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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한 회화, 입체, 디지털 작업

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나의 작업을 토대로 작업창

작의 계기, 작업의 내용, 표현의 방식, 조형적 특징과 그 의의를 연구

하는 것으로 한다.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한국 현대인의 변화하는 자아와 신체가 가지

는 특성을 동아시아의 몸의 개념을 통해 새롭게 표현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한다.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나는 온라인 활동 속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한다. 온라인과 단절된 경험으로 신체적 이상 상태

를 경험한 2018년부터 초연결사회 속 다중자아와 공존하는 신체를 

가진 현대인의 몸을 주요 주제로 작업해왔다.

현대인의 몸 표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초연결사회는 현대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둘째, 초연결사회 

현대인의 몸과 동아시아적 몸 개념 확장은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

지는가? 셋째, 현대인 다중자아의 형상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넷째, 현대인 신체를 어떠한 시각과 물질로 풀이하는가? 다섯째, 나의 

작업은 어떠한 전통성, 현재성,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 및 연구 진행 방법, 작

업 연구의 중요성을 정리한다.

제Ⅱ장에서는 초연결사회로의 변화 속 몸의 연결성과 유동성을 분

석한다. 첫째, 초연결사회가 형성되는 특징인 연결성과 그로 인해 발

생하는 한계의 현상을 연구한다. 둘째, 정신, 신체, 우주가 공존하는 

동아시아 고유의 몸 개념을 초연결사회 속 몸에 대한 개념으로의 확

장 가능성을 도출한다. 셋째, 다중 생성되는 현대인의 자아분석과 이

에 따른 불안정한 몸에 대한 인식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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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는 나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초연결 현대인의 변화된 몸

을 상징하는 표현을 다룬다. 첫째, 연결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현대

인 표현을 ‘연결혈자리’ 개념을 통해 제시하며 링크선과 중층 픽

셀, 온라인 교류관계 시각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몸과 다중자아의 

공존 형태를 변형된 눈동자 표현, 다중자아와의 공존 표현, 유동적인 

자아의 형태 표현을 통해 제시한다. 셋째, 초연결 몸의 신체적 변화 

표현을 동아시아 장부도에서 확장되는 신체 형상, 변화하는 트랜스휴

먼, 탈신체관의 상징을 통해 강조한다. 

제Ⅳ장에서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초연결 현대인의 변화 부적응 

표현을 제시한다. 첫째, 초연결 속에서 소외되는 관계의 형상을 기괴

함, 비운적 요소, 변질된 소통으로 작업에서 시각화하고 그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자아의 다중과 혼란의 표현을 노출된 자아와 불안감, 

자아의 부조화와 혼란, 익명자아의 폭력성의 표현을 통해 알아본다. 

셋째, 신체의 변화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불안감 표현을 신체 탈

착, 신체의 비자연적 변형, 신체의 간과와 소외감들을 상징하는 작업

표현을 통해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작업에서 사용된 동아시아 회화재료의 확장 적용과 

혼합입체, 디지털기법의 분석을 통하여 재료기법의 절충을 통해 전통

과 현재의 연결을 제안한다. 

나는 동아시아 전통 신체관과 회화를 계승하며 나아가 현재 변화하

는 현대인 몸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작업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작업 과정을 더 깊이 추구하여 새로운 인물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희망한다. 

학  번: 2017-30359

키워드: 초연결, 몸, 다중자아, 유동성, 연결성, 트랜스휴먼, 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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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기술의 가속화와 더불어 더욱이 편리해진 온라인 활동의 장은 2020

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비대면 소통의 일반화라는 급격한 전환점

을 맞이한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외에도 사물, 나아가 환경이 서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연결 형태를 지닌다. 

나는 인터넷 통신과 함께 성장한 90년대 온라인 사용자로서 인간관

계의 많은 부분을 가상공간에서 성립하고 이어왔다. 2007년 온라인게

임 ‘리니지2’에서 다른 서버 유저 ‘Bi’의 사이버 장례식에 참여

하며1) 죽음과 가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교감 방식의 현상을 

경험했다. 당시 나는 온라인게임 속 사회 집단인 ‘혈맹2)’의 상하 

계급에 속해 활동하였고, 장례식 참가를 계기로 가상의 자아와 실제 

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온라인 가상 활동은 극히 일부분의 하위문화로 인식되던 문

화에서 점차 기기의 보급과 발전으로 접근성이 쉬워지며 사용자의 

1) 저자 미상,「8년전 리니지2 사이버장례식, SNS에서 새삼 화제」,『스포츠 조선』, 
15.01.14,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1150100168700010202&servicedat
e=20150114

2) “혈맹(血盟)은 피로써 굳은 맹세를 한 관계를 뜻하는 한자어다.(중략) 요즘 온라
인 게임에서 흔히 보이는 길드다. 하지만 리니지의 몇가지 게임 특성상 다른 게
임의 '길드'와는 차원이 다른 뭔가로 여겨지는 조폭적 조직이다. 다만 이것은 '라
인'이라고 불리는 거대 전투혈맹 한정. 길드의 취지에 맞게 소소하게 친목을 도모
하거나 버프를 위해 운영되는 혈맹도 많다.

  이를 혈맹이라 부르는 이유는 리니지라이크(게임장르) 특유의 나와 혈맹빼고는 모
두가 적인 약육강식,무한경쟁 세계관때문이다. 게임 자체가 죽기전에 먼저 죽여야 
될 정도로 살벌한 PK가 일상이라 조직의 소속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혈맹의 대
표인 군주를 왕으로 삼고 혈원이 부하가 되는 말그대로 전근대적 군주제를 게임
에다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

“혈맹”검색, 나무위키, 검색일 2022.06.17,
 https://namu.wiki/w/%ED%98%88%EB%A7%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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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2020 팬데믹은 대중에게 있어 온라인 

삶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고 보편화하였는지 단기간에 알게 해준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신체 위험 탈피를 위해 비대면을 취해야 

하는 공통된 체험을 통해 온라인과 신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

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체되는 사회적인 기능을 통한 새로운 

소통 관계의 가능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일부로 작용한다. 점차 익숙해지는 온라인 비대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상의 인간관계와 상시 연결된 삶을 살고 있음을 지각

하는 지금이 변화 중인 현대인 분석과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앞으로 

격변하는 현대인 몸의 새로운 존재 형태를 가늠하기에 적합하다. 

서양의 해부학은 신체를 분해하여 서로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3) 반면 동아시아의 몸은 우주와 연결되어 순환하며 공

존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보이는 고대 중

국의 몸은 인간을 넘어 국가, 소우주를 품는 중층적인 장기의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4). 동일 대상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현대적 다양

성, 연결을 기반으로 변태의 가능성을 동아시아의 몸은 가지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되는 현재 사회에서 연결과 유연성을 가진 동아

시아의 몸의 개념은 근대적 신체관에 비해 현대인의 몸을 표현하기 

적절하다. 

 현대인의 자아는 가상환경 속에서 다중적으로 성장한다. 기존의 

고정적인 삶과 신분에서 오는 단일 자아가 아닌, 다양한 다중자아로 

생활하는 현대인의 몸 형상을 연구하는 데 고정적인 외형의 재현은 

한계를 보인다. 초연결사회에서 전에 없던 현대의 유동적 자아의 생

3) Le Vay, David, Anatomy, (London:The English Universities Press, 1948) 
4) 저자 미상,『황제내경』, 기원전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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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특성 연구를 통해 현대인의 다중자아의 모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중자아와 공존하는 신체의 유기성 표현 연구를 통해 

현대인 몸의 새로운 시각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초연결사회는 현대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둘째, 초연결사회 현대인의 몸과 동아시아적 몸 개념 확장은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는가? 

셋째, 현대인 다중자아의 형상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넷째, 현대인 신체를 어떠한 시각과 물질로 풀이하는가? 

다섯째, 나의 작업은 어떠한 전통성, 현재성,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위 질문을 연구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나의 창작

물을 대상으로 작업의 동기, 배경, 내용, 조형적 특성 및 재료기법을 

다룬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의 변화하는 자아, 

신체의 시각적 표현을 미학, 사회학, 한의학, 해부학, 재료학적인 특

성을 통해 분석한다. 기호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인간관계

와 그 신체를 표현한 작업은 각기 부여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진행한

다.

연구를 통해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가 가지는 사회환경, 자아, 

신체 변화의 형태를 살펴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나의 작업으로의 

적용을 분석한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점차 강조되는 온라인 삶 속에

서, 새로운 현대인의 모습과 특성 해석의 의의와 미적 가치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 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연결사회 속에서 내가 경험한 

사회, 자아, 신체의 변화 체험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인터뷰와 이론 

연구를 통해 제작한 현대인의 사회상 작업의 분석 논문이다. 작업의 

중의적, 상징적, 기호적 특성과 초연결사회의 광범위함을 병렬 배치

한 작업을 논함에 있어 요소별 분석을 통한 풀이를 전제로 진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 몸으로 한정하며, 동아시아의 

몸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동아시아의 개념으로 보는 몸은 자아 신

체, 나아가 우주(초연결)와 공존하는 것으로, 신체 단독의 몸의 개념

과는 상이하다. 

인터넷과 단절되며 질병을 얻은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2018년부터  

<무간공유>회화 시리즈를 시작한다. 신체와 정신이 공존하는 몸이 우

주와 연결된 체험은 질병을 통해 피부에 느껴진다. <무간공유> 시리

즈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초연결사회 우주와 그와 연결된 현대인 

몸 관계도를 통해 새로운 연결의 인체 지도를 시각화한다. 

김정옥은 그의 알레르기 질병 경험을 통해 신체와 우주의 관계를 

작업한다. 그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체관을 바라보는 소우주적 

신체관점을 기반으로 제작된 회화작업으로 인체와 자연의 도상을 통

해 내재한 더 큰 생명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풀이한다.5) 회화 속 인물

의 동양 장기가 자연에 비추어 표현되는 형상은 자연의 원리를 담는 

소우주적 관점의 표현이다. 해부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인물

표현은 이원론적 관점으로 본 기관으로서의 인체가 아니다. 그는 생

명성 표현을 자연의 동선으로 인체를 풀이하여 원리를 공유하는 방

식으로 연구한다.

5) 김정옥, 「소우주로서 인체와 나무의 생명 표현 연구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 논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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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공유> 시리즈에서부터 나 또한 동아시아의 소우주적 몸 관점

으로 인물을 표현한다. 이원론적인 인물관과 상반되는 연결의 몸 상

태 인식을 김정옥이 자연의 섭리를 인간 매개로 표현했다면, 나는 초

연결사회의 새로운 섭리를 인물 매개로 작업한다. 

사회의 변화와 몸의 연결성, 유동성은 인물의 형상으로 나의 작업

에서 회화, 입체, 디지털 작업으로 표현된다. 작업 속 인물들은 이상

적인 전통 자연관의 표현이 아닌,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부적응 

상태를 내포한다. 그렇기에 현대인 표현 또한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

하며 혼돈과 연결된 변화의 상태로 묘사되며, 과정에서 단계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표현과 한계에 닿아 부적응한 두 가지 상

태가 몸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진 현대인의 표현을 시도한다. 

변화와 부적응 공존의 몸은 긍정과 부정의 이원적인 시선으로 분류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의 전달을 위해 

각기 변화, 부적응 두 가지 장으로 분류하여 작업 당 요소별로 분석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서술의 용이성을 위해 분류를 한 것이며 

실제 작업 내에서는 양가적 상태가 혼재하는 현대인 몸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 문화의 중의적인 상징성이 존재하는 작업 특

성상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이 달리 되는 작업이 존재한다. 초연결 현

대인 몸의 변화는 제Ⅲ장 초연결 현대인의 몸 변화 표현에서, 부적응 

상태는 제Ⅳ장 초연결 현대인의 변화 부적응 표현을 통해 연구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Ⅱ장에서 초연결사회로의 변화를 인터넷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기존 사회와 달리 변화한 점을 위주로 논문, 저서, 인터넷 정보를 기

반으로 연구한다. 제2절에서는 동아시아 몸의 개념이 형성된 고대 중

국의 철학, 의학, 논문 위주로 연구한다. 나아가 우주와 연결된 몸이 

만물 인터넷 사회에 대입되는 과정의 선행연구를 통해 서양 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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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에서 벗어나 상호 연결의 현대사회 속 몸을 표현하는 작업의 

더 적합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한다. 현대인의 변화하는 몸의 유동

성은 다중 생성된 자아와 그것을 담고 있는 불안정한 몸으로 제3절

에서 다룬다. 다중자아의 연구를 통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현대인의 

자아를 연구한다. 이어 다중자아와 신체의 빠르고 비 균등한 변화에 

따른 몸의 불안정함을 실제 사례와 분석을 위주로 연구한다.

제Ⅲ장에서 초연결 현대인의 몸이 동아시아적 개념의 몸으로 변화

하는 표현을 분석한다. 자아와 신체가 사회와 공존하는 몸이 변화하

는 과정은 사회의 연결성, 자아의 다중화, 신체의 변화로 이어진다. 

제1절 초연결을 담은 변화 표현에서는 사회의 연결성을 담은 몸의 

표현을 새로운 신체지도 형식의 연결혈자리, 링크선과 중층 픽셀, 온

라인 교류 관계의 회화적 시각화분석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2절에서 

생성된 다중자아가 몸속에서 공존하는 표현은 변형된 동공에 정신을 

담는 전신(傳神)의 시도, 다중자아가 공존하는 상태의 표현 그리고 유

동적인 자아의 성질 묘사가 나타나는 작업의 요소를 분석한다. 마지

막 제3절에서는 자아에 이어 신체가 초연결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과

정을 거친다. 

제Ⅳ장에서는 초연결 현대인의 변화 속 부적응 상태 표현을 연구한

다. 제1절 초연결 속 소외의 형태 표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소외의 형태를 기괴함, 비운적 요소, 변질된 소통으로 표현하

는 과정을 서술한다. 제2절에서는 자아의 다중화와 뒤따르는 혼란의 

표현을 다룬다. 노출된 자아의 불안감, 자아의 부조화와 혼란, 자아의 

익명성과 폭력성은 초연결사회 속 전신의 변화 부적응 상태를 시각

화하는 요소들이다. 마지막 제3절에서는 자아와 함께 변화하는 신체

관에서 뒤따르는 불안감의 표현을, 신체 탈착의 불안감 표현 행위, 

신체의 변형 상태, 신체 소외의 표현을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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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Ⅴ장 재료 표현기법에서는 각기 작업에 사용된 표현 재료와 사

용기법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전통적 회화재료 표현기

법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혼합입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전통과 

현재를 이어나가는 시도를 한다. 제1절에서는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회화의 표현기법분석을 통해 작업 생성과정을 알아본다. 회화의 

요소는 필법, 채색기법, 바탕 재질과 기법을 통해 정리한다. 회화 외 

입체, 혼합, 디지털의 표현기법은 제2절에서 혼합입체와 디지털의 제

작과정을 다룬다. 

제Ⅵ장 맺음말에서는 연구에서 진행된 초연결 현대인의 몸 표현 개

념의 과정과 실제 작업표현의 적용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3. 연구의 중요성

최근 40년 사이 변화는 기존 역사를 통틀어 기술의 발전으로 근본

적인 격변의 시기를 거쳤다. 단편적으로 국지적 연결에서 전 세계적 

연결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것을 보면 자아 연결성은 어

느 때보다 빠르고 순간적이다. 그에 비해 아직 몸의 변화는 공간과 

물리적인 제약에서 애매한 위치에 존재한다. 새로운 연결의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의 자아를 분할하고 초월하는 형상과 그것을 공유하는 

신체의 변화는 과거와 단절된 신생 개념이 아닌, 기존 동아시아의 몸 

개념에서 확대되는 연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금융위기, 팬더믹, 기후 위기 등을 통한 세계적 공

통 난제를 맞이한 이유 중 하나를 최배근 경제학자는 근대의 산업문

명의 중심주의 세계관과 개인의 문화가 연결의 세계에서 부적응했다

고 분석한다.6) 기존의 서양 중심의 근대적 사회와 구성원의 이해를 

6) 최배근,『호모엠파티쿠스가 온다』(파주:21세기북스, 2020,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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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는 초연결사회의 유동성을 해석하기엔 구조적 무리가 있다. 특

히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현대인은 기존의 근대적 사회관, 신체관으로 이해하기에는 다

소 그 역할 변동이 어려운 점에서 고정적 한계를 보인다. 반면, 동아

시아 철학과 자연, 신체관을 다루는 대표 서적인 『황제내경』의 관

점에서 신체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장치청(張其成, 1959-)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황제내경』은 우리몸을 연구할 때 인체 내부를 해부하여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운행되는지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내면을 깊이 헤아리는’ 방법을 통해 인체 내부의 

비밀을 탐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주라는 큰 세계

를 탐구하고 모방함으로써 몸안의 작은 세계를 엿보고자 하는 것이

다.7)

모든 정보가 연결된 새로운 우주를 담고 있는 초연결사회 현대인을 

이해하는데 동아시아의 세계, 신체관점은 기존의 고정적 사고보다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정신과 신체의 관계는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 의해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고대 중국의 자아는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석

윤은 고대 중국의 심은 신체에 의존하고 같이 사라지는, 대립적인 존

재가 아닌, 공존하는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논한다.8) 서양적 심신관에

서 초연결 사람을 본다면 신체와 분리되어 가상세계에만 존재하는 

영혼을 논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 하지만 현대인의 자아를 자기 

신체에서 떼어놓아 서사하기에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

7) 장치청, 『황제내경, 인간의 몸을 읽다』(서울:판미동, 오수현 역, 2015, 1쇄), 258.
8) 문석윤, 『동양적 마음의 탄생』(파주:글항아리, 2014, 3쇄)



- 9 -

만 동아시아적 자아의 확장이 기존의 자아에 비해 유동적이고 자유

로우며 다층적인 형태로 평행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다중

자아(멀티 페르소나9))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로부터 신(神)은 동아시아에서 정신, 자아, 귀신, 영혼, 기, 자연의 

섭리 등 폭넒고 유연한 존재로 해석되고 적용됐다. 고정된 영혼, 자

아보다 더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한 동아시아적 기신론의 적용을 통

해 현대인의 유동적 복합 자아 형태의 이해와 시각적표현을 시도한

다.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현대인의 신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삶과 신

체의 질을 올려주는 방면이 있으면, 반대로 변화된 생활 방식에서 오

는 기형도 존재한다. 온라인 연결 환경 속에서 신체는 점점 요소로 

측정되고 공유되며 데이터화 되기도, 때로는 소외당하기도 한다. 의,

기술의 발전과 자기 선택으로 기존의 신체를 개조하고 삶의 질과 자

신의 만족감을 얻는 현대인들도 주변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증가 추

세이다. 나아가 기술을 통해 신체라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 포스트휴

먼 적 관점의 사람들도 꾸준히 존재해왔고, 메타버스의 화제로 인하

여 강조되고 있다. 

신체의 변화를 드러냄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은 현대인의 변

화하는 몸 과정의 관찰을 통해 변동하는 모습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변화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본질의 천인상응

(天人相應) 관점의『주역(周易)10)』은 변화를 통해서 본질을 비로소 

9) “다중인격적 성향과 페르소나를 한 데 묶은 ‘멀티 페르소나(multi persona)’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 페르소나가 동시에 인정되는 멀티 페르소나는, 전통적인 의
미의 페르소나와 마찬가지로 일상과 영향을주고받음은 물론, 취향과 취미, 흥미에
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민희, 이승우, 「멀티 페르소나의 사례와 의미-‘부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
창작』 19-2-49(2020.08):3.

10) “『주역』은 하나라 때의 역(易)인 『연산역(連山易)』, 은나라 때의 역인 『귀
장역(歸藏易)』과 함께 역의 한 부분이다.”

김교빈, 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서울:아카넷, 2003, 1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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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는 태도로 한의학에서 적용된다고 박석준은 논한다.11) 변

화를 기반으로 본질에 접근하는 시도는 인간을 초월하는 변화 속에

서 현대인의 새로운 몸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식이다. 

본 논문은 초연결 현대인의 변화하는 몸을 연결, 자아, 신체에 대한 

동아시아의 정신관과 사회학적인 접목을 통하여 시각화한 나의 작업

을 분석한다. 몸 표현을 매개로 인간을 넘어 새로운 우주의 형상과 

새로운 순환의 생성과정을 인체 지도의 형식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매체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연결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사회환경의 분석은 변화와 그에 

따른 혼돈의 두 가지 현상을 분석한다. 하지만 두 요소가 공존하는 

현재를 담기 위해 작업의 인물 또한 이분적인 상태의 표현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며 공존하는 상태의 몸의 표현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현대인의 존재 형태는 표현에 있어 또한 변화해야 한다. 과

거와 단절된 것이 아닌, 연결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현대인의 

형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전통 몸 개념을 계승 받아‘연

결혈자리’인체 지도를 시각화하여 새로운 몸 표현 가능성을 모색한

다. 새로운 자아의 초상화는 다중 자아를 가진 현대인의 표현에 있

어, 기존에서 확장된 새로운 초상화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신체관의 표현 연구를 통해 현대인 몸에 있어 신체

의 변화하는 위치를 짚어봐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대비되는 기운의 순환이 자연의 이치인 것과 같이 현

대인의 변화 상태 또한 순환하며 존재한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

던 순환하는 새로운 신체의 부적응 상태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위해 상징적 요소를 사용하여 과잉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역설적 

소외감의 시각화 과정을 모색한다.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의 다양한 

11) 김교빈, 박석준 외,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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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화와 혼란 상태를 노출, 다중, 익명의 요소를 통해 시각화하고 

과잉 연결 속 현대인의 몸 상태를 질문한다. 급격하게 간과되는 현대

인의 신체 인식에 문제성을 제기하고 이를 회화, 입체를 통해 분석하

고 도출되는 불안감의 감정표현을 연구한다. 

변화하는 현대인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기법 또한 기존

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계승과 확대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회화표현의 시도를 알아본다. 나

아가 혼합입체를 통한 물질화 시도와 디지털 작업의 표현기법을 통

한 현대인 표현기법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을 통해 현대인의 현재 존재의 모습과 해석, 현상의 작업 

과정을 알아보고 점차 가속화될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사람이 신체와 

함께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비대면 가상 사회의 현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의 세계와 현대의 사회학 현상의 해석을 통해 혼란스

러운 변화의 과정에서 휩쓸리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인 

본질에 대한 심층적 해석이 가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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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초연결사회로의 변화 속 몸의 연결성과 유동성

이 장에서는 초연결사회로의 변화가 가지는 새로운 점과 만물 인터

넷 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현대인 몸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몸의 개념을 자아, 신체, 우주가 공존하는 동아시아 

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제1절은 초연결사회의 변화와 특성을 통

해 기존과 달라진 사회 연결 환경과 현대인을 다룬다. 제2절은 동아

시아의 몸의 연결성 개념 형성과 초연결 현대인으로의 확장 가능성

을 살핀다. 제3절에서는 유동적인 현대인 몸의 특성을 자아와 몸으로 

각기 분석한다. 

1. 초연결사회로의 변화

‘초연결’이란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통

신과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 -사물, 사물-사물 간의 통신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연결과 소통 안에서 데이터가 수집· 축적·분석되

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12)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은 모든 사물이 기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최배근 경제학자는 70년대 산업 사회

가 막을 내린 이후 인류사회는 ‘연결의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한

다고 한다.13) 90년대부터 가속화되어 현재 모든 것에 연결된 현대인

의 삶은 50년대 공상과학 소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연결사회는 편리성과 일상성을 기본으로 존재한다. 이메일로 받

은 일정은 자동으로 핸드폰과 동기화되고,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12) 사공호상(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초연결 시대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
와 대응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1-4(2018):83.

13) 최배근,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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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며 자동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면 온라인으로 비용이 결제

된다. 일정 사이 빈 시간에 SNS 계정을 열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

활 피드(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곤 이내 모바일 게임을 켠다. 익숙한 

일상의 모습은 얼마나 초연결 삶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지 알게 

해준다.

10~20년 사이에 우리는 몰라보게 기술과 타인, 타 사물과의 연결에 

의존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 자아, 신체를 가진 현대인의 모습은 변화와 함께 기술이 가져

오는 다양한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는 이면에 다양한 우려할 점도 같

이 공존한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서부터 항상 우려되던 신체의 소외, 

비정상적 연결망, 분열된 자아의 혼돈 등은 항시 현대인의 존재에 위

협으로 존재한다. 

1) 초연결사회의 연결성

현대의 연결은 양방다원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적 단방향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와 관계가 일정한 것에 반해, 양방향 방송의 가

능성은 시청자의 개별의 특성과 선호를 최적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고삼석).14) 이를 반영하듯 2020년 방송통신의원회의 보

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을 전달하는 텔레비전 매체의 수요가 감

소하고 스마트폰 매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5) 대중매체에조차 제

공자와 사용자 간 사이의 개인 맞춤형을 중요시하는 가변적인 형태

로 초연결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14) 고삼석,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서울:메디치미디어, 
2019, 1쇄)

15) 방송통신의원회,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경기:방송통신의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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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네트워크화된 알고리즘은 인간 행위자들의 관심을 파악하

고, 동기를 촉진하며, 행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유대를 활성화한다.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일상적 데이터 생산에 스스로 적

응하고, 변화하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막대한 규모의 코드의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기계-행위자가 된다.16)  

하지만 이항우가 논하듯 인간만이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아닌, 기

계-행위자또한 능동적으로 초연결사회 속에서 활동한다. 기술은 현재 

비단 인간에서 파생한 데이터만 측정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모든 정

보를 수집하고 상호 교류하는 인간 초월적 연결망의 형태를 지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 사이에서 수많은 것과 연결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비생명 존재가 처리하는 일의 비중은 높다. 데이터의 수집

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심지어 서비스 제공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알고리즘을 가진 

빅데이터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만들어 내고 그 정보들은 어디론가 자

신을 찾아주는 연산체계로 들어간다. 2015년 개인의 연간 데이터 발

자국은 거의 1테라바이트(terabyte)에 가깝다고 에레즈 에이든(Erez A

iden, 1980-)은 그의 책 『빅데이터 인문학:진격의 서막』에서 언급한

다.17) 그는 인류 전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의 방대함을 주장하며 

점차 거대해지는 빅데이터와의 공존을 논한다. 과거 기록물과 현대인

이 배출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차이는 보관성이다. 어떠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값은 부식되거나 퇴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방대한 과거의 기록과 

16) 이항우, 「알고리즘과 빅 데이터: 코드와 흐름의 잉여가치」. 『경제와 사회』, 
125(2020):272.

17) 에레즈 에이든, 『빅데이터 인문학:진격의 서막』(파주:사계절 출판사, 김재중 역, 
2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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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연결된 현대인의 삶은 기존의 단일적 세계관으로는 설명

하는데 구조적, 경험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현대인은 새로운 연결성 속에서 사람과 관계하는 양식 또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유기적으로 행한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인간관계가 물리적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서신과 같이 시간

적 처리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즉석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

기에 가능하다. 

SNS18)는 개개인이 맺고 있는 연결 관계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다. 

기본적으로 SNS 이용자가 일방향 혹은 쌍방향으로 연결 관계를 선

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와 소통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19)

즉흥적 연결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맺을 수 있는 인간관

계를 통해, 사회 국지적으로 주어진 기존의 인간관계에 비해 강한 친

밀감을 생성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 형성에서 가상의 공간과 얼굴을 보지 못하는 대

상과의 교류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90년대부터 주장됐다. 셰리 

터클(Shery Turkle, 1948-)은 90년대 개개인 유저(사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은, 가상공간이 자신의 새

로운 자아를 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음에 있어 현실의 

인간관계보다 중요하게 사용자에게 느껴질 수 있다고 논한다.20) 점차 

기술이 발전하여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메타버

스라는 독립적 가상 사회문화 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난무

18)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 
19) 조성은, 한은영, 「SNS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분석 :SNS 연결관계를 통

한 신뢰 사회 구현에 대한 전망」, 『소셜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와 미래정책 2』, 13-25-02(2013):38.

20) 셰리 테클, 『스크린 위의 삶』, 최유식 역, (서울:믿음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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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리, 지역의 기반을 둔 수많은 타인과 연결되어 교감을 형성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사람 혹은 AI와 교감을 하며 성장하는 새로

운 인류의 연결방식은 이제 점차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가상현실, 증강 현실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사실상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병렬 존재하는 삶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물리적 세

계와 가상이 공존하는 병렬 공간 안에서 현대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통해 사회, 자아, 타인, 신체와 소통하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연결 관계는 딱딱한 교류가 아니라 산발적이며 유동적이다. 

 메리 차이코(Mary Chayko, 1960-)는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집단을, 

인터뷰 대상들이 반복적으로‘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동

일 취미 집단의 유대감은 물리적 친밀 그룹의 그것보다 더 강하고 끈

끈할 수 있다는 인식을 관찰한다.21) 

기존 대면 인간관계와 다른 형태의 가상 연결성은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사물과 사물의 연결까지 가능한 사물 네트워킹의 사회로 접

어들고 있다. 기술을 통해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사회가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받는 모습은 근대의 사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근대적 사고체

계 보다는 자연과 인체가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서, 기운을 주고받는 

유동적 동아시아의 세계관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

다. 

천인합일은 인간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 원칙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탄생하며 인간의 

생명활동은 삼라만상의 생명활동처럼 자연계의 규칙에 따른다. 여

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

21)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인터넷, 디지털미디어, 그리고 기술- 사회생활 』(경
기:한울엠플러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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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을 자각하고 인식하며 그 양자의 조

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인합일은 한편으로 인간과 자연

을 구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워야 한다

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22)

김연재가 논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이념은 각기 존재하면서도 연결

된 조화로운 변화태의 현대인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하다. 다방면의 

유동적인 상호작용 연결은 한(漢)대의 음양론과 소우주관 에서의 한

의학적 혈자리 접근을 통해 변칙적인 온라인 연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변화한 사회의 존재 형태는 초연결을 배제하고는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현대인은 성장하고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도래한 새로운 

연결성은 인간을 뛰어넘어 영향을 주지 않는 대상을 찾는 것이 어렵

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현대인의 새로운 연결의 형상은 무

수히 많은 형태로 맺어진다. 

2) 초연결사회의 한계 

정보통신 기술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적인 혼돈과 질병을 현

대인들은 겪고 있다. 2020년 COVID 팬데믹도 그중 하나이다. 기존 

세계였으면 국지적으로 끝났을 전염병은 새로운 연결성을 가지고 단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2007년 미국 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또한 미국에서 발생하여 연결된 다양한 

회사들과 세계 경제가 여파를 받았다. 최배근은 국제적인 재앙과 경

22) 김연재(金演宰),「트랜스휴머니즘에서 본 주역의 變通的 境界와 가치론적 構想」.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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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재앙 연결 현상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 효과에 각국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

고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일까? 예측을 할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 산업문명의 패러다임이 연결의 세

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거의 경험(데이터)에 기초

해 해석과 예측을 하고, 또 해결책을 만들었어도 문제는 근대 산업

문명이 오늘날처럼 연결의 세계가 아닌, 경계와 구분이 있고 더구

나 상대와의 관계조차 (일방향 관계인) 중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

다는 데 있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된 세계로 바뀌었음에도 모든 것

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과거의 사고방

식으로 대응한 결과 천문학적 피해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다.23)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지금이기에, 그 망을 통해 빠르게 

영향을 받는 새로운 연결망과 기존의 지역적 사회관의 충돌은 범세

계적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연결의 과잉으로 인하여 국지적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경험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자세를 요구

한다. 이때, 현대인은 무능력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COVID19 바이러

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입출국 제한정책이나 국가 경계를 봉쇄하는 

시도들이 결국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져 실패하는 현상을 목격하기도 

한다. 질병의 확산, 경제의 변화 외에도 초연결사회의 한계는 인터넷 

서비스의 파급력에도 존재한다. 인터넷 시스템이 멈추었을 때 전 세

계적으로 겪는 불편함은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24)

23) 최배근, 위의 책, 24-25.
24) 최민지, 「구글 또 터졌다, 계속 의존해도 될까?」,『경향신문』,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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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규칙이 새로운 연결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예

시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의 논쟁이다. 안드레아스 와이겐드(Andreas 

Weigend, 1961-)는 그의 책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에서 프라이

버시가 생성된 근현대의 환경과, 그것이 온라인 일상에 적용될 때 개

념 자체가 상호 적용 불가능 한 것임을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이야기

한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소셜 데

이터 플랫폼은 유례없는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지 헤어스타일

이나 패션을 바꾸는 소위 '과시적 소비'를 넘어, 이제 '과시적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프로필 사진이나별명 같은 디

지털 정체성을 손쉽게 변경하면서 자아를 '기획'할수 있다. 인터넷 

초기에는 익명성이 무한한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고 폐기하는 데는 비용과 파급 효과가 뒤따

른다. 데이터 악용의 위험을 감안할 때 정체성을 보호하는 안전장

치를 마련해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익명성은 데이

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축소한다.25)

사용자 대다수가 익명이었던 인터넷 초기에 비해 여러 이유로 익명

성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들이 수익을 창출하

는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해당 사용자들에게 광고나 사용 패턴의 타사 제공을 통해 이

윤을 창출하는 것이 회사 범적인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용자

의 검색패턴, 연결방식, 관심사 등 수많은 디지털 발자국들은 편의 

제공을 하는 업체의 알고리즘을 통해 제삼자에게 전달된다. 자신의 

https://m.khan.co.kr/it/it-general/article/202012151656001

25)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파주:천일문화사, 홍지영 역, 
201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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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 싫다면, 자신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자가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는 사

실상 온라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검색 엔진을 통해 자료를 검

색하고, 이메일이 있어야 온라인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휴대폰 인증까지 해야 하는 연쇄적인 개인 정보 노출

의 사회 속에 존재한다. 주기적으로 약관이 업데이트되었다는 이메

일, 연락을 받고 우리는 보통 꼼꼼히 따지지 않고 확인을 누른다. 현

대인들에게 자기 개인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어디론 가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의 포기는 보편적 선택 행동이다. 사생활 노출

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지메일(Gmail)26)과 같은 전자우편 서비스에 가

입하면 사적인 대화 내용을 회사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기

도 한다. 오늘날 지메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메일 

서비스로, 2019년 기준으로 15억 사용자가 있다.27) 사용자는 자신이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받는 대신 구글의 컴퓨터가 이메일 내용을 '읽

는다'라는 사실을 안다.28) 안드레아스 와이겐드는 편의 기능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가 개인화된 광고 노출 등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인

다고 이야기한다.29)

온라인 환경은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성 정보의 집합체이다. 현대인

들은 온라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가침 영역이었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결국 노출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를 알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회 문제의 환경에 대면하게 된다. 기존

의 사회 구조로는 인정하거나 이해하기 힘들 여러 사회 현상은 전 세

26) 구글(google) 회사의 이메일 서비스 gmail.com

27) “Gmail”검색, Wikipedia, 검색일 2022.06.25, https://en.wikipedia.org/wiki/Gmail
28) 저자 미상, 「구글: '지메일 제3자가 읽을 수 있다'」, 『BBC NEWS 코리아』, 

2018.07.04, https://www.bbc.com/korean/news-44707012
29)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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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생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다

수 가지고 있다. 기반이 되던 정보가 흔들리는 환경 속에 현대인은 

과거와 변화하는 지금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 사이에서 혼돈의 존재

로 존재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기회 속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 속 다

중자아 역시, 다양한 방면으로 분화한다. 다양한 가상 자아의 형태는 

변화와 혼돈의 형상을 하고 있다. 혼돈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다중자아의 확장에 따른 현실과 가상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이나, 

다중자아 중 일부가 가지는 반사회적, 반 통념적인 관점의 성장일 수

도 있다. 

동일 몸에서 분화하는 다중자아 역시 현대인에게 혼란을 주는 요소

로 작용한다. 다중자아는 신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형성되지만 결국 

신체에 연결되어 존재한다. 김선희는 신체와 사이버 자아와 관계를 

개별자 존재론과 속성존재론의 대치 상황으로 제시하며, 사용자의 실

제 신체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며, 다중자아의 형성에 있어 가상공

간의 물리적 제약의 부재가 다중 정신 형성의 속성 중 하나임을 강조

한다.30) 다중자아와 신체의 역설적인 공존의 형태는 필연적으로 현대

인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온라인에 연결된 삶에서 신체의 중요도는 감소한다. 정신은 언제든

지 온라인에 접속하여 타인과 교류하고, 나의 정보들 또한 자료화되

어 존재한다. 자유로운 자아와 달리 신체는 제한적이며 교체대상의 

인식으로 자주 매체에서 다뤄진다. <얼터드카본(Altered Carbon31))>에

서는 자아를 칩으로 만들어 자신을 이동시키고 육체는 상점에서 구

30) 김선희, 「사이버 공간이 다중자아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론적 구조」, 『철학』 
74(2003)

31) 2018~2020년까지 방영된 리처드 모건(Richard Kingsley Morgan,1965-)의 저서 『 
Altered Carbon』을 기반으로 제작된 넷플릭스(Netflix) 회사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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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세계관을 투영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나 <아바타(Avatar)> 등 인간이 기계, 패턴화되는 가상의 공

간 속에 속해 있는 동안 필요성이 없는 신체의 위치를 캐서린 헤일즈

(N. Katherine Hayles, 1943-)는 고깃덩이에 비유한다.32) 신체가 소모

품처럼 사용되거나, 때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정적인 

모습으로 문학과 매체에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전자

기반 가상세계 속 인간의 한계에 대한 비관의 시선이다. 노버트 위너

(Norbert Wiener, 1894-1964)가 50년대에 정신을 데이터화 하여 컴퓨

터로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가능성은 

더욱 뚜렷하기에 현대인의 혼란은 가중된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점차 현실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신체라는 것은 초연결사회에서 불안감을 수반한다. 

과잉된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전 세계적 문제의 대두, 개인 자아의 

노출감과 시스템적인 정보 탈취, 다중자아의 형성과 혼란, 신체 절하 

의식은 초연결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한계 형상들이다.

2. 몸의 연결성

본 논문에서는 ‘몸’을 신체를 뜻하는 단독 개념이 아닌, 정신과 

신체, 우주의 연결을 담고 있는 고대 동아시아의 개념의 몸으로 사용

한다. 동아시아 몸의 개념은 유기적인 신체, 철학관이다. 『황제내

경』의 몸속 요소들은 중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며, 상호 연결

된 형태로 묘사된다. 

‘心’이란 설문해자에 의하면 人의 마음이다. 土에 잠겨있는 것으

32)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역 (파주:주식회
사 열린책들, 201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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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상형의 글자이다. 오행의 관

점에서 土는 脾臟을 의미한다. 즉, ‘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땅에 저장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체의 장

부로 본다면 비장을 의미하고 신체에 있는 중심을 의미하는 등 다

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33)

다양한 해석에 따라 동일 대상의 접근이 달라지는 몸의 개념은 맥

락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포스트모던 적 해석으로의 연결 가능성

이 있다. 서양의 해부학은 각기 신체 요소의 역할을 분리해서 분석하

는 것에 더 집중한다. 동아시아의 유동적 신체관은 모든 것이 연결된 

만물 인터넷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양 근대의 기계적 신체관에 

비해 현대인의 몸을 이해하기에 효과적이다. 이 절에서는 동아시아 

몸의 개념과 연결성을 살펴보고, 초연결 현대인의 자아와 신체를 담

고 있는 몸의 개념과 초연결사회 속 포용적인 몸의 가능성을 서술하

고자 한다. 

1) 동아시아의 몸

신체와 자아가 분리되어 인식되는 근대 과학 이전 동아시아의 고대 

중국의 몸은 자아, 신체, 나아가 우주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존재였다. 

『주역』의 천인상응(天人相應) 개념은 하늘(양)과 땅 (음)의 전통 중

국의 자연관과 더불어 만물과의 연계성을 통해 인간 또한 음과 양의 

조화 속 한 존재로 인식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측면의 하나는 천인상응

33) 박재용, 「『黃帝內經』에서 사용된 ‘心’字의 용례 분석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21-5(20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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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人相應)의 사상이다.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어

서 만물이 다 통하게 된다.”34)

하지만 비단 『주역』뿐 아닌, 당시 다양한 저서와 문화에 음과 양

의 천인상응의 개념은 존재했다. 강신주는『주역』 이후 전한 시기에 

편찬되어 황로사상과 『황제내경』 등 고대 신체, 자연, 과학, 철학 

등에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되는『회남자』에서 언급되는 음양오행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회남자』 속 ) <천문훈>의 저자에 따르면 기에는 두 가지 성질이 

내재해 있다. 그중 하나는 맑고 밝은 것으로, 이것은 하늘을 만든

다. 다른 하나는 무겁고 탁한 것으로, 이것이 땅을 만들게 된다. 따

라서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의 기로부터 나온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때 하늘로부터 기원

하는 기가 바로 양의 기가 되고, 땅으로부터 기원하는 기가 바로 

음의 기가 된다.35) 

회남자에서 나타나는 우주 발생론은 음과 양의 순환을 통해 존재한

다는 기존의 자연, 철학관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집대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고대 중국인의 음양 사상과 오행의 범주까지 확대한 『황제내

경』은 의학과 임상을 통해 구체화 된 몸의 이해와 인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인간을 고립된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인 환경과 긴

밀한 연결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이 상호작용의 연

결패턴을 기, 음양, 오행의 범주로 설명하고자 한다(강신주).36) 이러한 

34) 天地交而萬物通, 『주역(周易)』, 태괘(泰卦)
김교빈, 박석준 외, 위의 책, 20.

35) 강신주, 『회남자&황제내경』(파주:김영사, 2013, 2판 1쇄), 48.
36) 강신주, 위의 책.



- 25 -

인식을 바탕으로 하늘과 땅, 음과 양을 구성하는 기는 내경의학 초기 

바람의 개념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며 점차 사람의 몸의 상태와 운

용 방식을 바라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가노우 요시미츠(加納 

喜光, 1940-)).37) 전통 동아시아의 몸의 관점은 인간을 단독 개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외부 요소와 연결되어 조화를 유지해야 

존재할 수 있고, 나아가 자연 수명38)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이상적 삶의 질을 획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자(老子)』의 “사람은 땅은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

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천인상응의 사상적 태도

가 『내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도를 아는 사

람은 음양을 본받고 술수에 조화되며 음식에 절도가 있고 기거에도 

일정함이 있다. 함부로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형과 신이 

모두 온전해질 수 있고, 나아가 본래의 품부받은 수명을 다할 수 

있어서 백 살이 넘어서야 죽게 된다”라는 것이다.39)

박석준은 『노자』의 사람을 해석하며, 앞서 살펴본 연결상태의 몸

과 우주의 관계가 실제 몸을 대하고 유지하는 삶의 방식에까지 연결

된다는 중요성을 언급한다.40) 이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몸과 환경 

관계의 개념이 실제 신체의 운용에 있어 일상에까지 관여하는 초기 

37) 가노우 요시미츠, 『몸으로 본 중국사상』(서울:소나무, 동의과학연구소 역, 2007, 
3쇄) 118-122.

38) “연구진은 이 모델을 인간의 수명에도 적용했다. 38년이란 답이 나왔다. 이는 
초기 인류의 수명을 40년으로 추정해온 그동안의 인류학 연구들과 거의 일치한
다. ”

곽노필, 「“인간의 자연수명은 38년”...DNA가 말했다」,『한겨레』, 20.01.10,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23737.html

39)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노자(老子), 『도덕경(道德經)』, 제25장.
其知道者, 法於陰陽,和於術數, 食欲有節,起居有常,不安作勞,故能, 而終天,度百歲乃去, 

저자미상, 『황제내경(黃帝內經)』, 상고천진론편(上古天眞論篇)
김교빈, 박석준 외, 위의 책, 35.
40) 김교빈, 박석준 외,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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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근대 이후 동아시아 과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재까지 활용되고 연

구되는 분야가 한의학이라는 점과 한의학의 기본 개념이 음양오행과 

살아있는 기의 흐름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와 몸의 연결성

이 현재까지 유효한 사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대 동아시아의 의학, 철학서의 영향을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

로 대표하며, 현재까지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동의보감(東醫寶

鑑)』은 연결되어 변화하는 몸의 구체적인 활용을 제시한다. 살아있

는 몸이 흐르듯이 변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동시성과 연결성의 가능

성에 대해 안도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중략) 몸은 자연과 함께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 자연

(세계)과 함께 정의된다는 거는 우리의 몸만 고정시켜 놓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몸은 시공간과 함께 흐르고 있는 거죠. 이건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해부학적 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부학적 

몸은 삶과 떨어져 있는 죽은 신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

의보감』은 변화하는 몸, 흐르는 몸을 사유한다는 거예요.41)

현대인은『동의보감』및 동아시아의 정(精) 기(氣) 신(身) 개념에서 

신체, 자아, 환경(자연)이 불가분의 관계인 필수 환경 요소로 폭발적

인 연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한 연결성은 근

대적인 이분법적 인간관을 통해서는 자아와 신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치게 된다. 반면 동아시아의 몸은 환경과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유연하고 유동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강신주는 동아

시아의 천인상응과 소우주적 관점을 담은 몸의 개념은 몸을 유기체

로 이해했기에 신체를 분절하여 이해한 근대 서양적 인체관과 거리

41) 안도균, 『팬데믹 시대에 읽는 동의보감 강의』(서울:북튜브, 2021, 1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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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논한다.42) 

“만물이 서로 연결이 있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때문이다. 나이가 『회남자』 만물이 서로 통하는 궁극기 형

태는 하나 라고 한다. 그 하나는 다름 아닌 도 혹은 기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관계적 망 안에서 운동하는 일원론적이고 총체적인 

세계다.43)

동아시아의 몸은 기를 통해 신체라는 것을 초월하여 비어있지만 비

어있지 않은 우주라는 공간과 공생하는 존재로 변화에 유동적이며 

연결된 존재이다. 과잉 연결을 통해 새로운 한계가 발생하는 사회 속 

현대인은 환경과 무관할 수 없는 만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우주 형

상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정신, 신체, 우주를 담는 동아시아 몸의 개

념은 새롭게 도래한 초연결 환경의 연결성을 포용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2) 초연결의 몸

초연결 현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과 함께 성장하는‘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44)’이다. 기술이 삶의 필수요소로 존재하는 

현대인은 이미 생물학적 신체를 뛰어넘었다. 나아가 자아 또한 다양

한 아이디들을 거치며 다중자아로 변모한다. 기존 인간의 개념에서 

42) 강신주, 위의 책.
43)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서울:궁리출판, 2008), 171.

44) “디지털 네이티브(영어: digital native)는 디지털 원어민으로서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디지털 네이티브”검색, 위키백과, 검색일 2022.06.26, 
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B%84%A4%EC
%9D%B4%ED%8B%B0%EB%B8%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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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정신, 신체, 환경을 담은 현대인의 몸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대인들과 그들의 다중자아(멀티페르소나)는 

고정된 자아가 아닌, 다층적이고 다채로운 자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신체의 제약이 없는 소통은 초연결사회의 큰 장점 중 하나

로 부각 되고 있다. 물리적인 소모 없이 다양한 사람과 온라인으로 

깊은 교류가 가능한 현재, 현대인의 자아는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분

화되어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자아에 비해 더욱 활발히 외부와 

교류하는 다중자아를 가진 현대인의 몸은 유동적이고 포용적이다. 

(생략) 가상의 공간에서 멀티페르소나를 실현하는 것을 물화(物化)

라 본다면, 현실의 공간에서 다양한 자아를 표현하려는 노력은 형

화(形化)에서 찾을 수 있다. 장주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형(形) 곧, 

모습도 화(化)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다시 말해 물화(物化)처럼 

꿈과 같은 가상의 상황에서 다른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실에서의 “내 마음에 따라 그 모습을 화(化)하는 것”이다. 마치 

본캐와는 또 다른 부캐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45)

다중자아에 맞추어 신체는 변화하더라도 결국 현대인에게 있어 몸

이라는 것은 자아와 분리될 수 없다. 다만 유동적이고 수치화 가능하

며 변동할 가능성을 보유한다. 현대인의 일상 속 기술과 의학 기술에 

의해 개선되고 측정되는 삶은 기술을 통해 신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된다. 이원론적 정신, 신체관을을 바탕으로 자

아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데이터화 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스 모라벡(H

45) 其形化, 其心與之然, 
장자(莊子), 『장자(莊子)』내편 제물론.
고지영, 「장자(莊子) ‘화(化)’의 현대적 수용과 이해:
들뢰즈의 ‘되기’와 멀티 페르소나」,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6 (2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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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Moravec, 1948-) 등과 같은 기계 찬양론자 들을 통해 꾸준히 주

장되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신을 

디지털에 업로드하고 신체를 교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까지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비해 진화하는 신체와 공존하는 

삶의 자세가 더 현실성이 있다.

포스트휴먼(Post Human)’의 어원적 의미는 ‘인간 이후의 인간’ 

혹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을 가리키지만, 이용어를 해석하는 방

식은 다양하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 할 수 있

다. 첫째는 인간의 지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 존재”다. 둘째는 인간, 유

럽, 남성, 백인 중심의 근대적인 “인간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를 대체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말한다.46)

현대인의 신체관에 대해 인문브릿지 연구소는 기술과 불가분의 관

계인 신체의 존재와 그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근대의 해체하고 

분석하고, 기술을 통해 결국 교체해버리는 신체관이 아닌, 현대인은 

공존하고 같이 수정하며 향상되는 신체와 정신의 관계로 신체를 바

라보고 있다. 기술에 뒤처지는 신체를 폐기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공존의 필수요소로 바라보는 시선은 동아시아의 몸 인식

에서도 강조된다. 문석윤에 따르면 정신은 육체에 의존하고 수반하며 

성장하고, 육체가 훼멸 되면 사라진다.47) 불가분 관계의 정신 신체의 

공존을 다루는 동아시아의 몸 개념은 교체하고 소모하는 근대적 신

체관에 비해 초연결 현대인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46) 2014 신상규 재인용.
인문브릿지연구소, 조미라, 김진택, 최정윤, 유은순,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서울:갈라파고스, 2020, 1쇄), 29.
47) 문석윤, 『동양적 마음의 탄생』(파주:글항아리, 2014, 3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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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의 연결성에서 파생되는 자아들을 담고 있는 신체를 파악하

고 수치화하려는 시도, 태생적 한계를 과학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공

상과학 속의 내용이 아닌, 스마트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온다. 디지털 만보계는 사용자의 심박을 측정해 빅데이터에 전송

하고, 당뇨병 환자는 팔에 붙인 스티커 칩으로 실시간으로 자신의 혈

당을 관찰할 수 있다. 의술의 발전으로 의수는 뇌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데이터로 전송시키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점차 향상되는 기술과 공존하고 또 체내에 수반하는 일상을 질문하

고 신체와 인간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김선희는 그의 책 『사이

버 시대의 인격과 몸』을 통해 기계화, 가상화되는 사회 속에서 신체

의 변화에 앞서 신체의 유일함의 중요성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

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여러 차원

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도전이 존재하고 몸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

어 버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인격이며 인격 공동체 안에

서 다른 인격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몸을 가진 덕분이다. 

만일 우리가 탈육화한 정신, 혹은 몸 없는 정신일 뿐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인격 공동체나 도덕 공동체에 속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

기술의 힘을 통하여 몸의 제약을 벗어나 정신적, 두뇌적, 정보적 실

체로 변화하게 될 미래의 인간은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인격의 지

위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 인격

적 존재로 남아 있으려면 정신에 못지않게 고유하고 유일한 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48)

48) 김선희, 『사이버시대의 인격과 몸』(서울:아카넷, 2004, 1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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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의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체 대체는 불

가능하며 공존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자아, 신체, 우주가 공존하는 형

태의 초연결 몸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서양의 해부학자는 불쾌한 신체의 구성물 너머에 있는 각 부분의 

목적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구리야마 시게히사(栗山茂久, 1954-)는 논

한다.49) 신체를 요소화 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은 신체를 흡사 기

계의 부품에 대한 탐구와 같은 자세로 대한다. 그에 비해 동아시아에

서는 심(心)은 단순히 서양에서 보이는 장기가 아닌, 천(天)의 개념으

로 천지 만물의 중심이 되는 큰 흐름의 중심으로 여겨졌다(김성수,신

규환).50) 만물이 연결되고 상호 영향받으며 수치화되고 개선되어 진

화하는 새로운 신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적 초연결 몸 개념

은 초연결사회의 신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탐구하고 해체해야 할 

도구의 신체가 아닌, 현대인에겐 개선하고 개조하며 같이 존재하는 

초연결 몸 개념이 더 적합하다. 

49) 구리야마 시게히사, 『몸의 노래』, 정우진, 권상옥 역(서울:이음, 2013, 1쇄)
50) 김성수, 신규환, 『몸으로 세계를 보다』(서울: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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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의 유동성

급변하는 초연결사회 환경과 현대인의 몸은 새로운 연결성을 가진

다. 이 절에서는 우선 급변했기에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자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유동성 속 불안정 형태를 통한 현대

인의 몸의 변화 형태를 살펴본다. 

1) 다중 생성된 자아와 몸

초연결시대에서 다중자아는 일상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여러 개의 

이메일, 다양한 메시지 방, 플랫폼마다 생성되는 아이디 등 기존의 

하나의 신분증으로 충족되는 기존 사회환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중 존재하는 아이디 사이에서 발현하는 각기 고유의 자아들을 가

진 현대인들을 다중자아(멀티 페르소나) 현상과 ‘부캐51)’의 현상으

로 알아볼 수 있다. 다중의 자아를 발현하고 각기 자아마다 고유의 

문화를 서로 형성하는 것은 이미 일상에서 흔히 존재한다. 현대인들

은 업무용 SNS 계정과 개인의 것, 사무용 이메일 등등 많은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평소 즐기는 가상 생활에서는 주기적으로 캐

릭터나 아이디 등을 외형과 이름까지 변경하며 타인과 교류한다. 다

중자아에서 파생된 부캐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중적 자아의 가능성은 

유동적이며 각기 갈래에 충실하다. 

안드레아즈 와이겐드는 온라인 세대의 정체성이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라고 논하며 소속된 어떤 조직이든 여러 집단에 소속된 구

성원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논한다.52) 우

51) “‘부캐’는 온라인게임에서 주요 인물이나 계정을 뜻하는 ‘본캐’ 외에 특정
한 필요에 따라 새로만든 캐릭터 및 계정을 이르는 개념이었다.”

강민희, 이승우, 위의 논문, 5.
52)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파주:천일문화사, 홍지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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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사용자가 어떤 소셜플랫폼의 활동을 하며 누구와 어떠한 인간

관계를 맺는지를 통해 그의 성향과 지인을 알 수 있다. 안드레아즈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SNS의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명으로만 존재하는 아이디뿐 아니라 가명, 사용자가 창조한 

아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플랫폼에서 형성된 조직마

다 그들만의 대화 방식과 교류의 법칙을 상호협의 하에 생성하기 때

문이다. 

셰리 터클의 90년대 실험에서 온라인게임 머드(Multi User Dungeon 

온라인게임)의 사용자 또한 익명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다른 자아의 

창조를 통해 다른 가상의 타인과 소통한다53).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역시 페이스북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터넷의 익명성 신원과 전통적인 

신원에서 신체적, 사회적 위치의 사실 여부 확인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통적으로 신원은 이름, 생년월일, 키, 눈동자 색깔, 국적, 거주지

등 나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구성된다.54)

안드레아스 와이겐드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신원 확인의 방식이 지

역적, 물리적인 사실에 기반해 있는 것과 달리, 외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익명의 아이디들을 남발하는 

형태를 통해 점차 전통적 신원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다

루며, 과잉된 얼굴 없는 아이디 속에서 결국 플랫폼에 따라 사용자들

과 개발사가 택하는 신뢰가 가는 이용자들을 거르는 사례들을 소개

한다.55)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각기 플랫폼마다 신뢰하는 사용자들을 

2018)
53) 셰리 터클, 『스크린 위의 삶』, 위의 책.

54)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위의 책, 98.
55)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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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쇼핑몰에서는 실명인증

을 한 대상이 좀 더 믿을 만한 후기를 남겼다면, 토론 사이트 레딧56)

에서는 사용자가 공감한 횟수에 따라 신뢰성이 갔다는 부분이다. 현

대인들이 각기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지금 온라인 환경 속에서 

이들은 다양한 자아와 그 안의 통용되는 사회법칙을 창조하여 존재

한다. 현실 사회에서 한 가지 신원이 자기 신체와 묶여있는 형태와 

달리, 초연결 현대인의 자아는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나의 신원, 

나의 신체 데이터, 익명 타인들과의 공감, 알고리즘의 선택 등 각기 

협의가 이뤄지거나 약관에 동의한 소사회 속의 온라인 협의를 통해 

자아가 발현하고 병렬 존재하고 있다. 

유동적인 자아를 가진 디지털네이티브 현대인들을 표현하기에, 유

동적이고 포용적인 동아시아의 신(神)의 개념은 적합하다. 자아로도 

해석될 수 있는 신(神)의 해석과 다중 의미의 유동적 특성은 유동하

는 현대인의 다중자아와 잘 맞는다. 다양한 해석의 신(神)의 개념은 

고대부터 인간 자아와 우주의 기운을 대변해 왔다. 

정신(精神)은 낱 말 精[정]과 神[신]의 합성어로서 이를 구성하는 두 

낱의 의미를 간직한 채 새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중 한 낱의 

의미를 표출하여 쓰이기도 한다. 정(精)'은 고대 중국 문헌에서는 곡

식의 알맹이', '순수함', '정액(精液)', '정세(精細)함' 등을 뜻함과 함

께 만물 생성의 영기(靈氣)'를 뜻했다. '신(神)'은 오늘날은 거의 '하

느님과 동일한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옛적에는 '천신(天神)', '신령

(神靈)', '혼령(魂靈)'이라는 뜻과 함께 '의식(意識)', '정신(精神)'이라

는 뜻을 가진 말로 쓰였다. '정신(精神)'이라는 말 또한 이미 일찍부

터 때로는 형해(形骸) 또는 신체와 구별되는 '정기(精氣)'의 뜻으로, 

때로는 '의식(意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57)

56) https://www.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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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의 유동성과 현대인 자아의 포용 가능성은 위의 인용에서처

럼 다중적인 해석으로 존재한다. 또한 장기와 상상된 자연의 흐름 또

는 신명의 기운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기운은 또한 동물이나 상상

의 대상으로의 확장표현을 통해 더욱 자유로운 자아 표현의 가능성

을 가진다.

 

 「오장육부도(五臟六腑圖)」는 장부를 상징하는 신(神)을 추상하여

그려 놓고, 오행에 상응하는 동물을 상상하여 그려 넣었다. 가령 

「심장도」에서는 심장 = 화(火) = 남(南) = 주작(朱雀)이라는 도식

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괘로서 리(离)괘를 상정하였

다.58)

기존의 근대적 인체관은 병렬 공존하면서 각기의 개성을 가진 다양

한 자아의 형상을 가진 현대인의 다중자아를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

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신(神)은, 고대부터 인간과 우주의 

유동적인 흐름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현대인의 자아

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몸 개념을 담은 <장부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대 몸 개념을 계승한 『동의보감』의 <신형장

부도>는 현대인의 몸을 진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고대에서 현재까

지 누적된 다양한 사회적 집단 경험은 <신형장부도>에 있어 더욱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우진은 기존 도가적 정기신

(精氣神)기반 해석 외에도 시대, 사건 순의 단계적 차이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59) 

57)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 포스트휴먼 학회『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파주:
아카넷, 2016, 1쇄), 71.

58)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244.
59) 정우진. 「 [동의보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의 지층발굴 -오장(五藏)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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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신형장부도에 대한 탐구는 신형장부도를 다른 장부도와 비교

고찰하거나, 도교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정기신(精氣神)의 구도

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다른 장부도와의 비교는 추

론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후대 도교의 구도를 단순히 적용

시키는 방식으로는 신형장부도를 입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동

양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형장부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누적적

으로 결합해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산물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지층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60)

초연결사회에서 다중자아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몸은 중층적인 

해석의 표현이 필요하다. 고대 동아시아의 신(神)개념의 유동성은 다

중자아의 성질을 설명함에 적합하다. 고대 동아시아의 몸개념의 유동

성은 또한 상상력을 가지는데, 새로운 생명체, 요소가 몸과 융합되는 

표현은 유연한 몸 표현의 가능성을 가진다. 나아가 현재까지 활용되

는 <신형장부도>가 가지는 다중자아의 포용 가능성과 도가적 정기신

(精氣神)기반의 해석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확장해가는 해석의 다중

성은 데이터가 충돌하는 현대인의 다중자아를 해석하는 좋은 실마리

가 될 수 있다.

2) 불안정한 몸

현대인의 몸은 변화 속에서 불균형하다. 앞서 다중자아의 확장성과 

다중적 해석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

화하는 지금, 기술과 더불어 확장되는 자아에 비해 현대인의 유전적

인 몸의 진화는 그의 속도에 따라잡기 다소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

전개를 중심으로-」,『범한철학』64(2012):57-84.
60) 정우진, 위의 논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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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대로 신체의 생물학적 한계를 기술로 뛰어넘어 발생하는 새

로운 자아의 형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의 

분화,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체의 반응을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장자에게 있어 세계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은 ‘변화’인데, 여기서 

변화는 일시적이라기보다 ‘항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변화’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발

생하는 변화가 대상의 본질적인 규정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양태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1)

물고기 형태의 곤(鯤)이 점차 날으는 붕(鵬)으로 변화하는 이야기는 

동일 대상의 변화태를 통한 본질과 변화의 유동성으로 해석될 수 있

다62). 이는 다중 생성되고 유동하는 현대인의 자아와 신체의 이상적

인 공존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곤과 붕처럼 

현대인들의 신체 또한 변화하는 자아의 형상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신체는 제약적이다. 간혹 현대인들은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신체를 개조하지만 곤이 물고기에서 붕의 날 수 있는 새로운 

종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실현하긴 힘들다. 

셰리 터클은 일찍이 온라인 활동을 통한 다른 자아의 발현과 그 중

독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출간된 

『스크린 위의 삶』에서 터클은 머드 게임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게

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자아를 창조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행위를 사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며, 사용자 중 

61) 이연도, 「장자철학의 관점에서 본 가상현실」, 『 유교사상문화연구 』 
83(20213):166.

62) 北冥有魚, 其名爲銀, 强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鴨. 鵬之 背, 不知
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於南 冥, 南冥者, 天池也, 
장자(莊子), 『장자(莊子)』 제 1편 소요유(逍遙遊), 1장. 

 장주, 『장자 』, 김갑수 역 (파주:글항아리, 20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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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가명)’는 자신의 여러 캐릭터의 모습을 설명하며 자신의 자

아를 쪼개고 쪼개는 행위를 통해 다중적 존재로 게임 속에 존재한다

고 이야기한다.63) 나아가 그는 현실 또한 하나의 윈도우(프로그램 실

행창)이며 그것은 평범한 윈도우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지한다고 

말한다(터클).64) 현실과 가상의 중요 관계에서 더그에게 현실과 가상

은 동등하고 병렬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셰리 터클의 책 발간 후 20

년이 지난 지금, 현실과 가상이 뒤집히는 예시도 점차 사회적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온라인 방송 활동하는 버추얼 

아바타(Virtual Avatar)들은 자기 실제 얼굴을 비공개로 활동하며, 가

상의 캐릭터는 자기 신체 대신 온라인에서 생활한다. 가상에서 창조

된 자아가 실제 사용자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점차 

신체의 중요성을 숨기거나 비공개로 두어야 하는 요소로 전락시킨다. 

신체의 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가상의 자아가 활동하는 지금, 소통

의 기기나 대화의 방식 또한 점차 변질된다. 스마트폰의 탄생과 소셜 

플랫폼, 문자기반 연락 등이 보급된 시대에 접어들어 셰리 터클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 온라인과 병렬로 존재하는 자아

가 현실 속 소통을 등한시하는 새로운 현상을 논한다.65) 신체를 거치

지 않는 문자를 기반으로한 관계 형성은 사용자가 설정한 자아가 자

신이 보이고 싶은 형태로 비교적 일방적 형식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연락을 하고자 

하는 성향은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존 마샬(Marshall, John R, 1939-)

은 『Social Phobia』에서 90년대에 전화 통화를 하는 행동에 공포를 

느끼는 현상 중 하나가 대화를 대비하지 못한 채 전화를 하게 되었을 

때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분석한다.66) 자신이 준

63) 셰리 터클, 『스크린 위의 삶』,위의 책.

64) 셰리 터클, 위의 책.
65) 셰리 터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서울:민음사, 2018, 1쇄)



- 39 -

비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방식은 깊은 유대감 형성을 어

렵게 한다. 이에 관해 셰리 터클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유대감이 약화되는데도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 

의사소통은 짧은 시간에 자기표현을 더 잘 통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말할 때보다 텍스팅을 할 때 양적으로 상대를 더 통제하는 

것 같다. 게다가 텍스팅과 이메일, 포스팅에서는 자신을 원하는 대

로 꾸밀 수도 있으며, 편집과 수정도 가능하다.67)

현대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이 설정하는 여러 자아를 위해 현실의 대

화를 포기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다발하고 있다. 현실 공간을 등한

시한 채 자신이 수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다. 

김선희는 사이버 세계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사이버 자

아가 인격적 지위를 가지고 물리 세계의 본래 행위자와 함께 존재한

다면, 사이버 대리자는 정보화되고 탈육체화 되어 같이 공존한다고 

논한다.68) 비물리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신체는 적합하지 않다. 탈육체화가 진행되면 사용자는 신체와의 연결

성을 배제한 채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아를 생성하는 수밖

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이라는 공간이 횟수, 공간, 시간, 지역 

등 현실의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공간이기에 가상에서 활동하는 사

이버 자아는 본질상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연결된 신체

는 1개로 한정되어 있다. 다중자아가 공존하는 신체는 점차 현실의 

자아와 격차가 생기며 자신의 위치를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66) Marshall, John R,Social Phobia, (New York:BasicBooks, imprint of Hachette Book 
Group, 1994, 3rd ed) 

67) 셰리 터클, 위의 책, 35-37.
68) 김선희, 위의 책.



- 40 -

게임 중독 문제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청소년 게임 중독의 

경우, 일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현실과 게임을 구분

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

의 게임 중독은 이번 ‘영아 아사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자신의 

분신을 키우는 등 상대적으로 ‘얌전한’ 게임에 중독되더라도 끔

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69)

2010년 <‘게임중독 어덜트’ 현실 좌절 범죄자로> 의 기사에서 자

신의 분신을 위해 현실을 등지는 사례들은 당시 온라인게임 속 자아

에 더 큰 비중을 둔 삶의 선택을 한 결과이다. 이와 비슷하게 SNS의 

자아를 위해 자신을 성형하거나, 자신의 용맹함을 올리기(upload) 위

한 사진을 위해 위험한 곳에 올라간 후 높은 곳에서 추락사하는 사례

들은 소셜 플랫폼이 보급된 이후 보이는 이야기들이다. 자신이 표상

하고자 하는 가상의 자아가 존재하는 다채로운 플랫폼을 가진 현대

인에게 있어 그들과 공존하는 현실의 자아는 구조적 격차가 날 수밖

에 없다. 또한 끊임없이 타인의 이상적인 자아들과 가상의 연결 속에

서 공존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기간, 몰입도, 괴리감으로 현실의 자아, 

신체와 충돌하며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상의 몰입과 실제 몸과의 괴리감은 사회적 역할 분

담에서부터 일상까지 전 방면으로 전파되고 있다. 사물과 비 사물이 

연결된 만물 인터넷과 AI70) 정보 처리, 기계 노동은 점차 사람의 노

동력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대형 물류 배송 시스템은 기존 작업자들

이 수동으로 분류하던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고, 자동화했다.71) 인력

69) 홍석재, 권오성,「‘게임중독 어덜트’ 현실 좌절 범죄자로」,『한겨래』10.03.05,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408292.html
7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

71)이주혜「업계 최초 소형 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택배 ‘초격차’ 강화」,
『이투데이』, 20.09.07,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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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던 일을 점차 자동화된 기기들이 하며 사람과 기계가 같은 업무

를 하거나, 되려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한가지 전산만 처리하던 기계가 아닌, 사물과 인터넷 

나아가 전체 공정에 연결되어 인간과 같은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기

계의 진화력은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다. 로봇 공학 회사 보스턴 다이

내믹스(Boston Dynamics)는 2019년 아크로바틱을 하는 로봇의 데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로봇들은 앞구르기를 하고 회전 점프도 할 

수 있다. 사람과 비교해 같거나 상회하는 신체적 능력을 보이도록 개

발된 이 로봇이 AI 두뇌를 부여받는다면 인간과의 관계는 어떨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인간의 지능을 뛰어

넘은 AI가 인간의 신체를 뛰어넘은 기계신체를 받았을 때 인간의 가

치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존재한다. 

자주 기술에 가려 잊히는 신체의 존재는 나아가 버려야 할 것, 불

필요한 것인 인식으로 현대인에게 존재한다. 이를 반영하듯 대중문화 

속 다양한 매체 속 신체는 정신이 머물렀다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기계적 소모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하대청은 자신이 영화 <아바타>

에서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이 자신의 원래 신체를 뒤로하고 새로운 

포스트휴먼의 신체를 획득하는 장애를 다룬 내용의 영화라는 것을 

망각한 채 영화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72) 생물학적 신체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부족한 신체라는 인식

이 커지는 현대인에게 몸은 정신과 신체가 불균형하게 존재하는 관

계이다. 

캐서린 헤일스는 정보화 시대에 신체와의 관계를 논하며 가상세계

로의 접속을 하는 주인공과 그의 신체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그들이 마주치는 풍경과 

72)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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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물질적 개체가 아니라 패턴이 된다. 『뉴로맨서』의 주

인공인 컴퓨터 카우보이 케이스는 아직 물질적 존재를 가지고 있지

만 자신의 신체를 사이버스페이스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의식을 유

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고깃덩이>로 여긴다. (중략) 카우보이 딕

시 플랫라인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무언가와 우연히 마주친 다음 

뇌전도가 멈춰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 신체로 존재하지 않

는다. 그는 컴퓨터 속의 인간 구성체로 살아가며 그의 정체성을 담

고 있는 자기(磁氣)패턴에 의해서 규정된다.73)

점차 교체되고 소외되는 인간의 신체가 열등하고 필요 없는 짐덩이 

라는 인식은 뉴로맨서 속 주인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선희

는 무력함과 혐오스러움의 부정적 함의를 육체에 부여하고 있는 주

인공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모라벡의 정신의 데이터를 외과적 

추출을 통한 탈신체화 가능성의 주장을 언급하며, 사이버 열광자들의 

불완전한 몸을 버리고자 하는 열망을 언급한다.74) 잉여적 관점에서의 

신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점차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 

사이버 신체나 자아를 전자 데이터화하여 육체를 떠나거나 초월하

고자 하는 행위의 기반에는 신체가 가지는 한계 중 유한성이라는 것

이 강하게 존재한다. 케서린 헤일스와 김선희는 신체의 유한성을 받

아들이지 않고 자아를 데이터화 하고자 하는 육체 이민 행위를 걱정

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신체라는 인격의 기본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도덕 주체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포스트휴먼의 악몽적 

형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75)76) 

73) 캐서린 헤일스, 위의 책, 81.
74) 김선희, 위의 책.

75) 김선희, 위의 책.
76) 캐서린 헤일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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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가 무한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초연결사회에서 몸의 유

한함은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한함을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진행된다. 다중자아는 생물학적 신체에 한계

를 느낀다. 나아가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불안함, 자동 주문 기

계인 키오스크의 대중화 등 자동화를 통한 디지털 사용 가능 세대와 

불가능 세대가 연령으로 분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계발전과 

사회의 비 적응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추어보면 현대인의 몸의 한

계는 기계의 편의와 보급사이에서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표 1] 작업 제작 서순

년도 제목, 년도, 재료, 크기 
2018 <무간공유-01>, 2018, 한지에 채색, 170⨉130cm
2018 <무간공유-02>, 2018, 한지에 채색, 170⨉130cm
2018 <무간공유-03>, 2018, 한지에 채색, 160⨉200cm
2018 <무간공유-04>, 2018, 한지에 채색, 160⨉200cm
2018 <무간공유-05>, 2018, 한지에 채색, 143⨉74cm
2018 <무간공유-06>, 2018, 한지에 채색, 160⨉110cm
2018 <무간공유-07>, 2018, 천에 채색, 150⨉132cm
2018 <무간공유-08>, 2018, 한지에 채색, 110⨉125cm
2018 <무간공유-09>, 2018, 한지에 채색, 133⨉170cm
2018 <무간공유-10>, 2018, 한지에 채색, 168⨉248cm
2018 <무간공유-11>, 2018, 한지에 채색, 260⨉167cm
2018 <무간공유-12>,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2018 <무간공유-13>, 2018, 한지에 채색, 170⨉135cm
2018 <무간공유-14>, 2018, 한지에 채색, 170⨉135cm
2018 <무간공유-15>, 2018, 한지에 채색, 170⨉130cm
2018 <무간공유-16>, 2018, 한지에 채색, 170⨉140cm
2018 <무간공유-17>,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2018 <무간공유-18>,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2018 <무간공유-19>, 2018, 한지에 채색, 143⨉1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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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간공유-20>, 2018, 한지에 채색, 170⨉133cm
2018 <무간공유-21>,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2019 <무간공유-22>, 2019, 한지에 채색, 190⨉130cm
2019 <무간공유-23>, 2019, 한지에 채색, 172⨉130cm
2019 <무간공유-24>, 2019, 한지에 채색, 162⨉132cm
2019 <무간공유-25>, 2019, 한지에 채색, 192⨉66cm
2019 <무간공유-26>, 2019, 한지에 채색, 127⨉127cm
2019 <무간공유-27>, 2019, 한지에 채색, 135⨉195cm
2019 <스잔느의 친구들>, 2019, 혼합매체
2019 <막전위-1>, 2019, 혼합매체
2019 <막전위-2>, 2019, 혼합매체
2019 <Skin Tight>, 2019, 한지에 채색, 200⨉135cm
2019 <Core Tension>, 2019, 한지에 채색, 200⨉135cm
2019 <투명막>, 2019, 한지에 채색, 200⨉130cm
2019 <빛나는 용기>, 2019, 한지에 채색, 200⨉130cm
2019 <Hot and Cold>, 2019,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인터넷 차일드>, 2020, 한지에 채색, 390⨉195cm
2020 <Shit Decision>,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인터넷 차일드 L>,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Firewall>, 2020, 한지에 채색, 각, 200⨉140cm
2020 <인터넷 차일드 C>, 2020, 한지에 채색, 133⨉80cm
2020 <모두의 사생활-사활의충전>, 2020, 혼합매체
2020 <몰래 건너온 분>,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

합매체
2020 <몰래 건너온 분>,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

합매체
2020 <Cuddle Baby>, 2020, 혼합매체
2020 <랜뽑>,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합매체
2020 </Fire>,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합매체
2020 <목이 굽어 슬픈 짐승>, 2020, 한지에 채색, 61⨉ 73cm
2020 <흑우-레전드>,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얼굴없는 게이머-민스이>, 2020, 비단에 채색, 53⨉

39cm
2020 <얼굴없는 게이머-APPRECI>, 2020, 비단에 채색, 53⨉

39cm
2020 <얼굴없는 게이머-새청>, 2020, 비단에 채색, 56⨉39cm

2020 <얼굴없는 게이머-Zoom>, 2020, 비단에 채색, 56⨉39cm

2020 <얼굴없는 게이머-여수씨몽>, 2020, 비단에 채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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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cm
2020 <얼굴없는 게이머- yun03>, 2020, 비단에 채색, 72⨉

39cm
2020 <흑우-제발>,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흑우-서리>,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흑우-용암>,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흑우-바보>, 2020, 한지에 채색, 200⨉270cm
2020 <흑우-심해>, 2020, 한지에 채색, 200⨉270cm
2020 <흑우-A+>,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흑우-호구>,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흑우-하얀재>,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0 <흑우-버들슬픔>,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1 <흑우-바람>, 2021,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1 <흑우-짐덩이>, 2021, 한지에 채색, 200⨉140cm
2021 <흑우-NOOB>, 2021, 한지에 채색, 200⨉274cm
2021 <눈물바다>, 2021, 한지에 채색, 274⨉200cm
2021 <독안개>, 2021, 한지에 채색, 274⨉200cm
2021 <후폭풍>, 2021, 한지에 채색, 200⨉274cm
2021 <Jungler0.56-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2021 <Cuddle Babies>, 2021, 혼합매체
2021 <Cuddle Babies>, 2021, 혼합매체
2021 <Cuddle Babies>, 2021, 혼합매체
2021 <당장나와>, 2021, 디지털 페인팅, 5906⨉4724 Pixel
2021 <Bottomliner1.43-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2021 <Topliner5-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2021 <Bottomliner0.80-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2021 <Midliner0.83-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2021 <얼굴없는 게이머 B>, 2021, 혼합매체, 155⨉95cm
2021 <응애>, 2021, 혼합매체, 155⨉110cm
2021 <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2021, 혼합매체, 

145⨉112cm
2021 <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2021, 혼합매체, 

145⨉112cm
2021 <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2021, 혼합매체, 

145⨉112cm
2021-2022 <빌려입은 피부-반대로 하는 말>, 2021-2022, 디지털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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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연결 현대인의 몸 변화 표현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층적 요

소를 가진 작업의 특성상 작업 제작의 서순이 아닌 해당 표현 연구 

요소로 분리한다. 작업의 시간적 서순 관계는 [표 1]을 통해 명시한

다. 

생물학적 신체를 넘어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몸은 자아, 신체, 사회

적인 변화를 담는다. 제1절에서는 초연결사회 대상 첫 작업 <무간공

유> 시리즈에서 형성되는 연결성을 한의학과 동아시아의 몸 이론 확

장을 담은 변화 표현의 형성을 다룬다. 제2절에서는 다중자아의 형성

에 집중하여 시각화하는 과정과 자아가 신체와 함께 몸에 발현하는 

작업의 과정을 다룬다. 마지막 제3절에서는 초연결사회에서 변화하는 

몸의 신체관을 확장, 트랜스 상태, 탈신체 상태의 시각화 표현을 연

구한다.

 

1. 초연결을 담은 변화 표현

 
 이 절에서는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과 사회관계를 다루기 시작한 2

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무간공유> 시리즈를 기준으로 분석한

다. 비교적 연구 초반 작업의 경우 사회 구조와 새로운 온라인 사회

의 시스템의 방식에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구조로의 접근은 나의 시리즈 초기작을 통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사회화는 현대인의 삶의 패턴은 물론, 인간관계를 맺는 방

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상 타인 또는 사물에 연결되어 일상을 

지내는 새로운 현대인의 일상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고 특이

점이 있는지 앞 장에서 다루었다. <무간공유> 회화 시리즈는 내가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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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를 삭제하면서 발생한 신체적 질병을 계기로 시작된 작업이다. 현대

인과 밀접한 온라인과 연관된 자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작업은 진행

된다.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는 연결성, 상호 유기성, 정보

의 방대함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단위와 가능성

의 삶의 패턴을 제안한다. 장완규는 사회적 법률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은 데이터의 양(volume), 입출력 속도(vel

ocity), 종류의 다양성(variety) 외에 진실성(veracity) 또는 가변성(va

riability)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진실성(veracity)은 아무리 데이터의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며 다양하더라도 진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데

이터는 분석으로써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는 빅데이터

의 본질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 적용을 위하여 정

보의 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77)

방대한 정보량 속에서 일정 유효 데이터들이 모이는 가변적인 정보

들의 집합인 빅데이터의 사회는 기존의 정보, 연결방식과 다르다. 온

라인 환경 속 개인적인 것부터 비물질적인 부분까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현대인은 초연결되어 존재한다. 거대한 정보 

속에서 현대인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대상들과 연결되어 있다.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여 변화된 삶의 패턴은 현대인의 몸이 이에 

맞추어 기존 감각의 대체, 혹은 새로운 소통방식 형성을 하게 한다. 

이때 근대의 고정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닌, 유동적, 변칙적, 유기적 

형상의 사회 연결패턴을 가진 현대인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

77) 장완규,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과
학기술법연구』 24-2(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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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제1항에서는 초연결사회의 속성과 인체의 경락과 기의 흐름의 유사

성을 새로운 몸의 지도의 형식인 ‘연결혈자리78)’로 설정하여 연구

한다. 제2항에서는 중층적 의미를 지닌 존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몸 표현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3항에서는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비대

면 인간관계와 익명 교류 관계의 시각화 과정을 논한다.

1) 연결혈자리

현대인은 숨 쉬듯이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 초연결사회의 연결성이 

몸 기혈의 개방성 개념을 통해 현대인 몸에 적용될 가능성은 한의학

의 혈자리(경혈(經穴))와 온라인의 하이퍼링크(Hyperlink)가 형성되는 

과정의 유사성에서 온다. 인터넷에서는 사용자의 빈도와 사용 패턴 

등의 임상이 누적되어 발현하며 온라인상에서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집합적 허브(Hub)와 같은 양상을 띤다.79) 마찬가지로 경락과 맥 또한 

“수많은 의료 경험을 통해 각 경혈이 발견되고, 이것이 하나의 연관

이 있는 맥으로 발전(중략)한 서술이 일반화되어 있다.”80)고 박석준

은 그의 공동저서 『동양철학과 한의학』에서 이야기한다. 한의학은 

유기적인 신체의 흐름을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각기 신체에 할당하

는 경락으로 형성해왔다. 혈자리는 누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몸의 상

태를 판단하고 치료하는 한의학의 인체 기운 흐름의 지도(地圖)이다. 

78) <무간공유> 시리즈에서부터 ‘연결(Hyperlink)’과 ‘혈자리’를 합성하여 만든 
작가 신조어.

79) “초연결(hyper-connected)이라는 말은 2008년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 가트너
(Gartner)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초연결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
물과 사물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이며, 이미 우리
는 이러한 초연결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삼석,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서울:메디치미디어, 2019 1
쇄), 35.

80) 김교빈, 박석준 외,『동양철학과 한의학』(서울:아카넷, 2003, 1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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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새로운 삶의 패턴 또한 로그(Log)로 기록되고 수치화되어 

각기 고유한 본인의 연결지도를 형성한다. 

혈자리는 각기 대상을 기준으로 위치나 형상이 유동적으로 변화한

다. 동아시아의 경락은 폐쇄적인 것이 아닌 개방된 성향을 지닌다고 

박석준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경락이라는 개념은 그런 폐쇄적인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폐쇄된 회

로는 갖지 않는 개방된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81) 

개방된 체계로 몸 밖, 아니면 지정된 기능 외의 정보와 영향을 받

아들이는 것이 경략과 맥의 속성 중 하나라면, 만물 인터넷으로 둘러

싸이고 끊임없이 타인, 사물, 문화에 영향을 받는 현대인은 새로운 

형태의 경락을 가지도록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새로운 형태의 개방된 경락을 인체 지도 형식으로 상상하여 현대인

의 모습을 표현한다. 현대인의 초연결 인체지도를‘연결혈자리’로 

설정하여 몸과 변화하는 환경을 연결하고 적응해 가는 모습의 특성

을 회화로 표현한다. 각기 부여되는 연결혈자리는 몸과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한의학 시각에서 보는 몸에 존

재하는 공통된 임상의 응집인 혈자리가 아닌, 인물마다 고유의 연결

혈자리를 가지도록 제작된다. 누구나 생존하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진화하는 형태의 연결혈자리는 온라

인 가상세계의 확장성을 상징하며, 변형되거나 때로는 외부로 방출되

는 형태로 몸과 초연결 사이에서 존재하도록 표현된다.

 나의 작업에서 연결혈자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2018년도 <무간공

81) 김교빈 박석준 외, 위 저서,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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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리즈 초반 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혈자

리와의 연관 관계와 기존 의학 도상의 시각적 차용 형태를 살펴본다.

 연결혈자리는 현대인의 초연결성이 몸과 불가분 관계라는 신체관

을 상징한다. 작업에서 표현되는 연결혈자리의 표현 목적은 한의학의 

혈자리도상, 인체도상의 제작 목적인 치료, 교육, 신체관 증명82)과 달

리한다. 연결혈자리 표현은 일종의 링크 선과 기운을 상상하여 시각

화하는 인체 지도이다. 

[참고도판1] 『의종금감(醫宗金鑑)』도판, 청나라 시기

연결혈자리의 제작은 초기 혈자리의 형성 도상의 차용을 통해 처음 

연결되는 과정으로 접근한다. 과거 경맥과 경혈이 같이 표현되던 인

체 도상에서 경맥과 경혈이 분리되어 각기 강조되기 시작하는 명청

82) “경맥순환은 우주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말해졌다. 『황제내경』의 저자들은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골도(骨度)를 계측하고, 계측결과에 의거해서 경맥의 길이를 
도출했다. 그리고 경맥순환의 주기를 계산했다.”

정우진, 「초기 한의학의 신체관: 구성과정을 
중심으로」,『도교문화연구』43(20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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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저서『의종금감(醫宗金鑑)』의 도상은 각 요소를 나누어 도판으로 

시각화한다.83) [참고도판1] 좌측 폐경순행도(肺經循行圖)와 우측 폐경

혈도(肺經穴圖)는 각기 폐의 기운의 흐름과 경혈을 표기한다. 기운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도상의 표현은 비물질적 초연결의 흐름을 회화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나아가 폐경혈도(肺經穴圖)의 경혈은 일

부분에 집중하여 시각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체 경혈에서 요소

를 추출하여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이다. 

[참고도판2] <동인도(銅人圖)>, 조선시기

83)“ 宋代 이후에 제작된經脈圖는經穴圖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락과 경혈
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중략) 이때에 이르러서 처음
과 같이 穴圖와 經脈圖를 분리하여 經脈圖에經絡流注만표현하고 경혈의 위치는 
經穴圖에 따로 표시하게 되었다.”

이순호1ㆍ이인선1,2ㆍ조희진1ㆍ정원모3ㆍ이아름1,2ㆍ김송이1
박히준1ㆍ이혜정1ㆍ황롱샹4ㆍ채윤병1,「경락경혈 의학정보의 시각화 방법에 대한 역
사적 고찰」,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29, No.3, pp.371∼384,
(2012), 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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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 <십사경발휘경락유혈골도지도

(十四經發揮經絡兪穴骨度之圖)>. 조선 시기 

목판본

『의종금감』의 도상은 [참고도판2]의 <동인도(銅人圖)>, [참고도판

3] <십사경발휘경락유혈골도지도(十四經發揮經絡兪穴骨度之圖)>의 인

체 표현과 달리 의복을 입고 있으며, 일상에 존재하는 형태를 취한

다. 인체 정보를 전체적 접근하여 담는 큰 순환의 형태 표현과 부분

적으로 집중하여 분리하는 접근은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 대상을 바

라보는 시각에도 다양성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동아

시아 전통적 신체관들과 각 신체관을 상징하는 인체 도상84)은 몸에 

대한 관찰자의 접근법과 도출되는 상상의 가능성으로 향후 나의 작

업에 반영된다. 

<무간공유>는 불교의 간극이 없는 지옥을 뜻하는 무간지옥(無間地

獄)85)과 연결하는 행위의 ‘공유’와의 합성어로 명명된 회화 시리즈

84) “화가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신체를 그
린 신체관도 여럿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설명은 이해를 목적한다. 신체관의 
단순한 묘사는 다름을 설명할 수 없고, 참된 이해를 도모할 수 없다. 특정한 신체
관에 대한 이해는 결국 다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구성과정을 설명함으로
써 다름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신체관은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
다. 신체관은 특정한 토양위에서 구성된 것으로서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
다.”

정우진, 「초기 한의학의 신체관: 구성과정을 중심으로」, 위의 논문, 152.
85)“팔열지옥 가운데 고통이 간극이 없이 계속된다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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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시리즈는 2018년도 부터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 몸의 새로운 

환경, 자아, 신체의 관계표현을 시작한 작업이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접속해야만 온라인에 연결된 자아가 건강하고 나아가 몸이 생존할 

수 있다는 현실의 풍자적인 접근이다. 

<무간공유-01>【작품도판1】,<무간공유-02>【작품도판2】,<무간공유

-05>【작품도판3】은 작가의 핵심 주제인 연결과 신체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 기존의 한의학적 철학의 회화적 적용을 시작한 초

기 개념 형성 작업이다.

【작품도판1】<무간공유-01>, 2018, 한지에 채색, 170⨉130cm

“무간지옥”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2.06.2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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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의 첫 작업인【작품도판1】로 시작되는 <무간공유>는 각기 

대상의 특수한 온라인 연결과 건강 상태를 결합하여 임의의 초상화

에 부여한다. 『의종금감』 [참고도판1] 의 경혈도의 혈자리의 설명은 

몸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확장되는 도상적 성격을 가진다. <무간

공유-01>또한 혈자리 중 연결을 부분적으로 추출하여 집중화하는 혈

자리 표현의 형식을 취한다. 

한의학에서 동인(銅人)형과 그 도상인 <동인도> [참고도판2], 나아가 

중국에서 편천되고 조선시기 목판으로 배포되던 <십사경발휘경락유

혈골도지도>[참고도판3] 의 도상은 배포와 교육을 목적으로 통일된 

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무간공유>시리즈의 도상은 비정형 혈

자리 표현을 통한 개별성을 상징한다. 또한 해당 표현은 내부에서만 

형성되는 혈자리가 아닌, 외부와 연결되어야지만 형성되는 연결혈자

리의 특성을 보여 준다.

【작품도판1】,【작품도판2】,【작품도판3】속 몸의 중심을 지나는 

선은 각기 연결선의 성질에 따라 굵거나 색이 상이하게 표현되기도 

하여 연결의 다양성을 내포한다. 신체 내부의 선은 온라인 연결을 상

징하는 외부의 하얀 네모와 연결된 형태로 표현된다. 내부에서 개별

적으로 형성된 기운의 선과 외부의 요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형성

하는 복잡한 구조는 초연결 현대인의 연결 형태를 시사한다. 이는 본

격적으로 총체적인 흐름의 기호화가 확립되는 시각화의 과정에 앞서 

연결혈자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무간공유> 신체에서의 연결혈자리는 

점차적 변형 과정을 통해 초연결혈자리의 가능성 묘사표현으로 진화

한다. 조금 더 개인화(Personalized)된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고유의 연

결혈자리 형태 표현 분석을 통해 전통적 혈자리 도상 차용에서 벗어

난 개방된 연결혈자리의 시각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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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무간공유-02>, 2018, 한지에 채색, 170⨉130cm

보편적 인체를 대상으로 기운의 흐름과 임상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혈자리와 혈자리 도상은 치료와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도상의 중요 요소는 위치와 형태의 보편성인데 이는 의학의 

목적과 부합한다. 연결혈자리는 보편적으로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은 같지만, 사용자에 따라 그 형태와 위치가 상이하고 개인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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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혈자리와의 차이점이다. 보편적인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혈자

리의 오차는 현대인이 경험하는 연결혈자리의 오차 범주에 비해 적

다.

【작품도판3】<무간공유-05>, 2018, 한지에 채색, 143⨉74cm

<무간공유-01>【작품도판1】,<무간공유-02>【작품도판2】,<무간공유

-05>【작품도판3】의 작업들은 비교적 수동적으로 형성된 연결혈자

리 표현을 하고 있다. 장기 내부의 연결혈자리들과 외부 흰 상자로 

이어지는 선들은 경직되고 나열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아직 

초기작 개념 형성에 집중하여 기존 한의학 경혈도상의 시각적, 내용

적 영향에서 벗어나 작가적 개성을 발현하지 못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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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링크의 변주 자체가 가지는 몸 변형의 영향력을 <무간공유-

03>【작품도판4】,<무간공유-04>【작품도판5】를 통해 변형하고, 향

후 작업에서 더 자유롭고 개성적인 연결혈자리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작품도판4】<무간공유-03>, 2018, 한지에 채색, 160⨉200cm

【작품도판4】좌측의 인물상은 자신 몸의 연결혈자리에 의해 고개

가 들려진 형상을 하고 있다. 인물 속 연결혈자리들은 한가지 지점인 

하얀 네모를 향해 연결되어 있는데, 하얀 네모는 휴대전화와 화면, 

타인을 상징하는 초연결의 중의적인 표현이다. 초연결 매체에 강하게 

연결된 혈자리들이 신체를 끌어 올리는 형상은 이전 <무간공유-01>

【작품도판1】,<무간공유-02>【작품도판2】,<무간공유-05>【작품도판

3】에서 방출 적 패턴으로 퍼지는 연결혈자리의 링크들에 비해 집약

적이고 강렬한 연결성을 내포한다. 또한 신체의 행동에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수동적인 연결의 상징이 아닌, 능동적인 연결혈자리로의 변

형을 통해 신체 외부 온라인의 영향과 공존관계의 새로운 형상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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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을 묘사한다. 

<십이정경도(十二經脈圖)> 86)[참고도판4]에서는 내부 장기의 위치에 

존재하는 경혈의 도상이 표현되어 있다. 내장의 위치에 존재하는 혈

자리들은 몸의 중심을 이루며 신체에 존재한다. 【작품도판5】에서 

신체 중심의 선들이 내장에서 직접 끌려가는 형상 표현 통해 기의 흐

름뿐 아니라, 내장까지 견인되는 연결의 강렬한 표현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5】의 인물은 실제 사람보다 더 크게 묘사되어 있다. 확장

된 신체를 끌고 가는 연결혈자리의 변형은 기존의 소우주로의 신체

의 안정된 상태에서 초연결이라는 현대인의 불가분 변수와 함께 변

형되는 관계의 팽팽함과 변화를 형상화한다. 

[참고도판4] <십이정경도(十二經脈圖)>

한의학의 인체 기 흐름을 시각화한 경혈도의 도상을 작가적 상상력

으로 재해석하여 제작된 연결혈자리 도상은 동아시아의 신체관을 계

승한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인체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 아니다. 연결혈자리는 현대인 개별 초연결의 고유성을 시각화하

86) 장치청, 위의 책,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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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람과 새로운 우주와 몸의 관계를 도상으로 상징한다. 초기 <무

간공유>시리즈의 연결혈자리 도상은 개념 형성 단계에서 비록 경직

된 형상을 하지만 작업의 진행에 따라 점차 개방적이고 변주하는 형

태로 확장되어 등장한다. 

【작품도판5】<무간공유-04>, 2018, 한지에 채색, 160⨉200cm

2) 링크 선과 중층 픽셀 

2022년 현재 하이퍼링크의 기술은 사물과 사물까지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맞는 사물인터넷의 시대로 도입되었다. 지금의 온라

인 환경 속 하이퍼링크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링크가 초월(Hyper)한 

빈도로 연결되어 작용한다. 박한우, 남인용은 2004년에 하이퍼링크는 

특정한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와 끊임없이 연결하게 하는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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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87) 한 가지 링크는 다른 수많은 도착지와 결과로 연결되

며, 변형된 정보, 혹은 결과의 형태로 돌아온다. 촉진된 정보공유의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끊임없이 거대한 정보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정보의 흐름 속에서 인터넷은 그 안에서 통용되는 

동일 대상의 중층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기존에도 문화권, 집단

에 따라 동일 대상이나 행위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과정은 항

상 존재해왔다. 이를테면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만드는 손동작은 미국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일본에서

는 돈의 의미로, 브라질에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의미로 통용된다. 

하지만 초연결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동일 대상이나 행위의 중층적 

접근은 지역적 국한성을 뛰어넘어, 시각적, 청각적인 정보로서 어떤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순간적인 동질감과 

그 연결만이 가지는 의미로서 사용자에게 작용한다. 

앞서 말한 손 모양을 뒤집은 형태로 허리 아래로 숨기고 상대방이 

보게끔 유도해서 상대방이 보면 승리하는 아이들 놀이인 써클게임(Ci

rcle Game88))의 상징으로의 손동작이 문화적으로 미국권에 존재해왔

다. 2017년 전후 ‘4chan89)’이라는 영어권 익명 사이트에서는 이 손

동작이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단체의 것이라고 홍보하는 반사회적 트

롤링90)의 농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만한 사건이 있다. 이후 

실제 극우 인종차별 단체가 그 손동작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써클게

87) 박한우,남인용, 「인터넷 연구의 새로운 방법: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언론
과학연구』4-2(2004.8):73.

88)“Circle game” 검색, Dictionary, 검색일 2021.08.02,
https://www.dictionary.com/e/slang/circle-game/ 
89) https://www.4chan.org/ 

90) “”Troll“ 이라는 영어 명사는 1610년경부터 못생긴 드워프나 거인을 칭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중략) 이들은 문제일으키기 좋아하는 지능이 낮은 캐릭터들로
서 여행자들을 방해한다. 트롤은 향토 판타지 문학에 여러 세기 간 존재해왔으며, 
온라인 트롤링은 인터넷이 생성된과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번역)”

“Internet Troll” 검색, Wikipedia, 검색일 2021.08.02,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troll#Origin_and_etymology 

https://www.dictionary.com/e/slang/circle-game/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troll#Origin_and_ety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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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뜻하는 손동작은 인터넷 문화에서 이러한 맥락을 알고 있는 사

람이면 사용하지 못하는 손동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위의 사례는 동일 행위에 대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발현하는 극단

적인 중층적 의미부여나 변화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조금 더 흔

하고 친근한 예시는, 같은 이미지가 중층적 의미가 있는 온라인 밈(M

EME91)) 이나 짤방92)의 문화일 것이다. 본디 내용과 분리되어 인터넷

에서 고유의 언어를 가지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하이퍼링크와 동일 

시각 이미지가 가지는 중층적 이미지의 문화별 해석, 개개인화 된 의

미 부여의 과정을 보여 준다. 수전 블랙모어(Susan Blackmore, 1951-)

는 “밈은 사람들 뇌에 저장되며, 모방을 통해 전달된다.93)”고하여 

인터넷 환경 속 밈이라는 비물질적인 파편이 인체를 통해 타인에게 

또 하나의 언어체계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인상적인 것은 밈

은 존재하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환경뿐 아닌 사람의 뇌를 통한의 모

방이라는 행위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배

경, 결국 사람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환경의 연결성과 파생되는 중층

적 의미변화의 시각화를,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무간공유> 회화 시

리즈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연결성의 시각화는 <무간공유> 시리즈 인물 속 연결혈자리에서 외

부로 링크되어있는 하이퍼링크의 시각적 표현에서 나타난다. 화면 속 

선들을 통해 타인, 혹은 타인을 상징하는 요소와 연결된 현대인의 신

경계 표현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인 연결에 집중한다. 

링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온라인의 연결망은 사회 전반적

91)기존의 맥락과 다른 의미를 부여받은 파편적 이미지
 “Meme”검색, Merriam Webster, 검색일 2021.08.03,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meme 
92) “짤방은 인터넷 밈 중 이미지 형식인 것을 가리킨다. ”
“짤방” 검색, 나무위키, 검색일 2021.08.02. https://namu.wiki/w/짤방 

93) 수전 블랙모어,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밈 』(서울:바다출판사, 2010), 
43.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m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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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하고 개개인의 연결혈자리 형성에 필수요소이다. 외부와 연

결되지 않은 연결혈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절된 연결혈자

리는 흡사 비행모드(통신 불가 상태)를 켠 휴대전화기의 실용성과 비

교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휴대폰은 연결성을 통해, 업체, 사람, 정보

에 연결된다. 다양한 대상에 연결성이라는 특질로 링크되는 성질은 

현대인의 연결혈자리의 특질과 닮아있다. 

<무간공유-07>【작품도판6】,<무간공유-08>【작품도판7】,<무간공유

-09>【작품도판8】에서 타인, 익면의 누군가, 스크린과 복제, 하이퍼

링크 그리고 데이터 픽셀 등의 중층적 기호를 상징하는 외부 요소들

과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연결혈자리의 링크 성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6】 <무간공유-07>, 2018, 천에 채색, 150⨉13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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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공유-07>【작품도판6】에서는 각기 연결된 신체와 외부 요소

가 다시금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연결되는 복합 링크의 성질 표현을 통

해 초연결사회 속 하이퍼링크의 다중 연결 특성을 보여 준다. 좌측 

인물의 단전에서 연결된 링크 선은 화면 중앙의 붉은 평행 사면 도상

의 오른쪽 상단 각에 연결되며, 이어 인물의 중심 연결혈자리는 해당 

평행사변의 좌측 아래에 연결된다. 이를 통해 각기 동일한 대상에 연

결되더라도 해당 링크의 어느 곳에 연결되는지에 따라 표출하는 값

이 상이한 하이퍼링크의 다면적 성질을 함축한다.

【작품도판7】<무간공유-08>, 2018, 한지에 채색, 110⨉125cm

외부 링크의 필수성을 부각하는 <무간공유-08>【작품도판7】에서 

인물의 중심 연결혈자리는 우측의 붉은 평행사변에 연결된다. 해당 

평행사변은 외부의 링크되는 대상의 중층적 의미를 부여받은 기호이

다. 외부의 어떤 링크에 온전히 중심 혈자리가 강하게 연결된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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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통해 외부와 링크되는 것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강조한다. 

<무간공유-09>【작품도판8】의 두 인물은 신체와 동떨어진 채 분산

되는 연결혈자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인물과 연결된 링크 선 끝에

는 중층적 스크린과 공간을 암시하는 하얀 평행사변, 신체의 요소인 

등뼈, 프로필과 외부 하이퍼링크의 무수함을 상징하는 하얀 네모 픽

셀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한다. 이는 링크라는 선 끝에 다다를 수 있

는 결과의 가능성과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연결을 통해 복합적 파편

으로 형성되는 현대인의 새로운 존재 형태를 묘사한다.

【작품도판8】<무간공유-09>, 2018, 한지에 채색, 133⨉170cm

중층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적인 기호들은 인터넷 정보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같은 시각 요소가 가지는 중층적인 분석을 통해 인터넷에

서 동일이미지가 다중 의미가 있는 현재를 묘사한다. 이는 동일 대상

이 연결의 방식과 배경에 따라 나뉘는 해석의 가능성이 병렬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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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를 시각화한 기호체계다. 기호의 표현은 다문화권과 소통이 

가능하고 배경지식이 점차 중요해지는 포스트모던 적 사고의 온라인 

연결 적용이다. 중층적 작용으로서의 시각 기호의 형성은 시리즈 초

기 <무간공유-01>【작품도판1】, <무간공유-02>【작품도판2】에서 시

작된다. 인물들이 연결된 하얀 네모는 온라인 사용자, 디지털 시각의 

기본단위인 픽셀, 연결되는 하이퍼링크, 링크의 서버가 존재하는 물

리적 지역, 인용되는 역사적인 시간성 등 다양한 결과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링크와 온라인의 특질을 상징하는 기호이다. 항상 어떠

한 정보와 대상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현대인의 특질과 그 대상이 고

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성질을 대변하기 위해 중층적인 기호의 설

정을 한다. 기호를 통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개방하고, 인물과의 

연결을 통해 연결이 현대인에게 항상 존재하는 현상을 시각화한다. 

판화의 정보 복제 시작을 상징하는 기호 요소의 화면 배치를 통해 

정보 대량화 형태를 제시한다. 데이터의 복제 확장과 무한성의 상징

인 맞춤 지점 기호 상징을 <무간공유-04>【작품도판5】,<무간공유-0

6>【작품도판9】에서 적용한다. 상징으로 사용되는 맞춤 지점 기호는 

목판 책자와 현대 오프셋 인쇄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쇄 가이드 특

성 등을 부분 수용하여, 기호들이 상징하는 바가 특정 시대의 정보가 

아닌, 복제라는 행위를 강조한다. 복제행위의 강조를 통해 매체의 전

파력과 온라인 연결의 특성으로 내용이 중층적으로 내재되는 다양성

과 가능성을 묘사한다. 

동일 시각 대상이 접근하는 링크의 연결방식과 형태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로 다가오는 과정의 시각화는 점차 설정된 기호들이 

유동하는 표현을 통해 진행된다. <무간공유-07>【작품도판6】,<무간

공유-08>【작품도판7】에서 인물의 중심 연결선과 강하게 연결된 붉

은 평행사변은 이전의 그림들과 비교하여 분해되는 형상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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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작업에서는 중층적인 기호를 설정하는 데 결론이 정해져 있는 

시각적인 형식을 빌렸다면, 【작품도판6】과【작품도판7】에서의 접

근은 중층적 장소 사이에서 해석의 유동성을 표현한다. 링크의 종착

지가 상징하는 중층적인 결론의 존재는 결국 해체되는 유동적인 묘

사를 통해 표현한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고정되지 않은 결론의 

존재는 한가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9】<무간공유-06>, 2018, 천에 채색, 160⨉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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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공유>시리즈에서 고정적이거나, 변화하는 중층적 기호들은 향

후 작업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로 등장한다. 이러한 요소

들은 연결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필요한 현대인의 존재 방식과 그 연

결의 종착지가 하나가 아닌 다중, 무수함의 초연결사회의 특성을 상

징하는 시각 표현 매체로 활용된다. 하지만 중층성의 표현에 있어 기

호적 접근을 통한 개념의 함축이 관람자가 시각적 정보만으로는 링

크 대상의 의미를 추론하기 힘들게 하는 한계를 존재하게 한다. 또

한, 작업의 초기 인만큼 너무 많은 상징 기호들을 작가적 상상력을 

배제한 채 나열하듯 표현하고 있다. 정보와 함축의 과잉과 시각적 전

달력의 불일치 상태는 <무간공유>시리즈를 진행하며 극복하기 어려

운 하나의 과제로 존재한다. 한 화면에 모든 것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인터넷에서 과잉 정보를 품고 성장한 현대인이기에 발생하는 데이터 

초과 상태를 보여 준다. 해당 문제의 타파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의 

배제와 기존 도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해석을 단계적으로 시각화하

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3) 온라인 교류 관계

온라인으로만 형성될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의 시각화는 나의 작업

에 있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요 소재 중 하나이다. 방대한 온라

인의 특성상 이 절에서는 서술의 통일성을 위해 2018년도부터 2019

년도 <무간공유> 시리즈로 한정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

자 한다. 

새로운 방식의 교류 관계는 신체 얼굴의 중요도를 낮추었다. 새천

년 세대들은 게시판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을 통

한 채팅, 프리챌과 같은 아바타, 복합 매체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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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다. 플랫폼들

은 각기 플랫폼 자체의 목적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정보를 공유

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게시판은 각기 게시판의 주제가 있

고, 게임 속에서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며 채팅을 통해 교류하고, 

온라인 클럽은 시각 매체를 공유하며 공통 관심사를 공유한다. 온라

인 공간에서 만난 아이디와 아바타들은 사용자에게 있어 실제 만나

는 사람보다 더 친밀할 수 있다. 메리 차이코(Mary Chayko,1960-)는 

이러한 현상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던진 첫 인터뷰 질문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

았는데도 그들은 반복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온라인 집단을 공동

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집단화는 예외 없이 친밀하고 의

미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다.94)

실제 인간관계보다 더 친밀한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은 초연

결사회에 접어든 현대인에게 같이 성장하는 인간관계 형성의 한 부

분이다.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 플랫폼으로 존재하는 사람

들의 소통 모임이 공동체로 인식되는 현상은 한국처럼 온라인 정보

통신화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온라인으로만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특징 중 큰 부분은 비대면성이

다. 화상통화가 발달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대상의 움직임을 보고 이

야기할 수 있거나, 메타버스 속 VR CHAT(온라인 채팅 게임)과 같이 

아바타를 사용자의 몸에 연결하여 몸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점차 발전하더라도 아직까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한 공간에

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물질

94)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인터넷, 디지털미디어, 그리고 기술- 사회생활 』 
(경기:한울엠플러스, 201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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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물질로서의 신체를 가지고 동일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에 비신체적 특성과 익명성은 이러한 온라인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셰리 터클은 “웰(Whole Earth 'Lectronic Link)”사이버 공동체 속

에서 온라인 가면을 통해 발현하는 나와는 다른 형태의 자아 발견 경

험을 수집하고 분석했다.95) 이때 숨겨진 자아는 그저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현한 것이 아닌, 게임 속 새로운 온라인 역할을 가진 타

인들과 온라인에서 교류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결국 물리적, 사회적 

자신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기존 신

체의 제약과 사회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좀 더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공감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무간공유> 작업 속에서 온라인 집단의 소속감 시각화과정을 

분석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메시지 그룹이나 소셜 플랫폼은 널리 보

급되어서 일상에서 필수요소로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메리 차이

코는 그의 책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비대면 인간관계의 소속감이 

실제 물리적 인간관계보다 더 강할 수 있음을 논한다96). <무간공유-0

1>【작품도판1】,<무간공유-02>【작품도판2】,<무간공유-03>【작품도

판3】에서 묘사된 인물 자체의 행동 묘사와 신체의 망각 현상을 통

해 온라인의 소속감을 위해 물리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대상의 

은유적 묘사를 분석한다. 

【작품도판1】,【작품도판2】,【작품도판3】에서 묘사된 단독 인물

상을 각기 손에 무언가를 쥐고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그들의 손안에 있는 네모의 형상과 손끝에 연결혈자리가 

연결된 것을 통해 휴대폰이나 어떤 가상을 접속할 수 있는 매체를 상

95) 셰리 테클, 『스크린 위의 삶』, 최유식 역(서울:믿음사, 2003)
96) 메리 차이코,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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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한다. 인물은 주변을 응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채 손에 쥔 무언가

를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현실보다 가상세계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메리 차이코가 언급한 현실보다 가상에서 존재하는 유대감

의 강도가 공통 관심사를 통해 강해지는 과정을, 온라인에 연결하는 

행위의 관찰과 시각화로 표현된다. 

사람에 따라 다른 소속감의 표현은 각기 다른 연결혈자리와 변형된 

신체의 인물 병치를 통해 표현한다. 【작품도판1】에서 인물은 손과 

몸통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가 부재한다. 손안의 가상에 접속하고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접속에 불필요한 장기와 신체 부분은 연결

혈자리와의 연대에서 배제된다. 【작품도판2】속 왼쪽 팔과 신체의 

부분이 부재한 인물 손안의 화면에는 가상공간 안의 또 하나의 연대 

상태를 상징하는 디지털 링크 선이 존재한다. 화면 속 또 다른 공간

에 존재하는 링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상의 일부 신체는 사용자

에게 있어 순간적으로 불필요한 장기로 인식되는 현상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3】역시 자신이 사용하는 화면을 바라보는 시각 내의 신

체는 옷과 신체가 존재하지만, 기타 공간의 신체는 약화된 형태로 존

재한다. 이러한 초기 형상의 표현은 가상의 연결 속 소속감이 현실의 

소속감을 상회하는 강도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신체조차 망각하는 몰

입감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익명화하고 타인의 숨겨진 

특성과 연결되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한 친목의 시각화 표현을 연

구해본다. 온라인 관계에서 익명성97)은 유동적이다. 온라인상에서 활

동하는 아이디를 통해 익명성을 활용할 수 있다. 얼굴을 공개한 사용

자가 본명을 숨긴 채 아이디를 통해 익명적인 활동을 하거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사용자가 캐릭터를 사용하며 본명을 밝히는 행위, 아

97) 대상의 신체정보를 모르는 익면성(匿面性)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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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얼굴과 실명 모두를 밝히지 않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두 

가지 성질은 아이디와 아바타 등을 활용하여 접속하는 플랫폼의 기

본적인 설정이기도 하며, 초기 인터넷에서 두드러지는 점이었다. 하

지만 인터넷 실명제와 사진, 영상 매체의 플랫폼 보급으로 일정 이상 

친목이 진행되면 익명성의 신원을 감추는 기능은 약화한다. 우호적 

환경에서 교류 빈도가 높을수록 대상의 사생활이나, 신원 등이 간접

적으로 노출되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사용자

는 정도 선택을 통해 타인과 더 깊이 교류할 수 있는 연결의 장치로 

사용한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익명성과 익명성의 시각화를 <무간공유-09>【작

품도판8】,<무간공유-10>【작품도판10】,<무간공유-11>【작품도판1

1】몸을 덮은 반투명 색의 표현을 통해 표현한다. 【작품도판10】에

서 중앙의 노란 인물은 익명성을 상징한다. 그것은 신체적인 특성 자

체가 결여된 거대한 자아의 표현이다. 대상은 얼굴의 특징이 숨겨진 

채 보편적인 사람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 정형화된 인터넷의 얼굴인

식 점들의 배치를 통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무명의 타인을 묘

사한다. 【작품도판10】속 화면에서 묘사된 인물들에 비해 압도적인 

크기 차이 표현을 통해 개인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정보 뒤에서 자

신의 숨겨진 면모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사용자의 존재

감을 나타난다. 화면 속 실제 크기와 존재감 그리고 연결되어서 존재

하는 형상은 익명성을 통해 발현되는 새로운 온라인 자아로 존재한

다. 

부분적으로 익명성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묘사는 【작품도판8】,

【작품도판11】에서 묘사한 구상적 인물 표현을 다시금 안료로 덮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 누구나 자신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사용하는 환경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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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 따라 사용자는 그 범주를 지정할 수 있는 온라인 연결의 특성이 

존재한다. 

실제 신체의 묘사를 다시 덮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일정 실제 정보

를 기반으로 다시금 빌리는 익명성을 통해 자신이 선택하는 정보를 

보호한 채 타인과 연대하는 현대인의 방식을 상징한다. 인물들은 또

한 내부 장기가 드러나 있는 형상을 취하는데, 온라인 활동을 위해서

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공유해야 하는 인터넷의 요구사항과 개인적 정

보가 자의, 타의에 의해 노출되는 방식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 사생

활을 덮고 있는 신체의 형상, 혹은 처음 설정한 온라인 자아의 형식

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실제 정보를 숨길지 설정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교류 관계는 기존 대면 관계에 비해 자

유롭고 강렬하다. 온라인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아이

디가 필요하다.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현대인은 

자의, 타의에 의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비대면 사회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 관계는 얼굴의 중요성을 질문하게 한

다. 아직은 변화하는 관계 속 익명성의 중요도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교류 관계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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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0】<무간공유-10>, 2018, 한지에 채색, 168⨉248cm

【작품도판11】<무간공유-11>, 2018, 한지에 채색, 260⨉16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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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과 다중자아의 공존 표현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작업한 <무간공유> 회화 시리즈와 2020

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진행된 <흑우> 회화시리즈, <스잔느의 친구

들> 입체작업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진행된 <얼굴없는 

게이머98)- 인터뷰 초상화> 시리즈와 <Cuddle Babies>입체 시리즈를 

통해 현대에 존재하는 다중자아의 존재 형태와 기존 신체와의 불일

치 현상 표현을 다루고자 한다.  

2011년 《분/신(分/神)》전시에서 <신신분도(新身分圖)>【작품도판1

2】를 통해 과거의 고정 신분과 다른, 현대인의 유동적인 신(神)의 형

태를 신분증에 빗대어 표현했다. 2022년 현재 온라인 환경에서 아이

디의 형태로 나타나는 새로운 신분은 사회가 제공하는 그것과 달리 

훨씬 다양한 유동적, 복합적인 병렬의 형태로 존재한다. 

【작품도판12】<신신분도(新身分圖)>, 

2011, 비단, 채색, 실크스크린, 바느질, 가변 설치

98) <얼굴없는 게이머> 시리즈에서 초상화 대상의 실제 얼굴 형상을 모른 채 가상에
서만 교류한 자아의 형상을 묘사하기에 ‘얼굴없는’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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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 게임 문화로부터 파생된 플레이어의 본캐(주사용 캐릭터), 

부캐(서브 캐릭터, 副와 캐릭터의 합성어)가있다. 본캐로 주로 게임을 

진행하면 한가지 캐릭터만으로 다 표현되지 않거나 즐기기 힘든 직

업군을 부캐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자아의 다양성의 문화이다. 게임의 

스토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과 성장을 가져온 본 

캐릭터와는 달리 노동, 완성도, 충성도 등의 제약이 적은 부캐는 플

레이어의 숨겨진 자율성과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게임,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현실에서까지 확장되어, 공

중파에 멀티 페르소나 적 시대의 반영으로 부캐라는 컨셉으로 방송

이 되어 명성을 얻기도 했다. 노윤주는 외전과 부캐가 메인 컨탠츠가 

되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부캐는 현대인들의 특징인 ‘멀티 페르소나’를 반영하는 트렌드

다. 멀티 페르소나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바꾸는 현

대인들의 특징을 뜻한다 마치 배우가 여러 작품에서 다른 캐릭터로 

변하는 것처럼 학교, 직장, 게임 등 각 상황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

다. 부캐 역시 한 인물이 계속 같은 캐릭터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설정에 따라 캐릭터를 색다르게 조형한다.99) 

이미 온라인 문화에서 다양한 자아를 경험하고 오갈 수 있는 사회

적인 현상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부캐라는 것이 소모품과 같이 가

벼이 사용되는 자아의 개념은 아니다. 플레이어, 사용자는 부캐 또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 아래 자아 투영과 집중을 통해 일체화된

다. 결국, 기존의 한가지 자아를 몸에 담고 있던 몸은 다양한 자아를 

담고있다. 현대에 이르러 온라인생활의 확대와 보급을 통해 각기 변

99) 노윤주."[ISSUE & TREND] 본방 보다 외전 본캐보다 부캐 ." N 콘텐츠,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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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문화권 속에서 즉흥적으로 여러 신(神)의 형태로 채팅, 캐릭터, 

서사, 매체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는 과거 《분/신》에서 신분증을 

통해 변하는 자아를 표현함에 비해 훨씬 제약이 적고 자유로우며 다

채로운 현대인의 자아 확장의 모습들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다중 신(神)을 고개지(顧愷之, 344-406)의 눈동자를 

통한 전신(傳神)의 변형 적용을 제1항에서 다룬다. 제2항에서는 동일 

신체에 다중자아가 공존하는 가능성을 도가적 관점에서 풀이한다. 제

3항에서는 문화권 충돌의 가속화 현상 속 유동적인 신체의 현상을 

동의보감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정기신개념의 확장을 통해 묘사한

다. 

1) 변형된 동공과 전신(傳神) 

인물의 표현에 있어 눈은 정신을 함축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어왔다. 

장파는 위진시대의 인물화에 대하여 신(神) 골(骨) 육(肉)을 통한 인체 

표현의 품평에 있어 고개지의 신(神)의 강조와 신의 근원은 눈에서 

존재한다고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사지(신체)의 아름답고 추함은 절묘한 묘사와 상관이 없고 생동감 

있게 인물의 형상을 그리기는 바로 눈동자에 달려 있다. 100)

 그가 인물화에 있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눈동자를 채워 

넣는 것이다. 그는 한 사람을 그리고 수년 동안 눈동자를 채워 넣지 

100)“(四體姸媸, 本無關於妙虎, 傳神寫照, 正在阿堵中)이 구절은 고개지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고사로 『진서晉書』「문원전文苑傳·고개지之」와 『세설신어』,
「교예」 등에 나온다.“ 재인용. 

장파, 『중국 미학사:상고시대부터 명청시대까지』(서울:성균대학교 출판부, 2019.2 1
쇄, 신정근 책임번역, 모영환, 임종수 역)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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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완성하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다.101) 이것을 인물화를 통해 대상

을 담는 행위에 있어 ‘눈동자’라는 기관이 사람의 자아를 담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전통 사고의 중요한 일화이다. 유홍

준은 고개지가 외형적인 형상과 더불어 내면적인 자아를 그리는 행

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첫 화가라고 평가한다102).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신운과 기개의 표현비결을 눈동자의 표현에 있다고 강조한 그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신 사조(傳神寫照)의 성패는 바로 눈동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103)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 구상적 형상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상의 

무형적인 특성을 담는 시도는 동아시아 초상화의 중요한 개념이자 

특색 중 하나이다. 눈동자의 구상적 표현이 그림에서 상징하는 것은, 

회화를 통해 표현된 표현 대상의 비물질적 자아의 함축적 상징이라

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사각형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형(形)을 통해 신

(神)을 표현하는 인물 초상화에 있어 대상의 신(神)을 담는 과정에서 

눈동자라는 주요 요소는, 온라인 디지털세계와 다중자아(다중신(神))

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형된다. 네모난 모니터와 네모난 핸드폰 화면

을 통해 일상을 보내고 타인과 소통하며 살아간다. 나아가 화면을 구

성하는 기본 요소인 픽셀(pixel) 또한 이진법적 컴퓨터 언어에서 비롯

101) 四體,本無少於妙處,傳神寫照,正在阿中, 전 고개지, 『진서』 권 92.
장파, 위의 책, 393 각주 284 “『세설신어』와 『진서晉書』에 보면 고개지가 사람

을 그려놓고 수년간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때 수
년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지 3년이라는 말은 없다.” 재인용.

102) 유홍준,『조선시대 화론연구, (서울:학고재, 2002, 2쇄)

103) 傳神寫照 正在阿堵之中, 유의경集, 『세설신어世說新語』, 「巧藝」. 
유검화(劍) 編, 《중국화론류편(中國畵論類編)>, (中華書局, 1973), 349-350. 
유홍준, 위의 책, 6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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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네모난 요소의 조합들이다. 과거 사람은 세상을 망막의 각도와 같

이 둥근 시선으로 바라봤다. 지평에 서서 땅과 하늘을 보면 둥근 세

상은 둥근 홍채에 충분히 담긴다. 현대인은 온라인을 통해 공간의 물

리적 제약 대신 시야의 변형을 선택한다. 공간과 문화적 제약을 뛰어

넘고 전 세계 사람과 동시에 소통하는 새로운 자아는 과거의 눈동자

에 비해 유동적인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 <무간공유>시리즈의 인물

은 기존의 동그란 동공이 아닌, 사각형의 동공으로 표현된다. 변화한 

동공은 물리적 제약이 없는 가상의 공간에서 탄생한 다중자아의 은

유로서, 병렬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온라인 자아를 시각화한다. 

[참고도판5] 픽셀화된 이미지 

현대인이 읽는 글자, 이미지, 화면을 구성하는 패널은 사각형 픽셀

의 단위를 취한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참고도판5]와 같이 우리가 형

으로 인식하는 모니터의 화면은 픽셀의 조합을 통해 시각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본단위까지 사각형으로 인지하는 현대인의 변화된 

시각은, 기존의 둥근 동공에서 사각형으로 변화되어 상징된다. 

즉, 사각형, 픽셀 등의 새로운 시각적 소통 단위에 익숙해진 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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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무간공유> 시리즈 속에서 원형 동공이 아닌, 사각형의 동

공을 가진 인물로 표현한다. 특히 <무간공유-13>【작품도판13】,<무간

공유-14>【작품도판14】,<무간공유-17>【작품도판15】에서 세상을 관조

하는 인물과 그들의 픽셀 눈동자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한다. 이전의 

<무간공유>에서 현대인의 인물화가 신체와 같이 묘사되거나, 화면 대

비 비율이 낮게 묘사되었던 것과 달리, 【작품도판13】,【작품도판1

4】,【작품도판15】에서는 신체를 제외한 얼굴과 그 눈동자의 표현을 

구도적으로 강조한다. 이들의 동공은 또한 기존 초상화 속 동공의 크

기에 비해 비교적 확장되어 표현되어 있다. 강조된 변형 사각 동공은 

우리가 접하는 화면과 사각형의 단위의 빈도와 영향력을 상징한다. 

새로운 초상화 방식은 변화한 동공의 존재를 강조하고, 디지털과 공

존하며 변화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자아의 상태 표현을 시도한다. 

【작품도판13】<무간공유-13>, 

2018, 한지에 채색, 170⨉135cm

【작품도판14】<무간공유-14>, 

2018, 한지에 채색, 170⨉1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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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5】<무간공유-17>,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작업 속 동공 형태의 변화는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교류 속에서 순

간의 채팅이 플레이어의 자아 일부분이 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동공이 픽셀에서 기타 도상으로 확장되는 회화표현과 입체작업의 

적용을 분석한다. 

픽셀화된 동공의 표현은 향후 <무간공유> 시리즈, <인터넷 차일드:

초연결자 인터뷰 초상화>등 작업 전반에 적용되며 사각의 형태로 묘

사되었다. 사각형이 상징하는 픽셀의 중요성은 꾸준히 존재하지만, 

변형적이고 유동적인 현대인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고정된 동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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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상을 한정 짓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타

파하기 위해 2020년 <몰래 건너온 분>【작품도판16】의 입체 작업을 

기점으로 동공 자체의 변형을 통한 자아의 유동성을 묘사한다. 【작

품도판16】속 묘사 대상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인‘당근마켓’을 

통해 타인이 사용한 두상을 거래한 사람이었다. 텍스트기반 애플리케

이션 안에서 만난 익명 형태의 첫인상과 중고 거래 시 실사용자와 대

면한 경험의 차이를 양쪽 동공이 각기 다른 한 개의 두상의 표현으로 

시각화한다. 

【작품도판16】<몰래 건너온 분>,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합매체

동공이 확장되어 즉흥적 기호와 위치 배치를 담은 눈의 표현은, 변

주 적이고 유동적인 현대인의 자아와 신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즉

흥성과 유동성 자체가 현대인 자아의 특질이라면 그것을 담는 인물

화와 그 동공 또한 유동적 가능성을 함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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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나와>【작품도판17】에서 표현된 현대인은 입으로 하는 언어 

대신 문장으로 존재하는 동공의 묘사를 통해 소통의 기반이 텍스트

인 현대인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동공 속 언어는 음성으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문자나 메시지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세대를 묘사한다. 기호와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많은 감

정과 정보의 교류는 현대인에게 있어 텍스트의 형태로 공유된다. 

<Jungler0.56-1>【작품도판18】,<Topliner5-1>【작품도판19】, 

<Bottomliner0.80-1>【작품도판20】,<응애>【작품도판21】속에서 텍스

트에서 사용되는 효과음과 의성어 텍스트를 동공으로 가진 인물상을 

묘사한다. 화면 속 인물은 동공의 텍스트를 통해 단발적인 감정의 강

렬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은 문자로 다 담

기지 못한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신이 변화하는 현대인과 신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눈동자의 한계는 인물의 눈물 표

현이나【작품도판18】에서의 답답함의 감정표현으로 나타난다. 

변화를 기본으로 삼는 동아시아의 몸 관념을 계승하는 시도를 동공

과 정신의 관계를 재조명해 표현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초상화에서 

【작품도판17】 <당장나와>, 2021, 디지털 

페인팅, 5906⨉4724 Pixel

[참고도판6] <당장나와> 

속 문장 형식의 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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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8】<Jungler0.56-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작품도판19】<Top l ine r5-1> ,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작품도판20】 

<Bottomliner0.80-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작품도판21】

<응애>, 2021, 혼합매체, 

155⨉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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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을 담는데 눈동자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동공 표현으

로 현대인의 변화하는 세계관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픽셀을 기반

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표현을 <무간공유>에서 픽셀 형태의 동공

으로 표현한다. 2020년 이후 익명의 대상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토대

로 시작된 양쪽 동공 표현의 변화는 이후 다중적 자아를 가진 현대인

의 신(神)을 초상화 형식으로 계승하기 위해 사용한다. 나아가 비대면 

환경에서 점차 텍스트 기반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문자

를 넣은 동공 표현을 통해 확장한다. 픽셀 동공, 양쪽 눈 표현 불일

치, 텍스트 동공은 나의 작업에서 각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인상

에 따라 혼용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2) 자아의 다중 공존

장자(莊子, 369?-286 BC)의 이론은 현대에 들어 가상세계, 온라인 

환경과 네트워크 이론에서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현실에서 가상 세계인 매트릭스에 접속하고 다시

금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을 

자주 언급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접속하는 것이 자신인지, 실제의 신

체가 자신인지 모른 채, 다양한 캐릭터 사이와 신체를 오가며 유동적

인 신체는 생성된다. 특히 기술 발달과 메타버스 개념의 보급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 자아들과 우리는 앞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서 등장하는 곤(鯤)은 나중에 새인 붕(鵬)로 

변하여 남명(南冥)이라는 하늘의 연못으로 간다고 한다.104) 한 가지 

존재가 종을 뛰어넘은 형태를 바꾸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

104) 北冥有魚, 其名爲銀, 强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鴨. 鵬之 背, 不
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於南 冥, 南冥者, 天池也, 
장자(莊子), 『장자(莊子)』 제 1편 소요유 1장.

 장주, 『장자 』, 김갑수 역 (파주:글항아리, 20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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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상은 가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라인 환경 속에서 사

용자는 성별, 국적, 외형, 종까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변화할 수 있

다. 이연도는 그의 논문에서 소요유(逍遙遊) 5장의 무하유지향(無何有

之鄕)을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실

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상현

실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105)와 같이 목표로서의 이상향의 성질

로 해석한다. 실제 사용자는 이러한, 꿈꾸는 이상 공간 속에서 곤과 

붕보다 더 많은 형태와 가능성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메

일도 다중 아이디 로그인이 가능하며 온라인게임을 접속하면 사용자

가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줄지어서 선택을 기다린다. VR CH

AT에 접속하면 심지어 타인의 아바타를 간편히 복사하여 소유하고 

신체 연동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피부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 이

미 다중자아는 현대인에게 익숙한 존재 방식이다.

<인터넷 차일드> 초연결자 초상화 작업은 초연결자로 분류되는 대

상의 실물 인터뷰를 통한 초상화 제작을 통해 다중자아를 가진 초상

화를 제작하며 하나의 신체라는 용기 속에서 자아가 다중으로 공존

하는 새로운 몸의 형태를 연구한다.

다양한 아이디와 아바타를 통해 다중자아의 존재와 공존하는 현대

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인터넷 차

일드 :인터뷰 초상화> 시리즈 <인터넷 차일드 M&H>【작품도판22】,

<인터넷 차일드 L>【작품도판23】,<인터넷 차일드 C>【작품도판24】

를 진행한다. 시리즈는 실제 초연결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한 초상화 작업이다. 각기 아이디를 6개 이상 가지고 

인터넷 사용을 통해 생활하는 대상의 인터뷰는 실제 대면 형식과 

105) 이연도, 「장자철학의 관점에서 본 가상현실」, 『 유교사상문화연구 』 
83(20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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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106)’ 온라인 화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

다. 

【작품도판22】 <인터넷 차일드 M & H>, 2020, 한지에 채색, 390⨉ 195cm

【작품도판23】 <인터넷 차일드 L>, 2020, 한지에 채색, 200⨉ 140cm

106)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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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2】에서는 초연결자로 분류되는 M과 H와의 인터뷰대상

자와, 대상의 각기 다른 초연결 삶에서 얻는 다중자아가 익명성을 장

막으로 은유한 공간 뒤에 존재하는 표현을 한다. 두 인물은 온라인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삶과 익명성을 활용하는 장막 뒤의 형상을 하고 

있다. 각기 대상의 뒤 이미지는 인터뷰를 기반하여 도출된 복합 형상

을 취한다. 자신의 사생활, 본체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인식 사이에서 

자신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행위를 통해 존재하는 이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공개의 취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아

이디를 빌어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을 시각화

한다. 두 대상은 온라인 장막 뒤에서 자신의 또 다른 본내를 뼈와 신

체 내부를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표출한다.

온라인게임과 팬덤(비주류 취미 문화 공동체) 취미를 위해 초연결

자의 대부분의 삶의 지낸 L의 모습은 【작품도판23】에서 인터넷으

로 은유 되는 공간에 녹아드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아름다운 것, 즐

거운 것, 그 속에서 온라인으로 타인과 연결된 행위에서 젖어 들 듯 

존재하는 초연결자 자아의 형상을 나타낸다. 대상은 또한 실제 대면

에서 어색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다소 경직된 얼

굴의 묘사를 빌어 유동적으로 존재하는 다중자아와 현실에서 경직되

는 어색한 공존의 현상을 묘사한다. 

초연결자의 대면 초상화 작업을 통해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인간관

계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을 통한 대상의 재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실험을 【작품도판24】로 

진행한다. 가상에서 연결하는 대상의 인간관계와 실제 만나는 대상의 

실제성은 초연결자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작품도판24】의 대상 C의 작업의 경우 Zoom 

온라인 화상통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영상을 캡쳐 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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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영상을 녹화함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지금

의 초상이다. 실제 시간은 제약의 물리성이 존재하는 반면, 온라인의 

삶의 경우 기록과 저장, 리플레이 재생의 문화적 당연함의 반영이다. 

온라인 초연결자 초상화를 통해 데이터로 전송되는 사람의 형상을 

다시금 초상화로 제작했을 때 그것이 기존의 대면 초상화 방식과 비

교하여 더 현대인의 자아를 담는 방식으로 적합한지 질문한다. 

<얼굴없는 게이머> 시리즈는 얼굴을 모르는 초연결자의 온라인 인

터뷰를 통해 상상의 초상화를 제작한다. 캐릭터를 넘나들며 존재하는 

새로운 자아의 표현을 신체를 배제한 상상의 초상화로 살펴본다. 실

제 얼굴을 모르는 온라인 대상을 인터뷰하고 상상한 신체의 동공이 

그가 사용한 아바타의 동공과 섞이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

【작품도판24】

<인터넷 차일드 C>, 2020, 한지에 

채색, 133⨉ 80cm
 

【작품도판25】

 <얼굴없는 게이머-민스이>

 2020, 비단에 채색, 56⨉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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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를 통해 가상에서 존재하는 인간관계와 초연결 자아의 형태를 

기록하고자 하는 시도는 온라인의 익명성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의 

관심으로 이어진다. <인터넷 차일드> 연작이 초연결자로 분류되는 대

상의 실제 얼굴과 이름을 알고 진행된 자아의 관찰과 기록 행위였다

면, <얼굴없는 게이머> 시리즈는 가상의 익명성 속에서 존재하는 새

로운 인간관계와 자아 형성의 현재를 관찰하고자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얼굴없는 게이머> 시리즈는 온라인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와, 초상화 제작이 의도적으로 초

상화 대상의 본명, 얼굴에 대한 정보 없이 진행되었다. 대상은 모두 

내가 온라인에서 만나고 교류한 일정 수준 이상 친분이 존재하는 대

상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가상공간에서 일정 수준의 친밀감은 실제 

신분을 모름에도 생성될 수 있는 유대감과, 유대감을 위해 해당 사용

자가 차용하는 유동적인 자아의 형상을 본디 사용자가 의도한 환경

에서 관찰하기 위함이다. 

작업의 발단은 <인터넷 차일드 C>【작품도판24】의 비대면 초상화

의 개념과 더불어 내가 온라인에서 같이 ‘Green Hell’이라는 온라

인 야생 생존게임을 즐긴 ‘ 민스이’라는 대상과의 친분을 통해 형

성된다. 친분 속에서 나는 민스이라는 대상의 얼굴과 본명을 모른 채 

그의 과거, 가족 관계, 성향, 관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결국 다른 게임을 같이 접속했을 때, 캐릭터

는 바뀌었지만 존재하는 동일한 플레이어의 존재에 대해 자각한다. 

본체의 얼굴을 모른 채, 가상의 캐릭터들의 외형은 변화하지만, 내가 

느끼는 대상의 자아는 같으면서도, 변주한다. 게이머가 설정하는 아

바타나 캐릭터에 따라 플레이패턴, 행동 패턴, 사고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얼굴을 모르는 유동적인 자아의 경험과 그 기록의 시도를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얼굴없는 게이머-민스이>【작품도판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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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다. 

동일 게임 내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구조의 환경에서는 다중자아

의 표현이 더 활발히 늘어 난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게임을 바꾸는 

것이 아닌,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빈번히 바꾸는 매체를 선택한다. 

<얼굴없는 게이머-여수씨몽>【작품도판26】에서는 매 전투 캐릭터를 

바꾸는 ‘리그오브 레전드107)’에서 만난 여수씨몽을 비인간의 형상

을 통해 표현한다.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기술이 4개로 정해져 있으며 그 기술과 기본공격 형식에 따라 게임

을 즐기는 방식이 바뀐다. 사용자는 많은 캐릭터 속에서 다양한 자아 

투영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고를 수 있다. 파편적 자아의 발현 형상

을 고정된 여러 캐릭터와 그 능력치에 자신을 대입하는 대상의 게임 

정보를 통해 유추한다. 

VR기술108)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게임‘VR CHA

T’은 캐릭터 아바타를 사용자가 조율하고 업로드하여 자유롭게 자

신이 원하는 자아의 형상화가 가능한 채팅 기반 게임이다. 기존 【작

품도판25】,【작품도판26】가 게임개발자가 부여한 캐릭터에 자신을 

대입했다면, <얼굴없는 게이머-APPRECI>【작품도판27】, <얼굴없는 

게이머-새청>【작품도판28】,<얼굴없는 게이머-Zoom>【작품도판29】, 

<얼굴없는 게이머 –HICHAN>【작품도판30】, <얼굴없는 게이머- yun0

3>【작품도판31】의 대상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외형을 선택

할 수 있음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이 제작하거나 다운받은 아바타를 착용하며 자신의 목

소리로 타인과 교류한다. 또한 머리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109) VR장비를 착용하여 자기 신체 움직임을 가상세계

107) Riot 회사의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게임

108) 가상현실(Virtual Reality) 
109) 약자:HMD, 머리에 착용하는 모니터 형태의 가상현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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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26】

<얼굴없는 

게이머-여수씨몽> 2020, 

비단에 채색, 72⨉39cm

 

【작품도판27】

 <얼굴없는 게이머-APPRECI>

 2020, 비단에 채색, 56⨉39cm

 

【작품도판28】

 <얼굴없는 게이머-새청>

 2020, 비단에 채색, 56⨉39cm

 

【작품도판29】

 <얼굴없는 게이머-Zoom>

 2020, 비단에 채색, 56⨉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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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달 할 수 있다. 신체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화 되어 가상공간

에서 활동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인간의 본질이 과연 현실에 있는지, 

아니면 가상에 존재할 때 더 자연스러운지 질문하게 한다. 가상공간

에서 자유로이 존재하며 다양한 아바타를 오가는 사용자들을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 대상의 자아형상을 상상하여 초상화로 표현한다. 

초연결자로 분류되는 현대인들의 존재 형태는 다양하다. 아이디로

만 존재하거나, 타인의 캐릭터와 한계적인 스킬, 환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나아가 신체의 정보를 통해 가상에 더욱 능동적으로 자

신의 다중자아 형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다양한 자기표현의 가능성 

속에서 나는 현대인 자아의 본질은 과연 신체의 닮음에 있는지, 아니

면 가상의 캐릭터들 속 어딘가에 다중적으로 존재하는지 탐구한다.

【작품도판30】

 <얼굴없는 게이머 –HICHAN>
 2021, 비단에 채색, 56⨉39cm

 

【작품도판31】

 <얼굴없는 게이머- yun03>

 2020, 비단에 채색, 72⨉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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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의 유동적 자아

한의학은 동아시아 전통적 몸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현대인

의 몸을 진료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의보감』은 허준 (許浚, 1

539-1615)이 1596년에 선조(宣祖, 1552- 1608)의 명을 받아 동아시아

의학과 조선의 것을 집대성한 의학서이다(고미숙).110) 조선에서 편찬

된 의서들 가운데 형식과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김성수, 

신규환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11) 동의보감 속 「내경편」‘정

(精)’장에서 허준은 두 신(神)이 만남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

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10) 고미숙, 『동의보감,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서울:북드라망, 
2019, 13쇄)

111)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참고도판7] 

『해체신서(解體新書)』 

도판, 1774

[참고도판8] 

『해부서(Anatomia Humani 

Corporis)』도판,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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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신(神)이 서로 부딪쳐 하나가 되어 형(形)을 만드는데, 항

상 몸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겨나는 것을 정(精)이라고 한다"고 하

였다. 정은 몸의 근본이다.112)

 

허준은 몸의 정신과 신체관계 설명을 생명 형성 과정에서부터 시작

한다. 신(神)의 합체가 형(形)이되고 정이 되어 신체가 형성된다는 정

기신(精氣神)론 생성을 위해서는 우선 두 사람의 신(神)이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생성됨에서 다중 신(神)의 현대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기신의 관계를 고미숙은 그의 저서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에서 정은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로, 기는 

질료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그리고 신은 이 둘의 흐름을 조율하는 위

치로 정리한다. 세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몸안에 존재한다. 

고미숙은 나아가 육체와 정신, 물질과 비 물질 사이의 구획이 뚜렷하

지 않음이 동아시아 사상이 가지는 변주의 매력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113) 동아시아적 몸이 이미 두 신(神)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유동

적 정신과 신체의 공존이라면, 온라인 환경과 함께 수많은 신(神)들에

게 영향받고 생성되는 새로운 몸은 동일 존재이면서도 확장된 존재

이다. 다중 신(神)이 존재하는 환경은 기존에 비해 유동적이고 변주적

으로 신체 장기와 함께 공존하며 변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동의보감

에서 정기신을 통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신과 신체의 공생관계가 있

112) 精爲身本
靈樞曰, 兩神相薄,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精者, 身之本也. 又曰, 五穀之津液, 和

合而爲膏, 內滲入于骨空, 補益髓腦, 而下流于陰股. 陰陽不和, 則使液溢而下流于陰, 
下過度則虛, 虛則腰背痛而脛痠. 又曰, 髓者, 骨之充, 腦爲髓海. 髓海不足, 則腦轉, 
耳鳴, 胻痠, 眩冒.

허준, 『동의보감』, 1613.
 「내경편」‘精’원문 및 해석, 한국한의학 연구원, 검색일 2021.08.11,
 https://mediclassics.kr/books/8/volume/1 
113) 고미숙,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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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몸의 생성 시작을 두 신(神)의 결합을 통한 하나의 새로운 몸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중 신(神)의 정신을 가지고 

정기신 이론을 통해 신체와 유기적 맞물림 하는 새로운 신체의 형태

로 존재한다. 

다중 정신과 유동적인 존재의 묘사는 Susan이라는 이름이 문화권을 

거치며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온라인 전자 다중 정신의 물리적인 생

성을 통해 살펴본다. 복제된 신체와 온라인 문화권 사이에서 자아가 

오가며 진동하는 형태의 다중 정신 상관관계를 2019년 <스잔느의 친

구들>【작품도판32】을 통해 입체로 표현한다. ‘스잔느(Susan, スザ

ンヌ)’는 해골의 복제품으로 나의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참고 모

델이다. 실제 뼈를 본뜬 복제품인 ‘스잔느’의 원본 뼈의 주인은 의

【작품도판32】

<스잔느의 친구들>

2019,혼합매체

【작품도판33】【작품도판

32】<스잔느의 

친구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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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견해를 통해 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작업에 앞서 발단이 된 복제된 해골 모형의 신체적 특징을 기반으

로 백인 여성의 이름인‘Susan’을 부여했다. ‘Susan’은 또한 영상 

공유 플랫폼 유투브(YouTube)114)의 경영자인 수전 워치츠키(Susan W

ojcicki,1968-)의 이름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한

다. 백인 여성의 것이던‘Susan’의 정신은 문화권을 이동함에 따라 

일본으로 전달되어 ‘スザンヌ’로 변화하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 

‘스잔느’로 발음이 미묘하게 변화한다. ‘스잔느’의 예시를 통해 

동일 대상이 문화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는 명칭을 통해 이름 자체

로만 특정 짖기 힘든, 문화의 해석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정신의 형질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동일 존재의 이름의 다양한 언어적 발음과 

중층적인 해석은 문화권 사이에서 오가는 존재의 본질의 유동성을 

상징한다. 

해골의 이름이 영어 ‘Susan’이 아닌 일본식 발음의 한글 고유어 

‘스잔느’로 명명된 것은 제삼자에게서 전달받은 문화를 상징한다. 

서양권의 해부학적 지식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에 소개되고, 그

것이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에서 다시금 해석되어 한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는 정보의 전달과 변질의 단계를 은유한다. 해부학적 지

식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이해의 시각화 과정은 스기타 

겐파쿠(杉田 玄白,1733-1817)의『해체신서』에서 시작되어 이어지는 

재해석과 회화로의 접목을 통해 볼 수 있다.115) 해석의 오차는 인체

를 통해 전혀 다른 문화와 사고체계가 급격하게 소개되었을 때 발생

하는 유동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동서양의 몸 인식은 몸

을 넘어 더 넓은 상징을 내포한다. 비슷한 예로는 청나라 시기 동서

114) http://youtube.com
115) 스기타 겐파쿠, 『해체신서』, 김성수 역(파주:한길사, 2014,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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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세계관, 자연관, 철학관이 충돌한 심주설, 뇌주설 논쟁이 있다. 

조선 시기 또한 우주와 연결되어 순환하는 몸의 개념에서 근대 서양

의 신체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김문용은『신기천험(身機踐驗)』

에서 최한기(崔漢綺, 1803 –1879)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체관을 설명하기 위해‘몸기계(身機)’

라는 새로운 개념과 신체의 지각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116)  

 조선에서 서양 의학의 영향이나 신체관의 변화가 뚜렷한 진전을 

보인 것은 최한기에 이르러서였다. 그의 신체관에서 두드러지는 점

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몸기계(身機)’라는 개념을 통하여 신체

에 대한 기계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의 지각 

능력을 강조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서향 의학의 자극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전통적 신체관과의 중요한 구별점이기도 하다.117)

다른 문화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발생

하는 유동적인 대상은 초연결사회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

역의 제약 없이 각기 다른 세계관을 접하고 영향받는 빈도 속에서 

【작품도판33】의 신체는 파편화되고 부스러지듯 존재한다. 하지만 

다회성 충돌에서 생기는 진동 속 유동하는 전자 정신의 형상을 부분

부분 유추할 수 있는 해부학적 요소의 시각적 언급을 통해 묘사한다. 

게임 캐릭터와 같이 대여하는 외형과 같이 따라오는 정신의 관계는 

현대인 고유의 경험이다. 가상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의 UV Mapping이 

공유, 전달되며 변형 사용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로 다중 존재한다. 

온라인상 다중 정신의 발현이 비교적 극명하게 드러나는 매체는 온

116) 김문용,「서양 의학의 수용과 신체관의 변화-최한기의 『身機踐驗』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2009)

117) 김문용, 위의 논문,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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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게임이다. 현대인은 다양한 아바타나 캐릭터를 조작하여 가상세

계에서 활동한다. 아바타를 사용하는 가상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는 해당 공간에 활동할 수 있고 유저(사용자)가 빌려 입을 수 있는 

캐릭터가 우선 필요하다. 대부분 온라인게임은 로그인과 함께 자신이 

빌려 입을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한다. 유저가 접속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개발사가 허용한 구조 내에서 캐릭터의 선

택, 또는 개인화(커스터마이징)가 가능하다. 

[참고도판9] ‘제2의 나라’ 로그인 화면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역할, 외형, 목적은 게임을 수정하는 공개 소

스(요소)의 게임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활동하는 플랫폼이 설정한 소

스에 맞추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상세계의 판타지를 제2의 삶의 

방식으로 설정한 넷마블의 휴대폰 게임 ‘제2의 나라’에서는 선택

하는 직업군에 따라 시작하는 외형이 성별까지 고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상세계의 판타지적 공간에서 시작하는 제2의 자신이 한정적

인 외형과 설정을 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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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의 구조와 역사상 동일캐릭터를 많은 유저가 공유하는 행동은 

당연시되어왔다. 게임‘제2의 나라’역시 2021년 6월 21일 기준 68만 

2340명의 유저118)에게 주어진 빌려 입을 수 있는 캐릭터는 5개로 한

정되어 있다. 

게임에서는 감정이입의 장치가 1인칭 시점의 스토리 기반 게임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스토리 진행을 주인공의 시점에서 

플레이함을 통해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감정을 이입한다. 온라

인게임 속에서도 이러한 감정이입은 여전히 적용된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이야기 기반의 게임은 서사의 시작과 끝이 있는 방면, 온

라인게임은 같은 시작점에서 각기 개인의 서사를 타 유저들과 소통

을 함을 통해 형성한다는 점이다. 중복되는 캐릭터를 빌려 입고 각기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현대인의 다중자아의 모습을 동일 UV 반복적

인 적용과 파생되는 다른 입체작업의 적용을 통해 표현한다.

캐릭터를 공유하고 대여하는 개념과 공생하는 경험을 토대로 초연

결 현대인의 중층적인 자아의 발현을 시각화한다. 2019년도부터 2021

년까지 <Cuddle Baby>【작품도판34】,<Cuddle Babies>【작품도판3

5】,<Cuddle Baby>【작품도판36】,<빌려입은 피부-반대로 하는 말>

【작품도판37】은 같은 캐릭터를 빌려 입은 경험을 다룬다. 각기 작

업에는 3D캐릭터의 삼차원적 면적의 정보를 담은 지도의 요소(UV M

ap)가 포함되어있다. 이 요소들은 복제되고 변형되어 입체 작업 전반

에서 요소로서 등장한다. 

 【작품도판34】는 온라인 캐릭터의 공유된 기억을 손에 쥘 수 있

는 형태로 소유한다. 사용자가 피부에 닿을 만큼 익숙하고 사랑스러

운 캐릭터를 상징하는 대상과 ‘Cuddle(포옹)’하고 싶은 작은 인형 

118) 임영택, 「넷마블 ‘제2의나라’, 일 매출 역대급 … 이용자수도 ‘최상위’」,
『매일경제』, 21.06.17,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6/58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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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입체작업이다. 타인과 같은 캐릭터를 소유하는 현상과 더불어 

시작되는 개인적인 캐릭터와의 친밀한 감정과 유대의 발단을 의미한

다. 작업은 손에 쥐거나 소유할 수 있는 크기와 촉감으로 제작되어 

있다. 입체에 사용된 원단에는 3D 캐릭터의 몸의 기본 피부의 데이터

가 지도처럼 프린트되어있다. 프린트된 요소는 게임의 사용자가 온라

인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빌려 자신과 동일시한 경험을 상징한다. 

【작품도판35】,【작품도판36】은 같이 생활하고, 치유를 받는 성격

을 가진다. Babies의 복수가 되어 다중 신과 직접적으로 동거하는 형

태의 입체 작업이다. 이전 작업이 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캐릭터의 

소유적 성향이었다면, 다키마쿠라119)는 서브컬쳐 열성 팬 문화에서 

119) “다키마쿠라(抱き枕)는 일본어 동사 '안다(抱く=다쿠) 와 명사 '베개(枕=마쿠라)' 

[참고도판10] 

조란 아타나소스키(Zoran 

Atanasoski, 생년미상)의 캐릭터 UV 

Map

【작품도판34】<Cuddle Baby>, 

2020, 혼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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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휴식하는 용도의 사람 크기 대형 베

개를 칭한다. 자신이 애정을 가진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자아들을 촉

각적으로 만지고자 하는 의식을 시각화한다. 작업의 진행에 게임을 

함에 있어 가상의 존재와 개인의 서사가 같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

다. 다키마쿠라 입체는【작품도판34】에서처럼 기본의 UV Map을 그

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디지털로 가공된 원단의 프린트를 사용한다. 

게임 속 캐릭터를 대여한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해당 캐릭터로 활동

하며 캐릭터의 고유한 자아를 형성한다. 같은 캐릭터의 사용자별 고

유성은 UV Map의 요소가 가공되어 다시 입체가 되는 과정을 거쳐 

제작한다. 

【작품도판35】<Cuddle Babies>, 2021, 혼합매체

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합성명사다.” 
“다키마쿠라” 검색, 나무위키, 검색일 2021.09.09,
https://namu.wiki/다키마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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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입은 피부-반대로 하는 말>【작품도판37】은 빌려 입는 캐릭

터의 실시간 적용 작업이다. 이 작업은 관람자가 작업 앞에 서면 얼

굴인식을 통해 화면 안의 캐릭터와 연결되어 캐릭터를 자기 몸을 움

직여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상호작용의 설치작업은 이내 관람

자가 작업에서 떠나고 나면, 다음 관람자의 신체정보를 통해 캐릭터

는 다시 살아 움직인다. 내가 창조한 캐릭터 <빌려입은 피부-반대로 

하는 말>는 혼자 존재하지만 여러 사람을 담는, 혼자가 아닌 어떤 존

재의 표현이다. 관람자가 이 생존자를 바라보면 얼굴인식을 통해 생

존자의 캐릭터를 자기 신체로 조종할 수 있게 공유받는다. 동일캐릭

터를 ‘빌려입는’ 행위의 시각화를 통해 타인과의 공통적 경험을 

하고 빌려입는 캐릭터와 그 자아의 일치 과정이 익숙한 현대인의 몸

을 묘사한다. 

【작품도판36】<Cuddle Baby>, 2021, 혼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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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37】<빌려입은 피부-반대로 하는 말>, 

2021-2022, 디지털 파일, 스틸 컷

동아시아적 몸 개념의 확장을 통해 개인의 유동적 자아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동일 존재가 문화권을 거치며 미묘하게 변화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인 몸의 특성을 상징한다. 게임 

공간에서 자아를 담는 캐릭터를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는 현대인이 

공유된 자아 체험을 가능케 한다. 개인의 유동적 자아는 게임 속 캐

릭터의 피부를 빌려 입으며 공생한다. 자신만의 아바타가 아닌, 공유

된 아바타로 자아를 형성하는 경험은 아바타를 몸을 통해 빌리는 행

위로 나아가 확장할 수 있다. <스잔느의 친구들>, <Cuddle Babay>, 

<Cuddle Babies>는 현대인 개인의 유동적 자아표현을 촉감을 기반으

로 변화하는 인체 형상 표현으로 시도한다. <빌려입은 피부> 작업은 

이와 반대로 관람자의 얼굴인식이라는 신체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 속 대상을 제어하는 체험을 설정한다. 신체적 촉감을 통해 형성

되는 가변적 존재 표현, 공유할 수 있는 촉각을 가진 대상 표현, 역

설적 접근의 신체성을 통한 자아의 공유경험 시도를 통해 가변적인 

다중자아의 다양한 형상을 실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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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연결 몸의 신체적 변화 표현

기술이 발전하며 포스트휴먼, Ai 이론 속에서 인간의 자아와 대체

되는 기계 기술 육체 간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끊임없이 이루

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신은 보존하고 신체를 기술로 대체하는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이러한 연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트랜스 휴

머니즘을 들어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가능성과 그 바람

직함을 긍정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현생 인류(Hom)sapiens)가] 인간종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변화되어 이제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120) 하지만 나는 현재 온전히 포스트휴먼으로 접어들지 않

은, 트랜스휴먼의 상태에서 변화하는 신체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석윤은 동양적 심(心)과 신(身)

의 관계는, 육체가 파괴돼도 영혼이 그대로 존재하는 사고와 다르다

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양의 심은 “육체에 의존하고 수반하여 

발전하고 성장하며 육체에 의존하고 수반하여 훼멸 되고 사라진

다.121)”. 아직 인간이라는 종을 초월하게 할 만큼의 기술 발달은 현

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과도기에 있다. 많은 정보와 기술이 유기적

으로 각기 신체와 정신을 변화시키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인 만큼, 우

주의 기운을 담는 유동적인 동아시아의 심신론은 현대인의 몸을 이

해하기 좋은 시각으로 작용한다.  

공상과학 소재에서 자주 등장하는 헤드 트랜스 플랜트(head trans 

plant)나 얼터드 카본(Altered carbon) 과 같은 유명 드라마 시리즈에

120)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 포스트휴먼 학회『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파주:
아카넷, 2016, 1쇄) 30-31. 재인용.

 문석윤, 『동양적 마음의 탄생』(파주:글항아리, 2014, 3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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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아 칩으로 자유로이 신체를 선택하는 신체와 영혼의 소비형태

는 공상과학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미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신체는 기존의 것과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엘로이즈 죠수아(Hé
loïse Chochois,1991-)의 시선에서 현대인은 흔하게 라식수술을 받아 

시력을 향상하고, 페이스메이커로 심박수를 조정하는 일상적인 단계

에서 기술의 도움으로 개선된 트랜스휴먼이다.122) 기술과 생물학적 

신체가 공존하는 몸 변화의 시작은 우리에겐 익숙하다.

1) 확장되는 신체 형상

몸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근대 서양 해부학적 관점은 신체의 부분

들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구분한다. 몸이 기계와 같이 작동

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명이 없

는 대상의 신체를 열어 그 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기 장

기와 요소들은 각기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모여 하나의 신체를 이룬

다.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해부라는 용어가 언급된 저서는 전한과 후

한 사이에 제작된, 저자 미상의 의학 총서인『황제내경』이다(김성수, 

신규환).123) 동아시아에서 해부학이 이미 예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신

체만 단독으로 다룬 것이 아닌, 각기 신체에게 하늘과 땅의 습성이

나, 국가의 요소 등을 같이 부여했다.124) 비물질적 요소와 상위 개념

122) 엘로이즈 쇼슈아, 『트랜스 휴머니즘』, 이명은역(서울:도서출판 그림씨, 2018

123)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124) “『회남자』가 기, 음양, 그리고 오행이란 같은 범주들을 재구성하여 동양 전

통 과학사상의 원형을 만들었다면, 『황제내경』은 기, 음양, 오행이란 범주들을 
결합시켜 인체와 질병을 다루고 있다. 『황제내경』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의 의
사들은 유기체적 세계관'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소우주'로 그리고 세계
를 대우주'로 간주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세계는 구조적
으로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런 생각이 『황제내경』만의 발상이 아니라, 『회남자』나 『춘추번로』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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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해된 신체 장기에 부여하는 과정의 예시는 [참고도판15] 『의방

유취(醫方類聚)』의 장기를 신격화한 도상에서도 볼 수 있다. 고대 중

국의 의학에 관해 김성수, 신규환은“『황제내경』은 사실적인 관찰

과 분석을 중시했지만, 해부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와 혈기의 다

소에 대한 법칙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했다.125)”고 논한다. 신격

화되는 장기의 도상과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기운 흐름의 이해 

시도는 비가시적 기운을 시각화하는 시도의 전통적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몸 위에 강조되는 비가시적 기운의 존재는 이후 

한의학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신체라는 물질 위에서 초연

결사회의 비물질적 영향의 관계를 설명하기엔 적합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가지와라 쇼젠(梶原性全, 1266-1337)이 지은 『돈의초(頓醫抄)』

의 「구희범오장도(歐希範五臟圖)」모사본에는 목구멍이 세 개로 표

현된 도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각기 기도(氣道), 식도(食道), 그리고 수

도(水道)로 표현되어 나중에 수정된다고 김성수, 신규환은 언급한

다.126) 하지만 이미 이전 도상에서 기도와 식도의 구분이 되어있는 

도상과 실제 해부의 예시가 존재함을 보아, 세 번째 목구멍은 숨을 

쉬는 기도가 아닌, 자아가 통하는 장기의 표현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구멍을 가진 새로운 장기도의 도상은 <무간

공유>, <흑우>, <얼굴없는 게이머>시리즈를 걸쳐 디지털 작업에까지 

살아있는 현대인을 상징하며 사용된다. 

동아시아의 인체도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물질적 장기의 표현은 존

재해왔다. 명대 『의학입문(醫學入門)』의 [참고도판11] <장부도(臟腑

圖)>에서 표현된 단중과 단전의 표기에서 인체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확인되는 것처럼 서한 시대의 공통된 발상이었다는 점이다.”
강신주, 『회남자&황제내경』(파주:김영사, 2013.), 114.

125)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46.
126)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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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를 실체 해부학적 장기들의 위치와 함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김성수, 신규환).127) 비물질적 연결이 사회의 전반과 개인을 통괄하

는 초연결사회에서, 몸과의 연결은 불가피하다. 가상의 장기로의 확

장의 시각화를 통해 앞으로 더 강조되는 비물질적 영향과 몸의 관계

를 다루고자 한다. 

 

비물질적 연결망 속에서 존재하는 신체는 더욱 확장되고 유동하며 

현대인을 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확장하는 신체 표현을 통해 국지

적 한계를 연결해 극복하는 신체 확장의 가능성을 형상화한다. 신체

의확산 가능성은 <장부도>의 도상을 활용하여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몸이 가지는 국지적 한계를 신체 확장의 연결로 극복하는 가능성은 

127)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참고도판11] 

『의학입문(醫學入門)』, 

<장부도(臟腑圖)>

[참고도판12] 

<내경도(內經圖)>, 19세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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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도>와 <내경도>등 동아시아 전통적 신체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신체관은 생물학적 신체를 뛰어넘어 더 큰 의미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몸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

와의 관계를 형상화하는『황제내경』의 맥락에서 도가적 양생의 방

식을 시각화하는「내경도(內經圖)」[참고도판12]의 특징을 김성수, 신

규환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내경도(內經圖)」는 근본적으로 『황제내경』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내경도」는 도가적 양생법을 장부도의 형태로 설명한 

것으로 비교적 뒤늦게 등장한 신체 내부에 관한 그림이지만, 그 사

상적 원천은 신선 사상이 등장하는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내경도」가 표현하는 신체는 정(精)·기(氣)·신(神)의 변화

를 통해 자연과 일상, 신선 등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림에서

는 논을 갈고 타작을 하는 농부의 일상과 신선이 되어 천상에서 천

수를 누리는 모습 등이 구체화되어 있다. 「내경도」는 일상의 삶

과 신선의 삶을 대비시키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신선으로 승화되

는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128)

동아시아 신체관의 근간으로 인식되는 춘추 전국시대의『황제내

경』은 이후 신체관과 더불어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도서 

중 하나이다. 도가적 신체의 특성은 유동성과 개방성인데, 하나의 개

별 존재로써의 신체가 아닌, 해석과 확장적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존

재했다. 

「내경도」는 몸 전체가 열린 구조이며, 기의 흐름을 따라 몸 전체

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신체의 작동 

128)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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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물을 끌어올리고, 농사를 짓고, 단련을 통해 신선이 되는 일

상의 삶의 방식이 연장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129) 

 <내경도>와 이후 동아시아 신체관을 근간으로 확장된 <장부도>는 

일상, 환경, 물리적 공간과 관계의 초월적 확장이 내포되어있다. 초연

결사회 속에서 물리적인 한계성이 더욱이 희미해지고 비물질적 가능

성이 강조될 때, 열려있는 현대인의 장기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장기의 그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확장하는 상상의 장부도의 요소들을 통해 현대인에 대한 다양한 해

석의 가능성은 <무간공유-10>【작품도판10】,<무간공유-13>【작품도

판13】,<무간공유-15>【작품도판39】,<무간공유-17>【작품도판15】,

<목이 굽어 슬픈 짐승>【작품도판40】을 기점으로 확장한다. 

【작품도판38】【작품도판10】,【작품도판13】,【작품도판15】부분

129)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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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장기의 가능성은 【작품도판10】에서 시

작된다. 기존 작업에는 비교적 인물의 신체 안에 존재하던 상상의 장

부도의 요소들은 【작품도판10】에서 피부라는 닫힌 구조를 벗어던

지고 확장하는 영상으로 불특정 공간에 존재한다. 확장과 개방에 집

중함을 통해 현대인의 신체가 국지적인 제약 없이 해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작품도판10】에서 시작한 장부의 확장은 <내경도>에서 보이는 개

방성을 도상화를 통해 표현한다. <장부도>와 <신형장부도>의 상실한 

장기의 도상을 역설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배치한 【작품도판13】, 

【작품도판15】,【작품도판39】,【작품도판40】을 통해 물리적 공간

을 초월하여 확장하는 신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피부의 기

능은 내부의 장기와 외부의 경계를 설립하는 것이다. 확장된 장부도

의 표현은 피부가 열리거나 부재한 상태에서 장기의 도상이 외부에 

부유한다. 장기의 표현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형상이 아닌, 식물

【작품도판39】<무간공유-15>, 

2018, 한지에 채색, 170⨉130cm

【작품도판40】 

<목이 굽어 슬픈 짐승>,

 2020, 한지에 채색, 61⨉ 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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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뻗어나가는 형상을 가진다. 내부에서 처음 신체와 세상의 관

계가 시작된 가능성에 대한 재답사의 인식과 더불어 전통적 세계관

의 현대적 확장을 통한 초연결 현대인의 신체를 표현하고자 한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 전통에서 바라보는 몸은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다. 현대인의 비물질적 연결의 특성을 전통적 가상의 장기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 시각화한다. 

동아시아적 신체관은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상으로 작동하는 

몸을 개방하여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

다. 안도균은 서양의 신체관과 동아시아의 신체관이 각각 다르게 해

부학과 장기의 개념에 미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몸은 자연과 함께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 자연(세계)과 

함께 정의된다는 거는 우리의 몸만 고정시켜 놓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몸은 시공간과 함께 흐르고 있는 거죠. 이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해부학적 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부학적 몸은 

삶과 떨어져 있는 죽은 신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의보

감』은 변화하는 몸, 흐르는 몸을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

름의 총체적인 연결체를 사유하는 것’, 혹은 고정된사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사물들의 연결성을 직관에 의해서 탐구하는 것을 앞

으론 ‘유동적 지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130) 

변화하고 흐르는 존재로서의 몸을 탐구하는 데 죽은 신체를 개봉하

여 관찰하는 행위는 동아시아적인 신체관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동아시아적 신체는 순환하기에 생명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나라 

중국의 심주설과 서양의 뇌주설의 충돌의 중요 논쟁 또한 연결되는 

논지다. 서양의 몸 개념은 기계의 부품으로, 몸의 제어는 뇌를 기준

130) 안도균, 『팬데믹 시대에 읽는 동의보감 강의』(서울:북튜브, 2021, 1쇄),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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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동한다고 해부학에서는 이해한다. 반대로 동아시아의 몸의 중

심은 기가 순환하고 있는 심(心)에 있다. 하지만 이 심은 기능적 장기

의 심장이 아닌 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상상의 장기 심(心)이다. 

상상의 장기는 <내경도(內經圖)>, <장부도(臟腑圖)도> 에도 실제 존재

하지 않는 단전, 기운의 장기 묘사로 표현된다. 살아있는 사람의 건

강을 가늠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은 상상의 장기화 함께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도판13]

『돈의초(頓義抄)』, 

<정면내상도(正面內相
圖)> 

【작품도판41】

<무간공유-22>,

2019, 한지에 채색, 190⨉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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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기의 시각적인 표현은 자연과의 유대나 국가체계의 은유

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내경도>[참고도판12]의 신체 내부 전경은 대

부분이 상상의 장기들로 구성되어있다. 나아가 신체의 장기위치를 고

려하여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장부도>[참고도판11] 도상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기인 단전을 시각화하여 기록한 예시또한 적지 않

게 시대를 통틀어 분포되어있다. 현존하지 않는 <구희범오장도>의 모

사나 [참고도판13]의『돈의초』,<정면내상도(正面內相圖)>131)에는 기도

와 식도 그리고 수도로 해석되는 세 가지 구멍을 가진 신체의 도상이 

존재한다. 

상상의 장기가 존재하는 근본 연유는 전통 동아시아의 신체관에서 

핵심인 정, 기, 신의 존재와, 기(氣)를 표현하기 위해 장기를 생성하여 

기록되는 전통에 의한다. <정면내상도>의 도상 속 장기는, 공기의 기

도, 식도, 수도의 해석과 기(氣)도, 식도, 그리고 기도의 두 가지 해석

이 가능하다. 몸의 상상 장기의 표현 역사는 기운이 흐르는 무형질의 

흐름을 위한 통로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고대에서는 기운은 자연과 인간이 공유한 것이었다면 초연결사회에

서 세상의 기운은 초연결과 동행한다. 초연결의 연결의 기를 상징하

는 가상의 장기 표현은 2019년【작품도판41】에서 처음 등장한다. 중

앙의 인물은 신체 속에 내포하는 장부도 속 각기 초연결 기(氣)도 와 

기도, 식도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장부도로 묘사한다. 새로운 장부도

는 <정면내상도>의 3구멍 입구의 형태를 차용한 형태의 장기의 형태

로 표현된다. 충돌하는 세계관을 묘사한 화면 속 초연결 기(氣)도를 

가진 새로운 장부도는 피부 거죽을 벗는 행위를 하는 인물 속에 위태

롭게 존재한다. 

131) 조학준,「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한국의사학회지』29(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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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업한 초상화의 대상이 살아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각기 

대상 고유의 새로운 장부도를 부여한다. 초연결, 다중 자아, 신체가 

공존하는 현대인의 몸에서 상상의 장부도는 순환하며 변화하는 새로

운 신체의 존재 방식의 필수요소로 작용한다. 살아있는 초연결 현대

인의 유동적 신체와 그 속에 존재하는 상상 장기인 초연결 기(氣)도

는 향후 작업에서 초연결자의 몸과 가상의 관계에서 탄력적 적응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중요 시각 지표로 사용된다.

 

2) 변화하는 트랜스휴먼

인간은 누구나 영생과 건강을 기원한다. 하지만 트랜스휴먼의 형상

은 신적인 영생 불변의 대상의 것과는 다른 형상으로 나타난다. 한국

포스트휴먼연구소가 정의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은 신체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기술과 의학을 통해 정신과 신체를 개량하는 행위이다132). 

인간의 신체 초월의 열망은 점차 기술이 가능해지며 현실화하고 있

다. 트랜스휴먼을 생각하면 보통 기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로봇과 같

이 혼합되어있는 사이보그적 신체를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주

변의 트랜스휴먼들의 존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상과학적 

기계 신체의 형상은 보기 힘들다. 

그에 비해 선천적 시각의 개선을 위해 라식을 하고, 손끝에 자석을 

심어 작은 물체들을 잡기 쉽게 개조하는 듯, 부분부분 우리의 신체는 

기술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극단적인 내, 외형 변

형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인 삶의 질 개선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신

체의 부분마다 필요에 따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현대인의 몸은 

132)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 포스트휴먼 학회『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파주:
아카넷, 2016,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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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필요성을 요소별로 증강한다. 이는 혼합되어 형성되는 신화 

같은 존재의 신체 형상과 더 닮아있다. 점진적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 몸의 시각적표현 이해를 위해 기존의 괴수와 유기

적으로 혼합된 인간의 도상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연의 형상 혼합으로 탄생하는 상상의 존재 도상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중국의 창조 신화에서 거인이 죽어서 분해된 신

체가 각지에 퍼지며 만물을 창조한다는 신화는 인간과 우주, 자연을 

하나로 생각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에 근거한다(김성수, 신규

환).133) 신화 속 존재들은 인간과 동물, 기형적인 대상과 자주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조윤재는 인간과 괴수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고대 중국의 진묘수(鎭墓獸)134)라는 입체 부장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진묘수의 최초 등장 시기는 춘추전국시기로서 그후 동한, 

삼국 및 서진 이전까지 고분 부장품으로 변용되었다.135)”사람과 짐

승의 형상이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진묘기물의 생명성과 상징성은 

초연결 세상과 융합되어있는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동일 개체에 담

을 가능성을 가진다. 작업 화면 속 인물은 기술과 초연결의 융합 형

태로 사람 혹은 괴수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조형을 갖추고 있다. 

무덤을 장식하는 부장품과 벽화의 목적은 매장자의 내세의 행복과 

생활, 승천 등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각기 필요하거나, 이상적

인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 무용총 널방 동북쪽 천장의 인면조에 대

한 설명을 통해 진화하고 혼합된 존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133)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134) ““鎭墓獸”라는 명칭은 역대 문헌기재에서 확인된 용어가 아니라 후일 고고
학계에서 고안한 기물명이다.”

조윤재, 「고대(古代) 중국(中國) 진묘수(鎭墓獸)의 변용(變容)과 무령왕릉(武寧王陵) 
진묘수(鎭墓獸) 재론(再論)」,『백제연구』 69(2019):50.

135) 조윤재, 위의 논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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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인면조는 중국 고대의 신화집 『산해경

(山海經)』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고대 신화 속에서 인면조

는 재앙을 몰고 오는 불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천장벽화 

속에 나타난 인면조는 인간의 꿈인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는 

길조(吉鳥)이자 천상세계의 신성한 존재로 그려졌다.136)

[참고도판14] <인면조(人面鳥)>, 무용총(舞踊塚) 
 인간과 괴수로 혼합된 형상들 또한, 기존 인간의 한계를 상상의 

생명과의 융합을 통하여 초월한다. 이상적인 상징체의 조합으로 진화

된 형태의 사람의 몸은 트랜스 휴면의 은유를 표현한다. 현대인 또한 

또 다른 이상과 인체의 신체 개조를 진행하고 있다. 요소별로 진화하

는 현대인의 진화 과정과 초연결을 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존재인 

신체의 관계를 시각화해본다. 

식물과 같이 개화하는 변형된 신체를 가진 유동적 존재는 <무간공

유> 속 인물의 형상으로 처음 묘사된다. 여러 요소의 복합적 편집을 

통해 탄생한 존재들은 현대의 포스트휴먼의 기술을 통해 진화되는 

몸과 공통점을 공유한다. 몸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묘사되는 괴수와 

136)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상의 문양 예술, 고구려 고분벽화』(대전:국립문화재연구
소, 202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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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위신, 용 등과 같은 과거의 요소, 현재의 요소, 외부의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내재 되어있는 가능성을 개화한다. [참고도판14]137)의 인

면조는 인간의 이동 능력을 새의 비행 형질과 결합하여 일반의 사람

의 몸으로 불가능한 이동을 상상한다. 형상은 나아가 무덤과 그 내부 

공간의 가상 세계관의 수호와 보조의 추가 역할도 한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의학과 과학을 통해 인간이 가진 몸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하여 초연결사회 속에서 기존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했던 생명

의 연장, 삶의 질 개선, 물리적 공간의 초월을 통한 새로운 인간성의 

형성을 하고 있다. 

【작품도판42】<무간공유-23>, 2019, 한지에 채색, 172⨉130cm

137)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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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있어 가장 먼저 세상을 접하는 신체 기관은 피부이다. 피부

는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면적이 넓은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온전히 생물학적 인간이기도, 온전히 신체

를 초월한 포스트휴먼도 아닌 변화 중 과도기의 첫 변화는 피부로 와 

닿는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초연결과 기술 그리고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의해 진행된다. 내외 공간의 구별이 가상세계

의 일상화를 통해 점점 흐릿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은 연하고 흐릿한 

피부의 형상으로 <무간공유-23>【작품도판42】에 나타난다. 또한 피

부에 닿는 변화의 체감은 식물이 개화하는 것과 같이 표현된다. 개화

하는 피부의 형상은 현대인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소통하는 현상을 

식물이 줄기를 뻗는 것에 대입한 것이다. 

피부가 개화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기본 신체가 기술, 연결, 가능

성을 받아들이는 트랜스휴먼적인 변화 수용의 자세를 시각화한다. 

<무간공유-23>【작품도판42】,<무간공유-24>【작품도판43】,<무간공

유-26>【작품도판44】,<무간공유-25>【작품도판45】,<무간공유-27>

【작품도판43】<무간공유-24>,

 2019, 한지에 채색, 

162⨉132cm

【작품도판44】<무간공유-26>, 

2019, 한지에 채색, 127⨉1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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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46】, <Core Tension>【작품도판47】은 해당 변화 과정을 

표현한다. 물론, 개화 형상을 통한 기존 신체의 변화는 부작용이 함

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목에서는 트랜스휴먼 적 관

점에서 기존의 신체가 외부의 진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의 행위에 집

중하여, 인체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기관인 

피부가 꽃과 같이 개방하는 형상의 표현에 집중하고자 한다. 

【작품도판45】<무간공유-25>, 2019, 한지에 채색, 192⨉66cm

 

【작품도판46】<무간공유-27>, 2019, 한지에 채색, 135⨉1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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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이 외부의 영향으로 개방되는 과정에서 생경

한 경험의 감정을【작품도판42】,【작품도판43】,【작품도판44】에서 

백록색 단색으로 표현되는 식물의 도상으로 묘사한다. 화면 속 인물

이 지닌 개화하는 피부는 면으로 표현되어 다른 표현과 이질감을 가

지도록 묘사한다. 청록색의 표피는 외피와 내피 사이에 존재하며 내

부의 장기와 피부가 확장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변화 과정의 어

색함은 색과 형상의 차이를 통해 드러낸다. 변화하는 신체의 비자연

적 상태와 변태 가능성 공존의 형태가 신체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시

각화한다. 

【작품도판47】<Core Tension> 2019, 한지에 채색, 200⨉ 1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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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개화 과정의 재해석을 통해 진화하는 신체를 은유한【작품

도판45】, 【작품도판46】의 도상은 【작품도판42】,【작품도판43】, 

【작품도판44】에 비해 정교하고 묘사적인 기록의 형식을 취한다. 객

관적인 시각화 접근은 과학과 함께 변화하는 현대인의 신체적인 특

성을 강조한다. 열리고 변화하는 신체 표현은 흑백의 구상적 묘사를 

통해 제작된다. 하지만, 실존하는 장기의 객관적인 묘사가 아닌, 상상

의 신체 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 시도이다. 이미지는 흡사 기록 

회화적인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새로운 대상의 과학적인 개척과 발

견,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를 재연한다. 근대적 백과사전 기록 행위를 

통해, 새로운 신체를 발전해 나가는 현대인의 변화와 기술 과학과의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다. 

피부가 가상의 공간 속에서 능동적으로 개화하고 퍼지는 형상 자체

의 운동성을 <Core Tension>【작품도판47】에서 시도한다. 중앙 인물

의 몸에서 피부가 뻗어나가는 형태를 통해, 체화된 변화의 성장이 몸 

내외부와 소통하는 현상을 취한다. 이전 작업에 비해 【작품도판47】

의 도상은 개화의 도상 색과 묘사방식이 실제 피부의 연장처럼 시각

화되어있다. 본체 피부와의 이질감을 제거한 피부의 표현은, 초기 개

화의 어색함에서 진화하여 적응하고 일상화된 현대인의 신체 변화를 

상징한다. 

개화하는 신체 표현 외에도 인터넷에서 파생한 습성과, 동물의 상

징적 요소가 결합 된 도상을 통해 현대인의 신체 변화를 그림에서 묘

사한다. [도판 15]『의방유취』속 도상은 신으로 보이는 인물, 환상의 

수호수들과 함께 장기를 묘사한다. 인간의 신체 속에 있는 장기가 인

간 이상의 것들과 같은 위치로 표현되는 도상에서, 같은 화면 속 공

존하는 요소들은 동등한 위치로 묘사된다. [도판 15]과 같이 상징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한 접근을 통해 현대인을 묘사한다. <흑우-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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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48】,<흑우-호구>【작품도판49】,<흑우-바람>【작품도판5

0】,<흑우-NOOB>【작품도판51】,<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작품도판52】는 의학, 과학을 통해 현재 신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특질을 가진 존재의 표현 가능성을 시각화한다. 상징의 동물, 비인간

적 존재와 결합한 현대인의 수인(獸人)화를 통해 기술과 과학으로 결

합하고 진화하는 인간과 인간이지만 온전히 인간이 아닌 상태의 지

금 신체를 묘사한다. 

[참고도판15] 『의방유취(醫方類聚)』

신체와 동물이 합쳐지는 형상의 표현에 대해 김성수와 신규환은 아

래와 같이 분석한다.

왜 중국 신화 속에서 인간은 동물과 결합하거나 기형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일까? 중국 신화 속의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은 언

제라도 변형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합

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장의 양생 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氣)이다. 생명체의 

근원인 기는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다. 기의 변형을 통해 인간은 

다양한 동물들과 접합과 변형이 가능하다. 무의(巫醫)가 다루는 영

약(靈藥)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의 단련과 약

물 복용을 통해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선(神仙)의 경지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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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와 단약(丹藥)의 역할은 신화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춘추전

국이래로 신선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다.138)

창작의 과정은 현대인의 진화하는 몸의 귀착지가 신체를 배제하는 

포스트휴먼이 아닌, 변화 자체 과정의 수인화에 집중한다. 도가의 신

선이 초월한 경지의 대상이라면 수인의 형태는 소통할 수 있고, 변형

이 가능한 변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작품도판48】 <흑우-바보>, 2020, 한지에 채색, 200⨉270cm

 

<흑우-바보>【작품도판48】,<흑우-호구>【작품도판49】,<흑우-바람>

【작품도판50】,<흑우-NOOB>【작품도판51】, <얼굴없는 게이머-브론

즈의 초상화>【작품도판52】속 인물들은 각기 비현실적인 형상을 가

진다. 이들은 인간의 신체에서 개량되고 동물과의 수인화를 통해 가

상공간에 존재하는 새로운 현대인의 형상이다. 

138)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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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48】의 비행하는 인물은 공기의 저항 없이 부유하는 있

는 날개를 통해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공간에서 비행하는 자유로움

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50】의 인물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

이 반대로 소의 뿔과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의 현대인을 묘사한다. 인물들이 존재하는 공간 그림자의 

표현 부재 또한 가상공간을 은유한다. 

【작품도판48】,【작품도판49】,【작품도판50】,【작품도판51】, 

【작품도판52】속 수인화된 인물들은 각기 인체와 물리법칙의 제한

을 복합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극복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신체관을 

묘사한다. 하지만 화면 속 인물은 완벽하거나 초월한 존재가 아니다. 

인물의 한계는 행동과 형태로 나타난다. 【작품도판49】의 인물은 호

【작품도판49】 <흑우-호구>,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작품도판50】 <흑우-바람>, 

2021, 한지에 채색, 20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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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 입속에 들어가 있지만,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있다. 【작품도판5

1】의 인물은 타인의 심장에 집중하느라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다소 

유혹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새로운 환경과 유혹 속에서 

변하는 몸과 그 취약성을 상징한다. 

【작품도판51】 <흑우-NOOB>, 2021, 한지에 채색, 200⨉274cm

 

취약성은 타인과 기술의 손을 통해 개량되는 현대인의 신체 표현에

서 나타난다. 현대인의 신체는 자기 자신이 변화할 수 없고 외부의 

영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품도판52】에서 인물보다 비율이 작

은 손이 인물의 내부를 휘젖는 형상은 신체 외부의 존재를 시각화한

다. 휘젖는 손은 작지만 보다 큰 인물의 장기를 뒤틀 정도로 영향력

이 있다. 외부기술의 영향, 환경의 시각화는 현대인 신체 개량의 과

정에서 필수적인 비자연적 개입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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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2】<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2021, 혼합매체, 145⨉112cm

초연결사회에서 부분적인 개량과 합체를 통해 적응해나가는 현대인

의 신체를 <무간공유>에서는 개화하는 형상을 통해 접근한다. <무간

공유> 시리즈에서 다소 도상적으로 표현되던 부분은 개화되는 신체

를 기점으로 작가적 상상력 표현을 시도한다. 변화태의 인물이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의 상징과 융화되는 표현의 연구는 나의 작업에서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현대인 몸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변화하는 

트랜스휴먼의 형상은 나아가 <흑우>시리즈와 이어지는 회화에서 외

부 요소와 함께 개량되는 현대인의 몸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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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징되는 탈신체관 

기술과 몸 사이 한계와 극복 시도의 담론은 광범위하다. 대표적으

로 공상 소설에 등장하는 신체를 바꾸며 영생하는 대상의 표현이 있

다. 신체와 자아의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고 다양한 사물, 새로운 

신체로 넘어갈 수 있는 상상력은 공상 소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

다. 공상 소설에서 그치지 않고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 1894-19

64)는 “1950년대 초에 이미 모라벡의 시나리오와 똑같은 가정을 바

탕으로 전신을 통해서 인간을 전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

다.139)” 라는 주장을 통해 뇌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죽음 그 자체를 피하고자 자아를 신체와 

분리하는 극단적인 사례의 현대 시도는 세르지오 카나베로(Sergio Ca

navero,1964-) 의 머리 교체 수술(Head Transplant)이다. 그는 머리 전

체를 교체하는 동물 실험을 성공한 후 인간에게 확장하고자 시도했

다. 신체를 지병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자원자는 건강한 신체와 

자신 신체를 바꾸고자 자원했다. 하지만 많은 윤리적, 현실적 의문과 

함께 2019년도 자원자가 수술을 포기 함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아직 시행 불가능한 것보다 덜 극단적인, 보편화되어있는 탈신체적

인 접근을 하는 현대인을 관찰하고자 한다. 개인 미디어 기기의 발전

과 보급을 통해 가상현실로 접속하여 신체를 잊어버리는 행위의 사

례는 머리 전체를 바꾸는 행위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시뮬라크르는'복제된 가상의 이미지들에 의해서 현실이 대체되는 

139) Norbert Wiener,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Cybernetics and Society』
(Garden City, N.Y.:Doubleday, 1954, 2ND ed). 상기 책의 내용을 저자가 간접인용
하였다.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허진 역, (파주:열린책들, 
2013, 1쇄), 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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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

면서 현실의 범위는 '리얼'에서 '가상 세계로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

가고 있다. 가상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HMD를 착용하는 순간, 우리

는 고공 절벽에서번지점프를 하거나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으며 현실과가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처럼 정교

해진 가상현실의 진화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인류의 마

지막 플랫폼'이 될지도 모른다.140)

인문브릿지연구소는 그들의 저서에서 가상공간이 현재 물리적 공간

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한다141). 메타버스의 유행과 가

상현실, 증강 현실로 점자 대두되는 가상공간의 삶에서 유독 많이 보

이는 말은 물리적 제약의 극복이다. 본 신체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염원이

다. 점차 가상으로 접속하는 것이 익숙하고, 가능해지는 현대인은 신

체에서 벗어나게되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점차 가능해지는 탈신체관의 은유를, 다리를 배제한 부유하는 인물

의 분석으로 접근해본다. 인체의 다리는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사람의 

위치, 물리적인 이동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몸의 무게와 지면과의 접

촉이 가장 크며 항시적이다. 몸의 존재함과 물리적 공간 사이에서 닻

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리는 현실과 연결이 가장 강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속에서도 다리가 지면과 연결된 행위는 사

람이 현실에 물리적으로 소속 되는 것과 자주 연결된다. 나아가 영

혼, 가상공간과 같은 탈신체적인 예시를 보면 인물의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어디론가 부유하는 형상은 현실과 다른 환경으로 전환되는 

예시로 활용된다. 

140) 인문브릿지연구소, 조미라, 김진택, 최정윤, 유은순,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
까?』(서울:갈라파고스, 2020, 1쇄), 281.

141) 인문브릿지연구소,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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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신체의 제약을 벗어나 온라인 세계 속에 집중하는 현대

인의 모습을 <무간공유>시리즈에서 다리의 배제를 통한 부유하는 형

상을 통해 표현한다. 유일하게 시리즈 중 다리가 묘사된 그림은 초기

작 <무간공유-02>【작품도판2】뿐이다. 화면 안의 인물이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작품도판2】에서 조차 다

리와 물리적 공간이 주는 중력의 위치 확인은 인물에게 불필요하다. 

나는 【작품도판2】를 기준으로 중력이 이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새로운 신체관에서 다리는 불필요한 신체의 요소로 판단하고, 

【작품도판4】부터는 다리를 배제하는 부유하는 형상의 몸을 표현한

다. 

【작품도판53】【작품도판2】부분

<무간공유-05>【작품도판3】에서는 연결혈자리가 아래에서 위로 신

체를 지탱하는 듯한 배치 방식을 하고 있다. 위 같은 배치는【작품도

판2】에서 사라진 다리의 기능을 대신하는 온라인의 영향력을 형상

화하나 아직 탈신체의 형상은 어딘가 경직된 표현으로 존재한다. 201

8년 작업 당시 형성된 나의 초연결사회 속 신체관은 다리로 상징되

는 물질성에서 벗어났지만 익숙하지 않은 어설픔으로 배치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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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공유-11>【작품도판11】의 좌측 인물은 부유하지만, 운동성이 없는 

형태이다. 오른쪽의 대형 인물 역시 장기가 흘러나가 공간으로 뻗어

가는 형상은 동적이지만 그에 비해 인물 자체는 정적인 형태를 취한

다. 무중력의 영향과 탈신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무간공유-17>

【작품도판15】 속 인물은 다리를 포함, 얼굴을 제외한 신체 전체를 

배제하며 부유하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초기 <무간공유>의 작업은 앞

서 언급했듯이 다소 경직된 표현으로 탈신체를 추구하지만 아직은 

어색한 현실을 반영한다. 작업당시 가상의 공간에서의 연결의 가능성

에 확신은 있었지만, 경험과 사례가 부족하여 조심스럽게 회화한 단

계이다. 

 

【작품도판54】【작품도판11】,【작품도판15】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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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는 <무간공유-25>【작품도판45】, <무간공유-

27>【작품도판46】의 부유와 운동감의 결합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운 

현대인의 탈신체관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작품도판2】 이후 

2년이 가까운 시점에 제작된 <Core tension>【작품도판47】은 운동성

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묘사된 인물은 이전에 비해 중력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제목 또한 

고유 제목을 가지며 <무간공유>와 같이 동일한 시리즈 이름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이는 <무간공유>로 통틀어 묘사하던 경험에서 점차 개

인화되어가는 작업 과정을 반영한다. 

 

【작품도판55】【작품도판45】,【작품도판47】부분

탈신체를 통해 공간에서 부유하는 존재의 표현과 형상의 긴장감 완

화를 앞서 다루었다. 탈신체한 자아가 부유하는 공간 또한 탈신체적

인 표현을 시각화한다. 물리적인 신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온라인 가상에서는 다양한 공간의 형태와 교류하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우리는 신체와 신체에 따르는 감각기관을 통해 

공간을 감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체가 가

늠할 수 없는 공간에 소개되는 현대인의 감각기관은 변칙적인 공간

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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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신체의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공간 다양성의 시각화를 <무간공유-

15>【작품도판39】,<무간공유-16>【작품도판56】,<무간공유-19>【작

품도판57】,<무간공유-20>【작품도판58】,<무간공유-21>【작품도판6

0】을 통해 표현한다. 현대인에게 공간은 더 이상 물리적이지 않고, 

그 공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신체는 필수가 아닌, 보조적인 요소로 존

재한다. 신체의 제약을 극복한 감각의 디지털적 확장과 인식을 통해 

접하는 새로운 공간의 체험은 극적이다. 

【작품도판56】<무간공유-16>, 2018, 한지에 채색, 170⨉140cm

가상공간, 특히나 시각적 게임의 공간에서는 공간의 구성과 사용자

의 이동과 시점 선택의 자유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가상

의 몸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환영을 일으킬 수 있다. [참고도판16]에서 

사용자는 몸이 비어있는 캐릭터를 통해 세상의 여러 사용자들이 업

로드(등록)한 가상환경인 ‘월드’에 들어가 탐험할 수 있다.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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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월드에 따라 가상의 공간은 실제 공간과 몸의 비율을 따르지 않고 

변주 적이다. 시점이 계속 변화하거나, 원근법이 다중으로 적용된 월

드는 VR CHAT 게임 속 확장 가상세계 안에서는 일반적인 공간이다. 

[참고도판17] 은 튜토리얼(초심자 안내소) 공간에 있는 거울에 비친, 

안에 존재하는 무한대의 가상세계 이미지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존재

하는 평면(거울) 속에 다시 존재하는 가상의 무한대의 공간의 존재는, 

실제 신체를 벗어난 사용자로 하여금 유동적이고 중층적인 공간의 

인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 또한 자신이 선택한 몸에 따라 크기

【작품도판57】<무간공유-19>, 

2018, 한지에 채색, 143⨉133cm

【작품도판58】<무간공유-20>, 

2018, 한지에 채색, 170⨉133cm

[참고도판16] VR CHAT 화면 [참고도판17] VR CHAT 속 거울에 

비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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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모양, 움직이는 형식이 변화한다. 실제 몸을 벗어난 새로운 신

체와 공간 체험의 증대는 다양한 공간과 부여된 시점을 향유하는 현

대인의 새로운 공간감을 형성한다. 

【작품도판39】,【작품도판56】에서는 가상의 월드 맵을 상징하는 

그리드를 통해 탈신체 상황에서 시각적인 공간정보를 통해 공간을 

가늠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공간감을 묘사한다. [참고도판18] 

그리드는 원근법을 적용한 시각적 표기로 가상공간에서 공간을 묘사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장치이다. 가상공간 속에는 3D로 실제 공간이 

원근법이 적용되는 공간에 있지만, 시각적 요소 차용을 통해 환영을 

일으키는 경우가 같이 존재한다. 보이는 것과 실제 하는 공간이 상이

한, 탈신체의 상태의 공간의 복합성을 상징한다. 신체가 없이 부유하

는 환경에서 접하는 복합적인 공간의 여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혼돈

과 멀미를 일으키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작품도판57】, 【작품도판58】에서는 공간의 변주가 주는 혼돈

의 감정을, 변주의 공간감을 검은 면으로 상징한 도형의 배치를 통해 

표현한다. 부유하는 원근법의 벽과 상충하는 공간표현을 통해 어그러

지는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탈신체적 존재를 【작품도판60】에서 묘

사한다. 작업 속 공간은 어떠한 원근법을 적용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참고도판18] 시각적 그리드

【작품도판59】【작품도판39】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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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간은 이내 왼쪽 아래 남색 벽의 존재로 인해 어그러진다. 

중첩된 공간의 표현과 모순되는 공간정보는 탈신체한 대상이 존재하

는 환경을 상징한다. 

【작품도판60】<무간공유-21>,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무간공유-02>의 다리표현 이후 점차 다리가 삭제되는 과정은 점차 

중력과 신체가 가지는 속박을 해제하는 현대인의 몸을 상징한다. 다

리와 결별한 현대인의 몸은 일정 기간 부유하는 존재로 회화 속에서 

존재한다. 이내 <무간공유-19>와 같은 가상공간의 제안을 통해 현대

인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초연결 사람만이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감을 화면에서 주장한다. 가상공간은 중층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충돌하고 모순하는 공간으로 시각화된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공간감

을 형성하는 현대인에게 신체와 지리적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

다. 현대인의 탈신체관 표현을 통해 다층적인 새로운 공간감을 가진 

생물학적 신체 초월 현상을 은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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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초연결 현대인의 변화 부적응 표현

앞서 초연결사회에서 현대인의 몸이 변화하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

을 다루었다. 이전 장이 몸의 변화와 위치에 집중했다면, 이장에서는 

급격하게 사회와 함께 변화한 현대인 몸이 겪는 부적응에 집중하여 

서술한다. 현대인의 부적응 현상은 다양하다. 소통방식의 변화, 자아

의 분화, 신체의 도태는 현대인의 몸이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새로

운 혼란의 상태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초연결 속 소외의 형태 표현 

초연결사회에 접어들며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개개인의 신체 변화와 

온라인생활을 통해 동일 대상이 변하는 몸의 중층적 의미부여를 알

아보았다. 나는 가상환경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묘사

를 통해 현대인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여기까

지는 온라인의 삶은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상호 평등적인 존재의 방

식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을 통해 발달 된 새로운 삶의 패턴 속 

밝은 부분에는 필연 그림자가 존재한다.

 현대인의 몸이 가상세계 속 삶을 이어나가며 축적된 우려되는 초

연결사회의 면모들을 작업으로 시각화한다. 하지만, 디스토피아적 미

래관 주제의 단일 창작이 아닌, 음양 조화의 순환으로 초연결사회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유동적인 온라인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긍정

적인 면모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부정적인 면모가 강점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유기적 순환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현재 한계를 인지

함을 통해 생기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회복을 하기 위한 준비적 자

세의 시선으로 작업 속에서 초연결사회의 음과 양의 형태는 몸속에

서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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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양의 대립하며 공존하는 순환적 유동성의 표현을 위해 앞서 

예시했던 동일작업을 위주로 제2항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사회형태의 

우려되는 모습이 병렬 표현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항에서

는 독립 인물화를 통한 초연결사회 속 가속화되고 피할 수 없는 인간

관계의 기괴함 표현을 알아본다. 현대인이 느끼는 단절에 대한 불안

감을 비운의 요소로 상정하고 표현한 제2항은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발현하는 사람의 의존적 한계를 묘사한다. 마지막 제3항에서는 더 이

상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라인에 집중하는 사용자와 상대적 소

통의 부재를 교차하지 않는 시선의 설정을 통해 표현한다. 

1) 기괴한 관계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타인, 사물, 나아가 사회 구조와 소통이 

쉬운 시대이다. 특히 2019년 COVID 팬더믹 이후로 비대면 소통의 가

능성과 빈도, 보급은 폭발한다.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온라인을 통

해 어느 수준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같은 문화를 누

리는 삶은 당연한 사회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에서 만

나고 매일 무엇을 하는지 소셜 네트워크의 타임라인과 플랫폼의 업

데이트를 통해 볼 수 있는 화면 너머의 ‘친구’들은 일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실제 친구보다 자주 뇌리에 남으며 유대감이 생성되기

도 한다. 

하지만 비대면 인간관계는 기존의 대면에서 생성하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동일한 가치와 방식을 가지기에는 근본적인 형성의 방식이 

상이하다. 셰리 터클은 그저 연결이 빈번하지만, 친밀감을 상실하였

을 때 인간관계의 질은 단순한 연결의 그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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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며 사이버 친교가 서서히 사이버 

고독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2) 우리는 온라인에 연결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친구’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것 또한 상대방이 설정한 SNS상 가상의 존재와의 연결 그

것일 수도 있다. 

2013년 정보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당시 SNS의 자

아에 관하여 자신과 온라인상의 자아는 일치한다고 하는 면이 존재

했다. 동시에 반대로 인상적인 현대인의 온라인 자아 모습은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하는 태도에 있다. 온라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를 같게 

보면서도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행위나 타인이 자신을 

본다는 자각 하에 온라인 활동을 계속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조성

은,한은영,장근영,김선희).143) 셰리 터클이 인터넷 초기부터 언급했듯

이 가상의 인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발현144)은 착각일 수도 

있다.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기괴하다. 사용자는 피상적 온라인 친구들과 

매일 교류하며 가상 속 인격을 생성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자신의 

온라인 자아를 큐레이팅한다. 진정성이 빠진 채 강박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독립 인물의 모습에 대한 

분석으로 만인과 함께하면서도 고독함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을 시각

화한다. 

현대인에게 사생활의 노출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장을 보여

주는 도상은, SNS상에서 타인과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사생

활을 올리는 행위를 상징한다. SNS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소셜)인 

142) 셰리 터클, 『외로워지는 사람들』(서울:청림출판, 2012, 1쇄)
143) 조성은, 한은영, 장근영, 김선희, 「초연결사회에서 디지털 자아의 정체성 연

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미래창조과학부제출)』13-51(2013):9-10.
144) 셰리 테클, 『스크린 위의 삶』,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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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위해 진화된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손쉽고 다양하

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 매일 파편적으로 올라오는 타인의 일상을 

보고 나의 일상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중요한 

기본 활동이 필요하다. 계정을 가진 사람은 온라인에서 일정 존재감

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을 올려야 하는 기본 충족 

조건을 가진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일상을 관찰하는 사람

을 지칭하는 온라인 용어‘러커(Lurker)’는 잠복자의 의미로, 참여하

지 않는 자세와 훔쳐보는 행동에 대한 책망적인 성격의 단어이다. 온

라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잠복자(러커)가 되지 않으려면 사용자

는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며 존재해야만 한다. 일회성 노출이 아닌, 

일상적인 노출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생존하는 도상으로 <무간공유> 시리즈의 <무간공유-22>【작품도판4

1】,<무간공유-16>【작품도판56】,<무간공유-18>【작품도판61】,<무간

공유-12>【작품도판62】에서 묘사한다. 

【작품도판61】<무간공유-18>,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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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노출의 일상은 자의적인 사생활 노출의 태도와 노출된 사생

활과의 공존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화면의 인물은 자의적으

로 자기 신체를 보여 주는 행위가 익숙해져 버린 몸이다. 사생활 노

출의 모습을 외면하는【작품도판41】,【작품도판61】의 표현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4

1】,【작품도판61】의 도상은 몸통과 연결된 커튼이나 어떤 장막을 

들어 올리고 있다. 그 안에는 장기가 묘사되어 있다. 대상은 자기 손

으로 장막을 들어 올려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현대인의 존재 패턴을 함의한다. 또한 

두 인물은 정면이 아닌, 측면을 응시하고, 장기가 정면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신이 노출 시키는 장기로 표현된 사생

활이 자신을 대표하는 현상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행동을 

상징한다. 

 매일 자신의 사생활을 올리는 행동은 불특정 관찰자에게 자신을 

노출 시키는 행위다. SNS의 사용자들은 교류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잠복자의 존재를 망각하기 쉽다. 그들은 실사용자와 교류하지 않은 

채 공개된 사용자의 일상을 보고 때로는 악용하기도 한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이 노출한 사생활이 타인에게 관찰되는 형상을 

【작품도판56】,【작품도판62】을 통해 묘사한다. 【작품도판62】속 

인물의 장기는 어두운 공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신체 내부에서 

시작하는 노란 빛줄기는 인물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이 외부로 노

출된다. 이는 자신이 공유한 일상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받

아들여지거나, 악용되는 정보의 가능성과 현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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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2】<무간공유-12>, 2018, 한지에 채색, 180⨉140cm

【작품도판63】【작품도판56】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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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56】속 오른쪽 인물과 연결된 왼쪽의 파란색 인물의 얼

굴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른쪽 인물을 벌거벗은 채로 자기 내장의 

형상과 연결혈자리가 드러나 있다. 왼쪽 인물의 시선에 집중된 연결

혈자리를 통해 이 정체불명의 잠복자가 오른쪽 인물의 사생활을 관

찰하는 형상을 묘사한다. 자신이 공개했지만 의도하지 않은대로 사용

되는 온라인 정보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알면서도 망각하고 존재하는 

현대인의 묘사를 통해 사생활의 위태로운 경계를 묘사한다. 

다양한 타자와 존재하는 가상공간 속에서 현대인은 군중 속 고독을 

느낀다. 온라인 군중과 공존하는 고독한 인물을 통해 인간관계가 신

체를 제외하고 취할 수 있는 친밀도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시각화한

다. 

【작품도판64】 <빛나는 용기>, 2019, 한지에 채색, 200⨉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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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간관계는 비물질 공간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고독감을 

내재한다. 셰리 터클과 피터 노왁(Peter Nowak, 생년미상)은 증대된 

가상 연결 속에서 넘치는 교우관계의 형성과 지금의 과잉 연결 속에

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외의 현상을 우려한다.145)146) 대화보다 텍

스트를 선호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가상의 교류 활동 때문에 실

제 현실에서의 교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가지 아이디

어로 뭉치고 교류하기에는 온라인은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강점이 있다. 그에 반에, 양날 검과 같이 대화의 소재 이상으로의 인

간관계의 깊이를 성립하기엔, 군중의 성격 속에서 개인 간의 연결을 

생성하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군중심리와 소속감을 활용하는 온라인 방송의 경우 역으로 

소통이 제한적일 수 있다. 1대 다수의 공연자와 관객의 소통 시스템

을 통해 관객끼리의 소통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역설적 군중 속 고독

의 형식은 온라인 문화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방송하는 대상 외 다른 

사용자와 방송 채팅에서 소통하는 친목 행위를 비하하는‘친목질’

을 금지하는 예도 다수이다. 방송하는 대상 외 관람자가 서로 친목을 

하게 되면 분쟁이나, 인간적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

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친목질 금지는 사용자가 같은 온라인 공간

에서 채팅하고 참여하지만, 서로에게는 무명인 고독감으로 존재한다. 

많은 사용자 사이에서 소통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구조적 문화의 

정립을 통해 다가오는 군중 속 고독의 형상을 <빛나는 용기>【작품

도판64】, <Hot and Cold>【작품도판65】, <Shit Decision>【작품도판6

6】을 통해 시각화한다. 

145) 셰리 터클, 위의 책.  

146) 피터 노왁, 『휴먼 3.0:미래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의 탄생, (서울:메가스터
디, 2015,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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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5】 <Hot and Cold>, 2019, 한지에 채색, 200⨉ 140cm

무명 아이디의 존재로 온라인에서 부유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형상

을 <빛나는 용기>【작품도판64】를 통해 묘사한다. 이들은 반투명한 

상태로 부유하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형상

을 하고 있다. 왼쪽 앞 초록색 인물은 연결혈자리와 신체의 골격이 

몸에서 비추어 표현된다.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며 온라인 속에서 

생존하는 현대인은 자신을 노출 시키지만 결국 연대에 실패한다. 마

찬가지로 중앙 녹아내리는 반투명 형상의 몸은 그저 휴대폰을 담고 

있는 용기로 존재하며 정상적인 연결에 실패한다. 결국 온라인에서 

소통하지만, 구조적으로 교감에 한계가 있는 군중 속 고독의 형상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군중이지만 결국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은 <Hot and Cold>【작품도판65】에서도 나타난다. 인터넷 방송의 채

팅방의 경험으로 제작된 이 그림은 일방적 소통을 묘사한다. 인터넷 

방송인이 하는 ‘소통’은 자신과 방송을 보는 관람자 1대1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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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끔 유도하며, 방송의 시청자끼리 소통은 금지한다. 알 수 없는 

무명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결국 주어진 방식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는 제한적인 교감의 형태이다. 다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지만, 목적과 대상이 사라지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진

보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깊이 부족은 새로운 교감 방식과 함께 존재

하는 한계적인 형상이다. 

【작품도판66】의 두 인물은 같은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

이나 그 둘의 형상은 장막 가리개를 통해 가려져 있다. 둘이 대화를 

하는지, 교류하는지는 장막 때문에 알 수 없다. 언뜻 가까워 보이지

만 얼굴을 가리는 장막으로 오가는 감정의 교류가 한정적인 형상은 

소통의 구조적 한계를 상징한다. 제목의 ‘잘못된 선택’은 그들이 

교감을 하려고 했던 시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가리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 제한된 정보, 온전한 교감이 불가능한 대상은 이내 

단절과 절망의 감정을 느낀다. 오른쪽 하단‘;’의 표현은 같은 대화 

속에서 발생하는 연관된 다양한 시도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내 절망

과 필연적 교감의 한계는 인물들 뒤 해골의 형상으로 묘사된다. 

초연결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현대인의 몸은 비정상적 연결을 경험

한다. 현대인이 가지는 새로운 관계의 기괴함을 사생활의 노출, 은밀

한 관찰자, 불균형적 소통의 현상으로 분석한다. 기괴한 관계는 온라

인 자체의 시스템적인 한계이거나, 인간의 한계가 온라인을 계기로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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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6】 <Shit Decision>, 2020, 한지에 채색, 200⨉ 140cm

2) 비운적 요소

24시간 수많은 누군가가 접속해 있는 인터넷은 쉬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최재붕은“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는 스마트

폰 없이는 더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한다.147) 연결의 굴

레 속에 속하고 이바지하는 사회적 연결의 방식은 매력적이며 중독

적이다. 더욱이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하는 현대인들은 기존의 인류와

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존재한다.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스마트폰과 

그것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포노사피엔스들은 연결되지 못함에 

147) 최재붕, 『포노사피엔스』(파주:쌤앤파커스, 2019, 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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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의 새로운 종을 지칭하

는 단어에서 폰(phone)이라는 것이 배제되면 마치 죽음, 혹은 사회적

인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에는 

내재 되어있다. 

 온라인 연결은 인간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준다. 피터 노왁, 은 가상의 소통이 놓치고 있는 요소에 대해 

셰리 터클을 인터뷰하는데, 셰리 터클은 인터뷰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를 언급하며 온라인 속에서 도리어 대화가 줄

어드는 현상의 이유 중 하나로 “(중략)우리는 ‘대화’ 대신 ‘연

결’에 유혹되었다.148)”라고 분석한다.149)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

구인 친밀감, 유대감 형성보다 연결에 더 집착하는 현대인은 결국 연

결이 부재한다면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

상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엔 연결하는 행위에 집착하고 불가능을 감지했을 때 불안

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 선례들이 자주 보인다. 2020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를 따르면 71.2%의 성

인 과의존 위험군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

다고 했다. 동일 집단에서 현저성 요인으로 2위는 “스마트폰을 이용

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로 51.1%의 사용자가 대답했다.150) 

현대인의 연결 부재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은 작업 속 비운의 요소를 

인물 형태로 의인화하여 표현한다.

회화 속에서 당사주 도상 속 비운의 상징인 도깨비의 재해석을 통

해 비운을 의인화한다. 비운의 인물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단절에 

148) 피터 노왁, 위의 책, 190, 인터뷰 재인용.
149) 피터 노왁, 위의 책.

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
사」,(https://www.msit.go.kr/ ,2021, NIA Ⅷ-RSE-A-20017)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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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불안함과 죽음의 암시(메멘토 모리)가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 온

라인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다.

[참고도판19] 당사주 도판

인터넷과 공존하는 삶은 항상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연결이 어긋나는 순간 누구나 접속의 단절에서 오

는 불안감을 느낀다. 초연결사회에서 연결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과 달리 언젠가 자신은 

로그아웃해야 하는 현실은 비운 적인 요소로 대비되어 존재한다. 인

터넷의 가능성과 매력, 사람으로의 한계의 상관관계를 비운과 죽음을 

상징하는 동서양 도상의 적용을 통해 <무간공유>의 <무간공유-08>

【작품도판7】,<흑우-서리>【작품도판67】,<흑우-용암>【작품도판6

8】,<흑우-심해>【작품도판69】,<투명막>【작품도판71】,<Firewall>

【작품도판72】 에서 묘사한다. 

악재나 죽음은 [참고도판 19] 당사주 속에서 의인화 되어 묘사된다. 

당사주는 민간에서 생년월일을 통해 대상의 미래를 점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이들의 사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비운은 운명에 

따라 피할 수 없지만 어떠한 형상으로 올지 모르는 존재이다. 당사주

의 도상은 이러한 비운의 요소를 통틀어 도깨비화 하여 화면 속 인물

의 시선 밖에 배치한다. 인물 시선 밖에 표현되는 도상은 정작 자신

은 비운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대상으로 표

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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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9】 <흑우-심해>, 2020, 한지에 채색, 200⨉270cm

 

【작품도판67】 

<흑우-서리>,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작품도판68】 

<흑우-용암>,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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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67】, 【작품도판68】, 【작품도판69】의 인물은 비현실

적인 게임 속 환상의 공간에서 매료되어 집착하고 동화되어가는 초

연결자의 형상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한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자아의 실현을 하는 인물들은 마냥 이상적인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사용자의 한계와 가상의 세계와의 괴리감을 상징하는 비운의 요소로 

도깨비가 인물 가까이 숨어있다. 【작품도판67】화면 우측에 소와 인

물 뒤에, 【작품도판68】화면 인물 뒤 좌측에, 【작품도판69】화면 

바다 속에 의인화된 비운은 존재한다. 비운의 의인화된 대상은 가상

의 공간에 매료되어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가상으로 

존재하는 세상과 한계적인 인간의 차이 속에서 언젠가는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로그아웃과 단절의 현실을 환기한다. 

[참고도판20]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the Younger), 

<대사들(The Ambassadors)>, 1533, 캔버스에 유채, 2.07⨉2.1m

당사주의 도상이 이상과 대비 되는 현실 환기의 장치로써 도깨비를 

사용했다면, 서양에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도상이 존재한

다. 자신이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 사람임을 환기하는 라틴어는 인간

의 유한성을 환기하는 시각적 장치로 서양 회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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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20]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the Younger,1497-1543)의 

<대사들(The Ambassadors)(1533)>은 메멘토 모리의 적용이다. 대사들

은 지식과 부를 상징하는 기물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

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 왜곡된 해골의 형상이 존재한다. 이 해골은 

옆에서 봤을 때 온전한 해골의 형태로 보인다. 결국 물질과 사회적 

지위, 지식은 결국 죽음으로 덧없이 이어진다는 환기적 장치이다. 

<무간공유-08>【작품도판7】,<투명막>【작품도판71】,<Firewall>【작

품도판72】또한 가상의 연결과 가능성과 대비하여 항상 존재하는 죽

음과 로그아웃에 대한 필연적 과정의 환기를 메멘토 모리에서 차용

한, 해골의 반복적 등장을 통해 강조한다. 메멘토 모리로써 해골은 

당사주의 비운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존재하는 대상과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대상의 시각 외부의 공간에서 존재한다. 

【작품도판70】【작품도판7】부분

시각 외부에 존재하는 비운의 메멘토 모리 도상의 중요성은 <무간

공유-08>【작품도판7】에서 처음 사용된다. 화면 속 인물들의 시각에

는 죽음의 상징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은 빨간 사각형에 연결되어 

해골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 화면의 빨간 사각형은 핸드폰, 화면, 링

크 등의 중층적 의미가 있다. 연결되는 행동에 정신이 팔려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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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피할 수 없는 로그아웃을 간과하는 현대인을 표현한다. 

연결 속에서 죽음을 간과하고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형상은 

【작품도판71】,【작품도판72】에서 해골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연결

에 집중하며 한계를 부정하는 현대인의 형상 속에서 역설적으로 해

골의 형상은 등장한다.【작품도판71】에서 두 인물은 서로에게 집중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인물보다 크게 해골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

본다. 내려다 보는 해골의 형상은 복잡한 연결의 관계에 매진하여 인

간의 한계를 간과한 현대인을 묘사한다. 【작품도판72】에서는 해골

이 반으로 분리되어 화면의 중앙에 존재한다. 두 인물은 마주 보지 

않은채 어떠한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 연결에 현혹되어 인간의 한계

를 부정하는 자세와,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한계의 무게는 나의 작

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표현으로 나타난다. 

【작품도판71】 <투명막>, 2019, 

한지에 채색, 200⨉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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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72】 <Firewall>, 2020, 한지에 채색, 각, 200⨉ 140cm
 

‘흑우’는 온라인에서 미련하게 돈을 쓰는 사람을 지칭하는 밈(M

EME)적 단어이다. 바둑에서 자충수를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칭하

는 ‘호구’의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온라인게임에 시간을 허비하거

나, 도박적인 게임 요소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흑우는 

나아가 검은 소의 도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며, 만일 게이머가 게

임에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 무엇인가를 실패했을 때 [참고도판21]과 

같은 검은 소의 도상을 통해 그 사람/자신의 어리석음을 풍자한다. 

<흑우> 시리즈에서 인물과 플레이어의 은유적 표현인 ‘흑우’로 

나타나는 중독과 실패의 도상 등장을 통해 강박적으로 온라인 경쟁

에 집착하는 정신적 중독의 비운을 표현한다. 



- 154 -

[참고도판21] 오늘도 검소한 나 온라인 밈, (작자 

미상)

인간의 경쟁심리를 소비의 행위로 연결한 게임 속 과금 환경은 시

스템적으로 성공하기 드물거나 불가능한 구조로 존재한다. 구조적으

로 성공할 수 없고, 재화와 시간을 낭비하는 ‘흑우’행동을 하며 실

패한, 구조적으로 악용당하는 사용자를 <흑우> 시리즈에서 표현한다.

<흑우-바보>【작품도판48】,<흑우-호구>【작품도판49】,<흑우-바람>

【작품도판50】,<흑우-NOOB>【작품도판51】,<흑우-서리>【작품도판6

7】,<흑우-용암>【작품도판68】,<흑우-심해>【작품도판69】,<흑우-레

전드>【작품도판73】,<흑우-제발>【작품도판74】,<흑우-A+>【작품도

판75】,<흑우-하얀재>【작품도판76】,<흑우-버들슬픔>【작품도판77】, 

<흑우-짐덩이>【작품도판78】에서 흑우의 도상은 실제 검은 소의 묘

사와 수인화 된 반인반수의 형태로 묘사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행

동을 밈화하며 공감하는 문화적 공감대 표현의 방식이다. <흑우> 시

리즈의 인물은 특정 대상이 아닌,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용자를 상징

한다. 

이전의 비운의 도상과 다른 점은, 게임에 시간과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비운의 존재를 인지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적 실패의 존재를 알면서도 또다시 시도하는 행위를 자기 비

하적 밈의 존재와 다시 한다는 반복적 문구의 등장을 통해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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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속 인물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존재하는 비운의 도상과 달리, 

흑우의 도상은 인물과 같이 존재하거나 나아가 수인의 형태로 섞이

는 적극적인 비운의 존재로 묘사된다. 

【작품도판48】,【작품도판67】,【작품도판68】,【작품도판69】,

【작품도판73】,【작품도판74】에서 인물은 비운 상징의 흑우와 같이 

존재하며 자신의 분신적인 표현을 통해 온라인게임과 경쟁에 집착하

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흑우는 실제 소의 구상적인 표현으로 등장하

지만, 눈은 온라인의 언어 표현방식인 기호와 아이템의 등급, 레벨 

등을 상징하는 동공을 각기 가지고 있다. 또한 특수한 뿔과 같은, 물

리적 한계를 벗어난 형상을 통해 개방된 판타지적 요소의 시각적 매

력을 표출한다. 욕망과 허상의 상징인 흑우의 형상은 화면 속 현대인

과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형상으로 존재한다. 

【작품도판73】<흑우-레전드>,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작품도판74】<흑우-제발>,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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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과 중독으로 점차 비운과 동화되거나, 빨려 들어가는 형상을 

흑우와 인간이 결합하는 도상을 통해 【작품도판49】,【작품도판5

0】,【작품도판51】,【작품도판75】,【작품도판76】,【작품도판77】, 

【작품도판78】에서 다룬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상의 경쟁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실패하는 실

패의 공전을 신체와 검은 소가 합쳐진 새로운 조합을 통해 존재한다. 

이러한 대상은 게임이라는 매력적인 공간 안에서 아름답거나, 이상적

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비운의 

상징인 검은 소와 결합하여 필연적인 불운을 시각화한다. 

연결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대상에겐 여러 이유로 존재하는 비운의 

불안감이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 비운의 불안감은 정확히 짚어 무엇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되려 초연결사회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비

【작품도판75】 

<흑우-A+>,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작품도판76】

<흑우-하얀재>,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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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적 요소를 나는 확장적 생명으로 바라본다. 비운이 단절에 대한 불

안감의 형상을 할 때, 당사주 도판 속 불운의 상징을 토대로 새로운 

현대인 비운의 형상을 제작한다. 현대인이 간과하는 비운 상징은 직

설적 죽음의 상징물, 메멘토 모리의 형상으로 화면 속에서 등장한다. 

온라인게임 문화에서 밈으로 사용되는 ‘흑우’의 도상은 시스템적

으로 극복 못 하는 현대인의 경쟁 욕구와 우발적 미련함을 상징한다. 

화면 속 인물과 같이 등장하던 검은 소의 도상은 작업의 진행과 함께 

화면 속 인물과 동화된다. 비운의 생명체와 점차 융화되는 모습은 결

국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온라인 환경에 점차 지배되는 비운적 현대

인의 면모를 상징한다.

【작품도판77】

<흑우-버들슬픔>, 2020, 한지에 채색, 

200⨉140cm

【작품도판78】 

<흑우-짐덩이> 2021, 한지에 채색, 

200⨉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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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질된 소통

현대인의 소통은 확장된 만큼 변질한 면도 존재한다. 동일 공간에

서 휴대폰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대면 대화보다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비중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인터넷 생성기부터 꾸준히 인터넷의 인간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셰리 터클의 최근 저서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게서는 이러한 현상을 휴대폰과 동거하는 새로운 가족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침묵의 시간 부재와 무력하게 전자기기에 휘둘리는 

현상으로 풀이한다.151) 침묵의 여백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속내

의 대화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무간공유> 에서부터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서로에 집중하지 못

하고 온라인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변질 현상을 회

화화한다. 주변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인물표

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자세조차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눈을 마주치고, 상대를 인지하는 것은 실제 소통의 기본적인 단계

이다. 하지만 셰리 터클의 관찰과 같이, 실제 동일 공간 속에서도 상

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가상의 공간 속 대상과 화면을 통해 연결되

는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우려되고 있다. 현실의 소통을 외면

한 채 형성되는 가상의 연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깊이와 진정성

의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실의 소통을 외면하고, 허상적 인간관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의 비

중은 점차 증가한다. 

151) 셰리 터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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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79】【작품도판41】,【작품도판60】,【작품도판61】부분

가상의 연결을 현실의 소통보다 더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관계의 새

로운 우선순위를 <무간공유> 속<무간공유-22>【작품도판41】,<무간공

유-21>【작품도판60】,<무간공유-18>【작품도판61】,<투명막>【작품

도판71】에서 묘사한다. 물리적인 공간에서조차 상대를 응시하는 것

이 아닌, 비물질적 공간에서의 연결을 바라보는 도상을 통해 실제 소

통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과 소통 부재의 현상을 표현한다.

【작품도판41】,【작품도판60】,【작품도판61】에서 신체 밖, 온라

인을 상징하는 네모에 집중하는 인물의 표현은 전면적으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만 마주 보는 실제 대상과의 소통은 외면하고 있는 현

대인의 변질한 소통방식을 상징한다. 【작품도판41】,【작품도판60】, 

【작품도판61】 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된 공간 속에서 좌측의 

익명 대상과 연결된 인물의 표현이다. 온라인의 연결 속 사생활 노출

을 상징하는 장기는 가상공간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누구와 소통하는 

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존재하는 대상은 주변의 환경보다 가상

의 작은 화면에 집중하는 형태로 묘사된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 

가상에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실제 사람과는 연결하지 않는 역설적 

대상의 묘사를 통해 소통의 외면현상을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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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0】【작품도판71】부분

 

현대인들은 현실의 소통을 경시하며 가상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새

로운 형태로 존재한다. 가상공간과 온라인에서 서로의 일상을 보고 

교류하던 사이가 실제로 만났을 때 소통이 어색한 경우는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외면하면서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소통하는 모순된 기형적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작품도판71】에서 

동일 공간에서 각자의 온라인 사생활을 알고 있는 두 인물은 눈을 마

주치지 못하고 어색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들의 어색한 시선 끝에는 

작은 네모가 스크린과 가상공간을 상징하며 연결혈자리와 이어져 있

다. 결국,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두 인물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

상공간을 거쳐야 하는 구조를 가진다. 가상의 일상 공유와 소통이 너

무나 익숙해져서 실제 소통을 외면하는 어색한 소통의 형상은 현대

인의 기존 소통을 점차 상실해가는 현실과 대상의 비 자연스러움을 

상징한다. 

말보다 문자를 더 선호하는 현대인들이 말로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

하는 과정을 소통의 불균형 표현에서 알아본다. 온라인은 태생적으로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이진법적인 디지털 신호가 모여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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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텍스트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어 접속의 기반을 형성한

다. 현대의 언어는 대면 대화 없이도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입

을 벌려 말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교류하는 현대인이 대화

를 상실한 형상을 <firewall>【작품도판72】, <Midliner0.83-1>【작품도

판81】, <얼굴없는 게이머 B>【작품도판82】에서 표현한다. 이들은 

공통으로 대화하지 않는 입과 무표정의 표현을 하고 있다.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입과, 그 외 기능을 통해 벌어지는 비대화 기반 소통의 상

징은 불, 텍스트, 시선과 눈동자 속 텍스트를 통해 나타난다. 비대면 

대화에서 실제 대면 소통의 요소들이 빠진 소통은 비정상적이다. 

[참고도판22] 텍스트와 현실 불일치 온라인 밈, (작자 미상) 

사람은 대화할 때 음의 높낮이, 표정, 분위기 등의 비언어적 요소 

또한 대화의 맥락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텍스트와 화면을 통한 소통

에는 이러한 요소는 누락 되어있다. 비언어적 정보가 빠진 교류 중에

서 발생하는 오차를, <firewall>【작품도판72】에서 마주 보지 않는 

두 인물이 등지고 각기 스크린과 같은 화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형

상화한다. 실제 대화가 아닌, 온라인 환경 속에서 논쟁하는 감정의 

폭발적 상황과 둘이 논쟁하는 교류를 불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불

과 같이 거센 논쟁은 거칠고 즉흥적이지만 이들은 실제 대화하고 있

지 않다.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많은 정보를 빠뜨리고 있는 



- 162 -

대화의 방식은 【작품도판72】의 논쟁에서 오해와 곡해로 불길을 더 

부추기는 존재로 작용한다. 

【작품도판81】 <Midliner0.83-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는 귀가 아닌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다. 소리의 교류를 통한 대화가 아닌, 글자, 부호, 이모티콘의 

시각적 기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가진 현대인은 

나아가 표정 표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참고도판22] 과같이 

실제 감정과 온라인상 감정의 온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 존

재한다. 나아가 감정의 온도 차이는 대화에서 시스템적으로 서로간에

도 존재한다. 대화의 상황을 묘사한 <Midliner0.83-1>【작품도판81】, 

<얼굴없는 게이머 B>【작품도판82】에서는 감정 온도의 불일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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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묘사한다.

【작품도판81】은 쌍방향의 대화가 성립하지 않고, 대상의 감정 전

달이 축약되거나 차단당하는 온라인 소통은 기존의 대화에서 존재하

던 해소 방식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다. 5대5 경쟁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속에서 한 선수의 가치인‘1인분’을 하

고 있지 않은 ‘미드라이너(Midliner)’ 역할과 그를 탓하는 ‘정글러

(Jungler)’역할의 실제 대화를 시각화한다. 한 게이머가 상대 탓을 

하며 인신공격으로 감정은 격화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게이머는 그

의 채팅을 차단해 버리며 무시한다. 격양된 감정은 오른쪽 어둡게 표

현된 정글러에게만 작용하고, 미드라이너는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존재한다. 각 사용자가 선택적 차단이 가능한 환경에서 소통의 불균

형 상황을 묘사한다. 

【작품도판82】<얼굴없는 게이머 B>, 2021, 혼합매체, 155⨉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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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공간은 존재하지만, 대화의 대상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남는 

여운이 기록되는 현상도 대화의 변질 형상 중 하나이다. 【작품도판8

2】에서는 같은 게임 속 같은 팀원 탓을 하는 플레이어의 성적이 이

마에 새겨져 있다. 대상의 눈동자에는 상대를 탓하는 ‘너’라는 단

어가 비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 인물이 탓하는 대상은 이미 채팅방을 

떠난 상태이다. 불만과 감정을 소통하고 싶지만, 그 대상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생성되는 감정을 시각화한다. 오해, 축약, 해소하지 못하는 

대화의 방식은 실제 대화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구조를 가진 변질한 

소통의 방식이다. 

현대인은 현실보다 가상의 소통에 익숙하다. 하지만 가상의 소통은 

기존의 소통에 비해 변질되었다. 소통이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대상에

게 집중하지 못하는 특질은 모순적 소통의 형질을 보여준다. 본능적

으로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형상의 표현은 과잉 소통 속에서 진

실한 소통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나아가 

가상의 소통 속에서도 현대인의 몸은 감정과 신체가 겉도는 형상을 

취한다. 자극에 익숙한 다중자아와 감정표현을 신체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사회기술 환경은 현대인의 감정 단위를 혼란스럽게 한

다. 다중자아 역시 자유로운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감정표현의 제약

과 여운의 여파를 받는다. 신체와 공간의 제약이 가벼워진 현대인에

게 새로이 도래하는 변질된 소통 형상 연구는 초연결 시대 그들에게 

도래하는 새로운 장애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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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자아의 혼란 표현  

온라인 활동의 확대와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다중자아의 발현은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빅데이터 속 사생활 노

출의 문제, AI 맞춤 알고리즘 속 불균형한 데이터 제공, 자아의 혼란, 

온라인 타인과의 충돌 등,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자아를 가진 현대인

들은 그에 따른 수많은 기술과 인간의 사회적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

다. 양천수는 초연결 시대에 접어든 인격권에 수많은 우려 점 중 하

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빅데이터는 우리의 인격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 과학은 수학적 알고리즘을사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함으

로써 우리의 개인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우리의 모든 행위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152)

행위 패턴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행동하는 과정이 목적에 

의해 분석되는 알고리즘 내에 존재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분석 

당하는 자아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널리 경험이 가능한 부분이다. 유튜

브는 내가 검색하고 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선호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고, 페이스북은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광고를 연동해 보여준

다. 결국 다채롭게 발현되는 다중자아조차 어떠한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회 현상이라면 현대인의 자아는 과연 어떠한 안정감을 가

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디마다 존재하는 다중자아는 초연결사회에 접어들어 제약이 덜

한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편의성

152) 양천수,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영남법학』43(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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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기술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내적 혼돈의 면모 또한 점차 커

지고 있다. 내적 혼돈의 체험은 초연결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형하는 

자아의 도가적 인식과 다중적 자아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다중 문화권 속 자아의 불안정함을 제1항에서는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시각화를 통해 알아본다. 제2항에서는 

청나라 심주설, 뇌주설 논쟁을 통하여 다중자아 혼돈의 중심을 담고 

있는 새로운 자아와 신체를 묘사한다. 제3항은 익명성이라는 명분 아

래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착취의 여파를 시각화한다. 

1) 자아의 노출과 불안 

현대인의 자아는 노출의 불안함을 염두에 두고 생성된다. 초기 인

터넷의 자유롭고 유연한 자기표현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생성

된 허상이다. 조성은(외 3인)이 분석한 인터넷 환경은 점차 자신이 노

출될 수 있는 위기의 공간으로 존재한다153). 실수로 클릭 한 링크에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자료를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손해를 입는 일에서부터, 개인정보 노출과 GPS위치 추적 등 인터넷

은 항상 감시당하는 내심 불안한 곳으로 점차 변해간다. 메리 차이코 

역시 “인터넷은 사적인 장소가 아니어서, 숨을 수 있는 구석이 정말 

없다.154)”를 통해 온라인화되어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잠재적 접근

성과 정보 사용자의 익명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아무리 익명으로 

활동하고자 해도 모든 발자국은 데이터로 존재한다. 사용자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한다. 나아가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한 불안감을 나에게 맞춰진 

153) 조성은,한은영,장근영,김선희, 위의 논문, 10.
154) 메리 차이코, 위의 책,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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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의 등장이나 사기의 경험을 통하여 자각한다.

 다중자아의 현대인 또한 이러한 노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감시당한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 내가 아닌 복합적, 다각적 자아의 발현을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언젠가 자유로운 행동은 본체인 나에게로 부정적으로 돌아올지 모른

다는 불안감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지 모를 감시자를 

의식하며 다중자아의 현대인들은 자기표현을 확장해가고 있다. 

 반옥숙이 지적한 편리함과 막연히 느끼는 감시자에 대한 불안감의 

평행 관계155)의 상태 표현을 몸밖에 노출되어 표현되는 형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알아본다. 화면 속에 정확히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계속

해서 존재하는 감시자의 존재를 표현한다.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돌아

온다는 불안함의 감정을 뼈대에 결부시켜 속박의 상징으로 시각화한

다. 

어디선가 계속 감시되고 노출되는 일상은 현대인이면 어느 부분 받

아들일 수밖에 없다. 거리 곳곳에는 CCTV가 존재하며, 휴대폰은 사

용자의 생체 정보를 기억한다. 내가 이동하는 경로, 빈도는 GPS로 기

록되고 온라인 활동은 쿠키나, 로그를 통해 공유된다. 우리는 빅브라

더의 소설처럼 초월적인 감시자의 형태의 국가 외에도 수많은 감시

자에게 감시당하고 살고 있다. 기록하되 영원히 저장되기 너무 쉬운 

사회 속에서 항상 노출되고 감시당하는 감정은 그저 감정의 생성뿐 

아니라 자아의 형성 자체에도 누군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생성하게끔 유도한다. 소설 속에서는 국가가 감시자의 단일 역할이었

다면, 나의 정보의 사용처는 다양하다. 결국 불명확한 누군가에게 항

상 감시당하는 형태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감시와 속박 그리

155) 반옥숙, 「구매를 유도하는 유혹의 메시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KISO 저널 
(3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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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집된 정보가 자신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공존한다. 

 

【작품도판83】【작품도판6】,【작품도판58】부분

감시당하는 불안감은 현대인의 자아가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공간 속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표출을 저해하는 불안함의 시각적 요

소로 나타난다. <무간공유-07>【작품도판6】,<무간공유-20>【작품도

판58】,<무간공유-26>【작품도판44】,<무간공유-27>【작품도판46】, 

<Skin Tight>【작품도판85】에서 묘사되는 불명확한 감시자의 형상은 

형태나 정보가 없는 어떠한 면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현대

인이 하나로 지정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관찰당하는 일상의 피감시 

상태 인식과 공포감, 불안감을 가시화한다.

【작품도판6】의 우측 파란 인물은 좌측의 인물을 바라보는 평면적

인 얼굴 표현을 통해 묘사된다. 파란 인물의 얼굴 형상은 살아있는 

사람의 묘사가 아닌, 어떠한 얼굴의 묘사이다. 특징이나, 표정을 통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불특정한 인물의 얼굴을 통해, 불명확한 누군

가에게 감시당하며 존재하는 현대인의 가상공간 속 자아의 모습을 

묘사한다. 

【작품도판58】오른쪽 아래에는 각이 진 두 면에 각기 얼굴인식 점

과 귀 인식 점을 가진 기하학적 입체 존재가 묘사된다. 얼굴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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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신체정보를 기호화하여 정보로 처리한다. 모든 행동이 CCTV

에 기록되고 자동화를 통해 저장되고 보존되는 현대사회에서 생체인

식을 통해 타인에게 분류되는 현대인의 새로운 감시 방식을 비유한

다. 감시카메라처럼 형상과 행동만 감시당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특

징이 기호화되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불편한 진실을 상징한다. 

현대인을 감시하는 주체의 불명확함은 비정형적 색상 면을 가진 형

상이 화면 속 대상의 주변에 거대하게 공존하는 형태로 【작품도판4

4】,【작품도판46】,【작품도판85】에서 묘사된다. 비정형적 도형은 

때로는【작품도판44】,【작품도판46】에서 눈을 가지고 관찰하기도 

하며,【작품도판46】,【작품도판85】에서처럼 다중적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유동적으로 존재하는 감시자의 형상은 공통으로 현대인의 주변

에서 부담스러운 크기와 면에 표현된 색의 이질감을 가지고 공존한

다. 매번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새로운 자아의 존재를 변주적 감시자의 형상과의 

병치 표현을 통해 묘사한다. 

회화 속 대부분 인물의 벗은 몸의 시각적 도상은 노출된 현대인의 

사생활을 상징한다. 온라인은 사용자의 사생활을 수집하여 편의를 제

공한다. 처음 로그인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이름과 공통된 

친구의 목록을 통해 연결되기를 제안한다. 시간이 지나면 등록된 친

구들의 생일 연락이 뜨며 담벼락에 축하 메시지를 쓰는 것을 제안한

다. 몇 년 전 타인과 공유한 일상의 포스팅이 타임라인에 올라오고 

그 옆에는 내 관심사의 쇼핑 광고영상이 제안된다. 개인화된 맞춤형 

온라인 환경은 플랫폼을 뛰어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조차 나의 맞춤 

광고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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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4】【작품도판44】,【작품도판46】부분

【작품도판85】<Skin Tight>, 2019, 한지에 채색, 200⨉ 135cm

개인화되는 서비스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SN

S의 경우 자신이 친구에게 공개한 일상이 전체에게 공개되거나, 악용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어떤 정보

도 공개 범위 설정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시스템적인 정보의 구

매행위와 사용자 자체의 공유를 통해 불특정 타인에게 언제든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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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는 사생활 정보의 취약한 면모를 시각화한다. 

이외에도 이미지 정보 역추적, 해킹 등 현대인의 새로운 자아는 노

출되어 위태롭게 존재한다. 사생활의 노출과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불

가능한 현실을 <무간공유> 시리즈에서 인물의 벗은 몸으로 표현한다. 

<무간공유-20>【작품도판58】,<무간공유-26>【작품도판44】,<무간공

유-27>【작품도판46】외에도 당 시리즈 속 인물은 대부분 사생활 노

출의 삶과 일체된 자아의 표현으로 나의 작업에서 등장한다. 의상이 

사라지고 벗은 몸의 도상이 형성된 【작품도판3】,【작품도판9】,

【작품도판6】과【작품도판57】에서 타인이 바라보는 벗은 몸의 노

출의 직접적인 예시를 통해 분석한다.

<무간공유> 시리즈 중 유일하게 옷을 입고 나타나는 도상은 2018년 

초기작인<무간공유-05>【작품도판3】,<무간공유-06>【작품도판9】, 

<무간공유-07>【작품도판6】세 점뿐이다. 그것조차 세 도상은 모두 

반쯤 벗은 의상을 통해 묘사된다. 반라의 묘사와 신체 내부의 전시를 

공동으로 보여주는 현대인의 모습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사생활

을 노출해야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타인과 자신의 사생

활을 분리하는 보호막인 의상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어있는 자아의 존재 방식을 묘사한다. 가상의 공간 연

결을 통해 타인과 사물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초연결자는 이제는 점

차 자신의 정보를 가려줄 수 있는 의상을 상실한 채 벗은 몸의 불안

감을 가지고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무간공유>의 현대인들은 자신과 연결혈자리에 연결된 

중층적인 링크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링크의 끝엔 보통 픽

셀 등 중층적 존재를 상징하는 사각형의 도상이 존재한다. 연결될 수 

있는 링크 뒤에 타인에게 집요하게 관찰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노

출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무간공유-19>【작품도판57】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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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관찰표현은 벗은 몸을 넘어 얼굴인식을 통한 정보의 누출

에 대한 염려를 인물 뒤에 존재하는 분리된 개체로 드러난다.

【작품도판86】

【작품도판3】부분

 
【작품도판87】

【작품도판57】부분

초연결사회의 편의는 개인 정보 누출과 연계된 피해의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CCTV나 생체인식 기술은 편의성과 함께 익명의 타인에게 

관찰당하고, 악용되는 우려를 가져온다. 현대인은 정보의 과잉 속에

서 자기 신체 인식을 통해 정보가 되어 거래되거나 악용되기도 한다. 

【작품도판57】하늘색 인물 뒤 연결된 선으로 만들어진 얼굴 형상은 

신체 인식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상징한다. 그 뒤 

연결선으로 걸쳐진 흐릿한 얼굴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불안

감이나 익명의 누군가의 시선을 중의적으로 표현한다. 

<무간공유> 회화 시리즈에서 현대인의 모순적 존재 방식을 시각화

한다.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악용당할 것을 알면서도 온라인에 

접속해야만 하는 연결은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다. 살기 위해 접속하

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감정을 무력한 형상으로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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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의 부조화와 혼란  

다양한 문화권과 개인의 의견에 노출되어있는 현대인의 자아는 인

터넷에 연결될수록 직, 간접적으로 피로하고 혼란스럽다. 뉴스, 글, 

의견, 시각적 정보들이 신체로‘웹 피드(Web Feed)156)’된다. 현대인

은 끊임없이 기존의 세계관이 뒤집히며 충격받아 절충하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아를 가진다. 이들은 근대 동서양의 기존 신체관이 충돌

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분절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겪으며 존재

한다. 

고대에서부터 신체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의 확장으로 

여겨졌다. 기존 동아시아의 심주설과 달리, 서양의 뇌주설을 주장한 

벤자민 홉슨(Benjamin Hobson, 1816-1873)은 그의 책 『전체신론』(18

51)을 통해 뇌가 (몸의) 전체를 주관한다는 이론을 청나라에 발표하

여, 신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은 중국으로 전파된다(김성수, 신규환

).157)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심학(心學)을 통해 심(心)을 단순히 신체 

일부의 기관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인식하는 동아시아적 사고를 하

고 있었다(김성수, 신규환).158) 심주설과 뇌주설 논쟁이 세상을 바라

보는 시선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험은 동일 신체를 보는 관점 있어 다

중적 시선의 존재 가능성과 더 큰 의미의 상징을 부여하는 가능성을 

내포하며 몸을 통한 중층적 해석과 확장의 가능성은 현대인의 표현

에 부합한다. 

19세기 청나라에서부터 시작된 동양과 서양 신체관의 충돌은 두 거

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몸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몸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 철학의 근간 자체가 충돌하는 

156) 보통 정보를 공급하는 SNS의 흐름의 단위를 지칭한다. 

157)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71.
158) 김성수, 신규환, 위의 책,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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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다. 구리야마 시게히사는 동서양의 의학사에 있어 서양은 

근육에, 동양은 경락에 고정되었던 시각의 영향력과 특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159) 같은 몸을 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른 

문화는 동일 주제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온라인 시기 빈번

한 문화 교류로 혼재될 수밖에 없는 자아들이 혼존 하는 몸을 이해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자아와 혼돈의 존재 형태를 동양과 서양의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는 신체 표현을 통해 알아본다. 다원 문화의 접근성은 현대인

이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 인간관계 외 새로운 자극과 타 문화로의 

체험 가능성을 증대한다. 사용자는 다양한 문화의 경험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중적 자아를 형상화한다. 하지만 고유 

문화권은 현재의 형태로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참여자들의 집단 

노력으로 전통이 생성된다. 파편적으로 접하는 정보의 취합은 문화 

고유성의 진정한 향유보다는 관광객으로서 문화를 제한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 

사이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습득한 정보는 고정관념에 취약하고, 복

합적인 대상을 축약시켜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상이한 세계관과 문화를 파편적으로 접해 불안정하게 형성된 다중

자아를 담은 현대인 몸의 형상은 부조화롭다. 현대인의 부조화로운 

자아 공존 상태를 충돌하는 세계관을 상징하는 장기와 신체로 표현

한다. 이질적인 조합 자아의 형상은 <무간공유-15>【작품도판39】,

<무간공유-23>【작품도판42】,<무간공유-12>【작품도판62】속 어색하

게 혼합된 인물을 통해 시각화한다. 온라인을 통한 피상적 문화 체험

에서 오는 오해와 선입견이 충돌하는 과정을 신체 내에서 섞이지 못

하고 분리된 장기를 통해 표현한다. 이질적인 조합의 부조화로운 신

159) 구리야마 시게히사,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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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상을 통해 정보의 방대함 속에서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를 묘사

한다. 

 

【작품도판88】【작품도판42】,【작품도판62】부분

【작품도판42】,【작품도판62】 의 인물 상체는 동의보감과 동아시

아 전통에서 확장된 장부도의 도상을 가지고 있으나 인물 흉곽의 안

쪽은 서양의 해부학 도상을 가진 몸을 표현한다. 자아가 심장에 있는 

동아시아의 심주설과 뇌는 신체를 관장하는 서양의학의 신체관은 충

돌한다. 충돌의 형태는 상극으로 몸 안에서 융합되고 있지 못하는 표

현으로 각기 나타난다. 나아가 상체의 심주설이 적용되어야 할 신체

는 심장이 없이 묘사되어 있고, 뇌가 있어야 작동하는 뇌주설의 해부

도는 뇌와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조합은 결국 분열되어 중

심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다중자아를 담고 있는 현대인의 신체를 묘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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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89】【작품도판39】부분

【작품도판39】속 인체는 이질적인 조합 끝에 결국 신체 자체가 분

해되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분해된 신체는 서양의 해부학적인 도상, 

동아시아 장부도의 도상과 더불어 외부의 파편적인 장기와 공간, 문

화를 상징하는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서로 섞이기 힘든 정보들이 

한 인물을 기점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결국 인물은 자기 신체가 분해

될 정도의 혼돈을 경험한다. 방대한 온라인 속 기록과 그 기록이 연

결된 문화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몸은 자신에게 노출된 정보

를 토대로 이질적 정보들로 조합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다. 

 방대한 정보와 연결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탄생하는 자아는 온

라인 연결을 타고 유동적으로 존재한다. 현대인의 몸은 물리적인 제

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부유하

는 자아는 몸과 공존한다. 부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과

정을 통해 자아의 부조화와 혼란을 대처하기도 한다. 신체로 회귀하

는 현상은 연결과 공감의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과잉으로 다중 

된 자아가 겪는 정체성의 다중혼돈 현상일 수도 있다. 물질과 닿는 

촉감은 물리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장치로 복잡한 자아 속에서 존재

하는 다중자아의 혼돈을 완화 시키는 장치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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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90】【작품도판43】,【작품도판45】부분

머리를 제외한 신체 표현으로 시도하는 다중자아 혼란의 극복 시도

표현은 <무간공유-24>【작품도판43】,<무간공유-25>【작품도판45】에

서 나타난다. 얼굴 묘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나의 작업 중에서 두 작

업은 드물게 얼굴이 배제되어있다. 두 작업은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을 

배제하여 신체에 집중한다. 의도적으로 얼굴과 눈동자 없이 다중자아

의 혼돈 속에서 역설적으로 신체에 의존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작

품도판43】속 손은 살을 강하게 쥐는 형상을 한다. 상단 초록색 피부

의 추상표현, 중앙 신체 내부의 연결혈자리, 새로운 장부도 표현과 

달리 양손이 쥐고 있는 살은 구상적으로 묘사된다. 반추상적 요소들 

사이 구상적 피부표현은 실체가 부재한 공간에서 신체를 매개로 위

치를 찾는 현대인의 다중자아 혼란 상태 대처 모습을 상징한다. 

【작품도판43】,【작품도판45】의 혼돈의 상태에서 촉각에 의존하

는 도상은, 가상에서 접하는 대상은 화면으로 접하는 만질 수 없는 

대상이지만, 정작 사용자는 촉각을 원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한다. 의도적인 촉감의 강조를 통해 초연결사회 속 다중자아 

현상이 결국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과 혼돈의 형상을 

입체작업 <Cuddle Babies>【작품도판35】,<Cuddle Baby>【작품도판3

6】,<모두의 사생활-사활의충전>【작품도판91】,<몰래 건너온 분>

【작품도판92】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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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가상공간의 평면에서 교감하는 상대의 촉각을 원하지만, 구조

적으로 불가능하다. 2010년 tvn방송사의 방송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일본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 테스타로사(フェイト・テスタロッ

サ)160)’와 가상 연애하는 ‘오덕페이트’가 출연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그는 캐릭터인형이 그려진 베게인형 ‘다키마쿠라(抱き枕)’

를 들고 등장한다. 다키마쿠라는 가상 캐릭터를 안을 수 있는 크기의 

베게로 만든 서브컬쳐의 문화이다. [참고도판23] 다키마쿠라의 문화는

가상의 캐릭터와 교감하고 나아가 연애의 감정을 가지는 새로운 애

정의 방식이다. 다키마쿠라 문화는 가상공간 속 자아와 실제 신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대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의 대체품을 만

든다. 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을 통

해 해소하는 과정은 인간의 본능을 보여준다. 가상의 대상을 실제 물

체에 투영시키는 혼란의 행위는 다중자아의 사회 속 대상과 교감하

는 과정에서 신체와 자아가 충돌하는 혼돈의 현상이다. 

 

[참고도판23]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덕페이트와 그의 다키마쿠라

160)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魔法少女リリカルなのは)> 시리즈의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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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자아의 환경 속에서 시청각만으로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

을【작품도판35】,【작품도판36】,【작품도판91】,【작품도판92】에서 

촉각을 찾아 헤매는 파편적인 다키마쿠라의 입체로 표현한다. 입체에

서 안을 수 있는 베게 표현은 다양한 온라인 속 자아를 형상한다. 만

질 수 없는 대상을 촉각화 하여 만지고 가상의 환영을 투영하고자 하

지만 촉각으로 형상화된 대상은 가상 속 대상과는 상이한 그저 재현

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 가상에서 형성된 자아와 그 것이 가진 또 다

른 가상의 관계가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입체를 통해 표현

한다. 닮았지만 상이한 대상의 재현은 초연결자의 가상과 현실이 혼

동되는 사용자의 혼란 상태와 촉각의 염원을 표현한다.  

【작품도판91】

<모두의 사생활-사활의충전>, 

2020, 혼합매체
【작품도판92】<몰래 건너온 분>,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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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닿는 행위를 입체에서 다시금 회화로 가져온 <얼굴없는 게

이머-브론즈의 초상화> 3점【작품도판52】,【작품도판93】,【작품도

판94】는 회화적 가상의 공간을 이루는 표면 재료를 침구에 사용하

는 마이크로 원단을 사용한다. 피부에 닿는 재질의 바탕 위에 강조된 

얼굴의 도상은 가상 속 자아와 신체의 결합을 시도한다. 촉각과 회화

의 결합 시도를 통해 피부에 닿듯이 존재하는 가상공간 속 타인과 매

체의 다중자아에 영향받는 현대인의 혼란 상태를 시각화한다.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은 게임 속 캐릭터의 프로필처럼 확대되어 있

다. 이들은 얼굴 비율의 과장, 눈동자의 기호나 문자 표현, 목 길이의 

연장 등 비현실적 신체를 가지고 있다. 게임 속 이상적인 캐릭터들은 

노화의 징후나 피부 결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작품도판52】,【작품도판93】,【작품도판94】 속 이

【작품도판93】

<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2021, 혼합매체, 145⨉112cm

【작품도판94】

<얼굴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 

2021, 혼합매체, 145⨉1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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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속에는 실제 사람의 피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점인 자잘한 주름과 

점들이 있다. 현대인들은 온라인게임 속에서 이상적인 캐릭터를 화면

으로 만나고,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사용자와 교류한다. 캐릭터를 조

종하는 사용자의 인간적 한계는 가상공간 속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캐릭터의 외관과 교류하며 점차 화면 안의 대상과 현실의 존재를 혼

동하는 사용자의 자아 상태를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인물로 표현한다. 

현대인의 다중자아가 느끼는 혼란은 다양하다. 자아 정체성은 온라

인 속 정보와 관점의 홍수 속에서 혼돈을 느끼며 피상적 문화체험과 

가치관의 충돌은 불안정감을 형성한다. 나아가 가상에서 형성된 불안

정한 다중자아는 닻 내릴 곳 없이 표류한다. 신체를 통한 자기 위치 

재확인 표현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떠도는 다중자아의 정착 시도를 

논한다. 화면을 통해 공감하는 대상을 피부에 닿을 정도로 느끼거나 

닿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강하다. 만질 수 없는 존재와의 교감과 몸

이 요구하는 대상에 대한 촉각의 신체 욕구는 현대인이 풀어야 할 새

로운 욕구 형상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자아 형상과 사용자의 인간

적 한계에서 도출되는 불일치 현상은 이상과 현실의 불편한 동거 형

태의 몸으로 나타난다. 다중자아 혼란의 형상이 다양한 만큼 각기 문

제의식의 접근법에 따른 깊은 후속 작업과 연구가 필요하다. 

3) 자아의 익명성과 폭력성  

앞서 제1항에서 인터넷의 온전한 익명성의 구조적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항에서는 실생활 속 보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익명

성을 통한 언어폭력의 시각화를 다룬다. 일반인은 인터넷을 어느 선

까지는 익명의 공간으로써 사용하고 있다. 익명성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 정원섭은 2000년도 그의 논문에서 발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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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특성을 거의 완전히 가릴 수 있는 특성을 빌어 자신이 선택한 

정보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논한다.161) 특수 기술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공포가 없을 때 

사용자는 대담해진다.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연결할 수 없는 텍스트

의 형태로 익명성을 빌어 폭력의 형태로 타인을 괴롭힌다. 대표적인 

온라인 언어폭력은 기사에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회자되는 악성 댓

글이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이나, 심각한 정신적인 피

해를 보기도 한다.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 역시 온라인 게임상 언어폭력으로 특히 잘 

알려진 게임 중 하나이다. 트롤링은 온라인에서 악의를 가지고 타인

에게 피해를 주는 일종의 혐오적 놀이 문화이다. 서성은, 김치요는 

황용석의 기사를 언급하며 트롤링의 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온라인게임상에서 특정 유저 혹은 집단에게 지속적인 박해를 가

해 정신적, 게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 발생 원인

을 온라인게임의 익명성, 실시간성, 다중성에서 찾고 있다.162)163)

기존 사회의 대면 위주의 인간관계에서 점점 비대면 익명성이 강조

되는 인간관계로 넘어감에 따라 익명성을 빌린 아이디와 캐릭터들은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행사한다. 플랫폼마다 존재하는 익명의 트롤링

과 악성 댓글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새로운 자아는 대

면 인간관계에서는 겪어 보지 못한 무분별한 언어폭력과 함께 성장

161) 정원섭, 「사이버 공간의 윤리학적 함축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18(2000)
162) 서성은, 김치요「<리그 오브 레전드> 트롤링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대한 인

식」,『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5(4)』(2015.8):94. 

163) 황용석, 「‘일베’ 같은 트롤링 사이트를 다루는 태도」, 『한겨래』13.04.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585308.html,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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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작업 속 인물의 무표정과 과장된 눈물의 표현은 비대면 익명성 속

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에 노출된 현대인의 정신과 감정의 표현이다. 

제약적인 스크린의 특성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현실을 

감정의 부재와 눈물의 요소를 통해 시각화한다. 양쪽 눈이 다른 표현

은 인물의 다중자아 상태를 상징한다. 눈물 표현은 양쪽 눈에 표현되

기보다는 한쪽에 묘사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분리된 눈물 표현은 다중

자아 일부분은 항상 어떠한 정신 공격 피해를 받는 현상을 은유한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은 파괴적이고 조용하다. 화면을 통해 전해지

는 폭력은 신체적인 표현을 담지 못한 채 텍스트나 아직은 제한적인 

아바타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 온라인의 폭력성은 실제 상해나 

폭력처럼 가시적 효과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채팅, SNS, 온라인게

임 등 시각적 화면이 일정한 환경을 만났을 때 화면만 봐서는 그 강

도와 피해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연예인이 악성 댓글을 통해 

자살을 당하거나 온라인 마녀사냥을 통한 정신적인 고통 사례 또한 

격양된 감정과 피해를 증명한다. 하지만 실제 폭력이 아닌, 텍스트 

기반의 공간에서 언어폭력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실제에 비해 감정표현이 한정적인 디지털 연결의 특징을 <눈물바

다>【작품도판95】,<독안개>【작품도판96】,<후폭풍>,【작품도판97】

에서 무표정과 과장된 눈물의 표현으로 다룬다. 파스텔 톤의 연한 화

면은 274cm⨉200cm 로 사람보다 큰,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연한 톤

과 신비로워 보이는 대상은 멀리서 보면 주변의 자연적인 효과 표현

과 함께 평온한 표현이지만, 다가갈수록 무표정의 대상 주변의 요동

치는 파스텔톤의 도상의 시작은 인물의 눈물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제한적인 표현 매체가 가지는 폭력성과, 영향을 받는 대상의 

감정의 격양된 상태마저 사용하는 플랫폼의 한계로 온전한 감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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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실패하는 현대인의 경험을 대형 회화로 표현한다. 

【작품도판95】<눈물바다>, 2021, 한지에 채색, 274⨉200cm

<눈물바다>【작품도판95】는 파도와 같이 일렁이는 억울함의 감정

이 순간적으로 파도치는 격양된 감정을 표현한다. 파도는 눈에서 시

작되는 역순의 형태이며 시각을 통해 들어온 언어폭력과 억울한 당

시의 환경이 신체까지 영향을 주는 현상을 묘사한다. 

<독안개>【작품도판96】는 독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가스라이팅164) 

언어폭력을 형상화한다. 【작품도판96】에서의 눈물 안개는 채팅의 

환경에서 눈으로 들어가는 순번을 취한다. 지속적인 피해를 상징하는 

‘독뎀 (독 데미지165))’의 시각화를 통해 환경적으로 서서히 영향받

는 인물을 묘사한다. 둔하게 때리는 지속 피해를 은유하는 안개의 묘

사는 <눈물바다>의 표현에 비해 둔한 표현을 한다. 

164) “가스라이팅(gaslighting) 또는 가스등 효과(--燈 效果)는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스라이팅”검색, 위키백과, 검색일 2022.06.29,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A%A4%EB%9D%BC%EC%9D%B4%ED%8

C%85 

165) 게임 속에서 캐릭터가 독에 중독되는 상태가 되면 주기적으로 캐릭터의 체력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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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96】<독안개>, 2021, 한지에 채색, 274⨉200cm

【작품도판97】<후폭풍>, 2021, 한지에 채색, 200⨉27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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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97】<후폭풍>은 마찰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격양됨을 표

현한다. 세 작업 중 유일하게 외부 손의 개입이 적극적인 형태로 묘

사되어 논쟁이나 분쟁의 상황에서 상처받는 대상의 감정을 연한 붉

은 불꽃으로 은유한다. 불꽃의 형상은 화염의 형태로 묘사되어 상황

의 긴박함과 폭발적 성질을 내포한다. 하지만 이런 폭팔적인 감정은 

화면과 틀의 제약으로 즉각적 시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한계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작품도판98】【작품도판95】,【작품도판97】부분

【작품도판95】, 【작품도판96】, 【작품도판97】은 공통으로 격양

된 감정이 표현되지 못하는 시스템적 한계를 무표정으로 표현한다. 

표정이 없는 인물의 눈에서 연결되는 눈물 표현은 생동감 있는 자연

적인 요소로 묘사된다. 하지만 작업크기에 비해 연한 눈물의 표현은 

관람자가 다가가야 세부를 볼 수 있다. 거리에 따른 시각 표현의 차

이는 멀리서는 알 수 없는 언어폭력의 특징을 시각화한다. 불특정 자

아에게 받는 정신적 피해와 순수한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매체의 한계는 현대인에게 고통으로 작용한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

한 폭력의 영향을 과장된 눈물과 파스텔 색조의 대형 화면을 통해 역

설적으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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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자아의 폭력성 실사례 연구는 <얼굴없는 게이머> 인터뷰 과정

에서 언어폭력 사례의 언급과 초상화 제작과정의 연결을 통한 작업

에서 다룬다. 

게이머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온라인 메타버스 속에서 존재

하는 현대인의 존재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2

021년까지 이어진 인터뷰는 실제 얼굴과 이름 정보를 모른 채 진행

되었고 대상이 선택한 환경과 아바타를 통해 진행되었다. 20명 이상 

인터뷰에서 언어폭력의 경험이나 관련 사례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상

의 빈도는 높았다. 이상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폭력성은 아바타라는 

익명성을 통해 자주 표출된다고 인터뷰 대상은 이야기한다. 가상공간

의 자유와 연결성 이면에 존재하는 익명의 폭력성 표출의 사례를 

<얼굴없는 게이머> 회화 시리즈 속<얼굴없는 게이머-APPRECI>【작

품도판27】, <얼굴없는 게이머-Zoom>【작품도판29】, <얼굴없는 게이

머-여수씨몽>【작품도판26】에서 시각화하였다.

【작품도판99】<얼굴없는게이머 인터뷰영상>,

9분 2초, 2021, 이예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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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00】【작품도판27】,【작품도판29】,【작품도판26】부분

<얼굴없는 게이머-Appreci>【작품도판27】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행위를 좋아한다. 그는 인터넷 경험 중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

거나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그보다 나은 친근한 

사용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Appreci가 사용하는 두 가지 아바

타 중 하나는 소악마의 모습이다. 그는 그래도 가끔은 강해보이는 아

바타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언급한다. 검은 날개와 악마

의 눈을 가진 아바타는 그의 선택에 있어서 나름 강렬한 선택이었다. 

【작품도판27】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큰귀를 가진, 소악마의 모습으

로 묘사하였다. 또한 검은 날개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얼굴없는 게이머- Zoom>【작품도판29】은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며 성장한 20대이다. 그는 타인이 하지 않는 특색 있는 비

주류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가상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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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사람과 수다 떠는 것을 즐기는 그는 ‘화본역’이라는 VR CHA

T 게임속 커뮤니티 월드에서 얼굴을 모르는 대상과 이야기를 나눈다. 

온라인 경험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질문했을 때 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충격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만

나자마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인해 기분이 나쁘고 놀란 감정을 

【작품도판29】에서 외부적 충격의 요소로 표현한다. 익명성을 빌어 

갑작스럽게 욕설을 하는 사용자에게서 느낀 격한 감정의 상함을 지

금까지 기억하는 그의 초상화는 공격받아 깨진 자기 피부를 만지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얼굴없는 게이머- 여수씨몽>【작품도판26】은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만난 게이머이다. 그의 첫인상은 자신이 실수해도 

욕을 하지 않아 고맙다는 채팅이었다. 해당 게임은 실수를 하면 무작

정 욕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게임이다. 그는 온라인게임 속에서 비매너

적 플레이를 하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는 평소에 운동

을 전공으로 하기에 역으로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한다. 

신비롭고 멋진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 이면에 상처받기 쉬운 세심함

을 가진 형상을 방어적으로 검은 까마귀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온라인의 익명성은 현대인에게 사회적으로 용

납되지 않는 폭력적 성향을 끌어낸다. 폭력적인 익명의 자아와 마주

치는 경험은 피해자에게 불쾌함이나 슬픔의 감정을 일으킨다. 온라인 

언어폭력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다. 감정표현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디지털 매체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

정의 형상을 큰 화면에서 연하게 표현한 역설적 눈물 형상으로 시각

화한다. 또한 실제 초연결자들을 대상으로 익명 자아의 폭력성 경험

을 수집하고 해당 경험의 영향력을 회화적 은유를 통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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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의 변화 속 불안 표현 

 이 절에서는 기술과 신체의 이질감, 괴리감에서 발생하는 현대인

의 신체 한계 불안함을 다룬다. <무간공유> 시리즈는 작업 초기 자아

와 신체의 관계에서 근대 해부학적인 시선과 신체의 디지털화를 상

징하는 기호들을 통해 작업하였다. <스잔느의 친구들>은 랜선이라는 

물질적 요소에 의존하는 새로운 인류를 묘사한다. <흑우> 시리즈와 

<얼굴없는 게이머- 인터뷰 초상화> 시리즈는 초연결 환경에서 현대 

외부적 요소로 변형되는 “거북목”증후군과, 다른 현대인의 질병의 

일상화를 시각적 도상을 통해 연구한다. <Cuddle Babies>, <빌려오신 

분들>입체 시리즈는 물질의 시각화를 통해 촉각의 필요성을 환기하

는 현대인을 나타낸다. 

1) 신체 탈착의 불안감 

현대인에게 신체는 교체가 가능한 대상이나 앞으로 가능해야 할 대

상으로 존재한다. 2009년 출간된 소설 『리포맨(The Repossession Ma

mbo)』에서 유한적인 사람들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장기

를 구매하고 영생을 얻는다(에릭 가르시아(Eric Garcia,1972-)).166) 이

들은 나아가 생존을 위한 장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거나, 조

합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한 장기가 더 이상 생존만을 담지 않고, 개

성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과정은 삶의 필수요소인 장기의 고려에 있

어 흥미로운 부분이다. 소설과 영화는 공통으로 신체 장기의 가격을 

제때 지불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장기를 다시 가져가는, 장기 차압자들

을 묘사한다. 이들이 개조를 받는 공간은 위생적이고 깔끔한 병원이

166) 에릭 가르시아, 『리포맨』( 서울:까멜레옹, 장용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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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항상 장기를 빼앗기는 장소는 어둡거나 더러운 환경 속에서 비

참한 형태로 묘사된다. 기업 자본주의 속 신체마저 상품화되고 비용 

납부에 늦으면 차압하는 형상은 영화 <Repo! The Genetic Opera(200

8)> 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작된 장기를 나의 

신체에 교체하여 삶의 질을 이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체관 속에는 

한 번 개봉된 신체이기에 타의로 열려질 수 있다는 염려적 사고가 보

인다. 

인공 장기 연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2년에는 기관암을 앓던 

환자에게 그의 세포와 플라스틱을 결합하여 제작한 인공기관을 이식

하는 수술이 처음 성공했다.167) 장기기증의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과 

면역반응 거부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술은 해결책을 모색한다. 

아직 범용화되기에는 이르지만, 점차 접할 수 있는 장기의 탈부착 환

경 속에서 현대인은 서서히 가지고 태어난 장기가 더 이상 작동을 못 

하면 타인의 장기나 인공의 장기의 대안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대

안과 함께 신체 장기를 빼앗기는 불안함이 점차 대두되며 문학을 통

해 표현되고 있다. 

장자의 양생주에서 포정(庖丁)은 신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적용되

는 도의 법칙을 헤아려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칼날 끝에는 두께가 

없습니다.168)’고 말한다. 뼈에 닿는 인위적인 행위보다 자연스럽게 

틈을 찾아 분해하는 것을 비유한다. 장자를 통해 도가적 몸에서 틈과 

그 틈을 분리하는 막의 기능은 신체 요소 사이 분리의 기본단위로 존

재한다. 교체되는 장기 또한 막의 단위로 탈부착 된다. 막 사이에서 

양 장기는 서로 미세한 연결을 통해 같이 숨을 쉬며 공존한다. 몸 안

167) 윤보람, 「인체세포로 만든 인공장기 이식수술 첫 성공」,『연합뉴스』, 
12.09.17, https://www.yna.co.kr/view/AKR20120917097000009 

168) 彼節者有閒 而刀刃者 無厚. 장자(莊子), 『장자(莊子)』 내편 제3편 양생주.
“『장자』양생주 제2장” 검색, 전통문화연구회, 검색일. 2022.4.4,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n0301&titleId=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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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막은 장기를 외부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면서도 시각적, 분자적 교

류가 아직 존재하는 유기적인 경계로 존재한다. 유기적 경계의 형상

은 유동하는 신체관으로 막전위 현상을 인간 전체에 빗대어 입체화

한다. 탈부착 되는 장기의 가능성과 불안감을, 분리되는 장기를 상징

하는 <막전위-1>【작품도판101】,<막전위-2>【작품도판102】의 의인

화를 통해 탈락하고 교체하는 요소로의 현대인 신체를 표현한다.

 

‘막전위’는 막에 의해 격리된 2종류의 전해질 용액 사이에 생기

는 전위차를 의미한다.169)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 때문에 교체되

169) “막전위”검색, 네이버 생명과학대사전, 검색일 2021.09.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0261&docId=425745&categoryId=60261  

【작품도판101】<막전위-1>, 

2019, 혼합매체

【작품도판102】<막전위-2>, 

2019, 혼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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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와 위태로운 인간의 상관관계를【작품도판101】,【작품도판10

2】에서 의인화된 장기막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영생과 삶의 질 개선

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기술과 자기 신체의 제어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은 장기를 분리하는 막을 기준으로 진동하고 있다. 장기 

탈부착의 현실화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장기의 탈부착의 윤리적인 

담론과 개인의 선택 등 상반되는 의견은 충돌한다. 막사이 진동을 통

해 신체 속 장기가 사회적으로 인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와 의미

를 질문한다. 

【작품도판101】에서 장기 막은 등신대로 존재한다. 분리됐으면서

도 시각적으로 연결된 막의 존재는 끊임없이 회자되는 신체 개조와 

윤리적인 회의의 양극단적인 담론이 오가는 진동의 영역을 설립한다. 

사람과 기술 사이의 막은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반투명하고 

반사하는 재질로 되어있다. 작업 기준 오른쪽의 봉에는 갈비뼈를 상

징하는 짚 타이가 있다. 포정의 뼈와 막의 은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장기의 가능성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102】에서는 얇은 반투명한 천을 통해 형상화된 장기의 

막이다. 입체의 면에는 나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적힌 QR코드와 신체 

내부 전경을 상징하는 장기의 해부도가 같이 표현되어 있다. 가상의 

존재와 실제 신체의 두 개념이 얇은 막에서 서로 진동하며 존재하는 

비정형의 존재를 묘사한다. 작업 과정은 처음 막에 QR코드를 그리고 

QR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후 QR코드가 인식

되지 않는 시점까지 데이터 정보를 지우고 신체의 이미지를 회화로 

부여한다.【작품도판102】의 표면 원단의 반투명하고 반사적인 특성

과 불투명한 안료로 각도에 따라 QR코드의 잔상으로 데이터가 인식

되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는 신체의 유기적 형상이 보인다. 이를 

통해 이야기 전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과 신체 대체와 보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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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혼돈을 시각화한다. 

 눈알 쿠션과 중고 민두(미용 실습 머리)를 재해석한 입체작업은 

대상화되고 상품화되는 현대인의 장기를 표현한다. 영화 『리포맨』

에서 거래되는 장기는 상품의 포장을 한 채 판매된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상품 진열대 속에 장기가 전시되고, 광

고문구는 이상적인 삶의 질을 선전한다. 공상과학 외에도 현대인에게 

신체는 개조하고 개선 가능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병원의 광고는 

신체 개조를 제안한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병

원의 후기를 보거나, 심지어 성형을 위한 전문 병원 쇼핑 애플리케이

션도 존재한다. 자본화되고 거래되는 신체의 요소는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 거래할 수 있는 

신체와 그 특성을 <모두의 사생활-사활의충전>【작품도판91】, <몰래 

건너온 분>【작품도판16】,【작품도판92】에서 질문한다. 

 

【작품도판103】【작품도판91】,【작품도판16】부분

【작품도판91】은 쿠션의 형태로 존재하는 편집적인 장기의 형상을 

한다. 장기는 각기 꾸밈을 위한 레이스를 두르고 부드럽고 밝은 원단

으로 제작되어 있다. 광고에서 보이는 이미지로 결정되는 현대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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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개조 현상과 상충하는 시술과 수술 과정의 인체의 그로테스크

함을 입체화한다. 쇼핑하듯 자기 신체를 개조하고 대체하는 현대인에

게 있어 앞으로 장기는 거래할 수 있는 비인간적 요소로 존재한다. 

소유하는 대상이 물건을 넘어 신체로까지 이어질 때 현대인이 느끼

는 구매와 소유의 심리와 신체라는 유한한 한계의 형태 충돌은 혼재

의 형태로 존재한다.

거래되는 신체와 현대인의 관계를 과정화한 【작품도판16】은 ‘당

근마켓’에서 중고로 구매한 미용 연습용 마네킹 ‘민두(미용 실기용 

두상)’를 수집하고 리페인팅170)하여 입체화한 작업이다. 사람과 비슷

한 형상을 가진 민두는 미용 실기 때 인간의 대체품 기능을 한다. 실

제 사람 대신 사용되는 민두의 특성을 통해 대체 가능한 장기의 역할

을 상징한다. 의료 애플리케이션과 후기 등을 보고 자기 신체 개조를 

선택하는 현대인의 소비 패턴은 중고물품을 구하는 태도와 닮아있다. 

거래하는 신체의식을, 중고로 타인이 사용했던 신체의 대체품을 구입

하여 수집한 민두를 통해 은유한다. 민두의 최종 형상은 거래한 사람

의 인상과 과정의 영감을 통해 재해석하여 개조된 사람으로 제작한

다. 민두의 거래와 협의하는 과정의 재해석을 통해 거래되고 대상화

되는 신체 요소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고자 한다.

작업의 제목 <몰래 건너온 분>은 민두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은밀하

고 비밀리에 행해진 거래에서 영감을 받는다. 판매하는 대상은 미용

학원 원장님 몰래 버리려던 민두를 주워다 나에게 판매하고자 했다. 

그는 원장님을 보면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당부

한다. 인간의 욕망과 이득 추구의 욕구는 중고 민두에서 조차 비도덕

적인 행동의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가 거래되는 가능성을 가진 현대

인에게 인본적인 것과 이윤의 추구 사이에서 행해지는 선택에 대한 

170) 공산품 인형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채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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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사람으로 은유 되는 민두를 몰래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행위를 통해 질문한다. 

동아시아의 순환적 몸의 개념에서 장기를 탈착하는 것은 기의 흐름 

자체를 끊는 행동이다. 하지만 기계적 신체관으로 보면 장기는 교체

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교체해도 되는 존재이다. 상극되는 신체관의 

경계에서 현대인의 신체는 아슬하게 존재한다. 교체가 가능한 신체의 

식은 점차 신체를 거래하는 것으로 변질시킨다. 상품적 신체 표현과 

비도덕적 거래의 시각 상징을 통해 현대인의 몸이 느끼는 신체적 불

안감을 논한다. 

2) 신체의 비자연적 변형 

현대인의 신체는 기술과 함께 비자연적으로 변형된다. 온라인 삶과 

함께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는 거북목증후군이

다.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

준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171) 거북목 증후군은 질병과 증후군 사

이에서 애매한 존재로 있다. 아직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단어조차 정

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 시 고개를 숙

이는 버릇으로 발생한다고 흔히 알려진 이 증후군을 아산병원은 아

래와 같이 설명한다. 

거북목증후군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

어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평소 컴퓨터 모니터를 많

이 보는 사람, 특히 낮은 위치에 있는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사람에

171) 임미영, 「고개 숙인 현대인 ‘거북목’ 환자 매년 200만 명↑」,『힐팁』, 
21.06.08,

 http://www.healti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0 검색일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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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이 발생합니다. 거북이가 목을 뺀 상태와 비슷하다 하여 거북

목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172)

초연결사회 속 강조되는 온라인생활과 이를 위해 변형될 수밖에 없

는 신체 변화는 연결되어 있다. 삶의 패턴이 바뀜에 따라 생기는 거

북목증후군은 특히 정보통신 과다사용자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발생

한다.173) 현대인에게 있어 온라인 삶이 제외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삶

의 요소로 대두된 지금, 새로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진화한 신체는 

급격하게 온라인과의 공존을 위해 변화를 겪어야 한다. 비단 거북목

뿐 아니라 손목의 터널 증후군, 허리 협착 등 온라인 환경 속에서 기

존 자연관의 신체가 부적응하며 충돌하는 모습은 의학적으로 새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접속하기 위해 생성하는 신체의 변형과 불편함, 나아가 고통의 체

험은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길고, 잦을수록 심화한다. 모든 것이 연결

되어 있어 작동하는 초연결사회 속 자아와 그 안에서 존재하는 소우

주인 신체의 아직 불완전한 균형의 상태는 자아와 신체의 불일치를 

통해 현대인에게 불안감으로 존재한다. 

<흑우> 시리즈부터 목이 긴 인물의 ‘거북목’ 도상은 자주 등장한

다. 변화한 초연결사회에 적응하려다 실패하고 있는 신체를 둘러싼 

불안감의 묘사를 기형화된 신체를 통해 표현한다. 질병과 증후군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북목 증후군은 애매한 진화의 형상을 한다. 온

라인에 접속하기 위해 행하는 신체적 선택들로 점차 변형되는 증상 

중 하나인 거북목 증후군을 통해 초연결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 점

차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신체의 변화와 실패의 과정을 상징한다. 급격

172) “거북목증후군” 검색, 서울아산병원, 검색일 2021.08.29,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866 

173) 이성란, 「정보통신 과다사용자들의 거북목증후군 발생과 련된 요인」,『예술인
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8-6-44(20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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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변화하는 목의 길이는 온라인의 자아가 새로운 환경을 따라잡으

려는 신체의 과격한 시도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내 고

통을 수반한 기형적 도상으로 나타난다. 온라인게임 환경 속에서 타

인과의 경쟁을 위해 급격하게 기형화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목이 굽

어 슬픈 짐승>【작품도판40】,<흑우-서리>【작품도판67】, <흑우-용

암>【작품도판68】,<흑우-레전드>【작품도판73】,<흑우-A+>【작품도

판75】, <흑우-짐덩이>【작품도판78】에서 묘사한다. 

  

【작품도판104】

【작품도판40】,【작품도판67】, 【작품도판73】부분

온라인게임 속 시스템속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비교와 실패 구조는 

사용자가 끊임없이 접속하고 재화를 사용하게끔 유도한다. 무리하게 

자신을 변형시키면서까지 온라인 활동에 매진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기형화된 거북목의 도상으로 【작품도판40】을 통해 상징한다. 인물

은 자기 신체에서 멀어지는 공간을 주시하며 점점 목이 길어지는 형

상을 하고 있다. 기술에 유도되어 변형되는 신체는 변형된 신체의 도

상으로 시각화한다. 

 <흑우> 시리즈 초기작인 【작품도판67】,【작품도판68】,【작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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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73】에서는 각기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목을 가진 형상을 묘사한다. 

일상의 반복행위로 존재하는 온라인의 중독생활은 서서히 신체를 변

형시키고, 증후군을 넘어 기형의 도상으로 가상의 공간 속에 존재한

다. 특히 【작품도판67】,【작품도판73】에서는 목이 제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버거운 형태로 묘사된다. 오랜 시간 가상세계에 존재하기 

위해 서서히 변형되는 신체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한 현

대인의 새로운 중독의 도상으로 <흑우> 시리즈에서 거북목은 사용된

다. 

【작품도판67】,【작품도판73】에서 나타나는 거북목의 기형적 표

현은【작품도판75】,【작품도판78】에서 심화한다. 매일 접속해야 하

는 온라인의 특성과 그 속에서 재화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의 은유

인 ‘흑우’와 교류하는 현대인의 도상은 같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동화된다. 초연결 사람과 흑우가 합쳐지는 시작은 【작품도판75】를 

[참고도판24] 복희와 여와

【작품도판105】【작품도판75】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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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작된다. 기형적으로 연장된 목은 흑우의 목과 함께 섞이고 있

다. 흑우가 현대인의 형상과 화합하는 형상은 [참고도판24]에서 중국 

고대 설화의 뇌신인 복희와 그의 누이이자 인류를 만든 여화의 머리

는 사람이고 몸은 뱀인 도상에서 유래한다. 복희와 여와가 부부로 결

합함은 하늘과 땅의 화합을 상징한다(장언원).174) 하늘과 땅의 두 요

소가 만나 천지를 생성하는 도상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와 집

착이 화합하여 존재하는 ‘이상’적인 중독의 기형적 존재의 표현이

다. 

【작품도판106】【작품도판78】부분

거묵복의 발현과 기형적인 존재는 나아가 대상의 신체 속에 서로 

존재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작품도판78】에서 인물은 이미 의인화

된 흑우와 다시 결합하고 있다. 그들의 심장은 공유되어 심주설을 토

174) 장언원 외, 『중국화론 선집』(서울:미술문화, 김기주 역, 2007 2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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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자아마저 동일한 존재로 변화한다. 늘어난 거북목은, 거북목이 

있는 또 다른 대상과 기대며 존재하는데, 기형적인 변화 속에서 타인

과 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중독의 가상공간 속에서 상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소외의 불안함을 표현한다.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점차 

인간이 아닌, 기형적 대상으로의 변화의 묘사로 온라인 문화 속 중독

의 굴레가 가지는 비자연적 면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신

체의 부적응을 기형적 도상을 통해 묘사한다. 

외부 요소에 의해 변형되는 신체 형상은 의학이나 기술을 통해 신

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시각화한다. 근대 이전에 한국의 유교적 사

회에서는 부모가 주신 신체의 변형은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인 터부

였다. 하지만 기술 변화와 근현대를 지나 현재 현대인에게 신체는 조

형하고 수정하는 물질로 존재한다. 부모의 가치 투영으로 신격화되던 

신체와 달리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신체관은 흡사 신체의 주체가 

자신임을 넘어 신의 위치에서 몸을 변형하고자 하는 가치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기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만족만으로 행해지

는 일은 드물다. 사회적으로 부가되는 미의 가치에 따라 신체는 변형

된다. 외모지상주의적 사고와 성형이 일반화된 한국의 정서상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교육된 사회적 미의식을 통해 자신을 변형하

는 때도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는 초연결 온라

인 삶의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노출된다. 때로는 집단적 의견이 모여 

폭력의 형태로 작용하는 예도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타인의 개인

에게 끼치는 신체적 영향은 초연결 상황에서 더 극명하고 강하게 있

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영향으로 물건처럼 취

급되고 개조되는 신체를 <Bottomliner1.43-1>【작품도판107】,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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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게이머-브론즈의 초상화>【작품도판93】, <얼굴없는 게이머-브

론즈의 초상화>【작품도판52】에서 묘사한다. 회화 속에는 각기 외부

의 압력을 형상하는 손의 도상과 조형되는 현상을 통해 사회적 압력

과 외부의 영향력을 묘사한다. 인물의 얼굴이 주인 화면과 달리, 손

은 어떠한 외부 세력을 상징하지만, 그 세력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묘

사하지 않는다. 익명 손의 도상을 통해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인체

를 주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인 문화를 투영한다. 

【작품도판107】은 온라인 속 타인이 바닥에 붙은 자아를 들어 올

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대상의 목을 잡아 드는 표현을 통해 마치 화

면의 인물은 인간이 아닌, 버려진 동물이나 인형과 같이 묘사된다. 

비인격화된 대상을 마음대로 구부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시각화한다. 

【작품도판107】<Bottomliner1.43-1>, 2021, 한지에 채색, 93⨉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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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93】속 인물은 외부의 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형

상을 취한다. 얼굴을 다른 얼굴의 껍데기로 싸려고 하는 제스처를 통

해 기존의 자아를 또 다른 피부를 덮어씌움으로써 다른 대상으로 변

화시키고자 하는 외부의 개입을 묘사한다.【작품도판52】에서는 외부

의 작은 손이 인물의 내장을 뒤집어 빼는 형상을 통해 작은 한마디가 

가지는 크나큰 신체적 영향력을 표현한다. 이미 열린 신체를 자유롭

게 접근하는 외부의 개입과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상의 무기

력한 자세의 표현을 통해 신체를 대상화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타인

에게 영향받는 자기 신체를 은유한다.

 

【작품도판108】【작품도판93】,【작품도판52】부분

현재에 들어 신체를 개조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외모 변화의 

개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과 온라인게임 속 악성 

채팅, 비교심리를 이용한 판매전략의 광고 노출의 영향은 강하다. 외

부에서 전해지는 변질한 심미관과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노출되기 

쉬운 인터넷 사회에서 직, 간접적인 신체 개입은 현대인에게 존재하

는 자기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혼돈을 줄 수 있는 큰 요소이

다. 

비자연적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신체 또한 변형시킨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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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현대인의 신체적 변화를 거북목의 도상을 

통해 묘사한다. 생물학적 신체가 기술의 환경에 맞추어 변형하는 몸 

표현은 초연결사회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이제 몸이 적응하는 과정의 

표현이다. 나아가, 기술로 신체가 수정 가능하다는 인식 속 외부의 

개입은 신체의 존엄과 신체 가치의 절하를 상징한다. 급변하는 자아

에 뒤늦게 따라가는 신체, 그리고 외부의 신체 변형 개입은 현대인의 

몸의 혼돈 상태를 질문하게 한다. 

3) 신체의 간과와 소외감 

현대인의 신체는 부족한 점이 많다. 2009년 개봉한 영화 <아바타>

는 지구인들이 귀중 자원을 굴착 하기 위해 판도라라는 행성으로 간

다. 독성 환경 탓에 인간은 판도라의 원주민인 나비 족과 DNA를 맞

물려 탄생한 아바타라는 대리 신체를 이용하여 교류하고자 한다. 판

도라라는 가상의 미개발 행성을 3D로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극

찬을 받은 이 영화는 의외의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초래한다. 관람객 

중 일부가‘아바타 우울증’으로 고통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례가 발생한 것이다.175) 이들은 자신이 시각적으로 경험한 가상의 공

간에 가지 못함을 절망하며 고통받는다. 하대청은 아바타에서 포스트

휴먼이 된 장애인의 분석 글 중에서 간과될 수 있는 영화의 지점을 

지적한다. 

외계인인 나비족들에 동화되어 이들과 마지막까지 운명을 같이 하

는 주인공은, 보통의 몸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하반신이 마비된 퇴

역군인 제이크라는 의미심장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영

175) 염희진, 「‘아바타’ 우울증」,『동아사이언스』, 10.01.13,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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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주요 모티브로 장애를 떠올리지 못했을까? 혹시 이 영화가 장

애나 포스트휴먼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방식과 관련 있지 않을까? 

이 영화가 포스트휴먼과 장애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을 이어가면서 정작 포스트휴먼과 장애의 관

계에 대해선 우리가 거의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176)

하대청의 영화 <아바타>의 분석은 캐서린 헤일즈의 고깃덩이 언급

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결국, 가상세계 (대안적 가상세계인 판도라

를 포함해서)로 떠나는 자아 뒤엔 잊히거나 평가 절하되는 신체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매트릭스>에서는 신체는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로 

묘사되며, 가상공간을 홍보하는 매체에서 신체는 항상 벗어나야 할 

존재로 묘사된다. 가상세계의 가능성 뒤에서 점차 소외되는 신체와 

나아가 그것을 교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초연결사회 속 신체의 묘

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에 대한 불만과 탈신체를 염원하는 근

본적인 불안함을 안고 있다. 

<Cuddle Babies>【작품도판35】는 초연결사회의 소외되고 교체되는 

신체 의식 표현을 인형과 결합하여 교체 위기의 신체의 불안감을 표

현하고 소모품으로의 신체 인식을 시각화한다. 온라인 자아의 생존에 

있어 신체의 불필요함은 온라인 환경에서 신체가 여러 번 사망해도 

몇 번이고 부활하는 캐릭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신체를 계속해서 바

꿔 착용하는 행위에 익숙한 현대인은 결국 자신의 본체가 존재하는 

육신마저 교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신체를 경외하고 그저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점차 발전하는 가상의 공간과 재현 기술로 강화된다. 현실에

서 신체는 물리적 제약에 속박되어있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 속에서

176)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하대청, 위의 책,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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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과 세상을 모두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 가상공간을 이상적

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육체를 그저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고깃덩

어리나 추로 인식하는 현대인에게 신체는 더는 자아와 공존하는 공

생의 존재가 아닌, 필요 없는 부수적 존재이다. 

자아와 신체 그리고 사회가 공존하는 기존의 현대인에서 신체가 빠

지는 현상을 근조의 형식으로 </Fire>【작품도판109】,<Cuddle Babie

s>【작품도판35】에서 표현한다. 신체가 어느 순간 현대인의 시야 속

에서 고려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무게로 존재한다. 하지만 죽음은 

현대인에게 가볍고 반복적이며 유희적 소재로 존재한다. 죽으면 부활

하고, 소진되면 교체하는 신체는 현대인이 캐릭터의 신체를 다루는 

【작품도판109】</Fire>,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합매체

【작품도판110】

【작품도판35】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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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벼운 신체의 소비문화는 죽음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신체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Fire>【작품도판109】는 게임 속에서 죽음을 다루는 문화는 신체

가 교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등장하는 게임을 다수가 공유하는 인터

넷 방송의 재해석이다. 근조와 축하의 화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화

환의 리본은 캐릭터가 끊임없이 죽었다 살아나는 현상을 묘사한다. 

온라인 방송의 참가자들은 방송 주관자가 조작하는 대상이 죽거나, 

조의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x를 눌러 조의를 표하시오’의 언어적 

밈을 통해 죽음을 희화한다. 그리곤 몇 초 후 이내 캐릭터는 또 부활

하여 사용자에게 소모된다. 반복적인 신체의 소모와 죽음의 희화는 

내장을 들어내고 근조와 경조를 동시에 하는 입체의 표현을 통해 나

타난다. 

<Cuddle Babies>【작품도판35】는 초연결 다중자아와 촉각의 욕구

를 입체화 작업이다. 화면 속 각기 다키마쿠라는 하나의 인격인 자아

를 상징한다. 각기 인격은 만질 수 있는, 고유의 육체를 가지고 표현

된다. 하지만 이런 각기 고유의 특징은 이내 수많은 다른 신체 사이

에 묻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결국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존

재하는 가상의 다중자아를 가진 신체들은 옷걸이에 상품처럼 진열된

다. 사용자가 취사선택하는 진열된 상품처럼 신체를 소모하는 현대인

의 신체 인식이 드러난다. 

현대인에게 특히 가상 속 신체는 대체하고 개량하며 소모할 수 있

는 소모적 기물의 성격이 강하게 존재한다. 아직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의식이지만, 앞으로 만일 실제 신체로까지 확대 가

능성이 생겼을 때 현대인은 과연 어떤 식으로 신체를 소모할지에 대

한 불안감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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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11】<랜뽑>, 2020, 민두, 디지털 프린팅, 원단, 혼합매체

모라벡과 같은 기계 예찬자들에게 있어 신체는 하자를 가진 고장 

난 기계이다. 생물인 신체와 디지털 신체와의 비교에서 생물학적 인

체의 한계를 체액의 시각화를 통해 <막전위-1>【작품도판101】, <몰

래 건너온 분>【작품도판92】, <랜뽑>【작품도판111】에서 표현한다. 

정답을 연산하는 기계에는 정답인 것과 아닌 것만 인식된다. 이진

법의 고정적 대답을 통해 연산적으로 도출되는 판단과 정보량으로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로 존재하는 대상에 비해 인간의 

신체는 변칙적이며 불균등하고 비합리적인 한계투성이 기관이다. 상

황적 옳고 그름은 프로그램으로 조건을 걸어야 가능하지만 기계는 

주어진 연산을 할 뿐 이해하지 못한다. 기계의 정확도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소외되는 신체의 묘사는 채액을 생물학적인 대상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요소화 되고 탈부착 되는 장기의 막을 상징한【작품도판101】의 하

단부는 녹아내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물리적 분리와 그 사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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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양극단적인 담론의 진동을 형상화하는 <막전위-1>는 결국 진

동 끝에 녹아버리는 장기막의 결말로 존재한다. 변화를 전부 담기에 

부족한 신체의 형상은 흘러내리는 막의 체액으로 시각화한다. 미세한 

진동의 반복을 버티지 못한 장기막이 서서히 녹는 형태의 표현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가 분비물 적인 체액과, 해체되어 액화되는 체

액의 두 가지 한계의 형상이 있음을 암시한다. 

 

【작품도판112】【작품도판101】,【작품도판16】부분

【작품도판16】<몰래 건너온 분>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

어있다. 눈물 콧물까지 흘려서 표현하는 슬픔은 성인보다 어린아이의 

슬픔 표현방식이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어린아이의 슬픔 표현방식

의 차용을 통해 비논리적인 인간의 신체와 그 한계를 묘사한다. 기술

에 의해 거래되고 버려진 신체와 한계를 두상이 흘리는 눈물과 콧물

로 표현한다. 작업에 사용된 민두는 이미 교체된, 하자가 있는 신체

의 상징이다.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민두의 변화 과정은 장기를 소

비의 시선으로 물건처럼 개조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신체관

을 묘사한다. 

초연결사회에서 인터넷이 없는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다. 【작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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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11】<랜뽑>은 온라인에서 분노 때문에 충동적으로 인터넷 선을 

뽑는 로그아웃의 행위다.‘랜선을 뽑는다’라는 말을 줄인 말인 랜뽑

은 사용자가 인터넷 환경이나 상황이 자신의 예상에 맞지 않게 반응

하거나, 기기적인 결함을 참지 못하고 기계적인 단절을 시도하는 모

습의 축약어이다. 인간의 한계에서 참지 못하고‘랜뽑’저질러버린 

실패의 상황을 인지하고 인터넷과 단절되어 실수로 죽어버린 대상을 

묘사한다. 연결 없는 기본 생물학적 신체로 돌아온 현대인은 랜뽑과 

함께 그 자리에서 체액을 흘리며 사망하는 형상으로 존재한다. 죽어

있는 인물표현은 기술과 연결 사이에서 소외되며 점차 그것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모순의 형상이다. 현대인의 생물학적 신체는 소외되

었기에 점차 약해지는 순환의 구조를 통해 점차 더 약화하고 있다. 

은연중에 벗어나거나 개조해야 하는 신체 의식은 현대인의 몸을 불

완전한 것으로 인식한다. 게임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죽고 다시 살아

나는 소모적인 신체관, 캐릭터같이 선택하는 신체관은 현대인의 몸에

서 자아와 공존하는 신체의 중요도를 절하한다. 나아가 현대인의 몸

에 있어 신체는 자아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온라인 다중자아에 따

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신체 형상은 분비물의 부정적인 형상으로 

작업에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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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료 표현기법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연결사회에서 자아를 생성하고, 여러 자

아와 공존하는 몸을 시각화한다. 다중자아의 표현은 재료기법의 선택

과 연관이 있다. 나는 동아시아 전통적 회화재료 표현기법을 기반으

로 확장하여 활용하고, 혼합입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전통과 현

재를 이어나가는 시도를 한다. 각기 재료 표현기법은 방식과 재료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 회화, 혼합입체, 디지털 매체 표현기법을 다루어본다. 

1. 회화재료 표현기법 

 연구작에서 주로 사용된 회화기법의 재료와 표현기법을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일부 혼합매체 회화작업을 제외한 대부분 회화는 아

교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용성 재료를 사용한다. 동아시아 전통의 재

료기법은 아교를 주 접착제로 사용해왔다. 나는 전통 동아시아 회화

재료표현기법을 기반으로 <무간공유> 시리즈를 시작하고 현대인의 

몸표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새로운 재료표현기법으로 확장해

왔다. 해당 접근법은 동아시아 몸 개념의 현대적 시각 표현 시도에서 

동아시아 전통의 재료표현기법을 계승하여 현대회화에 적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1항에서는 회화표현에서 주로 사용된 필법적인 요소의 과정을 다

룬다. 2항에서는 회화표현에서 사용된 채색기법 중 초상화의 배채기

법과 한지 채색기법의 과정을 알아본다. 3항에서는 회화기법에서 사

용된 바탕 재질의 선택과 사용의 방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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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법 

나의 작업 속 인물은 전통적 초상화나 인물화에서와 같이 특정 대

상을 묘사하는 것보다 몸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우주를 담은 몸을 표

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연결사회는 우주의 존재 형태를 변화시

키며, 흐름의 변화는 현대인의 몸에 새로운 기운으로 작용한다. 연결

과 흐름을 매개로 시작되는 기운의 변화 표현은 기(氣)를 필법을 통

해 표현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시도한다. 

붓의 운용을 통한 기의 전달을 언급한 형호(荊浩, 870년경-930년경)

의 『필법기』는 소우주 몸의 확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형호의 

『필법기(筆法記)』에서 제시된 6요(六要)의 개념은 사혁의 것을 계승

하여 작성된 기법론이다(갈로).177) 사혁의 인물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6법(六法)과는 달리, 형호는 산수화를 기준으로 한다. 그는 그림에서 

필요한 6가지 요소 중 기(氣)를 제일 먼저 언급함과 동시에 이 기를 

취함에 있어 붓과 마음의 일체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기(氣)란 마음이 붓을 따라 움직여 상(象)을 취하는 데 미혹됨이 없

는 것이다.178)

 형호의 필법은 인물화를 다룬 사혁의 것을 계승하였기에 인물에까

지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을 담는 행위와 초연결 현대의 관계

망 확장에 적용하여 새로운 기의 표현이 가능하다. 필법을 통해 신체 

표현 인식 위에 신체를 포괄하는 더 큰 자연의 섭리를 담는 행위를 

시도해본다. 현 절에서는 나의 작업에서 사용된 필법의 세부적인 회

177) 갈로, 『중국회화이론사』(서울:미진사, 강관식 역, 1986, 1쇄), 164.

178)氣者, 心道筆, 取家不感, 형호(荊浩)『筆法記』, 
갈로, 위의 책,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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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료표현기법의 분석을 통해 적용과 활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성에 따른 필법

동일 신체 내 이질적 물성에 따른 필법의 상이한 적용은 나의 작업

의 중요 표현기법적 요소이다. 2018년 <무간공유> 초반에서 시작되어 

2022년 작업까지 일관되게 존재하는 몇 가지 필선이 존재한다. 회화

작업 전반에 인체 표현에 있어 사용된 철선묘(鐵線描) 필법은 얇고 

철사와 같은 균일한 선을 긋는 기법이다. 철선묘필법은 피부의 얇은 

묘사를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동시에 인체 표현 전반에 사용된 갈필

(渴筆)은 마르고 거친 붓으로 운용하는 필법이다. 작업에서는 두껍게 

사용되며 마른 것, 새로운 장부도의 장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작품도판113】【작품도판1】,【작품도판11】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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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공유-1>【작품도판1】과 같은 시리즈 초반의 작업 인물표현에

서 특히 자주 사용된 철선 필법 선을 긋기 위해 얇고 긴 철선 전용 

면상필을 사용한다. 이 붓은, 물을 저장하는 붓 중간의 배가 얇고 심

이 길어 번짐보다 얇고 균일한 선을 한 호흡수만큼 배출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인물의 요철을 따라 균일한 선을 내기 위해 붓의 배가 두꺼

운 경우 붓의 수분이나 물감이 새어 나와 원치 않는 두께나 번짐의 

요소를 줄 수 있어 철선 필법에 적합하지 않다. 붓 중심의 각도가 바

뀜에 따라 붓 배부분에 압력이 가해져 수분이 흘러나오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많은 면상필, 철선필의 경우 기존 수묵용 붓에 비해 배가 

얇고 긴 형태를 띠고 있다. 

신체 내부의 장부도의 갈필법에 사용되는 붓은 철선묘에 사용되는 

붓과 달리 배의 물이 많이 저장될 수 있는 계열의 붓을 사용한다. 이

는 일정한 두께를 일정한 길이 동안 배출하기 위함이다. 갈필의 느낌

을 내기 위해서 중간 정도 진하기의 먹을 적신 붓의 배를 접시의 턱

에 스쳐 적당한 물기로 만든다. 이후 붓의 끝을 펼쳐 균일한 먹이 동

시에 붙 끝에 퍼질 수 있도록 핀다. 완필(腕筆)은 손목의 스냅을 이용

한 것보다 크게 움직이도록 팔을 움직여 그리는 방법이다. 균일한 선

을 위해 완필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붓을 반대로 꺾어 붓끝을 세우

며 갈필을 한 호흡과 선에 완성한다. 

[참고도판25] 필선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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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작품도판11】의 인물의 몸은 철선묘로 표현한다. 

몸 내외부의 장부도 확장표현에서 갈필과 굵은 필획의 사용을 통한 

시각적 이질감을 도출한다. 양극적 필법의 활용을 통해 이질적인 공

존의 형상 표현한다. 

【작품도판1】에서 보이는 인체 표현에서의 철선묘 표현은 얇은 피

부의 특성과 더불어 유기적인 신체의 막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와는 

대비되는 일정한 두꺼운 필법으로 묘사되는 신체 내부의 장부 도상

이 있다. 살아있지만 미지의 것인 원초적 물성의 표현을 위해 굵고 

거친 갈필법을 통해 표현된다. 

【작품도판11】은 두 필법이 충돌하는 형상을 극대화한다. 좌측 세 

인물은 철선묘로 인물의 피부와 머리카락이 표현한다. 인물들의 뒤로 

굵은 필선과 갈필로 그려진 장기가 쏟아지듯 표현된다. 화면에서 이

질적인 현대인의 다중자아 공존 상태 표현을 위해 극단적인 필법의 

차이를 사용한다. 

【작품도판10】의 인물의 연결혈자리는 일정한 직선으로 내외부 요

소와 연결되어 표현된다. 회화 속 인물들의 연결혈자리와 연결되는 

외부 초연결의 관계는 지도와 같은 정확도를 요구한다. 건축물을 정

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자를 사용한 계화(界畵)179) 기법을 통해 초연결 

연결망의 물성을 표현한다. 

직선이 일정한 계화도에서 필수요소는 자를 사용한 붓의 운용이다. 

연결혈자리와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의 표현은 일정 방향 직선을 오

래 유지할 수 있는 필법이 필요하다. 정확한 링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선 시기 계화도의 기법을 차용한다. 자의 선을 따라 선을 

179) 자[계척]를 이용하여 궁궐·누각·가옥 등 건축물을 정밀하게 묘사한 그림 또는 
그 화법. 누각화·궁실화.

“계화”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2.03.0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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긋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오래 유지 가능한 붓이 필요하다. 하지만 붓

의 전체 길이가 너무 길 경우, 긴 자의 궤도를 이동함에 따라 각도가 

변하여 선의 두께나 질감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길이

를 가지고 물을 보유하는 기능이 있는 백두/홍두의 붓으로 작업한다. 

자를 화면에 배치하고 손가락으로 자와 따라가며 같은 손으로 붓을 

쥐고 선을 긋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때 엄지, 검지, 중지는 붓을 잡

고, 약지로 자의 궤도를 따라 선을 긋는다. 

【작품도판114】【작품도판10】부분

【작품도판115】【작품도판62】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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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의 얇은 철선묘와 장부도의 일정한 두께의 필선, 연결혈자리

와 연결된 계화 필법 외 외부 요소와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필법의 

점진적인 적용 예는 작업 전반에 나타난다. 【작품도판62】,【작품도

판41】등에서 동일작업 내 인체 표현에 있어 다양한 필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인물 뒤의 해골의 선에서는 사용된 붓의 강약을 처음부

터 끝까지 변주하여 사용한다. 그것은 한 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

른 뼈 형태의 재현을 시도하기 위해 그려진다. 그에 반해 두 작업의 

인물 안 장기의 표현은 점묘법과 하엽준과 같은 나무를 그리는 준법

을 참조하여 식물과 인체 융합의 상태를 표현한다. 해당 기법은 실제 

자연을 그리는 『개자원화보(芥子園畵譜)』의 준법의 참고와 더불어 

인체 해부 서적을 참고하여 융합하여 작업한다. 

【작품도판116】【작품도판41】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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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작에서는 철선묘법, 갈필법, 계화도법 외에도, 표현 대상의 물

성에 따라 다양한 필법이 사용되고 있다. 필법 선택의 기준은 일상생

활 속 감각과 기억을 기반으로 선택된다. 나의 작업에서 필법은 숨을 

조절하여 붓을 활용하는, 몸을 이용한 회화의 방식이다. 회화 대부분 

서서 작업하며 필법을 활용하여 회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몸을 쓴다. 

몸과 연결된 붓의 운용이기에 감각의 기억을 토대로 재현되는 필법

은 작업에서 중요하다. 표현하고자 하는 물성을 위해 필법에 맞는 붓

의 선택과 기존의 자료를 참고한 사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사전 단

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물성과 필법의 적용상태 확인은 필요하다. 

사전 조사 이후 회화작업 속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성에 맞추어 

기존의 필법을 선택하여 구사한다. 

즉흥 선묘

기존 필법을 참조하여 작업을 하는 초반 작업은 사용하는 표현방식

이 한정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물성에 따른 필법으로 제작된 회화 부

분과 상반된 요소로 즉흥적인 선묘를 사용한다. 특히, 감정과 경험을 

묘사함에 즉흥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즉흥 선묘는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닌, 색으로 획을 긋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필획

적 접근으로 사용한 선묘는 면적을 채우거나 면으로 묘사하는 것과 

상이하다. 

 즉흥 선묘의 시작은 【작품도판11】이다. 필요에 따른 필법의 선

택 후 적용하여 운용하던 기법이 아닌, 좌측 인물의 하단 붉은 선묘

를 통해 신체의 개방과 혼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흥적

인 선묘와 기존 필법의 차이점은 구상적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

법의 선택이 아닌, 즉흥성을 주된 요소로 작업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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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17】【작품도판11】,【작품도판13】부분

【작품도판118】【작품도판61】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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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판13】에서 오른쪽 위 끝에 사용된 반추상적 요소는 언뜻 

보면 인체의 일부분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어떤 문양과 같이 보인다. 

특정 대상의 표현이 아닌 감정의 반추상적 표현은 선묘임에도 한꺼

번에 여러 색이 존재하는 선묘로 제작된다. 물을 잘 머금는 장류(長

流) 붓과 평필(平筆)에 두세 가지 색을 한 번에 배열한 물감을 먹여 

한 획에 여러 색이 공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즉흥 선묘

가 가지는 비정형성에 추가적인 색감의 불규칙한 변화를 추가한다. 

한 붓에 여러 색을 추가하여 즉흥적 선묘에 깊이감을 추가하는 방

식은 【작품도판61】에서 반응하는 선묘의 형식으로 변화하여 이후 

작업에 사용된다. 【작품도판13】의 즉흥 선묘가 개별적인 획으로 존

재했다면, 【작품도판61】에서는 선묘 후 존재하는 젖은 부분에 반응

하여 세부 획을 추가하여 작업을 한다. 

【작품도판119】【작품도판15】,【작품도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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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회화표현은 【작품도판15】속 비물질적인 대상의 추가에

서 탈신체의 존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가상의 장기를 가

진 대상의 표현에 있어 미리 그려진 화면의 대상과 반응하여 순간적

으로 형태를 형성한다. 구상적 인체 요소에 사용되는 피부의 색, 특

정 색감은 반복되어 등장하는 요소이다.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색

은 반복 작업으로 조색 되어 준비된다. 하지만 즉흥 선묘의 경우 물

감의 선택에 있어 반사적 태도로 준비한다. 기존 예상되는 색이 아닌 

다양한 조합을 한 붓 안에 섞어 작업함을 통해 기존에 비해 자유로운 

회화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도판42】의 오른쪽 위 끝의 해골 표현과 인물 내부 장기에 

사용된 즉흥 선묘의 방식은 다양한 적색과 황색을 준비하여 손이 가

는 대로 조합해 가며 선묘한다. 이후 젖은 물감과 화면을 이용하여 

완성한다. 앞서 필법에서 언급한 【작품도판62】, 【작품도판41】의 

내부 표현과 비교해 볼 때 특정한 필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 선 자

체의 감각적인 표현이 주된 방식임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역이나 형

태가 지정된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의 확장의 가능성도 존재한

다. 【작품도판42】의 오른쪽 중앙 부분의 인물 뒤 선묘의 표현은 신

체 내부 표현 직후 밖으로 뻗어나가는 장기와 에너지 형상을 상상하

여 작업한 선묘 부분이다. 

우연성과 즉흥성의 결합을 시도한【작품도판64】에서는 물감을 흘

리는 행위에서 파생되는 감정을 해당 부분이 건조한 뒤 얇은 선묘로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도판64】는 미리 설정된 그림의 상 없이 진
행되었다. 좌측 인물 속 장기는 반추상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데, 

흐르는 신체와 반대되는 신체의 견고함을 생각하여 작은 붓을 통해 

선묘 되었다. 우측 흰색 장기의 표현은 신체 밖의 자아를 생각하며 

대비되는 흰색을 사용하여 그려졌다. 화면 중앙의 두상은 기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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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도판13】등에서 사용된 한 붓 안에 여러 색이 존재하는 붓을 만들

어 제작되었는데, 대상의 얼굴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즉흥 표현은 재료 자체에 여러 색을 섞어 제작하는 방식과 더불어 

즉흥적으로 붓을 바꾸거나, 색 선택을 통해 더 자유롭고 생경한 화면

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기법이다. 화면에 반응하여 신체를 통

해 진행되는 즉흥 선묘 기법은 나의 기운을 담아 선을 긋는 것을 기

반으로 한다. 작업 속에 공존하는 미리 상을 정한 요소를 그리는 기

법과는 결이 다르다. 회화 속 다른 결의 충돌은 점차 다양한 형상으

로 나의 작업에 부분부분 분할되어 존재한다. 필획의 운용에 따른 중

층적 인물표현은 다중자아를 가진 변화하는 현대인을 표현하기에 적

합하다. 

【작품도판120】【작품도판6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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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색기법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나의 회화작업에서 사용된 채색기법은 다

양하다. 회화 채색기법 중 크게 비단 초상화 기법과 한지 채색기법으

로 분류하여 재료기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각기 기법에 들어가기

에 앞서 비단 초상화 기법과 한지 채색기법 모두 동일 전매제인 아교

와 분말 형식의 안료를 사용하고 있기에 각기 주재료의 특성을 소개

하고자 한다. 

아교 

아교의 원료인 젤라틴은 콜라겐에서 유도된 단백질이다. 이 콜라겐

은 동물의 결합 조직을 만드는 주요 단백질이며, 뼈나 껍질에 포함

되어 있는 콜라겐에 열을 가하면 가수분해되어 아교가 된다. 아교

의 제조 공정은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같다고 볼 수 있다. 180)

 

이상현이 그의 책 『전통회화의 색』에서 언급했듯이, 『역대명화

기』에도 언급되는 아교는 고대에서부터 사용된 주된 접착제이다. 

[참고도판26] 은 회화용으로 개발된 아교로 소의 가죽을 주원료로 하

고 있다. 이외에도 토끼 아교나 민어의 부레, 사슴 등 다양한 단백질

원을 사용한 아교가 존재한다. 나의 회화작업에서는 소아교를 중심으

로 사용하였다. 아교는 회화 화면의 준비를 하는 작업과 실제 안료를 

섞어 화면에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아교포수는 아교 용액에 소량의 명반을 섞어 정착력을 높이고 안료

가 잘 붙거나 종이에 물이 스미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참고도판27]의 좌측이 명반의 원석이며 보통 회화용으로 정제되어 

180) 이상현, 『전통회화의 색』(서울:가일아트, 201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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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형태로 보급된다. 명반의 농도가 진할 경우 해당 단백질이 분

해되어 화면의 보존력이 떨어지므로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사용하는 분량과 도포 횟수는 비단과 종이가 각기 상이하다. 

안료와 배합하여 사용하면 섞는 안료의 분자 크기에 따라 아교 용

액의 농도를 10%-4%사이로 조정하여 섞어준다. 안료의 농도는 처음 

도포하는 안료의 농도가 가장 높고, 덧칠할수록 낮아야 향후 박락을 

방지할 수 있다.[참고도판28] 

안료

현재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료는 무궁무진하다. 동서양 전통

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안료들과 더불어 새로이 발견되거나 합성된 안

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작가에게 회화표현의 자유를 선사한다. 천연

광물을 분쇄하여 만드는 천연 석채, 천연 석채를 기술로 재현하여 만

든 합성 석채, 분말 형식의 수간 분채, 합성으로 만든 합성 수간 분

채, 해외에서 제작된 천연 피그먼트와 합성 피그먼트 등 다양한 안료

를 사용하여 회화작업을 진행한다.[참고도판29]  

다양한 안료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이유는 전통 동아시아의 재료 또

한 원재료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더 많은 색상

과 투광도, 내구성의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아가 안료에 아교라는 미디엄을 섞어 접착하는 회화 형식은 기존에 

만들어진 물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안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참고도판30] 

 [참고도판31]의 좌측에서부터 수간 천연 분채, Green Veriditer, 인

공 석채 청록, 녹청, Cobalt Green Pale을 예시로 보면, 비슷한 색상

의 안료이더라도 제조 공정과 재료, 입자크기와 발색은 상이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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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안료별 차이점은 색상뿐만 아닌 질감과 발색까지 작가가 선택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한다. 

먹

먹은 안료와 다르게 벼루에 갈아서 사용하는 매체이다([참고도판3

2]). 나무나 기름을 태운 그을음을 모아 아교와 따듯하게 반죽하여 건

조한 먹은 그을음의 재료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다르다. 또한 먹의 

제조 과정에서 추가로 색소를 넣어 제작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연구

작업에서는 먹물의 사용을 지양하고 먹을 갈아 작업한다. 먹물은 한 

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반면, 갈은 먹은 갈색, 청색 등 미묘한 색을 

가지고 있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먹물의 경우 농도와 광택

이 강해 원하는 먹색을 얻기 힘들다. 먹을 갈 때 작업 상황에 맞춰 

색조와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도판26] 다양한 아교

[참고도판28] 아교 용액의 계량

[참고도판27] 명반 원석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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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2] 벼루

[참고도판29]  다양한 안료

[참고도판30]  물감의 준비

[참고도판31]   

유사 색상의 다양한 안료



- 227 -

초상화 기법

2020년<얼굴없는 게이머-민스이>【작품도판25】부터 본 논문에서 

비단 회화작업이 분석되고 있으나, 나는 2009년도부터 조선 시기 비

단 초상화 기법을 사용하고 연구해 왔다. 전통 초상화의 제작과정은 

크게 유지초본의 제작, 비단 초 뜨기, 배채의 도포, 앞에서 묘사 후 

완료의 과정을 거친다. 내가 작업한 <이삼 초상화 제작과정> [참고도

판33] 은 조선 시기 분무공신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재현한 예시로, 조선 시기 초상화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다. 기존 전

통 초상화기법의 재현은 각기 유물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나의 작업을 기준으로 초상화 기법의 현대적인 적용 

과정을 위주로 정리한다. 

[참고도판33] <Likeness and Legacy in Korean Portraiture>, 이삼 

초상화 제작과정 재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뮤지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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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4] 배채의 현대적 적용

[참고도판35] 다양한 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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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36] 배채의 뒷면 [참고도판37] 배채 후 앞면

나는 조선 시기 초상화 제작기법을 기반으로 작업하지만, 작업마다 

요구하는 특수성에 맞추어 대체적 방식의 접근을 한다. 전통 회화의 

표현기법을 온전히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회화 계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 기법을 존중하고 작업의 영감으로 활용하지만, 변화하는 현대인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재료표현기법의 변주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회화에서 사용되는 배채기법은 화면의 뒤에서 면으로 색

을 칠하는 기법을 칭한다. 화면재료의 비치는 습성을 활용하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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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채색한 색면의 효과를 활용하여 앞에서 연하게 채색한다. 겉 화면 

위에 안료의 양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배채기법을 통해 작가는 담

담한 표현과 재료의 투과성, 깊이감을 활용할 수 있다. 

조선 시기 인물화의 배채는 흰색이나 연한 분홍색을 사용하여 도포

되었다. [참고도판34] 의 두 가지 배채 색은 변화하는 현대인의 형상

을 표현하고 피부 질감을 강조하는 데 필요에 따라 각기 흰색과 분홍

색으로 제작된다. 전통적으로는 연백이나 호분의 재료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연백의 재료인 납의 독성과 탄산 칼슘의 질감과 투과성 이유

로 작업에서는 타이타늄화이트(Titanium White)과 징크(Zinc White)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참고도판36]의 배채 후 뒷면에서 보이는 진한 

안료의 형상은 앞에서 보면 [참고도판37] 과같이 비단의 투과성으로 

색이 변화하여 보인다. 

배채가 완료되면 다시 화면을 뒤집어 앞면이 위를 보게 한다. 앞에

서 입자가 고운 재료인 봉채([참고도판35])를 사기 접시에 갈아 염색

하듯 서서히 채색한다. 우선 전체 피부색을 연하게 5번-20번 정도에 

걸쳐 도포하여 깊이 있지만 과하지 않은 피부색을 표현한다. 이후 각

기 부분에 필요한 안료를 개거나 갈아서 조금씩 묘사하여 화면을 완

성한다.[참고도판38]

[참고도판38] 배채 후 전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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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채 기법이 재료의 대체를 통한 접근의 면모가 많다면 【작품도판

25】,【작품도판30】등의 회화에선 배채 자체에 회화적인 표현을 시

도하여 전면부에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도판39] 

전면 채색실험 

[참고도판40] 전면 

채색과정

[참고도판41] 

후면 배채 응용

[참고도판42] 

전면 배채 

응용 효과

 [참고도판39] 에서 앞면에 연하게 채색을 먼저 하여 큰 화면의 구

성을 한다. 이후 기존의 배채를 하고 앞에서 묘사하여 1차로 화면을 

[참고도판40]과 같이 완성한다. 기존의 배채 기법은 [참고도판40]의 

단계에서 완성을 향해 묘사를 더 진행한다. 하지만 신형장부도의 형

상이 뒤에서 비치게끔 보여주기 위해 [참고도판41] 과같이 뒷면 배채 

위에 필선을 긋는다. 전면의 안료, 염료, 바탕재, 배채, 배채 위 필선

의 순으로 [참고도판42]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깊이감과 질감 차이, 

색감의 다양성의 효과를 표현한다. 

조선 시기 초상화 기법을 계승하여 제작된 비단 회화는 대상의 정

신을 담고자 하는 시도의 연장이다. 다중자아의 현대인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재료의 교체와 더불어 배채기법의 응용을 통해 더 중층적

인 인물의 표현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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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채색기법

한지에 채색하는 기법은 다양하다. 섬유 입자가 길고 흡수성, 내구

성이 탁월한 한지는 화면과 사용 매체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의 도출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물이 스미기 힘들도록 아교포수를 한 종

이 위에 분말형 안료와 봉채, 먹, 아교를 사용하여 채색을 올리는 것

을 기준으로 채색기법의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작업에 사용된 채색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연하게 채색

하여 투명한 피부의 표현에 주로 사용된 담채 표현기법, 진하게 색을 

쌓아 올리는 진채 표현기법, 색을 혼합하여 한꺼번에 그리는 채색표

현기법을 사용한다. 화면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기법이 각기 

필요 부분에 적용되는 만큼, 【작품도판 46】의 작업 과정을 기준으

로 요소별 분석을 한다. 

[참고도판43] 기본 인물 채색 [참고도판44] 

기타 요소 채색과 세부 묘사 

[참고도판45] 즉흥적 요소 [참고도판46] 

선묘와 중의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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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위 채색을 함에는 흡수되는 부분과 안료가 올라가는 부분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현대인의 묘사에 있어 피부의 경

우 신체를 담고 있는 막으로써의 표현한다. 피부는 가능한 반투명하

고 가벼운 이미지로 제작한다. 피부가 가벼운 막과 같은 표현을 위해 

한지가 흡수하지 못하는 입자가 큰 안료를 사용하여 피부를 표현하

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물성과 맞지 않는다. 곱고 작은 알갱이를 

가진 재료를 활용하여 피부의 투과성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참고도

판43]의 피부의 기반 표현은 봉채 대자색을 곱게 갈고 걸러서 사용한

다. 이물질이 없는 용액을 피부 부위에 4-6번 정도 서서히 도포하여 

기초를 다진다. 기본 살색이 완성되면 요철법에 따라 살이 나와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동일한 용액을 추가로 바른다. 서서히 요철부위가 

강조되면 먹이나 쪽 봉채를 섞은 음영색을 만들어 물리적으로 들어

간 부분에 칠해준다. 이때 빛의 방향에서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보다

는 실제 형태를 기준으로 작업한다. 

살의 색 표현이 적당히 올라가면 추가로 선을 그어 강조할 부분을 

잡아준다. [참고도판44]에서 얼굴 표현이 적당히 완성되면 수묵이나 

기타 재료로 묘사해야 할 부분을 묘사해준다. 이후 뒷면의 노란 얼굴

과 쪽색 얼굴 형상의 채색을 한다. 노랑의 경우 분채와 해외 안료를 

4%아교 용액과 배합하여 2-4번 정도 진하게 도포한다. 쪽의 경우 [참

고도판46] 의 진한 쪽색과 중간톤이 존재하기에 연하게 2-3번 정도 

도포하여 중간 얼굴색을 조합하고, 향후 [참고도판46] 의 색까지 추가

로 3-4번 더 진하게 바른다. 가루형 안료의 경우 입자를 균일하게 하

도록 약사발에 갈아 거름망으로 한번 걸러준다. 

[참고도판45]의 붉은 뼈 즉흥 선묘는 여러 번 올리지 않고 단발적 

필선으로 제작되는 부분인 만큼 10%의 아교 용액에 안료를 걸쭉하게 

섞어 물로 희석하여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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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판46] 우측 하단 즉흥 선묘의 표현은 넓고 균일한 대형 접

시에 각기 회색 안료와 흰색 안료를 10% 아교 용액으로 되게 섞고 

조금 희석한 물감을 붓보다 조금 넓은 면적에 양쪽에 배치한다. 물기

를 적당히 뺀 평붓에 양끝을 기준으로 물감을 쌓듯이 뿌리부터 붓 끝

까지 두들겨 넣어준다. 이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료의 점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교포수가 된 표면의 경우 아교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살짝 화면에 분무기로 수분기를 주어 붓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 

고운 안료의 중첩과 입자가 비교적 큰 안료의 단계적인 적용을 통

해 화면에서 다양한 단계의 물성 표현이 가능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서는 최종 화면의 형태와 재료의 특성, 화면의 상태 그리고 접착제의 

강도 변화에 예의 주시하여 그때그때 사용에 가감하는 탄력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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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탕 재질과 기법 

회화표현에 있어 바탕 재질은 회화의 전체적인 표현기법에 영향을 

미친다. 한지와 비단은 각기 고유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작에서 

사용된 바탕 재질이 제작되는 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의 한지와 

비단을 현대회화에 접목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한지의 준비

국내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한지의 종류와 재질은 다양하다. 그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균일하게 사용한 ‘2합’장지(한지)181)의 사

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20호(200 x 140cm 정도)의 2합 장지는 

흡수력이 좋고 화면에 유연함이 있다. ‘2합’은 재료 판매처에서 한

지 중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진 것을 일컬어 사용되는 단위다. 종이

를 두 번 떠서 제작했다고도 알려지는 2합 장지는 비교적 견고하다. 

하지만 그 자체로 사용하기엔 종이가 채색과정에서 손상될 여지가 

있다. 종이를 보강하고 두께를 주기 위해 나는 추가로 2합 장지를 전

분 풀로 배접한다. 이때 작업을 하는 종이는 무표백 닥종이를 사용한 

한지를 사용하며, 배접지는 향후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기에 펄프를 

섞은 한지도 사용이 무방하다. 

작업지로 사용되는 한지의 뒷면을 스프레이로 적셔 솔로 평평하게 

핀다. 배접지로 사용되는 한지에 묽은 풀을 전체 도포하여 작업지의 

뒷면과 배접지가 겹치게 끝에서부터 천천히 내리면서 솔질하여 부착

한다. 두 종이가 잘 붙도록 솔로 문지른 후 배접지만, 테두리에 풀칠

하여 벽에 고정하고 종이와 벽 사이로 바람을 불어 벽에 종이가 붙지 

181) 한지의 종이의 두께를 지칭할 때 상용되는 단위. 업체에 따라서 상품 자체의 이
름으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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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끔 한다. 배접된 한지가 완전히 건조하면 벽에서 떼어 보관한다. 

배접된 한지는 배접지로 사용된 한지의 테두리에 전분 풀을 묻혀 

벽에 붙인다. 이때 한 틈에 종잇조각과 함께 공기를 불어 넣어 작업 

후 벽에서 떼어내기 쉽도록 하고, 종이와 벽이 밀착되는 것을 방지한

다. 풀이 완전히 마른 후 스프레이로 물을 고르게 도포하여 편편하게 

화면을 건조 시킨다.[참고도판47] 

알아교 40g 물 1000g 백반 4g의 아교포수 용액을 중탕하여 제작한

다. 한번의 도포에 보통 해당 용액을 1회 정도 사용하나, 아교포수가 

진행될수록 종이가 액체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든다. [참고도판48] 과

같이 평필로 아교포수 용액을 고르게 도포한다. 도포 방향은 가로 세

로방향을 번갈아 가며 도포하는 것이 한지에 결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3-4회정도 도포하여 물방울이 화면에서 흡수되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포수를 멈춘다. 포수가 과하게 되면 안료

를 칠하거나 물을 바를 때 아교 층에서부터 미끄러져 색이 탁해지고 

얼룩이 지기 때문에 종이가 포수용액을 흡수하는 선에서 마감하는 

것이 알맞다. 

[참고도판47] 

배접 된 한지의 벽 고정 
[참고도판48] 아교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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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9] 비단 염색 과정 [참고도판50] 비단의 건조

[참고도판51] 비단 틀에 배치
[참고도판52] 

전분 풀로 비단 틀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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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의 준비

나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비단은 그림 전용 화견(畵絹)을 기본으로 

하지만 한복 원단이나 현대 직물도 사용한다. 비단의 염색은 천연 염

색과 인공 염색제를 선택하여 작업한다. 천연염색의 경우 오리나무 

열매의 탄닌(tannin)성분을 사용하여 비단이 산화된 색상을 재현한다. 

오리나무 열매를 1대1의 비율로 끓인 원액을 따듯한 물에 희석하여, 

미리 적신 비단을 담궈 주물러 염색한다. 이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하여 말린 후 과정을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원하는 

색이 나왔을 때 명반을 희석한 찬물에 비단을 넣고 15분간 주물러 

색의 정착을 한 후 다시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여 널어 말린

다. 염색 용액에 비단을 넣을 때 원단이 미리 찬물에 젖어있지 않거

나 뭉쳐서 들어가는 경우 염액이 흡수되는 속도 차이로 원하지 않는 

부분에 주름이 질 수 있기에 유의하여 균일한 화면을 만든다. 

인공 염색제의 경우 천연염색과 달리 원액을 추출할 필요 없이 뜨

거운 물과 소금을 권장량과 비율로 고루 섞어준다. 염색할 원단을 미

리 찬물에 골고루 적셔준다. [참고도판49]의 경우 의도적으로 얼룩을 

만들기 위해 작은 통을 염액 통으로 사용하였다. 주름이나 얼룩이 없

는 결과물을 원한다면 넓은 바트나 큰 용기에 염색하는 것이 적당하

다. 염액과 원단의 비율이 권장 사항에 적정하다면 15분정도 염액에

서 주물러준다. 이때 연한 효과를 원하면 담그는 시간을 짧게 조정한

다. 염액에서 나온 원단은 바로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잔여 색을 제

거한다. 세척된 원단은 다시 따듯한 소금물에 주물러 색을 정착시킨

다. 

전통적으로 비단을 비단 틀에 붙일 때는 비단에 천을 꿰매서 비단

이 직접 틀에 닿지 않게끔 한다. 하지만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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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접 틀에 비단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참고도판50]) 널어

서 건조한 비단은 앞면이 위를 향하게 틀 위에 배치된다([참고도판5

1]). 비단 틀의 측면에 전분 풀을 고루 바르고 비단을 고정하여 건조

한다. 건조 중 풀이 비단 보다 늦게 마르기에 중간중간 물을 뿌려 습

기의 균형을 조정한다.[참고도판52]

알아교 30g 물 1000g 백반 4g의 아교포수 용액을 중탕하여 제작한

다. 비단의 경우 한지에 비해 수분을 흡수하는 양이 적다. [참고도판5

3] 과같이 표면을 훑듯이 포수를 한다. 방향은 앞면과 뒷면을 교차하

여 진행한다. 앞면 가로 방향 포수 후 뒷면의 세로 방향의 포수를 하

고 다시 앞면의 세로 방향 포수, 뒷면의 가로 방향 포수를 통해 양면

의 비단이 다 막힐 수 있게끔 포수한다. 모든 올이 막히면 비단에 그

림을 그릴 준비가 된 것이다. 

[참고도판53] 아교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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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매체 표현기법

제2절에서는 회화 외 작업에 사용된 기타 재료기법의 재료와 표현

기법을 다룬다. 1항에서는 <스잔느의 친구들>과 <몰래 건너온 분>에

서 사용된 조합 입체 제작 방식과 재료기법을, <Cuddle Babies>등의 

바느질 표현과 염색과정의 원단 입체 매체의 사용을 다룬다. 2항에서

는 디지털의 이미지 구축 방식과 상호작용 적용의 과정을 다룬다. 

1) 혼합입체

입체작품은 내가 만들거나 수집한 물건들을 혼합하여 만드는 형식

으로 진행된다. 조형의 과정에서 찾은 물건의 활용과 제작이 합쳐져 

사용되어 본 논문에서는 전체 과정을 혼합입체로 통일하였다. 

2019년 <막전위-1>【작품도판101】,<막전위-2>【작품도판102】,<스

잔느의 친구들>【작품도판32】의 세 입체 조합 조형물은 재단한 물

건, 제작한 물건들의 조합으로 제작되었다. <스잔느의 친구들>【작품

도판32】의 사전 조사에 앞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을 모아 

실제 조합의 예시작업을 통해 구상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참고도

판54]에 보이는 레이저 커팅을 이용한 아크릴 신체 조각의 부품을 제

작하고 조합에 사용될 원단을 필요에 따라 재봉하여 염색한다. 전선, 

랜선, 쇠 파이프, 집타이, 호스 등의 물체들은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신체의 장기처럼 보이도록 미리 조립해 놓기도 한다. [참고도판54] 

[참고도판55] 의 다양한 조합과 사진과 사진 필기를 이용하여 전체 

형상의 조합 형태를 구상한다. 해당 과정은 각기 기록하여 향후 완성

품 제작에 참고한다. 다양한 조합의 실험은 다른 질감과 형태를 가진 

요소들의 어우러짐과 충돌을 가늠하여 필요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스잔느의 친구들>【작품도판32】이 다양한 재료들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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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된 사람의 형상을 제작했지만, <막전위-1>【작품도판101】,

<막전위-2>【작품도판102】의 경우 파이프, 원단, 집타이를 통해 사

람의 형상을 시각화한다. 

[참고도판54] 입체 요소의 구상 [참고도판55] 입체 요소의 

조합 

[참고도판56] 

중고 거래를 통한 수집

[참고도판57] 

인물의 리 페인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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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몰래 건너온 분>【작품도판92】,</Fire>【작품도판109】,<랜

뽑>【작품도판111】은 타인의 촉감을 거친 요소와 재탄생한 요소 그

리고 만든 요소의 조합 조형이다. 타인의 촉감을 재탄생하기 위해 우

선 중고 사이트에서 미용용 연습 머리를 거래한다. [참고도판56]에서 

여러번 거래되는 과정은 기록되고 향후 제작의 방향성에 참고한다. 

거래된 머리들은 강한 아세톤으로 기존의 얼굴을 지우고 리 페인트 

작업을 거친다[참고도판57]. 머리카락은 필요시 탈색과 염색을 통해 

원하는 형태로 제작한다. 기존의 칠이 제거된 두상에 모형용 무광 마

감제를 4-6번 도포하여 칠을 할 수 있는 표면의 상태로 만든다. 무광 

마감제는 인형 얼굴에 사용되는 리페인팅 기법에서 필요하다. 무광 

스프레이 속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건조 후 피부와 같은 시각적 

질감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면으로 만들어준다. 건조된 머리에 단

계별로 음영과 묘사를 한다. 얼굴의 채색은 단계별로 진행하고 사이

사이에 다시 무광 마감재를 도포하여 안료를 정착시킨다. 채색이 마

감되면 유광 칠이나 속눈썹 등 필요에 따른 기타 부착물을 붙여 마무

리한다. 

[참고도판58] 조립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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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58]과 같이 완성된 두상을 기존 사물이나 조합된 입체 신

체에 고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요소를 조합한다. 필요도의 선택은 

두상을 구매 당시 기억과 기록 그리고 완성된 두상의 이미지와 맞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조합하여 입체로 제작하여 완성한다. 

 

【작품도판121】【작품도판109】,【작품도판92】부분

</Fire>【작품도판109】은 마네킹에 목을 연장하여 석고 붕대를 감

아 변형된 신체 표현을 한다. 기초를 토대로 디지털 인쇄한 원단과 

재봉한 원단 그리고 레디메이드 제품을 사용하여 신체를 조립한다. 

두상 위 화환용 리본은 경조와 근조화환을 반반 주문하여 부착한다. 

<몰래 건너온 분>【작품도판92】에서 실제 가구와 두상 고정대를 뼈

와 신체로 해석하여 조립하고 주변에 피부의 상징으로 제작한 쿠션

을 배치하였다. 

원단 조형과 활용은<막전위-2>【작품도판102】,<몰래 건너온 분>

【작품도판92】,</Fire>【작품도판109】,<랜뽑>【작품도판111】등에서 

조합 입체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입체 작업인 <Cuddle 

Baby>【작품도판34】,<Cuddle Baby>【작품도판36】의 시리즈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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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된다. 

원단 입체작업에 사용되는 원단의 준비는 염색과 디지털 출력으로 

나뉜다. 원단의 염색 방법은 앞 절 원단의 사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

작되나, 필요시 부분을 추가로 염색하거나 색을 추가하여 [참고도판5

9] 와 같이 효과를 내기도 한다.

【작품도판122】【작품도판36】부분

[참고도판59] 원단의 염색 [참고도판60] 원단의 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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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의 패턴은 디지털로 작업한다. 온라인에서 요소로 사용할 원본 

이미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참고도판61],[참고도판62]와 같이 배치

한다. 이때 원단의 요소는 제작자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무료 배포, 

사용권의 구입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집한다. 디지털 원단의 출력은 다

양한 원단에 가능하다. 예상하는 원단 입체의 질감과 크기, 느낌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알맞은 원단을 선택하여 주문한다. 원단의 출력 

경우 기존 출력물 해상도 보다 낮은 200 DPI(Dots Per Inch)를 사용하

기에 세부적인 묘사가 있는 이미지를 원단으로 출력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디지털 파일이 완성되면 원단을 인쇄해주는 업체에 주문

한다. 

[참고도판61] 원단 패턴의 제작

 

[참고도판62] 원단 패턴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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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원단입체에 사용되는 레이스, 장식들은 필요에 따라 수집

해둔 모듬에서 즉흥적으로 골라서 사용한다. 입체 안에 채워넣을 솜

의 준비가 끝나면 재봉틀과 손바느질을 이용하여 입체를 조형한다[참

고도판60]. 촉감과 시각적인 요소를 즉흥적으로 고려하여 재봉 중 레

이스나 장식, 원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되도록 다양한 원단

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필요시에는 레이스나 부자재를 염색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솜의 양은 대상의 필요 질감에 맞춰 삽입하고 재봉

선이 안보이게끔 손바느질로 마무리한다. [참고도판63]과 같이 요소화

된 입체작업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참고도판64]에서처럼 조합되

어 원단 입체 조형으로 완성한다. 조합하는 경우 필요 입체들을 손바

느질로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솜을 가감하여 전체 형태를 조형한다.

[참고도판63] 원단 입체 조형 [참고도판64] 원단 입체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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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디지털 작업은 가상공간 속 통용되는 새로운 시각적 요소 중 하나

이다. 나는 디지털이미지를 통해 교감하고 성장해왔고, 살아 숨쉬는 

가상 이미지를 시도하기 위해 디지털 작업을 사용한다. 디지털 작업

은 작업 자체로 완성된 이미지가 나오거나, 후가공을 거쳐 얼굴인식

을 통해 관람자가 제어할 수 있는 형상으로 작업한다. 

디지털이미지 구축

디지털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

하다. 나는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크리타(Krit

a) 등의 평면 매체 회화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축한

다. 디지털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 마우스가 아닌, 펜 형태

의 압력입력을 인지하는 기구인 타블렛 펜(Pen Tablet)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모니터와 펜의 기능이 같이 있는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여 더 직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다 [참고도판

65].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회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다룬다. 

디지털이미지 생성 이전 우선 고려할 부분은 작업의 사용 형태이

다. 인쇄용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인쇄 출판 최소 품질인 해상도 300 

DPI 이상의 설정과 실제 인쇄물의 크기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

량 인쇄나, 색별 조판하여 인쇄되는 양식을 선택한다면, 모니터 기반

의 RGB(Red, Gree, Blue)색이 아닌, CMYK(Cyan, Magenta, Yellow, Bl

ack)의 인쇄 전용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여 작업해야 한다. 빛과 모니

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RGB색상은 실제 옵셋 인쇄물의 색상 구현에 

맞춘CMYK에 비해 표현 가능한 색상의 범주가 넓다. RGB 색상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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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작업한 것을 인쇄한다면, 예상했던 색상에 비해 색의 구현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컴퓨터나 화면에서만 사용될 이미지의 경

우CMYK색상으로 작업하게 되면 구현할 수 있는 색상이 RGB색상에 

비해 제약이 오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참고도판65] 

디지털 회화의 작업 과정

[참고도판66]

디지털 회화의 레이어

 

디지털 회화의 장점은 크기의 자유와 실행취소 기능 등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난 작업 과정의 자유도에 있다. 또한 겹겹이 쌓아 작업 

할 수 있는 레이어(Layer)의 개념을 통해 자유로운 채색과 변형을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분리된 레이어를 통해 행동이 특정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회화용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회화용 재료의 질감, 형태 사용방식

을 모방하여 제작된 다양한 브러쉬(Brush)툴이 존재한다. 실제의 물

성, 표현력과는 상이하지만, 디지털 회화 필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전체 색상, 질감, 효과 등의 추가를 통해 물리적인 회화와는 다른 

후가공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 외에도 여러 자유도를 가진 디지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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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제작 방식은 실제 회화작업과 병행되어 진행 때 좀 더 효과적인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회화의 방식 외에도 [참고도판61] 

[참고도판62]와 같이 실제 사용되는 원단의 패턴 수정과 배열을 통하

여 찾은 이미지의 활용 가능성과, [참고도판54]의 레이저 커팅된 요소

용 파일의 제작을 통해 디지털로 제작된 이미지 등, 물질적 작업으로 

환원되는 활용처가 다양하기에 앞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재료기

법이다. 다만 점차 간소화되고 익숙해진 디지털의 보급과 더불어 재

료의 선택에 있어 비단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재료의 장단

점을 파악 후 적재적소의 활용이 필요하다. 

[참고도판67] 완성된 이미지

  

[참고도판68] 분리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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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호작용 요소

<빌려입은 피부-반대로 하는 말>【작품도판37】과 같이 얼굴인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법은 앞서 언급한 평면 

디지털이미지 구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다. 기존의 디지털 회화

작업과 [참고도판67] 같이 결과물은 시각적으로 같지만, 각기 요소가 

따로 제작되어 합쳐진 형상이다. 예를 들어 [참고도판68] 와 같이 각 

요소가 독자적 레이어로 존재한다. 평면 이미지의 경우 고정된 화면

의 결과물이 목적이지만, 실시간 상호작용의 파일의 경우 각기 인식

되는 정보와 작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완성된 이미

지며 부분이 각기 인형처럼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제작

한다. 이미지 제작 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요소들과 레이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필요한 부분을 포토샵으로 각기 작업한다. 

[참고도판69] 실시간 동기화를 위한 애니메이션 랜더링과 메쉬

완성된 파일은 Live 2D182) 프로그램으로 내보내 실시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되도록 작업한다. 파일의 요소를 프로그램이 

인식하면 [참고도판69]의 메쉬(Mesh)183)작업을 통해 각기 픽셀 이미지

182) Live2D Inc. 회사의 평면 이미지 기반 구동 적용 프로그램. 
183) 그림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변환하는 단위. 점들이 모여 메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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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형할 수 있는 요소로 변환한다. 이때 눈이나 얼굴 등 세부적 조

정이 필요한 부분은 메쉬 점의 위치와 관계를 특히 신경 써서 부여한

다. 메쉬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거나 중요한 시각적 요소에 어긋

나면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 있다. 메쉬의 지정

이 끝난 파일은 각기 신체 요소별 실체 사람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세

부 표현을 파라미터(Parameter)184)에 입력하고 해당 행동에 맞게 메

쉬를 움직여 저장한다. 눈의 깜빡임, 흰자와 동공의 마스킹, 동공의 

상하좌우 움직이는 범위 지정, 눈웃음, 눈썹의 표현과 입술의 개폐, 

웃음과 슬픔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표정에 맞추어 각

기 메쉬를 해당 값에 부여하여 조정한다. 이때 다양한 값에 상응하는 

메쉬의 변형 지점을 입력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참고도판70] X, Y, Z 축의 적용

얼굴의 세부 묘사가 저장되면 인물의 X, Y, Z 축에 따른 얼굴과 표

정, 머리의 각도를 각기 해당하는 형태로 조정한다. 축의 움직임마다 

큰 조정을 한 후 각기 축이 겹치는 지점에서 오는 어색함을 수정하는 

184) Live 2D에서 각 요소의 움직이는 범위를 행동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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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사람의 움직임과 같은 범

주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 파라미터와 메쉬의 수정을 통해 

수정한다. 

[참고도판71] 얼굴인식 예시

각도별 형태의 변형이 완성되면 물리엔진을 통한 자연스러운 미세 

움직임을 지정한다. 흔들림의 개별 요소의 크기, 각도를 조절해주는 

머리, 호흡, 등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고 입력한다. 물리엔진은 움직

임이 있을 때 진자 축에 입력된 값을 통해 물리적인 지연을 모방하는 

연산 엔진이다. 고개를 돌리거나 흔들 때 움직이는 형상을 통해 더욱 

자연스러운 가상 피부의 표현을 한다. 얼굴인식의 준비가 된 파일을 

모니터에 출력이 가능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파일로 

내보내고 각기 상황별로 필요한 출력을 설정하여 활용한다. [참고도

판70]과 같이 프로그램의 얼굴인식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데 어색함이 

있는지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재차 시도하고 수정하여 파일을 

완성한다. 

완성된 파일의 경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거나, 컴

퓨터의 웹캠과 연결하여 활용,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같은 

화면을 송출 등 다양한 출력 설정을 이용하여 전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참고도판71] 의 얼굴인식 예시에서 태블릿기기는 얼굴인식 



- 253 -

정보를 와이파이(WIFI)를 통해 컴퓨터에 전달한다. 컴퓨터에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태블릿기기 속 얼굴인식과 

같은 정보 값을 아바타에 적용한다. 해당 구현은 실제 버추얼 아바타

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하는 VTube Studio185)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다중자아를 가진 현대인 몸 표현에 있어 디지털과 함께 성장한 배

경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디지털은 공간의 제약, 크기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끊기지 않는 필선의 가능성은 

초연결 몸 표현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호흡의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다. 하지만 디지털 재료 표현기법을 실제 물질화하는 과정은 아직 지

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되는 

현대인의 특성상, 작업의 과정에서 편의성에 의존하지 않는 조심성을 

지니고 더 연구할 재료 표현기법이다.

185) DenchiSoft 회사의 얼굴인식 버추얼 아바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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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본 논문은 가상과의 단절 체험에서 얻은 질병을 계기로 시작된 작

업을 통해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의 몸을 연구했다. 연구를 통해 온라

인과 성장한 자아와 신체의 공존 상태를 동아시아의 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몸은 동아시아의 몸을 개념으

로 사용되었으며, 신체만이 아닌, 자아, 신체 그리고 우주(인터넷)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했다. 첫째, 초연결사회와 속 현대인은 연결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둘

째, 동아시아의 몸의 개념을 통해 초연결 현대인의 몸을 이해하는 것

이 가능하다. 셋째, 현대인은 유동적인 다중자아를 형성한다. 넷째, 

현대인의 신체는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 전통 

신체관의 현대적인 확장은 변화하는 현대인의 몸을 표현하는 데 적

합하다. 

연구를 통해 초연결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현대인에게 어떠한 변화

를 주었는지 연결과 불안정의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초연결사회와 

연결되어 성장하는 현대인의 몸은 연결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결성은 기존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는 이해할 수 없는 상호 연결성이 존재한다. 고대 중국의 신체 자연

관의 유기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소우주 몸 인식을 통해 이해를 시도

한다.

『황제내경』에서 사용된 신체의 중층적인 개념과 순환성은 현대에

까지 실제 적용되고 있다. <내경도>는 『동의보감』,『의방유취』등 

많은 한의학 형성에 기초개념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한의학은 현재 

과학적 성과와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유동적으로 성장하며 현대

인의 신체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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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동아시아의 몸의 개념이 현대인에게까지 적용되는 실례를 기반

으로 초연결사회 속 현대인의 몸 표현 작업을 분석한다. 

초연결사회로의 변화와 동아시아적인 몸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현대인 몸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유동하는 요소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현대인의 자아이다. 다양한 매체와 공존을 통해 다중자아

를 형성하는 현대인은 자유롭고 다층적인 정신을 보유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중 자아는 비자연적 속도로 진행되어 필수적으로 혼돈

을 수반한다. 다중자아와 공존하는 신체의 불안정성과 경외시 문화의 

분석을 통해 정신과 자아가 공존하는 몸의 불균형상태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한다. 

변화하는 몸을 이해하기에 앞서 새로운 인체의 지도인 ‘연결혈자

리’개념을 통해 현대인의 기운을 은유적으로 시각화한다. 한의학의 

혈자리를 시각적으로 차용하여 초연결사회와 몸의 연결을 표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차용과 확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연결로 

이루어진 몸이 겪는 중층적 정보의 집합은 다중자아의 발현에 중요

한 요소로 존재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가능

성 표현은 비대면 사회 속 증가하는 온라인 사회활동의 시각화 과정

을 통해 현대인의 새로운 존재 형태를 표현한다. 

연결혈자리를 통해 발현된 다중자아는 다양한 형상으로 작업에서 

표현된다. 특히, 인물의 정신이 인물화의 눈에 담기는 고개지의 전신

(傳神)개념을 통해 고정된 눈의 표현이 아닌, 변화하거나 새로운 도식

화 되는 눈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형상을 표현한다. <무간공유>에서

인물의 동공은 온라인 사회를 상징하는 네모, 픽셀의 형태이다. 이후 

<흑우>, <얼굴없는 게이머> 시리즈에서부터 양 눈의 형태와 동공 표

현의 대비적 변화를 통해 좀 더 시각적으로 현대인의 다중자아의 모

습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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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몸에 있어 신체의 개념 또한 확장되고 자유로운 형상의 

표현으로 이어진다. 동아시아의 자연관이 초연결로 확대되어 적용된 

새로운 장기도의 도상은 신체의 자율성과 변주를 상징한다. 장기도는 

작업 대부분에 배치되는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새로운 장기의 도상

은 가상의 공간으로 뻗어나가거나 새로운 유기적인 표현으로 현대인

의 몸과 존재한다. 

변화하는 신체표현은 신체가 변형하거나, 상징성이 있는 존재와 섞

이는 융합된 생명체 형상을 하고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의 상상력과 

비어있지만 채워져 있는 공간에 거주하는 자아에 맞추어 신체 또한 

이상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 변형하는 형상을 다룬다. 상상의 대상과

의 결합은 가상공간에서의 자유와 탈신체성을 상징하며, 아직 자아와 

신체가 공존하는 현대인의 몸이 다중자아를 가진 정신과 초연결 환

경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은유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상상과 이상만 존재하진 않는다. 큰 변화에서 

오는 현대인이 부적응 형상 시각화 또한 본 논문에서 논한다. 초연결

상태에서 오는 새로운 소외의 형태와 시각화를 통해 사회 문제의 문

제의식을 제기한다. 연결을 기반으로 한 생활 속에서 그 때문에 발생

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고통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부적응 양상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지 않은 기괴한 관계, 대상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소통의 변질은 현대인이 가상공간에서 무수히 

연결되어 성장했기에 겪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다. 

또한, 디지털 원주민으로 성장한 현대인은 다중자아와 공존한다. 다

중자아의 자율성 이면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필수요소에 의해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생활의 부재, 자아의 부조화와 혼란, 익

명성이 가져오는 폭력성은 다중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현대인들이 겪는 비자연적 체험이다.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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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간공유>,<흑우>,<얼굴없는 게이머> 시리즈 속 자아의 부조화

와 혼란 상태 표현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의 존재 형

태를 시각화한다. 

팬더믹에 강조된 비대면 사회는 건강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멀리

하는 사회적 공통 경험을 일으킨다. 이전부터 점차 흐려지는 신체의 

필요성은 해당 경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성장한 현대인의 다중자아

가 과연 신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신과 

신체가 공존하는 몸과 점차 약해지는 신체의 필요성 사이에서 신체

가 느끼는 불안감을 작업으로 시각화한다. 신체탈착을 통한 교체 가

능한 신체 의식, 비자연적인 신체의 변형 가능성, 그리고 신체 자체

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소외감은 회화와 입체를 통해 작업에서 나타

난다. 현대인의 몸은 약화하는 신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정

신과 신체가 공존하는 몸은 분리 불가능한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하

고자 한다. 

자아와 신체의 공존 상태인 현대인의 몸 표현에 있어 신체를 통한 

재료표현은 중요하다. 만질 수 없는 대상과 성장해온 경험을 만질 수 

있는 재료를 통해 표현할 때 나는 그 관계를 소유한다. 

회화재료 기법에서는 연구작에서 주로 사용된 재료 표현기법의 현

대적 적용을 연구한다. 동아시아 전통 회화재료의 계승과 변주는 동

아시아 전통 몸 개념을 확장한다. 호흡을 활용한 필법의 확장을 물성

에 따른 필법의 분석과 즉흥 선묘 분석을 한다. 살이나 면을 표현하

는 채색기법은 초상화 기법과 한지기법의 과정과 아교, 안료, 먹의 

연구작 내 사용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바탕 재질 기법

의 분석은 한지와 비단의 회화용 화면 준비과정을 연구한다. 

회화재료 표현기법 외에도 다양한 재료기법을 통해 변주적 몸표현

을 연구한다. 기타 매체 표현기법을 통해 가상의 대상에 느끼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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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촉감에 대한 욕구와 신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가상의 자아 표현

을 통해 신체성을 강조한다. 혼합입체를 조합 조형 기법과 원단 입체 

조형기법을 통해 제작하며, 만든 부품과 찾은 부품을 조합한 새로운 

사람의 형상을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얼굴인식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재료기법의 사용한 디지털이미지 구축의 과정과 실시간 상호작용 과

정을 분석한다.

초연결사회에서 변화하는 현대인의 몸은 다중자아와 변화하는 신체 

그리고 연결성과 함께 공존한다. 새로운 현대인 몸의 존재 형태는 서

양 근대 신체관에 의해 해석되기 어렵다. 반대로 동아시아 몸 개념의 

연결성 확장을 통하여 새로운 현대인의 몸과 관계 표현이 가능하다. 

변화는 혼란을 수반하지만, 나는 이를 변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인식

한다. 가상공간과 연결에 의존하는 지금, 몸을 배제하지 않는, 공존의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살려 다중

적 접근을 통해 좀 더 유동적인 작업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본 논문

을 통해 전통 신체관과 초연결 현재가 연결되는 작업의 창작에 더 가

까워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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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human Portraiture: 

New Expressions of the Body 

in a Hyper-connected Society

KIM TAE 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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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the paintings, three-dimensional artworks, and d

igital artworks that I created from 2018 to 2022. Through close exa

mination of my practice, my objective is to explore what inspired m

e to create these works, what they are composed of, how my artisti

c intention is expressed through them, and how their characteristics 

can be contextualized within a wider cultural and historical discours

e. 

A key theme of my study will consider how a unique concept of t

he body within East Asian theory can be used to re-define and exp

ress the changing relationships that Koreans have with their bodies 

and identities within a modern society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hyper-connected. As a member of a generation who grew up with t

he internet, I have experienced this society through extensive in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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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ons with others in online space. Since 2018, when I became ill aft

er I got disconnected from the online world, I have created artwork

s that explore the theme of the contemporary individual, whose bod

y exists as a multiplicity of identities within the networks of our hy

per-connected society. 

My study of how the modern individual expresses this changing rel

ationship with their body is guided by a number of questions, includi

ng; 

1. What changes has a hyper-connected society brought about for 

its population?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visual art that e

xplores both an East Asian inspired understanding of the body as w

ell as ideas of the hyper-connected contemporary body? 3. What do 

the contemporary individual’s multiple identities look like? 4. What 

are the visual expressions and materials used to express the contem

porary individual’s body in my works? 5. How do I define my work 

in terms of art historical traditions, modernity and individuality?

Chapter Ⅰ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udy, including the objec

tive, content, methodology, and relevance of the study.

Chapter Ⅱ examines the connectivity and fluidity of the body ami

d society’s transition into a hyper-connected state. Firstly, the phe

nomena of connectivity, and its limitations, are studied. Secondly, I e

xplore East Asia’s unique concept of the body, which is characteri

zed by co-existence of spirit, body, and space, and the potential of 

this concept to inform ideas of the body in a hyper-connected socie

ty. Thirdly, the contemporary individual’s multiple identities are an

alyzed, and the resultant perception of the body as unstable is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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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d.

Chapter Ⅲ covers how my artworks express the changes experien

ced in the body of the hyper-connected individual. Firstly, the conc

ept of a ‘hyper-connected meridian’ is used to express an experi

ence of the modern world that is characterized by connectivity. The 

process of visualizing connecting links, pixels with multiple meanings, 

and online interactions is analyzed. Secondly, how the body and its 

multiple identities co-exist is portrayed through the altered forms of 

eyes, the co-existence of multiple identities, and the fluid shape of 

the self. Thirdly, changes in the hyper-connected body are highlight

ed by expressing the body as an expanded version of the traditional 

East Asian human-body-organs diagram, revealing the transhuman st

ate implicit in multiple identities and online existences.

Chapter IV describes the difficulties that individuals face as a resu

lt of their inability to adapt to this new transhuman condition. Firstl

y, I describe how my work explores marginalized human relationship

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rough the painted visualization o

f strangeness, tragic elements, and an ironic deterioration in commu

nication. Secondly, I explore the chaos caused by having multiple ide

ntities, including the anxiety felt about one’s true identity being ex

posed, confusion caused by having multiple identities, and the violen

ce caused by anonymous online identities. Thirdly, I explore how the 

sense of uneasiness experienced by the contemporary individual’s c

hanging relationship to the body is visually expressed in my artwork

s through unnatural physical distortion, disassociation with the body, 

and the portrayal of margi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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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proposes the importance of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 of East Asian painting materials in order to garne

r connections between traditional and present day techniques; specifi

cally the introduction of sculptural objects and other digital technolo

gies within the context of East Asian painting.

I seek to create artworks that continue to explore the relevance o

f the traditional East Asian idea of the body as well as the tradition

al idea of painting, while using them to convey the contemporary in

dividual’s evolving relationship with the body. I hope that this stud

y helps me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my artistic proces

s, and to find new possibilities of expression in the genre of portrait

ure.  

 

Student number: 2017-30359

Key word: Hyper-connected, body, multiple identities, fluidity, conn

ectivity, transhuman, contemporary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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