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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은 특정한 계기로 실제로 폭력을 목격하기 이전까지 인간의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 왔다. 폭력사건과 인간의 폭력성이

본인의 삶 저편의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들에

집중하게 됐다. 특정한 폭력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관심은 점차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동시에 우리가

타인의 폭력사건을 바라볼 때의 타자적 시선을 인식한 후 ‘피상적

이해’와 내재된 폭력성이 인간 본연의 잔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폭력과 폭력성을 바라보는 인간의 피상적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다.

본론에서 첫 번째로 피상적 이해에 대한 표현 양식을 기술했다. 폭력

이 보여주는 겉 표면을 부각하고 폭력사건과 폭력성을 이면에 단서로 제

시했다. 이는 ‘피상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돼지가 도축되

는 과정의 잔혹함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도축을 재현할 필요는 없듯이

본인은 폭력을 재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한 흔적을 가져

오는 일이 보다 폭력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은 폭력이

일어난 시점의 실시간의 과정보다는 폭력의 흔적이 담겨있는 멍이나 돼

지 피부 등의 소재에 주목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 피상적 이해

의 표현을 위해 미화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미화는 사건의 본

질의 접근을 방해하고 겉 표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한다. 폭

력에 대한 미화는 우리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표면에 머무를 수

있냐를 극단적으로 보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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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폭력사건과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

서 드러나는 폭력성을 주제로 한 작업들을 다룬다. 본인은 폭력의 겉면

을 부각시킴으로 우리가 가진 피상적 이해의 태도를 스스로 직관하게 만

들고자 했다.

주요어: 폭력, 폭력성, 피상적 이해, 피상성, 미화, 잔혹성

학번: 201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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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폭력에 대한 인식형성

본인은 성인이 되기까지 실제 폭력1)과는 큰 관계없는 삶을 살아 왔다.

뉴스, TV등을 넘어 들은 폭력들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간접적인 방식으

로만 존재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이지만

한없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히 내 삶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에는 항상 불명확한 감정이 들곤 했다. 이름을 붙일 수 없

어 실체가 잡히지 않는 이 감정은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고 골몰할 수

도 없었다. 정의되지 못한 감정을 대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묻어둔 채로

지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러 간 곳에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가 겪은 폭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드문드문, 꾸준하게 다

니던 집 근처 복지관에서 신뢰를 받기 시작했을 즘, 여성의 집에서 도움

을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봉사활동을 하러 갔

다. 여성의 집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로 이름 그대로 여성들

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곳이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처음 인연을 맺은 곳

은 숙식이 가능한 소규모 쉩터로, 혹시나 가정폭력의 가해 당사자가 찾

아올 것을 대비해 주소 노출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곳이었다. 본인이 하

게 된 일은 신고를 위한 기록과 증거사진을 찍는 일이었다. 점차 활동을

하며 한 중학생과 친해지게 됐고 이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본인은 이곳에서 목격한 폭력 사건을 기반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본인은 이 폭력을 목격한 후 그것들이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1) 일반적으로 폭력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해된다. 본인은 여기서 폭력을 단순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복합적 형태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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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본인의 주변에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그동안 제대로 인지하지 못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심했는지 깨닫게 되

자 본인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을 한 후 점차 본인의 관심사는 특정한 폭력 사건을

넘어서서 본인 주변에 만연한 폭력들과 보다 추상성을 가진 인간 내면의

폭력성으로 확장됐다. 어찌 보면 새삼스러울 수 있는, 본인을 포함한 모

두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들과 그 폭력들이 피

상적인 이해에만 머무르는 잔혹성을 말하고자 했다. 목격한 가정폭력이

나 여성폭력을 포함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무심하게 뱉는 말들, 행하는

폭력들, 나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것들(다른 동물을

먹고, 식물을 베는 등)에도 폭력들은 잠재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

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으며, 설령 그것들에 대해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내 잊는다. 본인은 이러한 태도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한 폭력과는 다른 잔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이것

을 인간 본연이 갖는 피상적 이해의 태도라고 이해했다.

폭력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 불안감과

불쾌감의 발산이다. 폭력은 본인이 불완전하게 인지했던 세상에 대한 단

편과 인간에게 내재된 잔혹성을 보여준다. 폭력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본인은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본인 안에 내재된 폭력성에 대한 불쾌감을

발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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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상적 이해

본인은 사람들의 폭력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 이해에 머무른다고 생각

했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

에 대해서도 피상적 이해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본인에게

폭력의 가해자가 주는 잔혹성과는 또 다른 형태의 잔혹성을 느끼게 한

다. 중국에는 '부관셴스(不管閑事)'나 '부리타(不理他)'라는 단어가 존재

한다. 이는 한가한 일이나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뺑소니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하기까지 18명의 행인이 보고 지나가

결국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무관심이 갖는 잔혹성이 어떤 형태를 갖는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은 폭력사건이나 폭력성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가 갖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작업 <어떤 진실>

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를 언급하고자 했다.

(작품 1) 어떤 진실,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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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어떤 진실-세부,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6

 

<어떤 진실>은 창고 안쪽에 설치했던 작업이다. 관람자는 암실에 돌

아가는 작은 전등 빛에 의존해서 사물들을 보게 된다. 바닥이나 의자에

설치된 사물들은 쉘터에서 친해진 한 학생이 집에서 맞은 물건들로 구성

되어 있다. 가위, 밥그릇, 숟가락과 같은 일상용품들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음을 암시했다. 본인은 돌아가는 빛에 의존해서 보려고 해도 전체

사물들을 한 번에 파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이 환경을 통해 우리

가 가진 피상적 이해의 태도를 은유하고자 했다. 돌아가는 빛 아래에선

전체를 파악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사건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역시

본질을 직관하지 못하고 겉 표면만을 차례로 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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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피상성의 표현

본인은 작업을 통해 폭력성을 보이는 외피를 부각하고 그 이면은 단서

로 제시하였다. 이는 ‘피상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박피된 짐승, 껍질이 벗겨진 과일의 표상을 들어 존재의

내면은 사실 없는 것이며, 인간의 신체나 자아는 살과 살의 상호교접의

상태에서 번쩍임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2) 본인은 존재나 자아처럼 사건

과 관념 역시 내면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건이나 관념의 표피에 불가하고 그 이면은 추론의

영역이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로 존

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들뢰즈는 “신체는 뼈와 살이 각기 다른 것

을 위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각으로 보면 뼈가 신체의 물질적 구조이

고 살이 형상의 신체적 재료일 때만 밝혀지게 된다.” 라고 말했다.3) 우

리가 신체를 바라볼 때 살을 볼 수 있지만 뼈를 볼 수는 없듯, 어떤 사

건의 구조에 대한 접근보다는 겉표면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본인

이 생각한 피상성이었다. 본인은 서로의 존재를 비롯하여 경험마저 표면

에서 겉도는 것이 ‘피상적 이해’의 태도라고 가정했다. 우리가 피상적 태

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은 오히려 표피를 강조하

는 방식으로 작품표현을 했다. 표피를 강조하는 행위는 얼핏 이면의 폭

력성을 가리는 행위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피를 강조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던 폭력사건에 대한 단서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 강조를 통

2) M. Merleau-Ponty, 『눈과 마음』, 마음산책, 김정아 옮김, 2008, 43p

3)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 민음

사, 하태환 역, 1995, 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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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면의 폭력사건을 추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폭력성이 드러나

게 된다. 돼지가 도축되는 과정의 잔혹함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도축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폭력이 일어난 시점의 실시간의

과정이 아닌 폭력의 흔적이 담겨있는 소재들을 주목하여 본인은 멍과 돼

지피부가 간직하고 있는 폭력 사건들을 위주로 표피를 부각하여 표현했

다.

2.1.1 멍

멍은 타박상을 통해 피부 속에 맺힌 피가 고인 상처를 말한다. 본인이

작업에서 사용하는 멍은 본인의 멍이나 ‘여성의 집’에서 찍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증거 사진들을 바탕으로 한다. 멍을 통해서 우리는 타박상의

흔적을 알 수 있으나 멍이 사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것이고 그들이

무엇에 맞았고 어디에 찍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결국 피해자들

의 피부 층을 경계로 우리는 폭력 사건의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만 체득

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혹 어떤 집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폭력에 너무

익숙해서 멍 자국조차 안 나게 때린다고 했다. 그때 본인이 할 수 있던

일은 최대한 대비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폭력의 흔적을 잡아내

는 것 밖에 없었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적절한 증거가 없다면 이미 일

어난 폭력 사건도 없는 것으로 전제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식이

피상성을 전제로 작동함을 느낀다. 본인에게 있어 멍은 우리가 사건과

사물을 얼마나 표면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소재였다. 뿐만 아

니라 폭력사건에 대한 인터뷰나 서류보다 더 직접적인 폭력의 속성을 갖

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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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멍3>작업에서 이 멍의 크기를 키우고, 색을 더 강하고 진

하게 표현했다. <멍 3>은 쉘터에서 찍은 증빙사진속의 멍 이미지를 트

레이스 하여 돼지피부위에 문신으로 재현한 작업이다. 일반 염료와 다르

게 문신된 멍은 돼지 피부 위에 고정되어 지워지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

의 멍도 점차 사라지지만 <멍3>의 문신된 멍들은 사라지지 않는 폭력의

증거로 남게 된다. 돼지의 피부들을 실로 기워 거대하게 이어진 하나의

피부로 보이도록 했다. 과장된 색과 크기는 타박상에 대한 증거이다. 작

업에서 재현된 멍들은 실제 일어난 폭력으로부터 생긴 멍과 성질을 달리

한다. 이는 본인으로 인해 재구성된 멍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른 폭력사건에서 찍은 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처처럼 시간성이나

인과 없이 중첩되어 표현했다.

(작품 2) 멍 3, 돼지피부, 문신 잉크, 고무줄, MDF, 
120x120 (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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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멍 3-세부, 돼지피부, 문신 잉크, 고무
줄, MDF, 120x120 (cm), 2016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던 무렵 쉘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

처를 내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새삼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정폭력이라는 큰 범

주 아래 개개인이 겪은 폭력은 공유될 수 없는 각자의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멍>연작들에 멍의 주인과 사건경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멍들이 쉘터에서 수집된 것까지만 밝히곤

했다. <멍3>의 기워진 피부와 중첩된 멍들은 쉩터의 사람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로 모여 있지만 서로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서 폭력의 참혹성을 느낌과 동시에 개

개의 경험들은 모호하고 피상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자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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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북, 돼지피부, 고무줄, 세라믹, 80x80x15(cm), 
2017  

2.1.2 돼지의 피부

처음 멍을 사실적 표현하기 위한 바탕소재로 사용했던 돼지피부는 본인

에게 있어 피상성을 표현하는 주된 소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돼지피

부를 보면 처음 쉘터에서 느꼈던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느

꼈다. 이들의 피부는 약자를 떠올리게 하고, 먹히는 존재를, 착취된 삶을

연상시킨다. 이들의 피부에는 도축 당시의 멍 자국과 찢긴 상처가 자연

적으로 보인다. 피부를 보면 피부로 잘려나가기 전까지의 도축과정에 대

한 상상이 가능하다. 다듬어져 먹히고 끝날 뿐인 돼지의 피부를 갖고 오

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착취된 삶의 마지막을 보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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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북>은 이 돼지피부를 일반적인 가죽처럼 이용해서 상처 입은 표

면을 극적으로 보이고자 진행했던 작업이다. 북은 원시부터 이용된 타악

기로 몸체 위의 가죽 부분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사전에 등

재된 단어인 ‘동네북’은 만만하거나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인은 북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도축된 돼지

의 처지가 자연스럽게 연상되기를 바랐다. 일반적으로는 잘 다듬어진 소

가죽으로 제작되는 북의 표면을 돼지의 피부로 바꿈으로써 관람자로 하

여금 꺼림칙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도축과정에서 생긴

멍이나 상처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으며 가죽표면을 넓힐 때에

는 실로 팽팽하게 잡아당겨 찢어진 단면이 보이도록 만들었다.

(작품 4) 살과 기름, 혼합매체, 170 x 160 x 
10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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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살과 기름>은 돼지 피부가 건조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을 작품 내용에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진행했다. 더치커피를 내리는 유리

병, 플라스크 관을 따라 떨어지는 액체는 멀리서 보면 잘 꾸며진 실험실

처럼 보인다. 돼지 기름, 돼지 피부를 다듬고 매달면 거기서 돼지의 기름

(라드)이 나온다. 본인은 천장에 비닐막을 설치하고 돼지 피부를 늘어트

려 기름을 떨어져 나오게 했다. 작업<살과 기름>에서 본인은 도축된 피

부를 잘 말리고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을 추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었다. 추출된 기름은 연료일수도 비누가 될 수도 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기름은 쥐어짠 피학자의 엑기스를 상징한다. 엑기스가 추출되는 시

스템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누리는 것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착취와 내재된 폭력을 보이도록 했다.



12

2.2 미화라는 껍데기

본인에게 있어 미화는 또 다른 표피로 작용한다. 미화시키는 행위는 관

람자의 인식이 보다 피상적 단계에 머무르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본

질은 점차 잊히고 드러난 겉면에만 집중하게 된다. 아름다움으로 무장된

소재들은 시선을 끌고 오래 바라보게 만들지만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이

미 일어난 폭력사건이나 폭력성이 존재한다. 관람자가 폭력성을 발견하

는 순간부터 작품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긴장감을 갖게 된다. 여기서 아

름다움은 다시 관람자의 이완을 돕는다. 이러한 긴장-이완의 반복을 통

해 폭력성에 대한 몰입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폭력에 대한

미화는 우리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표면에 머무를 수 있냐를 극

단적으로 보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미화는 표피를 부각시켜 폭력의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한층 폭력을 찾기 어렵게 만들지만 한번 폭력

성을 느끼게 되면 아름다움과 폭력간의 대비로 인해서 더 강화된 폭력성

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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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투영

(작품 5) 투영 3, UV프린팅 필름, 패널창문, 
300x70(cm), 2016

<투영3>은 반지하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을 때 전시장 창고에 설치

한 작업이다. 실제 창고에서 사용하는 셔터 문의 아래 측에 패널 창문을

설치하여 반지하 집의 창문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제작했다. 창문 유리의

이미지 역시 쉘터에서 가정폭력을 기록한 증빙자료로 찍은 실제 멍 사진

이다. 이 사진들을 종교건축물의 창문 장식인 스테인글라스처럼 보이도

록 이미지 편집으로 조각낸 후 필름지에 인화하여 부착했다. 현대 건축

물에도 이용되는 스테인 글라스는 빛의 효과를 이용한 창문 장식물로서

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음침한 창고와 빛이 주는 대비는 실

제 범죄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상과 아름다움을 공존하게 한다. 본인

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가 숭고한 희생이나 묻어두어야 할 과

거로 읽히지 않기를 바랐다. 서로 다른 속성으로 보이는 스테인글라스와

반지하집 창문를 연결시켜 <투영3>에서 멍이 갖는 의미가 다층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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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칼라링 북

<칼라링북>은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해 전시했던 작업이다. 사진 속의

멍을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채색이 가능한 컬러링 북 도안

의 형태로 변환했다. 이 책은 멍임을 추론할 수 있는 아주 사실적인 묘

사부터 추상적인 도형까지 여러 가지 도안으로 채워져 있다. 칼라링북은

리워드 품목4)중 하나로 제작했으며 전시장에는 더 큰 도안으로 관람객

들이 도안 위에 채색이 가능하게 전시됐다. 칼라링 북은 복잡한 문양으

로 된 종이 위에 다양한 색을 칠하며 놀 수 있는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흔히 힐링을 위한 취미 생활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칼라링북의

형태를 차용하여 관람객과 후원자들이 멍에 색칠 놀이를 할 수 있게 했

다. 멍이 가진 폭력성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보다 일상적인 행동에

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다. 예쁜 색과 꽃, 기하학적 패턴 등

으로 채워진 멍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멍 안에는 이미 일어난 폭력

사건이 전제되어 있다. 놀이처럼 시작된 색 채우기는 점차 색이 칠해질

수록 이것이 멍자국임을 인지하게 만든다. 이내 아름다워 보이는 이 놀

이의 끝에 색칠하는 이는 폭력사건과 대면하게 된다.

4) 텀블벅, 2011년 6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

트. 영화, 음악, 미술, 출판, 건축, 사진, 디자인, 미디어아트, 게임, 요리 등등

의 문화창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이 프로젝트에 후원자들이 돈을 후

원하는 형식이다. 일정기간 내에 목표 금액이 모이면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

되며,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후원자

를 위한 후원금액 별 리워드가 차등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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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멍 칼러링 북 Color your bruises,  
30x20(cm), 2016

(작품 6-1) 멍 칼러링 북 Color your bruises- 
개별 페이지,  30x2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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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나으 정원

(작품 7) 나으 정원, 식물, 비닐, 배양토, 자외선
LED, 가변설치, 2017

<나으 정원>을 통해 일상적인 정원가꾸기로 보이는 행위의 폭력성을

극대화하여 보이고자 했다. 본인은 앞서 돼지의 피부를 보며 착취된 삶

을 연상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착취된 삶, 주체성을 잃은 삶을 정원의

식물에서도 연상한 적이 있었다. 전시장에 수단으로 사용되고 대상화된

식물들로 구성된, 나만을 위한 정원을 만드는 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동일한 연상이 일어나길 바랐다. 본인은 본인의 미적인 감각으로 아름답

다고 생각되어지는 식물을 선택해 공공장소나 들에서 뽑아왔다. 식물이

원래 자리한 곳에서 그 장소에 맞게 자잘하게 내린 뿌리를 억지로 끊어

낼 때에는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물씬 든다. 그것은

식물이 누군가의 소유물이고 그것을 훔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

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본인으로 인해 도난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정원 구성물인 식물들과 함께 식물을 몰래 채취해올 때의 영상을 제

시하여 이 식물들이 수단화, 대상화되어 갈취됨을 보이고자 했다.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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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흙과 빛, 물로 생존하게 하는 꺼림칙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원이 가진 기본적인 아름다운 구성

은 유지하려 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라내고, 옮겨 심고, 쓸모없다고

뽑아내는 등의 행위가 가진 폭력성을 미화와 대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으 정원>은 우연히 읽은 ‘하렘5)’에 대한 설명글로부터 시작됐다.

본인은 이 글을 읽고 살아본 적 없던 한 때에 대해 형용할 수 없는 감정

을 느꼈다. 현대의 내가 살며 느끼는 지금의 나의 지위가 하렘이 존재하

던 시대의 지위와 전혀 다른 간극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다. 그 당시의 여성의 삶은 어쩌면 정원에 놓인 식물의 삶과 크게 다르

5) 술탄은 왕비를 비롯해 많은 후궁을 두었는데, 모든 여성들 혹은 그들이 생활

한 규방을 흔히 하렘이라 불렀다. 하렘은 술탄의 모후가 통제했는데, 모후 아

래에 왕자를 생산한 왕비들이 있었고, 다시 그 아래에 후궁들과 젊은 여성들

이 있었으며, 여성 노예도 있었다.

;진원숙, 『오스만제국-지중해의 세 번째 패자』, 살림출판사, 2007,

46p(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87694&cid=43079&categoryId=43079,

2017.12.28. 에서 재인용)

중세 이슬람 사회의 여성들은 하렘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나 종

교 행사에 참여하고 하마무(목욕탕)에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을 피하였다. 하렘

은 왕후귀족 ·부호의 가정에서 두드러졌는데, 환관으로 하여금 하렘의 여성

을 돌보게 하거나 단속토록 했다.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

w&MAS_IDX=101013000736162,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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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으 정원>을 디스플레이할

때에는 이러한 동기와 은유에 대한 아무런 단서 없이 제시했다. 실제 발

생한 폭력사건들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가 산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설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재현하고자 했기 때문

이다. 동시에 식물을 대상화된 여성에 대한 메타포로 고정하기보다는 감

춤으로써 소유욕과 인간이 가진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의 정원’을 본인의 독음에서 들리는 대로 적어 ‘나으

정원’이라는 작품 제목을 지었다. 본인의 독특한 어조로 명명된 이름으로

하여금 이 정원이 본인의 것임을 보다 강하게 명시하고자 했기 때문이

다. 자연적인 서식처에서 뿌리 뽑히거나 잘린, 분재철사로 마음대로 구성

한 식물을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인간 본위적인 일상의 행동들 속에 내

재된 폭력성 대한 재고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폭력사건들과 폭력성을 예쁘게 꾸며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 일련의 작

업연구를 통해서 본인은 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피상적 이해의

틀 안에 존재함을 인식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상처를

타인이 함부로 미화할 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속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결국 본인이 타자의 아픔을 미화

하는 방식은 무심함이라는 잔혹성을 다시금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비판코자 하는 피상적 이해의 태도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작업을 통해 재확인하게 됐다. 동

시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폭력들과 더불어 무

심함 역시 인간에게 내재된 잔혹성의 표현형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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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본인은 작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폭력이 보이는 겉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피상적 이해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강

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피상적 이해의 바탕에는 인간 내면의

무관심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작업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존

재하는 무심함을 이용하였다. 멍의 발생경위보다 이미지 표현을 부각한

다던지 도축된 돼지 피부를 가져오는 행위, 폭력 위에 미화라는 껍데기

를 씌우는 등의 일은 얼핏 폭력성을 가리는 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러나 본인은 표피를 부각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역설적으로 내재

된 폭력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비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폭력성

을 발견하는 순간, 피상적 이해의 태도가 갖는 잔혹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폭력사건과 폭력성에 주목하는 본인마저도 인간으로서

갖는 이러한 태도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작가로서

본인이 하는 일은 본연의 잔혹성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잔혹성을 직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폭

력의 표피와 개개인의 표피가 만나는 순간, 마치 살과 살이 만나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폭력과 폭력성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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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rtwork Examining

a Superficiality of Violence

Jiwon Park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ve not been aware of human violence until I have actually 

witnessed violence on a specific occasion. After realizing that 

violence and human violence were not beyond my own life, I 

focused on the violence that occurred around me. Interest from 

particular violent events has gradually developed into an interest 

in the violence that exists within the human being. At the same 

time, I realized that 'superficial comprehension' and inherent 

violence were caused by human cruelty after recognizing the 

other's gaze when we looked at violent cases of others. through 

my works I wanted to talk about the superficial attitude of 

humans when they looked at violence. 



21

 First, I described the expression style of ‘superficial 

understanding’, highlighting the outer surface of violence and 

presenting clues of violence. This is a way to maximize 

'superficial understanding'. I do not need to reproduce the 

slaughter in order to show the cruelty of the process of 

slaughtering pigs. I thought that bringing traces of what 

happened was a way to emphasize violence more. Therefore I 

have focused on materials such as bruises and pig skins that 

contain traces of violence, rather than the real-time process of 

the violence. Secondly, I actively used the beautification method 

to express ‘superficial understanding’. Beautification functions as 

a way that prevents access to the essence of the event and 

focuses it on the surface. The beautification of violence was 

thought to be an extreme way of looking at how much our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our case could be. 

In this paper, I deal with violent incidents in the vicinity of us, 

and violence in the course of life. I emphasized the outer surface 

of violence so that we could recognize our own superficial 

understanding easier.

Keywords : violence, human violence, superficiality, superficial

comprehension, beautification, cruelty

Student number : 2015-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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