

[작품도판 48] <Remains 1>, 2020, 장지에 혼합매체, 60.6×72.7cm

[작품도판 49] <Remains 3>, 2020,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작품도판 31] <Remains (b)>, 2020, 장지에 혼합매체, 80.3×100.0cm

[작품도판 50] <Remains 2>, 2020,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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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시(Residency)에 머물던 당시 직접 촬영했던 사진을 보고 작품화한 것

이다. 겨울에 방문했던 아이슬란드는 몹시 추웠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길에

서 ‘눈(雪)으로 정화된 겨울 풍경’을 바라보는 내 심정에는 온화함이 스몄다. 

이 정서에 대한 기억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몇 개의 작품을 시작하였다. 나는 

먼저 맑고 하얀 ‘청(靑)색’의 하늘을 가진 눈길을 그렸고, 연달아 몇 작품을 

더하면서 ‘붉은 온(溫)색’의 하늘을 가진 풍경으로 제작하였다. 추상적인 인

상을 좇아간 풍경들을 두고 어느 쪽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두가 진

실을 담고 있다. 요점은 각각 다른 색채로 만들어진 네 개의 작품이 각각 다

른 정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색채의 순수한 작용을 미리 확인하는 새로운 에스키스가 있다. 그것은 ‘분

리와 합성’에 사용되었던 컴퓨터그래픽도구(Computer Graphic Tool)이다. 

이 그래픽도구는 일정한 구역을 선택하여 색채를 변화시켜볼 수 있다. 또한 

채색의 중간단계에서 사진을 결합하여 볼 수도 있다. [참고도판 73]과 [참고

[참고도판 73] 색조가 변화된 풍경사진의 합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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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74] 카페테라스의 풍경과 제작과정의 합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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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4]은 각각 <붉은 물결>과 <Blueish Memory>의 작업 도중에 그래픽 

툴을 활용하여 미리 색채를 테스트해 본 것이다. 이 새로운 사진편집기술의 

장점은 사진이 갖는 디테일을 유지하면서도 색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래서 붓질 이전에 미리 내가 찾던 세계의 색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작품의 스케치가 되는 하나의 사진에서 일정한 구역을 편집하고 색채

를 다양하게 변화시켜보면서 작품의 결과를 예측해보게 된다.

나의 작품 <Skating Day 1>([작품도판 43])는 뉴욕(New York)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 한시적으로 개장된 스케이트장의 정경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색채는 현실에서 멀어졌다. 우리는 ‘푸른’ 숲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파란색’의 나무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드 발랭쿠어(Jules de Balincourt)

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나무’처럼,([참고도판 75]) 작가의 주관에 따라, 화면 

안에서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색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관

[작품도판 43] <Skating Day 1>, 2020,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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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색채는 현실과 상상 사이의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 작품 <Skating Day 

1>에서 보이는 배경의 ‘숲’은 차분하지만 지나치게 침강하지는 않는 ‘맑은 푸

른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란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회화

의 표현이 거짓된 것은 아니다. ‘청량한 푸른 숲’이라는 ‘심층(深層)’의 실체

(實體)에는 이미 획득한 진실이 담겨있다. <Skating Day 1>에서 ‘숲의 색채’

는 현실적인 근거를 두지만,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된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

다.

[참고도판 75] 쥘 드 발랭쿠르, <미디어정보전송센터(Media Information 

Transmission Center)>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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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적 풍경’의 표현기법

 아름다움은 모호한 느낌, 추상적인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면 속에서 

대상이 물질이 주는 인상과 형태에 부여된 삼차원의 의미로 성취되는 통일성 속

에 실행되는 것이다.364) 

이는 수년 전에 나의 작업노트에 적어 놓은 글귀이다. 이 글에는 아름다

움을 조형적으로 실행해내려는 작업자의 의지와 평면에 처리에 대한 방법론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주목해야할 부분은 방법론이다. 노트에 따르면 

작품의 목표는 ‘물질이 주는 인상’으로 ‘3차원의 의미’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다. 물질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3차원의 재현을 역행한다. 왜냐하면 물질이 

만드는 내부의 ‘드라마’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물질성’은 환영적

인 감각이 줄인다. 또한 ‘물질성’은 촉각을 자극한다. 표면의 인상은 과거의 

‘촉지적인 기억’을 자극한다. 이러한 감각의 기억이 풍경의 내적인 정서를 돕

는다. 그래서 나는 ‘여가적 풍경’의 충만한 물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뿌리

기’와 ‘흘리기’, ‘표면질감-텍스처’ 그리고 ‘흔적과 누적’을 활용한다.

1) 안료의 물질성

회화는 본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먹물이나, 튜브에서 나온 물감이 평면

의 지지체(支持體) 위에 올라붙는다. 회화는 먼저 사물로서 존재한다.365) 이

는 첫 번째 임무이다. 작품에게는 ‘물질이 있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임무가 

364) 나의 작업노트 中 발췌.
365)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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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다. 작품은 사물로 이루어

진 표면을 깨고 예술을 캐낸

다.366) 화가는 현실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재현적인 형상들 대신

에 평평한 면적을 재료로 채워 

넣는다. 물질로 가득 찬 평면이 

다른 무언가를 암시한다. 이때 

두 번째 존재가 드러난다. 예술

의 기대감은 두 번째 존재의 발

견에 있다. 나의 풍경의 경우에

서 그 발견은 현실적인 형상의 

대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공간의 지각이라기

보다는 추상적인 인상 정도에 

불과하다. ‘찰나’이거나 ‘기억’처

럼 불분명한 인상이다. 불분명한 

이미지는 ‘고정된’ 형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 이 움직임이 

회화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 불

분명함은 사실과의 거리감에서 

나온다. 이 거리감은 재현의 무

관심함이라는 전통에서 비롯하

였다. 두 번째 발견이 고정되었

366) 랑시에르는 물감 튜브의 또 다른 층위에 물질이외의 완전 다른 세계 즉 예

술이 있다고 말한다. “물감 튜브를 사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사용

할 뿐만이 아님을) 보여줘야만 한다면, 이것은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 첫째, 물감 튜브의 사용은 물감 튜브의 사용일 뿐이라는 것, 기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물감 튜브의 사용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 즉 예술이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반(反)-기술이라는 얘기다.”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137.

[참고도판 57] 흐린 날의 구름사진(촬영일: 

2021.8.2.).

[참고도판 58] <하얀 바다>의 작업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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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표면의 물질에서 흘러내려 무엇

인가로 돌파된다. 이는 회화의 본질

적인 운동이다. 이때 내 작품은 ‘정

확한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흔적

이 남긴 힘’을 활용한다.

우연(偶然)을 다루는 기술은 ‘그

리기’보다 낫다.367) 인간적인 자취

를 감추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

난다. 자연이 만드는 형상의 아름다

움에 인간적인 흔적은 없다. 안개, 

비, 구름은 어떤 회화작품보다 멋진 

질감을 연출한다. 그래서 나는 자연

의 물리적인 현상을 종이 위로 그

대로 빌려온다. 종이와 안료의 농도

와 물기를 조절하여서 우연적인 효

과가 연출되도록 한다. 장지(壯紙)

는 이러한 방식의 표현에 아주 탁

월한 지지체(支持體)이다. 왜냐하면 

장지의 표면에는 원료인 닥나무의 

올이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채 살

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종이의 성질은 대자연

367) 실베스터(David Sylvester, 1924)는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컨의 우연적인 기법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실

베스터는 인터뷰를 통해서 베이컨의 설명을 기록학고 있다. “나는 운을 우연이라

고 부릅니다. 나는 우연이 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풍요로운 측면 중 하나라

고 생각합니다. ··· 어쩌면 우연히 만들어진 흔적을 다루는데 보다 능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실베스터, 『나는 왜 정육점의 고기가 아닌가?』, 주은정 옮김(서울:디

자인하우스, 2015), 167.

[참고도판 59] 석도, <연화도(蓮花圖)>, 청, 

종이에 수묵, 93×5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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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에서 습기가 만드는 자연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만든다.([참고도판 57, 

58]) 

붓질에는 인위적인 행위의 흔적이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우연의 효과에는 

의도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화작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

하고 있을 것이다. 수묵을 다루는 화가들은 ‘필(筆)’과 ‘묵(墨)’이 만드는 효

과를 모두 사용한다. 그런데 사대부문인(士大夫文人)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숭앙하며 묵법(墨法)을 중시한다.368) ‘필’이 인간적인 ‘정신’을 나타낸다면, 

‘묵’은 자연의 ‘영험(靈驗)’함을 취한다.369) 양자가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문인은 인간의 정신보다는 자연합일(自然合一)을 기대하기에 당연하게도 ‘묵

(墨)’의 자연스러운 효과에 주목했다.([참고도판 59]) 자연적인 효과로 자리 

잡은 물질의 배열은 원시(原始)의 효과를 낸다. 우연한 효과로 만들어진 물

질성은 가장 원시적인 지각으로 되돌린다.370) 이 물질적인 효과는 눈보다 더 

원초적인 촉각을 불러일으킨다.371) 이런 물질의 뉘앙스가 ‘자연으로 귀일(歸
一)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적 태도와 부합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368)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 제1편 범론3』, 86.
369) 석도는 ‘묵(墨)’과 ‘필(筆)’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몽매한 영

기는 받았으나 생동하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먹은 있으나 붓은 없는

것이다. 생동하는 정신은 받았으나, 몽매한 영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붓은 있으

나 먹이 없는 것이다.”

유검화, 위의 책, 40
370) 곰브리치는 시지각적 인식을 미술사적으로 정리하면 칼 구스타프 카루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어떤 유기체에서든 그 감각의 발달은 느낌,

즉 촉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예민한 청각이나 시각의 감각은 그 유기체 자체가

완성된 다음에야 나타나게 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 앞의 책, 42.
371) 토니 가드프리(Tony Godfrey)는 피터 도이그(Peter Doig)의 작품을 설명하

면서 “그는 그의 이미지가 물질적으로는 불완전한 채, 완결되어 보이기를 원한

다.”고 말한다. 또한 도이그의 작품은 현실의 대상을 그려내면서도 동시에 칠해

진 표면이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즉 표면에 대한 지각이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

다.

Tony Godfey, 『Painting Today』(London:Phaidon Press, 2014), 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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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영적인’ 표현은 ‘존재를 감각한다.’기보다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풍경을 담는 나의 회화작품이 공간을 재현하지 않고 어떤 인상의 물

질로 공간의 존재를 암시한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의 견고한 존재가 표

면아래 있다. 이는 ‘본다.’는 지각보다는 그것에 뒤따르는 ‘앎-깨달음’에 가깝

다. 

우연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모호함이다. 그런데 모호함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연다. 물질성이 충만한 표면이 공간의 일부로 자리 잡는 것이다. 3차

원의 재현이 아니라 공간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모호했던 표면이 평면 

내부의 관계 속에서 ‘3차원적 의미’를 갖추게 된다. 그것은 이미지 내부의 새

롭게 형성된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도판 60]을 보면 ‘뿌리기’와 ‘흘리기’

가 만들어낸 우연한 흔적이 있다. 이 불명확한 흔적은 일정한 방향을 가진 

추상적인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명확해지면서, 

[참고도판 60] <Skating Day 1>의 작업과정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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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61] <Skating Day 2>의 작업과정 사진 2.

[작품도판 39] <Skating Day 2>, 2020,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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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상적인 면적은 ‘깊은 숲’을 암시하게 되었다.([참고도판 61]) 점차 마음

에 기록해두었던 세계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의 성립은 이

미지 내부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인데,372) 이는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한

다.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취한 3차원의 경험을 토대로 삼는다. 면적의 외곽

선에 따라서 파악된 전후관계처럼 시각의 경험에서 얻어진 3차원적인 인식이 

보편적인 원리로 작용한다. 이는 우연처럼 뿌려지고 흘러내린 자연스러운 표

현방식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회화의 숨겨진 원리이다. 자유로운 물질의 흔적

을 배열하면서도 3차원적인 구성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사실에 기

372) 홍옥진은 의미의 세계는 맥락적인데, 회화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머뭇거림 후에 작가는 정확한 의미작용을 하는 낱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낱말을 가져온다.”

홍옥진, 앞의 책, 66.

[작품도판 45] <붉은 물결>, 2020, 장지에 혼합매체, 130.3×16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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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둔 시점(視點)과 외곽선(外廓線)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우연의 기법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이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이 말하는 ‘우연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이 아닐까.373) 그래서 표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평

면적인 아름다운 배열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공간을 암시하게 된다. 이것

이 미리 언급된 두 번째 발견이다. 바로 사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

과의 거리감을 확보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물질적인 경험과 지각적인 앎이 

충돌하면서 신세계를 도출해낸다. <Skating Day 2>([작품도판 39])의 경우에

는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수평적인 오솔길’의 형태와 ‘펜스’와 ‘아이스링크’

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가늠해보면서 추상적인 부분을 ‘숲’으로 확신하게 된

다. 넓고 물질성이 풍부한 표면에 대한 ‘두 번째’ 발견이다. 자유로운 ‘물질의 

인상’과 함께 ‘앎-인식’으로 신세계를 도출해낸다. 나에게 물질성은 대상의 

재인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록수

의 깊은 숲속’([작품도판 39])과 ‘노을이 가득한 보리밭’([작품도판 45])이 존

재하도록 한다.

373) 데이비드 실베스터, 앞의 책,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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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기

 [참고도판 76]과 [참고도판 77]는 작품 <붉은 물결>([작품도판 45])의 중

간과정과 그것의 세부 사진이다. 붉은 색이 올라가기 전 단계이다. ‘뿌리기’

를 통해서 표현될 부분인 ‘석양아래 붉게 물든 보리밭’이다. 화면을 가장 넓

게 차지한 이 면적은 다음 단계에서 붉은 색으로 물들면서 목표했던 결과로 

이어진다. 붉은 채색이 들어가기 전에 ‘뿌리기’를 통해서 힘차게 자란 ‘보리

밭’을 표현한다. 이는 그리기보다 낫다. ‘보리’를 하나씩 그려내는 것보다는 

뿌리기가 만드는 추상적인 인상이 내적인 힘을 표현하기 더 좋다. 묽게 희석

된 호분젯소(胡粉-Gesso)가 충분하게 뿌려지고, 호분젯소는 자연스럽게 흘러

가다가 마르면서 고정된다. 뿌리기의 행위는 묘사를 거부한다. 우연 속에서 

누적되고 번지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완성된 작품에서 그대로 남겨

진다. 뿌려진 안료(顔料)는 점차 마르면서 밀도 높은 표면을 형성한다. 

‘뿌리기’는 붓으로 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층위를 형성한다. ‘뿌리기’는 정

확하게 표면을 덮어낼 수 없다. 이는 표면의 깊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층을 일부분 노출함으로 자연스럽고 깊이감이 있는 

[참고도판 76] <붉은 물결>의 제작과정 사진.

[참고도판 77] <붉은 물결>의 제작과정 사진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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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78] <Riverside 1>의 제작과정 사진.

[작품도판 51] <Riverside 1>, 2020,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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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변화를 만든다. [참고도판 78]는 <Riverside 1>([작품도판 51])의 제작

과정이다. 먼저 먹으로 염색된 장지(壯紙)에 호분(胡粉)을 올렸다. 호분은 뿌

리기로 화면의 전반을 가득 채우고 있다. 호분은 뿌려지는 결을 따라서 표면

을 덮는다. 어떤 부분을 조밀해서 아래의 색채를 완전히 덮기도 하지만, 어

떤 부분은 덜 뿌려지면서 아래의 먹색이 투과되어서 보인다. 나는 이런 뿌리

기를 활용하여서 하나의 층위를 거쳐서 다음의 색채가 드러나게 한다. 호분

에 의해서 탈색된 색채는 아래층 위의 색을 중화시키고 아득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뿌리기’라는 우연한 효과를 활용할 때도 뿌리는 방향이나 포수(包水)의 

정도와 뿌리는 안료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흐름이나 밀도를 결

정할 수 있다. [참고도판 78]에서도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뿌려

졌다. 결과적으로 화면의 다른 두 구역이 뿌리기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선방향으로 뿌려진 안료의 흔적은 수직이나 수평방향에 비

해서 움직임을 발휘하게 된다. 일정한 방향으로 뿌림으로써 화면 안에서 고

유한 흐름을 만들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요한 ‘여가적 풍경’이 미동을 갖

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뿌려지는 ‘안료의 농도’와 그것을 지지하는 ‘종이의 포수도(包水
度)’가 중요하다. 종이의 포수 정도에 따라서 뿌려진 물감의 흡수가 달라지

고, 또한 뿌리는 안료가 어느 정도의 물기를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변한다. [참고도판 79]와 [참고도판 80]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Blueish Memory>([참고도판 79])의 과정 사진을 살펴보자. 상반의 숲

의 표현에서 좌측하단의 숲 표현을 보자면, 뿌려진 물감이 서로 더 잘 연결

되어 있다. 튼튼하게 포수된 종이 위에서 안료는 한참동안 유동적인 상태로 

머문다. 그래서 말라가는 긴 시간 동안에 물기가 많은 안료는 서로 달라붙었

다. <Redish Memory>의 중간과정인 [참고도판 80]을 보면 이와 상반된 결

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서는 묽게 포수된 장지(壯紙)에 농도가 진한 호분을 

뿌렸다. 지지체(支持體)인 한지(韓紙)는 물기를 잘 빨아들이고 호분은 두텁게 

남겨졌다. 전자에 비해서 보다 밀도 높고 뻑뻑한 표면이 형성되었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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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우연한 기법도 지지체와 뿌리는 안료의 농도를 조절하여서 우연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참고도판 79] <Blueish Memory>의 제작과정 사진.

[참고도판 80] <Redish Memory>의 제작과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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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흘리기

 ‘흘리기’는 서구의 현대회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화

는 캔버스를 세워두고 유화물감을 올린다. 유화물감이 미디엄(Medium)과 섞

여서 묽게 칠해졌을 때, 물감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랫방향으로 흘

러내린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미디엄-오일(Medium-Oil)을 과용하는 현대 

화가들은 이를 닦아내거나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 ‘환영(幻影)의 거

부’라는 새로운 전통으로 인해 화가들은 작업과정의 흔적을 그대로 둔다.([참

고도판 81]) 일부의 화가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회화적 흔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오일이 중력에 따라 흘러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자신

만의 채색방법으로 개발한다. ‘반만 잊은 기억들(Half-forgotten Memories)’

으로 소개되는 피터 도이그(Peter Doig, b.1959)의 작품을 보면 캔버스를  

[참고도판 81] 노아 데이비스, 2015, 캔버스에 유채, 32×50 i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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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놓은 채로 테레핀유

(Turpentine-油)를 다량으로 사용

하여서 흘러내리도록 한다. 그래서 

오일 페인팅임에도 옷감이나 종이

가 선염(渲染)된 것처럼 그의 캔버

스는 물들어있다. 그는 적절한 위

치를 계산하고 알맞은 양의 물감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계획한 

듯하다. [참고도판 82]를 보면 그

는 물 위에 떠있는 배가 있는 풍

경을 그리고 있는데, 배의 원색인 

붉은 색과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린 

연한 붉은 색이 고요한 수면의 성

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흘리기’는 자연스러운 색조변화

(色調變化)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

술로 사용될 수 있다. 

나는 삼합(三合) 장지(壯紙)를 지지체(支持體)로 사용하고 수성(水性)의 

안료를 사용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유화물감으로 새로운 레이어(Layer)를 

올리기도 한다. 이때 닥나무의 긴 섬유질로 만들어진 한지(韓紙)에 ‘흘리기’ 

기법을 사용할 경우 캔버스와는 다른 독특한 질감을 형성한다. 장지표면의 

미세한 질감이 흘러내리는 안료와 반응하며 물질감으로 나타난다. 내 작품 

<물가 2>([작품도판 47])에서 하반부는 수면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관찰한 

‘물가의 수면’에는 다양한 층위-레이어(Layer)가 있었다. 물의 반사는 대지와 

하늘을 비춘다. 이 반사에는 독특한 물의 속성이 담겨있다. 물에 비친 세계

는 거울처럼 선명히 반사되지 않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 나는 ‘어두운 면-

반사된 육지’와 ‘밝은 면-반사된 하늘’을 ‘흘리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

다. 먼저 염색된 한지에 투명 젯소(Gesso)로 코팅을 한 다음, 밝은 색의 유

[참고도판 82] 피터 도이그, <붉은 보트 안

의 인물들(Figures in Red Boat)>, 2005, 리

넨에 유채, 250×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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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감을 용제(溶劑)인 겜솔(Gamsol)에 묽게 섞어서 반사된 하늘의 형태로 

그렸다. 그 다음 겜솔을 상단에서 뿌려서 유화물감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물

감은 세워진 상태로 긴 시간 동안 건조된다. 건조되는 동안 물감은 갬솔

(Gamsol)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이때 유화물감이 종이의 질감과 호응하면서 

자연스러운 흔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최하단부에 동일한 색

으로 선명한 하늘을 그려 넣는다. 결과적으로 ‘흘리기’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색조변화와 원래의 색이 적절한 구역에 배치되고, 물가의 반사가 갖는 독특

한 인상이 물질로 표현된다.

나는 때로 물감을 물과 아주 묽게 혼합하여서 그대로 말리기도 한다. 작

품 <수변로>([작품도판 20])는 수변공원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하단부의 푸른색은 물을 표현하고 있다. 합성수지계열의 미디엄으로 코팅 된 

종이는 내수성(耐水性)을 지닌다. 그래서 거의 물에 가까운 묽은 안료가 올

[작품도판 47] <물가 2>, 2019, 장지에 혼합매체, 91.0×11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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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면, 안료는 화판의 미세한 기울기에 따라 흘러내리면서 하단부에 맺히면

서 마른다. 이때 경사에 의해서 그 두께가 다르게 말라서 고착된다.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는 색의 부드러운 그러데이션(Gradation)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물기의 흔적이 ‘물’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해서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호수’나 ‘강’, ‘바다’처럼 실제의 물

을 표현하기에 잘 어울리는 기법 같다. 

나는 화면 안에 큰 움직임을 형성하기 위해서 ‘흘리기’를 활용하기도 한

다. [참고도판 83, 84]는 <Skating Day 2>의 중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

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뿌리기’의 기법이 보인다. 그런데 물기가 많게 뿌려진 

호분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흐르다가 건조되었다. 화판을 먼저 눕혀 놓고 호

[작품도판 20] <수변로>, 2018, 장지에 혼합매체, 45.5×5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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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83] <Skating Day 1>의 제작과정 사진 1.

[참고도판 84] <Skating Day 1>의 제작과정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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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흥건히 뿌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판을 들어서 호분 액이 흘

러내리도록 한다. 필요한 정도로 흘러내리면 화판을 다시 눕히고 건조시킨다. 

이런 방식은 화판이 세워진 그대로 수직적으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는 화면의 전체적인 운동감을 형성한다. 우리는 바람이나 눈보

라의 경험에 비추어 봄으로써, 이 흐름을 자연의 운동으로 받아드릴 수 있

다. 그리고 자연의 천연한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세밀한 그

리기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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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처

장지(壯紙)의 재료인 닥나무는 올이 긴 섬유질(纖維質)을 특징으로 한다. 

긴 섬유질을 풀어서 그림의 판으로 만든 종이는 마치 가죽처럼 튼튼하다. 뿐

만 아니라 긴 섬유질이 여러 번 교차된 채 건조되기 때문에 정형이 없는 독

특한 섬유질의 텍스처(Texture)을 갖는다. 장지는 종이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튼튼하고 독특한 표면질감을 지닌 지지체(支持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종

이의 흡수하는 성질과 안료의 농도를 조절하여서 서양화처럼 무겁지 않으면

서도 밀도 높은 표면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표면의 효과는 물

과 안료의 알갱이, 그리고 닥나무의 섬유질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자연스러운 

질감-텍스처를 품고 있다. 나는 지지체(支持體)인 종이의 표면질감을 극대화

하여 살려내서 이미지의 밀도로 활용한다. 일련의 작품들은 ‘더 적은 것들로 

[작품도판 52] <가득한 바다>, 2021, 장지에 혼합매체, 130.3×19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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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85] <가득한 바다>의 제작과정에서 부분 1.

[참고도판 86] <가득한 바다>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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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내고자’하는 생각에서 시도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의 넓은 부분, 즉 ‘여가적 풍경’의 중심에 위치한 ‘빈 공간’을 밀도감 있

게 만들어야 했다. [참고도판 85, 86]는 <가득한 바다>([작품도판 52])의 하

늘 부분의 밑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하늘은 ‘희고

도 불분명한’ 하늘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하늘이 ‘충만한 무게감과 깊이’

를 갖도록 하고 싶었다. 나는 먼저 염색된 종이 위에 호분(胡粉)을 덮고 그

것이 마르기 전에 좌우로 쓸어내렸다. 호분은 비정형의 종이 질감을 따라서 

오래돼서 낡은 듯, 깊은 질감을 만들어냈다. 나는 이 텍스처가 완성된 작품

의 ‘하늘-빈 공간’을 볼만하게 가꾸어준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호분젯소(胡粉-Gesso)를 먼저 두텁게 올린 다음에 담묵(淡墨)의 

먹을 올리고 쓸어내기도 한다. <텅 빈 풍경 2>([작품도판 53])의 제작과정을 

보면([참고도판 87, 88]), 대략적인 형태에 따라서 먹이 올라가 있다. 자연스

[작품도판 53] <텅 빈 풍경 2>, 2021, 장지에 혼합매체, 72.7×9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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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87] <텅 빈 풍경 2>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88] <텅 빈 풍경 2>의 제작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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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텍스처를 얻으려면 손을 너무 많이 대서 꾸며내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몇 번의 손짓으로 괜찮은 텍스처를 만들어낸다. 이 텍스처는 그 자체로는 이

미지의 부수적인 것이지만, 이 작은 성공은 최종적인 작품의 완성도(完成度)

를 올린다. 되는 대로 남겨진 질감은 그 다음의 단계에서 정리된다. 이 단계

가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텍스처는 이미지 내부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

여받는다. 이 텍스처로 이루어진 부분은 ‘육지’가 되고 정확한 형상을 따라 

두텁게 올라간 호분젯소는 ‘수면(水面)’이 된다. 

나는 때로 그려진 작품의 이미지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일부분 다시 큰 

붓이나 평(平)붓으로 쓸어내려서 중화(中和)한다. 작품 <설산몽유도(雪山夢
遊圖)>([작품도판 54])에서 ‘눈 덮인 숲’을 표현하는데 이런 기법이 활용되었

다. 과정을 살펴보면 섬세하게 잘 수정하기보다는 그려진 위에 붓질을 더해

서 그림을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과감한 붓질로 더해진 레이어(Layer)가 그

림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때문이다. [참고도판 89]와 그것의 완성된 기법의 

[참고도판 90]을 보면 추가된 붓질의 텍스처가 그대로 남겨진 채로 작품이 

[작품도판 54] <설산몽유도(雪山夢遊圖)>, 2018, 장지에 혼합매체, 130.3×32.3cm 

each(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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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89] <설

산몽유도(雪山夢遊
圖)>의 제작과정.

[참고도판 90] <설

산몽유도(雪山夢遊
圖)>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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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쓸어내리듯 그은 평붓의 붓질이 만들어 놓은 수직

적인 텍스처와 후(後)터치로 그린 ‘흰 눈’과 호응하면서 쌓은 눈의 두터운 무

게감을 형성한다.

‘붓질’이나 ‘우연적인 기법’ 말고도, 현대에 개발된 다양한 미디엄

(Medium)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서 텍스처가 풍부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표면질감을 바꾸고 싶다면, 재료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가

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다. [참고도판 91]은 <풀길>([작품도판 8])의 작업

과정사진이다. 도판 상단의 밝은 색조는 하늘인데, 이 부분은 프리미엄 수성

페인트 도료와 갤-미디엄(Gel-Medium)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동양화 재료

나 수성안료에서는 붓질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기 어렵지만, 갤-미디엄

(Gel-Medium)의 높은 점도에서는 가능하다. 이 끈적끈적한 합성수지계열의 

미디엄은 붓질이 한 번에 쓸고 간 그대로 말라붙었다. 그리고 추가된 담채

(淡彩)는 붓질의 갈라진 틈에 스며들면서 강한 텍스처를 만든다. 

크랙클 미디움(Crackle Medium)은 건조되면서 백자(白瓷)의 표면과 같은 

독특한 텍스처를 남긴다. 나의 작품 <흐르는 섬>([작품도판 55])을 보면 이 

[참고도판 91] <풀길>의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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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92] <흐르는 섬>의 부분.

[작품도판 55] <흐르는 섬>, 2021, 장지에 혼합매체, 97.0×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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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엄을 사용하여서 수상의 섬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질감은 앞서 살펴 본 물(물기)을 활용한 수용성 도료의 질감과는 달리 육상

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땅이나 흙, 바위를 표현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그래

서 나는 이를 바다위에 고요히 떠있는 섬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 습윤한 

물질성으로 표현된 바다와 갈라지는 텍스처의 육지는 배경과 비슷한 채도(彩
度) 안에서도 좋은 질감의 대비를 만들고 있다.([참고도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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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흔적과 누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적 풍경’의 표현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불분

명함’이다. 고정된 사물에서 빠져나오는 이미지는 내적인 세계의 힘을 드러

낸다. 시각적인 불확실성이 가능성을 낳는다. 나는 이를 위해서 흔적(痕迹)과 

누적(累積)을 활용한다. 붓질은 너무나 명확한 자국을 남긴다. 때로 나는 명

확한 색채(色彩)의 형태(形態)를 피하기 위해서, 강한 원색조(原色調)의 위에 

반투명의 레이어(Layer)를 중첩한다. 그래서 원래의 색채(色彩)와 형태(形態)

를 부정확하게 만든다. 가시성이 떨어지는 만큼 내적인 움직임은 살아난다. 

나는 이런 효과가 ‘여가적 풍경’의 내밀한 세계를 담기 위한 적합한 표현방

식이라고 생각해서 작품에 응용하였다. 그래서 나는 밑 작업을 하고 그것을 

호분(胡粉)으로 덮는다든지, 한 번에 칠하기보다는 물에 묽게 탄 수용성 안

료를 수차례 덧칠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여서 작품을 진행해왔다. 불분명한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대상을 암시한다. 

명도(明度)가 높은 색을 사용할 때, 원색(原色)에 흰색을 섞어서 단번에 

칠하는 것과 원색을 먼저 칠하고 흰색으로 덮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둘을 언뜻 보면 비슷한 색처럼 보이겠지만, 후자의 경우 붓질이라는 우연적

이고 자연스러운 레이어(Layer)를 통해서 최초의 색채가 흐릿하게 드러난다. 

작품의 넓은 면에 이를 활용하여서 채색하면 넓은 면에서도 충만한 밀도를 

만들 수 있다. [참고도판 93, 94, 95]는 <겨울 산행 B>([작품도판 42])의 작

업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에 자리 잡은 원경(遠景)의 ‘산’을 보면 원색 

계열의 녹색과 안쪽으로 자주색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채도 높

은 색들이 점차 호분(胡粉)으로 덮이자 채도(彩度)는 점차 빠지면서 명도(明
度)는 올라간다. 뒤편의 산은 안개처럼 뻑뻑한 대기를 뚫고 바라보는 것 같

다. 과정이 누적되어감에 따라서, 원래의 녹색과 자주색이 거의 미색(米色)에 

가깝게 변화되었다. 이런 색조적인 변화는 마치 탈색되고 바랜 듯한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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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93] 

<겨울 산행 B>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94] 

<겨울 산행 B>의 

제작과정 2.

[참고도판 95] 

<겨울 산행 B>의 

제작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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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96] <흐르는 섬>의 제작과정 1.

[참고도판 97] <흐르는 섬>의 제작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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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는 ‘여가적 풍경’에 아주 알맞은 표현방식이다. 그리고 올라간 호분

에는 붓질이나 자연스러운 터치감으로 인해서 투과된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

나 하나의 색이 더욱 풍요롭게 보일 수 있다.

<흐르는 섬>은 먼저 수묵드로잉(水墨-Drawing)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참고도판 96, 97]를 보면 먼저 그려진 수묵의 드로잉이 여러 번 올라간 묽

은 호분(胡粉)에 의해서 연한 회색조(灰色調)로 변화되었다. 이 옅은 회색은 

회색을 만들어서 채색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회색은 우중충하고 

막힌 느낌이 들기 쉽지만, 이처럼 반투명 레이어를 활용하여서 채색한다면 

맑고 열린 느낌의 회색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작업과정 중에서 텍스처가 너무 강하다고 판단될 때에 묽게 탄 호

분을 여러 번 올린다. 누적된 호분은 높은 채도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 형성

된 텍스처를 중화(中和)시킨다. <가득한 바다>([작품도판 52])의 작업과정을 

보면,([참고도판 98, 99]) 앞서 만들어졌던 텍스처가 누적된 호분에 의해서 

흐리게 되었다. 백색에 가까운 이 표면은 여러 번 누적된 호분의 층을 통해

서 오랜 시간에 형성된 자연의 흔적처럼 보인다. 이러한 텍스처는 그릴 수 

없다. 이러한 질감은 닥종이의 유기적인 표면과 안료, 그리고 물의 조화가 

만들어낸 자연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화가는 관찰자가 되어서 자연스럽

게 고정되어가는 묽은 층위의 흔적을 살펴본다.

내가 항상 보여주고 싶은 세계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이기보다

는 ‘순화된 정서’가 차분하게 깃든 내적 세계이다. 오랜 시간이 누적된 풍경

은 바라고 낡은 느낌의 표면과 잘 어울린다. 나는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 누

적의 기법을 활용한다. 색을 단번에 칠하지 않고, 묽게 탄 안료를 여러 번 

걸쳐 채색하고 말리면서 낡고 오래된 효과를 만든다. 주의할 점은 항상 채색

을 올리기 전에 먼저 묽게 올라간 층이 잘 말라야하고, 그 흔적이 녹아나지 

않도록 빠른 터치로써 다음 채색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참고도판 100]은 

<옅은 하루 (B)>([작품도판 56])의 제작과정사진이다. 나는 낡고 오래된 담벼

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적된 채색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장지를 튼튼하게 

포수(包水)하고, 담묵(淡墨)의 빠른 필치로 질감을 표현한다. 그리고 갤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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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98] <가득한 바다>의 제작과정1.

[참고도판 99] <가득한 바다>의 제작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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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00] <옅은 하루 (B)>의 제작과정.

[작품도판 56] <옅은 하루 (B)>, 2018, 장지에 혼합매체, 60.6×7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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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Gel-Medium)으로 스케치를 따라서 묘사를 한다. 백색의 갤 미디엄은 건

조 시 투명해지고 내수성(耐水性)을 지닌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위에 

물에 묽게 탄 채색을 올리면 갤 미디엄으로 된 부분은 내수성으로 인해 약하

게 채색되고 종이로 남겨진 부분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색이 점차 누적된다. 

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간이 누적된 것처럼 오래된 듯 낡은 표면을 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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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인간은 삶의 무게와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행위를 지속해

왔다. 예술의 정신적인 도약은 인류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추구된 예술에 대한 기대였다. 이런 종류의 예술은 제의적(祭儀的)

이다. ‘여가적(餘暇的) 풍경’은 제의적 전통 끝에 서 있다. ‘여가적 풍경’은 

현대적(現代的) 조형미(造形美)를 다루면서도 오랜 전통의 관념을 내포한다

는 것이다. ‘여가(餘暇)’, 그리고 ‘동양의 자연관(自然觀)’과 ‘의경(意境)’은 

‘여가적 풍경’의 내재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심리적인 배경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나의 회화작품에서 ‘자연(自然)’은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고유한 이름과 새로운 이미지를 얻는다. 그리고 나는 회화로부터 

다시 ‘자연’을 재음미하게 된다. 화가의 관념은 조형(造形)으로 발현(發現)된

다. 나의 경우에 관념의 변화를 겪었고, 이내 조형적인 적용이 뒤따랐다. 결

과적으로 ‘여가적 풍경’은 ‘자연’의 다양한 면모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으며, 

특정한 미감과 감성으로 확장된다. 이를 위해서 이미지 내부의 ‘내러티브’와 

‘사실성’을 제한하고, 충분히 ‘열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서 조

형적인 변화는 더 적은 것들로 깊은 의미를 길러 올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화면에서 비워진 공간은 차분하다. 화가는 숭고한 미동(微動) 속에 머물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여가적 풍경’에 제시된 빈 공간은 우리의 마음과 호흡하

며 순환적인 상생(相生)을 불러온다. 또한 ‘여가적 풍경’의 조형성은 전통적 

표현과 동시대 회화의 현상을 오가며 탐구되었다. 이는 ‘여가적 풍경’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동시대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이는 마치 오랜 전통

의 가치가 새로운 감각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 267 -

본문을 통해서 ‘여가적 풍경’의 성립과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장에서는 먼저 ‘여가(餘暇)’를 정의하고, ‘여가’의 개념과 ‘관조적(觀照
的)’ 시선, ‘경계론(境界論)’의 시선, 그리고 ‘수양적(修養的) 태도’를 통해서 

‘여가적 풍경’의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찾았다. 관조적 시선으로 통해서 정신

세계에 이르고자 했던 문인(文人)의 태도를 파악하고 ‘여가적 풍경’의 심리적 

배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동아시아전통의 ‘자연관’을 살펴봄으로써 ‘여가적 

풍경’의 성립배경을 정립하였다. 동아시아의 ‘은일(隱逸)’은 ‘자연(自然)’을 참

된 휴식처로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그들의 풍경화에 나타난 산수(山水)는 

초월적인 세계의 메타포(Metaphor)이다. 현대의 풍경을 다루는 ‘여가적 풍

경’ 역시 이러한 정신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생명철학(生命哲學)’으로부터 형성된 ‘의경(意境)’은 예술적인 가치를 제시하

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독특한 미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근

현대에 제시된 ‘의경’의 논의 중에서 세 가지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상생(相生)의 힘을 지닌다는 점’, ‘주관적인 심미(審美)와 창조(創造)를 중시

한다는 점’, 그리고 ‘특수한 미감(美感), 즉 적막감(寂寞感), 역사감(歷史感), 

인생감(人生感), 우주감(宇宙感)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의경’에는 인간의 보

편적인 가치가 내포되어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해서 발현된 

‘의경’의 미감을 찾아보고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였다. ‘여가적 풍경’은 개인의 

감성을 담아낸 회화이지만, 그것에는 오랜 전통을 지닌 공통의 미학이 내포

되어있다. 나는 내 작품의 변화과정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심리적인 태도를 

기술함으로써 ‘자연관’과 ‘의경’의 가치를 발견하였다. 

Ⅲ장에서는 ‘여가적 풍경’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 ‘자연

관’과 ‘의경’은 본 장의 분석의 토대가 되었다. 본 장은 ‘여가적 풍경’에 나타

나는 공간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전통의 자연관을 토대로 현대적인 

생활을 반영하여 설명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자연(大自然)’과 ‘일상적(日
常的)’ 풍경의 가치발견과 ‘도시적(都市的) 특수성’, 그리고 ‘인물이 있는 풍

경’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눠 기술했다. 또한 각항은 조형적인 주제에 따

라서 연관된 탐구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후반부는 ‘의경’에서 화장된 내적 

성취인 ‘미감과 감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였다. ‘여가적 풍경’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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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개인적이지만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미감은 동아시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나는 그것을 ‘공허와 쓸쓸함’,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생기와 소박한 

기쁨’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여가적 풍경’의 회화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과정을 기술했다. 

1절은 ‘여가적 풍경’의 내적 세계를 확보하기 위한 회화적 조형원리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평원(平遠)’의 시각적 특성을 통해서 작품의 구도와 방법을 

찾았다. 이는 ‘도약의 발판’과 ‘열린 공간’이라는 조형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

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가적 풍경’이 어떻게 사진을 회화로 변형하는지를 

파악하였다. 핵심은 환영적(幻影的) 작용을 억제하고 이미지의 ‘평면성(平面
性)’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프레임(Frame)의 강조’이다. 이는 ‘평면

성’을 드러내기 위한 회화의 장치이다. 이는 화면 내부에 또 다른 프레임을 

제공하여서 회화가 스스로 평면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재현(再現)

의 절제’인데, 이는 표현에 있어서 사실과의 거리감에 대한 것이다. 정신적 

해방을 추구하는 ‘여가적 풍경’은 사실성에서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

험적 공간을 표현하더라도 평면적인 운동과 뉘앙스를 통해서 정신적인 세계

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분명한 경계’는 정확성보다는 내재

된 힘을 드러낸다. 이는 붓질과 채색법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미지의 분리와 합성’이다. 이는 전형적인 회화의 방법이었다. 현대의 이미

지 합성기술은 이에 대해 새로운 방법적 접근을 제시한다. 사진을 변형하여 

심상을 간편하게 에스키스(Esquisse)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여가적 풍경’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현실적 근거를 둔 가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은 ‘패턴(Pattern)의 활용’이다. 패턴은 자연의 규칙성을 빌려와서 화면에 

평면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열한다. 이는 자연의 외관을 모방하지 않으면서 자

연의 생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두 항은 ‘색채’에 관한 연구였다. 

색채는 회화탐구의 필연적 연구과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안료는 평면위의 색

채와 그것의 경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색채의 광학적(光學的) 흔적’은 회

화가 색채를 주관화하면서 변형하더라도 현상적인 힌트를 유지한다는 것이

다. 또한 ‘색채의 자율성’은 회화가 작화의 의도에 따라서 색채를 주관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주관성은 색채의 순수한 물리적인 진동을 고려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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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절은 구체적인 창작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기법들을 기록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이는 분명한 시각적 효과를 목표로 두고서,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요소를 매체로써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평면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

이다. 그 내용은 ‘안료의 물질성(物質成)’, ‘뿌리기’, ‘흘리기’, ‘텍스처’, 그리

고 ‘흔적과 누적’이다. 나는 ‘안료의 물질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왜냐하

면 물질이 만드는 우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효과가 때로는 ‘그리기’보다 낫다. 

이는 ‘자연의 영험함’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효과는 오

랜 세월을 견딘 자연의 흔적들을 환기한다. 그래서 ‘여가적 풍경’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서 자연스러운 물질의 효과를 재생한다. ‘뿌리기’와 ‘흘리

기’, 그리고 장지(壯紙)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발생하는 ‘텍스처(Texture)’, 

그리고 여러 번 칠해서 얻는 효과인 ‘흔적(痕迹)과 누적(累積)’에 대한 활용

법에 대해 다루었다. 물질적인 효과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면, 자연의 천연한 

모습을 빌려올 수 있다. 이는 또한 ‘비움’을 추구하는 회화를 충만하게 만드

는 방법이 되었다. 이 절은 작품연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면서 기

술되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의 모습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한다. 육상선수

의 시합 이전에 달릴 때의 쾌감이 있듯이, 화가는 먼저 그려지는 일이 즐거

워서 그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림이 자신의 인생과 결부된 궁극의 목적

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일을 소명(召命)이나 사명(使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작가의 삶을 살게 된 경위가 이러했다. ‘그리기’라는 첫 번째의 

즐거움이 새로운 가치로 방향설정을 할 때, 화가의 소명이 주어진다. 그렇다

고 첫 번째의 즐거움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화가는 주어진 소명과 함께 

첫 즐거움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리기’의 즐거움과 궁극적인 가

치를 점차 일치시켜나가는 것이 화가의 과업이 아닐까. 인생의 여로에서 일

회적 기쁨과 휴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행의 

종착점을 의식하고 방향을 아는 것이다. 화가의 작업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렇게 자신의 예술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반성적 사고가 나의 창조적인 만족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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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적 풍경’의 발단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도약이었다. ‘그리기’로 출발했

던 행위가 회화적인 가치를 덧입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누

적된 회화적인 가치는 역설적으로 한 화가의 삶 전반을 결정지었다. 그래서 

연구과정은 개인적이지만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다. 나는 여기에 많은 것을 

걸었다. 전체를 생각한다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창작활동이 무

의미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다행히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

운 과제가 주어졌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것이 개념적인 전

개나 표현방법에서 새로운 숙제의 발견은 작업실에서의 동력으로 작용하였

다. 이 발견은 사고와 조형적인 명료함을 재촉하는 건강한 자극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자유로웠던 창작활동을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본 연구를 통해서 가야할 길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여가적 풍경’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시각화하는 회화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가적 풍경’은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미적취향이자 내 작품의 ‘무

엇’, 즉 ‘예술의 내용’이 되었다. 나는 ‘여가적 풍경’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회

화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분명히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한 미적체험의 방향

성뿐만 아니라, 나의 작가적인 삶의 태도까지 포괄하는 예술관이 되었다. 연

구의 과정 중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과 회화적인 사례들을 목격하는 것은 

회화에 대한 나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다. ‘여가적’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다. 이 가치는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예술의 목적 아래에서 또다시 

확장된다. ‘그리기’라는 사적인 행위가 개인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로 확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여가적 풍경’은 ‘여가’의 태

도로 외부세계를 바라보고, ‘의경(意境)’을 감수하는데, 이는 누구나 필요한 

삶의 위로이다. 이처럼 ‘인생을 위한 예술’은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견

고히 성취한 거시적인 안목이다. 

‘여가적 풍경’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큰 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겸

손한 창작의 태도이다. 자유로운 창작의 기조 아래 순수한 ‘미(美)’를 탐하던 

현대회화의 혼(魂)은 고갈되고 말았다. 현대미술이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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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쏟아놓는 것들은 그것의 의미를 떠나서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에 디자인은 우주의 ‘미(美)’를 추구했고, 그것의 결과물들은 아름다웠다. 

이는 주목해야 할 요점이다. 자연(自然)의 아름다움은 고갈되지 않는다. 자연

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미’를 제공한다. 창작활동은 자연의 큰 아름다움

(大美)에 순응하고자 한다. 

‘여가적 풍경’이 현대적인 조형언어로 작품성을 갖춘다면, 동아시아 전통

의 미적가치가 지금도 되살아날 것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자유(自由)와 해방

(解放)의 이면을 보면 지금의 것과 다름이 없다. 다만 새로운 예술로 이 오

래된 미감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제시하는 ‘여가적 풍경’의 

현대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새롭게 발견한 가치로 향

한 창작활동은 매번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 지식을 내려놓고, 작화의 순수

한 내적 동기를 되찾는 것이다. 작업실에서 가벼운 붓질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현실을 맛보는 것이다. 이제 다시 모든 지식을 내려놓

고서, 일생에 주어질 순수한 감수(感受)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여가적 풍경’

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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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Leisure Landscape’ 

in Painting

- Focusing on author’s own work -

JUNG, SUNGYOON

Major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 of the study in this paper is paintings drawn by the 

author from 2016 to 2021. There are two main contexts in my studies. 

These are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which is the background of 

paintings and pictorial exploration which is to practice the expression of 

consciousness. In this paper, the author’s theory is summarized by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that is th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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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intings and appropriate expressions as paintings are examined 

through the methodologies of creation.

I name my world of painting ‘leisure landscape’. This name 

incorporates the inner purpose and outer properties of painting. It means 

that the psychological background of the artist is ‘leisure’ that shows the 

tradition of the East Asia and such background is expressed in the form 

of contemporary landscape paintings. This paper summarizes the pursuit 

of true ‘leisure’ and inner background and explains the expectations and 

purpose of the paintings. Additionally, it summarizes the practices 

conducted in pursuit of pictorial completion.

The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leisure landscape’? Second, how is the ‘leisure landscape’ 

expressed? Third, what is the modern significance of ‘leisure landscape’?

Chapter I explain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content and 

methods of the research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Chapter Ⅱ researches the concept of ‘leisure landscape’. First, the 

value of ‘leisure’ is defined 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leisure’ and modern value of it are reviewed. The traditional views of 

‘contemplation’ and ‘boundary’ is inherent in the spiritual background of 

‘leisure landscape’. In addition, the purpose of ‘leisure landscape’ is 

sought through the concept of ‘theory of self-cultivation’ and 

‘innovation’ in this chapter. The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 ‘leisure 

landscape’ has a long history. This is well presented in the traditional 

‘view of nature’ and ‘uikyung(意境)’ in East Asia. This chapter explains 

the ‘landscape theory’ in the past and ‘uikyung(意境)’ discussed in 

modern East Asia and set it as the background of author theory. 

Chapter III describes the formation of ‘leisure landscape’. In this 

chapter, the author’s paintings are classified as ‘expression of sp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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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and sensibility’.  The ‘view of nature’ and ‘uikyung(意境)’ 

examined in the previous chapter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analyzing 

this chapter. ‘View of nature’ is the foundation for classifying the 

‘expression of space’ specifically and ‘uikyung(意境)’ becomes the 

aesthetic foundation for analyzing aesthetic feeling and sensibility’. 

‘Expression of space’  is classified into ‘landscape of mother nature’, 

‘nature in daily life’, ‘urban landscape’, and ‘landscape with people’. 

‘Aesthetic feeling and sensibility’ are described by dividing it into 

‘emptiness and loneliness’, ‘memory and missing’, and ‘liveliness and 

simple joy’.

In Chapter IV, the expression of ‘leisure landscape’ in paintings is 

described. First, the formative principles shown in ‘leisure landscape’ a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nine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study 

on formative principles is conducted by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lements of paintings and actions among them. Items are composed 

of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plains’, ‘making pictures plane’, 

‘emphasis of frames’, ‘restraints of reproduction’, ‘unclear boundary’, 

‘separation and composition of images’, ‘utilization of patterns’ optical 

traces of colors’ and ‘autonomy of colors’. The latter part describes the 

exploration on the expression techniques that form ‘leisure landscape’. 

Exploration on ‘materiality’ was a focus as expression technique to 

secure the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sufficiently. The explanation on 

expression techniques are divided into ‘materiality of pigment’, ‘spraying’, 

‘making it flow’, ‘texture’ and ‘traces and accumulation’. 

Chapter V, a conclusion section, checks the content in the main text. 

This chapter describes the background that develops my world of career 

and sets the direction of my painting activities found through the 

research. This chapter expresses the personal expectation on ‘leisure 

landscape’ and seeks the modern meanings of the world of art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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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d jointly. This paper has studied for the purpose of contemporary 

meaning from the tradition. I expect that artistic tradition revitalizes 

modern meanings of art.

Keywords:  Leisure, Nature, Uikyung(意境), Spatiality, Formability, 

Materiality

Student ID: 2018-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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