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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허상적 공간과 현대인의 욕망이라

는 주제로 진행된 필자의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작업의 이론적 배

경과 창작 과정을 살펴보고,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연구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대 사회가 과도한 소유욕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는 문제의식

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는 대부분 허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 이미지를 소비

하며 생활한다. 실제의 세계가 아닌 허상의 세계 속에서 지내면서 그 곳

을 실제라고 믿기도 한다. 실제가 아닌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대상의 실

체가 없어도 그것을 쉽게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을 시작으로 한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작품의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욕망에 관한 문제를 어떻

게 작업으로 표현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작업

의 방향을 통합시키고, 이론적 측면을 강화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작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Ⅰ장에서는 허상적 공간과 현대인의 욕망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Ⅱ장에서는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작업의 주제인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욕망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Ⅱ장 1절에서는 허

상적 공간에 대해 서술한다. 필자의 작업에 등장하는 허상적 공간을 허

상적 놀이 공간과 화면 속 허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Ⅱ장 2절에

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소유 욕망에 대해 서술한다.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

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필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었는지 서술한다. 현대 사회와 욕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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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를 통해 필자의 작업과 이 개념들이 가지는 연관을 찾는다.

Ⅲ장에서는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욕망이 작업에서 어떻

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Ⅲ장 1절에서는 놀이 공간이라는 허상적 공

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놀이-땅따먹기’작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Ⅱ장의 허상적 놀이 공간에서 서술한 놀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땅

따먹기 놀이의 과정과 규칙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개별 작품들의 전

개과정과 발달과정을 서술하였다. Ⅲ장 2절에서는 허상적 사물과 공간의

소유에 관한 작업을 보여준다. ‘박제된 사물’ 작업에서 이미지의 박제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사물과 공간을 소유하고자 했는지 서술하였다. 이

어서 비닐을 이용한 작업의 매체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설치

작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Ⅲ장 3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인을 나타내는

수치에 대한 설문’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허상적 소유에 관한 보편적 인

간의 속성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화된 인간상을 표현하고 있다. 개개인

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치를 구축해 가고 삶에서 소유 욕망을 표출하는지

서술한 후, 설문조사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Ⅳ장의 맺음말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작업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서술한다. 허상적 공간을 소유하려는 행위와 욕망의 의미를 살펴

보고, 필자의 작업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 또한 살펴본다.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작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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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작가는 동시대와 무관하게 독자적일 수 없다. 각 시대에 따라 작가들은

당대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작업으로 직간접적인 표현을 한다. 동시대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작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도 작업을 할 때 동시대 사람들이, 동시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필자의 작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

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소유가 얼마나 허상적이

고 일시적인지,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욕망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에 대해 이야기한다.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의 문제에

삶의 전반에 걸쳐 매달린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자하고, 그럴수록 행복

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 노력의 결과는 일시적이거나 유한하고,

우리는 허상적인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을 향해

손을 뻗고, 허상의 공간을 소유하는 것으로 실체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

는다. 필자는 작업에서 여러 매체와 형식으로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욕

망과 관심을 살펴보고, 그 행위의 허상성과 유한함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의 동기를 살펴보고, 허상적 공간과 현대인의 욕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의 문제가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의 작업으로 나타내었는지 분석하

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각각

의 작업이 가지는 방향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미술사적으로 필자의 작

업이 위치하는 바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소유를 위한 투쟁은 인간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이지 않고 이어진 인간

의 활동이다. 우리는 우리가 딛고 서있는 땅에서부터 자연, 타인, 내면의

세계까지 서로의 것을 나누고 빼앗아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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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그 영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

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은 실제가 아닌 허상(虛像)이거나, 한시적인 경우가 많

다.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1)가 말한 것처럼 실제가 아닌 실제처럼 보이는 것들에

너무도 익숙해져있다. 하지만 이 현실과 같은 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영

역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사물과 공간을 가지려 애쓴다. 어쩌면 그것

이 현실인지 허상의 공간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공간

들은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놀이 속의 공간, 이차원 화면 속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욕망을 표출하며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 공간들은 곧 사라지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영역 나누기와 소유욕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

여줄 때가 많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과도한 소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수없이 봐왔다. 과한 소유욕은 식민지, 전쟁, 폭력을

낳고 세계를 경쟁의 소용돌이로 집어넣었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경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죄책감

을 느끼지도 않고, 스스로를 탈진할 때까지 혹사시키며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한다. 이러한 경쟁사회는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것이 중요해진 지금

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당연하게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에 따라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소유할지, 올바른 방향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지, 또 추구해야할

1)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주요 저서로는 『소비의 사회』(1970),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1981) 등이 있

다. 그는 시뮬라시옹 이론을 통해 기호와 이미지가 현실이나 실재를 대체하고 지배하

는 현상과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시뮬라크르에 둘러싸인 현대사회의 존재론적인 조건

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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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방향은 어느 쪽인지 재고해야 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현대 사회의 우리는 허상적 공간에서 부유하거나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고 쉽게 부정을 일삼기도 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을 높게 쌓아 영역을 나눠버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익명의 힘을 빌려 더 쉽게 본성을

나타낸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서로 깎아 내리기

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특징과 맞물려있는 필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

람들의 욕망을 작업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욕망에 관한 작업을 연구하기 위해

이 논문의 구성을 ‘Ⅰ. 머리말’, ‘Ⅱ. 소유의 표현방식과 현대인의 소유 욕

망’, ‘Ⅲ. 허상적 소유 욕망의 표현’, ‘Ⅳ. 맺음말’로 하였다.

Ⅰ장의 머리말에서는 작업의 동기와 논문의 목적을 서술한다. 필자가

허상적 공간과 현대인의 욕망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서술하

고 논문의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Ⅱ장에서는 필자의 작업을 분석하기 전에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인 허상

적 공간과 현대인의 욕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1절에서는 필자가 작

업에서 표현한 허상적 공간에 대해 살펴본다. 허상적 공간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살펴보고,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통해 우리가 실체가 없는 어떤

현실을 접하며 살아가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 공간을 놀이 공간과 화

면 속 공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놀이 공간에서는 놀이의 특성을 알아

보고, 화면 속 공간에서는 회화 공간의 특징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이러

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허상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살펴본다. 시각예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함

께 서술한다.

2절에서는 현대인들의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본다. 프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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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알아보고, 필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었는지 서술한다. 현대

사회와 욕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필자의 작업과 가지는 연관을 찾고, 이

어서 미술사적 고찰을 통해 욕망의 문제에 접근한 작가들을 연구한다. 1

절과 2절에서의 과정을 통해 필자의 작업과의 연결점을 찾아보고 작품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허상적 공간과 현대인의 욕망에 관한 내용

을 기반으로 필자의 작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1절에서는 ‘땅따먹기’

놀이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놀이 안에서 허상적인 영역을 나누고 소유하

고자 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땅따먹기 놀이의 과정과 규칙을 서술하고,

놀이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의 조형적인 특성과 기법을 이야기한다. 2절

에서는 <박제된 사물>을 통해 필자가 실제의 사물과 공간이 아닌 허상

적인 공간을 어떻게 점유하려 하는지 살펴본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공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비닐이라는 소재와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분석한다. 3절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개개인의 소유욕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작업의 과정인 설문의 방식을

설명하고, 익명의 개인에게 설문을 요청하고 그 답을 받는 과정을 설명

한다. 그 답을 활용하여 짧은 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임의로 구현하는지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이 논문을 통해 얻

은 결과와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필자의 작업 주제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

고 작업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필자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쟁사회에서의

소유와 욕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 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좀 더 잘 파악하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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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유의 표현 방법과 현대인의 소유 욕망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그들의 가시적인 소유물로 존재하고 규정되는 경

우가 많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하고 그 돈으로 집, 차, 옷 등 더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한다.

때로는 타인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기도 한다.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 1901)2)는 욕망의 피조물로 사는 것은 매번 성취할 때마다 동

시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의 저주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세계를 인간의 욕망(wants)를 충족하기 위한 재료로 본다.3)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은 세계를 쪼개고 소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자신의 목적을 뒤집어씌우는 어

떤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예속, 정복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정복되어

왔던 적으로 간주된다. 세계는 착취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4) 오크쇼

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주변의 자원을 계속해서 써버리고 정복하려고

한다. 인간의 욕심과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는 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는 영속적이지 않다.

필자의 작업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게 되는 소유욕에서 시작한다.

놀이를 하면서 영역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보이는 공간이나 방치된 사물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좀 더 좋은 ‘스펙(specification)’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

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허상적 공간을

2) 마이클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 1901-1990)는 영국의 정치철학자로 게오르크 빌

헬름 프리드리히 헤겔과 브래들리의 관념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철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미학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다.

3) 방진하, 이성미,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오우크쇼트의 놀이(play) 개념 비교 연

구」, 『교육철학 연구』, 2015, 37(3), p. 83.

4) Michael Oakeshott, What is H istory? and other essays, Luke O'Sullivan(Ed),

Imprint Academic, 2004,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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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려는 노력에 관한 작업과 현대인의 욕망에 관한 작업이다. 필자가

살아오며 느낀 허상에 대한 의미 없는 욕망과, 현대 사회의 특성과 연결

되어 경험한 욕망에 대해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 장에서는 필자

의 작업에 기반이 되는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욕망에 대해

알아보고 작업과의 연결지점을 분석한다.

1.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

우리는 현실 공간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하지만 자주 여러 가지 허

상의 공간에 빠져있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생각을 통해 다른 세계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몰두하며 다른 공간에

잠시 머무르기도 한다. 이 공간들은 몰입 정도에 따라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허상적

공간이다. 허상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곤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의 지

평이 넓어졌다. 새로운 기술은 인간을 철저히 변화시킬 수 있다. 보드리

야르가 말하는 시뮬라시옹은 실재를 없애고, 인간의 주체성은 새로운 기

술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5) 이제 디지털 공간과 디지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실제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디지털 가상

공간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필자는 현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소유의 활동이 아닌 허상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허상적 소유에 대해

표현하고자 했다.

이 절에서는 필자가 작업에서 표현한 허상적 공간에 대해 살펴본다. 작

5)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출판사, 2005,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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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표현한 허상적 공간을 허상적 놀이 공간과 화면 속 허상 공간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이미지들

은 어떤 속성을 가지며 실제가 아닌 어떤 현실을 접하며 살아가는지 알

아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허상의 공간을 차

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살펴본다.

1) 허상적 놀이 공간

필자는 놀이 공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땅따먹기 놀이를 진행했다. 놀

이 속 공간은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는 그 곳의

규칙만을 따르며 현실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6)에 따르면 놀이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

는 자발적인 행동이나 몰입 행위로, 자유롭게 규칙을 따르지만 규칙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다. 또한 놀이는 그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상

생활’과는 다른 긴장감과 즐거움 의식(意識)을 가져온다.7) 그가 주장한

것처럼 놀이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상과는 분리된 활동이다. 우리

는 놀이를 하는 동안 외부의 아무런 압력 없이도 온전히 자발적으로 그

것에 집중한다.

위에서 말한 놀이의 정의에 따라 놀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 1945)는 네덜란드의 역사가이자 문화학자로 대

표작으로는 『중세의 가을』(1919), 『호모 루덴스』(1938)가 있다. 『호모 루덴스』

에서 하위징아는 놀이의 문화적 창조력을 강조하고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했

다. 또한 모든 문화현상의 기원을 놀이에서 찾으며 놀이가 문화적 잔존물이라는 기존

의 관념을 바꾸어놓았다.

7)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이종인(역), 연암서가, 2010,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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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로운 활동- 놀이하는 자가 강요당하지 않고, 강요당한다면

곧바로 놀이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쾌한 즐거움이라는 성질을

잃어버린다.

(2) 분리된 활동- 처음부터 정해진 정확한 공간과 시간의 범위 내에

서만 활동한다.

(3) 확정되어있지 않은 활동- 놀이의 전개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가 미리 주어져있지 않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놀이하는 자

에게 남겨져 있어야만 한다.

(4) 비생산적 활동- 재화나 부, 다른 어떤 새로운 요소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놀이하는 자들 사이에서의 소유권 이동을 제외하면, 놀

이가 끝났을 때는 시작할 때와 똑같은 상태에 이른다.

(5) 규칙이 있는 활동- 약속에 따르는 활동으로 이 약속은 일상의

법규를 정지시키고, 일시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확립하며, 놀이

중에는 이 규칙만이 통용된다.

(6) 허구적인 활동- 현실생활에 비해, 이차적인 현실 또는 명백히 비

현실이라는 특수한 의식(意識)을 가져온다.8)

위와 같은 놀이의 특성 가운데 필자는 ‘일상과 분리된 활동’이라는 놀이

의 특성에 주목했다. 놀이를 할 때 우리는 현실에는 없는 순수하게 평등

한 조건을 놀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 현실생활

에서의 정상적 상태인 혼란을 완벽한 상황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사람

들은 세계 혹은 자신을 다르게 만들어서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9) 이

러한 통제된 상황에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벌인

다. 재화나 부, 어떤 다른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도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놀이에 몰입하게 된다. 놀이에 몰입한 사람이

8) Roger Caillois, 『놀이와 인간』, 이상률(역), 문예출판사, 1994, p. 34.

9) 위의 책,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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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실제적으로 무언가 소유하지 못하지만 놀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

칙에 따라 그 순간이라도 더 소유하여 승리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경

쟁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감, 승리감을 얻고 놀이에 도취한다. 놀이는

몰두하고 집중해야한다. 이렇게 진지하게 놀이에 몰두할 때만 놀이를 하

는 것은 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놀이를

망치는 것이다.10) 그 순간에는 놀이의 공간이 나의 세계가 된다. 장자

또한 ‘물아양망(物我兩忘)’이라는 말을 통해 사물과 나를 잊어야만 진정

한 몰입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11) 하지만 이렇게 손쉬운 방법

으로 이루어진 영역 나누기 놀이는 그 순간이 지나면 끝나버린다. 놀이

의 세계에서 나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화면

에만 흔적을 남길 뿐이다.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땅따먹기에만

집중한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영역들은 반복행

위로 이루어져있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 순간의 영역으로 화면위

에 남아있다. 이러한 허상적 공간 안에서의 영역 나누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허상의 세계 안에서 열심

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허상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그림으로 그려진 화면 속의 공간도

허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공간은 이차원의 세계에 갇혀있으며

현실을 재현했다 하더라도 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어서 이차원 공간

에 재현된 허상적 공간에 대해 서술하겠다.

10) Hans-Georg Gadamer, 『진리와 방법 1』, 이길우 외 3인(역), 문학동네, 2000, p.

152.

11) 王凱, 『소요유 장자의 미학』, 신정근, 강효석, 김선창(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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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속 허상 공간

공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주어져있는 자연적 공간과는 다르다. 이를 구성적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2) 또한 공간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그것이 어떻

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것과 이웃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

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토를 가지면서 그 영토에 매이는 것을 ‘영토

화(territorialisation)'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손은 망치와 접속할 때, 손이

망치라는 도구에 영토화가 되는 것이다.13) 이처럼 공간은 그 위에 무엇

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것과 이웃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필자는 인간의 어떤 활동이나 가공에 의해 그 시간성이 들어간 공

간을 인식하게 되었다. <땅따먹기>에서는 공간과 영역을 2차원의 평면

에서 생각했다면, <박제된 사물>에서는 그 공간이 실제의 공간으로 넘

어왔다. 가상의 놀이 속 공간에서 실제 필자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영역으로 입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도 여전히 허상의 공간에서 사물과 공간을 박제하게 된다. 실제의

대상들은 실제의 그 순간과 공간에만 존재할 뿐, 그림 속에 박제된 사물

과 공간은 2차원의 종이 안에 허상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어떤 실제와

대응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미지가 되어 화면 속에 남아있을 뿐이

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종병(宗炳, 375-443)은 늙고 병들어 산수를 유

람하지 못할 때 방에 산수화를 걸어두고 도를 다시 얻고자 하는 의미로

‘와유(臥遊)’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종병은 와유를 통해 도를 따르고자

12) Markus Schroer,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 배정희(역), 에코리브르, 2010, p. 30.

13) 이진경,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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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운신 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생겼을 때에도 관람하고 싶은 산

수를 이차원 그림 속에 담아 즐기고자 함이었다. 이후 명대에서는 와유

의 개념이 확장되어 유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늙고 병들지 않아

도 문인들이 항상 산수를 즐기고자 와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14) 또한

문인들은 치세에 은일(隱逸)하지 않고 입신양명(立身揚名)하는 것이 도

리였기 때문에 산수를 유람하며 은일하지 못함을 와유를 통해 즐기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지식인들도 역시 현실의 제약 안에서 자연을 즐기고

자 했다. 그러한 바람은 산수를 그림으로 즐기는 것을 포함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을 집안으로 들

여오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의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이자 경학자이다. 그는 가난했던 생활로 정원을 조성하기 힘

들었을 것이다. 하여 자신의 저술을 통해 실제 공간은 세월이 흐르면 변

하며 사라질 수 있지만, 종이 위에 구현한 자연은 천년이 지나도 전해진

다고 말했다. 직접 유람하지 못하여도 마음으로 상상하니 정원을 누리는

데 현실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와유의 개념에서 필자는 자

연을 집안에서 즐기고 오랜 시간 보존하고자하는 소유의 욕망을 보았다.

마음의 지향이 소유욕뿐인 사람은 물건뿐만 아니라 힘, 감정, 생각 등

가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아끼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

에게 힘은 다시 보충할 수 없는 고정적 가치이다.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 힘의 소비는 모두 피해야 한다. 그는 감정이나 생각으로도 힘을 허

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생생한 경험의 대용물로 그는 과거 경험의 기

억을 이용한다. 이 기억들은 소중한 소유물이며 돈이나 가축, 공업 제품

을 세어보듯이 그는 머릿속에서 이 기억들을 확인해본다.16) 기억과 과거

경험에 집착하는 모습은 그 기억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생겨난

14) 김수아, 최기수, 「조선시대 와유문화의 전개와 전통조경공간의 조성」, 『한국전통

조경학회지』, 29(2), 2011, p. 41.

15) 위의 논문, p. 46.

16) Erich Fromm, 『존재의 기술』, 최승자(역), 까치, 1994,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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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이나 공간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느

낀다. 그것들의 과거와 현재를 상상해보거나 기억하려하고, 소유하고 싶

은 마음이 든다. 그 공간이나 실제 사물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사물이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기억들을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

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박제된 사물>을 통해 필자의 사물이

나 공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자 했다. 다음 절에서는 필자의 작업에

서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주제인 현대인의 소유 욕망에 대해 살펴본다.

2. 현대인의 소유 욕망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생산과 노동이 아니라 소비에 의해 확

장되며, 소비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또한 이 소비의 이데올로기

로 인해 사물의 기호학이 확장된다.17) 그 결과 사람들은 기호화된 사물

을 소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욕구로 보인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안

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

지는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삶의 단계를 밟아가는

타인, 혹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공한 삶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과정을

차례로 밟아가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소비

사회에서 성공적인 기능인이 된다. 이 익명의 기능인들은 사회에 잘 장

착된 부품으로 보인다.

17) 배영달, 앞의 책, p. 37.



- 13 -

하지만 이렇게 게임의 퀘스트(quest)를 통과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에 박

수를 쳐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그러한 삶

을 바라보며 동경하는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과 안정과 같은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채워주

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함은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의 요구일까, 인간의 본

성적 특질일까. 프랑스의 18세기 사상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8)는 그의 저작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통해 인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는지 서술하고 있다. 루소는

인간의 불평등이 자연 상태에서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불평등이 없는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로 보

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독립적인 상태로 살아가던 인간이 서로의 도

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내 것에 더하여 여러 명의 몫을 취했을 때 삶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불평등은 시작되었다. 그에 더불어

소유가 생겨나고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를 경작하게 되면서

토지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다. 모두가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양

의 토지에 대하여 노동을 한다면 평등한 상태가 유지되었겠지만, 같은

능력을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되

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격차

에 따라 불평등은 점차 확실해지고 지속되게 되었다. 화폐의 발명 이전

에는 토지나 가축만이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이었다.

하지만 모든 땅이 소유물이 되고 경계가 맞닿게 되자, 타인을 희생시켜

야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타인을 소유물로 여

18)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프랑스 계몽기의 사상가이다.

주요 저술로는 『학예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등이 있으며 당시

의 프랑스 철학의 주류인 계몽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과 세계의 모형을 제시한

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통해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재검토하고자했고

원시의 상태를 평등한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했다. 루소는 인간의 역사를 타락과 퇴보

의 과정으로 보았고 인간이 불평등하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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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복하려했다. 사람은 노예를 부리게 되었다. 자신의 힘이나 욕구를

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서 처참한 무질서가 초래되었

다. 소유에 대한 끝없는 분쟁은 사회를 전쟁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19)

루소에 의하면 인간은 모여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최소한 의

식주가 해결되고부터 소유하고자하는 욕구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생겨났

을 것이다. 루소는 그 이전의 자연 상태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무

리를 이루고 사는 인간의 속성을 볼 때 소유에 의한 불평등과 영역 나누

기는 인간의 본성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한 소유욕을 부정적

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삶의 원동

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소유’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

을 때 생긴다. 소유하는 것이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소유물에 구속되고 억압받게 된다.

인간이 문명사회를 이룩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유의 역사 또한 깊

어지고 심화되어왔다. 그리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 정점에 이르러

소유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소유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

가받길 원하며,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

다.

이러한 소유지향적 삶에서 벗어나 존재지향적 삶을 향해야만 현대사회

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20세기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히 프롬(Erich Seligmann Fromm, 1900)20)은 말한다. 그는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존재라면, 그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떠

한 존재인가?”21)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소유를 중심으로 살 때의

19) Jean-Jacques Rousseau,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고봉만(역), 책세상, 2003,

pp. 106, 109-113.

20) 에리히 프롬(Erich Seligmann Fromm, 1900-1980)은 그의 일생동안 현대인에게 있어

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의 저작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소유

양식을 따르는 삶을 현대인의 병적인 성격으로 보았고 존재지향을 통해 그것을 극복

하고자 했다.

21) Erich Fromm, 『소유냐 존재냐』, 차경아(역), 까치, 1996,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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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걱정을 일러준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하

는 나 자신과 그 소유의 대상이 영속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들은 파괴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어떤 것

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나의 행위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스쳐가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22)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

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한

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은 학교나 대중 매체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이다. 또한 그들은

물건을 사용할 때에도 많은 생각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 그리하여 오늘

날의 이 인간들은 자신의 세계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아주 무력하다.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소유를 중

심으로 사는 인간은 자기가 만든 기계에 의존하고, 그 기계를 생산하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의존하고, 안정적으로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직업에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이다.23) 프롬이 말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의존적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를 규정하려고 한다.

한편 동양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삶을 지향하며 과도한

소유를 지양해왔다. 주자(朱子, 1130-1200)는 인욕(人欲)을 마음의 병이

라고 했다. 이러한 심(心)의 병적인 요소를 따르게 되면 그 마음은 사사

롭게 되고, 사악하게 되며 그것은 국가의 치란안위(治亂安危)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24) 이렇게 주자는 인욕이나 기욕(嗜慾), 물욕에 현혹된 마

음을 악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주자는 ‘존천리(存天理), 멸인욕(滅人

欲)’, 즉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해야한다고 했다. 여기서 천리란 인

간이 생존을 하기위한 물질적 욕망을 말한다. 즉 생존을 위한 욕망은 인

22) 위의 책, p. 115.

23) Erich Fromm, 『존재의 기술』, 최승자(역), 까치, 1994, pp. 175-176, 184-186.

24) 朱熹, 『朱子大全』. 권 13, 蓋天理者, 此心之本然, 循之則其心公而且正; 人欲者, 此

心之疾疢, 循之則其心私而且邪. 公而正者逸而日休, 私而邪者勞而且拙, 其效至於治亂安

危有大相絶者, 而其端特在夫一念之間而己.(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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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과욕(過慾)에 대해 경계한 것이다. 주자는 무소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욕구를 긍정했고 그것 이상의 과도한 소유를 부정적으

로 이해했다.25)

장자(莊子, BC 369?-BC 286?)는 인간이 외물(外物)로부터 자유로운 것

을 유(遊)라 말했다. 장자가 말하는 유는 세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

구하고 도(道)와 합일을 추구하는 것과 세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것과 인

위적인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26) 이처럼 자유롭

지 못하고 여러 욕구 때문에 세속의 것에 사로잡히고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장자는 “외물(外物)에 의하여 자신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것에 의

하여 본성을 잃는 사람을 ‘본말(本末)이 뒤집힌 사람’이라고 한다.”27)라고

말했다. 만물의 근본인 도를 등지고 물을 추구하는 인생을 장자는 거꾸

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과 관계를 맺고 물질을 추구

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잃고 미혹에 빠진다.28) 욕구에 빠진 인간에 대해

서는 “몸과 마음을 치달리며 외물에 빠져 평생 돌이키지 못하니, 슬프

다.”29)고 하였다. 장자는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 탈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 덕을 되찾는 방법으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

을 이야기한다. 심재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기

(氣)로 들어 자신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는 것이고,30) 좌망은 육체와 지

식을 잊고 형체를 떠나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31) 이러한 단

계에 이르러야 인간은 외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

다.

프롬이 이야기한 소유양식에서 존재양식으로의 변화 요구와 장자의 심

25)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pp. 98-99.

26) 위의 책, p. 219.

27) 莊子, 『莊子(外篇)』, 「繕性」, 喪己於物, 失性於俗者, 謂之倒置之民 (pp. 362-363)

28) 이강수, 『노자와 장자: 무위와 소요의 철학』, 길, 1997, pp. 274-275.

29) 莊子, 『莊子(雜篇)』, 「徐無鬼」, 馳其形性, 潛之萬物, 終身不反, 悲夫.(p. 100)

30) 莊子, 『莊子(內篇)』, 「人間世」, 若一志, 無聽之以耳, 而聽之以心, 無聽之以心, 而

聽之以氣...氣也者, 虛而待物者也. 唯道集虛, 虛者, 心齋也. (.pp. 164-165)

31) 莊子, 위의 책, 「大宗師」, 墮肢體, 黜聰明, 離形去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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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 좌망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다. 지금까지 소유에 관하여 여러 해석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루소의 사상을 통하여 지금의 불평등과 사적인 소유가 어떻게 시작되었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프롬을 통하여 근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소유양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편 동양에서는 주자와 장자를 통해

외물과 욕망에 속박되어있는 삶에 대해 경계해야 함을 알아보았다. 이러

한 일련의 이론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

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술사에서는 소유에 관한 욕망과 문제

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는 『어느 화가의 노트(Notes d'un

peintre, 1908)』에서 인간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시대에 속해 있다

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시대의 사상과 감정, 심지어는 망상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모든 예술가 역시 시대의 각인이 찍혀있으며 시대와

우리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있고 어느 작가도 그 끈에서 풀려날 수 없다

고 했다.32)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작가는 시대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

다. 그러므로 미술의 역사에서도 소유와 욕망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있어

온 보편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모두 어떤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Francisco de Goya, 1746)는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도판 1] 참고)를 통해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그로 인한

이성의 마비, 광기를 보여준다. 그림 속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의 인물

로 아버지를 퇴위시키고 지배자가 된다. 그리고 자신도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들을 잡아먹는다.33) 권력을 향한 욕망

이 이와 같은 비극을 낳은 것이다. 이러한 신화를 통해 욕망으로 인한

32) 이광래, 『미술 철학사1』, 미메시스, 2016, p. 4.

33) 위의 책, p. 214.



- 18 -

[도판 1] 프란시스코 데 고

야(Francisco de Goya,

1746),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 1819-1823년

인간의 극단적인 광기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고야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그

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달은 인간에게 물

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의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

리고 있다. 또한 기술이 무분별하게 발달

하면서 환경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지

만, 여전히 기술은 환경을 되돌리는데 쓰

이지 않고 오히려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사

용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더 가지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빈부

격차가 커져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안주하거나, 불가피한 것으

로 여기고 체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에 바쁘

며, 이 시스템의 유능한 부품이 되고자 할 뿐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자신

감은 상실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에도 체념과 절망에 빠져

있다.34)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사적인 영역

에서 이루어졌던 생존을 위한 노동이 현대사회에서는 중심적인 활동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는 생명의 지속이라

는 필연성에 의해 촉발되는 노동활동으로 대체된다. 노동하는 사람은 다

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생산

34) 박찬국,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읽기』, 세창미디어, 2012,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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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물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현대사회는 자본을 증

식하고 부를 축적하여 생명을 보존하려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지닌 인

간들로 채워진다.35)

지금 시대에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의 삶은 차례대로 해야 할 것들이

정해져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안정된 길로 가고자하는 청년이 늘면서

그 경쟁은 치열해진다. 여기서 안정된 길이라는 것은 안정된 소득을 의

미한다. 물론 안정적인 소득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결

코 외면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에서 안정된 부품으로 지낸다는 것은 개인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또한 별 의심 없이 소유 중심의 삶을 살기 쉽게 된다.

계속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필자도 자연스럽게 소유에 집착하거나 가치를

소유에 두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소유의 문제가 삶에서 중요한 만

큼 정확하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예술은

인간의 가장 확실한 자기증명(自己證明)이며, 인간의 독특한 가능성과 그

것의 실현이다.36) 필자는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소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 필자 스

스로도 현혹되지 않기 위함이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점점 구체적

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다음 장을 통하여 필자의 작업이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소유 욕망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지 서술하고자 한다.

35) 정미라, 「‘공적 영역’의 상실과 현대사회의 위기-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

로」, 『철학논총』, 81, 2015, p. 252.

36) 今道 友信, 『동양의 미학』, 조선미(역), 다할미디어, 2005,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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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허상적 소유 욕망의 표현

이 장에서는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욕망이라는 주제를 어

떠한 방식의 작업으로 풀어갔는지 살펴본다. 1절에서는 <땅따먹기> 작

업에 대해 서술한다. 이 작업에서는 서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

는 게임의 한 장면을 표현했다. 하지만 놀이자는 실제의 영역을 차지하

는 것이 아니라 놀이 안에서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 영역은 허상의

공간이며 놀이가 끝나면 무의미해지는 영역이다. 2절에서는 <박제된 사

물>에 대해 서술한다. 추상적인 <땅따먹기>의 형식에서 <박제된 사물>

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상적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땅따

먹기>를 통해 놀이 세계에서 가상의 공간을 차지하고자 했다면, <박제

된 사물>에서는 필자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공간이나 사물

을 박제하여 점유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의 공간과 사물을 그림 속에

박제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과 사물은 실제가 아닌 허상이 된다. 허상의

공간속에 박제된 사물과 공간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이 아닌

허상일 뿐이다. 이와 같이 1절과 2절에서는 허상적 공간에서 의미 없는

소유를 하고자하는 욕망을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3절에서는 동시대를 살

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필자가 현대인의 욕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어떻게 수치화되어 사회로 나가는

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현대인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술한다.

먼저 땅따먹기 놀이를 이용하여 허상적 공간 안에서 영역을 소유하고자

한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다.



- 21 -

1. 놀이로 표현한 영역 나누기

필자는 쉽고 명료하게 영역을 나누는 행위로 ‘땅따먹기’라는 놀이를 선

택하였고 그 놀이의 결과물을 화면에 옮겨놓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소

유하고자 하는 욕구,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고자 했다.

서로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하고,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

는 장면을 표현했다. ‘땅따먹기’로 조각난 화면은 두 사람의 영역으로 나

누어져 있지만 수많은 조각들로 나뉜 영역은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있다. 게임의 결과는 기하학적 도상으로 다소 평온하

게 종이 위에 남았지만, 이들은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오

랜 시간동안 종이위에서 싸워왔다. 이러한 반복행위를 통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영역 나누기를 놀이라는 가볍지만 본질적인 행위로

보여주고자 한다. 놀이를 하며 영역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

할 수 있는 영역 나누기 중 하나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놀이를 하고,

놀이를 하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 영역 나누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놀이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가장 쉽게, 아무 거리

낌 없이 하는 우리의 행위가 사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영역 나누기는 지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직선으로 나누

어진 크고 작은 땅들은 지배자들이 직선을 그어 나누어가진 식민지의 지

도로 보이기도 한다. 작은 범위에서 보면 땅을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

이는 들판의 풍경도 다르지 않다. 네모반듯하게 나뉘어있는 경작지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있다. 행정구역의 구분도 영역나누기로 볼

수 있다. 임의로 나누어진 구역에 따라 각 지역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가상의 벽이 생겨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의 구역은 특성이

짙어진다. [도판 2]는 서울특별시의 지도이다. 서울의 행정구역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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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구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구는 주거지역이 발달해있다든가, 산

업단지가 많다든가 하는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발전

속도도 다르고 땅값 또한 달라진다. 지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들은 처음에는 임의로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각 구역마다 확연히 다

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판 2] 서울시 행정구역

이처럼 지도 위의 선으로 나뉜 영역들은 가상의 선을 넘어 실제 구역

사이에 벽을 만든다. 필자가 화면에 그은 점과 선으로 나누어진 영역들

은 처음에는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진 화면이었지만, 임의로 그어진 선으

로 인해 구역이 나뉘고 더 이상 하나의 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필자가 활용한 땅따먹기 놀이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작업의 진

행과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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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따먹기 놀이

필자가 작업에 활용한 땅따먹기 놀이는 실재하는 놀이로, 간단한 과정

과 규칙으로 진행된다. 정확한 규칙에 따른 놀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놀

이의 과정과 규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1) 놀이 과정

① 빈 공간에 점을 무작위로 찍는다.

② 두 명의 놀이자는 번갈아가며 선을 긋는다.(세 명, 네 명 이상

이나, 혼자서 놀이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선을 그어 삼각형을 만든 놀이자는 그 삼각형의 영역을 획득

한다.

④ 더 이상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놀이는 끝난다.

⑤ 더 많은 영역을 획득한 놀이자가 승리한다.

(2) 놀이 규칙

① 선은 반드시 한 번에 하나만 그어야한다.

② 직선만 그을 수 있다.

③ 삼각형 안에 다른 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④ 영역의 면적과는 상관없이 영역의 개수로 승자를 결정한

다.

위와 같은 과정과 규칙을 통해 땅따먹기 놀이는 진행된다. [도판 3]에

서 보이듯이 처음에는 점으로만 이루어져있는 화면에 선을 하나씩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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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땅따먹기 드로잉> 과정

더 이상 연결할 점이 없어지면 선을 이어 영역을 만들어간다. 선을 모두

이어 더 이상 만들 영역이 없어지면 한판의 놀이는 끝이 나고 더 많은

개수의 영역을 차지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 놀이의 결과는 [도판 4]와 같

이 나타난다.

무작위의 점을 찍고, 직선을 그어 서로 다른 삼각형으로 화면을 분할한

다. 점, 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땅을 만들어나가는 이 놀이는 무한히 반복

되는 행위이지만 항상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다. 규칙이 지배하고 있지

만, 각각의 부분들은 결코 같지 않고 단 한 번의 순간으로 기록이 된다.

그리하여 시간성을 가진 채 놀이의 결과는 화면위에 남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축적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놀이의 결과물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 25 -

[도판 4]【작품 4】<땅따먹기

드로잉>, 2012 의 부분

놀이는 흔히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나, ‘노동’의 반대로써 아무것도 생산

하지 않는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 우리는 놀이를 가볍게 여기

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생산성이 없다는 그

지점에서 놀이를 긍정할 수 있다. 놀이는 놀이 그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 현실과는 분리된 활동으로 현실에서는 달리 써먹을 수 없다. 그렇

기 때문에 놀이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그것의 필요성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예술 또한 써먹을 수 없다는 점

이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37) 놀

이와 예술 모두, 쓸모없는 것이 그 본질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는

힘 밖에서 억압받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억압이 없는 상

태에서 놀이, 즉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장자 또한 『인간세(人間世)』

에서 ‘무용지용(無用之用)’을 이야기한다. 장자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것

의 쓸모는 알지만,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38)

37)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9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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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있는 것들은 사회의 가치와 이념에 얽매여있다. 그리고 그 쓸모로

인해 소비되고 소모되기 쉽다. 하지만 어떤 사물이 무용하다는 것은 사

회의 공리적인 목적을 초월한 것이므로 그 사물에는 정신적 자유와 미가

있게 된다.39) 필자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는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 놀이와 작업을 하나로 보려했고,

땅따먹기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놀이와 그림을 그리는 것에는 유사성이 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놀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즐기는 것이 중요했다.

계속해서 반복행위로 이루어진 놀이를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끝없는

‘행위’ 그 자체 또한 중요해졌다. 반복하여 선을 긋고, 둘의 영역이 나뉘

고, 뒤엉킨 영역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끝없이 확장되었다. 서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지만 결국 나뉜 영역은 온전히 나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채 조각조각이 나있다. 그 많은 시간의 조각들은 빈 화면에

차곡차곡 쌓여 모여 있다. 나는 화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선을 긋는 노

동을 통해 그 시간과 에너지를 화면 안에 담고자 했다.

이러한 반복행위는 이전부터 나의 작업에서 자주 등장했다. 반복행위를

통해 필자는 일종의 수행을 하게 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화면을 채

워나가는 시간은 명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 그리고 보는 사

람에게 화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고 시간의 축적을 보여준다.

반복 행위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반복적 행

위의 의미를 확장하면 그 행위 속에 자기 수행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40) 계속해서 점을 찍고, 선을 그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히 한다.

동양에서는 특히 작가의 도덕성과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기치인

(修己治人)’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교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38) 莊子, 『莊子(內篇)』, 「人間世」, 物莫不若是, 且予求無所可用久矣. 人皆知有

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pp. 194, 208)

39) 徐復觀, 『중국예술정신』, 권덕주(역), 동문선, 1990, p. 99.

40) 박은정, 「현대미술에서 보여지는 반복의 수행적 특성과 시간성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대학원, 201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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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로만 오팔카(Roman Opalka, 1931), <OPALKA 1965/ 1–∞

DETAIL 1-35327>, 1965년(좌)와

로만 오팔카, <OPALKA 1965/ 1–∞ DETAI 1-35327>, 1965년 의 부분(우)

것에 앞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로만 오팔카(Roman Opalka, 1931)는 연속하는 숫자를 끝없이 써 나가

는 반복행위로 작업을 했다. 그는 1965년 검은 바탕에 흰 물감으로 화면

의 왼쪽 위부터 숫자 1을 쓰기 시작했다. 1968년부터는 숫자를 쓰면서

읽고 그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1972년 백만이라는 숫자에 이르러서

는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다.41) 그는 하나의 캔버스를 다 채우고

나서 두 번째 캔버스를 시작할 때는 검은색에 1%의 흰색을 섞은 색으로

바탕을 칠한 후 계속해서 숫자를 써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캔버스가 늘

어간다면 배경색은 밝아지고 언젠가는 흰 바탕에 흰 글씨를 쓰게 될 것

이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OPALKA 1965/1-∞>([도판 5] 참고)이다.

그리고 각각의 캔버스를 전체 작품의 “디테일(detail)”이라고 이름 붙였

41) 김성호, 『현대미술의 시공간과 존재의 미학』, 사문난적, 2016,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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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그는 이 작업을 하나의 작품으로 여겼으며, 이 작품은 2011년 그

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팔카는 점점 밝아지는 이 캔버스

에 쓴 숫자를 통해 시간을 기록하고자 했다. 필자도 계속되는 반복행위

로 캔버스를 채워나가면서, 오팔카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안에

서 시간성을 느꼈다.

반복적인 행위로 작업을 한 다른 작가로 온 카와라(On Kawara, 1932)

가 있다. 그는 1966년부터 ‘오늘’ 연작을 시작했다.([도판 6] 참고) 이 작

업에서 그는 작업을 제작한 날짜를 단색 바탕의 캔버스에 흰색으로 칠한

다. 각각의 그림은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 24시간 내에 완성되어

야 하고 시간을 넘길 경우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완성된 캔버스는

그날의 일간신문으로 포장된 상자에 보관하고, 제작날짜와 크기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서류도 있다. 이 시리즈와 비슷한 시기에 그는 그날 읽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는 <나는 읽었다(I Read)>연작이나 그날 만난 사

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나는 만났다(I Met)>, 그날 이동한 경로를 지도

에 붉은 잉크로 표시한 <나는 갔다(I Went)>와 같은 연작들을 시작했

다. 하루를 여러 노동으로 채우는 그의 작업은 비슷한 텍스트들을 반복

적으로 생산할 뿐이다. 매일 다른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표준화된 날짜

[도판 6] 온 카와라(On Kawara, 1932) <오늘(Today) 시리즈>, 구겐하임

전시장면(좌)와 온 카와라, <오늘(Today) 시리즈>, 1978년 (우)

42) 이현애, 「현대회화에 나타난 시리즈 이미지: 모네부터 리히터까지」, 『현대미술사

연구』, 25, 2009, pp.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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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캔버스에서 작가가 경험한 시간의 실제적인 감각은 추상화

된다.43) 온 카와라는 반복되는 캔버스를 통해 무의미해 보이는 노동을

계속 해나갔다.

이 끝없는 반복행위는 행위자의 존재를 증명하고 긍정한다. 그리고 행

위자는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낀다.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

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

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

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밑그림’이라는 용

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밑그림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그림은 완성작 없는

초안, 무용한 밑그림이다.

토마시는 독일 속담을 되뇌었다. einmal ist keinmal. 한 번은 중요

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

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44)

위의 글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1929)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한 구절이다. 그는 만약 삶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게 되지만, 단 한 번뿐이라면 그리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순간이라면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진다고 말한다.

존재에 관한 그의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보여준다.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나도 땅따먹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단 한 번뿐인 영역 나누기의 허무함과

무의미를 느꼈다. 영역 나누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 영역을 소유하고자

43) 우정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온 카와라의 <일일회화 Date Paintings>

와 전쟁의 기억」,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27, 2007, pp. 54-56.

44) Milan Kundera,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재룡(역), 민음사, 2011, p. 17.



- 30 -

하지만 영역은 놀이 안에서 일시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작업에서 활용한 땅따먹기 놀이의 방법을 살펴보고, 작업의

특성 중 하나인 반복행위에 대해 그 의미와 방식을 알아보았다. 다음으

로는 구체적인 작업의 전개과정과 사용한 재료, 화면의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2) 작업의 전개

<땅따먹기>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인 놀이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손쉽

게 할 수 있는 놀이를 화면 위에 옮겨놓았을 때, 그 결과는 매우 미술적

으로 보인다. 작업의 시작은 놀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지만, 작업의 결과물

을 보면 형식주의(formalism, 形式主義)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놀이

의 결과는 어떠한 형태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점과 선으로 이루

어져있거나 색 면으로만 표현되어있기 때문이다. 형식주의란 다른 특성

보다 작품의 형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 1909)45)에 의하면 형식주의에서의 ‘형식’은 예술작

품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용’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또한 감각의 소

재가 되는 색채, 매체의 재질감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을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46) 이러한 형식주의처럼 땅따먹기의 결과물은 점과 선, 그

리고 영역표시를 위한 별과 원으로만 이루어져있다.

45)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미국의 평론가로 평면성과 매

체의 자율성, 순수성을 옹호하며 추상표현주의로 대표되는 미국 모더니즘을 주도했다.

그가 옹호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 헬렌 프랭컨탤러

(Helen Frankenthaler, 1928)가 있다.

46) 강손근,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술비평」, 『大同哲學會』, 2005,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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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작품 8】<땅따먹기- 나누다>, 2013 의 부분

하지만 형식주의는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이나 미술 밖의 세상

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업을 해석하기에는 부적합하다.47) 필자의 작업 역

시 형식보다 영역 나누기와 놀이라는 내용이 중요했으므로 형식주의 미

술과는 거리가 있다. 놀이의 결과물로 나온 이 화면은 영역의 구분 짓기

이지 점과 선, 면으로 이루어진 추상회화로 볼 수 없다.

한지에 먹이라는 매체는 수정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불

가역적 특성은 각각의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것, 서로의 영역이 나뉘는

순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기여한다. 한 번 시작된 놀이는 다른 곳

에서 되풀이 될 수 없이 진행된다. [도판 7]을 보면 무작위로 찍힌 점을

이어 만들어진 삼각형은 모두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 번 그으면 지우거나 다시 그을 수 없다는 점에서 먹은 놀이자의 집중

력을 높인다. 놀이를 하는 동안 긴장을 동반하여 놀이에 집중하고, 그 안

에 자발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47)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테마 현대미술 노트』, 문혜진(역), 두성북스,

2011,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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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작품 4】<땅따먹기 드로잉>, 2012

처음의 <땅따먹기>는 상대방과의 짧은 놀이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종

이에 장난스럽게 시작한 드로잉은 두 사람의 영역으로 채워져 각기 다른

모양으로 완성되었다. [도판 8]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 놀이하는 상대에

따라 선의 느낌도 달라졌고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도 다양했다. <땅따먹

기 드로잉>을 진행하면서는 두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고, 각자 땅의 개수를 세어 승부를 가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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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작품 5】<땅따먹기>, 2013

이러한 방식으로 드로잉을 진행하다가 어떠한 지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자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덩어리를 큰 화면에 옮겼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한 판의 놀이가 화면이 커지면서 수행을 하듯이 끝없는 반복행위

로 변화했다.

한 번의 놀이를 계속 이어나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기도 했고, 한

화면에서 여러 번의 놀이를 나누어 진행하기도 했다.([도판 9], [도판 10]

참고) 초반의 작업에서는 놀이의 결과물이 전부 둥근 형태로 완료되었

다. 세 점을 이어 더 이상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없을 때까지 선을 긋는

땅따먹기의 특성상 놀이를 다 끝내면 둥그스름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 작업들에서는 놀이가 종결된 결과물을 화면에서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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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 【작품 6】 <땅따먹기>, 2013

둥근 형태의 땅따먹기 놀이가 여러 판 종이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

이던 작업에서 변화가 생겼다. 각각의 덩어리들을 다시 연결시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었고, 화면에 맞추어 놀이를 끝내지 않았다. 놀이는 화

면 밖으로 잘려나갔고, 형태 또한 완결되지 않은 놀이의 모습을 보여주

었다. 누구든 선 하나만 이으면 손쉽게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작업에서는 영역 나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놀이를 마치지 않고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

는 이 작업들([도판 11], [도판 12] 참고)을 통해 땅따먹기 놀이의 진행방

식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놀이를

채워갔다면 [도판 13]의 작품에서는 배경에 변화를 주었다. 먹으로 비정

형의 형태를 만들고 그 사이를 채워가듯이 땅따먹기를 하는 실험을 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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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작품 7】 <땅따먹기>, 2013

[도판 12] 【작품 8】 <땅따먹기- 나누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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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작품 13】 <땅따먹기>, 2013

지금까지의 작업에서는 영역표시를 할 때 원이나 별과 같은 기호를 사

용하였다. 하지만 좀 더 영역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기호 대신 채색을

한 작업을 진행했다.([도판 14], [도판 15] 참고) 이때 색채의 선택은 보

색에 가깝도록 했다. 루돌프 아른하임에 의하면 색은 표현적인 힘

(impact)을 가지고 있다. 색채들은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연상

(association)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적색은 불, 피, 혁명과 같은 암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극적이라고 말한다. 이 색채들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색상환(色相環)에서 서로 마주보는 색

을 보색(補色, complementary color)이라고 한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색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이 보색의 조합은 무채색

인 흰색, 회색, 검정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색은 상대 색과의 균형이며

완전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는 긴장감 또한 느껴진

다. 또한 보색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된다.48) 이런 대비 효과를 통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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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작품 12】 <땅따먹기>, 2013

[도판 14]【작품 11】 <땅따먹기>, 2013

48)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1995, pp. 329-332, 353,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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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 【작품 10】 <땅따먹기>, 2013

로의 영역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했다.

또한 조형적인 연구와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는 일환으로 에칭과 다양

한 판화기법을 활용하여 <땅따먹기>놀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실험

을 통해 처음의 <땅따먹기 드로잉>([도판 8] 참고)을 통해 얻었던 한 번

의 땅따먹기 놀이의 결과에서 형태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자했다. 하나

의 둥근 덩어리가 되는 이 형태의 바깥부분에 색을 채워 넣어 둥근 형태

의 놀이 결과를 강조했다.([도판 16] 참고) [도판 17]을 보면 판화 기법으

로 그려진 4점의 땅따먹기 놀이가 있다. 종이에 바로 그리는 것이 아니

라 동판에 먼저 선을 긋고, 그 판을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프레스기를

이용해 종이에 찍어내는 과정을 통해 영역을 견고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러한 동판화의 에칭 기법 역시 종이에 먹으로 선을 긋는 것처럼 한번

그으면 쉽게 수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자의 집중력을 높여

준다. 또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찍힌 판화는 나뉜 영역을 좀 더 오래 지

속시키고자 하는 필자의 생각과 맞물려 더욱 적절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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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작품 9】 <혼자 놀기>, 2013

지금까지 땅따먹기 놀이를 활용한 작업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 나누기를 통해 그 영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작업은 ‘우리는 놀

이가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조각난 영역들처럼 무의미한 영역 나누

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작업이다. 또한 점과 선

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형식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작업에 내포한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사물과 공간의 점유에 대한 작업인 <박제된 사물>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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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과 공간의 점유

앞서 1절에서 설명한 땅따먹기 작업은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라는 욕

망을 구체적인 형태 없이 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시각적으로 표현하

였다. 2절에서 서술하는 <박제된 사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상적 공간의 소유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땅따먹기를 하면서 진행된

허상적 공간에서의 소유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허상

적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영역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고, 필자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소유 욕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장에

서는 놀이 세계 안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유 욕

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소유 중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

을 세계와 대립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세계를 최대한 나의 소유

물로 만들어서,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49) 필자

또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물과 공간에 대한 소유욕을 느낀다. 일

상적으로 마주치는 시각적 자극들을 익숙하게 하고, 나의 소유물로 만들

어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위치를 더 확고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물

론 어떤 물건이 가지고 싶다던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싶다던가 하는 욕

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에 덧붙여 필자는 길을 걷

다가 마주친 낡은 소파라든가, 어떠한 형태의 나무라든가,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흥미를 가지고 관찰을 했다. 그 사물이나 공간에서 시간

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흐름의 한 순간에 있는 이 사물과 공간을

점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을 멈추어 두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그 사물과 공간을 그림으로 남겨 필자가 본 바로 그 시

점의 이미지를 박제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그려진 사물을

49) 박찬국, 앞의 책,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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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박제하려고 하는 무의미한 행위를 한다. 이때 박제된 이미지는

실제가 아닌 허상의 공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박제된 동물을 관찰하는 목적으로 표본을 소유하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품으로 수집하거나, 어떤 의미 있는 날이나 가치

있는 동물을 사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박제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 중에서 어떤 날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박제를 할 때, 박제된

동물은 사냥 당시의 감정이나 감각을 떠올리고 유지하는데 사진보다 더

욱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사진은 잉크가 올려진 종이일 뿐이지만, 박제

된 동물은 사냥 당시 경험의 실제 한 부분으로써 실증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박제된 동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정이나 기

억을 화면에 재현하고 보존하는 과정은 사진의 기계적 인쇄 과정과는 또

다른 시도이다.50)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시간의

흐름을 껴안고 있는 사물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박제하고자 했다. 색이

바래고 가죽이 벗겨져 버려진 소파, 기둥을 부여잡고 오르는 등나무, 오

래되어 쓰지 않는 건물과 같은 사물이나 공간들이다. 그러한 사물들을

본 순간을 사진으로 찍듯이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 위를 포장하기 위해

반투명 비닐로 덮었다. 비닐로 덮인 사물은 그 상태로 보존이 되어 벽에

걸린다.

영역을 나누어 가지듯이, 일상의 사물을 박제하여 그 순간의 그 영역과

감정을 소유하고자 했다. 실제의 사물이나 공간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림 위에 남은 사물은 그 상태로 변하지 않고 박제되며 소유할 수 있게

된다.

50) 김성국, 「명화의 차용을 통한 일상의 재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회화 작품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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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을 이용한 박제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는 기록물로서의 그림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컸

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거나 기념할 때, 지금은 사진이 맡고 있는 그 역

할을 그림이 차지하고 있었다. [도판18]의 환어행렬도는 이러한 그림의

역할을 잘 보여 준다. 세밀한 관찰을 통해 그려진 이러한 종류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행렬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19세기 전반 사진의 발명 이후 미술의 영역은 사실적인 표현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사진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일상적인 매

체가 되었다. 사진이라는 프레임이 아주 익숙한 우리의 시각은 렌즈의

왜곡에 길들여져 사진의 형식으로 세상을 보기도 한다. 디지털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감각구조가 재편되고, 개인 미디어의 일상침투로 인간의

기억과 인지 한계가 변하는 것이다. 비시간적인 예술의 개념이 해체되고

예술가는 현실과 마찰하며 흔적을 남기고 그 과정을 기록하기도 한다.51)

20세기 후반을 지나며 사진적 환경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강력한 잔상 효과와 대리 체험, 착각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제 사진 영상은 항상 우리의 감각을 장악하

고 있다.52) 매체의 중심이 물질영상에서 비물질 영상으로 바뀌면서 감각

의 사진화는 갈수록 심화된다. 작가들은 본질적 지각의 추구를 위해 사

진을 작품에 인용하기 시작했고, 그 작품들 속의 사물은 일상의 합리적

인 시간이나 장소에서 벗어나 촬영자와 카메라의 체계를 통과하면서 특

별한 공간을 성립하게 된다.53) 이러한 공간의 성립은 반드시 작품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제 누구나 고화질의 사진을 한 손에 들어오는 스

51) 백영주, 「오브제의 수행성과 확장성: 이미지와 스테이지를 넘어」, 『기초조형학연

구』, 16(6), 2015, p. 241.

52) 伊藤 俊治, 『사진과 회화』, 김경연(역), 시각과 언어, 1994, p. 81.

53) 위의 책, pp.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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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김득신 외, [화

성능행도] 제7폭 <환어

행렬도>, 1795년경

마트 폰을 통해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이미지들을 ‘넘겨’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

다. 이처럼 스마트 폰을 쓰면서 우리의 일상

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했다. 무거운 디

지털카메라 없이도 좋은 화질의 사진을 손쉽

게 찍을 수 있다. 필름 인화를 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크다. 제한된 필름 수

를 고려하며 비교적 신중하게 셔터를 누르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몇 장이든 사진을 찍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도 스마트

폰을 쓰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눈길이 가는 곳

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길

에 버려진 물건이나 오랜 시간 그곳에 있어온

나무들,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물들을 찍었다. 하지만 핸드폰 속의 그 사

진들은 다른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섞이고 시

간이 지나면 묻혀버린다.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만큼 현시대에는 이미지가 넘쳐나고,

현상하지 않는 디지털 이미지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데이터로 남아 쉽게

잊힌다. 그러한 사물들이나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던 일상의 순간을 박제

시켜 그 순간의 그 공간을 소유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

이나 공간을 그림으로 남겨두는 것에 덧붙여, 비닐을 이용해 보존하려는

이미지를 더 나타내고자했다. ([도판 19], [도판 20] 참고) 우리는 무엇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비닐을 많이 사용한다. 비닐로 감싸두면 외부의 오

염으로부터 물건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반투명한 비닐을 이용해 그림

이 한 겹 덮이도록 했다. 이 이미지들은 사라져버린 무엇인가의 흔적이

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대적인 이미지들은 시뮬라시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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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작품 14】 <박제된 사물>, 2014

통과하여 사라지려고 한다. 이것들은 어떤 것도 숨기지도, 드러내지도 않

으며 부정적인 강렬함을 가진다.54)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미지들을

붙잡아 그림으로 재현하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시도는 역시 허상적이다.

[도판 19] 【작품 14】 <박제된 사물>, 2014

54) 배영달, 앞의 책,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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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작품 15】, 【작품 18】, 【작품 20】,

【작품 21】, 【작품 23】, 2014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이미지는

크게 나무와 사물, 공간으로 나뉜다. 나무를 소재로 한 이미지들은 그 형

태적 특성이 흥미로워 선택하게 되었다. 이 나무들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이다. 필자가 길을 오가며 항상 마주치는 나무들을 그

려 넣었다. 한 번 지나치고 거의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사물이라기보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가는 길에서 지표처럼 서있는 나무들을 선택해 각각의 공간을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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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작품 17】(좌)와 【작품 22】(우)

는 상징물처럼 표현하고자했다. ([도판 21] 참고)

사물과 공간 또한 필자의 생활반경에 있는 눈에 익은 것들이다. 누군가

쓰다가 내놓은 낡은 소파나, 길가에 잠시 앉아 쉬어가려는 사람들을 위

해 꺼내놓은 듯해 보이는 의자가 그 사물들이다.([도판 22] 참고) 이러한

사물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물을 거쳐 갔을 수많은 사람들과 그 시간을

상상하게 된다. 손때가 많이 탄 팔걸이 부분이나, 누군가가 수없이 많이

앉아서 하얗게 바래버린 가죽은 그 사물의 시간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물을 보며 필자가 보았던 그 상태의 사물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싶었

다. 공간의 표현 역시 필자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했

다. 작은 창문에 구조가 특이한 건물과 잔디밭의 한 부분이다. ([도판

23] 참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건물은 어떤 용도인지도 알 수 없었다.

불이 켜져 있기도 했다. 버려진 공간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 건물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익

숙한 공간이겠지만 필자에게는 생소하고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그런 궁

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묘사하고자 했다. 잔디밭 또한 일상에서 흔

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과 비슷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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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작품 19】(좌)와 【작품 16】(우)

용도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잔디가 있지만 비어있는 것과 비슷한 이 공

간의 한 부분이 필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과, 앞

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무들과 사물, 공간을 묘사하여 비닐로 그림의 사방을 덮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을 보호하고 싶었고, 보존하고 싶었다. 포장되

어있는 어떤 물건같이 보이기를 바랐다.

2) 반투명한 공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들이 있다. 나는 각각의 순간에 단 한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속하

지 않은 그 외의 많은 공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작업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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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작품 2】

<어떤 공간>, 2011

[도판 25] 어떤 공간 사진, 2011 촬영

필자는 궁금증이 생기는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내가 들어가지 못한

문 안의 공간, 커튼 뒤의 가려진 공간, 반투명처리가 된 창문 속, 좁은

바위틈, 무성한 나무 사이의 어두운 공간. 이런 공간들은 필자에게 호기

심을 불러일으키고 눈길을 붙잡고 어떤 두려움도 준다. 바위와 풀, 커튼

이나 낡은 창문과 같은 것들은 공간을 가려주는 가림막 역할을 한다. 어

떤 공간이 가려지고 숨겨져 있을 때, 필자는 그 공간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도판 24]에서 보이는 건물도 필자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는 공간

중 하나였다. 건물에 비해 유난히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창문마

저도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놓아 안을 볼 수 없었다. 무언가 의뭉스러운

인상을 주는 이 건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러한 건물에

서 모티브를 얻은 작업이 <어떤 공간>([도판 25] 참고)이다.

필자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간에 대해 설정한 부분은 ‘매 순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한 부분에만 속할 수 있지만, 선택 가능한 범위는

무한하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속하지 못한 집단,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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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 또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의 공간을 선택해야하고, 쉽사리 다

가가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 그런 감정을 느낀다. 그 공간들은 주변에 항

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는 별개로 느껴

진다. 필자가 녹아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고 싶은 그런 공간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다.

<굴>([도판 26] 참고)도 같은 맥락의 작업이었다. 바위 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동굴은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은 인간에게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었

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언제나 있어왔다.

[도판 26] 【작품 3】 <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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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작품 24】 <박제된

사물>, 2014

이러한 작업들에 이어 <박제된 사물>에서는 실제로 그 공간을 만들었

다. ([도판 27] 참고) 이 설치물은 주차장으로 지어진 공간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설치되었다. 이 공간의 크기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의 기둥 중 하나와 같았으며, 필자가 설치한 이 공간도 그 기둥처럼 보

이길 바랐다. 반투명한 비닐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는 붉은 불빛만 반

짝거린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아도 뿌옇게 보일뿐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는다. 한 평 남짓한 공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

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 실제로는 가림막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

도,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는 미지의 공간이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

증을 유발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비닐로 덮여있는 공간은 아무리 가

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려 해도 볼

수 없다. 관객들은 궁금증을 해소

하지 못한 채로 돌아서야 한다. 그

리고 각각의 관객들은 그 속의 공

간을 서로 다르게 상상할 것이다.

마치 기둥이 투명해진 것처럼 공간

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이

비닐 안에는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공간을 통

해 우리가 하고 있는 허상적 소유

에 대해 표현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박제된 사물> 작업을

통해 실제의 공간과 사물의 이미지



- 51 -

를 채집하여 허상적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시간이 축적되

며 스러지는 공간과 사물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재현된

이미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의 잔상일 뿐이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인의

소유 욕망에 관한 작업을 서술한다.

3. 수치화된 욕망

이전의 작업들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어

려움에 대한 고민이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되었다면 이번의 작업

은 좀 더 직접적인 서술방식으로 주제를 표현하였다. 이전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더 구체화된 인간상을 표현하

고 싶었다. 익명의 사람에게 설문을 요청하여 그에 대한 답안을 받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작가가 그 사람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은 익명의 한 사람의 생활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생각

이나 가치관을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서술하는 것이었다. 여

러 설문 결과를 가지고 서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성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내밀한

생각을 글에서 드러내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 마음속으로

만 생각해봤을 법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전시를 통해 보

여주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필자가 사회와 부딪히면서 겪은 일의 영향이 있었다.

학생과 사회인의 중간으로 느껴지는 필자의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

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그 과정에서 필자

는 빠른 시간 안에 단순한 수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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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떤 점수와 환경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보

였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려는 이들에게 세상은 강력한 자기

PR(Public Relations)을 원한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

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 사람인지 설명해야한다. 물론 자신에 대해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개성과 특징

보다는 정형화된 인간 타입을 강요받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 과정

에서 겪은 개인적인 좌절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수집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떠한 수치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할까. 그 누구도 안녕

하다고 편히 말하지 못하는, 모두가 안녕하지 못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부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부조리와 비

상식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간접적으로만 메

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직면한 사회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반드시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더

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강력하게 자신의 영역을 나누고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촉구한다. 더 많이 소유하면 그에 비례하여 행

복해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라고 말한

다.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청년들은 소유가 힘든 시

대를 살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라는 신조어

가 유행하고 있다. 당장 주변을 돌아봐도,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 서울의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자수성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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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아야만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 ‘금수저’와 같

은 수저론을 이야기하며 계층의 세습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타당

해 보인다.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이들은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 익숙해

져있다. 더 좋은 수치를 가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자신

에 대해 생각해보고 탐구하는 시간 없이 더 좋은 수치를 가지기 위해 쉬

지 않고 몰두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유욕은 자연스럽게 더 심화

된다. 그리고 소유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착취하게 된다. 이러한 자

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착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다.55)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작업은 인터넷으로 설문을 하는 것

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익명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다. 정보

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지점에 간편하게 접속하여 쉽게 모이고 흩어진다. 여러 집

단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러한 디지

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과 상호연결성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만들고 조작, 배포하는 새로운 장이 인터넷을

통해 열렸다.56) 실제로 만나서 진행하는 설문의 경우 지역의 한계가 있

지만 인터넷을 통한 설문은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인터넷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익명성은 심화

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익명의 개인이 되는 것에도 익숙해져있다. 필자

의 작업에서도 익명으로 답변을 받을 경우 부담 없이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55)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역), 문학과 지성사, 2012, p. 29.

56)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앞의 책,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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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인의 수치화

우리는 자신을 수치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기소개는

태어난 날과 휴대폰 번호, 각종 어학 점수와 학점으로 시작되곤 한다. 이

것들은 나를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우리는 이 수치들로 평가받고, 선택되

거나 버려진다. 우리는 어떤 수치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숫자들은 나

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나의 것으

로 여겨지는 숫자들만 나열해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작업은 설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을

나타내는 수치에 대한 설문’을 게시하였다. 수집하는 정보는 보이는 지표

와 보이지 않는 지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사람들은 종종 수치로 평가되거나, 수치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본 설문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수치들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에서는 두 가지 영역(보여지는 지표/보이지 않는 지표)으로

수치를 나누었습니다. 보여지는 지표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에 대한 것입니다. 신체적 특징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적

인 것, 시험점수와 같은 수치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적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지표는 남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자신

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치입니다. 제시된 요소에 구체적인 크기

(숫자)를 매겨 적어주세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설문지([도판 28] 참고)를 바탕으로 받은 답변은 아주 적은 양

의 수치들이었다.

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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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본인을 나타내는

수치에 대한 설문> 설문지

2. 25

3. 대학생

4. 토익800. 얼굴. 키177

5. 남을 배려하는 마음 -100%

6. 20

7. 열심히 해서 얻은 토익점수와 순한 얼굴과 적당한 키를 지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익명의 개인에 대한 짧은 글을 작성하였다. 자

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 내리

는 상황을 직접 만들어보았다.

필자가 텍스트를 활용하여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필자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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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작품 1】 <자화상>, 2011

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

래서 자화상([도판 29] 참고)을 표현할 때 내가 한 말들을 가감 없이 적

어 표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 번

겹쳐서 프린트를 했다. 미술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에 커다란 흐름인

개념미술의 발달이 언어를 매체로 하는 작품을 증가시켰고, 작품의 비물

질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언어는 복잡한 생각을 명료

하게 표현하고 추상적 개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관

심의 대상이다. 또한 언어를 도입하여 일시적 행위나 순간적 형태로 존

재했을 사건을 기록할 수 있다.57) 필자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작업을

이어오다가, 비교적 명확한 매체인 언어로 생각을 구현하고자했다.

57) 위의 책,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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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0] <본인을 나타내는 수치에 대한 설문> 전시

전경, 2015

2) 수치의 표현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로 짧은 글을 작성했다. 그리고 익명의 사람에게

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도판 31](좌)에서는 토익시

험을 보러간 대학생 P의 모습을 묘사했다.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

로 토익 점수를 이야기한 대학생의 일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답한 것에서 시험장에서도 남

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도판 31](우)에서

는 의류전공을 한 학생B가 취업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격증 개

수와 나이, 몸무게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람에게는 의류업계에서 일하

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느껴졌다. A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해서

보통의 또래와는 관심사가 좀 다르다. 집 평수에 관심이 많고, 26살이지

만 벌써 결혼 3년차인 것이 주변사람들의 관심거리라 가장 신경 쓰고 있

는 수치이다.([도판 32](좌) 참고) H는 외모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184cm의 키가 가장 중요한 수치이고, 외모와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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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 【작품 25】 <P. 800. 177.>, 2015(좌)와 【작품 26】 <B.

48.>, 2015(우)

[도판 32] 【작품 27】 <A. 26. 34. 3.>, 2015(좌)와 【작품 28】<H.

184. 29.>, 2015(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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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작품 29】<J.$.>, 2015(좌)와 【작품 30】 <K.∞.>,

2015(우)

항상 외모를 가꾸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이 드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묘사했다.([도판 32](우) 참고) J는 프로그래머다. 돈을 좋아하고

컴퓨터에만 빠져있는 공대생이다. 외모에는 자신이 없고 이성에게는 소

극적인 모 습을 묘사했다.([도판 33](좌) 참고) 한편 K의 요즘 관심사는

결혼이다. 자영업을 하는 그는 스스로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외모도 괜

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빨리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

은 그는 매주 같은 식당에서 소개팅을 한다.([도판 33](우) 참고) M은 석

사까지 마치고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이제는 2살 아이와

세 식구가 M에게 가장 중요하다.([도판 34](좌) 참고) Q는 스스로를 평

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한다. 연봉과 차, 집의 평수가 중요하다. 일은 돈

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Q는 퇴근 후의 삶을 진짜 삶이라고 여기며 그

적은 시간을 평범하게 잘 즐기고자 노력한다.([도판 34](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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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4] 【작품 31】 <M. 3. 34. 2.>, 2015(좌)와 【작품 32】<Q.

5000. 2000. 32.>, 2015(우)

X는 자신이 기계 같다고 생각한다.... 조용한 그 시간을 즐기며 그는 내일

생각을 한다. 아침 출근길을 떠올리고, 병원 진료를 떠올리고, 점심, 오후

진료, 집에 오는 길을 떠올린다. 모든 하루를 미리 떠올릴 수 있는 X는

자신이 기계 같다고 생각하며 침대로 간다.(글 X 중에서)

X는 항상 바쁘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의사이다. 그는 기계적으

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오

르지 않는다.([도판 35](좌) 참고) 마지막으로 Y는 고등학생이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대학생을 꿈꾸지는 않는다. Y는 일을 하기위해 벌써 자격

증을 7개나 따두었다. 못해볼 대학생활에 미련은 남지만, 하루 빨리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도판 35](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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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5] 【작품 33】<X. 173. 64. 37.>, 2015(좌)와 【작품 34】

<Y. 168. 7. 19.>, 2015(우)

필자는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들어 봤을법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썼다. 이 익명의 사람들의 일상 중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설문과 글을 통해 필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그 가치가 너무 소유에 치중되어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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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의 작업과 관련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의 진행과정과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필자의 작업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유 욕망에서 시작한다. 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는 소유의

욕구와 그로 인해 설정되는 삶의 방식을 필자는 어떻게 작업으로 표현하

였는지 살펴봤다. 어떠한 동기로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분석해보고 그 이

론적인 배경을 고찰하면서 필자가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분석하는 과정

을 통해 필자의 작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

향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본문의 첫 장인 Ⅱ장은 필자의 작업에 이론적 기반이 되는 허상적 공간

에서의 소유와 현대인의 소유 욕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작업의 전개과정에 따라 세 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작

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놀이에 대한 특징을 알아본 후에, <땅따먹기>놀

이를 통해 사람들이 허상적 영역을 소유하고자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2

절에서는 사물과 공간을 그림으로 박제하여 보관하고자하는 욕구를 필자

의 경험을 시작으로 서술하였다. 3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작성한 글로써 사람들의 소유욕을 나타내는 작업을 연구하

였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허상적 공간과 소유 욕망에 관해 연구하고

작업의 뒷받침이 되는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동시대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고 그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했다. 또한 작품 연구를 통해 필자의 작업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를 할 수 있었고, 한계 또한 알게 되었다.

프롬은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한다.



- 63 -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58)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소외시키고, 그만큼 소유에 더욱 집중하

는 모습을 잘 알고 있다.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거나 무기력하

게 있을 수는 없다. 필자의 작업들은 그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소유 중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를

고찰하기를 의도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서술한 필자의 작업은 크게 세 가지의 시리즈로 나뉜다. 각각

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분석한 필자의 관심 주제와 작업방식을 바탕으로

논문을 진행하였다. 여러 갈래의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분석을 바탕

으로 앞으로 발전된 작업을 더 진행한다면 좀 더 통합된 주제로 심도 있

는 작업을 전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8) 박찬국, 앞의 책,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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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isual Expression

of Illusory Space and

Contemporaries’ Possessiveness

-Based on Song, Eunyoung's works-

Song, Eunyoung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relates to my works between 2013 and 2016 with the

theme of Illusory Spaces and Contemporaries Desires. Firstl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creative process of the works are

described, and the themes and forms are discussed to summarize the

works produced until now and to seek future directions.

I had a critical mind that people of the modern society have

excessive possessiveness, and thought that the possession is mostly

illusory. People are surrounded by insubstantial images, and live to

consume the images. They live in a world of illusion, not a

substantial one, and even believe that the world of illusion must be a

real one. Our contemporaries are so much familiar with insubstantial

things that they easily accept an object lacking substance as a

reality. This thesis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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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ed by the critical mind, analyzes the modes of expression of

the artworks, and presents how the issues of possession in illusory

spaces and desires of contemporaries were expressed through the

work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tegrate the dispersed

directing points of the artworks and to supplement the theoretical

aspects to seek future directions for progressive creative works.

Chapter Ⅰ of this thesis presets the issues regarding illusory spaces

and the possessiveness of the contemporaries, and briefly describe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esent study.

Chapter Ⅱ investigates the concepts of possession in illusory spaces

and desires of contemporaries, which are the theme of the artworks,

before analyzing the individual artworks. Section 1 of Chapter Ⅱ

describes illusory space. The illusory spaces appearing in my works

are investigated by classified them into illusory playing spaces and

illusory spaces on pictures. Section 2 of Chapter Ⅱ describes the

desire to possess in the modern society. The life of contemporaries

centered on possession is discussed, and my experiences that have

motivated me to be interested in and express through artworks the

desires of contemporaries. The modern society and its desires are

analyzed to find the correlations between my works and the concepts

mentioned above.

Chapter Ⅲ discusses how the themes, possession of illusory spaces

and desires of contemporaries, have been expressed in my works.

Section 1 of Chapter Ⅲ analyzes the artwork entitled,

P laying-Hopscotch, where the desire to possess an illusory space, a

playing space, was expressed. The methods and rules of the

hopscotch game are explained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laying described in Chapter Ⅱ about the illusory space, that is, a

playing space. Then, the process of expanding and developing the

individual artworks is described. Section 2 of Chapter Ⅲ shows the

artworks related to the possession of illusory objects and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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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d is how the desire to possess objects and spaces has been

expressed through the artwork entitled, Taxidermied Object.

Subsequently, the medium characteristics of the artworks produced by

using plastic films are discussed, and the relevant installation works

are analyzed. Section 3 of Chapter Ⅲ describes the artwork entitled,

Survey about One’s Own Numerical Values Representing the Person,

which expresses a human character more specified than the universal

human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illusory possession described

above. The procedures where individuals establish themselves with

numerical values and express their own desire for possession in their

lives were described. After explaining the method of the survey, the

specific significance of the artwork is discussed.

The concluding remarks in Chapter Ⅳ summarize the thesis and

describe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zing the artworks. The

meanings of the actions and desires to possess illusory spaces are

described.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of my works are

discussed in addition to the future directions of my works.

keywords : Illusory Space, Possession, Play, Taxidermy, Desire,

Numerical value

Student Number : 2014-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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