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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류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사회적 규범을 제정하여 스

스로의 동물성을 부정하였고 죽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여 완전해 지기를 갈망했다. 이러한 인류의 오랜 노력

속에서 본인은 초월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현상으로써 ‘기적적

인’ 사건을 꿈꾸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

적 고통이나 질병에 의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가 환기되어 초월

을 부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물질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인정하며, 초월을 신봉하면서 또 불신하는 모순적 태도에서 본인의

모호한 정체성을 발견했다.

본인은 물질성과 초월성의 양립과 그에 따른 불안에 대한 흥미로부

터 모티브를 얻었다. 이러한 모티브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작업으로 전개되었으며 사소한 것을 반복 수집하거나 모호

한 형상을 만들어 내는 방법 또는 초월의 의미를 내포하는 일상의

물질을 오브제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표

현 방식을 사용한 작업 과정은 공통적으로 불쾌하면서도 야릇한 쾌

감을 불러일으키는 블랙 유머적 표현 기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블

랙 유머는 본인이 모호함에 대해 느끼는 양가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었다. 본인은 이와 같이 모순되는 조형 요소의 조합을 토대로 물질

성과 초월성의 양립을 다루었다.

주요어 : 물질과 초월자 사이, 모호한 존재, 블랙 유머적 표현 기법

학 번 : 2009 - 2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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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본인은 오랜 시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근원적 불안의 정체를 알아내

기 위한 개인적 욕구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인의 불안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규명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가령 본인을 스스로 성실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

순간 또 다른 자아가 본인의 성실함과 비슷한 정도의 불성실한 면모를 찾

아내어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한다. 그 결과 본인은 성실하면서 동시에 불

성실하다는 모호한 귀결점에 이르게 되었다. 본인에게는 어떤 한 가지 성

질에 상반되는 성질이 함께 존재하며 충돌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유보되었다. 본인은 간혹 본인의 극단적인 성향이 AB

형 혈액형에서 야기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1)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이 본인의 삶에서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본능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원초적 욕구 때문일 것이다. 선한지 악한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정상

인지 비정상인지에 대한 물음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초월자에 가까운 영원

한 존재인지 물질에 가까운 유한한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본인은 본인의 육체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물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증과 질병이라는 구체적인 몸의

경험이 이성의 틈새를 파고들어 본인의 부정적 감각을 자극하면 일상에

서 망각하고 있었던 본인의 물질성과 유한함이 환기되기도 한다. 물론

물질성의 환기는 순간일 뿐, 본인은 초월을 갈망하며 물질의 한계를 다

시 망각한다. 본인은 이러한 망각과 환기의 기묘한 반복적 순환고리에서

물질성과 초월성의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본인의 정체성을 발

견했다. 본인의 불안은 모호한 귀결점을 지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원

초적인 두려움인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에서 비롯 된 개인적 불안에 대

1) 네 가지 혈액형에 의해 사람의 성향이 구분된다는 미신이 있다. 그 중 AB형

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천재 혹은 바보이며 냉정하지만 눈물이 많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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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찰은 점차 인류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난 불안과 모호함을 탐

구하게 만들었다. 본인은 인간의 본성중 동물성에 대한 부정과 초월이라

는 관념적 욕구가 서로 충돌하며 양립하는 것을 모호함과 불안을 생성시

키는 보편적 원인으로 간주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간 실

존의 모호성을 조형적 언어로 풀어내 보고자 했다.

작업의 모티브

생존 본능

모든 생물체가 그렇듯 본인에게도 생존 본능은 강력한 일차적 욕구다.

이 본능은 생물이 생존에 위협적인 것을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대처하여

생명을 이어가도록 설계되었다. 본인은 행복감과 안도감보다 불안감과 같

은 감정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 감정에 더 예민한 것은

생존에 위협적인 대상과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분

석과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불안 정서를 낱낱이 해부하

면서 시작하게 된 본 연구는 근원적으로 동물적 자기보호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생존에 유리한 것은 좋은 것, 생존에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본능의 작용

일 것이다. 이럴 때 불안은 생존에 유리한 것이 된다.

사후세계의 유무를 확언할 수 없을 때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본인이 주목하는 불안은 하나의 개체에서 서로 이질적인 모습들이

교차하거나 동시에 드러나 개체의 본질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 상

태에서 발원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이 본인의 불

안을 야기한 것인가.

통증과 기적적 사건으로 인한 환기와 망각

본인은 일상의 삶에서 본인의 신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끔 손과 발을

들여다보고 거울을 보거나 스스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본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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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들 중 본인이 가장 유심히 확인하는 곳은 얼굴 정면의 표피이기 때

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의 모습은 얼굴 정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머릿속에서 본인의 정면 얼굴을 떠올려보면 어렴풋한

이미지로 회상되어 진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매일 확인하는 본

인의 얼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인에게 가장 낯선

부분은 신체 내부다. 본인에게 몸속은 단지 물컹거리는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애매한 느낌으로 인지될 뿐이며, 혹은 심장박동 소리나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근거로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작동되고 있음을 막연

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다. 신체를 막연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에 의해 작품 4 <기형의 신>, 작품 5 <황금가면>, 작품 7 <내장>에서

처럼 가느다란 곡선이나 울룩불룩한 덩어리 등 모호하고 단순화된 형태

가 작품 제작에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본인은

본인의 신체에 무지한 자기 모순적 상황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본인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몸뚱이를 초월한 이상향의

존재 가능성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긍정적 상태가 영원히 유지

되는 것이다. 본인은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며 기도와 예

배를 드렸으며,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들은 각종 미신적 방안2)을 실천

해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행위 후에는 항상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

나기를 기대하곤 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이상향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본인의 초월성을 확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본인의 몸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불길한 증상이 발견되거나

특정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무관심하게 거리를 두었던 본인의 신체

와 순식간에 긴밀히 밀착되었고 초월성을 부정하게 되곤 했다. 육체적

통증이라는 사실적 감각 경험에 의해 본인의 물질적 한계를 인정하게 되

었던 것이다. 그 예로, 작품 7 <내장>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봉 끝을

첨예하게 가공하여 제작한 가시밭 좌대 위에 내장을 닮은 실리콘 덩어리

를 올려놓아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릴 것 같은 말초적 통증을 간접적으로

2)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면 좋고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오며 용꿈을

꾸면 길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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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도록 장치했다. 또한 작품 4 <기형의 신>은 불규칙적으로 거

칠게 우레탄이 덧입혀진 유기적 곡선의 몸통에 직선으로 뻗은 스테인리

스스틸 막대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마치 절단된 다리에 의족을 연결하기

위한 정형외과의 고정 장치를 연상할 수 있도록 가늘고 긴 볼트와 작은

너트를 사용하여 결합시켰다. 본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과 연관성

이 없는 실리콘과 우레탄이라는 물질에서 통증을 연상할 수 있기를 기대

했다. 본인에게 통증은 본인의 불가항력적 유한성과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인 셈이었다. 통증으로 인해 이상향은 단어가 뜻하는 대로 ‘현

실에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믿음은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의 이

러한 이성적 잣대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내 본인은 불가항력 앞에

무력해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다시 초월을 꿈꾸면서 육체를 망각한

다. 본인의 실재 환기에서 망각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상향을 향해 노력하는 행위자체에 집중하여 ‘죽음’을 본인의 삶에

서 격리시키려는 자기보호본능의 작용일 것이다. 이로써 본인은 현실의

육체와 본인이 꿈꾸는 이상향을 모두 알지 못하는 막연한 상태가 되었

다.

동물과 신 사이의 중간자

앞서 언급한 정체성의 모호함에 대한 불안은 본인 개인의 병적 심리

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긴 역사 속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녔던 불안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질료와 정신간의 플라톤적 이원론을 근거로 오랫동안 스스로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규정해왔고 신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자

신을 그에 가까운 존재로 여겼다.3) 본인은 의도치 않게 이러한 동물과의

관계 분리 역사에 합류하게 되었고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삶을

부여받았다. 본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끄럽게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시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동물보다 신에 더욱 가까운 존재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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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사회화를 위해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은 동물적 본능과 욕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

게 되었으며 신의 모습을 모방하기 위한 이성적, 정신적 방안을 학습하

게 되었다.4) 이를테면 유교적 규범 안에서 본인에게 강조된 여성으로서

의 완전함은 얌전하고 절제된 태도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물적

본성은 감추려 할수록 소거되지 않고 오히려 의식의 뒤편에서 억눌린 용

수철처럼 규범의 틀 밖으로 튀어 나갈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현

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함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이룰 수 없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허함만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동물이면서도 더 이상 ‘동

물’이 아니며 신을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동물과 신 사이의 불안한 표

류자가 되었다.

신을 갈망하는 인간의 두 가지 태도

본인은 신이라는 궁극의 목표점에 더욱 근접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두 가지 태도로 분류해보았다. 첫째는 사회적 규범을 제정하여 죽음-한계

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동물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 결과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행위나 그것을 의미하는 대상인 피, 배설물, 육체는 불온하게 여

겨졌다. 본인은 작업에서 무채색과 불쾌하게 구불거리는 형태나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동물성 부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의 동물

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대한 부정적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또한 인류의

동물성 부정은 뱃속에 꿈틀거리는 장기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육체를 낯설게 보고 심지어 끔찍하다고 인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낳았

다. 이처럼 사회적 금기에 의해 억눌린 동물성은 본인의 잠재의식 안에

서 규범을 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형되어 동물성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써 은밀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프로이드가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4) 여기에서 신은 완전한 존재 즉, 긍정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마다 개인

마다 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기하학 도형에서 완

전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나 호랑이와 같이 인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소

유한 생물들에게서 완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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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나 신체적 증상, 언어 혹은 환상으로 반드시 귀환하고 만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대개 본인의 꿈이나 불현 듯 떠오르는 무의식적 이미지

통해 노출된다. 본인이 꾸었던 길몽의 예를 들면, 꿈속에서 코끼리 시체

를 밟는 행위, 거북이 목을 뜯어 먹는 행위, 똥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과

감하게 행할수록 ‘좋은 행위’가 된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현실에서 행한

다면 전반적 문화권에서 야만적이고 비상식적인 ‘나쁜 행위’로 받아들여

지게 될 것이다. 본인은 길몽 연작을 통해 지금까지 꾸었던 꿈들 중에서

특별히 길몽이라 여겨지는 꿈들을 선택하여 꿈 안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

고 기괴하게 분출되었던 동물적 욕망의 이미지를 현실에서 재현하여 ‘좋

음’을 ‘끔찍함’ 혹은 ‘괴상함’의 의미로 전복시키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둘째는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초월을 좇은 것이다. 본인은 종교와 온갖

종류의 미신이 양산된 이유를 초월 욕구라 보았다. 초월을 위한 믿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매우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듯하다. 본인은 일상의 도

처에서 ‘You can do it’이라는 글귀를 자주 접한다. 이 문장은 본인에게

포기하는 것에 죄책감을 들게 하며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긍정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가. 본인은 사람들의 절실한 믿

음 이면에는 불신이라는 모순적 태도가 존재한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초

월적 완전함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도

구를 창안해 냈지만 동시에 이러한 수단들이 무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컨대 토마스 모어가 만들어낸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절대적으로 완전

한 곳을 뜻하지만 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pos)'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유토피아의 불가능

함을 전제한다.5) 이처럼 인간과 초월자, 실재와 가상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력은 목적

에 어긋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은 목

적 성취 실패에 대한 허무함을 극복하고 망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

택이다. 생물의 한계를 초월하는 불가능한 목적의 빈자리를 망각할 수

5)『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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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도’ 자체이다.

주술적 노력

선사 시대에 주술은 예술이었고 종교였고 노동이었다.6) 당시의 사람들

에게 주술은 기적적인 사건을 불러올 수 있는 위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래서 그들은 신비스러운 힘에 맹목적으로 의지했을 것이다.

본인은 주술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합리적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술

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본다. 본인은 완전함이라는 관념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맹목적이고도 반복적인 노력을 주술적 행위의 일환으로 본다. 과거의

주술과 지금의 노력 행위에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였을 테지만 지금의 주술적 노력은 불가능함을 망

각하기 위해 의구심을 회피하는 작위적인 믿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

지만 공통점은 주술에 의한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유쾌한 감정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정서는 잠시나마 불안을

망각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 본인의 작업에서 주술적 행위는 극단의 사이

를 부유하는 ‘중간자’의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위로’로서 작용한다. 가

장 최근에 제작했던 작품 1 <길몽_코끼리 시체 꿈>과 작품 2 <네잎클로

버>, 작품 3 <장수 총채>에서 특히 주술적인 신비스러움에 대한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위로의 수단으로써의 인위적 믿

음-노력을 통해 모호함이 주는 불안을 회피하거나 익숙해지려 했다.

양가성

상반되는 동기 혹은 감정의 힘이 서로 비슷해서 팽팽히 맞서는 본인의

양가적 상태는 초월에 대한 지나친 긍정과 동물적 본성에 대한 강한 금기

로 조성된 환경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동물성을 억압하

면서도 분출하려하며, 물질임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하며 또 초월을 꿈꾸지

만 불가능하다 여기는 양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물질성과 초월

성이라는 극단의 양립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에서 불쾌함만을 느끼는 것이

6)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1』,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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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쾌감을 동시에 느끼기에 모호함이라는 화두를 들고 지속적인 작업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은 알 수 없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대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시하고 무지한 상태가 주는 긴

장감에 야릇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모호함에 대한 본인의 양가감정은 작품에서 진지함, 불안, 쾌감, 유희

가 혼합된 블랙 유머적인 느낌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작품 3 <장수 총

채>에서, 실제 장수 마을을 방문하여 머리카락을 수거했던 일과 한 가닥

한 가닥을 정성껏 막대에 붙였던 행위는 장수를 기원하는 종교적 수행에

가깝지만 간절함이 머리털이라는 가볍고 사소한 물질을 통해 추구된다는

점과 총채 혹은 붓처럼 신성함과 거리가 먼 일상 속 기성품의 생김새를

닮았다는 역설이 유희적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진지한 본인의 왜곡된 태도에서 블랙 유머가 발생

된다. 하지만 웃음 뒤에 씁쓸한 여운이 남는 것은 생물로서의 물질적 한계

라는 거대한 문제를 앞두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인간의 운명

이 유희의 힘보다 강력하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작품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은 역설과 반전의 유희를 통해 잠시나마 본인의

근원적 부조리함과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블랙 유머적 표현기법

본인의 작업은 대체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진행된다. 왜냐하

면 개인적 삶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길

을 걷다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했고 더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한 개

두 개 욕심을 내어 수집하다가 어느 순간 작업으로 전환되었던 작품 2

<네잎클로버> 작업처럼 말이다. 일상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작업으로 넘어

가는 지점은 일상에서 본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물질을 선택하고 그 물질

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거나 물질에서 연상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여기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실리콘이나 스테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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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틸, FRP처럼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원료 상태와 머리카락이나 치킨

뼈, 네잎클로버와 같이 특정한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는 Ready-made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일상과 작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

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추하는 것은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에 가능했다. 본인의 작업을 망라했을 때, 불길한 이미지에서 유희

를 일으키는 블랙유머의 모순적 표현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블랙유머는 앞서 서술한 본인의 모순적 정체성이 야기한 모

티브인 물질적이고 육체적 노동이 강조된 형식과 영적이고 초월적인 내용

의 불편한 결합에서 작품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블랙 유머를 일으키는 모순적 요소로는 첫째, 추상적인 신성함의 개념과

현실에 실재하는 오브제다. 본인이 오브제로 선택한 장수 마을의 머리카락

이나 네잎클로버, 치킨 뼈와 같은 물질은 삶에서 감각 경험이 가능한 대상

이다. 본인이 작품으로 오브제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사소하

거나 평범할 수도 있고 신성할 수도 있는 가변적 가치의 물질이다. 본인은

오브제를 제시하여 관객의 개인적 경험이 작품에 대입되도록 구성하였다.

관객의 눈앞에 질량을 가지고 실재하는 친숙한 물체를 통해 평범한 일상

의 사물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오브제와 관련된 미신이나 속설 등의 믿음

이 상기되어 신성한 사물로도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오브제가

현실의 맥락에서 절연되어 전시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이식된다는 의

미에서 이질성을 강조하여 모호함을 가중시키고자 했다.

둘째, 사실적 형태에서 벗어난 모호한 추상적 이미지의 표면에 재료의

구체적인 물성을 부각시켰다. 작품 5 <황금 가면>의 유기적 구조와 구

불구불한 덩어리의 흐름이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키고 작품 4 <기형의

신>의 곡선이 동물을 연상시키며 작품 7 <내장>의 작은 돌기들이 장기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어떤 대상의 표면을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묘사하지 않

고 모호하게 인상만 남겨 형상화했다. 이러한 추상적 형태에 재료의 물성

을 강조하여 작품의 물질성이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예컨대 작품 5 <황금

가면>은 인체 중 정신성을 상징하는 기관인 머리를 매끈하게 다듬어진 황

금빛 덩어리로 표현함으로써 정신성과 물질성의 이분법을 와해시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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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위치에 놓은 것이다.

셋째, 사소한 것에 대한 반복과 수집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인의 작업

에 있어 반복 수집 행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행위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지만 망각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 인간이 동

물의 영역과 신의 영역 경계선 상에 모호하게 놓여 진 이상 끊임없이 집

착의 욕망과 망각의 욕망이 번갈아 가며 반복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이면서 포기하려는 노력의 구체적인 행위인 ‘병

적인’ 반복과 강박적 수집을 노출시킴으로써 표현하였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수거하여 한 올 한 올 막대에

붙이는 행위, 맛있는 살점이 모두 뜯기고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로서의

치킨 뼈를 수거하는 행위, 찰나의 꿈을 현실에서 재현하여 영상으로 기

록하고 그 영상을 무한 반복하여 비현실의 순간을 ‘박제’시키는 행위, 변

이된 잡초인 네잎클로버를 찾아내기 위해 심마니처럼 긴 시간을 투자하

는 행위 등 사소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것에 비효율적으로 집착하는 행위

를 통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의 모호함을 나타내고 싶었

다.

이와 같은 기법들은 공통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의 충돌을 통한 모호

함을 끌어내기 위해 쓰였다. 실존이 두드러지는 조형 형식에 초월성을

담은 내용을 결합하여 하나의 작품에서 초월적 관념과 실존이 애매하게

뒤섞이도록 했다.

마무리하며

본 연구를 통해 물질성과 초월성 사이에 놓인 본인의 모호한 정체성에

서 느끼는 숙명적 불안과 모순적이고 이질적인 성질 사이를 넘나드는 묘

한 쾌감을 결합시켜 작품에 반영해보았다. 동물성과 초월성 사이의 야누

스적 양면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관심은 주로 물질성이 강조되는 형식과

초월성이 강조되는 내용의 결합으로 표현되었다. 작품은 본인이 표현하

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형태를 직접 제작하는 전통적인 조각의 형식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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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 Ready-made 선택과 수집의 형식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영상매

가 활용되기도 했다. 본인의 작업이 이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뻗어나갔던

이유는 결과물보다 과정에 의미를 좀 더 부여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

업은 제작 과정에서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고

즐거움을 발견했던 작업 과정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꿈을 재현하는 것, 네잎클로버 한 개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풀밭을 헤매는 것, 발견한 네잎클로버를 정성껏 책장 사이에

보관하는 것, 장수 마을의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것, 규칙에 따라 머리카

락을 한 올 한 올 막대에 붙이는 것, 쓰레기통 속의 닭 뼈를 수집하는

것, 닭 뼈를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건조시키는 것,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포질을 하는 것, 뾰족한 가시를 만들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

틸 봉 끝을 한 개 한 개 갈아내는 것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본인의 쓸데없는 행위가 물

질성과 초월성의 양립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작품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었지만 형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집어내자면 공통적으로 조형물이

라는 질량, 물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매체가 활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영상 작업인 작품 1 <길몽_코끼리 시체 꿈>에서도 실존하지 않는

꿈속의 코끼리를 코끼리 탈을 쓰고 연기를 하여 실존하는 구체적인 코끼

리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물은

인간의 동물성이나 육체를 환기시키고 관념적 초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

하기에 적합한 매체였다. 그러나 작업 전반에 걸쳐 본인이 의도했던 실

재와 관념의 양립이 다소 희미하게 표현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더불

어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갈무리 되었다는 점이 아쉽다.

이질적인 두 요소를 더욱 명쾌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요

소들 사이에서 모호함이 발생될 수 있는 절묘한 결합 지점을 찾아내는

것과 본인의 확고한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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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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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길몽_코끼리 시체 꿈, 영상 반복재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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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몽_코끼리 시체 꿈

이 작품은 본인이 실제로 꾸었던 길몽을 본인의 몸을 이용하여 재현한

길몽 연작 중 하나다. 본인은 꿈을 많이 꾼다. 그 중 돼지꿈이나 용꿈,

똥꿈처럼 길몽이라 일컬어지는 꿈을 꾸고 나면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

는 꿈의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 되뇌고 현실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

대하게 된다. 본인이 꾸었던 코끼리 시체더미 위를 오르는 꿈은 해몽서

적에 ‘자신이 목표하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꿈’이라 풀이되어 있다. 본인

은 해몽이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꿈에 의지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본인은 꿈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적 욕망이 상징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한

다. 여러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흰색 옷을 입고 인간의 물리적인 힘

을 능가하는 코끼리의 시체 더미 위를 오르는 무의식적 환상은 해몽을

참고하지 않아도 본인의 능력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을 상징하는 행위로

자연스럽게 유추되어진다. 본인은 본인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을 초현

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차용하여 의식의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

로 현실의 경험으로 옮겨보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코끼리 시체들과 그

위를 오르는 사람 모두가 본인이다. 꿈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코끼리

시체를 밟고 오르는 행위가 현실에서는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상황으

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코끼리 시체 밟기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 것 같았다. 본인은 장면에 등장하는 코끼리들과 본

인을 각각 따로 연출하고 촬영한 후 영상들을 한 화면에 편집했다. 이처

럼 본인의 경험을 여러 층의 영상으로 분할하고 재결합한 이유는 본인의

욕망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환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재현된 꿈의 장면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일어난 개인의 비

현실적 경험을 실제의 경험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현실의 경험을 영상에

담아 순간을 무한 반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행위는 ‘좋

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향한 맹목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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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200×20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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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클로버

본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는 좋은 일이 생길 것

이라 믿고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했던 경험이 있다. 본인의 이러한 행위

는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인

은 본인의 믿음과는 달리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것과 행운이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은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했던 2년 전부터 이성적

판단과는 다르게 네잎클로버에 집착하여 수집을 시작했다. 본인의 비합리

적인 수집 행위는 물질을 초월한 완전함을 향한 무모한 욕망의 좌절감이

야기한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실패’를 자위하기 위한 주술적 행위로서

네잎클로버에 집착한 것이다.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한 행위

이기 때문에 주술적 위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을 가지

고 반복되었다. 반복 수집 행위는 불가능함이 자아내는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을 빈틈없이 채워줄 것만 같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일 뿐, 실제로 행운을 주는 신비한 힘이 있

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저 세 잎 클로버의 변종인 것이다. 하지만 묘하게

도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정말 행운이 찾아올 것만 같다는 막연한 믿음

이 자리 잡고 있다. 위로를 위한 인위적 믿음은 공허함을 육체의 노동량

과 발견된 네잎클로버의 수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거리인 것

이다. 이러한 본인의 무모함을 관조해 보며 과연 행운이라는 것이 무엇

인지 반문해보기도 한다.

본인은 2년의 시간 동안 정성껏 수집하고 보관했던 네잎클로버들을 어

떤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무심하게 흩뿌려 놓은 상태로 전시하였

다. 바닥에 납작하게 붙은 톤 다운된 색감의 네잎클로버들은 본인의 간

절함이 무색하게 관객의 시선을 끌지 않는다. 밑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다수의 관객들은 무심히 네잎클로버를 지나가기도 한다. 네잎클로

버는 본인이 오랜 시간 집착했던 행운의 물체이면서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바닥의 일부가 된 변종의 물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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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장수 총채, 머리털, STS, 33×2×2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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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총채

전북 장수군에 있는 장수마을의 이용원에서 수거해온 장수 노인들의 머

리털을 사용하여 총채를 만들었다. 이 작업은 아마도 본인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각인된 길고 흰 수염을 기른 신선의 불로장생 이미지로부터 나

오게 되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머리카락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나 신비한 힘이 담겨있다고 믿었다. 서구에서는 헤라클레스의 머리

카락이 힘의 원천이라 생각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배냇머리를 성스럽게

여겨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 머리털은 오래 살고 싶은

혹은 영원히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상징으로 쓰였다. 머리털은

어쩌면 진화된 인간에게 가장 덜 중요한 기관일 수 있다. 이러한 ‘동물적

물질’로부터 신령함을 기원하는 주술적 믿음 자체가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인은 신비한 기운에 대한 믿음이 은연중에 우리 삶 속 깊이 배어 있음

을 발견했다. 돌하르방의 코를 만지며 아들을 낳기 기원하는 것처럼 사

람들은 설득력이 미약한 미신을 이성적으로 납득하지는 않지만 맹목적으

로 믿어보기도 한다. 본인은 장수 마을 머리털의 물질성과 신령함을 동

시에 담기 위해 머리털을 중성적 느낌의 막대 끝부분에 가지런히 붙여

언뜻 보기에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사물로 인식되게끔 표현했다. 예기

치 않은 사소하고 엉뚱한 것에서 장수의 기운이 담겨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장수 총채>에 대한 관객의 시각 변화가 인상 깊었다. 관객들이 장

수 총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만지는 저

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인은 여기에서 사람들의 머리털에 담긴 기운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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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기형의 신, 우레탄, STS, 210×180×65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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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의 신

이 작업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리스 신 조각상들 중 온전한 형

상이 아닌 머리가 없거나 다리가 잘린 불구의 모습을 한 조각상들을 보

았던 경험, 그리고 상상의 동물인 삼족오의 세 다리가 완전함과 신성함을

상징하지만 오히려 불안정하고 기형적 모습으로 다가왔던 경험 등 본인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던 신의 모순적 이미지에 관한 경험에서 출발했다.

그리스 신상과 삼족오는 완전함과 신성함의 의미를 가지지만 이러한 관념

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그

러므로 신상을 만들어 낸 손길에 묻어나는 완전함과 초월에 대한 욕망은

본인에게 맹목적 갈구로 느껴졌고 마치 의족을 이식한 동물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본인은 머리와 다리가 없이 몸뚱이만 쇠막대 지지대에 올려 진

신상에서 절대자의 위엄이 느껴지기보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덩이로서의

매력을 발견했던 것처럼 완전함의 표상이 아닌 하나의 유한한 물질인 신

상을 제작했다. 신상의 몸통은 생물을 암시하는 유기적 곡선의 추상적 덩

어리로 표현했으며 여기에 세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를 볼트와 너트

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했다. 모호한 덩어리와 Ready-made인 구체

적 형상의 연결고리를 결합하여 대립되는 요소의 양립을 보여주려 했다.

뼈대에 가까운 몸통은 표현주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선택했던 마티에르 강조기법을 사용하여 신상의 물질성을 강

조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우레탄 각각의 마티에르가 거칠게 강조

된 형상을 제작했다. 또한 수분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만 같은 미라 혹은

건어물처럼 가늘고 마른 몸통을 만들고 고대 이집트의 조각상처럼 정적인

자세를 취하여 영원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멈춤, 즉 죽음을 암시하고자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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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황금가면, FRP위에 크롬 도장, 50×35×30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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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가면

구불거리는 윤곽만 모호하게 남아 어렴풋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아차릴 수 있는 금빛 가면을 통해 물질성과 신성의 양면성을 가진 인간을

표현하려 했다. 인간의 머리는 인간을 동물의 집단에서 구분시켜주는 ‘정

신’이 담긴 곳이다.7) 본인은 머리에서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뇌를 비우

고 얼굴의 골격과 살덩이만 남겨 인간의 물질성이 부각되기를 기대했다.

작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 골격과 살덩이가 구불거리는 윤곽의 존재

감을 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속이 빈 가면의 허구성에 모순되는 묵직한

덩어리가 느껴지도록 표현했다. 더불어 태곳적부터 영원성과 신성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권위와 부귀의 상징인 금의 다양한 의미를 결합하기

위해 경박한 느낌의 번쩍이는 노란 금빛으로 크롬도장을 했다.

이 작품은 좌대가 없는 바닥에 설치되는데,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수직적으로 위치하여 권위적이고 신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머리를 시

선 밑으로 내려놓은 것이다. 머리에 역설적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물질성과 초월성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7) 『두산백과』. “대뇌피질은 감각, 운동의 최고 중추이자 이성행동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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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맛좋은 깐부치킨, 앤티크 테이블 위에 치킨 뼈,

120×120×76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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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좋은 깐부치킨

우리의 식탁에 흔하게 올라가는 닭고기는 물과 쌀처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이 아니다. 닭은 어느 순간 스낵, 과자같이 가벼운 기호식

품용 고깃덩이로 전락했다. 본인은 닭의 낮아진 위상에서 인간의 이원론

적 세계관이 낳은 과도한 탐욕이 느껴졌다. 인간의 유희와 쾌락을 위해

공산품처럼 대량 사육되는 닭은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동물성을

상실 당했고 ‘맛좋은 깐부치킨’이 되기 위한 재료로서의 사물에 가까워졌

다. 인간은 자신의 동물성을 은폐하고 대량 사육하는 동물들의 동물성을

거세시켰다.

본인은 단골집인 ‘깐부치킨’이라는 치킨가게에서 문득 본인이 먹고 남긴

닭의 뼈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잡기 좋은 크기로 조각난 추상적

형태의 프라이드치킨은 사리지고 튀김옷에 가려져있던 닭의 살과 뼈가

너덜거리고 있었다.

본인은 감추어져 있던 치킨의 뼈를 통해 닭의 동물성과 실존을 부각시

키고자 했다. 본인은 치킨 집에서 나오는 닭 뼈를 모아 깨끗하게 다듬은

뒤 위엄하게 보이기 위한 조각 장식이 된 앤티크 나무 원형 탁자 위에

수북이 쌓았다. 무질서하게 작은 뼈 조각들이 엉켜있는 무더기는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단정한 원뿔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어떤 동물의 무

덤이기도 하고 현대 일상의 식탁 문화의 상징물이기도 하며 인간을 위한

제단처럼도 보이도록 설치했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동물성을

부정하는 고고한 인간의 심연에 마치 먹이를 앞에 두고 침을 질질 흘리

는 개의 원초적 욕망과 같은 공격적인 동물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제시하

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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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내장, 실리콘, STS, 105×100×100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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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본인은 보편적 일상 속에서 뱃속의 ‘내장’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여기에

서 내장은 육체, 물질로서의 본인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자신의 내장을

확인하는 것은 보통 질병이나 사고와 같이 생존 문제와 관련되어 드물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익숙한 것이어야 할 자신의 일부

를 낯설게 느끼게 되었으며 심지어 끔찍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라 생각된

다. 본인의 몸 내부의 풍경은 맨 눈이 아닌 해부학 책자 혹은 간혹 찍게

되는 희뿌연 흑백 X-Ray사진과 같은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

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막연하게 짐작해볼 뿐이다. 이러한 피

치 못할 단절로 인해 본인은 내장의 실체를 떠올릴 때 축축하고 물컹거리

며 구불구불한 모호한 형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수직으로 꽂힌 여러 개의 긴 꼬챙이들이 만들어낸 정육면체 위에 실리

콘으로 막연하게 떠오르는 내장의 이미지를 정육면체에 비해 현저히 작은

크기로 제작하여 올려놓았다.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가시로부터 연상

되는 통증에 의해 구불거리는 실리콘 덩어리에 관객의 감정이 이입되기를

기대했다. 금속과 부드러운 실리콘의 질감 대비와 정육면체와 내장의 극단

적인 크기 대비, 기하학적 정제된 형태와 유기적이고 야성적인 형태 대비

를 통해 두 물질 사이에서 이질감이 발생하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 크기를 차지하는 것은 정육면체이지만 구불거리는 작은 유기적 물질

에 집중하도록 내장에만 섬세한 디테일 변화를 주었다.

마치 본인이 본인의 내장을 거부하는 것처럼, 정육면체 가시밭과 그 위

의 내장을 검정색으로 색상 통일을 했고 서로 한 몸인 것처럼 고정시켰

지만 가시들을 수직으로 꽂아 내장을 공격적으로 배척하는 느낌을 주었

으며 가시들을 듬성듬성하게 배치하여 가시와 내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내장이 가시 위에 구름처럼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본인은 작은 실리콘 덩어리에서 잊고 있던 본인의 육체를 돌이켜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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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existence

of corporeality and transcendence

             

Shin, Jae Eun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evolving from animals, humans denied their own bestiality by

establishing a social code and desired to be perfect by transcending their

physical limitation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death. Amidst such a long

effort by humans, I came to dream of “miraculous” incidents as concrete

phenomena that may prove transcendence. Meanwhile, I denied transcendence

as I was alerted to the limitations of the physical body of humans owing to

physical pain or disease, which stimulates the peripheral nerves. Likewise, in a

contradictory attitude of denying one’s corporeality and yet admitting it at the

same time and believing in transcendence and yet disbelieving it, I discovered

my ambiguous identity.

 

I obtained a motive from an interest in the coexistence of corporeality and

transcendence and subsequent anxiety. Such a motive progressed as work in a

vague condition without any specific plan. Also, it proceeded through the

repetitive collection of trivial things or the creation of ambiguous shapes or

selection of ordinary substances that imply the meaning of transcendence as

objects. This work progressed using complicated expression methods that

appeared as expressive techniques with black humor, which includes unpleasant

yet odd pleasure in common. Black humor stemmed from an ambivalenc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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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elt toward ambiguity. I coped with the coexistence of corporeality and

transcendenc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such contradictory formative

factors.   

Key word : coexistence of corporeality and transcendence,

ambiguous identity, expressive techniques with black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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