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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없이 많은 경험 중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정한 순간이나 대상에 대한 깊은 인상을 포착하

여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험을 실체화하여 특정한 순간으로 향하는 매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상 깊은 경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

도한 바는 객관적인 제시가 아닌 감정의 미묘한 분위기를 전달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감동의 강요가 아닌 관객 스

스로 자신만의 감상을 하게 되는 매개가 되길 바랐다.

수많은 경험 중 본인이 주목한 것은 숨을 쉬고, 위로를 받고, 과

거를 추억하는 등의 일상적 체험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는 마음과

눈이나 비와 같이 특정한 계절이나 날씨에만 느낄 수 있는 감상이

다. 또한, 바다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에 가졌던 인상의 재구현과

별과 같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의 상징적 소유이다. 이를

작업의 형태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실체 하지 않는 특정

한 순간에 대한 감상의 효과적 전달을 위하여 시각을 포함한 후각

과 청각, 촉각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여 감각적 감상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했다.

특정 경험에 대한 인상을 제시하고 공유한 것의 의도는 본인의

감상을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저마다 다르게

가지는 감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

든 과정은 본인을 고찰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가 소통을

위한 매개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경험, 인상 깊은 경험의 구현, 경험의 소유, 공유, 소통

학 번 : 201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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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깊은 경험의 구현

바다에 대한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인도 고아

의 한적한 마을에서 바닷물에 몸을 허리까지 담그고 손바닥으로 물결을

느끼던 순간이다. 그늘 한 점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햇살에 눈이 부셔

감은 눈을 뜨지 못했고 오로지 감각은 바다를 만지는 손바닥에 집중되어

있었다. 감은 눈 위로 노랗게 느껴지는 빛의 온도와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다의 온도, 그리고 손바닥과 옆구리를 간질이는 물결의 조합이

그간 수없이 보았던 바다의 풍경들을 제치고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각인

되었다. 구체적인 지명도, 날짜나 시간도, 주변의 풍경도 기억나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된 이유는 여타의 것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감각에만 집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전히

감각에 집중한 순간은 그 순간을 온전히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

기에서 소유란 감각적 체험 이후의 감상이 체화를 거쳐 개인의 경험이

된 것을 말한다. 이 경험이 순간을 온전히 소유한 강렬한 경험임에도 불

구하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인은 본 연

구를 통하여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 하지 않는 인상을 구현하여 소유

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특정한 순간이나 공간, 그리고 감정을

떠올릴 때 과거를 더듬어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거나 그와 관련된 기록

이나 사진 등을 꺼내어본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그때의 그 느낌

을 완벽하게 되살려 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되돌릴 수 없는 특정한 순

간에 대한 인상1)을 구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그

리고 구현된 인상을 통하여 감상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소

유에의 욕구2)란 물질이 아닌 감정이나 자연현상 등 물리적으로 소유할

1)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2) 물건이나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 2 -

수 없는 형태의 것들을 향한다. 실체 하지 않는 인상을 물질적으로 구현

하며 시각을 포함한 후각과 청각, 촉각적 이미지를 혼합하여 개인이 느

끼는 감상을 공감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정한 인상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하

여 본인이 원한 것은 경험한 환경의 조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닿았던 손바닥의 촉감이나 눈을 감아야만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날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기온과 좌표가

아닌 손바닥과 얼굴에 느껴졌던 촉감이다. 특정 대상에서 느끼는 감각적

요소는 무궁무진하다. 그 때문에 경험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도한 바는 대상의 객관적 제시가 아닌 본인

이 감상 중에 느낀 심리적 미묘함과 분위기를 소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

는 차가울 수밖에 없는 실제의 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촉각이미지를 가

져오거나 수십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작아 보이는 별의 크기를 그

대로 가져오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소통을 위한 매개

익숙하게 접하는 여러 체험 중에서도 개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는 순

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일은 마치 지난밤 꾸었

던 꿈을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 지난밤의 꿈을 아무리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 한들 그 꿈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

본인은 감정을 완벽하게 소통하는 일의 불가능을 종종 꿈을 전달하는

것의 불완전함에 빗대어 상상하곤 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표정이나 몸짓 혹은 기호에 가까운 그림으로 이루어진다. 그

러나 완벽한 감정의 소통은 언어가 통할지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 등의 차이 때문에 그저 몸짓 발짓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는 감정의 소통을 위한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기저에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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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난밤 꾼 꿈과도 같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주변의 정황과 행

동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설명하는 방법과 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

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비가 오는 풍경을 설명하면 그것을 상상하는 사람 수 만큼의 그려지는

이미지가 존재한다. 객관적 자연현상인 비가 오는 풍경의 주관적 감상을

개인의 감수성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각자가 비에 대하

여 가지는 인상 깊은 장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에 비가 오

는 풍경 중에서도 여타의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오직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관념적인 구현을 시도하였다.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이미지가 된다. 이는 꿈에서 느낀

감정을 전달하고자 주변 상황의 묘사를 통하여 그 상상의 폭을 열어 둔

경우이다. 비가 오는 밤이라는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정황

에서 느껴지는 감상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개개인이 떠올리는 감상을 통제할 수는 없다. 본인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지정된 곳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 아닌 제자리에

서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풍성

한 소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통하여 의도한 것은 특정한 감성의

일방적 관람이 아닌 개개인이 어느 날 밤 비 오는 창을 바라보던 시간으

로의 여행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설명을 통한 개인의 상상을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본인이 가진 상상

속 이미지를 포착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 꿈속에서나 벌

어질 법한 장면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생경함을 구현

한 것이다.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쉰다.’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감상은 한

숨을 쉰 사람이 가진 고뇌의 깊이이다. 여기서 본인은 땅이 꺼지는 구체

적 형상을 제시하여 주관적 감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대리체험 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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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설명하거나 꿈의 한 장면을 제시하는 일 모두 정확한 정보의 전달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상을 공유하고자 하

는 욕망 또한 감성의 완전한 소통을 원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소

통이란 대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대상에 대해

느낀 견해를 나눌 때 이루어진다. 비가 오는 풍경이 모두에게 같은 감상

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본인이 대상에 대해 경험한 느낌을

제시하는 일이 특정한 감동의 강요가 아닌 관객 스스로 자신만의 감상을

불러올 수 있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

경험의 공유와 소통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있다가 몸을 펴면 정지되어있던 피가 통하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상한 감각이 들 때가 있다. 본인은 어린 시절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거워하며 의도적으로 저린 감각을 만

들어 내곤 하였다. 분명히 본인의 신체임에도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만지고 있지 않은데도 무언가가 느껴지는 몸의 감각은

아무런 장난감도 필요하지 않은 훌륭한 놀이었다. 작업을 하며 오랫동안

전동공구를 사용하고 난 후에 손에 남는 감각 또한 생기는 과정과 느낌

은 조금 다르지만 평소에 느낄 수 없던 신기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작업한 후의 작은 보상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조악한 안

마기로 안마를 하다 안마기를 누르던 손의 감각만이 남았을 때 문득 그

손이 지구 밖의 공간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그간 몸에서 느낀 저린 감각을 즐겨온 모든 순간에 대한 완전무

결한 해답으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한 작업 <우주별 체험>은

진동기와 반짝이며 불이 나오는 고무공을 침대에 담아 감각을 최대한 공

유하고자 한 작업이다. 본인이 느낀 특별한 대상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

가까이 구현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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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 있다. 자

연스럽게 흐르는 사고의 과정 중 어느 날 하나 남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

며 완성되는 순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전체의 그림을 인식하는 것이

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한 고민의 결과

가 아닌 자신도 모르게 스치듯 반복해온 행위와 질문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눗방울에 대한 묘한 반감,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행위, 가

벼운 위로에 대한 관점, 비 오는 밤의 차분함, 눈에 대한 공포와 환상,

떠나는 행위의 상징으로서의 바다, 소원을 비는 태도와 별 등 이처럼 거

창하지 않으며 꼭 판단하고 입장을 가져야 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닌 사

소한 느낌과 감정이다. 개인의 내부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소

소하고 파편적인 인상들이 하나로 엮어지면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작업을 진행했다.

마치며

우연히 과거에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를 다시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지향하는 작업을 하는 방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하였

다. 편지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정제되

지 않고 뒤섞인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일기와는 달리 정돈된 감정을

나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

는 이야기의 흐름을 가진다.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쓸 때 가장 주목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정성스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그 안에 대단한 깨달음이나 꼭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없다. 그렇지

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발달한 도구들이 넘쳐나는

지금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꼭 그것으로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본인의 작업이 반가운 이에게 받는 편지처럼 그 내용을

곱씹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였다.

앞서 경험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인상을 실체화하여 소유하고 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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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자 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는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다. 그 모든 과정은 주체이자 우

주 안의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본인의 머릿속 가장 우묵한 내면을 들여

다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일상 안의 소소한 감상

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같은 우주적인 감상까지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주관적 범위 내에

서 이루어진 관찰의 결과이다. 대상을 관찰하고 경험해 감상에 이르는

일은 밖을 향하였다가 기준점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정리하자면 인

상을 소유를 통한 욕망의 해소의 모든 과정은 본인과 마주치는 자극을

통하여 스스로 고찰하는 과정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는 방

식이나 태도는 모두 다르다. 심지어는 어제와 같은 24시간인 오늘, 그리

고 내일이 모두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구나 숨을 쉬

고 과거를 추억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다. 또한, 눈이 오는 날을 기다

리기도 하고 비가 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감상에 잠기기도 한다. 푸른 바

다를 바라보며 마음속 근심을 잠시 잊기도 하고 별을 보며 소원을 빌 기

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의 틈에 본 연구가 흥미로운 자극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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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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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방울방울>, mixed media, 가변설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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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현듯 떠오르는 과거의 어느 순간은 스치는 향기나 불어오는 바람의

습도, 공기의 농도 등의 오묘한 조화를 통해 떠오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느껴지지 않던 특정한 순간의 기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현된 바로 그 찰나의 순

간에서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달콤한 기억은 흔히 비눗방울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상념 속의 비눗방울은 투명한 방울 위에 무지갯빛이

더해져 맑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끝없이 올라가 영원히 터지지 않을

것처럼, 마치 방울 하나하나마다 예쁜 기억들이 담긴 듯 말이다. 그러나

대뜸 떠오른 과거의 기억들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우

고 싶은,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달콤한 기억

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불쑥 떠오르며, 심지어 그때 순간에 실재

했던 감정에 후회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정신을 지배한다.

그렇게 흐르는 감정의 선은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추억은 방울방울>은 과거를 떠올리는 장치로서 비눗방울이 가지는 깨

끗하고 연약한 상승의 이미지를 하강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이용하여 회상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하늘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비눗방울과는 달리

잿빛 스모그를 가득 채워 무거워진 비눗방울은 지면에 닿아 터지며 갇혀

있던 스모그가 폭발하듯 주변으로 흐른다. 의도치 않게 떠오른 과거의

기억이 가지는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지저분하게 퍼져있는 스모그

의 형태와는 이질적으로 연기에서는 인위적인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는

과거의 기억이 미화되었을 때 느껴지는 오묘하고 불쾌한 감정이 자연스

럽게 전달되도록 한 장치이다. 더불어 추억이라는 단어가 마냥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경험이 되길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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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인조잔디, 흙, 크랭크장치, 50x50x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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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살아있는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 쓰

고 있다. 본인에게 한숨3)이란 찰나의 안식이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얻을

수 있는 은밀한 휴식이다. 딱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쉬는 습관이 좋지 않

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 실제로 한숨을 쉬었을 때 땅

이 꺼지는 모양은 어떠할까.

이러한 의문의 해소 방법으로 대신 한숨을 쉬어주는 장치를 만들고자

제작된 <한숨>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는 관용구를 시각화한 작

업이다. 사각 아크릴 박스 안에 깊은 호흡과 일치하는 회전수의 모터를

설치하고 인조 풀을 심은 연질 실리콘 판이 아래, 위로 움직이며 숨을

쉬는 것처럼 만든 작업이다. 이때 땅이 꺼지며 상자에서 공기가 빠져나

오는 소리는 마치 땅이 스스로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리도록 연출하였

다. 움직이는 모양과 소리가 만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감상

하도록 제작하였다.

실제로 누군가 대신 한숨을 쉬어준다고 해서 불안이나 긴장이 해소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작업 과정에서 본인의 분신을 만든다는 생각

이 들며 스스로에게 많은 위로가 된 작업이다. 몸이 바쁠 때 몸이 두 개

가 되어 하나는 일을 하고 하나는 휴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지 않

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외로울 때 나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한숨을 대신 쉬어주는 본 작업이

본인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그러한 감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근심이나 설움이 있을 때, 또는 긴장하였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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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위로>, 목재구조, 침구, 로션, 90x200x7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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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유 없이 지독하게 고독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러

한 고독감을 느낄 때면 본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숨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타인에게서 완전한 수

위의 위로를 받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고된 하루를 마치

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처음 보는 타인의 어깨

에 머리를 기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중요하

지 않고 그저 머리를 기대고 잠시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을

가다 목이 마르면 자판기 음료로 그 순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목

이 마를 때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찬 음료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

로 돌아가 뜨거운 물에 한참이나 씻은 후에 끓여 마시는 차는 아닐지라

도 그 순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달콤한 위로이다.

<간이위로>는 두려운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을 함께하며 언제

나 포근하게 안아주는 지극히 개인적 공간인 침대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완전하진 않지만 간편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작업이다. 벽에 기댈 수 있게 제작된 목재 구조물에

솜을 채워 침대 매트리스를 만든 뒤 푹신한 베개와 이불을 설치하고 달

콤한 바디로션 향이 추가된 공공의 침대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위로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당한 농도의 것이다. 작업 <간이위로>가

완벽한 위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적합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위로가 되

었으면 하였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되기를 기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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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폴리아크릴산나트륨, 물, 가변설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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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는 의문

이 있다. 이것이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 쉬운 질문일까? 예를 들어 사계절 중 하나인 겨울, 그리고 겨울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눈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본인은 눈

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한다. 눈이 주는 깨끗하고 포근한 느낌은 좋

아하지만, 금세 녹아 더럽고 질척거리는 것은 싫다. 따뜻한 실내에서 눈

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추운 밖으로 나가

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눈이 펄펄 내리는 풍경의 고요함을 좋아하지만

그 풍경 안에 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작업 <눈>은 이러한 작가의 기

호를 모두 충족하는 눈을 보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눈>은 공공화장실 한 칸에 소복이 눈이 쌓인 풍경을 연출한 작업이

다.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에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눈과 흡사한 모양의

물질을 뿌려 마치 누군가가 앉아있던 화장실 한 칸에만 눈이 내린 것처

럼 설치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

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즉 실제 눈이 아니다. ‘눈’이라는 자연현상이

가진 다양한 성질 중 작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특징들을 모두 제한 후

좋아하는 요소만을 남긴 것이다. 얼음이 얼 정도로 춥지 않은 실내공간

에 녹거나 질척이지 않는 깨끗한 눈이 쌓여있다. 또한, 공적인 공간 중에

서 가장 개인적인 화장실 변기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한 개인이 자연현상

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눈이 내릴 수 없는 곳에서 맞는 눈은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경험이 될

수도 어떤 이에겐 무서운 체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상력을 자극하

는 특별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본 작업이 관람하는 이에게 정답이 없는

즐거운 상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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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mixed media, 60x80x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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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장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바로 비가 오는 날이다. 비

가 오는 소리가 편안한 자장가의 역할을 해주고 공기 중의 수분이 보이

지 않는 이불이 되어 몸을 덮어주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잠을 깊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다.

비가 오는 날이 과학적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는 중

요하지 않다. 플라시보 효과처럼 본인에게 비오는 밤은 심리적 안정의

명약이다. 이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집 화장실에 난 작은 창을 내다보면

평소와는 다른 감상에 빠지곤 한다. 본인에게 비가 오는 밤은 심리적 안

정이자 성가신 잡념이 더위 꺾이듯 한 풀 씻긴 후의 맑은 정신을 가져다

준다.

<비 오는 밤>은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작업이다.

창밖의 비 오는 풍경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작업으로 비

에 대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작가 본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개

인이 비가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상의 가능성

을 열어두고 이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도 누군가에겐 끔찍한 소음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기

호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본 작업이 비 오는 날만이

가지는 분위기가 이끄는 특별한 감정의 흐름에 흠뻑 젖을 수 있는 매개

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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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바다>, 반짝이 가루, 물, 확대경, 80x80x20, 2015



- 19 -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 때면 이러

한 권태를 환기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택한다. 본인에게 여행은 목적지도,

동행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속해있는 일상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하지만 길고 짧은 터널들을 지나는 매번 여행을

떠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을 지날 때면

그 끝에 ‘떠남’이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

동력이 된다. 본인이 여행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떠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내려다보는 너른 바다에서 느껴지는 감상이다. 본인에게 특별

한 의미를 가지는 바다의 반짝이는 물비늘을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었

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다시 씩씩하게 일상을 지낼 수 있는 ‘떠

남’이라는 상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초록빛 바다>는 원형 아크릴 판을 겹쳐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에 물과 반짝이 가루를 담은 작업이다. 원형 구조물을 손으로 돌

리면 반짝이 가루가 액체와 섞이며 흘러내린다. 반짝이 가루가 흐르는

구조물 오른쪽에는 조명이 달린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다. 확대경 안쪽에

맺히는 가루의 반짝임이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처럼 보이도

록 장치한 작업이다. 작업을 제작하며 주력했던 부분은 확대경으로 들여

다본 물의 반짝거림이었다. 그러나 작업을 완성한 후 넓고 납작한 판 안

에서 가루들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섞이는 현상에 매료되었다. 인지하

고 표현하고자 한 부분은 흔히 말하듯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 작업을 진행하며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다 속에 잠긴 빙산

의 나머지 부분을 발견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본인이 규정한 ‘떠남’ 이

라는 상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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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한 봉지>, 비닐, 전구, 나이트테이블, 스탠드, 가변설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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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 주인공

이 길에서 주운 돌을 신이라 여기며 소원을 비는 장면이다. ‘내 엉덩이를

만진 점장님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

지 않는다. 본인에게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는 소원은 딱 이 정도의 농도이다.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유성우나

슈퍼 문이 뜨는 날 밤, 새해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하여 밤을 새워

가며 다수의 사람이 소원을 비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물며 그것

이 돌덩이일지라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별똥별, 즉 유성이란 우주의 티끌과 먼지가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

상을 말한다. 우주의 티끌이나 먼지를 보며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

까?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비단 떨어지는 별똥별을 목격하는 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이루어

지길 바라며 살 것이다. 작업 <별 한 봉지>는 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 작업이다. 금붕어를 담는 용도의

비닐봉지 안에 검은 색소를 탄 물을 가득 채우고 트리 전구를 담았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보이는 봉지를 나이트 테이블 위에 스탠드

와 함께 설치하여 침대 옆 머리맡에 둔 것처럼 연출한 작업이다.

소원이란 특정 순간에 별똥별처럼 반짝이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

니다. 더욱이 그 소원이 유성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떠오를 정도의

간절함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간절한 소원을 비는 대상

은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형태가 지

갑 속 깊은 곳 누런 종이에 쌓인 부적이 되거나 어느 여행지에서 사 온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조악한 보석이 되기도 한다. 본 작업은 본인이 생

각하는 소원에 대한 이미지의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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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countless experiences, there are moments that are

deeply imprinted on the mind. The present study started with the

wish to capture and to save such deep impressions of particular

moments or objects. This stemmed from the desire to create media

that would substantialize experiences, which do not exist materially,

and be directed at particular moments. In the process of realizing

impressive experiences, the intention of the present researcher was

not to convey such experiences objectively but to convey the subtle

atmospheres of emotions. There was also a wish that these media

would not force viewers to feel particular emotions but enable them

to arrive at their own appreciation of the media.

Out of countless experiences, the present researcher took not of

her feelings toward daily experiences such as breathing, being

comforted, and recollecting the past and of sentiments 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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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ly aroused by particular seasons or weathers such as snow and

rain. In addition, she focused on re-realizing impressions experienced

at special moments at the sea and on symbolically possessing objects

that individuals cannot possess such as star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m into the form of artworks, the present researcher

endeavored to create a sensuous appreciation of the works for

viewers through the simultaneous use of visual, olfactory, auditory,

and tactile images so as to convey effectively her sentiments from

particular moments, which do not exist physically.

The present researcher’s impressions from particular experiences

were thus presented and shared to allow the works to serve as

channels for viewers’ disparate sentiments instead of being viewed

one-sidedly. In addition, the entire process was also one of examining

the present researcher herself. The present study hopefully will serve

as a medium for communication.

keywords : Experiences, realization of impressive experiences,

possession of experiences, sharing,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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