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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issertation elevates creative art activities of a Christian artist, which is expressed 
in the form of a profession of faith to God, into ‘Art Worship’ or ‘Art as a worship to God’. 
This attempt may provoke many theological controversies, but for Christian artist, this 
attempt is to expand diverse ways to worship God by systematizing Art Worship. Christian 
art is the response of an artist to the calling of the absolute being. In this aspect, Art 
Worship involves three aspects. 

Firstly, i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ological aesthetics and aesthetic 
theology. Theological aesthetics opens the new possibilities for Christianity belief system 
to the point where imagination, beauty, and aesthetics elements can work as a passage 
to a revelation of God. Secondly, Art Worship is integrated with truth, goodness and 
beauty, which are ontological attributes of the absolute being. Art Worship leads the truth 
to beauty in art and to goodness as a daily worship in real life. Thes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bsolute being have their own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mingle to each other, creating another diverse and unpredictable aspect. Lastly, Art 
Worship creates another new Art Worship that artist, their artworks and viewers involve 
in the process of its re-figurat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communicational 
perspective that asserts Art worship, in which artist’s life and faith is confessed through 
works of art, is completed in the process of interacting with the audience. In other words, 
the audience discovers the features of the absolute being expressed by the arti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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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In this process, another Art Worship is re-figured 
through integration of artists, artworks and the audience. An artist does not express or 
portray an absolute being itself through Art worship or works of art. It is rather more 
about extending characteristics of an absolute being to the realm of truth, goodness and 
beauty, and more about integrated approach with the imagination of the audience.

Based on these perspectives stated above,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s a case 
of Oh Ui-Seok. He is an artist who presents the world of artwork with Logos-ism in 
which the Logos is embodied with the image. His Logos-ism art goes beyond simply 
converting the Logos into the images, and shows ‘Aesthetics of Embodiment’ by creating 
artwork based on Logos with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In his artworks, an act of 
art and aesthetic expressions that appear in recognition of the truth lead to holy worship, 
and in combination with the aesthetic imagination of the viewer, Art Worship is created 
as a re-figuration process.

In conclusion, Art Worship that this study attempts is holy rituals that identify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bsolute being and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through worship performed in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Therefore, Art Worship hol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extends the meaning and role of Christian art to a new prospect 
beyond instrumental use in religion.

Key Words: Art as a worship, Art worship, storytelling, visibility, invisibility, theological aesthetics, 

aesthetic theology

이 논문은 2015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4312).

Ⅰ. 서론

21세기 우리는  매체의 확산과 개인의 개성과 감성, 다양성을 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에 살고 있다. 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융합

하는 4차 산업 명의 속한 시 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 의 흐름은 사회 반

에 걸쳐 미학과 신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을 비롯하여 문화와 술, 실생활의 의식주 

등에 향을 미친다. 한 여러 학문 간에도 서로 융합하고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며 

유기  계를 형성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이루어지고 있다.1) 

1) 장 랑소와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에서 서사담론의 구조형식에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187

이는 학문과 문화의 특징과 경계를 하나의 보편 인 정의로 쉽게 규정하기보다 통합

인 근으로 서로 다른 역을 연계하며 창의 인 지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 에 합한 21세기형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독교 술가가 

신앙고백으로서 표 하는 그림 배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술가의 작품에는 개인의 정서나 감정, 내면세계, 가치  등이 투사된다. 작

품에는 술의 사회  역할과 인간의 행 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에 

보이는 미  양상들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작품은 단순히 물리  상을 넘어 존재론

 상을 지닌다. 한 술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삶의 연속선상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기독교 술가로서 “삶과 작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한 질문은 거듭된다. 이는 삶에 한 궁극 인 목 과 정체성에 한 질문들로 이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해 기독교 작가의 삶과 세계 이 작품에 어떻게 

투사되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신학  미학을 통한 그림 배의 스토리텔링을 살펴 으

로써 술가의 내면  요소가 작품으로 표 되는 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통해 람자

에게 달되는 향에 해 소통의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술가의 기독교 세계  투사 방식을 근간으로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

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신학  미학과 미학  신학의 이해를 바

탕으로 한 그림 배와 진(眞)과 선(善), 미(美)의 통합  에서 바라본 그림 배, 

람자에 의한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 배를 제시한다. 그림 배를 통해 참된 기

인 진리가 술(미)로 표 되고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술가의 그림 배를 통해 실천능력인 선의 측면과 연결된다. 한 술가가 작품을 통

해 표 하고자 하는 자의 진과 선, 미는 자 그 자체에 한 묘사가 아니다. 

자의 존재론  특성을 구체 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이로써 궁극  존재인 

자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자를 인식할 때, 

따라 서사이론을 서사와 소서사로 구분한다. 근 의 이론들은 부분 담론의 큰 구조와 형식을 지

닌 서사이다. 반면 포스트모던 시 에서는 차 작은 구조와 형식을 지닌 소서사가 부각된다. 그

동안 거  담론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하고 작은 이야기들이 존 되기 시작하며 이는 술가들의 작

품에도 향을 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다양한 상상력과 특수한 경험들이 개되는 

소서사가 부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술가의 술  상상력과 특수한 경험들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제작된 술 작품을 그림 배의 소서사 형식으로 개한다. 이는 조형  분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신학 , 미학 , 철학  요소와 연계하여 학제 간 연구로 시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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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을 통해 진리(인간의 이성과 지성-인식 능력)와 술  을 통해 미(감

성-심미 능력), 신학  을 통해 선(의지-실천능력)을 총체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이소명, 2015: 148-149). 진리를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술  행 와 미  표

은 술가의 삶에서 일상의 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품은 람자

의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재형상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술에 한 신학 이고 철학 인 성찰과 함께 기독교 술가들의 

체화된 미  경험을 구체 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기독교미술의 역사

 뿌리와 한국의 기독교미술에 한 시 와 역별 단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과정을 모두 다루기보다 ‘ 자를 만나는 배로서의 미술’

에 부합하는 술가를 선정하여 연구 역을 제한한다.2) 따라서 본 연구의 범 를 공

2) 기독교미술의 역사  흐름에서 세시 는 교회와 술의 황 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카톨릭 구교

회의 우상숭배와 화체설, 면죄부 등의 문제로 인해 기독교와 술은 서로 배타 인 계를 맺어 왔

다. 이는 술이 반종교개 의 도구로 쓰이는 술 오용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있어 기독교 술

에 해 언 한 루터와 칼빈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루터는 종교 개 에 앞서 카톨릭 교회와 미술의 남용  성상의 오용으로 인한 숭배 문제에 있

어 확고하게 지 한다. 성상 사용에 있어 극 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형상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립 인 입장으로 바라본다. 그는 성상과 종들(bells), 성찬의식 제복, 교회장식, 제단의 촛불 

등을 가치 립 인 치에서 바라보고 우상숭배의 필연  계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즉 우상 숭배

의 성격을 띄우지 않는 그림이나 조각들을 배의 상 자체로 취 하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들

이 어떤 형태와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해 ‘자연 인 인간 심리 과정의 부분’으로 덧붙인다. 나아가 

그는 성경 주석이나 설교집, 기도서, 찬송가 등 로테스탄트의 종교 문헌들에 시각  보조 자료들

을 넣었으며 교리 문답 집에는 목 화, 삽화 등의 장식들을 넣어 종교 술의 가치를 정 으로 인

정한다(서성록, 2000: 200). 이 밖에도 그는 개신교 교리에 합당한 술 주제들을 화두삼아 로테스

탄트 교리  진리와 함께 미술의 통을 수립한다. 

이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재능에 해 언 한다. 학 와 더불어 어

느 한 방면에 한 인간 재능의 소유에 해 언 한다. 그는 구체 으로 모든 학문, 술(arts)과 과

학(science)가 선천 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God's gift)라고 주장한

다(Calvin, J., 1998: Ⅳ.2.12-16). 나아가 술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인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설

명한다. 칼빈은 술의 견해를 일반 은혜 가운데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인 측면과 술의 교훈

과 유용성을 언 한다. 하지만 우선으로 기록된 말 을 시하며 인간의 감정들과 의사소통  교육

에 있어 가장 효과 이고 명확한 달 매체를 언어로 본다. 그는 구체 인 것을 선호했으며 비물질

인 신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형상에 해 한다. 칼빈 이후 시각 술은 교회의 굴 를 벗어나 더

욱 확장된 활동 역을 얻었다. 그러나 교회와 미술의 단 은 술의 순기능마  잃어버리게 하는 

상을 야기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시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술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

을 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달리 기독교미술에 한 새로운 인식의 환이 요청되는 시 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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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서의 미술로 다루기보다 술가의 창작활동이 배로서 승화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술가의 개별 인 창작 활동(기독교 세계 을 바탕으로 

자에게 응답하는 행 를 제하는)이 자에게 드리는 배가 될 수 있음을 연

구한다.

이에 기독교 정신의 미학  승화를 가져온 오의석 작가의 작품 개와 특징을 심

으로 살펴본다. 그는 말 (Logos)이 이미지(Image)로 체 되는 로고시즘(Logos-ism) 

작품의 세계를 제시한다. 그의 로고시즘 미술은 단순히 로고스를 이미지로 환하는 것

을 뛰어 넘어 기독교 세계 으로 로고스에 기 한 작품의 표 과 주제를 통해 체 의 

미학으로 나아간다. 로고스를 바탕으로 술가의 감각  형상화 과정이 작품을 통해 어

떻게 가시화되며 소통될 수 있는지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 배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역사  측면에서 다루어진 한국의  기독교미술에 한 연구와 

달리 기독교미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장의 소리를 담는 것에 

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장에서 작업하는 술가들을 직  만나서 인터뷰하며 소

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동시에 생존해 있는 기독교 작가의 주소를 기

록하고자 한다. 이는 미술의 조형 이며 미학  분석을 넘어 한국 기독교미술의 시

 발자취를 담으면서 동시에 역사  흔 을 내포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한때 논리 이며 윤리 이고 미학  차원들이 나 어진 채 승된 기독교미술

을 다시  재조명하는 일에 단 가 될 것이다.

Ⅱ. 기독교 예술가의 세계관 투사

술가들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가치 과 세계 , 정체성 등을 술  표 을 통

해 나타내며 새로운 창조  행 에 참여한다. 그들은 작품과 제작 행 를 통해 개인의 

세계를 다양하게 투사한다(Figure 1).3) 월터스토 (Nicholas Wolterstorff)는 술가의 

투사방식을 술가 개인의 술  창조와 내면의 정서, 감정의 표 을 넘어 사회 참여

고 있다. 즉, 종교미술이 성행했던 세시 의 제의 이고, 르네상스와 바로크시 의 장식  요소가 

시되었던 시 에서 감상과 참여  선택이 시되는 시 로 변화된 것이다.

3) 이소명, 201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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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행으로까지 연결하 다. 그에게 있어 술 작품은 술가의 행 에 의해 은유

와 상징, 상상, 표  등 의미를 담은 세계가 투사되는 것이다(월터스토 , 2010: 229). 

이러한 작품의 세계는 실  사물로 존재하는 실재의 특성을 내포하고 나아가 존재

론  본질까지도 함의한다. 술 작품이 단순히 물리  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

재론  상을 지닌다. 그는 술 작품이 단순히 에 보이는 미  양상들만을 제시하

지 않고 술의 사회  역할과 인간의 행 가 작품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는 삶과 술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실제 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로 술을 구 하고자 한다.

Figure 1. Projection flow of an artist

그 다면 “기독교 술은 무엇이며 기독교 술가는 작품을 통해 무엇을 투사하는

가?” 이 질문과 련하여 기독교  이미지나 주제를 그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독교 

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이미지나 주제는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가 채용할 수 있기에 그 자체로 기독교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면 어떤 것이든 자동 으로 거

듭난 술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다. 철 히 기독교 세계 에서 비롯된 술,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 에 속한 것들을 해 만들어지고 그 세계 을 해석하고 있는 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컫는 기독교 술이다(Brand, H. & Chaplin, A., 2004: 14-15).

즉 진정한 기독교 술가라면 내면화된 기독교 세계 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 은 술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 은 세상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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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으로 세상과 사물에 한 신념들의 포 인 구조이다. 한 세계 은 ‘세상에 

한 ’과 함께 ‘세상을 만들기 한 ’을 내포한다(신국원, 2002: 76-77). 이처럼 

기독교 세계 은 기독교  인식의 틀로 세상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

독교 세계 에는 기독교  생각이나 삶의 경험이 통합 으로 내재되어 있다. 성경  

에서 말하면, 창조-타락-구속의 세계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술가는 이러한 세계 에 입각하여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미  형상화의 작업을 시

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술  행 는 자가 창조한 거룩한 질서에 참여하는 것

이며, 그를 경외하는 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술  행

를 배의 큰 틀로 받아드리고, 그림 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구체

으로 그림 배에 해 살펴보자. 기독교 술가는 세상을 조망하는 자신만의 창인 

기독교 세계 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 그리고 기독교 술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

로서 작가 내면의 감정과 미 인 감각, 상상력 등이 기독교 세계 과 결부되어 표출된

다(Rookmaaker, H., 2008: 284).4) 한 기독교 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 

세계 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술  행 는 자에 한 술가의 응답이며 자

를 향한 경배가 되기도 한다. 이에 자와 기독교 술가의 계가 형성되고 지속되

며 유지되는 수단이기도 한다. 

4) 기독교 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실재의 구조에 부합한 술이다. 실재에 한 통찰력은 의심스럽

고 그릇된 술로부터 건 하고 정당한 술을 구별하는데 쓰일 뿐이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의 인간성과 작품성을 무효화시키거나  요소로 간주할 수 없다. 그가 술의 규범을 존 하

는 선에서 그의 온 한 인간성을 발휘하여 작품을 창작할 때, 즉 부정과 불법, 악을 화롭게 하지 않

을 때 아름답고 구 인 즐거움을  수 있는 작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제작한 작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미술에 있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작품 자

체의 우수성과 함께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창조의 가능성인 아름다움을 내포한 술이 

생성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독교 술가들의 소임과 인간 인 창조 결과인 

작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개인의 정신과 세계 이 요하다(Rookmaaker, H., 2008: 2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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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예배 이해

이 장에서는 어떻게 그림 배가 가능한가? 즉 개인의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이 과

연 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으로 살펴본다. 그림을 그리는 술 행  

그 자체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가 되기 해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 이 

내재되어야 한다. 그림 배에 한 구체 인 논의를 진행하기 해 먼  배를 어떻

게 정의할 것인지를 고찰해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배에 한 구약과 신약의 이론을 

모두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배에 한 주요 신학자들의 정의를 심으로 그림 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독교 세계 과 배라는 단어는 시 인 역사와 그에 따른 문화  다양한 요소

와 하다. 폴 틸리히(Paul Tillich)에 따르면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술과 성5)의 계를 잘 드러내는 기독교 세계 과 배를 이

해할 때, 그 시 의 문화  흐름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6)는 “하나님이 주

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 이 주어지며 인간은 그에 한 기도와 찬미로 응답하

여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며 그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다(김순환, 2012: 23). 

랭클린 지 러(Franklin Segler)에 의하면 기독교의 배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  계시에 해 인간들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성어린 응답이라고 

한다(Segler, F. M., 1993: 22-24). 이처럼 배에서 이루어지는 자와 개인의 화

 계는 기독교 술가의 삶과 작품에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즉 기독교  세계 에 

입각한 술가가 성령의 조명 하에서 술  창작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인 배

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 시어벨드(Calvin Seerveld)는 “ 술 그 자체는 언제나 신

성한 제물이며, 당황스러울 정도로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군가에게 와 

, 능력을 돌리려는 단히 감동 인 시도(Seerveld, C., 1995: 28).”라고 주장한다. 특

별히 그는 무엇보다도 술이 배의 본질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을 강조한다. 다시 

5) 기독교 성은 신앙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를 근거로 하는 기독교  근본 사고들과 삶의 체  경

험들을 통합한다. 이는 믿을 만하고 만족할 만한 기독교  경험의 추구이다(McGrath, A., 1999, 2).

6) 배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다’와 ‘ 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 히 리어 ‘샤하’

로 표 한다. 이는 헬라어로 ‘ 군가의 손에 입 맞추다’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에 엎드리다’의 

‘ 로스쿠네오’로 사용한다. 한 ‘일하다’와 ‘ 사하다’ 등의 뜻을 지닌 ‘아보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배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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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기독교 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

고 있다면 그 술  행 는 술가에게 있어 일상으로서의 배 범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술가가 자를 향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감각 으로 

형상화되는 과정과 시도를 ‘그림 배’라 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 배로서의 미술’은 

자의 부르심에 한 응답이며, 그 응답은 몸 감각의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미학

으로 형상화되는 거룩한 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리차드 해리스는 모든 술 작품은 

인 차원을 갖는다는 보다 의  정의를 시도한다(리차드 해리스, 2003: 126).

참된 기독교 술가는 자의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며 지향한다. 이

러한 참여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경배 상으로 여기며 미  감흥과 함께 

거듭된 인식의 단계로 진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그림 배는 과거 동방교회에서 야기된 

성상숭배 논쟁과 차원을 달리한다. 다시 말해서 이콘(Icon)은 배의 부수 인 수단에 

불과했지만, 그림 배는 그 자체가 자에게 드려지는 배인 것이다. 한 종교의 

상업화를 일으킨 배 수단으로서의 미술과 차별된다. 

그림 배를 좁은 의미에서 술가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배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한 보다 체계 인 논의는 다음과 같

이 진행될 것이다. 첫째, 신학  미학과 미학  신학의 차이로서의 그림 배. 둘째, 

자의 존재론  특성인 진, 선, 미의 통합  역에서의 그림 배. 셋째, 람자의 입

장에서 작품을 하면서 주고받는 화로서의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 배 순으

로 논의를 개할 것이다. 

(1) 신학적 미학과 미학적 신학의 이해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 배에 한 이해는 리차드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의 

‘신학  미학’과 ‘미학  신학’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신학과 미학의 양자 간의 계를 통해 새로운 학문  성찰을 제시한다. 그는 

기독교의 주요 종교  형식과 가까웠던 ‘미학  신학’ 이론을 상상 이며 아름다운 담

론의 실천이나 그것에 한 이론들을 신학과 목시킨 것으로 ‘신성한 시작’(theopoiesis)

과 ‘신성한 시학’(theopoetics)의 신학  결합으로 이해했다(Viladesau, R, 2007: 56). 따라

서 종교  경험을 미학 으로 구체화하며 미학의 개념이나 가치, 방법론을 수용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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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의 진리와 이야기들이 이미지의 세

계로 표 되며 재구성 될 수 있다. 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술로 형상화되고 구원에 한 은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신학  미학’ 이론은 하나님( 자)과 종교, 신학이라는 상을 감각이나 상상력, 

감정 등의 감각  지식과 아름다움, 술과 연결한다. 신학의 가치나 교리 등을 기반

으로 미학의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다(Viladesau, R., 2007: 42). 이를 통해 아름다움과 

감정, 술의 측면에 담겨진 신학  함의를 찾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학은 합리

이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학문의 근 방식에 종교와 종교  언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수용하고 미학  감수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미술을 바라보는 통  

시각, 즉 성경에 기록된 일화들을 시각화하며 종교  메시지를 달하는 세시  

술가들의 고  알 고리 회화와 상이한 근방식을 보인다. ‘신학  미학 ’ 은 신앙

의 체계에서 상상력과 아름다움, 술에 담긴 미학  요소들이 하나님의 계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다. 그림 배 역시 신학 인 감과 함께 미학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목할 수 있다.7) 술의 가시  요소를 근간으로 자

의 비가시  요소를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학과 미학의 계에서만 용되지 

않는다. 본래 기독교와 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각 역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모체의 개념에서 시작한다. 다음 [Figure 2]에서는 기독교를 공통 인자로 하여 

학문의 다양한 역에 연계되어 있는 잠재  가능태와 연결한다(이소명, 2015: 138). 

7) 빌라데서는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 요한 주제들인 하나님과 종교, 신학 자체와 미학의 상들인 

감각  지식, 아름다움, 술의 상호작용을 교섭이 폭넓은 의미에서 신학  미학이론의 분석 상으

로 다룬다. 그리고 이들은 신학  미학과 미학  신학으로 세분화된다. 신학  미학이 감정과 상상

력, 아름다움, 술과 같은 미학  요소들에 있어 계시의 신학  가능성을 열어 다. 반면 미학  신

학은 하나님과 종교, 신학과 같은 신학의 상들이 어떻게 미학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

룬다(Viladesau, R., 2007: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배의 역할과 기능에 해 신학  미학의 

방법론  근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 사례로 오의석 작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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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tential statu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Figure 2]에서처럼 학문 간의 잠재  가능태를 설정하고 ‘감각을 통한 인식의 학문’

인 미학에 해 살펴보자. 본래 미학은 이성  인식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취 되었다. 

이는 ‘아름답게 사유하는 기술’로 감각  인식 아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 이 있다. 

보다 정확하게 미학은 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연 된 학문이다. 

더 구체 으로 [Figure 3]에서 감각  양태와 인식에 한 이해, 범  등으로 감각과 

상상력, 감정, 아름다움, 심미성, 술 일반 곧 순수 술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Figure 3].8) 이들은 다양한 세부 양식과 형태들로 제시되는데 서로 구분되는 인자들

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연 되는 유기  계이다. 앞서 살펴본 신학  주제들을 미학

 연구 방법으로 다루는 ‘미학  신학’과 미학 안에 담겨진 신학  요소들을 발견하

는 ‘신학  미학’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들의 방법론의 방향성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각 역에서 함의되어 있는 신학 이고 미학 인 공통 인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성질을 띠면서 증식하는 공통 인자

가 존재한다.

8) 앞의 책,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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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tential status of aesthetic elements

과거 기독교미술은 성경의 진리를 알리기 해 종교의 보조 이고 도구 인 수단이

었다. 이러한 기존의 미학  신학의 개념을  기독교미술의 역에서 새롭게 재조

명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미술은 종교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식이며 

자를 향한 삶의 고백이 표 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학  신학의 새로

운 조명과 더불어 신학  미학의 에서 기독교 술가의 정체성 확립과 신앙 고백

을 통한 그림 배의 이해를 시도한다. 미학  신학과 신학  미학이 교차되고 확장되

는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술신학의 지평을 열어보는 기회를 모색한다. 성경의 진리

가 인간 이성의 역을 넘어 술이라는 아름다움의 역을 통해 새로운 장을 마련하

는 데 의의가 있다. 

(2) 진(眞)과 선(善), 미(美)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 그림예배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 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신학  미학과 미학  신학을 바탕

으로 자의 존재론  특성인 진과 선, 미의 측면들을 통합 인 에서 살펴보자. 

이것은 기독교미술을 총체 이면서 다각  측면으로 바라보게 한다. 근세 이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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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가시 이며 형이상학  존재가 되는 모든 것을 뜻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신을 

의미한다. 그 향으로 우리는 이성과 감성, 신학과 미학, 가시 인 요소와 비가시 인 

요소 등 각 역들을 서로 이분법 인 계로 분리한다. 미학 인 차원들 역시 논리

이며 윤리 인 차원들과 나 어진 채 계승된 것이다. 기독교에서 자는 삼 일체처

럼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자의 모습  어느 부분 인 측면만을 바라보며 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목 은 자 그 자체에 한 묘사에 있지 않고 진과 선, 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자의 존재론  특성을 총체 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자에게 진과 

선, 미는 각각의 측면들이 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 독립 인 특성을 지니

면서 동시에 총체  모습을 띈다. 

이러한 자의 진과 선, 미에 한 이해는 삼 일체 하나님의 계를 잘 드러내는 

‘페리코 시스’(perichoresis)에서 비롯된다(이소명, 2015: 148). 다시 말해 통일  상호

련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페리코 시스와 연  지어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성부와 성

자, 성령을 나타내는 성삼 는 본질상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격으로 등장한다. 이들

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내재하며 침투와 소통, 순환하며 한 계를 형성한다. 삼

는 각기 독립 인 존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투사하는 특성을 지

닌다. 이처럼 서로가 상호침투하며 내주하는 특성은 자의 진과 선, 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총체  과 연결된다. 성삼 의 계처럼 자에게는 진과 선, 미가 유기

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를 진과 선, 미의 통합 인 에서 바라

보는 태도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삶에서 구체 으로 실천하는 시도이다.

궁극  존재인 자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을 제시할 수 있다. 

철학  (진)과 신학  (선), 술  (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자

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철학  을 통해 진의 측면(인간의 이성과 지성-인식 능력)

을, 신학  을 통해 선의 측면(의지-실천능력)을, 술  을 통해 미의 측면

(감성-심미 능력)을 할 수 있다(이소명, 2015: 149). 즉 자의 존재론  특성  

진의 측면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한 인식 능력으로 철학  과 연결된다. 다음

으로 자의 선의 측면은 인간의 의지를 통한 실천능력으로 신학  에서 근

할 수 있다. 자의 미의 측면은 인간의 감성을 통한 심미 능력이 부각되는 술  

에서 가능하다. 이들은 페리코 시스의 개념처럼 국한된 역의 이해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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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면을 내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의 진의 특성을 알아갈 때에 상치 

못한 선과 미의 특성이 서로 상호 침투하여 내주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각자의 고유

인 특성은 상 에게 자신을 투과하며 측할 수 없는 면모를 보인다. 

기독교 술가는 보이지 않는 자의 존재론  특성을 그림 배를 통해 구체화한

다. 기독교 술가가 진리를 인식하면서 제작하는 작품의 미  표 은 결국 술가의 

삶에서 일상의 배로 이어진다. 그리고 실천능력인 의지를 발휘하여 변화되는 삶의 

추구까지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그림 배는 술가의 삶에서 이루어

지는 자를 향한 배를 통해 자의 존재론  특성인 진과 선, 미를 작품에서 

목하는 시도이다. 즉 참된 기 으로써 진리는 술의 미를 통해 표 되며 삶에서 실

천능력인 선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아 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에 의하면 

술의 가능성은 인간 혼에 있어서 분리 인 기능이 아니라 자의 형상에 있어

서 연속  표 이다. 우리는 그림 배에서 신학 이고 철학 인 성찰과 더불어 술가

의 체화된 미  경험을 고찰할 수 있다. 작품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  감흥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의지가 서로 상호 작용하며 맞물려 나타난다. 페리코 시스처럼 그림

배는 작품의 부분 인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반 인 역에 실천  행

와 함께 퍼져 나간다. 이는 단순히 술 행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과 선, 미의 측

면에서 상호 투사가 일어나는 역동 인 장이다. 

리차드 해리스(Richard Harries)는 선과 진리, 미가 서로 연합될 때 에 이르게 

된다고 언 한다. “무한한 선, 완 한 진리 그리고 숭고한 미가 최고도로 연합될 때 

우리는 신의 을 경험한다(리차드 해리스., 2003: 72).” 그는 신이 미와 진리, 사랑

의 숭고한 연합을 통한  그 자체라고 말한다. 참된 아름다움은 진리 탐구와 삶의 

역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술가는 앞서 살펴본 기독교 세계

을 근거로 술  상상력을 가시화한다. 자의 신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는 수많은 색의 배합처럼 끝없이 생성되는 존재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틀

이 아닌, 진과 선, 미의 통합 인 에서 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끝없는 새로운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술가의 작품 제작은 진리 추구와 함께 미의 창

조를 가져오며 나아가 실천  행 로서 삶의 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진

리를 인식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표 하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림 배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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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예배

기독교 술가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림 배는 앞서 살펴본 술가의 투사방식과 

기독교 세계 과 한 련이 있다. 이는 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작품으로 형상화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상상력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식을 발견하는 통로로 여긴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차

 미로서 세상의 모든 미의 원천으로 언 하며 인간에게 부여된 상상력을 이차  미

로서 일차  미의 유비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임성빈, 2006: 12). 

상상력은 술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 작품과 람자 사이에서도 이루

어진다. 술가들과 작품들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상은 상상력이 작품 

제작에만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한 람자들의 재형상화 과정을 통해서

도 드러난다는 이다. 술가에 의해 창작된 술 작품은 람자의 상상력을 통해 구

체  실 을 이룬다. 이는 수용 미학의 에서 바라볼 때, 작품을 어떤 의미가 완결

된 실체로 인식하기보다 수용자의 능동  참여에 의해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으

로 가변  특성을 지닌다(볼 강 이 , 1994: 454). 즉 작품을 그 자체로 완결된 실체

로 여기기보다 람자가 자신의 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비로소 작품의 의미가 완

성된다는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작품을 감상할 때 람자의 내  반응과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화이론도 문학텍스트와 독자, 작가의 

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을 언 한다. 화이론은 작가와 독자의 인지  

요인, 텍스트의 다양한 구성요소 등이 교향악처럼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  계를 

시한다(김욱동, 1988: 155). 삶과 술에서 고정되며 변하지 않는 실체 추구보다 유

동 이면서 개방 인 상태에 집 한 것이다. 즉 술에 있어 고 이고 완성된 종결 

방식이 아니라 열린 상태로 역동 인 계를 추구한다. 

이는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 배에도 용할 수 있다. 기독교 술가는 자

와의 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람자는 작품을 매개로 보이는 상 머에 있는 

비가시  존재  술가와 역동  화를 할 수 있다. 술가는 객 으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없는 상상력에 형태를 부여한다. 그리고 람자는 작품을 보며 람자  상

상력을 기반으로 재형상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경우, 인간의 역사와 행 를 시간  특성과 함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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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작가와 독자는 이야기된 이야기를 다시 나 면서  다른 이야

기의 확장을 가져온다. 여기서 그는 세 가지 양태인 ‘삼 의 미메시스’(triple mimesis)를 

제시하면서 재형상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시간과 이야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메시

스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메시스 Ⅰ은 실제 인 경험으로 거리 구성에 앞서 있으며 편  경험의 

바탕을 의미한다. 이는 ‘ 형상화 작업’으로써 거리로 나타나기 이 의 실천 역이

다. 미메시스 Ⅱ는 ‘형상화 작업’의 과정으로 거리를 뜻하며 개 인 입장에서 거

리 구성과 배열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 화자는 자신의 경험  요소들을 이야기로 개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재인식한다. 마지막 단계로, 미메시스 Ⅲ는 작품과 독자의 세

계가 서로 교차하는 지 이다. 여기서 독자가 새롭게 거리를 구상하고 등장하는 ‘재

형상화 작업’을 모색할 수 있다(폴 리쾨르, 1999: 125-188). 독자는 자신만의 으로 

이야기를 재해석하며 새로운 의미의 이야기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논리  언어와 비

논리  언어인 은유와 상징, 비유 등이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독자와 거리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진다. 경험할 수 있는 주  시간과 상상력의 결합은 작품과 독

자의 계에 있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본 연구에서 언 하는 

그림 배와 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근거로 기독교미술에 있어 작품을 제작하는 

행 는 단순히 미  상의 창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작품과 람객 사이에서 

상호  재형상화 과정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본 텍스트의 이야기가 독

자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듯이 람자가 상상력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재형상화 작업이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술 작품을 통해 술가가 구를 찬미하며 그의 기독교 세계 이 어떻게 작업에 

드러나는지 그 상징  의미를 람자의 재형상화 과정을 통해 재발견할 수 있다. 카이

퍼에 의하면 술은 마치 옷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장식과도 같은 것이 아니며 삶에 

제공된 오락물과 같은 것도 아니다. 술은 삶에서 가장 한 힘을 가지고 과학이나 

정치, 종교 인 생활이나 심지어 비가시  계시까지도 드러낼 수 없는 창조의 질서들

을 표 한다(Kuyper, A., 1981: 151, 163). 술 작품은 에 보이는 가시 인 요소를 

넘어 보이지 않는 다양한 함의들을 포함하며 술가와 람자는 술  상상력과 

람자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 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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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원의 서정을 향해가는 우리의 삶에 푼크툼과 같이 살아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구

원의 순간을 제공한다. 한 로 독일 복음주의 운동을 표했던 루트비히 친첸도르

나 헨리나우웬의 경우 한 편의 그림을 보고 지 인 앎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변모하는 

경험을 한다. 한 편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며 구원의 순간을 경험한 사례

들을 통해 새로운 신학  미학의 가능성을 열어 다. 헨리 나우웬은 렘 란트의 ‘탕자

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며 감동을 받고 탕자의 귀향(포이에마)이라는 을 쓴다. 

이는 그림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재형상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Ⅳ.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 배 이해를 한 스토리텔링9)의 실제  사례로 오의석 작가

와 그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의석 작가는 조각가이지만, 그의 작품의 창

작과정은 그림 배의 한 장르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 배에서 그림은 단순

한 드로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와의 부르심에 응답행 로서 신학  미학의 

형상화 작업을 총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정의와 함께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이야기 개로 그치

는 것이 아닌, 다양한 근 방식과 재구성의 잠재  가능성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하

나의 확정된 결정체이기보다 독립 인 변수인 특징을 목하여 술가의 상상력을 통

한 술  서사 방식을 개할 것이다. 기독교미술은 불변하는 진리를 작품에 담으면

서 시 의 문화  양상을 조형 언어로 표 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방식을 취한다. 이를 

해 참된 기 (진리)에 근거하여 술가의 삶이 작품으로까지 이어지는 오의석 작가

를 직  만나 인터뷰하며 작품들을 분석하 다. 그는 신앙을 미학 으로 승화시킨 작

가이다. 이는 단순히 작품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미술사에서 한 술가의 

9)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서울: 도서출  다할미디어, 2007), 10-12. 스토리텔링은 ‘story’와

‘tell’, ‘ing’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먼  ‘story’는 어떤 상이나, 상황에 한 일정한 거리를 뜻한

다. 이는 서사 구조로써 말이나 , 사건, 배경, 인물 등의 구성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tell’은 ‘말하다’의 뜻 외에 시각과 청각, 후각, 각 등 다양한 신체  감

각을 내포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ing’는 진행을 나타내는 재성과 상황의 공

유를 말한다. 이에 따른 상호 작용까지도 포함하며 복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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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고백이 작품 제작 과정에 어떻게 반 되는지에 한 시도이다. 

- 오의석 작가 연구

오의석은 1956년 충남 공주 태생으로 등학교 때부터 찰흙을 하며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에서 성장했다. 1974년 서울 학교 미  조소과에 입학했으며 

동 학원에서 수학하 다. 재 작품의 주제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수를 인격 으로 만난 것이다. 그는 국내․외 다수의 개인 과 그룹

을 통해 견 조각가로 성장했다. 특히 회심 이후로 란시스 쉐퍼와 라 리 책들을 

통해 문화에 한 인식과 기독교 세계 에 해 구체 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차 

선교단체 IVF 모임과 기독교 학술 교육 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차 기독교 세계 을 확장시켰다. 1993-1994년에 걸쳐 연구교수로 미국의 Calvin 

College 미술학과에서 기독교 세계 에 입각하여 작품 제작에 몰두했다. 그 후 오 제

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 제작에 이르지만 작품의 주제와 삶에 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200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연변 과기  건축학부 연구교수를 지내면서 

삶의 안식과 충 을 맛보는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조각공원 로젝트를 통

해 여러 의 공공미술로서의 작품들을 설치했으며 이 과정은 그의 작품 세계에 환

이 되었다.

그는 한국  기독교미술의 개에 있어 말 (Logos)이 이미지(Image)로 체 되

는 형상의 작품의 세계를 로고시즘(Logos-ism) 10)미술로 정의한다. 로고시즘은 사

 정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단어이다. 로고시즘 미술은 말 인 로고스가 작업 제작

에 있어 물질과 형태로 체 되는 작품들을 의미한다. 그는 로고스와 이미지의 통합에 

있어 끊임없는 연구를 시도했다. 로고시즘 미술이 단순히 로고스를 이미지로 환하는 

작업을 넘어 기독교 세계 으로 로고스에 기 한 작품의 표 과 주제를 통해 체 의 

미학을 연구한 것이다. 여기서 체 (embodiment)은 로고스와 이미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 말 이 작품의 형상과 질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내포한다. 말 을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하는 직 인 체 과 말 이 내포하는 정신  의미를 추상 으

10) 오의석은 ‘로고시즘’을 미술의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신학  의미에서 수 그리스도를 의미

하며 인간이 되어 말한 하나님의 말 인  개념을 이즘(ism)으로 이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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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하고자 하는 다양한 체 의 방식을 의미한다. 한 체 의 로고시즘 미술은 기

독교에서의 성육신의 유사 개념으로 성육신의 모델을 추구한다. 그는 기독교미술의 정

체성을 찾아보는 시도로 말 의 체 을 작품 제작에서 삶의 역으로까지 확장한다. 

우리의 몸과 살, 감성, 감각을 등한시 하지 않으며 이분법 으로 생각해오던 이성과 

감성, 로고스와 이미지의 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이다(오의석, 2013: 22). 그는 로

고스의 체 을 “서구의 정신사 속에서 오랫동안 우 를 했던 철학  이성의 진리미

학과 함께 근  이후 힘을 얻은 감성의 미학과 형식미학을 포 하는 것(한국  기

독교미술 50년, 2015: 215)”이라고 주장한다. 말 과 형상 사이에서 조각과 함께 보낸 

그는 작업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어느 한 때도 조각을 조각으로 고집하기 보다는 말  앞에 열어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

이 아니었다면 어떤 형상도 기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 과 형상 사이에 

있고 조각은 그 틈새에서 빚어집니다. 이제 다시 말 의 숲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오의석, 

<말 과 형상> 개인 , 진흥아트홀 에필로그, 2003: 66).

그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작품으로 체 하며 기독교미술을 하나의 종교  미술이라

는 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로고스의 다양한 체 의 가능성과 기독교 술가의 삶에

서 말 의 실천과 참여로 지향하는 모습을 기 한 것이다. 그는 형상의 세계에 있어 

로고시즘 미술에 근거한 작품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성경에 기 한 

로고시즘 작업을 문자 인 말 을 시각 으로 이미지화 하는 작업이다. 이는 보편 으

로 기독교 작가들이 기독교  주제를 가지고 작품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둘째. 기독

교 세계 으로 무엇이든지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성경의 시각  작업이다. 창조와 타락, 

구속, 회복의 구조인 기독교 세계 을 바탕으로 기독교  주제뿐 만 아니라 세상의 다

양한 주제인 인간과 자연, 역사, 인물 등을 다룬다. 이는 첫 번째보다 좀 더 확장된 로

고시즘 미술의 지평을 할 수 있다. 순수 형상과 매체의 물성  질료 등에 한 연

구도 넓힐 수 있다. 셋째, 말 을 실제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삶의 소통 인 작업으로 

나 다. 이는 작품을 창작하고 설치, 발표, 감상의 행  등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구 하고자 한다. 

이러한 오의석의 로고시즘 미술의 지평을 배로서의 미술과 목한다. 구체 으로 

말 이 체 되어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오의석 작가의 로고시즘 조각의 특성과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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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를 크게 네 단계(선포와 증언의 시 , 성경의 인간  변증, 실천과 참여의 조형

세계, 환경조형과 로고시즘의 확산)로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4].11) 첫 단계로 선포와 

증언의 시 에는 말 에 한 체 을 고철 오 제와 기용 을 활용하여 십자가 등

의 종교  오 제를 제작한다. 차 자연과 문명의 환경에 한 심을 바탕으로 사회

에 한 시  발언과 참여  행 가 작품에 개된다. 이는 개인의 종교  표 과 

함께 사회 정치  실에 한 발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인간과 변증의 

단계에서는 흙을 불에 구워 제작하는 테라코타 방식으로 조형 작업이 변한다. 환경과 

시 의 성찰을 기독교 세계 으로 확립하는 내  변화를 겪게 된다. 작가의 말 과 신

학에 한 심이 창조와 타락, 구원과 회복으로 바 면서 기존의 선교명령(마태복음 

28:19-20)에서 문화명령(창세기 1:28)으로 확장된 것이다. 성경에서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 로 흙을 이용해 인간을 빚는 것을 테라코타 작업을 통해 창조의 원형 제작과 

연 시키기 시작한다. 셋째로 실천과 참여의 조형세계 단계에서는 작업의 재료와 양식 

면에 있어 사진 꼴라주로 바 다. 지구 의 문제들인 쟁과 기아, 분쟁, 환경오염 등

의 사진 이미지를 타자기나 종, 주방 기구 등에 붙여가는 꼴라주 작업 방식으로 진행

한다. 당시의 미술계와 교회, 기독교미술 장을 다시  바라보며 십자가의 진정한 의

미가 개인의 고백  작업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사람을 향한 실질

인 행동과 함께 체 을 시한다. 즉 그는 실천  로고시즘 미술을 추구한다. 마지

막 단계는 환경조형과 로고시즘의 확산이다. 그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작업과 삶의 일

치에 한 고민과 함께 2001년 국 연변의 학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조각공원 로

젝트를 진행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귀국 후, 차 환경조형 창작을 진행하기 시

작한다. 다양한 이미지의 형태로 체 된 로고스를 표 하며 조형 인 형태와 매체에 

말 의 선포와 신앙의 고백, 증거, 변증 나아가 실천과 참여의 세계로 말 의 형상화

를 융합 인 모델로 제시한다. 이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작품이 설치되며 차 공동

체 성격을 지닌 환경 작품으로 개된다.12) 

11) 오의석 (2013), ‘한국 미술에 체 된 로고시즘 연구’를 기 로 작성하 다.

12) 오의석 작가는 배로서의 그림을 직 으로 언 하지 않았지만, 말 이며 그리스도인 로고스

(logos)를 감각  형상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작품에서 자 신성의 내재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때문에 그림 배의 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구체 으로 오의석 작가와의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작업 과정을 그림 배로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해석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따라서 

그는 작품들을 로고시즘의 구분 범주로 소개하면서도 배 인 요소를 갖는 명제들 심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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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h Ui-Seok‘s Logos-ism artworks

An era of 

proclamation 

and testimony 

Embodiment of religious symbols

[Figure 1] 

<For God so loved the world>, 

Steel, 67×15×102cm. 1978

[Figure 2] 

<With Love>, Steel, 

100×12×71cm, 1985

[Figure 3]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Steel, 

55×70×15cm, 1996 

 Environmental description of 

nature and civilization
View of the reality of society 

[Figure 4] 

<Stone 1984-Seoul>, 

Filed stone, Steel, 55×55×55cm, 

1984

[Figure 5] 

In the field, Steel, 

 145×15×160cm, 1985

[Figure 6] 

<Door of August>, 

Steel, 110×45×210cm, 1986

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연구의 논 을 ‘로고스의 실천과 참여’라는 개념이나 ‘삶의 

총체 이고 인 인 반 ’으로서 그의 술을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다. 첫째, 신앙 고백  작품

으로 ‘인자, 기도, 평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둘째, 증언과 선포  작품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철제 십자가 작품’, 셋째, 헌신과 결단으로 ‘ 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새 순, 사랑의 종, 목마름, 야의 울림’ 등 실 참여  작품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 작가는 로고시즘이라는 명제로 말 의 체 을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의 작업에 나

타난 배 인 요소를 찾아 모색할 수 있다.



206  신앙과 학문. 23(2).

Demonstration 

of a view on 

human in the 

Bible

Sculpture of Dirt and Fire

[Figure 7] 

<Dirt․Human․Fire-People>, 

Terra-cotta, Steel, 1992

[Figure 8] 

<Dirt․Human․Fire-Peace>, 

Terra-cotta, 32×25×56cm, 1992

[Figure 9] 

<Dirt․Human․Fire-Sleep>,

Terra-cotta, 50×35×140, 1992

Revolt against modernity Recovery of the scriptures and humanity

[Figure 10] 

<Dirt․Human․Fire-Jesus>, 

Terra-cotta, 40×25×50cm, 1991

[Figure 11] 

<Dirt․Human․Fire-Pray>,

Terra-cotta, 14×24×36cm, 1994

[Figure 12] 

<Dirt․Human․Fire-Pray>, 

Terra-cotta, 14×24×36cm, 1994

Formative Art 

World of 

participation

and practice

Reminiscence of 20th century's global village

[Figure 13] 

< Retrospection of the tainted world in 20th century>, 

Terra-cotta, Photo collage, 180××180×30cm, 1999

[Figure 14] 

<Human, human, human-News 3>, 

Typewriter+Photo collage, 

50×40×25c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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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 Art 

World of 

participation

and practice

Aesthetics of the ‘downward mobility’ Realization of love and sharing

[Figure 15] 

<Human, human, human-To 

the lower>, Steel, Photo 

collage, 75×145×45cm, 1999

[Figure 16] 

<Seven bells that do not 

ring>, Photo collage, 

20×40×80cm, 1999

 [Figure 17]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Synthetic resins, Photo 

collage, 53×30×23cm, 1999

Environmental 

Artworks and 

the spread of 

Logos-ism

In the wind and soil of the roadside

  

 [Figure 18] <Echoes of wilderness>, Steel, 

630×1450×260cm, 2001, YUST Sculpture Park, China

 [Figure 18-1] <Hill of suffering>, Timber+cast iron, 530×170×340cm, 2001

A series of‘Resonance’and‘Buds’ 

  

[Figure 19-1] <Door of resonance, Daegu Bible Megatown, 2003

[Figure 19-2] <Buds-Oh Ui-Seok exhibition>, Kosin University David gallery, 2005

[Figure 19-3] <Resonance>, Stainless Steel, Seoul Yongsan park tow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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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rtworks and 

the spread of 

Logos-ism

Discovery of new subjects and integration W-zone project

[Figure 20] 

<Candlestick of revival>, Colored 

Steel, 100×30×75cm, 2007

[Figure 21] 

<Thirst>, Colored Steel, 

100×30×95cm, 1990

[Figure 22] 

<Bell of love>, 

W-Zone, Yang-Phyong, 2011

Figure 4. Logos-ism, the world of Oh Ui-Seok‘s artworks

그는 한 개인의 신앙 고백  표 과 더불어 삶의 총체 이고 인 인 모습에 심

을 가진다. 로고시즘 미술은 종교  주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문화, 사

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내포한다. 더불어 형상과 재료의 표  역시 말 과의 계

에서 해석되는 것이다. 그는 말  앞에서 형상 세계의  가치를 부정한다. 말 의 

요청 앞에 반응하는 작품세계의 가변 이고 다양한 특성이 로고시즘 미술이라 주장한

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말 의 진리가 가지는 유일하고 인 특성은 삶의 장과 

미술의 여러 역을 목하고 소통한다. 작품의 재료와 양식  주제 등이 변해가지만 

그 형상의 과정은 결국 작품 안에 내재하는 성경 말 인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기독교 술가의 인 인 삶의 총체성을 지속 으로 보여 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기독교미술의 이해와 지평의 확장은 시 의 흐름을 아우르며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하나의 문화  코드 다. 따라서  기독교미술을 과거 종교  의미를 

달하기 해 성경에 기록된 일화들을 주로 그린 세시 의 이나 도상학  해

석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이러한 고  알 고리 회화의 근 방식보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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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신학  미학의 방식으로 그림 배를 살펴보았다. 그림 배는 

종교  의식이나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에게 보답하는 작업 행

로 연결하는 기독교 술가의 신앙고백이다. 그림 배는 기독교 술가의 인  행

이며, 자에게 받은 구속의 은혜에 한 감사와 보답의 행 를 포 한다. 더불어 

기독교 술가의 일상  삶이 언약 안에서 매일의 실재 인 배로 연결되는, 삶과 신

앙의 일치가 일어나는 장이다. 자의 통치와 진리가 각 역과 삶으로 연결되고 

실제 으로 실 되는 것이 참된 배이기 때문이다. 이에 술가의 신앙이 삶에서 고

백되는 실제  그림 배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림 배는 자에 한 존재론  특

성을 이해하고 술가의 체화된 신앙고백이 작품으로 표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연구는 기독교 술가가 창조의 목 로 술을 하는 타당한 목 과 당

성을 제공했다. 즉 기독교 술가가 신앙고백의 형태로 재 하고 있는 술  창작활

동을 ‘ 배로서의 미술’ 곧 ‘그림 배’로 승화시키고자 시도한 연구 다. 이러한 시도는 

많은 신학  논란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 술가의 입장에서는 그림 배의 체

계화를 통해 배의 다양한 통로의 확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그림 배의 시도는 술

가의 창작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배를 통해 자의 존재론  특성을 악하고, 그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룩한 식에 동참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림 배는 과거의 종교  

수단과 도구  의미로서의 술을 넘어 새로운 기독교미술사  지평을 확장할 수 있

었다. 

이에 신학  주제를 미학으로 읽는 미학  신학과 술 작품을 신학 으로 읽는 신

학  미학(신학  감으로 이루어지는 미학  형상화)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

간으로 신앙고백으로서의 그림 배에 해 자의 존재론  특성인 진과 선, 미의 

측면을 페리코 시스의 총체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참된 기 인 진리가 

술에서 미로 표 되고 삶의 실천능력인 선으로 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의 진과 선, 미에 한 통합  사고를 길러주며 자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척도를 

기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술가와 람자 사이에서 술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

지는 재형상화 작업으로서의 그림 배를 모색하 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술 작품

을 감상할 때, 어떤 상학  이론이나 이미지, 텍스트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한 람자의 반응까지도 고려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미술을 이해할 때, 보이는 

세계에 한 표 과 작품의 형상화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기독교 세계 의 의미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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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었다.

기독교 술가와의 만남은 융합과 통섭의 자리로써 시 의 기독교미술과 문화에 

한 소통의 시도 다. 역사  흐름의 조명 아래 주소를 기록하고 실질 인 사례인 

작가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 문화와 교회에서 기독교미술의 입지를 세우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미술에 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에 입각한 술가의 작품을 제시하며 기독교미술에 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그 사례로 오의석 작가와 실질 인 만남과 인터뷰를 통해 그림 배의 스토리텔링 사

례를 분석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재료와 양식  주제 등이 변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형상의 과정은 결국 작품 안에 내재하는 성경 말 인 진리를 기반으로 했

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술가의 인  삶의 총체  모습과 

함께 로고시즘 미술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있어 신학자와 철학자, 미학자들과 함께 미학  신학과 신학  미학을 근간으

로 한 학제 간 화가 지속 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림 배(작업의 모든 행 와 사고, 

과정, 토론 등)에서 기독교 술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근원 인 장치에 한 연구도 구

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가 과거의 역사  자료와 재를 통해 기독교미술의 미

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를 구체 으로 실 하기 해 

계속해서 시  기독교 술가와 작품연구, 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신학자, 큐 이터

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통합과 통섭의 화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기독교미

술은 결코 독립  존재가 아닌 시  흐름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며 술을 

통해 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나아가 참된 샬롬을 회복하는 데 궁극  목 이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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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절대자를 만나는 예배로서의 미술

: 신학적 미학을 통한 오의석 작가의 스토리텔링

이소명 (백석 학교 기독교 문 학원)

본 논문은 기독교 술가가 신앙고백의 형태로 재 하고 있는 술  창작활동을 

‘ 배로서의 미술’ 곧 ‘그림 배’로 승화시킨 연구이다. 이러한 시도는 많은 신학  논

란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 술가의 입장에서는 그림 배의 체계화를 통해 배

의 다양한 통로를 확장하고자 한다. 기독교 술은 기독교  세계 에 입각한 술가

가 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 배에는 세 가지 측면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림 배는 미학  신학과 신학  미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신학  미학

은 신앙의 체계에서 상상력과 아름다움, 술에 담긴 미학  요소들이 자의 계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다. 둘째, 그림 배는 자의 존재론

 특성인 진(眞)과 선(善), 미(美)가 통합 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림 배는 참된 기

인 진리가 술의 역에서 미로 표 되며 삶에서 실천능력으로서 선의 측면인 일상 

배와 연결된다. 이러한 자의 존재론  특성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 상호 침투하고 내주하여 측할 수 없는 다양한 면모들을 나타낸다. 셋째, 

그림 배는 술가와 그의 작품 그리고 람자가 재형상화 작업으로 이루어내는  

하나의 그림 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연구자는 술가의 삶과 신앙이 작품으로 고백

되는 그림 배의 과정이 람자에게 달되는 향과 람자에 의해 완성되는 소통의 

 등을 고찰할 것이다. 즉 람자는 술가가 표 한 자의 특성(진과 선, 미)을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작가와 작품, 람자가 통합된  

하나의 그림 배가 된다. 술가는 배로서의 미술 작품을 통해 자 그 자체를 표

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의 존재론  특성을 진과 선, 미의 역으로 

연결하고 람자의 상상력을 통해 통합 으로 바라보는 이다.

이러한 그림 배를 바탕으로 오의석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의석 작가

는 말 (Logos)이 이미지(Image)로 체 되는 로고시즘(Logos-ism) 작품을 제시한다. 



214  신앙과 학문. 23(2).

그의 로고시즘 미술은 단순히 로고스를 이미지로 환하는 것을 뛰어 넘어 기독교 세

계 을 바탕으로 로고스에 기 한 작품의 표 과 주제를 통해 ‘체 (embodiment)의 

미학’을 보여 다. 그의 작품에는 진리를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술 행 와 미  표

이 거룩한 배로 이어지며, 람자의 술  상상력과 결합하여 재형상화 작업으로서

의 그림 배를 만들어 낸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그림 배는 술가의 창작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배를 통해 자의 존재론  특성을 악하고, 그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룩한 식

이다. 그러므로 그림 배는 과거의 종교  수단과 도구  의미로서의 술을 넘어 새

로운 기독교미술사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예배로서의 미술, 그림예배, 스토리텔링, 오의석, 로고시즘, 신학적 미학, 미학적 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