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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존에 존재했던 사물들이 나열되는 보편법칙을 설명하고 이

를 작가의 감각적 발견에 따라 해체, 재배치하는 작업을 다루고 있다.

본인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본인과 무관하게 나열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새삼스러운 물질로 지각하게 되었다. 그 순간 느껴진 낯

설음은 그동안 주변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감각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

게 만들었다. 사물들은 마치 보편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연한 위치와

쓰임이 있는 듯 보인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이러한 쓰임과 나열 방법을

탈피해 의식에서 멀어졌던 감각을 되살리고 보다 주체적으로 감각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사물들을 수집하고 배치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시간순서

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작업과정은 물질에서 생겨나는 예상치 못한 부서짐이나 낯선 감각에 대

한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작업을 하며 물질 사이에 존재하던 보편

적 규칙이 물리적인 변화를 맞아 와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

다. 본인은 녹이거나 부스고 흘리는 등 보편적인 쓰임과 나열방식으로의

탈피를 위한 작업을 통해서 점차 거대한 물리적인 법칙을 인지하게 됐

다. 이러한 물리적 체감은 본인의 인간으로써 본질을 자극했다. 같은 물

질 덩어리라는 유사선상에서 ‘나’의 존재가 감각되어졌고, 본인과 무관하

지 않은 물질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미 만들어진 보편적 상식과 가치판단

속에서 무감각해진 자아를 새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

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 역시 보편법칙과 물리법칙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



인이 직관적으로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간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원인과 ‘자아를 가진 물질’인 몸의 욕망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또

한 그렇게 서술된 것을 물질과 글씨, 그리고 물질들과의 접촉을 통해 드

러내려 했던 작업 과정을 담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사물들의 나열로 인해 감각

되지 않는 자아에 관한 문제와 그 해답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인 가치의 지배를 탈피하기 위해 물질의 법칙 안에서 사물

을 변형하는 행위는 물질인 인간과 무관하지 않으며, 의식 뒤에 자리한

독립된 몸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것

들에 대한 불안함과 욕망을 표면에 드러내며 자아의 모습을 감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인이 작업을 제작했던 과정에서

독립된 몸의 존재를 지각하지 못한 채 공허한 일상을 반복하는 틀에 균

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담아 보았다.

주요어 : 낯설음, 보편적, 물질, 신체적 자각, 경험

학 번 : 2014 – 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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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어느 한순간 분출되는 불쾌하고 낯선 감정

은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일그러뜨린다. 일그러진 세상을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눈앞에 펼쳐진

불쾌한 잔상을 형상화하여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만들기 작업에서 원인이 되는 대상을 구체화했고, 그 안

에서 사물들이 보편적 상식에 맞게 나열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물의 나열에는 마치 연출된 드라마 세트장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만 그 안에서 원인 모를 답답함과 혼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인은 이러한 답답한 사물의 나열을 ‘당연한 틀’이라는 단어로 개념화했

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여 ‘당연한 틀’에 따라 발생한 막연함을

걷어내고, 나만의 고유한 감각 경험으로 새롭게 인지하는 작업을 시작했

다. 본문에 감정, 사물, 관념의 범위, 주체적 물질 등 작업 과정에서 꼬리

에 꼬리를 물며 나타난 의문에 대한 본인의 감정과 기억들을 나열해 놓

았다. 본 논문은 작업에 대한 추후 정리인 셈이다.

작업은 크게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당연한 틀’에 대한

서술이다. 여기서는 혼란의 범위를 정하고 그 원인을 바라보기 위해 제

작한 작품 <테이블>을 통해 ‘당연한 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묘사했다.

둘째는 ‘당연한 틀’이 소외시킨 감각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물질 경험이

라는 방법과 그 의미를 확인하며 이루어진 작업을 통해 ‘당연한 틀’을 인

지하고 이를 비껴갔던 순간들을 열거했다. 셋째는 ‘당연한 틀’이 사라지

고 난 뒤 남는 인간의 고유한 모습에 관한 추론이다. 물질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본인의 몸과 경험을 중심으로, 왜 인간은 ‘당연한 틀’을 형성 하

는지, 그 틀이 배제된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묘사했다. 또한 이

작업과 사유 속에서 알게 된 몸과 틀과 사물의 관계를 물질 재료를 통해



- 2 -

표현하려 시도한 과정을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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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란스러움과 당연한 틀

2.1. 혼란스러움과 작업의 시작

감정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하위 감정은 주로 기쁨, 슬픔,

분노 등이다. 누구나 이 감정들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신기한 일이기

도 하다. 어떻게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여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

지가 동일한 상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을 분절시키고 분절마다 정

의하려고 했을까. 오랜 시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감정을 표

현하는 말들이 참 멋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로 정의되

기 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복합적인 상태, 즉 명확하게 구분되고 분절되

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것일지 궁금해진다. “지금 화났어?”라는 물음을 떠

올려 보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순간이 있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모호한 순간 역시 비일비재하다. ‘화’라는 단어로 표기

되지만, 그 감정이 발화된 이유와 감각은 매 순간 다르다. 똑같은 ‘불쾌

함’이라는 말로 표현된다고 해도, 지하철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커플을

봤을 때의 불쾌함과 식사 중 실수로 소매가 국에 빠졌을 때의 불쾌함은

전혀 다른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편의상 ‘불쾌함’이라는 말을 사

용하지만 그것 하나로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단어로 확정하는 편리한 방법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그리고 감정에 집중하여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작업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던 처음 포착한 감정은 수동적으로 느껴야만

하는 참을 수 없는 어떠한 것에 가까웠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

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강하게 다가와 일상을 마비시켰다. 빨리 이

불쾌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들지만, 입구도 출구도 보이지 않

는 혼동을 해소할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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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감정의 정체를 추측하는 일은 자신이 꾼 꿈을 풀이하기 위해 시나리오

를 짜는 것과 비슷하다. 마치 해몽을 하듯 일상에서 발화된 강렬한 감정

과 흐릿한 잔상으로 남은 몇 가지 힌트들을 가지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

라가 보았다. 본인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 가치 판단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가령, 사진을 찍기 전에 음식을 먹었다며 자책

하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늘 판단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계

절마다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챙겨 입는 모습을 볼 때, 늘 불만 가득

한 표정으로 천 원 한 장 쓰는 것에도 급급해하던 사람이 취미가 여행이

라 말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을 때 본인은 혼란 느낀다.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생

각했다. 그래서 행동에서 모순점이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조금씩 그 이면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

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대상은 단정하여 비

난하는 일을 중단했다.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는 누군가의 행동에서 찾을

수 없는 혼란의 근본 원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2. 당연한 틀

어느 날 부엌에서 크리스털 그릇 안에 담긴 사탕을 발견했다. 그 자리

에 오래전부터 사탕과 그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탕은 좋아하는

지 싫어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것이었다. 사탕이 담긴 그릇이

부엌 테이블에 놓여 있던 것은 시야에서 중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데 사탕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때 나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이 혼란

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들었다.

열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탕을 불로 녹이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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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에 넣고 녹을 때까지 먹어 보았다. 그렇게 사탕이 눈에서 사라지면

혼란이 해소되는지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참고작품 1-1]은 사탕이 녹

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물질로서의 사탕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었는지, 작업 과정에서 감정에 큰 감흥을 느끼진 못했다. 혼란을 해

소하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

[참고작품 1-1] <사탕 녹이기>, 사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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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 1-2] <테이블>, mixed media, 2013

[참고작품 1-3] <테이블 – 부서진 모습>, mixed med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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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참고작품 2], [참고작품 2-1]에 해당하는 작품 <테이블>이다. 본인

이 발견한 풍경과 불쾌감의 연관성을 알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는데,

여기서 불쾌한 감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사탕의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부엌 테이블이 보였

다. 테이블은 사탕과 함께 이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을 연상시켰다. 테

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고, 동시에 개별적으로 존재

한다. 수많은 이미지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은 테

이블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연결되어 이미지화되었다.

테이블은 계속해서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본인은 연상되는 이미지를 반

영하여 그 테이블의 뼈대를 재구성하는 스케치를 시작했고, 그 모습 그

대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다. 테이블의 첫 도면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고, 상판 옆구리 부분에서 곁가지처럼 사람의 상체 뼈대가 나오는 형

상이 붙어 있었다. 테이블에 연결된 사람들은 테이블의 다리를 의지하며

서 있다. 도면에 따라 만든 각목 구조물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 보였다.

그래서 이전부터 모으던 잡지에서 활짝 웃는 사람 얼굴을 오려 붙여보았

다. 얄팍한 종이와 성의 없게 만들어진 각목 테이블이 묘하게 조화를 이

루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네모난 틀 위에 판재를 올려놓고 무언가를

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면이 생겨난 것이다. 면을 중심으로 또 다른

오브제를 더해 갔다. 그렇게 각목으로 만든 구조는 완성된 것이 아닌, 앞

으로 만들어지게 될 이미지의 틀이 되었다. 본인은 계속해서 재료를 찾

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화방, 쓰레기통, 생활용품점 등 다양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재료를 수집했다. 수많은 물건 중

재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거북하게

느껴지는 물건인가?”

처음 사탕 그릇이 놓인 풍경과 마주했을 때 느낀 혼란스러움. 그와 같

은 감정을 유발하는 물건들이 있었다. 본인은 그런 물건들을 찾아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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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했다. 수집한 물건들은 실제 작업에 적용할지 말지, 어떤 위치에 놓

을지, 접촉상태 또한 걸칠지 박을지 끼워 놓을지 등 다양하게 고민한 뒤

선택되었다. 그 시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원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집한 오브제들은 화려한 색깔을 띠

고,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유희를 준다는 공통된 특성을

보였다. 테이블의 뼈대 안에서 오브제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구성되어

갈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용도마저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저 테이블에

추상적으로 소속되어 보기 좋게 장식되었다. 테이블과 관련된 모든 오브

제는 테이블 각목에 암시된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각목으로 암시된 사

람은 사랑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그 풍경을 연출한 사람과 동일

시되었다. 그렇게 각목-사람과 수집한 사물의 위치를 설정하면서 특정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의 시야를 떠올리게 되었다. 마치 자잘한 논리를

쌓아가는 것처럼, 주체인 각목-사람을 위한 관념의 오브제들을 더해간

것이다.

이 작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작가 본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마주한

풍경의 연출자이기도 하다. 작업의 모든 과정에서, 형태에 대한 선택을

하는 매 순간에는 연출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작가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는 식

탁’을 상상하며 작품에 오브제들을 배치했지만, 몇 걸음 물러나 작품 전

체의 구조를 한눈에 보면, 각목-사람은 조악하고 불안한 구조물 덩어리

의 한 부분으로만 비춰지게 되었다.

작품 속 사물들과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인이 처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당연한 틀’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당연한 틀’이란 외부에서 온 자극에 무의식

적으로 반응하는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

를 들으면 가까운 사람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

나는 과정이다. 지금 타려는 택시의 운전기사가 아저씨일 거라는 막연한

확신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쉽게 일반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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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과 가치들이 바로 ‘당연한 틀’이다. 이 연상 경로는 알 수 없는

고집을 통해 수정이나 보완을 거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착화된다. 고착화된 ‘당연한 틀’은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는 생

각을 유발하여 소속감과 안도감을 만들어 낸다. 동시에 그 틀에 들어가

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분개하

거나 슬퍼하게 된다. 이 역시 무의식적 작용이다.

<테이블>작업을 진행해가며 본인이 처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당연한 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당연한 틀’이란 기존에 존재하던 보편적 가치를 무의식적으

로 따라서 사물을 나열하는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식장

이 놓이는 위치는 당연히 거실일 거라는 생각이나, 귀를 여러 군데 뚫은

사람을 보는 일반적인 편견처럼, 언뜻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물의 나열은

너무나 당연해서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쉽게 일반화되곤 한다. 이

처럼 가치판단이 내제된 상태를 ‘당연한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틀은 범

위가 불분명하지만 정신적으로 연대감을 느끼는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된

다. 중요한 것은 보편성에 대한 확신에 따라 그 생각에 대한 수정 및 보

완의 과정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고착화된 ‘당연한 틀’은 자신

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유발하여 소속감과 안도감을 만들어

낸다. 동시에 그 틀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잘못

된 것으로 판단하여 슬퍼하거나 분개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흔

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한 무의식의 작용이다.

[참고작품 2-1]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은 전시 중간에

부서졌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불쾌한 마음으로 덕지

덕지 붙여나간 형상이기에 부서져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내심 가지고 있

었다. 테이블 구조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술했던 이유

다. 은연중 작품이 부서지는 것도 경우의 수에 넣고 계산하고 있었는지

도 모르겠다. 물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찾아다니고 배치를 고민

했던 시간들은 진실했기에, 부서진 작품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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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처음 느꼈던 그 불쾌한 감정이 더는 지속되

지 않아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 11 -

3. 소외된 정서적 감각구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연한 틀’은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사물의 나열

속에 보편적 가치 체계로서 내제된 현상이다. 본인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물과 새롭게 물리적 경험을 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먼저 왜 굳

이 물질을 통해 그 틀을 깨뜨리려 했는지를 언급한 뒤, 구체적인 작업의

과정을 서술하려한다.

가치 판단 이전에 물리적으로 경험한 사물은 단일적이지 않고 입체적으

로 인지된다. 그 낯선 모습을 경험하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정답이 아

닐 수도 있다는 가치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물

리적 경험의 선행이라는 전제가 중요하다. 물리적 경험이 사물들의 나열

속 ‘당연한 틀’의 변화를 유발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매우 유력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

는 인간의 본능에 있다. 생각과 몸은 촉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

이는 비공식적 표현이 오가는 일상의 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일이

다. 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이 있음에도 자기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물건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합격’이라는 단

어를 생각해 보자. 이 단어는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더 많이 사용한다. 왜 우리는 특정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걸까?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표현은 사실 전달보다 더

정확하게 화자의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 “불합격”이라는 표현은 정보를

내포한 단어로 사실을 전달 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심적 무게와 같은 총

체적인 상황을 담기가 힘들다. 반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사물이 물리

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체감했던 기억 정보들과 만나 분리로부터 발생

하는 상실감의 무게를 떠오르게 한다. 따라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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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달에 적합한지 의식하며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를 잘 발설하지 않는다”를

“입이 무겁다”로, “하던 일을 그만하다”를 “손을 떼다”로, “매우 슬프다”

를 “가슴이 무너진다/찢어진다”로 표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언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함을 느끼고, 물

건과 자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자기 감각을 동일시하는 본

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리적 자극에서 발생하는 감각과

정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본인이 느끼기에, 인간의 감정이 물질과의 마주침으로 새로운 감각 경

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논리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긴밀

히 작용하게 된다. 물론 물질경험이 어느 정도로 정서적 변화를 유발하

는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순 없다. 그저 본인과 주변을 관찰하면서 그

관계를 추측할 뿐이다. 본인에게 물질성을 체감하는 행위는 자기 감각을

물질의 상태에 투사하여 스스로를 자각하고 반성하는 행위와 같다.

다음으로 ‘당연한 틀’을 벗어난 영역에서 사물과 마주하기 위해 시도했

던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거쳤으나 그중 중요하다고 판

단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3.1. 물질의 오차

지난 작업은 뼈대와 형식을 가진 구조에 여러 사물을 덧붙이며 추상적

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작품에서 구조와 사물은 아슬아슬하게 뒤섞

여 있었다. 사물을 융합하며 기존 구조를 깨트리는 과정은 창작의 희열

을 선물해주었다. 하지만 이내 사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의미

들을 생각하고 걸러내는 데에 얽매여 자유롭게 작업을 이어갈 수 없음을

느꼈다.

그때부터 감정의 대상이 아닌, 감정 그 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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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골>, 흙, 200x200(cm), 2015

언어에서 독립된 감정의 형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작품

1]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작된 작품 <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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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골 – 세부 이미지>, 흙, 200x200(cm), 2015

위 작업<골>은 본인의 과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인상 깊었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 쌓여온 복잡한 감정을 시각화했다.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가 명확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나 기호 같은 요소들을 제외하고 표현하려고 하자,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즉, 감정은 명확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 만드는 과정에서 손과

눈으로 감각하고 형을 확정해 나가리라 생각하며 내부 심상에 주목했다.

감정은 명료하지 않았다.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맴도는 모순적 기억의

장면과 끝없이 침전하는 어두움은 눈을 뜨거나 감아도 거듭 느껴졌다.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로지 매 순간 새롭게 손가락에

닿는 찰흙 덩어리를 감각하며 반복적으로 붙여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찰흙은 밥그릇 모양에서 점점 넓어져 거꾸로 서

있는 원뿔 모양이 되었다. 머릿속에선 끝없이 확장되는 터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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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의 세계에 무게를 가진 물질로 옮겨진 흙덩어리는 무게 중심이

불안정한 원뿔 구조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래 표현하려 했던

이미지보다 덜 깊고 무겁고 딱딱하고 차갑게 굳은 원뿔 구조물은

상상하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있던 것과 만들어진 것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서와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결과물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의 상상 속 이미지가 정답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다. 상상은 주체가 만들어낸 자유롭고 독창적인 이미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의

이상적 집합체인 경우가 많다. ‘당연한 틀’은 여기에도 존재한다. 머릿속

이미지를 억지로라도 똑같이 구현하려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본인이

구속되어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그것이 현실에서 물질로 재현될 때

발생하는 차이,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야말로

‘당연한 틀’을 인지하고 넘어서게 도와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완성된 작품을 추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흙을 눌러 붙이며 상상한

이미지와 실제 물질 사이의 차이를 벌리는 일은 지속되었다. 이는 마치

내면에 남아 있던 ‘나’라고 단정지은 것들을 버리며 무소유를 향해

끝없이 수련하는 것과 같았다. 어느새 흙덩어리는 자신만의 성질과

모양을 가지고 실재하는 무게를 견디며 본인과 동등하게 마주 서

있었다. 본인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그저 마른 흙이 한쪽으로 기울어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흙을 덧붙여 줄 수 있을 뿐이었다.

작품이 부서지지 않고 홀로 서 있도록 전시실로 옮기는 일 또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었다. 마치 목발이 된 것처럼, 본인은 주체적으로

창작하는 작가의 위치에서 내려와 작품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일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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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흙과의 사투를 벌이며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물질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한 틀’에 따라 작품과 물질에

투사하는 얕은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시가 끝나자 마른 흙덩어리가 된 <골>을 부서뜨렸다. 오랜 시간

본인의 발목을 붙잡았던 상념들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그동안 이 물질과 부대끼며 들었던 정과 고생한 시간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말이다. 한때 작품 <골>이라 불렸던 조각들은

작품으로서 목적을 다 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3.2. 삭제된 과정

[참고작품 3]은 2015년 제작한 설치작품 <불맛>이다. 이 작품은 매운맛

이 주는 복잡한 쾌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맛’이라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은 이전 작품 <골>보다 더욱 막연한 형태에서 시작한 일이

었다. <골>이 추상적 ‘이미지’에서 시작되어 본인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

오브제를 큰 그림 안에 채워 넣듯 배치하는 작업이었다면, <불맛>은 추

상적 ‘감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그 형태가 막연했다. 머릿속에서

조차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맛’이라는 감각에 부합하는 순

간을 찾기 위해 물질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려보낼 때가 많았

다.

<불맛>의 작업 과정에서 오브제를 수집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물질

이 주는 감각이다. 본인이 오브제를 다루는 주체이지만, 오브제의 상태와

성질을 오브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만들기를 진행했다. 작업 과정 중

재료의 주체적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나는 ‘우연성’을 수용하는 과정

은 매 순간 본인을 망설이게 했다. 작업에 들어가는 요소는 모두 작가의

의도 안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

은 작가의 치밀하지 못함을 들추게 될 거라는 압박감이 발목을 붙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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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료들의 우연적 만남은 제거해야 할 실

수일 뿐이었다. 그러나 예술 작품까지도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표현해야 한다는 상식 또한 깨뜨려야 할 ‘당연한 틀’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재료와 몸으로 행동하고자 결정했

다.

[참고작품 3] <불맛>, 오브제, 가변 설치, 2015

이 행동은 구체적으로 접착제나 못 등을 사용한 접합 및 고정 작업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의 의지가 드러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물

질이 제압당해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접착제로 붙이거나 기계로

고정하는 손쉬운 방법은 가구나 일상용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율적인

접합 방식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적은 노력에 비해 깔끔한 외형과 안

전성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게 된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작품을 일정한 형식 안에 가두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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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질의 변칙적 가능성을 억압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된다. 제

작자의 한정된 상상력 안에서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살아있는 물질로서

의 작품을 감각하기보다 제작자가 재료를 사용하여 의도한 것을 찾아 감

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얹기, 걸치기, 끼우기, 덮기 등 사

람의 의지가 비교적 덜 드러나는 우연의 접합 방식이다. 이는 사람보다

물질에 비중을 두기에 물질의 고유한 물질성을 증폭시킨다. 이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감각을 물질로 발현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전자보다 비효율적이지만 물질의 생생함을 살릴

수 있는 후자가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각목을 얹고 끼우며 우

르르 무너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낯설고 매력적인 지점과 만

날 수 있었다. 작품 제작에서 본인의 역할은 수동적으로 오브제 간의 자

연스러운 접촉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

는 사물들의 풍경을 보며 “예, 아니요”로 확답하는 것 외엔 본인이 할

일은 없었다. 그 결과,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브제 간의 날렵한 접

촉면이나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엮어진 상태가 자연스럽게 심리적 긴장감

을 유발하며 완성되어 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도달할 수 있

는 최고의 표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작품 <골>과 <불맛>을 제작하는 과정은 물질을 다루는 방식에서 표면

화된 ‘당연한 틀’에 맞서 재료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물리적 결과들을 적

극적으로 작업에 수용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수가 동의하는

문법을 거스르는 작업은 견고한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이었다. 당연하지

않은 길은 무언가에 저항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존재할 것 같지만, 그 당

연하지 않은 길 역시 기준이 되는 틀이 있어야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

다. 즉, 또 다른 인위성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의 틀에 반대하는 것으로 그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당연한 틀’을 깨면서 맹목적인 저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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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브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열해

보았다. 가장 먼저, 오브제를 일자로 늘어놓아 울타리처럼 만들려고 했

다. 울타리가 가진 안전함이라는 기능을 역이용하여 부실한 울타리를 만

들다가 다시 해체하기를 반복했다. 다음으로, 나무토막을 두 개만 추려서

양쪽에 길게 장대처럼 세우고 중간에 빨간색과 검은색이 그러데이션 된

실크 천을 걸어 아래로 펼쳐지게 해 놓았다. 신기하게도 색깔천이 넓은

면적으로 드리워지며 작품 전체가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결과물을 보니

이러한 특징적 요소만으로도 간결하고 효과적인 감각의 인상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품이 진부하게 느

껴져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색깔이 주는 인상에서 얻은 즉각적

효과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처럼 느껴졌고, 그 이미지 역시 얕은 보

편성에 그친다는 인상을 받았다. 본인은 다시 각목들을 흩으러 놓고 하

나씩 서로에게 기대어 놓기 시작했다. 지탱이 되지 않자 그 위에 주황색

그물을 얹어 보았다. 힘이 없던 사물들은 그물에 걸리자 힘을 모아냈다.

다른 오브제를 끼워 넣을 공간들이 생겼다. 계속해서 각목을 아슬아슬하

게 얹고 그 위에 고통스럽고 날카로운 촉감을 주는 것들, 그리고 붉은색

과 날카로운 것들과 함께 놓였을 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노란색 공을

얹었다. 그렇게 사물들이 매 순간 마주치며 만들어내는 감각을 관찰하며

더해가는 방식은 원시인이 나무와 나무줄기로 자신의 거처를 만드는 것

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가진 자연법칙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변형을 가

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물질은 각자의 무게와 형태에 따라 다른 물질과

안착하는 접촉면들을 만든다. 인위적 계산이 없기에 완벽히 맞아 떨어지

지 않고, 지탱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해 무너지기도, 굴러떨어지던 중 임시

로 어딘가에 걸려 멈춰 있는 등. 우연한 과정이 모여 작품의 형태는 예

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원시적 방식에서 그동안 물질

을 다루며 잊고 있었던 감각의 자극을 느꼈고, 견고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경험에서 오는 낯선 감각들을 느끼며 그동안 당연하게 신뢰

하던 것들이 얼마나 인위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불맛>은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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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는 눈앞에 놓인 사물을 당연히 다

룰 수 있다는 위계의 틀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행

위의 작업이었다.

3.3. 흔들린 범주

취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경험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면서부터였다. “나는 이런 사람

이야”라고 말한 지인은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적 취향에 따라 만남의 선을 그어버린 지인의 태도가 혼란스럽게 느껴졌

다. 누구나 자기 취향을 추구할 수 있다.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에 의존한다고 믿

었던 취향이 이미 정해진 범주 안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인 것처럼 확고하게 추구하는 모습

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취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비단 성에 국한되

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범주화된 취

향을 받아들여 자신의 취향을 몇 단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러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범주화된 취향 안에서는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에 사라지는 것

중 유독 관심이 갔던 ‘감각’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왔

던 작업과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만들기를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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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취향선택연구>, 혼합 오브제, 2x2(m), 2016

[작품 2-1] <취향선택연구 – 세부 이미지>, 혼합 오브제, 2x2(m), 2016

[작품 2], [작품 2-1]은 취향에 관한 작업의 결과물인 <취향선택연구>

다. 이 작업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다. 임의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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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감각 혼합물을 배치해놓은 작업은 관람객이 배치된 혼합물을

직접 만져보며 자기 비닐 주머니 안에 넣게 하여, 자기 취향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작업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작품을 채울 감각적 물질을 수집했

다. 집, 화방, 쓰레기장은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빨랫비누를 받고, 끄트머

리에 폼이 붙어있는 연필과 랩에 칭칭 감긴 택배 완충재도 받았다. 감각

의 조각을 제작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주로 사물의 기능을 해

체하여 그 본연의 재료적 성질만 남겨 다른 재료와 결합해 새로운 촉감

경험을 만들어 내었다. 형태와 무게만을 남기고 천으로 표면을 덮어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물질로 느껴지는 묘한 상태를 표현하거나,

천에 바느질을 해서 본인이 창작한 형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물질성이

강한 재료는 본 모습 그대로 놓아둔 경우도 있었다. 작업 초기엔 작품을

넓은 공간에 퍼뜨려 놓고 싶었지만, 제작한 조각들이 많지 않아 임시로

만든 독립적 사각 공간 안에 퍼뜨려 놓았다. 사각 공간은 베일 같은 천

을 커튼 모양으로 내리고 바닥에는 사각형의 천을 깔아 범위를 제한했

다. 자유롭게 자기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커튼을 쳤으나 천이 너무 얇

아 안과 밖을 구분하고 공간에 들어간 사람이 아늑함을 느낄 효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작업 과정에서 관객이 작품에 원활하게 참여했는지, 취향을 선택하는

과정과 결론이 관객에게 열려 있었는지 자문했다.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미 본인은 지인과의 만남에서 성적 관념에 관한 ‘당연한 틀’

을 느꼈다. 작품 <취향선택연구>는 이를 깨뜨리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작업으로, 유형화할 수 없는 감각적 물건들을 생산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결론적으로 관객은 본인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행동해야만

했기에 온전히 자유로운 참여를 했다고 단언하지 못하겠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감각 덩어리를 만드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었다. 본인은 감각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며 작업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굳

어진 취향의 범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사물이 물리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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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재결합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볼 때,

늘 당연하게 떠올렸던 쓰임새나 이미지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느낀 부분에서 그랬다. 분류되지 않는 감각들을 바라보며 이전에는 막연

하게 따랐던 취향의 범주를 다시 엄밀하게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음을 느

끼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작품 <취향 선택 연구>는 선호하는 감각의 범

주를 감상자가 스스로 생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지만, 결

과적으로, 취향의 생성이 아닌 기존에 갇혀있던 범주의 경계를 인지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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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로서 자각되는 몸과 틀

물질로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질의 무게, 쉽게 부서지

는 강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성질들을 겪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물질

을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과 육체적 갈망에 따라 이미 겪었던

고난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구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것 같다. 이상하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의 행동이 원초적인

곳에서 물질을 향한 본인의 행동과 겹쳐 보였다.

4.1. 몸

몸은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인식의 가장 큰 근거다. 공간을 이루는

공기와 바닥과 물질들은 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각되고, 심지어 몸의

무게도 몸의 감각 대상이 된다.

인간은 물질과 맞닿아 있을 때 심적 평안함을 느낀다. 반대로, 물질과

떨어져 홀로 있을 땐 의식하지 못하던 몸이 인지되어 커다란 불안감이

찾아온다. 같은 몸이지만 어떨 때는 가볍고 어떨 때는 무겁게 느껴진다.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은 몸이 물질에 붙어 있을 때다. 가령,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와 끈끈하게 접촉하고 있을 때 몸은 가볍게

감각된다. 왜 그럴까? 몸이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에 붙어 있는 사물과 사람이 자기 존재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어느 곳에도 닿아 있지 않을 때 몸은 무겁게

느껴진다. 잊고 있던 몸의 무게를 의식하게 되어 이유 없이 존재하는 몸

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이내 먹먹해지는 것이다. 직관적인 생각

이지만, 몸의 존재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질문의 답을 모른다는 사실은 모든 불안의 원흉이 된다.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몸은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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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몸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존

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는 인간은 그 존재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중심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을 나열한다. 마치 몸을 둘러싼 물

리적 풍경이 몸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

다. 물질의 나열은 사고의 틀을 만드는 행위와 같다. “나의 몸은 이 물질

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외부 물질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연결시킨

인간은 물질을 통해 자아의 안정감을 얻게 된다.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존재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

고, 자기 존재를 변명하려는 몸은 이상한 물질이다. 다른 물질과 자신을

동시에 인지하기에 불안하고, 다른 물질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

을 귀속시키며 불안에서 벗어난다. 비대해진 물질에 몸의 존재를 덧입히

면서 말이다. 물질의 영향력이 클수록 몸의 존재는 다른 가치에 잠식당

하며 정당화되기 때문에, 귀속되려는 열망은 비례하게 된다.

본인은 소유 개념도 몸이 자신의 존재를 변명하려는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이성’도

소유하기 위해 기능하는 연장된 몸이자 아름답게 나열된 물질을 향한 욕

망의 발현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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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몸>. 실란트, 종이, 2017

[작품 3]은 무겁게 느껴지는 몸을 표현한 작품 <몸>이다. 어디에도 속

하지 않은 몸이 덩그러니 벽에 걸려있다. 앞서 말했듯이, 몸의 물리적 형

태와 무게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신이 인지하는 몸의 무게는 달라진다.

몸은 외부에 드러나는 물질과 그 안에 담긴 자아 사이를 오가며 인지적

지점에서 감각된다. 이때 감각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신적 소속감

과 반비례하여 자신에게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를 반영한다.

이 작품은 소속감 없는 상태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몸의 단면을 표현한

다. 도화지 위에 살색과 초록색의 실란트를 발라가며 민달팽이 같은 형

체와 배경을 그렸다. 실 란트가 마른 뒤 다른 색의 실 란트를 덧바르고

마르면 또 덧바르는 작업을 반복하여, 어느 정도 두께감이 올라오자 도

화지에서 민달팽이 형체의 몸 부분을 도려냈다. 화면 전체에서 분리된

몸은 마치 살가죽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재료가 동일한

밀도로 발려진 화면에서 오려져 나와 평평한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

걸린 몸은 홀로 두꺼운 밀도감을 풍기며 주변과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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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끈적임과 몸의 독백

논문 초반에 설명했던 작업 <테이블>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

틀을 가시화하기 위해 테이블의 형태를 빌려 왔다. 당시에도 틀과 몸이

무관하지 않게 붙어있는 형태로 표현했었는데, 직관적 표현이었기에 그

관계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후 몸에 대한 감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틀은 곧 몸이자 자신을 귀속시키기 위한 물질의 나열방식이

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작업에 반영하려 했다. 틀과

몸 그리고 물질성을 함축하는 새로운 구조는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사라

질 수 없는 철저한 물질로서,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진 것으

로 그려졌다. 본인은 ‘끈끈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재료들을 찾아다녔다. 테이프, 풀, 슬라임, 실리콘, 실 란트 등 여러

가지 물질을 모아 던지거나 붓거나 늘리면서 물질이 주는 느낌이 연상되

는 몸과 일치하는지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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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스티키 사우루스>, 오브제, 실란트, 2x2x1.5(m), 2017

[작품 4]는 몸과 물질 사이에서 반복되는 점착을 구조화한 작품 <스티

키 사우루스>다. 지난 작품들과 같이, 몸이라는 상징을 점착제에 부여하

였고, 오브제들이 관계를 맺어가며 점차 거대화되는 작업이다. 본인은 이

틀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얹고 뿌렸다. 그렇게 진행하던 작업을 어느 순

간 잊어버리고 방치하기도 했다. 본인이 작업실을 옮길 때마다 이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충격을 받아 부서져 본래 모양이 바

뀌기도 했다.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변형되며 변화하는 작업은 끈적이는

것과 사물들의 밀착을 통해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규칙들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밀착

되어 안정감을 찾는다. 이러한 반복은 몸과 매우 유사하다. 끈끈하고 유

동적인 재료와 사물의 밀착 관계를 관찰하며 의미를 부여하여 몸의 감각

적 성질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재료들의 표

현 가능성을 더 알아보기 위해 재료실험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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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테이프 던지기>. 초록색 테이프. 가변크기. 2017

새롭게 주목한 재료는 테이프이다. 끈끈한 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동그

랗게 만 테이프 고리를 반복적으로 붙여가며 몸과 비슷한 실루엣 덩어리

를 만들었다. 만들고 보니 문제없이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을 법한 형상

이었다. 한편으로는 결과로 나온 작품의 보편적인 형태가 본인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껴졌다. 실망감에 젖어 테이프 덩어리를 말아서

구석에 놓고, 새로운 테이프를 뜯어 동그랗게 굴린 후 벽에 던져보았다.

누렇게 색이 바랜 황량한 벽에 처절하게 붙어버린 테이프 조각은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웠다. 이후 넓은 벽을 다 뒤덮을 생각으로 심심할 때

마다 둥글게 만 테이프를 던졌다.

[작품 5]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며 만든 <테이프 던지기>다. 이 작업

을 하며 테이프로 가득 찬 벽을 보니 모종의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가만

히 있던 공간을 변형시키고 정복하려는 인위적 욕망이 느껴져 불편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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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벌거벗은 몸이 덜렁거린다>, 실 란트, 오브제, 60 x

20(cm), 2017

벽에 테이프를 던지는 작업에서도 여전히 작품 어딘가에 몸이 부재해

있음을 느꼈다. 테이프는 끈끈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몸을 떠올릴만한

인상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추가로 [작품 6]에 해당하는 작품 <벌

거벗은 몸이 덜렁거린다>를 제작했다. 이 작업에서는 지난 작업에서 사

용했던 테이프가 아닌 다른 끈끈한 재료를 찾으려 했다. 이번에는 재료

실 란트를 집어 들어 물감처럼 종이 위에 바르고 글씨를 써보기 시작했

다. 실 란트 특유의 부피감과 뛰어난 접착력과 색이 몸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았다. 이후 나열된 물건들 위에 재료를 사용하여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몸이 자신의 무게를 감각하며 독백할 것 같은 말들을 적었다.

그 문장들은 언어이면서 동시에 물질인 묘한 지점에 있었다. 그다지 유

쾌하지 않은 문장과 부피감 있는 물질이 하나 되어 물건들을 탐하며 쓸

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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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하루가 평탄하다>, 실란트 종

이테이프, 가변설치, 2017

[작품 7-1] <하루가 평탄하다 – 세부 이

미지>, 실란트 종이테이프, 가변설치,

2017

[작품 7], [작품 7-1]은 인식에서 멀어진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을

표현한 작품 <하루가 평탄하다>이다. 지난 작품 <벌거벗은 몸이 덜렁거

린다>에서 몸의 독백을 실 란트 문장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에서 독백하는 몸의 이야기를 실 란트로 썼다. “하루가 평탄하다”는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황에서 가볍게 느껴지

는 몸을 표현한 문장이다. 특히 이 문장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것은 몸

이 하루를 평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역설이었다. 이를 위해 문장을 공

간에 설치하여 심리적인 상황과 물리적인 상황 모두를 은유하고, 관객이

작품과 마주치는 순간 역설에서 오는 긴장감을 느끼도록 설치를 진행했

다. 먼저, 문장을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동선을 고려하여 다소 걸리적

거리는 위치에 배치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문장을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그중 만족스러

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세 줄의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모서리에서 만나는 종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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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들을 한데 모아 실 란트 문장에 연결했다. 그렇게 문장은 종이테이

프에 매달려 공중에 뜬 상태가 되었다. 문장 자체가 가벼운 물질이라 불

안정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종이테이프의 끈끈한 정도가 약해 언제든 떨

어질 수 있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보자 중력과 접착력 사이에

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느껴졌다. 그 긴장감은 문장의 내용인 평탄함과

정반대로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몸을 은유하는 문장 ‘하루가 평탄하

다’는 자신이 놓인 모습을 통해 문장 속에 숨겨진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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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인의 작품은 사회적이지 않다. 본인의 작업은 사적인 영역에서 원시

적 감각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더 중요한 것은 인식하지도 못하는 내 삶의 문제라 생각했다. 적당

히 아는 지식을 뒤섞어 뱉어내는 뜬구름 잡는 말들, 열심히 추구하지만

순식간에 뒤바뀌는 가치들, 일시적으로만 채워질 뿐인 결핍들. 일상에서

마주하는 혼란의 순간들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으

키는 일이지만,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늘 달고 다닌다. 어떤 행

동의 의도를 “그냥”이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할 때면 어디

서부터 이런 비약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진다.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

고 싶어지는 순간이다. 따라서 흐릿해진 정체성을 더듬어 보기 위해 작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외부에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언어로

논할 수 없는 정당성의 끝에 닿는다. 여기서 존재의 불확실성과 만난다.

인간은 물질로서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자각하며 존재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물질로 실재하는 ‘나’

의 확실성과 비물질로 실재하는 ‘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찾아오는 이질

감을 느낀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찾아오는

불안감은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언제나 무한한 공

간과 시간 안에서 유한한 어느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형체를

상상하며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이

상상의 이미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물질로부터 얻은 감각 정보들이 매 순간 내면의 감정과 뒤섞이게

되어, 실재하는 것 보다 더욱 생동감 있게 재창조된 감각 덩어리. 본인은

이것을 존재의 근거가 되는 몸이자 자아라고 인식한다. 이 감각 덩어리

는 매 순간 감정에 따라 변한다. 형체, 감각, 분위기 등 어느 것 하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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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 없다. 본인은 이를 포착하고 물질을 통해 표면화하여 현실에서

실재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본인은 이미 알고 있던 감각 경험들을 다시 감각하며 그 감각들을 재창

조했다. 무형의 상태를 실재하는 물질 상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시 감

각의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때 두 개의 선택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당

연한 틀’의 개입을 수용하며 그 안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

연한 틀’을 인지하고 경계하며 그것을 비트는 재창조다. 본인은 ‘당연한

틀’을 따르는 행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맹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맥락을 따를 수 있는 후자를 선택했다.

본인과 물질 사이에서 새로운 감각 덩어리로 재창조되고 범주화된 것들

은 본인만의 고유한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인 <골>,

<불맛>, <취향선택연구>, <몸>, <스티키 사우루스>, <테이프 던지기>,

<하루가 평탄하다>, <벌거벗은 몸이 덜렁거린다>는 그 결과물이다. 작

업과정에서 사물들은 일상의 역할을 벗어나 감각적 결합체로 재창조되었

다. 물질화된 감각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은 평소 당연하게 여

겨 무감각해진 몸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고, 존재하는 자신을 긍정하는

행위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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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works on alienated

senses

- Handling substances to revive sensations

that have moved away from consciousness.

Jang, Yoon Jung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ains the universal laws in which existing objects

are listed, and deals with dis-assembling and re-arrangement of them

according to the artist's sensory discovery.

I perceive that things that exist in my daily life are listed irrelevant

to me, and I have been perceived it as a abrupt material. The

unfamiliarity that I have been felt at that moment has made me

possible to reflect on myself who has not been perceived as

subjective. Things seem to be in a natural position and use as if

universal laws existed. I tried to get rid of this use and ord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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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to revive the senses that had been distanced from

consciousness and to feel more subj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 series of works that collect and arrange things in

chronological order.

The fact that the body of man as well as matter exists in universal

and physical laws can stimulate human anxiety. In this paper, I will

describe the reason why human beings feel insecure and explain the

body's desire which is 'substance with self' based on experiences

that I feel intuitional. It will also contain artworks which expose

human anxiety and the body's desire through material, text and

connecting with material.

In conclusion, this paper can be regarded as a series of processes to

find the answer to the self which is not sensed by been listed

things according to universal law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rule of universal values, the act of

transforming objects in physical law is not irrelevant to the material

human being, but allows us to see the existence of the independent

body beyond consciousness. This process helps us to feel the ego by

revealing the anxiety and desire for the unavoidable things on the

surface. Therefore, in this paper, I concentrate on the things that can

cause cracks in the framework of repetition of empty daily life

without perceiv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body by making

artworks. It can be seen as a series of processes for finding the

answer to the self that is not percei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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