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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본인 작업의 반복 행위가 청각 상실에서 비롯된 심

리 문제를 직시하고 불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미를 지닌다고 인

식했다. 이에 반복 행위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면밀히 고찰했다.

  연구자는 반복 행위에 관한 연구를 행위, 재료, 형태의 측면에서 구분

하여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반복 행위의 유형을 감기, 걸기, 풀기, 붙이기, 모으기, 

꿰매기, 쌓기, 매달기 행위로 구분하고 각 행위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들

은 본인의 외상성 경험과 심리 상태를 각기 다른 의미로 드러낸다. 연구

자가 어떤 대상을 감는 행위는 가리거나 속박하는 의미를, 실로 뼈대를 

감는 행위는 재생의 의미를 지닌다. 걸기 행위는 걸린 대상을 통해 연구

자의 수동적인 심리 상태를 암시한 것이며, 풀기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조절하려는 의도를 함유한다. 붙이기 행위는 본인의 경험을 표현하고, 

불완전한 형태를 만들어서 모은 행위는 문제를 형상화하고 대면하려는 

의지를 내포한다. 실로 꿰맨 행위는 고정과 치유의 의미를 가지며, 쌓기 

행위는 구조적 특징을 통해서 억눌린 내면 상태를, 매달기 행위는 연구

자가 현실에서 느낀 무기력함과 욕구의 좌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다. 그리고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는 불안 심리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기제의 심리 작용이며, 어린 시절 연구자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진행

했던 언어 훈련 경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둘째, 연구자의 반복 행위가 손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가변적인 재

료에 국한된 것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자의 가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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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사용은 청각 상실 및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경험한 인간의 

유한성과 이중성을 표현하려고 한 시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손힘에 

순응하는 실과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반복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현실 한계 속에서 심리 안정을 갈망하는 것이자‘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언어를 찾으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

  셋째, 연구자가 불완전한 형태(사지가 불구인 인형과 신체의 부분)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의 의미를 도출했다. 그 결과 본인의 청각 상실

로 인한 모순감정을 투사하는 과정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그

리고 외상성 기억과 감정이 여전히 연구자의 내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를 억압하려는 심리 기제가 작용한 것, 그리고 언어 훈련 경

험으로부터 일종의 반복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연구자가 

신체 불구로 인한 본질적인 상실감을 메꾸고자 대체물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계속 만들게 되는 것이며, 연구자의 심리를 치유하고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자 본인의 문제를 일부러 반복해서 시각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자는 청각 상실이 현실에서 절실한 문제이고 이것이 본인의 일상

과 작업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반복 행위를 본

인의 문제 및 심리 상태와 결부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가변

적인 재료의 사용과 반복 행위를 통한 연구자 작업의 속성이‘나’를 위

한 작업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를 위한 작업에서 반복 행

위는 자신에게 부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거나 혹은 나름의 

원칙과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수행하는 태도를 가진다. 또한, 연구자의 

신체 불구와 마음의 상처를 다룬다고 생각했던 작업이 결국 심리 문제라

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며 반복 행위가 이에 대한 편견을 의심

하고 확인하는 의미도 함께 지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

해와 함께 청각 상실에 한정했던 심리 문제의 관점을 확장한다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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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표현 범주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한 반복 행위의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청각 상실, 반복 행위, 가변적인 재료, 불완전한 형태, 외상성 

경험, 상실감에 대한 대체물의 추구, 내면 상태의 시각화와 대면, 모순

감정의 투사 과정

학번 : 2007 – 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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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오감 중 청각을 상실하게 되어 주로 보고 만지는 것

에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

은 매우 크고 깊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가 작업 과정에서 시도하는 

반복 행위는 형태 제작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되었고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러한 반복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자의 작업 과정은 감기, 붙이기, 매달기, 묶기와 같은 단순한 행위

로 집약된다. 이 행위는 면사와 같은 가변적인 재료를 가지고 수작업으

로 진행된다.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이나 신체 일부 형태들을 실로 감아

서 반복해서 만들고, 석고붕대나 마대 천 등으로 형태를 만든다. 수백 

개의 인형을 낚싯줄로 묶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 설치하거나, 각 

인형 몸체에서 나온 실을 압핀으로 천장이나 벽에 박아서 고정한다. 연

구자는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반복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

하기 위해, 작업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작업 동기, 

작업에 영향을 끼친 개인 경험과 심리적인 요소, 작업 가치관 등을 총체

적으로 연계해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에 도움되리라 생각

한 미술사와 정신분석학 이론과 함께 다른 작가의 작업을 참고했다. 이

때, 작품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특성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크게 

행위의 반복, 가변적인 재료를 통한 반복 행위, 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적

인 제작 행위에 따라 선별해서 살폈다. 다른 작가의 작업으로는 가변적

인 재료의 사용으로 작품의 영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 행위를 중시한 

작가의 작업과 더불어 자신의 외상성 경험으로 인한 심리 문제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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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형태로 시각화한 작가의 작업을 기준으로 선택했다.

  연구자는 작업 초기부터 가변적인 재료에 대한 반복 행위를 통해 청각 

상실로 인한 심리 문제를 형상화하고 대면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결

혼하고 육아하면서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청각 상실과 관련된 현

실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엄마이자 여성 작가로서, 고민의 종

류가 다양해졌으나 연구자에게 청각 상실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일 수밖

에 없다. 지금까지 연구자는 실을 무수히 감아서, 연구자의 문제를 상징

하는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을 주로 만들거나, 불안정한 내면과 감성 상

태를 암시하는 신체 일부 모양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들을 허공에 매달

거나 바닥에 나열하거나 벽에 걸고 구석에 쌓는다. 이렇듯 가변적인 재

료를 선택해서 불완전한 형태를 만들고, 일시적으로 이들을 설치하는 

작업 방식은 청각 상실1)이라는 외상성 경험과 이로 인한‘본질적인 상

실감2)’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연구자의 양쪽 귀의 평균 청력은 평균 95dB 정도로 심도 난청에 해당한다. 주변의 

소음 기준으로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 정도이다. 보통 이 경우 인공 와우 수술과 수

화 훈련을 권유받으며, 보청기를 끼어도 아예 자기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어 

효율성이 낮다. 정상인이 귀가 아플 정도인‘상당히 큰 소리에 반응이 없거나 폭발음 

등에만 반응’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와 같은 난청 상태에서 거

의 정상인에 가깝게 말하고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연구자가 외국

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어 훈련을 통해 발

음하는 법과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읽는 연습, 목소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내야 

적절한 크기와 발성이 되는지 끝없이 반복해서 외운 덕분이다. 그런데 들리는 정도를 

개선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알아듣는’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2) 연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결함은, 일상 현실에서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각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므로 자신을 스스로 결여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필연성을 가진다. 아무리 행복하고 기쁜 상태에 있더라도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잠시일 

뿐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불안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이 감정 상태가‘본질적인 

상실감’이다. 그동안 살면서 이 같은 상실감을 수없이 느꼈다. 예를 들자면, 큰 아이

가 6살 때 즈음 안방에서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 있는데 연구자가 바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일부러 마루에 있는 아빠에게 가서 도움을 청

한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 토마토가 목에 걸려 아이가 캑캑거렸지만, 연구자가 그 소

리를 못 들어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급

한 상황이었음에도 연구자에게 도움 청하는 걸 처음부터 포기하고 아빠에게 간 것이

었다. 연구자는 아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현실(신체)을 절감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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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된 청각과 이로 인한 심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자

에게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은 남이 바라보는‘나’와 스스로 생각

하는‘나’의 차이가 큰 데서 비롯되는 불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사색이

며, 행위 자체에 대한 몰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의 의미

가 크다. 

  연구자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의심이 많고 

확신이 부족한 데다가, 청각 상실과 맞물려서 더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

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 미리 연구자 위주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리는 방어 

기제로서의‘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대상은 사람을 포함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식, 감정, 시점 등의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지칭한다. 그런데 편견이 있음을 알고, 판단이 연구자 위주로 피상

적으로 이루어짐을 느끼지만 언제, 어떻게 그러는지는 무척 모호하다.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은 이러한 애매한 인식에 의해 작용하는 내

적 욕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연구자에게 반복 행위는 절실한 자

아 탐색의 의미를 지닌다. 작품은 이 과정의 결과물이며 연구자의 심리 

상태와 내밀한 감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청각 상실로 인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

이, 보청기를 끼어도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척 갑갑하

다. 이 답답함을 풀고 싶지만 끝내 풀지 못할 것을 알기에, 오히려 많이 

만드는 자체에 몰입하면서 속에 쌓인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편이다. 

작업 과정은 두께 1mm 정도로 가늘고 부드러운 면사의 특성상 꼼꼼하

고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기에 십상이다. 동기 자체가 심리 문

제를 시각화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상처로 남은 경험의 기억이 어

쩔 수 없이 떠올라서 괴롭고 부담될 때가 자주 있다. 그런데도‘작업하

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불안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작업하려는 시도를 

깊은 상실감을 느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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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작업하는 중간에 문득 여러 의문이 일곤 했다.‘(나는) 

왜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작업하는 것일까.’,‘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굳이 왜 이런 형태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일까. 그런데 이 작업 

과정이 오히려 불안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자의 연구는 오랜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축적된 이러한 의문

들을 이해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작업해오면서도 정작 반복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레 부족함을 느끼

곤 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 작품에 대한 일부 비평이 연구자의 반복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작가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작품의 내용 혹은 형식의 특성에 대한 해석에 머물러 있음3)을 느낀 적

이 여러 차례 있었다. 물론 관찰자의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연구자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타인이 작가의 작업

에 대해 글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연구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 글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한계를 느끼곤 했다. 

이에 연구자는 삼자의 시선이 아닌 작가로서 연구자의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

구자 작업의 주된 특성으로 조명한 반복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분석한 

글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에게 본인의 반복 행위와 이를 통

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작업 내용과 표현 범주를 확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자가 여러 전시에 참여하면서 받은 평론에서 공통으로 느낀 점이다. 대부분 비평

가는 연구자의 신체 조건, 불완전한 인형의 모양과 많은 개수를 보고, 작업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절박한 갈망’으로 간주했다. 물론 연구자의 마음 깊숙이 소통에 대한 

갈망은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반복 행위는 이보다 더 큰 문제, 본인의 심리 문제를 

대면하려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비평이 크게 와 닿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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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전개  

  연구자는 연구자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가 지닌 의

미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다.

  Ⅱ장‘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에서는 먼저 반복 행위를 

감기, 걸기, 풀기, 붙이기, 모으기, 꿰매기 등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각 

행위 유형을 작업 내용 및 재료의 상징적 의미와 연계하면서 이들 행위

의 반복이 지니는 의미를 추정했다.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반복적으

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행위의 반복에 작용하는 심리 기제를 이해하

기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포르트/다(forte/da) 놀

이4) 연구를 참고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반복 행위가 그저 가변적인 

재료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제작 방식이자, 같은 유형의 행동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 아님을 인지했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님을 알게 되었다. 

  Ⅲ장‘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이를 통한 반복 행위’에서는 연구자의 

작업 과정에서 가변적인 재료를 통한 반복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했

다. 이를 위해 이십여 년 전 가변적인 재료로 처음 사용한 한지부터 직

접 제작한 종이, 석고붕대, 현재 작업의 주요 재료인‘실’등에 이르기

까지, 이들 재료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작품 제작을 위한 반복 행위가 각각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피면서, 행위 자체의 몰입을 통해 내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의미 이상

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반복 행

4) 포르트/다 놀이는 프로이트의 손자가 일하는 엄마의 정기적인 부재에 의해 가지게 

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고안한 놀이이다. 실패를 던졌다 당기면서, fort

(저기로 가버렸네)와 da(여기 있었구나)라는 단어 말하기를 반복하는 일종의 언어 게

임이다. 프로이트는 손자가 이 놀이를 통해 불안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어머니의 부

재를 견디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반복의 의미와 강박성에 대해 해석하였다.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 trans. James Strachey PacPS, 2010. 

(New York, 1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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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통한 작업의 속성을 추정했다. 재료 자체의 가변성과 형태의 미완

성적5)인 마무리, 재료에 대한 제작 방식(덩어리와 선,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한 설치 구조 등), 그리고 매달기를 통한 설치 방식으로부터 연구자 

작업의 속성을 정리했다.

  마지막 Ⅳ장‘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적인 제작 행위’에서는 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에 영향을 끼친 외상성 경험, 이러한 유형의 반복이 지니는 

내적 의미, 그리고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만드는 행위에 내재된 심

리 작용을 함께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반복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확장

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첫째‘외상성 경험의 영향과 습관적 요소의 체화(體化)’에서는 연구

자의 작업에서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이나 신체 일부 형태를 반복해서 만

드는 행위가 강박성을 띠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외상

성 경험의 영향과 어릴 때의 경험에서 형성된 반복 습관이 아울러 체화

된 것으로 보고 접근했다. 연구자 작업의 반복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

쳤다고 보는 기억들과 언어 훈련6) 경험을 일부 정리하면서, 이 영향이 

작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살핌으로써 형태의 반복 제작 행위

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했다.

  둘째‘본질적인 상실감에 대한 대체물의 추구’에서는 연구자가 실을 

가지고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를 청각 상실로 말미암

은 심리적인 대체물의 추구로 보고, 이러한 행위에 담긴 내적 의미를 살

5) 여기서‘미완성’은 작가가 구상한 것보다 작품이 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작품이 완성되었음에도 제작 방식으로 인해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이

를테면 연구자의 인형 작업에서 미완성은, 인형을 만든 실 끝의 매듭이 풀리지 않도

록 마무리하지 않아서(한 번만 묶어놓음) 언제든 외부의 힘으로 실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상태를 지칭한다. 

6) 청각 상실이 되었을 때 사물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 위

해서는 최소 800번을 반복해야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발음과 

발성, 듣기를 그저 무수히 반복 훈련했다. 손바닥에 손 글씨로 해당 단어를 쓰면서 병

행했기 때문에 손끝 피부가 반질거렸고 아팠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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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을 참고했다. 억압 이론은 주

체가 정신 방어 기제의 차원에서 외상성 기억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혹

은 의식적으로 억압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

은 작업 과정에서 복잡다단하게 작용하는 심리를 일부만 살피는 것에 불

과함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통해 연구자에게 막연하기만 했

던, 본인이 실을 감아 인형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셋째‘내면 상태의 형상화와 이의 대면’에서는 불완전한 형태가 지니

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연구자의 문제를 시각화한 것 이상을 추정해보

고자 했다. 

  넷째‘모순감정의 투사 과정’에서는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만드

는 행위의 의미를 추정했다. 연구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신체에 대해 

애정과 증오, 원망과 수용(자신의 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이를 모순감정7)으로 정의하면서, 이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반복 행위의 의미를 정리했다. 

 

7) 모순감정(矛盾感情): <심리> 논리적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 표상의 결합에서 생기

는 지적 감정의 하나. 교학사 출판부,『새국어사전』, ㈜교학사, 2019,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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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

   

  연구자의 작업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반복 행위는 유형별로 쌓기, 

감기, 붙이기, 매달기, 풀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수작업

으로만 가능하기에, 제작 과정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오랜 시간이 걸

리는 특성이 있다. 본인 작업의 경우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왔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면사나 천과 같은‘부드럽고 유한한’8) 가변적인 재

료를 선택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 과정과 반복적인 제작 행위가 필요하다. 인형 제작의 경우 

매번 새로 만들 때마다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를 중첩해서 실로 감

는다. 뼈대 없이 다른 형태를 만들 때는 형태 유지가 가능하도록, 오공

본드를 재료에 첨가하거나 혹은 재료의 표면에 여러 번 덧바르는 식으로 

일정 행위(쌓기, 감기, 붙이기 등)를 반복함으로써 부피와 두께를 점차 

늘려 형태 유지가 가능하게 시도한다. 단순 기하학적 형태의 경우 아예 

뼈대가 없이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감거나 붙이고 쌓기도 한다. 그리고 

반복 행위를 통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때, 행위의 반복은 강박적

이 되고 형태는 단순해진다.

  가변적인 재료를 통한 제작 과정상 행위의 반복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 같은 행위의 반복은 작가의 의도 여부와는 관계없이 작품 제작

을 위한 수단의 의미 이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재료의 물성에 따라 

8) 별도의 작업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계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 철이나 돌과 단단한 재

료들은 연구자에게 이유 없이 거북했다. 큰 규모의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재료 자체

도 혼자 들기에 매우 무거웠고, 이들을 옮기는 것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심

리적으로 불편했다. 특히 도구와 기계사용이 미숙할 때 이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변수는 본인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었다. 그 결과 본인 신체의 힘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드러운 재료를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부드러운 재료들은 형태 유지에 한계가 있고 온도와 습도와 같은 환경

의 영향을 잘 받아서 유한성을 지닌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한한 성질을 가변성(可變

性)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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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 행적이 고스란히 남는데, 이 행적 자체가 주

요 내용이 되기도 하고 작품은 작가가 예상치 못했던 시각적·촉각적 감

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행위의 반복 정도가 더해질수록 행적들

은 축적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재료가 지니는 상징성이 내용 일부가 될 

때 그 의미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이번 단

원에서 본인의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작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반복 행위

들을 분류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료들과 맞물려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

는지 살펴보면서 행위의 반복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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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의 반복성이 지니는 의미    

1) 감기와 걸기 행위의 반복 

             

  연구자의 작업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직접 행위 중에서 두드러지는 유

형은‘감기’행위이다. 주재료인 면사는 부드러운 물성을 지녀서, 형태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만들어 그 위에 감아야 한다. 그런데 본

인의 작업에서 같은 재료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더라도 이 행위의 상징적

인 의미가 작업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를테면 기존에 있던 사물이나 

장소, 혹은 구체적인 형상(무엇인지 알 수 있는)을 감는 행위는 가리거

나 방어하려는‘감기(wrap)’또는 속박하거나 고정하는‘감기(tie)’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단순히 형태 유지를 위한 뼈대를 감는다면 살붙

이기를 통해 어떤 모양을 재현하려는 수단의 의미로‘감기(wind)’의 

뜻이 강해진다. 같은 행위이지만 어떤 의도로 감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

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실이 부드럽고 연약한 물성을 지녔지만 사물의 

뜯어진 부위나 상처를 꿰매는 용도임을 염두에 둘 때, 실을 통한 감기 

행위는 재생 혹은 치유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다 감은 후 실 

끝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지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의지’가 덧붙는

다. 반면 외부의 영향(만져지거나 잡아 당겨지는)으로 풀릴 수 있게 매

듭을 짓지 않고 미완성 상태로 마무리하는 경우 유한성에 방점을 둔 작

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재료와 행위의 유형이더라도‘감기’행

위는 대상(혹은 형태)의 성질, 재료의 물성과 마무리 상태에 따라 의미

가 미세하게 변한다. 

  <묵상, 2012>[그림 1]에서 보이는 구의 경우 오로지 실로만 감아서 

만든 형상이다. 전체적으로 완전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실

타래로부터 실을 풀어가며 구 모양으로 감을 때 균일한 방향으로 꼼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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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았다. 이 감기 행위의 의미는 재생

과 치유이다. 일정 길이를 잘라 비슷한 

크기로 감아놓은 실 덩어리 여러 개를 

연결하면서 감으면 작업하기 편했겠지

만, 이 구를 구성하는 실이 가능한 한 

끊임없이 한 줄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감기 과정은 먼저 감

은 부분 위를 겹쳐 지나가면서 이루어

지는 과정이어서 어느 한 부분을 실수

로 겹쳐서 감으면 그 부분만 유독 점차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감아야 하기 때

문에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숨기기, 2004>[그림 2]에서의 

감기 행위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의미 중 속박의 의미를 지닌다. 개

인적으로 의미가 큰 사물 즉, 특정 

대상을 골라서‘감기’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감는’행위에 중요

한 의미를 부여한 작업이다.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서랍장은 당시 

연구자가 실생활에서 오랜 기간 사

용해온 가구이다. 그간 착용해왔던 

보청기들을 담은 여러 개의 상자, 

언어 훈련에 사용했던 교재들과 단

어장, 그리고 소통의 한계로 가장 

힘들었던 초등학교 시절 일기장들을 

[그림 2] <숨기기>, 개인 물품, 서랍장, 

면사, 80×50×120cm, 2004 

[그림 1] <묵상(默想)>, 실, 손길이 

46cm, 구 지름 22cm, 가변 설치, 

2012 –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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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별로 나눠 담았다. 이 서랍장을 1.5mm 두께의 실로 전체적으로 대

여섯 번 감았다. 연구자의 외상성 기억과 감정에 대면하기 위해 진행한 

초기 작업 중 하나이다. 겉으로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 명확한 의미 전달

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있는 물품들을‘열

어서 보지 못하도록’감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내용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표현 방식을 고민하기보다는, 연구자의 개

인사를 소재로 도입해서 작품 자체와 본인의 심리 상태를 직접 연결해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다. 여기서‘열지 못하게’감는(tie) 것은 당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본인의 고집을 드러낸다. 그런데도 

다 감은 다음 끝을 잘라서 풀리지 않게 매듭짓는 대신, 감던 실 덩어리

를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이 고집에 대한 갈등을 드러낸다. 실을 다시 풀

어서 되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을 다시 풀면 서랍

장을 열어서 그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마주하기 싫었

던 과거의 흔적을 대면하게 됨을 의

미한다. 보고 싶지 않아서‘숨겨’놓

고 외면했던 어떤 대상을 마주 보는 

데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작게 남겨

둔 실뭉치는 이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나, 2010>[그림 3]에서 

이루어진 감기 행위는‘감기(wind)’

와‘감기(tie)’의 의미를 가진다. 이 

작업은 실제 연구자 신체와 비슷한 

크기로 인형을 제작한 후 상체를 실

로 단단하게 동여맨 것이다. 왼쪽 발

끝이 미세하게 지지대 역할을 할 뿐 

[그림 3] <또 다른 나>, 면사, 철사, 

가변 설치, 40×30×17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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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에 매달린 상태이다. 양팔을 가슴에 포갠 자세 그대로 그 위를 칭칭 

감았는데, 이 작업을 제작할 당시 느꼈던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스로에 

대한 회의와 고민에 젖었던 내면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청각 상실 후 

처음으로 세상(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게 되었을 때 무척 두렵고 혼란

스러웠던 기억에서 비롯된 작업으로, 허공에 불안정하게 매달린 조건이 

이러한 심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감기 행위는 철사 뼈대를 실로 감아 덩

어리를 주면서 인체 형태를 재현하는 의미로서 감기(wind)와 함께 상체 

부분을 단단하게 감는 의미(tie)를 내포한다. 고치 모양인 윗부분은 양

팔을 몸체에 바짝 붙인 자세로 상체 위를 실로 꽉 조이면서 수백 겹을 

감은 것이다. 상체를 처음부터 그냥 둥근 덩어리 형태로 감으면 되었겠

지만, 우선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위를 감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은 

연구자의 심리를 대면하려는 의지에서 이러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었

기 때문이다.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ll, 2013>[그림 4]는 480개의 인형이 공중

[그림 5]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Ⅱ>,    

 2013 – 부분

[그림 4]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Ⅱ>, 

면사, 철사, 240×240×24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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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달려서 한 변의 길이가 240cm인 정육면체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설치 작업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인형들은 언뜻 실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낚싯줄에 매달려 있으며 각자에게서 나온 실들

이 늘어져 있다. 자기들끼리 무리 지어 모여 있지만, 이들은 한 그룹 안

에서도 일체의 접촉조차 없이 따로 매달려 있다. 이 작품은 2008년에 

제작했던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그림 15](p.24)을 변형시킨 작업

이다. 그런데 2008년도 작업의 경우 인형들은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모

양새를 지니면서 마무리 매듭이 잘 되어있었던 반면 이 작업에서는 불완

전한 모양새를 지니고 미완성으로 마무리한 것이 다르다. 이 인형들은 

사지(四肢)의 조건과 신체의 불균형한 비례로 인해 불완전한 심신에 대

한 상징성을 지닐 뿐, 단순화된 형태이다. 형태를 살펴보면 인간의 형상

이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목구비와 손가락, 발가락 등이 생

략되었고 성별조차 불분명하게 단순화되었다. 능력 일부가 손상된 본인

의 신체와 심리 문제를 암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기 행위의 반복을 통한 과정에 중점을 두고 형태의 정확성과 성별 구

분은 무의미하다고 본 결과이다. 낱개인 인형은 불완전한 심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지만 이것이 두세 개, 수십, 수백 개 축적이 

되면, 한 공간에서의 설치 상태9)와 관계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어낼 수 있는 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설치 작업을 주로 진행하는 연구

자에게 인형을 만드는 작업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단위를 만

들어내는 과정도 된다.) 

  연구자는 보통 인형을 만들 때, 두께 1mm의 면사로 철사 뼈대를 전

반적으로 한 줄씩 감은 후 신체 부위별로 덩어리를 대략 만든 다음 머리

부터 발끝까지 한 겹씩 겹치면서 감는 과정을 대여섯 번 반복한다. 인형 

9) 매달려서 허공에 떠 있거나 벽에 걸리고, 어느 곳에 담기기도 한다. 구석에 쌓이거나 

바닥에 흩어져서 놓이기도 한다. 인형들끼리 서로 뭉쳐 있거나 엄밀한 간격을 유지하

고 떨어져 있기도 한다. 혹은 인형의 몸체에서 나온 실로 매달리거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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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에 평균 실 25m가량이 감긴 실뭉치 한 개 반에서 두 덩어리가 들

어가는데, 뼈대 만드는 것부터 미완성인 듯 마무리할 때까지 중간에 멈

춤 없이 계속 만들면 개당 보통 50분 정도 걸린다. 이에 연구자가 인형

을 한두 개가 아닌 수십, 수백 개 이상 만들 때, 감기 행위는 점차 반복

성을 강하게 띠게 된다. 또한, 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이 서서히 변

하고 올이 풀리는 가변적인 재료이다. 이처럼 가변적인 재료로 인형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감기’를 반복하는 과정은 그 끝을 예상함에도 어

떤 것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애매하지만 일종의‘내적 깨달음’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의 

심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끝내줄지도 모를 가능성(혹은 깨달음을)을 담지

하고 있다고 본다. 

  본인의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반복 행위의 유형

은‘걸기’이다. <한숨을 참다, 

2004>[그림 6]는 거는 방식의 

설치를 시도한 첫 작품이다. 

<숨기기, 2004>[그림 2] 작업

을 진행하기 위해 대량의 실타

래를 사서 감기 편하게 미리 주

먹 크기로 실 덩어리들을 말아 

놓았었는데, 서랍장을 다 감고 

남은 100여 개를 사용한 것이

다. 실 끝부분을 대못10)에 한 

10) 녹슬고 구부러진 채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주워 망치로 두들겨서 어느 정도 똑바

로 편 후 재사용한 결과물이다. 당시 새 못을 구해서 사용할 필요를 못 느꼈고, 작업

의 지속 가능성과 ‘보기 좋음’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림 6] <한숨을 참다>, 녹슨 못, 실 덩어리 

백여 개, 가변 크기, 높이 181c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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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 동여매서 한 줄씩 걸은 후 덩어리를 바닥에 펼쳐 놓는 식으로 번갈

아서 설치했다. 정교하게 동여매지 않아 실 끝이 풀려서 떨어지기 쉬웠

는데, 연구자 작업 전반에서 보이는 걸기 행위는 대부분 이러한 경향을 

띤다. 느슨하게 걸린 실들은 끝부분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고, 걸려

있어서 타의에 의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의 불안정

하고 수동적인 심리를 암시한다. 바닥에 놓인 덩어리들의 상황은 이를 

강조한다. 누구든지 이 실 덩어리들을 굴려서 원하는 만큼 공간에 펼치는 

것이 가능했다.11) 작품의 규모(넓이)는 덩어리를 구성하는 실 길이 특성

상 제각각 전시 공간에 따라 최대 25m(한 덩어리의 실 평균 길이)까지 

확장 가능하다. 설치된 공간의 크기에 따라 실이 다 풀어질 수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의지보다는 감상자의 호기심과 부주의가 더 크게 작용했

다.12) 바닥에 펼쳐 놓았기 때문에 감상자가 건드리는 대로 이리저리 굴

러다니는 덩어리들은 실 끝이 걸린 상태와 함께, 본인(혹은 어떤 사람)

이 편치 않은 마음을 내색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휘둘리는 심리를 드

러낸다.

 

2) 풀기 행위의 반복

 

  연구자 작업에서‘풀기’행위를 많이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그 

어느 행위보다도 강박적으로 이루어졌다.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 

2010>13)[그림 7]에서 푸는 행위는 하체 인형 윗부분에서 이루어졌다. 

11) 여러 개의 덩어리를 감상자들이 피해서 지나가야 할 정도의 거리까지 미리 펼쳐 놓

아서, 지나가던 사람이 굴려보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했다. 그런데 몇몇 사람만 슬쩍 건

드릴 뿐 아무도 굴리지 않아서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되지 않았다.

12) 이 작업에서 드러나는 풀기 행위의 반복에 대해, 다음 소절‘2) 풀기 행위의 반복’

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작가 본인보다 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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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하체 부분을 허공에 눕힌 듯이 성인 무릎 높이로 매단 것으

로, 발목 부분은 철사로, 하체 위쪽은 윗부분에서 풀어진 900가닥의 실

들을 벽에 고정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설치한 것이다. 먼저 양쪽 

발목을 제각각 가는 철사로 묶어서 고정한 후에, 윗부분에 묶어 둔 실 

덩어리들을 한 줄씩 풀면서 실 끝을 일부 남기고 그 부위를 반대쪽 벽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했다. 모든 가닥은 최대 12m까지 풀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이다. 인형과 벽 사이의 거리(실제 약 11m), 그리고 풀어야 했던 

실 가닥의 개수 때문에 풀기 행위의 반복이 극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구

백 번 풀은 셈인데 실 끝을 설치하기 위해 대략 이천여 번 왔다 갔다 하

게 되면서 이 행위가 강박성을 띠게 되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풀린 실들이 벽에 부착되면서 형성하는 밀집성과 긴장감, 스테이플러 심 

밑으로 구불구불 흘러내린 실선들은 연구자가 청각을 잃은 직후인 어린 

시절에 겪은 심리적 압박감과 무력함 등의‘마음에 응어리졌던 감정을 

터뜨리는’순간을 암시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나치게 억눌려 있던 

13) 이 작품에 대해서는 Ⅲ장‘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이를 통한 반복 행위’에서 주

요 재료인 면사(실)의 물성과 관련해서 다시 자세히 다룬다. 

[그림 7]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 

면사, 철사, 인형 70cm, 가변 길이 최대 1200

cm, 2010 – 부분 1

[그림 8]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  

 2010 – 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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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밖으로 분출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하체 인형은 시청각적 

인지와 의사소통 수단인 입, 귀와 눈, 무언가(누군가)와 접촉하거나 잡

을 수 있는 손,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머리를 지닌 상체가 제거된 상

태이기 때문에 더욱 무기력한 조건을 암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적으

로 매달린 상태가 아니다. 실들이 인형의 무게로 인해 오랜 시간 각자 

당겨지면서 늘어나고 가늘어지면서, 스테이플러 심 밑에 고정되어있던 

실들이 조금씩 빠져나와 인형이 점차 아래로 늘어졌다.‘풀기’의 사전

적 의미는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엉키거나 묶여 있는 것을 다루기 쉽도

록 원만하게 조절하려는 의지를 내포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

데 연구자의 작업에서 풀기라는 행위의 반복은 엉킴 없이 풀어내야 한다

는 그 강박성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이며 절박한 욕구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3) 붙이기 행위의 반복

                                      

  연구자에게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은 자신의 문제를 시각화하여 

대면하는 단계이자 지난날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경로가 된다. 이를

테면 본인의 심리 문제에 대해서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과 제 기능을 못 

하는 신체 일부의 형태를 빗대어, 실을 한 올 한 올 감으며 시각화하는 

과정은 무척 정적이면서 느리고 세밀하므로 더욱 본인의 심리 문제를 심

층적으로 대면하게 된다. 이렇듯 본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대면하는 시도를 하다가, 간혹 인형과 관련된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방

식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행위의 반복을 유지하되 물질이 아닌 사물을 

도입하거나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제작하는 식이다. 

 작업 과정에서 감기, 걸기와 더불어‘붙이기’를 반복한 작품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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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없이, 2011>[그림 9]가 

그 한 예이다. 자음과 모음 스

티커를 붙인 유리구슬들을 못에 

하나씩 건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붙이기, 감기(묶기), 걸기라는 

단순한 반복 행위들이 혼재하는

데, 특히 붙이기 행위가 두드러

진 작업이다. 손으로 슬쩍 움켜

쥐어도 쉽게 깨지는 유리구슬14)

들 위에 음운 판박이스티커를 

아주 살살 문질러서 붙인 다음, 버려진 동그란 다트 판(지름 30cm)을 앞

뒤로 하얗게 칠하고 뒷면에 작은 못들을 박은 후 이 구슬들을 가는 실로 

매달았다. 반듯하지 못한 글자, 깨지기 쉬운 물성과 일시적으로 매달려

진 상태는 불안한 심정을 표현한다. 모여 있으나 오히려 그 연약함이 강

조된다. 투명한 유리구슬 위에서 맴도는 듯한 삐뚤삐뚤한 문장 모양새는 

연구자가 집단 속에서 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상처받기 쉬

운 연약한 심성을 상징한다. 음운들이 모여서 형성된 문장은 어린 시절 

주로 되뇌던 혼잣말이나 미처 말하지 못하고 속에 담아둔 문장들이다. 한 

음절로 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으나 일일이 음운을 붙여서 구성한 것

은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데, 어렸을 때의 

고된 언어 훈련 경험을 떠올린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발음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자음과 모음의 개별 소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안녕하세

요.’라는 짧은 문장 하나에도 음운이 13개 들어가기 때문에, 구슬 하나

당 평균 20-30개의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 있다. 이 작업에서 약 70개

의 유리구슬을 매달았는데 모두 약 1400-2100여 개의 음운을 문질러 

14)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는 구슬들의 기본 재료이다. 무척 얇아서 살짝 힘주어 눌

러도 잘 깨진다. 

[그림 9] <눈물 없이>, 유리구슬 지름 4-8cm, 

판박이스티커, 실, 못, 지름 30cm의 판, 2011 

–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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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 셈이다. 완성된 문장에서 티가 잘 나지 않음에도, 단어 혹은 문장 

자체를 통째로 붙이기보다 자음, 모음 스티커를 붙인 것은 개인적 경험

과 연계한 의미를 가진다. 

  음운이 모여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여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는데 이

때 비로소 언어 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연구자는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음운을 말하고 듣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가 순탄

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제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소통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음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행위는 힘들었던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원만하지 못했던 소통의 한계를 

암시한다. 연구자의 경우 말하고 듣기의 미숙함으로 빚어진 결과이지만, 

사실 소통의 한계는 연구자뿐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이다. 

그러나 붙이기 행위의 반복을 극대화함으로써 청각이 상실된 연구자에게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며 소통하고자 하는 욕

구 역시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붙이기 행위의 반복이 들어간 작업의 또 따른 예로 <흐름, 2008>[그림 

10]이 있다. 본인은 선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드로잉보다, 사진이나 테

 [그림 10] <흐름>, 지름 80cm, 1mm 

 라인 테이프, 2008  

  [그림 11] <흐름>, 2008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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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를 오려서 붙이는 방식의 드로잉을 선호했는데 이 작업이 그중 한 

예이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1mm 폭의 색색 라인 테이프를 잘라서 

원 모양이 되도록 쌓듯이 붙인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테이프의 색은 노

란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검은색이지만, 가는 줄이 겹겹이 붙여진 특

성상 주황색, 연두색, 보라색, 남색 등의 여러 다른 색이 뒤섞여 보인다. 

바깥 테두리는 기하학적 원형이지만, 내부는 색 선들이 혼란스럽게 뒤섞

인 듯하다. 그냥 다양한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자를 대고 줄 긋는 형식

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 굳이 한 줄씩 오려 붙인 것은 작업에 행위의 

흔적을 좀 더 강조하기 원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관람 거리에 따라 

멀리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원형이지만 가까이서 보았을 때 다소 라인 

테이프들이 겹쳐져 울퉁불퉁한 표면을 보게 되거나 바깥쪽 원 모양 선이 

미세하게 삐뚤삐뚤한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되고 선들이 조금씩 다른 색

으로 변하는 듯 보인다. 색 테이프의 폭이 1mm이기 때문에 총 80cm 

지름의 원이 되기 위해서는 800개의 줄을 붙여야 했는데, 이는 다섯 살 

정도부터 이십여 년간 힘들게 겪은 언어 훈련 경험을 상징화한 것이

다.15) 이에 붙이기 행위의 반복은 작은 단위 요소를 통해 형태를 완성

해가는 제작 행위의 의미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자 

연구자의 지난 경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15) 연구자는 대여섯 살쯤 서울 애화학교(사립특수학교, 대구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설립, 1975년 개교)를 다니면서 첫 언어 훈련을 시작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꽤 되

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같이 다녀주셨는데, 당시 연구자가 거의 못 알아들었기 때문

에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주신 기억이 있다. 청각 장애인이 보통 한 개의 

단어 개념과 발음, 소리를 제대로 외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정확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강조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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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으기 행위의 반복

  행위의 반복이 지니는 의미는 연구자가 행위 자체에 부여한 상징성에 

따라 혹은 선택 재료가 어떤 의미(성질)를 지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재료에 대한 가공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재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반복 행위

가 더해지면 본래 재료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의미가 생성

된다. 이때 작품 표면 위에 남겨진 행위의 흔적과 더불어 제작 과정 자

체가 아예 작품 내용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다뤘던 행

위들 즉 실로 감고 풀거나 걸고, 음운 스티커를 붙인 행위의 반복 역시 

연구자가 청각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삶과 소통의 문제, 이러한 삶 속에

서의 예술 의미에 대한 사색의 의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속해서 깊게 추구하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접하거나 발견한 사

물을 모으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작업과 삶의 연결을 직접 시도하면서,

‘만들어야 한다’는 작업에 대한 본인의 편견16)을 반추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의 예로 <마시기, 2005>[그림 12]와 <050510의 기록, 20

05>[그림 13]을 들 수 있다. 이 작업에서‘모으기’행위의 반복은 연구

자의 다른 작업처럼 가변적인 재료를 통한 형태제작과 과정 자체에 대한 

몰입을 통한 심리 안정 추구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시각

화하여 대면하는 의지를 내포하지 않는다. 이 두 작업 중에서 <마시기>

는 우유 한 병을 가족과 나눠서 다 마시는데 걸린 시간을 기록한 빈 우

유병을 여러 날에 걸쳐 모아 걸은 작업이다. <050510의 기록>은 5월 

10일, 특정 날짜를 정한 다음 하루 동안 행동의‘흔적’들을 수집한다는 

취지에서‘모으기’라는 일상 행위의 반복을 일부러 시도한 결과물이다. 

16) 당시 연구자는 작업이란‘이미 만들어진’사물과 같은 것을 도입하지 않되, 작가의 

손으로 직접 형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입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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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육아와 유학 생활을 병행하던 중의 하루였다. 당일에 할 일을 아

침에 목록으로 작성한 하얀 메모지, 이론 수업시간에 받은 프린트, 작업 

구상 드로잉을 그린 종이 두세 장, 작업하기 편하게 새로 대여섯 개 감

아놓은 실 덩어리들 중 한 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육비를 납부한 

영수증, 오후에 잠시 장을 본 영수증과 장보기 목록을 적어놓았던 포스

트잇 등으로 이루어진‘하루의 흔적’이 작품이 되었다. 이들 소품을 진

열대 위에 보기 좋게 배열하고 지류의 경우 하나하나 액자에 넣어 진열

할 수 있었지만, 사물이 본인에 의해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하려는 의

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모아서 간단하게 걸었다. 연구자에게 이러한 

작업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작가

와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일상에서 행동한 흔적도 일종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작업의 범주를 일상으로 넓혀 그 흔적들을 모으

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작업할 시간이 

[그림 13] <050510의 기록>, 

영수증, 실 덩어리, 포스트잇, 

인쇄물 등, 가변 설치, 2005

[그림 12] <마시기>, 1L 우유병 

20개, 마신 사람 이름과 날짜 

기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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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족했던 탓도 있다. 갓 두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면서 유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서 모든 작업을 손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꼈었다.

  이 모으기 행위는 본인의 설치 작업 단위로 제작한 인형들을 지속해서 

모은 행위와 표면상 유사한 모양새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 

전자는 삶에서 작업이 가지는 의미(삶과 작업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

해 생각해보고자‘기록’해 보려 한 시도에 가깝다면, 후자는 본인의 심

리 문제를 시각화하고 대면하려는 의지가 축적된 결과의 의의를 가진다.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2008 – 부분>[그림 14]에서 인형들은 팔

다리 일부가 없는 불구인데, 연구자의 청각 상실과 더불어 불안정한 심

리 상태를 암시한다. [그림 15]를 볼 때 엄밀한 구조로 설치된 모습에

서 언뜻 작품 전체의 크기와 모양을 구상한 후 인형 개수를 미리 정해놓

고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사진에서 인형들이 조금씩 다른 간격으로 배

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것이다) 그런데 실

[그림 15]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면사, 철사, 210×210×300cm, 2008

[그림 14]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2008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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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연구자는 불완전한 인형들을 수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

서 모은다. 긴 시간을 들여 만든 인형들을 모으기는 결과적으로 제작 과

정의 시간을‘축적’한 결과물인 셈이다. 따라서 같은 모으기 행위의 반

복이라 하더라도 [그림 12], [그림 13]은 아이를 키우면서 작업할 수 있

는 방안을 찾다가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사물을 의도적으로 모은 결과물

이라면, [그림 14]는 연구자의 청각 상실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 과정에 몰입해서, 심신의 문제를 시각화하고 대면하기 위해 만든 

인형들을 모은 결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5) 꿰매기 행위의 반복

  

  꿰매기 행위의 반복은 모양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

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한다. <헛된 짓 하기, 2003>[그림 16]에

서 보듯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고정’의 의미로 꿰매기를 시도했다.17) 

17) <생각하기, 1997>[그림 28](p.54)에서 인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뜬 한지 틀

[그림 17] <헛된 짓 하기> 마대, 실, 방수재료, 물, 윗

지름 57cm 통 7개, 높이 100cm, 2003

  

[그림 16] <헛된 짓 하기>, 

2003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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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그림 17]의 일부이다. 작업실에 있던 물통 형상을 만들기 

위해, 반쪽씩 여러 장의 마대 천에 오공본드를 발라 물통 위에 서로 겹

치듯 단단히 붙인 다음 말린 후 띄어 냈다. 그리고 이 두 쪽을 꼼꼼하게 

꿰매서 만든 통 안쪽에 방수재료를 여러 번 발라서 굳힌 후 물을 부었

다. 이때 채워진 물로 인한 압력을 버티는 데에 실로 꿰맨 부위가 큰 역

할을 했지만, 예상했던 바와 같이 며칠 못가 붕괴하였다. 연구자는 마대 

천으로 만든 통이, 비록 안에 방수재료를 발랐더라도 물통으로서의 제 

역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도 연구자가 마대 한 

조각씩 일정한 패턴으로 잘라 붙이면서 꿰매고 물통 형상을 본뜬 것은 

신체 능력 손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불완전한 육체, 그리고 이로 인

한 심리 문제를 다루는 작업을 하나의 동일 선상에서 놓고 바라보고자 

한 데서 비롯된다.

  꿰매기 행위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찢어진 상처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봉합해서 낫게 하는 치유의 

의미, 천으로 만들어진 사물이 찢어지거나 했을 때 고치는 수선의 의미, 

그리고 [그림 16]에서 보듯이 어떤 압력(여기서는 물)에 대해 제 형태

를 유지하기 위한‘고정’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에게 

꿰매기 행위는 형태 유지를 위한 고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 전

체의 맥락을 볼 때 내면 상태를 암시하는 상징성도 지닌다. 이 작업에서 

연구자는 의류용 천이 아닌 청소용으로 주로 쓰이는 마대 천을 선택해서 

이들을 조각내서 작업실의 물통 위에 서로 겹쳐 붙이고 말린 다음 꿰맴

으로 작업실의 더러운 물통을 떠냈다. 본인의 손상된 청각과 이로 인한 

심상(心傷)을 이들 재료의 조건에 빗대어, 이들을 다루는 작업 과정 자

체에 대해 심신 문제를 대면하고 치유하려는 심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흔히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때‘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라고 표

들을‘꿰매기’행위를 처음 시도했지만, 이 작업에 대해서는‘한지’라는 가변적인 

재료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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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올이 풀린 채 거칠게 잘린 조각 천들의 모습이 

마치 본인의 마음 상태같이 보였다. 이들을 모아서 한 형상(물통)을 만

들고, 원래 물을 담을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어떻게든 물을 담고자 시

도한 작업 과정은 완전한 내적 치유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

속 시도하게 되는 연구자의 갈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 작

업에서의 꿰매기 행위 반복은 고정의 의미와 더불어‘치유’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6) 쌓기 행위의 반복 

  

  연구자 작업의 주요 재료인 실은 선(線)이라는 특성상 감다 보면 줄이 

쌓인 듯한 시각성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실을 감는 행위는 먼저 감긴 실 

위로 다른 실을 얹어야 가능한 과정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나, 

[그림 18] <또 다른 나>, 2010 – 
부분

[그림 19] <그 순간 내가 느낀 것>, 500mL 

유리병, 면사, 60×20×23c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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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그림 18]에서 보듯이 실을 감는 작업 전체가‘쌓기’작업인 셈

이다. [그림 18]은 [그림 3](p.12) 작업의 상체 일부를 찍은 이미지이

다. 물론 형태 및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실 작업이 세부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가진다. 상체 위를 실로 꽉 누르듯이 수백 겹을‘쌓은’것이다. 

세상과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몰려있는 상체를 이러한 

조건으로 만듦은 스스로를 보고 듣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싶

을 정도로, 감추고 숨어버리려 한 심리 작용을 비유한다. 

  감기를 통한 쌓기 과정 외에 실을 의도적으로 쌓은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느낀 것, 2005>[그림 19]이 그 예로, 실을 쌓아 안을 가득 

채운 유리병들을 정방형으로 바닥에 나열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진행하

기 위해 가늘고 단단한 철사를 20cm 정도 길이로 두 개를 잘라 끝을 

살짝 구부린 후, 이것들을 이용해 유리병 형태를 따라 실을 내부에서 쌓

아 올렸다. 병 입구가 좁아서 치밀하게 쌓이는 대신 허술하게 엉키듯 쌓

이면서 가득 채워졌는데, 할 말은 많으나 속으로 삭이는 연구자의 심정

을 형상화한 것이다. 연구자는 

보통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

낀 순간 이를 표출하기보다는 

참곤 한다. 투명해서 속이 다 노

출되고 충격을 가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병이라는 소재를 이용

해서 이‘삭이는 상태’는 결

국 드러나고 임시방편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구석에서, 2007>[그림 20]

는 아예 불완전한 사지를 지닌 

[그림 20] <구석에서>, 면사, 철사, 인형 크기 

5-15cm, 구석에 쌓는 가변 설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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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형상들을 벽 한쪽 구석에 쌓은 작업이다. 멀리서 볼 때 큰 벌레들

이 구석에 모인 듯한 느낌을 준다. 비록 여러 개의 인형을 쌓아 올린 것

이지만, 전체 모습은 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 맨바닥 모퉁이에 벌거

숭이처럼 쌓여있다. 불안해서 숨고 싶고 구석으로 피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심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의 작업에서 어떤 것을‘쌓는’행위는 결과물이 무너지

지 않도록 견고하게 진행하기보다 비고정적으로 구석이나 벽 쪽, 바닥 

등 중심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변적인 재료인 석고붕대

로 상자를 만들어 허술하게 쌓기도 하고, 모래를 물로 적셔 쌓아서 상자

를 만들고, 물을 가득 담은 풍선을 석고판으로 만든 상자 안에 가득 억

눌리듯(터질 듯이) 담아서 쌓기도 했다.18) 이러한 작업 모습은 본인이 

실제 심신의 상처를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연구자

의 작업에서‘쌓기’행위는 재료의 물성과 더불어 구조적 특성을 통해 

내면 상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림 19]와 [그림 20] 작

업처럼 쌓기 행위의 반복 자체가 어떤 감정을 덮거나 눌러서 감추려는 

심리 작용의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 이들은 비록 구체적인 인간의 모양

은 아니지만, 인간 속내에 켜켜이 쌓은 감정 상태를 상징한다.

7) 매달기 행위의 반복 

  연구자의 작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행위 중에서‘감기’와 함께

‘매달기’가 주를 이룬다. 인형들을 몇백, 몇천 개씩 만들어 이들을 낚

싯줄로 매달아 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설

18) 모래로 상자 형태를 만든 작업은‘Ⅲ. 2.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의 속성’에서, 석고붕대로 만든 상자를 쌓은 작업에 대해서는‘Ⅳ. 1. 외상성 경

험의 영향과 습관적 요소의 체화’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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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수단이자 제작 행위인‘매달기’는 가장 수동적이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란 어떤 구조일까를 고민하며 도입한 방식이다. 매달린 상태는 아래

위로 지지할 곳 없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되었을 때보

다 불안정하고, 일종의 움직임을 가지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해서 수동적

이라고 본 것이다. 매달려 있는 인간 형상은 자의식과 자신만의 욕망이 

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자신의 의지가 배제된 채 묶여서 늘어진 상태이

다. 바람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누군가 와서 건드리지 않는 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러한 매달기의 성질과 관련해서 부르주아는

“매달기는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바닥이 제거됨으로써 작

품의 서열이 뒤바뀐다.”19)면서“매달려 있는 것은 매우 무기력한 상

태”20)라고 한 바 있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매달린 인형들은 줄의 끝부분만 임시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상황)에 의해 풀어질 수도, 엉킬 수도, 흔들릴 수 있

다. 동적인 에너지를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들

을 언뜻 볼 때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미완성인 듯 마무리된 채로 

자신에게서 빠져나온 실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풀리면서 바닥에 내려오는 변화를 보인다. 특히 재료로 사용한 

실은 여러 가닥의 가는 줄들이 한 줄로 꼬아 만든 것으로, 별도의 가

공21)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9)“Hanging is important because it allows things to turn around … it change

s the hierarchy of the work; the base disappears.”Quoted in Francesco Bon

ami,“Louise Bourgeois; In a Strange Way, Things are Getting Better and Be

tter,”Flash Art 27, no. 174 (January-February 1994), p.38; Mignon Nixon, 

Fantastic Reality : Louise Bourgeois and a Story of Modern Art (The MIT P

ress, 2005), p.170. 

20)“A hanging thing is very helpless,”Mignon Nixon, ibid., p.240. 

21) 1) 머서라이즈 가공(mercerize 加工) : 면사·면포의 가공법. 목면을 알칼리액에 

담가 줄어든 것을 물로 씻어 말림. 이렇게 하면 빨아도 그다지 줄지 아니하며 광택이 

남. 교학사 출판부,『새국어사전』, ㈜교학사, 2019, p.582.

   2) 연구자 작업의 주재료인 면사는 이러한 최소한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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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실의 꼬인 상태가 느슨해지면서 길이가 약간 늘어

나고 끝부분이 갈라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시 기간이 긴 경우 전

시 말미에 매달린 높이가 달라진 인형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인형

들의 높이가 제각각 달라지면서 모양을 맞췄던 설치 작업의 가장자리 선

이 흐트러진 것과 인형들의 방향22)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알아챌 수 있

었다. 이에 연구자의 작업에서 매달기는 언뜻 정지해있는 모습이지만 변

화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가깝다. 그래서 이 실을 풀어놓았을 때 처음에는 일자로 뻗었던 것이 조금씩 수축하

면서 구불거리는 정도가 심해진다. 실 끝을 미완성으로 마무리한 인형들을 설치한 작

업에서 아래로 늘어진 실들이 이러한 변화를 크게 보인다. 연구자가 면사를 주로 구

매하고 있는 상점에서 처음 이것을 살 때 주인이 이건 가공이 안 된 건데 색깔도 변

할 거라면서 사용해도 괜찮겠냐고 얘기했었다. 옷을 만드는 용도보다 대걸레와 같은 

청소 용구를 제작하는 데 쓰이고, 여러 갈래로 두껍게 꼰 다음 묶거나 고정하는 식의 

잡다한 용도로 쓰인다고 했다. 

22) 실로 감아서 만들어진 인형들의 구조적 특성상, 감은 실이 풀릴 때 인형들이 회전

        [그림 21] <잔잔한 숨>, 면사, 철사, 압정, 720×330×330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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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숨, 2014>[그림 21]은 매달기의 반복을 통해서, 연구자가 현

실에서 느낀 무기력함23)과 욕구의 불가피한 좌절을 복합적으로 강조했

다. 특히 각 인형은 자신의 몸 일부에서 빠져나온 탯줄이 압정으로 천장

에 고정되어 매달려 있는데, 신체 일부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한 

모호한 높이에 있고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밀집해 있다. 그러나 공

중에 떠서 땅에 닿을 수 없고 일체의 접촉이 불가능하다. 작품 제목인

‘잔잔한 숨’은 미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 기대와 긴장으로 숨을 

살짝 죽일 정도로 긴장한 심리 상태를 암시한다. 바닥에 아슬아슬하게 

띄워져서 팔다리를 든 채 매달린 인형들의 상태를 통해서 바닥에 닿고자 

하는(안정하고자 하는) 욕구의 좌절과 무기력함을 암시했고 많은 개수로 

이를 강조했다. 감상자가 줄을 건드리면 일시적으로 바닥에 신체 일부가 

닿고 서로 순간적인 접촉도 가능하다. 이에 매달기는 타인에 의해 욕구

가 충족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과 욕구 좌절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다. 매달기 행위의 반복은 이러한 맥락의 강조가 된다. 

  연구자는 설치 작업에서 전체 모양새가 엄밀한 기하학 형태를 띠도록 

매단다. 본인이 이러한 설치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청각 상실로 인한 불

안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인형과 인형 사이에 

일정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어릴 때 소통의 한계로 인해 겪었던 외로움

의 또 다른 표현이며 그 틈에서 겪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평소 연구자에게 들리는 소리는 마치 사

방이 밀폐된 투명유리 벽 너머로 들리는 듯 다소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혹 보이지 않는 장벽이 본인을 둘러싼 듯 느낀 적이 많다. 이 때문에 

눈앞의 풍경이 갑자기 나와 동떨어진 딴 세상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면서 풀리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다. 

23) 연구자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시도했지만 청각 문제로 포기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혼자 힘으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통의 

문제로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잘 받고 사람들과 멀어지곤 했다. 이런 종류

의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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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들이 있다. 이를테면 무척 화가 난 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표정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작아

서, 갑자기 연구자를 둘러싼 상황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식이다.24) 심지

어 어릴 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소리가 멀다 보

니 문득 아이들의 놀이가 간혹 어느 무대 위 희극처럼 보인 순간이 있었

다. 소리와 관련된 이러한 종류의 경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치 투

명한 장벽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곤 하는데 그때마다 못 견디게 답답했

다. 이처럼 청각과 시각의 괴리감으로 인해 겪는 미묘한 불안감과 사람

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느끼는 한계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은 정도가 덜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작업 과정에 더 몰두하

고 불완전한 사지를 가진 인형을 자꾸 만들고 이를 일부러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려고 시도하게 된 것은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심리 작용25)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2008>[그림 22]과 <한 마음자리, 2014-

15>[그림 23]는 한격(限隔)26)한 심리 상태를 매달기를 통해 표현하고

자 한 작업이다.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2008>은 매다는 설치 방식

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작업으로, 인형 32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묶어 

매닮으로, 전체적으로 정육면체의 모양에 가깝도록 설치했다. 이 시기에

24) 최근 보청기가 매우 발달해서 이러한 차이는 크게 줄었다. 실제의 소리와 연구자에

게 들리는 소리의 크기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연구자 자신은 이러한 차이를 크게 못 

느끼지만, 본인이 잘 들린다 싶을 만큼 어떤 소리를 키웠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

다고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본인의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이 

줄어든 데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가 인간의 세밀한 청력 감각을 온전

히 대신할 수 없어서 소리의 크기는 몰라도 정밀한 음색 구분까지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25) 이 단원‘2.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에서 간단히 다루었지만, 반

복성에 내재된 심리 작용에 대해서는 Ⅳ단원‘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적인 제작 행위’

부분에서 다시 다룬다.

26) 한격(限隔)은‘경계가 지어진, 막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심리적, 물리적 한

계 두 가지 다 의미한다. 이 단어는 연구자가 2008년에 가진 첫 개인전의 주제이자 

제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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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형의 불완전한 모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 끝을 어떻게 마무

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끝부분이 보이지 않게 실과 실 사

이에 밀어 넣어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인형을 계속 만들면서 미완성 

상태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한 마음자리, 2015>에서 

인형들이 설치된 모양은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실루엣이 온전한 원형

을 이룬다. 주로 정육면체, 직육면체, 타원형 형태로 설치하다가 처음 시

도한 배치 형식이다. 작품 크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공간 크기에 맞춰서 

설치했다. 

  매달기를 도입한 설치 작업은 전체적으로 질서정연한 구조를 가진 기

하학 형태를 보이지만, 인형들의 크기와 사지(四肢)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서 내부는 혼란스러운 경향을 띤다. 일정한 구조와 간격, 모양새를 

가지도록 엄격하게 설치했지만 온전한 입방체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외부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의 청각 상실로 인해‘보이지 않는 틀’27)에 갇힌 

듯한 심리, 불안하지만 안정을 지향하는 이중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22]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면사, 철사, 210×210×300cm, 2008 

[그림 23] <한 마음자리>, 면사, 철사, 지름 

300cm 구, 180cm 구, 120cm 구 2개, 2015 

– 부분 : 300cm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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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자가 본인 설치 작업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미술사학자 

할 포스터가 재키 윈저(Jackie Winsor, 1941-)의 작업에 대해 바라본 

관점이 도움이 되었다. 윈저의 작업은 각목을 콘크리트로 정방형을 쌓은 

다음 불에 그슬리거나 구멍을 낸 것이었는데, 포스터는 이 작업에 대해

서“미니멀리즘의 형태를 열어젖히고 그 안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신체

의 내면뿐 아니라 정신의 내면에 대한 수많은 은유”28)로 보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정방형이나 타원형과 구형으로 설치된 연구자의 작업 

형태는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 형태를 가지되 

이를 살짝 빗겨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형 몸체들이 허공에 뜬 

상태는 연구자의 불안정한 내면 상태를 암시하는 일종의 은유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자의 매달기 행위는 인형의 몸체를 구성하는 실 혹은 투

명한 낚싯줄로 이루어지는데, 낚싯줄은 평소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허공을 가로지를 때 어느 순간 희미하게 존재를 드러낸다. 이러한 낚싯

줄의 느낌은 연구자가 저도 모르게 문득 느끼는 소외감 및 무력함과 소

통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매달기가 지니는 의미와 함께 반복적인 설

치를 통해 강조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일정한 행위의 반복은 작업 과정뿐만이 아닌, 인형

들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두드러진다. 설치 과정은 인형을 하

나씩 낚싯줄로 묶거나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묶기, 이 

줄이 다른 인형의 줄과 엉키지 않도록 파이프용 비닐(원통형으로 좁고 

긴 비닐)에 따로 담기, 인형들을 매달 위치 확인을 위해 철망에 수천 개

의 스티커를 미리 붙이기, 스티커 위치에 인형을 매달기의 순서로 진행

27) 여기서‘보이지 않는 틀’은, 연구자가 청각 상실된 상태에서 보청기를 끼었을 때 

마치 밀폐된 유리방에 갇힌 듯 벽 너머로 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곤 해서 비유한 표현

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카페의 유리벽 옆에 앉아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유리

벽 너머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걸 상상해보면 된다.

28)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랭 부아, 벤자민 H. D. 부클로, 데이비드 조

슬릿,『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2판), 배수

희, 신정훈 외, 세미 콜론, 2012,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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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철수하는 과정은 순서만 바뀔 뿐 그대로 반복되는데 인형을 묶은 

낚싯줄을 제거하는 것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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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

    

  연구자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행위인, 실을 감아 인형을 만드는 

것은 본인의 신체 상태와 심리 문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들을 주로 만들지만 가끔 어린 

아기, 몸이 축 늘어진 사람 등 약자(弱者)를 암시하는 형태를 만든다. 

불완전한 인형들을 만듦은 연구자가 청각 상실로 인해 절실하게 겪은 현

실문제, 이로 인한 상실감과 무기력함,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미움의 감

정을 내내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감정적으로 힘들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실을 감는 행위의 반복은 연구자의 심신 문

제를 직간접적으로 시각화하여 대면하는 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작업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반복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상징적

으로 시각화하고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자‘본질적인 상실감’에 대한 방어 기제로 볼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런데 반복 행위가 외상에 대한 치유 의지와 상실감에 대한 방

어 기제 의미 이상으로 본인의 신체(주로 손목과 손가락)가 손상될 정도

로 진행되는 때도 있다. 그런데도 본인의 경우‘하지 않으면 안 될’것 

같은 불안과 조바심이 크게 작용한다. 연구자는 이렇듯 행위의 반복이 

강박성을 띠게 되는 것을 주목하고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지닌 의

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한 마음자리29), 2015>[그림 24]는 감기와 매달기 행위를 강박적으

로 반복한 결과물 중 하나로, 1948개의 인형이 지름 300cm 크기의 구 

1개, 180cm 크기 1개, 120cm 크기 2개, 총 4개의 구(球) 모양을 이루

고 이들은 전시 공간 전체(1300×1400×380cm)에 흩어진 구조를 가

29) 마음자리 : 마음의 본바탕, 심지(心地). 동아 편집부,『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

판, 2018, p.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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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작업이다. [그림 25]는 지름 300cm 크기의 구 내부를, [그림 26]은 

지름 120cm의 구를 찍은 것이다. 각 작품에서 인형들은 모여 있는 것

[그림 24] <한 마음자리>, 면사, 철사, 지름 300cm 구, 180cm 구, 120cm 구 2개, 

2015 – 전경  

 [그림 25] <한 마음자리>, 2015, 지름  

 300cm 구 – 내부  

[그림 26] <한 마음자리>, 2015, 지름 120

cm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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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이나 서로 접촉 없이 고립되어 있다. 인형들은 미완성인 듯 마무

리가 덜 된 상태로 배 부위에서 끝부분 실을 탯줄처럼 늘어뜨리고 각기 

미세하게 다른 형태를 가진다. 게다가 배 부위에서 늘어진 실은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곧게 퍼지기보다 약간 구불구불하게 

꼬여서 늘어졌는데, 서로 간격을 엄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형들 틈에서 

마치 엉키듯이 다른 인형들의 몸체에 무작위로 걸쳐졌다. 그 결과 인형

들은 서로 엄밀한 간격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온전한 구(球) 모양의 기

하학적인 틀을 형성하면서도 안쪽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로 말미암

아 규칙과 불규칙, 질서와 무질서 등의 이중성을 내재하게 된다. 이처럼 복

합적인 성질을 지닌 4개의 구로 이루어진 작업의 전경(全景)은 한 사람

의 마음자리로 볼 때 내면에 수많은 갈등과 불안이 제각기 또 다른 모

습의‘나’처럼 엉키듯이 존재하게 된, 분열된 자아 심리 상태를 드러

낸다. 

  불완전한 사지 조건을 지니면서 미완성 상태로 마무리된 채 실 끝을 

늘어뜨린 인형을 거듭 만드는 과정은“전윤조”(연구자 이름), 장애인이

자 엄마, 작가로서 뒤엉킨 정체성을 탐구하는 수단이자 경로가 된다. 그

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문제를 평소에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막

상 이를 상징하는 형태를 만들다 보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쉽다. 이에 

적당히 만들기보다 연구자를 한계까지 몰아갈 정도로 반복하며 집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감기’라는 행위의 반복은 이 자체에 대한 

몰입을 통해 불안정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내면을 반추하고자 강박성을 

띠게 된다. 특히 모든 인형에게서 나온 실의 길이를 약 35cm 정도로 유

지하도록 했다. 대충 잘라도 되었으나 실이 나오는 배꼽 부위부터 실 끝

까지 일일이 길이를 재서 잘랐다. 그리고 선(線)적인 재료와 감는 행위

의 특성상 이천여 개의 인형 전반에 실을 감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으면

서 반복성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축적되었다. 그 결과 감기 행위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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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단순 되풀이가 아닌, 더욱더 강박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 작

업에서 인형들을 만드는 데 사용한 실의 길이는 총 43km 정도 된다. 뼈

대 작업을 위해 들어간 철사는 15kg 정도의 롤 2개(개당 30m)의 분량

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형들을 각기 다른 크기의 구 모양을 형성하게

끔 일일이 매달아서 설치했는데, 이들을 묶어서 연결하는데 사용한 낚싯

줄은 25m 롤 60개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모두 오로지 두 손으로 반복

해서 제작했다. 극공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 작업인 것이다. 이 작업을 

진행할 당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지 한계를 실험한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작업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이용

한 행위의 반복성이 강하게 두드러진 

다른 작가 작업의 예로, 제닌 안토니 

(Janine Anthony, 1964- , 바하마)

의 <갉아먹다, 1992>[참고그림 1]가 

있다. 300kg의 초콜릿 입방체를 이

로 갉고 뱉기를 반복한 결과물이다. 

안토니는 입방체를 손수 만들고 이

것을 갉는 작업 과정 전체를 오직 

손과 입으로 진행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많은 여성이 음식과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하고 탐닉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신에 대한 형벌 양상으로 풀어낸 것이다. 실

제로 그녀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십 번 토할 뻔하고 입안에 종기가 생

겼다고 한다. 자기 학대처럼 보일 정도의 고행임에도 이를 고집한 이유

에 대해서 안토니는“나는 나 자신을 어떤 상황에 집어넣고, 그 상황이 

작품의 의미를 창조해내기를 원한다. 나는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하

[참고그림 1] 제닌 안토니, <갉아먹다 

Gnaw>, 초콜릿 300kg, 61×61×61c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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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30)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안토니가‘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한 것

에 공감했다. 이 작품은 초콜릿 정방체를 손수 제작한 후, 이로 갉고 뱉

기를 반복한 다음, 뱉어서 모은 초콜릿으로 하트 형태의 초콜릿 틀을 여

러 개 만든 전체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결과물이다. 그녀의 작업을 보면

서‘손수 초콜릿을 조금씩 쌓을 때 지겹지 않았을까? 계속 이로 갉고 녹

이고 뱉으면서 단맛에 질려 그 행위가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리 몸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

다. 작가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작업 과정 자체에서 무

언가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안토니의 

반복된 행위는 그저 일종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 이상으로, 

안토니라는 사람 스스로가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혹은 깨달

으려는 시도로 보였다. 이 무언가는 여성과 사회라는 범주 그리고 인간 

자체의 본성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가변적인 재료 사용과 일정 행위의 반복을 통한 작업 과정 

자체에서‘어떤 것을 절박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어떤 것’은 재료를 

다루는 행위 자체의 몰입을 통해 유동적인 내면을 진정시키려는 것일 수

도 있고 청각 상실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혹은 남과‘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혼란을 추스르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연

구자가 극한적인 반복 행위를 통해 성찰하는 이것은 연구자의 심리 문제

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계있는 사람들 행동 이면에 숨겨진 심리, 나아가 

보편적인 인간 심리에 대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반복 행위는 

작업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해서(깨달아서) 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30) 린다 와인트라웁, 『미술을 넘은 미술』, 정수경, 김진엽 공역, 북코리아, 2015, p.

213. (이 책의 저자는 이 인용구에 대해 1993년 9월 23일에 진행된 저자와 작가의 

인터뷰에서 가져온 것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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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기 때문이다. 좁게는 연구자를 비롯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기도 하고 넓게는 연구자의 심리에 깊이 자

리 잡은 편견을 알아채고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의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와 안토니의 반복 행위는 극한적인 반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위 모두 강박성을 지니지만,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의 속성

에 차이가 있다. 연구자의 반복은“전이(transference)적 반복”31)에 

가깝고 안토니의 반복은‘히스테리(hysteria)’반복에 가깝다. 전이적 

반복은 외상에 대한 자기방어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을 

다른 대체물에 전이해서 간접적으로 반복하여 대면하려는 시도이다. 프

로이트는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이 이를 벗어나고자 오히려 그 외상에

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찾거나 관련된 행동을 

되풀이한다면서 이를 전이적 반복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

복 강박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외상에 대한 정신 방어의 차원에

서 이를 다스리고 접근해 보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이적 반복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만, 외상에 

대한 일종의 사후(事後)적인 적응 노력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의 반복 행

위는 전이적 반복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불

완전한 인형들을 실로 감아서 만드는 행위는 자신의 외상성 심리 문제를 

전이하고 마주하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안토니의 갉기 행위

는 소위 안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정방형 모서리가 사라지도록 자신

31) 1) 지그문트 프로이트,『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7, p.507.

   2) 전이적 반복 :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분석 현장

에서 분석가와의 관계로 무의식적으로 전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환자가 자신의 이러

한 모습을 자각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반복에 대해 

전이적 반복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이 강박성을 띠는 것은 환자들이 자신에

게 깊은 상처를 준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려 다시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데, 이러한 시도는 외상성 경험의 충격이 정신에 대한 파괴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도

록 그 상황을 뒤늦게라도 다스려보려는“사태 적응 노력”(p.509)에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pp. 507-5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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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안이 헐 정도로 갉은 행동을 볼 때 오히려 자학성을 띤 파괴에 가

깝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반복 강박과 다른 히스테리 성질을 가진다고 생

각했다. 그런데도 연구자가 안토니의 갉기 행위의 반복에 접근한 것은 비

록 자기 반영성의 정도 차가 있지만, 그녀의 작업 태도에서 익숙한 느낌

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복 행위가 신체의 손상이 이루어질 정도로 극단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32)“미술 과정이 미술의 주제를 드러내는”33)것, 

그리고“자신을 강박에 내맡기고... 괴로움을 수행하도록”34) 한 태도를 

보듯이, 그녀가 반복 행위를 통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가는 작업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에서 연구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가 인형을 수백, 수천 개 만듦이 강박

성을 띠는 것에 내재된 심리 작용에 대해서 부르주아가 아버지의 광적인 

조약돌 수집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참고해서 접근했다. 

“아버지는‘나는 아름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생이 살아갈 가치

가 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에 조약돌을 상자에 넣는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름다운 순간을 모은 셈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불안했고 인생을 지옥으

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존재

32) 물론 연구자의 행위 반복 역시 손목이 아프거나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이루어지는 

적이 가끔 있기 때문에,‘통제력’을 잃고 반복한다는 점에서 히스테리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업이 인형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문제

를 마주하려는 성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이적 반복에‘가까운’것으로 보았다.

33) 린다 와인트라웁, 『미술을 넘은 미술』, 정수경, 김진엽 공역, 북코리아, 2015, p.

213.

34) 1) 린다 와인트라웁, 위의 책, p.221.

   2) 비록 연구자는 안토니의 행위가 자기 학대적으로, 정방형 모서리를 파괴하려 했다

는 점에서 히스테리 반복에 가깝다고 했지만, 저자가 안토니의 행위 반복에 대해 강

박성을 띤다고 한 것에도 동의한다. 안토니가“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한다고 

했듯이(이 글 p.40의 인용 부분), 자신을‘일부러’괴로움을 수행하도록 한 성격이 

있다고도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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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조약돌은 그 존재들의 증거가 되었던 것

입니다.”35)

  그녀는 아버지가 조약돌을 수백 개 수집한 상자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

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조약돌을 수집한 의미에 대해 말한 바를 액면 그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돌을 수집했는지에 대해 역으로 해석했다. 되

레 부르주아는 그녀의 아버지가 은연중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신의 삶에 아름다운 순간이 존재함을 상기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했다고 

본 것이다. 조약돌들은 그 순간의 증거들인 셈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연구자 작업에서 모은 인형들 역시 일종의 증거 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한 마음의 치유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불가능해 보인다. 심지어 

부르주아는“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괴로움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치유에 대한 어떤 접촉 기회도 없다. 이것이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반

복하는 이유이다”36)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연구자가 반복성을 띤 작업

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하나의 과정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형들은 이 애쓴 과정의 증거들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반복 행위가 강박성을 띠는 이유

를 살피고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진행했던‘포르트/다 놀이(forte/

35)“He said,‘Every time I have a beautiful moment, it proves to me that life 

is worth living, and in a gratitude I put a pebble in the box.’So he was coll

ecting beautiful moments. Why did he have to do that? Probably because he 

was anxious, he considered life hell, and he had to prove to himself that in s

pite of everything, beautiful moments existed, and the pebble was the proof 

of their existences.” Robert Storr, Paulo herkenhoff, Allan Schwartzman, Lo
uise Bourgeois, PHAIDON, 2003, p.129. 

36)“…to be an artist involves some suffering. That’s why artists repeat themsel

ves-they have no access to a cure.”Robert Storr, etc., ibid.,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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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game)’에 대한 관찰 연구를 참고했다.37) 프로이트는 이 놀이에 대

해서 모든 반복적인 표상의 심리적인 기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

다.38) 보통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어떤 대상이 안 보이면 그저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면서 무척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는 대신 마

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 대안으로 장난감(실패)을 찾았고, 이것을 가지

고 놀다가 포르트/다 놀이를 창안했던 것이다. 아이는 장난감이건 뭐든

지 침대 밑이나 구석에 집어 던진 후 다시 찾으면서‘fort(실제로는 o-

o-o 소리에 가까웠지만, fort(가버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함)-da’소

리를 내는 습관이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이 하나의 놀이라는 것을 알

았고 아이가 실패를 가지고 노는 모습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장난감이 자신의 힘으로 사라졌다 돌아오는 모습에서 일종의 보

상심리를 느끼기 때문에 이 놀이를 반복하게 되었다면서, 이 보상심리가 

어머니의 부재는“수동적인 상황”39)이었지만 자신의 놀이를 통해“능동

적인 역할”40)을 취할 수 있다는 만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

37) 연구자가 포르트/다 놀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작업을 정신

분석학의 관점에서 조사해보려는 계기가 된 것은 2014년에 가진 개인전 <머리가 알

지 못하는 마음>의 전시 서문이었다. 서문을 작성한 미술비평가 안소연은 연구자가 

수백 개의 인형을 실로 감은 행위에 대해서“전윤조[연구자 이름]의 신체적인 제스처

는 프로이트가 우연히 자신의 어린 손자에게서 목격한 포르트/다(fort/da) 놀이의 강

박적 반복 행위처럼 불안한 심리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동한다...  자신의 불

안한 상황을 굳이 반복하려는 강박적인 제스처는 이미 벌어진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역설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해 그저 청각을 상실한 신체와 심리 문제를 극복하

려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게 했다. 또한‘정신분

석학’이라는(당시 연구자에게 무척 낯설었던) 이론을 통해서 연구자의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에 내재된 심리 작용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38) 프로이트의 포르트/ 다 놀이에 관한 관찰 내용은 Sigmund Freud, Beyond the Pl
easure Principle , trans. James Strachey PacPS, 2010. (New York, 1961), p

p.15-19를 참고.

39)“passive situation”Sigmund Freud, ibid., p.18.

40)“active part”Sigmund Freud, ibid., p.19.



 
- 46 -

데 실패 자체가 엄마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는 마음의 안

정을 완전히 찾지 못하고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이 놀이를 

매일 하루종일 시도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정신 방어 기제의 무의식적인 작용, 반복의 강박성

과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반복’의 의미를 재정립하였다. 사람은 불안

해지면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잠재울 만한‘대체물’41)을 찾게 된다. 그

런데 아이에게 실패가 엄마일 수 없듯이, 설령 어떤 대체물을 찾더라도 

일시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뿐, 불안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

문에 결국 대체물을 반복해서 찾는 행위는 강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42)

  연구자는 프로이트의 관찰 연구에서 아이가 엄마의 부재에 대해 가만

히 앉아서 울거나 엄마를 무작정 찾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잠재

우기(벗어나기) 위해 실패를 찾아서 놀이를 스스로 고안하고 이를 반복

하며 불안을 달랜 모습을 주목했다. 물론 불안의 근본 원인의 해결이라

는 점에서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만 연구자의 

경우 청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완전한 해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이

가 있음에도 연구자가 이 놀이를 주목한 것은, 아이가 놀이에서 말과 행

위의 반복에 집중하며 불안을 달랜 모습이 연구자가 행위의 반복에 몰입

하면서 일시적이라도 본인의 문제를 잊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모습과 유

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면하고 풀어나간 것이다. 아이가 실패를 발견하고 놀이를 창안한 것을 

우연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아이의 행동은 심리 충격에 무너지지 않으

41) 이 대체물은 프로이트 손자의 실패와 같은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 특정 

행동 등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경우 불안을 가라앉

히기 위해, 목적지 없이 계속 걷거나, 소설책을 이십여 권 빌려서 쌓아놓고 한꺼번에 

몰아서 읽든지 혹은 특정 종류의 물건(볼펜, 머리끈 등)을 반복해서 구입한 적이 있

기 때문이다.  

42) 이러한 대체물 추구와 이의 반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Ⅳ단원‘2. 상실감과 

결여에 대한 대체물의 추구’에서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과 함께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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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정신 방어의 차원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필

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자가 행위의 반복을 강박적이다시피 추

구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데 본인은 아무리 청각 상실을 인정하고 극복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신체 조건과 맞물러‘현실의 문제’43)를 자주 겪다 보니 자기 

부정적이 되기 쉬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의 작업 과정에서 강박적

이 되는 행위는 부드러운 재료가 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가공하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몰입을 통한 심리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

기 비관과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일부러 본인의 청각 상실(불완전한 신체 조건)을 상

징하는 형태를 실로 감아서 만드는 행위는 프로이트의 손자가 엄마의 부

재라는 수동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했듯이, 연구자가 청각 상실이라는 

상황을‘수동적으로’불가피하게 겪었지만 이를‘능동적으로’바라보고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된다. 

  본인의 신체 현실은 어찌할 수 없으나, 연구자의 손힘에‘순응’하는 재

료를 다루는 것은 일종의 만족감을 주면서 심리 안정 효과를 배가시키는 

듯하다. 과거의 연구자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았을 때 그 차이를 

느끼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서글프거나 불안을 느끼는 횟수가 줄었고 

무엇보다 타인을 대할 때 정도 이상의 주눅이 들면서 눈치를 보던 것 역

시 덜해졌다.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43) 연구자의 청각 문제로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못 알아들어서 발생하는 소

통의 한계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를테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과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

은 전자의 경우로 받아들이고 연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면서 연구자를 무시하

는 식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가 본인의 잘못이나 실

수 때문이라면 용납하겠지만, 본인의 어찌할 수 없는 신체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노하든지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 원인이 되는 청각 

문제는 연구자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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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이십여 년간 진행했던 언어 훈련의 경험도 연구자의 작업 과

정에서 행위의 반복이 강박성을 띠는 것에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생각한

다. 훈련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연구자가 잘 버티지 못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잦았다. 언어 훈련

은 단순히 어떤 단어의 발음을 알아듣고 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한 고된 훈련이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사과’라는 단어를 훈련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ᄉ, ᄀ’발음을 제대

로 하기 위해 구강구조를 그린 사진들을 준비하고,‘ᅡ, ᅪ’를 발음하

기 위해 입 모양 그림을 준비했다. 이들을 보면서 혀의 모양과 혀 끝 위

치를 잡고 입 모양을 달리하면서 연습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주 잘게 자른 색종이 조각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날

아가는 종이의 양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병행했다.‘ᄉ’자와

‘ᄀ’자의 발음에서 나는 날숨 세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날아가는 색종

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

한 소리를 내기 위한 호흡 훈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촛불을 켜고 일정 

거리에서 숨 바람을 불어서 끄거나 불이 흔들리는 정도를 달리하고, 물

이 가득 담긴 커다란 대야 위에 종이배를 띄워놓고 숨 바람으로 밀어서 

이동하는 거리 정도를 보고서 발음을 위한 호흡 조절을 연습했다. 이렇

듯 구강구조의 그림을 통해 혀의 위치를 외우면서 입 모양을 확인하고 

호흡 조절 훈련과 함께‘사과’의 발음과 소리를 연습한 다음, 그 개념

을 이해하기 위해 실물 사과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하는 경험을 진행했

다. 이 단어를 말하게 될 때마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쓰는 훈련을 함께 

진행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껍질의 색이 빨갛고 푸르거나 약간 노

란 식으로 서로 다르더라도 다 같은 사과이고,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새

콤하고 달콤하지만 귤과 달리 아삭거린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여러 종류

의 사과를 귤과 대조하면서 먹고 잘라보았다. 거의 한 달 내내 지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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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만 먹었던 것 같다. 

  <음절들, 2005>[그림 27]은 이러한 방식의 언어 훈련에서 겪은 지독

한 반복 경험을 도입한 작업이다. 약 4천 줄의 면사를 일정 길이로 자른 

후 실 한 올 마다 양 끝을 테이프로 벽과 바닥에 붙였다. 이때 영어 단

어들을 두 개의 음절로 나눠서 앞 음절은 벽 테이프에, 뒤 음절은 바닥 

테이프에 적어 넣었다. 미국 유학 생활 중 외국어(영어) 사용으로 소통

의 한계를 더 심하게 경험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된 언어 훈련 경험의 기

억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앞 음절과 뒤 음절, 두 음절 사이를 연결하는 

250cm 정도 길이의 줄들이 같이 몰려 설치되었다. 감상자는 8000여 

개의 두 음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음절에 붙여진 줄을 더듬어 반대쪽 

끝으로 가서 나머지 하나의 음절을 찾아 연결해 한 단어를 완성하는 것

이다. 그런데 방대한 양의 음절들과 서로 엉키다시피 뭉쳐 있는 줄들의 

       [그림 27] <음절들>, 면사, 테이프, 손 글씨, 161×249×200cm, 2005



 
- 50 -

상태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려면 많은 번거로움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기억을 토대로 언어 훈련 과정에서 느꼈던 심리적인 압박감과 어려움도 

시각화하고자 했다. 몇천 줄의 실을 자르고 바닥과 벽에 테이프를 잘라

서 붙이기, 테이프 위에 음절을 적는 행위를 극단적으로 반복한 작업 과

정으로 인해, 완성 후 손목과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통원 치료했을 정도

로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업을 기준으로 반복적인 행위가 지니는 의

미를 정리했다. 연구자는 반복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살피는 과정에서 

재료의 성질, 재료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접촉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보다 미완성적으

로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훼손 혹은 흐트러짐을 용납하는 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 태도가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에서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딱딱한 재료에도 별도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행적

을 남길 수도 있고 변형이 없는 단단한 형태라도 비고정적으로 설치하면 

작품 자체는 가변성을 지닐 수 있다. 여러 개의 같은 형상들이더라도 다

양한 방식으로 배치했을 때, 감상자가 보는 방향과 동선, 조명에 따라 

보이는 느낌이 달라진다. 심지어 전시 중에 작가 본인 혹은 감상자에 의

해 옮겨질 수도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가변성’은 재료의 

성질을 기준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연구자의 신체 힘으

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재료의 물성으로 인해 실제 작

품 자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마치 사람의 육체가

‘노화’하는 것과 같이 작품의 형태와 상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조

금씩 변해 간다. 연구자에게 이러한 가변성은 인간의 심신 변화와 한계

에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에서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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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료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폭넓다고 보았고, 다음 단원에서 이를 

통한 행위의 반복이 지닌 의미를 주목하면서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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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이를 통한 반복 행위

  이번 단원에서는 연구자의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이 오로지 손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가변적인 재료에 국한된 것에 주목하면서, 가변적

인 재료의 사용과 이를 통한 반복 행위의 의미와 이들로 말미암은 작품

의 특성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했다. 여기서 손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재료는 기계와 타인의 도움 없이 가위나 망치, 톱 등의 기본 용구를 쓰

되 작가 자신의 힘으로만 다룰 수 있는 물성을 지닌 재료를 의미한다. 

특히 재료의 가변성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된

다. 실이나 천 등의 부드러운 재료와 시간이 지나면서 굳는 액체 상태의 

재료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작품이 오랜 시간 제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그만큼 감기, 쌓기, 붙이기 등의 제작 행위를 공들여서 되풀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형태는 재료의 가변적인 특성 때문에 완

성된(작가의 구상대로 다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미완

성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으나 형태 자체에서 환

경에 따른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연구자 작업에

서 주재료인 면사를 비롯해서 마대 천, 석고붕대, 닥종이, 0.1mm 두께

의 유리구슬, 스티커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이들 모두 제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견고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연구자의 작품은 재료의 가변적인 성질로 인해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범주를 넘어서(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재료의 물성, 이를 통

한 반복 행위의 흔적, 그리고 매달기와 같은 설치 방식의 비고정성이 어

우러지면서 또 다른 총체적인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 작가가 아닌 작품 

자체가 의미를 재창출하는 셈이다. 따라서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

에서 재료 자체가 지니는 물성과 의미가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선 연구자 작업 전반에 걸쳐 가변적인 재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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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반복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는지 분석했다. 다음으로 연구

자 작업의 속성을 정리하면서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작업의 영구

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 행위를 중시한 다른 작가의 작업을 살펴봤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에게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이 의미

하는 바와,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이를 통한 반복 행위의 의미를 도출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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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적인 재료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

  가변적인 재료에 직접적인 신체적·물리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

위의 반복은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도 연구자가 추구하는 바

에 따라 가변적인 재료에 대한 행위의 반복은 청각 상실에서 비롯된 불

확실한 자기 정체성 혹은 자신의 인지와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품은 의문

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자아 탐색44)

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이번 

단원에서는 연구자의 작업 전반에 걸

쳐서 사용된 여러 재료와 연구자에게 

이러한 재료의 선택과 사용이 뜻하는 

바를 정리해봄으로, 가변적인 재료를 

통한 반복 행위의 의미를 확인해보고

자 했다.

  연구자는 청각 상실과 관련된 경험

으로 인해 재료의 가변적인 물성에 대

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인간 심신의 조건과 동일 선상에 놓고 

바라보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학부 

시절에 진행했던 <생각하기, 1997>

[그림 28]에서 이미 이러한 모습을 

44) 이 탐색은 주로 청각 상실과 연관된 현실 문제(편견, 차별, 오해 등)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감정들에서 출발하고‘나’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나에게‘안 들리는 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내가 좋지 않은 의도로 행동(혹은 말)한 것이 아닌데 

왜 오해를 받아야 할까? 이 오해를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지금 

내가 느끼는 괴로움, 답답함, 불안함은 왜 생기는 걸까?”,“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

는데, 저 사람은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나’도 나의 

일부인가?”등의 의문 형식을 가진다. 

[그림 28] <생각하기>, 한지, 면사, 

의자, 실물 크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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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 작업은‘한지와 오공본드’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본인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과 크기의 인체를 흙으로 만든 다음 쪼갬 볼

을 꽂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석고로 뜬 후에, 각 석고 틀 안쪽에 다양

한 색깔의 한지들을 오공본드를 섞은 물에 적셔서 겹쳐 붙이면서 굳혔

다. 한지가 매우 얇기 때문에 상태가 유지되려면 최소 15겹을 겹쳐야 

했다. 굳어서 단단해지면, 한지 틀들을 떼고 그 끝부분에 일일이 가는 

송곳으로 바늘구멍을 낸 후에 조각조각을 서로 면사로 꿰매서 한 덩어리

로 만들었다. 그런데 습기와 고온에 약한 오공본드의 특성상 여름 직전

에 전시되었던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모양이 무너지기 시작했

다. 당시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그 끝을 예상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

에, 손이 많이 갔던 작업임에도 미련 없이 버렸다. 

  추가로 재료의 가변성으로 

인한 형태의 비고정성을 작

품의 주요 내용으로 한 작업

이 있는데, 2003년에 제작

한 <흔적들>[그림 29]이 그

것이다. 너비 1m, 길이 20m 

정도의‘마대 천’롤과 가위

를 들고 건물 내부를 돌아다

니면서 발견한 사물들(물건, 

의자, 상자 등)을 쌀 수 있

을 정도의 크기에 맞춰 천을 

정방형으로 자른 후 이것들을 보자기처럼 사용하여 매듭을 묶어서 쌌다. 

그리고 두 개의 매듭 중 하나만 풀어 내용물을 빼낸 다음 다시 묶는 방

식으로 제작된 50여 개의 보자기를 모아서 둥그렇게 빙 둘러 쌓았다. 

그 사물들을 쌌을 때는 그것의 형태와 크기가 담겨 있었으나 풀어냈을 

[그림 29] <흔적들>, 마대, 사물 크기에 따라 다른 

가변 크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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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단지 크기가 다른 네모 천들만 남았다. 사물이 안에 있을 때 모양

새를 갖추었지만 빠져나가면‘흔적’만 남는다. 대상(인간, 사물 등의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 상태를 재료의 

유연한 성질을 통해 암시한 작업이다. 

  연구자의 작업 <헛된 짓 하기, 2003>45)[그림 30]의 재료로 사용된

‘마대 천’은 주로 공사 폐기물이나 산업용 재료를 담거나 싸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고 올이 거칠면서 성기다. 우선 작업실에 있

던 대형 물통을 뒤집어서 일정치 않은 사각 형태로 자른 마대 천에 오공

본드를 발라 겉면에 서로 덧대어 붙였다.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물통에서 

45) 같은 작품이지만 [그림 17](p.25)에서는 꿰매기 행위의 반복성에 중점을 두고 접

근했고, 여기서는 마대 천과 오공본드라는 가변적인 재료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재접근

했다.

[그림 30] <헛된 짓 하기> 마대, 실, 방수재료, 물, 윗지름 57cm 통 7개, 높이 100c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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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대 통을 반으로 잘라 벗겨냈다. 오공본드는 어느 정도 마르면 끈적

임은 덜 하고 약간 무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마대 통을 벗

겨내고 모양을 다시 다듬는 것이 수월했다. 다음은, 벗겨내기 쉽도록 반

으로 잘랐던 두 부분 끝을 실로 꼼꼼히 꿰매서 한 몸체가 되도록 연결한 

후, 이것을 (파란) 물통에 도로 씌워서 마저 건조했다. 마지막으로 통마

다 방수재료를 안쪽에 발라 말렸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바르고 서너 시간 말리는 과정을 십여 번 되풀이해야 했다. 일곱 통

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통을 만드는 과정을 일곱 번, 방수 과정을 총 칠

십 번 반복한 셈이다. 방수재료의 특성상 고무에 가까워서 처음에 다소 

물렀던 형상은 물이 담기며 압력이 가해지면서 물통 모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점차 형태가 일그러지더니 물이 새

기 시작하면서 다시 구겨지게 되었다. <흔적들>과 <헛된 짓 하기> 이 

두 작품의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재료의 유한성과 작품의 변

화는 당시 느끼곤 했던 무상함을 드러낸다. 연구자가 형태가 변하지 않

을 플라스틱 물통을 굳이 오공본드를 바른 마대 천으로 여러 번 겹쳐서 

통 모양 그대로 굳힌 다음 떠서 꿰매고, 이리 제작된 통에 물을 퍼 날라

서 가득 담고, 결국 물이 새면서 망가지고 버려질 작품을 제작한 자체는 

일종의‘헛된 짓’인 셈이다. 이러한 작업 태도는 작품 완성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이었고, 결과보다 반복 행위를 

통한 과정 자체, 결국 부서지는‘끝’에 의미를 둔 작업이었다. 연구자

가 작품 외형의 변화를 예상하면서도 가변적인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신

체의 부분 상실을 겪으면서 느낀 무상함에서 비롯된, 연구자의 삶(혹은 

인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마음속에 담다, 2003>[그림 31]는 종이를 만드는데‘닥종이’를 사

용했다. 닥종이는 닥나무 내피를 잿물에 삶고 찌는 과정을 거쳐 가느다

란 실 상태로 가공된 것이다. 한꺼번에 뭉친 상태인 덩어리로 봉지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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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팔기 때문에 언뜻 봉지째로 

만져보면 다소 굳은 죽의 느낌

이다. 더미 상태이기에 조금씩 

뜯어서 오공본드를 희석한 물

에 담가 살살 풀어가면서 작업

하였다. 묽은 오공본드에 적셔

진 닥종이는 물풀 상태에 가깝

게 미끈거리면서 점성이 생겨 

뭉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손수 

제작한 철망 틀(120×240cm) 

전체에 이들을 균등한 두께로 

서로 골고루 엉키도록(완성된 종이가 일부 얇은 부위로 인해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으로 펼치는 과정은 집중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

게 만들어진 종이는 시간이 갈수록 마르면서 서로 엉겨 붙은 채 어느 정

도 단단하게 굳는다. 닥종이 대신 한지를 사서 사용해도 되었으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내키지 않았고, 미세한 철망 위에 가느다란 나무껍

질 실을 조금씩 얇게 펴서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에 매력

을 느꼈다. 껍질 실을 펼치는 과정은 마치 엉킨 내면 상태를 조금씩 풀

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가늘고 젖은 상태의 재료를 조심스레 펼치

는 행위는 몰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 장마다 네 시간 정도 닥종이를 골고루 잘 편 다음 밤새 말리기를 반

복해서 총 여덟 장을 제작했다. 말린 종이는 아무래도 손으로 편 것이다 

보니 두께가 일정치 않아 군데군데 뒤가 비칠 정도로 얇아서 잘 찢어지

는 연약한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종이들은 마르면서 철망의 녹이 밴 상

태인지라 변색된 핏자국처럼 군데군데 적갈색으로 얼룩졌다. 종이를 처음 

제작할 당시 얼룩지면 버렸는데 아무래도 철망과 물이 계속 접촉하다 보

[그림 31] <마음속에 담다>, 닥종이, 석고붕대, 

40×40×20c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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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자국이 점차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연구자의 외상성 심리에 적합한 비유로 생각되어서, 일부러 닥

종이를 물에 더 흠뻑 적시면서 종이를 제작했다. 흰 종이에 밴 불그스름

한 녹이 마치 연구자의 마음에 생긴 상처(혹은 핏자국)처럼 보였다. 총 

여덟 장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몇 장을 만들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계속 

만든 것이다. 얼마나 만드는가보다 닥종이 덩어리를 조금씩 펼치는 행위

의 반복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 수제 종이들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담은 상자의 경우‘석고붕

대’를 겹쳐서 만든 것이다. 주로 석고붕대는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늘어났을 때 그 부위가 무리 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며 특히 고

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빠른 치유 효과를 낸다. 이러한 석고붕대

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상자에 적용한 것이다. 상자의 뚜껑은 내부를 

가리고 밀폐하는 가림막 역할을 한다. 종이가 검붉게 얼룩지고 닥나무 

껍질 실(닥종이)이 엉겨 붙은 모습, 그리고 이러한 종이로 안을 가득 채

운 구조는 어린 시절 신체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제대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못한 채 쌓아 둘 수밖에 없었던 묵은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이 작업에서 석고붕대와 닥종이라는 기본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여 모

든 구성 요소(종이)와 형태(상자)를 직접 제작하려 한 것은 재료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 과정을 거침으로, 조금이나마 묵은 감정이 손자국을 통해 

이입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 시기에 여러 물성

의 재료들을 다뤄보다가 가변적인 재료와의 신체 접촉을 통해 불안한 마

음이 가라앉는 효과를 우연히 발견했고, 은연중 이러한 접촉을 통한 반복 

행위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재료의 물성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재료의 표면에 남는 행위의 흔적들에 

대한 매력도 느꼈던 것 같다. 그리 강하지 못하면서 환경의 영향으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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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는 재료의 성질에서 인간의 연약한 심신 상태가 연상되었다. 

  <독후감, 2002>[그림 32]

은 반년 동안 읽은 책들(크기

와 두께)과 책을 담았던 상자

(크기와 형태)를 그대로 재현

하되, 책을 구성하는 종이들과 

상자를 직접 만든 것이다. 책

은 <마음속에 담다>[그림 31]

의 종이와 같은 방식으로 손수 

제작한‘닥종이’로 실제 책의 

크기에 맞춰 잘라서 제본한 것

으로 그 내용은 비어 있다. 여

기서 책들이 담긴 상자는 당시 작업실에서 책을 담아 놓았던 플라스틱 

상자를‘마대 천’으로 뜬 것이다. 미리 크게 잘라 놓은 마대를 안쪽에 

펴서 넣은 다음, 그 위에 오공본드를 되직하게 여러 번 바르면서 상자 

모양새에 맞춰 눌러서 떠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바른 후 말린 다음 또 

바르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물이다. 

  <사적인 것, 2004> [그림 33]에서 사용된 가변적인 재료는 너비 7.5

cm의‘석고붕대’이다. 석고붕대는 따뜻한 물에 담그면 물러지면서 원

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열기를 품다가 식으면

서 굳는다. 대신 습기와 온도에 민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변형되

고 겹쳐진 끝부분이 갈라진다. 그런 이유로 형태 유지를 위해 스무 겹을 

층층이 바르면서 굳힌 작업이다. 균등한 평면을 만들기 위해 한 겹을 전

체적으로 바르고 말린 다음 또 한 겹을 같은 방식으로 바르는 식으로 진

행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현관에 예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편

지함의 크기와 형태를 정확히 재서 기록했던 정보를 토대로, 석고붕대를 

[그림 32] <독후감>, 닥종이, 마대, 오공본드, 

180×60×40c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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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 모양을 만들어 굳혀가면

서 재현한 것이다. 재료의 가

변성을 통해서, 길게 지속되지 

않는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비

유하고, 호수만 달리 표기했을 

뿐 같은 크기의 칸들이 배열된 

편지함을 만듦으로써 별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 개별성

이 묻혀버리는 익명성을 시각

화했다. 

  평소 이 편지함을 오가는 수

십 통의 우편물들을 보면서 이

십여 년을 살면서도 누가 살고 

이사 가는지 확실히 모를 정도

로 소통이 부재한 세태를 느끼

곤 했다. 또한, 실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각각 개인적인 중요성을 지님

에도 불구하고 겉봉투 상으로는 익명성을 지니는 이중성을 느꼈다. 우편

물에 적힌 이름은 연구자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실제로 같은 아파트에 사

는 이웃 주민의 이름이다. 우편물은 연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우편물의 주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편지함 형태를 재현한 후 

칸마다 그 칸에 해당하는 호 수를 판박이로 붙였는데 실제 아파트의 호

수 그대로이다. 이 작업 역시 시간의 흐름과 습기의 영향으로 석고붕대

의 겹침이 약해지면서 본래의 형태가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편지함이 지니는 의미(소통의 부재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강조

한다. 작업 전체에서 몇 안 되는‘사회적인 내용’을 연구자의 경험에 

빗대서 재료의 가변적 물성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33] <사적인 것>, 석고붕대, 오래된 지류, 

180×160×15c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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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 2010>[그림 34]에서 사용된‘면

사’의 경우 연구자가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재료이다. 다양

하게 시도되던 가변적인 재료의 선택이 면사로 급격하게 좁혀진 것에는 

작업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유학 갔

을 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작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

리고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제공해준 개인 작업실은 차가운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오래 있을 수 없었고, 특

히 석고붕대와 마대 등의 재료는 먼지와 가루가 많이 발생해서 아이의 

호흡 기관에 좋지 않아 재료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반

복 행위를 통한 작업을 포기할 수 없었고 많은 고민 끝에 학부 때 잠시 

사용했지만 관심 밖이었던 실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재료

를 다시 사용할 때 경험상 행위의 반복이 많이 요구되리라는 것을 알았

기 때문에 망설였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작업해야 했고 아이는 아이대

로 엄마가 옆에 있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먼지가 적고 아이도 가지고 

[그림 34]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 면사, 철사, 인형 70cm, 가변 길이 최대 

1200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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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수 있는 실을 선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실이라는 재료가 상징하는

‘치유’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여러 종류의 실을 사용하다가 선택한 면사는 잘린 끝의 올이 풀리면서 

잘 꼬이고, 온도나 습기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줄어들고 늘어나는 등 주

변 환경에 민감하다. 따라서 면사로 일정 모양을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는 일정 힘으로 실을 잡아당기면서 꼼꼼하게 가지런히 감는 행위를 무수

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 실의 탄성으로 인한 

변화가 생기면서 인형의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림 34]에서 하체 인형의 크기는 연구자가 언어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키(약 130cm)를 기준으로 어

림잡은 것이다. 신체의 능동적인 부분 즉 생각하거나 느끼고 말하고 만

지는 등의 일상생활을 주도하는 상체가 제거됨으로, 무력하게 수동적이 

되어버린 하체가 누운 자세로 매달려 있다. 특히 하체 인형이 아래로 쳐

지기보다 수평적으로 뻣뻣하게 매달린 구조는 정신적으로 지쳐서 드러눕

고 싶지만 그래도 버티려는‘이중 감정’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 작업은 

어린 시절 안으로 곧잘 삭였던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순간 터뜨리는 마

음의 상태를 하나의 전경(全景)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업은 보는 이들이 작업에서 주목하는 외형 요소에 따라 받는 느

낌과 유추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여러 성격의 부분들이 연계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감상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감상자들도 있어서 유추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 이를

테면 성인 무릎 높이로 매달려 있는 하체 부분에서는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로, 실들이 팽팽하게 갈라져 나오는 하체 윗부분에서는 제목과 연관 

지으면서‘마음에서 응어리졌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소리’46)

46) 연구자 역시 이 작업을 온종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들과 벽을 
타고 흐르는 실들에 대해 몸 안의 피가 터져 나가는 모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피
가 벽을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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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한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수백 가닥의 실들과 벽에 고정되어 풀어

진 끝부분에서는 선적인 드로잉 느낌과 소리를 토해낸 흔적을 느낀다고 

하였다.47) 그렇지만 이들 내용이 한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부

분별 형상이 다르더라도 실이라는 공통 재료가 사용되고 모든 부분이 서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청각 상실과 이로 말미암은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신체와 정

신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과 함께 

작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가변적 재료의 선택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성향도 작용했겠지만, 며칠 

사이 청각을 고열로 잃은 데서 체감한 육체의 한계, 청각 상실로 인한 

소통의 한계로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으면서 연구자든 타인이든, 사람

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변하기 쉬운지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도 있다. 

특히 가변적인 재료의 유한성은 물질적 측면에서 재료 자체가 성질이 변

화하거나 소멸하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형

태와 이들을 전시 기간에만 존재하도록 임시로 설치한 작업은 동일한 상

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무상(無常)함을 전제하게 된다. 

또한 많은 수고가 들어간 설치 작업을 철수하는 과정 역시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를 지닌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백 개의 인형을 한 줄씩 

제거할 때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진행하는 과정은 무상함을 몸소 경험하

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연구자에게 청각 상실

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연구

47)‘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것 같다’는 감상평을 해주신 분은 서로 아는 사이

가 아님에도 전시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분이셨다. 연구자의 귀 상태를 이미 알고 계

셨고 그분 자신이 청각장애 아동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평소 연구자의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려움부터 언어 훈련 

방법,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작품을 보면서‘슬프지만 아름답다’고 해

주셔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 그 외 몇 사람이 실들이 뻗쳐 나간 부분에 대해 선

적 드로잉이나 흔적 같다는 식의 감상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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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가변적인 재료를 사용한 반복 행위는 쌓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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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의 속성

   

  연구자는 앞 소절에서 본인의 작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성

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한성이다. 그리고 가변적

인 재료에 대한 제작 행위로 인해 이중성을 가지게 되고 매달기와 같은 

설치 방식으로 인해 의미의 유동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유한성은 재료의 가변적인 물성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 온도와 습도와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작품의 상태가 처음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에

서 비롯된 성질이다. 또는 연구자가 실로 인형을 다 만들고 나서 배꼽 

부위에서 매듭을 덜 짓는 식으로 미완성적인 마무리를 했을 때 인위적으

로 발생하는 성질이기도 하다.

  연구자의 작품은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그림 34](p.62)에서 

보듯이 재료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덩어리와 선, 팽팽함과 느슨함 

등의 이중성을 지니게 된다. 하체는 한 덩어리로 실을 단단히 감아서 만

들었지만 그 윗부분에서 갈라져 나온 실들은 제각각 가늘고 무르다. 덩

어리는 갈무리하듯이 단단하게 감겨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 가닥들

은 밖으로 팽팽하게 펼쳐져서 공격적이다. 사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실들은 두 개의 벽에 걸쳐 조밀하게 펼쳐져서 설치되었다. 한쪽은 하

체 인형의 내부에서 뭉쳐졌으나 다른 한쪽은 외부로 분출되는 식이다. 

실 수백 가닥이 벽으로 뻗쳐 나가는 부분은 팽팽한 데 비해 실들이 벽에 

고정되어 늘어지는 부분들은 축 늘어져 있다. 그리고 인형들을 기하학적

으로 설치한 작업처럼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게 생기는 구조로 설치했

을 때, 또한 <헛된 짓 하기, 2003>[그림 30](p.56)에서 마대 천으로 

만든 통에 물을 담았을 때처럼 이질적인 재료의 배치 구조에서도 이중성

을 찾을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한성과 이중성이 총체적으로 인간의 신체가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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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신체 역시 노화하고(연구자처럼 신체 

능력의 일부가 손실되기도 하고), 겉과 속, 뼈(단단함)와 피부(무름) 등

의 이중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성질을 묶어서‘신체성’으로 

정의해보았다. 신체성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의 성질을 의미하

는 것으로, 신체를 부드러움과 단단함, 상처와 재생(치유), 공격과 방어

(보호) 사이를 오가는 유동적인 이중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의 유

한성을 지닌 장소로 본 관점이다. 

  다음으로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미완성적인 마무리(인형), 매달기를 

통한 일시적인 설치 방식으로 작품은 상태 변화에 의해 의미의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다. 매달린 상태의 작품은 언뜻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람이든 감상자의 손에 의해 건드려졌을 때 비로소 

움직여지는데 이때 다른 의미를 일시적으로 가진다. 이러한 성질을 의미

의 유동성이라 보았다. 이를테면, <잔잔한 숨>[그림 35]48)을 보았을 

     [그림 35] <잔잔한 숨>, 면사, 철사, 압정, 720×330×330cm, 2014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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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작업에서 인형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지만, 내부

를 들여다보면 서로의 접촉이 전혀 없다. 그러나 감상자의 움직임이나 

바람에 흔들렸을 때 일시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늘어져서 신체 일부가 

잠시 닿기도 하면서 매달린 상태의 의미가 순간 달라진다. 인형들은 일

시 접촉으로 고립을 잠시 벗어나고, 순간이지만 바닥에 닿음으로써 안정

하고자 하는(바닥에 닿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연구자는 가변적인 재료의 물성과 미완성적인 마무리를 비롯해 

매달린 구조를 지닌 작품에 의미의 유동성이 잠재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작업이 신체성(이중성과 유한성)

을 가지는 다른 작가의 작업을 찾는 과정에서 에바 헤세(Eva Hesse, 

1936-1970, 독일)의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가 헤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작업관이 연구자의 가변적인 

재료 사용에 끼친 영향 때문이다. 헤세는 연구자가 학부 시절 가변적인 

재료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알게 된 작가였다. 당시 연구자는 손실된 청

각으로 인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인체를 한지로 뜨고 석고붕대

로 상자를 만들거나 천을 오공본드로 굳혀서 사물을 떠보고 실 덩어리들

을 감아서 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과연 이 방

식이‘나’에게 맞는 작업인가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헤세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작업들을 보면서 크게 공감했고,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이지는 않았으나 용기를 가지고 가변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하겠다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헤세는“삶은 영

원하지 않다. 예술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49) 라

48)‘Ⅱ. 1. 7) 매달기 행위의 반복’(pp.31-32)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서 매달린 대상

이 가지게 되는 무기력함과 욕구 좌절의 의미를 유추했다. 여기서는 움직여지는 순간 

의미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해서 접근했다. 

49)“Life doesn’t last. Art doesn’t last. It doesn’t matter.”, MoMa, MoMAL

earning, Repetition Nineteen Ⅲ. <https://www.moma.org/learn/moma_learning/

eva-hesse-repetition-nineteen-iii-1968/,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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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나의 삶과 예술은 분리될 수 없다”50)라고 한데서 보듯이, 

자신의 작업을 그녀의‘부조리한’51) 삶의 연장선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

냈다. 헤세의 가변적인 재료의 선택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역시 재료 선택부터 제작 방식, 설치 방법과 구조에 이르

기까지 작업 과정 자체가 연구자의 청각 상실로 말미암은 육체의 한계로 

겪은 삶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헤세의 작업을 살펴본다면 연구자 작업

의 특성으로 조명한 신체성 뿐만 아니

라 본인의 가변적인 재료 사용과 반복 

행위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 되

리라 생각했다. 

  헤세의 작업인 <끝나지 않은, 제목이 

없는 혹은 아직 아닌 Unfinished, Unti

tled or Not Yet, 1966>[참고그림 2]

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덩어리가 담긴 

채 입구가 조여진 그물 9개가 벽에 걸

려있는 설치작품이다. 덩어리 하나가 

거의 사람 머리 크기이고 중력으로 인

해 그물주머니가 늘어져서 마치 눈물이 

50)“art and life are inseparable.”Cindy Nemser, “An Interview with Eva Hess

e,”Artforum, May, 1970, p.60.

51) 에바 헤세의 삶은 헤세의 표현대로‘부조리함(absurdity)’의 연속이었다. 유태인

으로서 언니와 단 둘이 겨우 두 살(1938)때 부모와 떨어져 나치의 박해를 피해 탈출

했고, 계속 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헤세가 아홉 살 때 이혼하면서 가족을 떠났

고 다음 해 자살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후 곧바로 재혼했고, 헤세가 1966년 

첫 개인전을 연 직후 갑작스러운 병세로 죽었다. 헤세는 조각가 톰 도일(Tom Doyl

e)과 결혼생활이 원만치 않아 많은 갈등 끝에 이혼했다. 무엇보다 작가로서의 전성기

였던 서른세 살(1969년)때 뇌종양에 걸려 1년여 투병을 했던 것이다. 헤세의 짧은 

삶에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비극과 우여곡절이 담긴 셈이다. Elisabeth Sussman, EV
A HESSE, Yale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참고그림 2] 에바 헤세, <끝나지 

않은, 제목이 없는 혹은 아직 아닌 

Unfinished, Untitled or Not Yet>, 

그물, 폴리에틸렌, 종이, 끈, 납, 180

×39×21cm,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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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형상이다. 그물 끈에 각기 다른 깊이로 조금씩 파이면서 조여

진 덩어리들은 가변적 물성을 돋보인다. 그물 끈들이 덩어리들을 조이면

서 표면이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상태가 이들이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

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

화는 작품의 유한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가는 실선들과 덩어리의 양감이 

대조적인 데서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과 관련 있는 사진들 중

에서 헤세가 자신의 머리를 덩어리들 사이에 끼우고 찍은 것이 있는데, 

이 이미지는 연구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왜 덩어리들 사이

에 무표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끼웠을까? 마치 자신을 그물에 걸려서 늘

어진, 부드러운 덩어리들과 유사선 상에 놓은 것처럼 보였다. 

  특히 헤세에게 개수를 따로 정해서 얼마나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았

던 것처럼 보인다. 냄서가 그녀와의 인터뷰에서 왜 형태를 계속 반복해

서 만드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헤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반복은 과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

것은 열 번 말해질 때 더 의미 있게 된다. 반복은 단순히 미학적인 선

택이 아니다. 뭔가가 부조리할 때, 반복한다면 훨씬 더 과장되고 더 

부조리해질 것이다... 나는 항상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은 표현에 있어서 목적이나 생각을 부연하거나 발전시키거나 과

장한다. 가끔‘더 많이 생각할수록 예술은 더 위대해진다’라고 생각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의문을 품고 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작품이] 나온다면 [작품에] 더 좋은 것이 많다... 내가 만약 나

를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계산된 계획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누가 알까.”52) 

52)“Why do you repeat a form over and over again?”

 “Because it exaggerates. If something is meaningful, maybe it’s more meani

ngful said ten times. It’s not just an esthetic choice. If something is absurd, 

it’s much more exaggerated, more absurd if it’s repeated ... I don’t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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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헤세의 반복은 연구자의 반복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 역시 불완전한 인형들을 만들 때 따로 개수를 정하지 않고 만든

다. 그러나 헤세의 발전시키려는 반복과 달리, 연구자의 반복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신체와 심리 문제를 반추하려는 행위이다. 인

형의 개수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가변적인 재료에 대한 반복 행위

의 몰입과 형태의 대면을 통해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53) 그런데 헤세가 작업하는 데 있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를 중시하고, 많이 생각하기(계획하기)보다 그저‘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서 작품이 나오게 한다는 대답을 보면서, 연구자의 반복도 헤세의 반

복이 지니는 의미 일부를 추구하지 않나 싶다. 연구자가 본인의 귀에 들

리는 소리와 말에 대해‘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하고 매번 의심

하게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괴롭다. 연구자 자신을 스스

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自身)을 회복하려는 욕구에서 

더 형태를 반복하고 행위의 반복에 몰두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헤세의 <뜻밖의 Contingent, 1969>[참고그림 3]도 가변적인 재료의 

물성을 통해 유한성을 드러낸다. 무명천 위에 라텍스, 유리섬유 등을 발

라 매단 작업으로서, 온전한 기하학(직사각형) 형태에서 출발했음에도 

I always do it, but repetition does enlarge or increase or exaggerate an idea 

or purpose in a statement. At times I thought, ‘The more thought the great

er the art,’ but now I wonder about that ... I think there is a lot that I’ll j

ust let happen and maybe it will come out the better for it... Maybe if I reall

y believe in me, trust me, without any calculated plan, who knows what will 

happen.”Cindy Nemser, ibid., p 62.

53) 물론 전시 날짜가 잡혔을 때 전시 공간과, 가지고 있는 인형 개수를 맞춰서 설치 

계획을 구상해보고, 조금 더 보충해야 하겠다 싶을 때 몰아서 만들기도 한다. 큰 공간

에서 설치할 때 그 공간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상시 연구자에

게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은 자신의 신체 문제와 내면 상태를 돌아보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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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재료의 물성으로 인해 

마르면서 살짝 일그러진 불완전한 

모양새를 가졌다. 라텍스, 천, 실, 

삼베 등 가변적인 재료들의 특성

상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신체

(손) 행위의 자국들이 생길 수밖

에 없는데, 헤세는 이들을 굳이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겼다. 이 

흔적들이 작품의 시각적, 촉각적

인 지각성을 획득하면서 더욱 유

한한 신체성을 암시한다. 연구자

가 헤세의 가변적인 재료를 사용

한 작품에 대해서 해석이 아닌 공감을 하게 된 이유는 작품의 유한성과 

함께, 재료에 남겨지는 수작업 행위의 흔적이 주는 익숙함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실 이중성과 더불어 유한성은 낯설지만 않다. 사람(연구

자)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고 느끼

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안토니의 <갉아먹다

(라드), 1992>[참고그림 4]도 

재료의 물성으로 작품의 유한성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인상 깊게 봤

던 기억이 난다. 앞서 예시를 든 

<갉아먹다(초콜릿), 1992>[참고

그림 1](p.40)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전시 도중 붕

[참고그림 4] 제닌 안토니, <갉아먹다 Gnaw>, 

라드 300kg, 61×61×61cm, 1992, 전시 

도중 붕괴 

[참고그림 3] 에바 헤세, <뜻밖의 Contin

gent>, 라텍스, 유리섬유, 천, 350×630×

109cm, 가변 설치,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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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 작업의 재료인 라드는 지방이라는 특성상 실

온에 오래 있게 되면 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전시 동안 결국 작품

이 갈라지면서 무너져 내렸는데, 작가는 이를 다시 제작하기보다 그대로 

놔둠으로써 주변 상황의 여건에 따른 작품 변화를 작업의 한 요소로 받

아들이는 순응적인 작업 태도를 보였다. 전시 중 작업이 녹으면서 붕괴

한 것에 대해 안토니는“... 우리가 몸속에서 지방을 경험하는 바로 그 

방식이네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것까

지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보는 법을, 다시 말해 나이 먹어가는 과정을 아

름답게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54)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작업의 유한성)에 대한 작가의 태

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재료의 물성을 인간의 성질과 유사선상에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료의 물성에 의한 작품의 유한성은 눈

에 당장 띄지 않는 신체의 성질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일부 미술가들이 포스트미니멀리즘에서 사용된 여러 다양한 

가변적인 재료에 대해서“사라지는(부패하는) 재료들은 하찮음, 힘없음, 

연약함, 그리고 유한성을 상기시키면서,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조건을 제

안한다”55) 고 본 것에 공감했다. 이러한 성질의 가변적인 재료로 만든 

작품은 신체성을 지니면서‘인간의 조건’을 함유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가변적인 재료가 육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역

시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가 오랜 세월 가까운 지인과 가족, 동기 

외에 많은 사람과 접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상대

가 자기보다 부족하고 만만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

이다. 연구자는 청각 상실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었는데, 어릴 

54) 린다 와인트라웁,『미술을 넘은 미술』, 북코리아, 2015, p.219.

55)“The perishable materials suggested the vulnerable human condition, calling 

to mind the insignificance, powerless, frailty, and impermanence of humankin

d.”Irving Sandler, ART OF THE POSTMODERN ERA, Westview, 199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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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 자신을‘하찮고 약하다’고 느끼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서인지 가변적인 재료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보았을 때 무척 공감하였

고, 가변적인 재료를 사용한 작업은 불완전한 육체와 심리 상태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이 의미하는 바를 더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포스트미니멀리즘 작업 중에서 행위예술 즉 신체미술(body art)도 관심

을 갖고 살펴보았다. 개념 미술과 대지 미술을 제외한 물질적인 범위에

서 가변적인 재료의 범위 확장이 신체미술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토 아콘치(Vito Acconci, 1940-2017, 미국)와 같은 행위 예술가

는 가변적인 재료의 범주에 자신의 신체도 포함하고 심지어 이를 인격

(혹은 개인의 특징)이 배제된 오브제로 보았다. 그런데 아콘치는 모순적

으로 오히려“작품에 사람의 상태(person-ness)를 많이 넣기 위

해”56) 자신의 몸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가는 과제를 부여했는

데, 자신의 신체에 한 가지 기본 과제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를테면 살을 물기(bite), 신체의 털을 태우기, 피부 문지르기와 같은 행

위를 극단적으로 반복하는 식이었다. 행위가 자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콘치가 자신의 상처받기 쉽고 힘없는 육체를 통해 인간 존재

를 미미한‘오브제’로서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조차 재료로 취급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한 아콘치

의 행위 예술은, 모순적으로 1960년대 말 팽배했던“당신 자신을 찾기 

위한 언어(the language of finding yourself)를 공유”57)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비록 이러한 평가가 아콘치의 인터뷰에서 이루

56)“to get more person-ness into work”Irving Sandler, ibid., p.36.  

57)“shared the language of finding yourself [that] was in the air at the end of 

the‘60’s.” Irving Sandler, ibid., p.36 재인용 (Donald H. Harvey,“An Interv

iew with Vito Acconci, Dialogue, Jan.―Feb. 198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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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이지만, 연구자가 그렇듯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불안하고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느끼기 때문에‘나를 찾기 위한 언

어’를 추구하고 공유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연극

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음악을 한다. 아콘치는 자신의 몸을 재료 삼아 

행위예술을 했고, 연구자는‘나’를 찾기 위한 언어로서 가변적인 재료

를 선택해서 반복 행위를 통해 작업하는 셈이다. 

  연구자는 본인의 감정과 심신 상태를 작품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극한적인 감기를 반복하면서 사지가 불완전한 인간 형상을 만들고 

손과 다리, 팔과 같은 신체 일부 형상을 미완성적으로 만들고 허공에 매

다는 식으로 비고정적으로 설치한다. 작업할 때 실과 같은 부드러운 재

료를 선택하고 이를 통한 반복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구

체화하는 것 이상으로‘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언어를 찾으려고 

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연구자에게 가변적인 재료의 성질은 본인이 자

신의 신체와 심리 상태에 대해 갖는 인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없어진 상실의 경험은 인간의 몸이 참 연약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했고, 감각적(청각) 손실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

들의 수많은 편견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인간은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임

을 절실하게 느끼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에게 가변적인 재료

의 성질은 연약하고 상처받기(훼손되기) 쉬우면서 유한한‘인간의 조

건’즉 심신 상태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생각되었다. 가변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작업은 이러한 내용을 전제하게 되고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과 

미완성적인 마무리 방식은 이를 더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

을 연상시키는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아울러 이 재료에 대한 신체 접

촉을 통한 반복 행위 추구는‘나(인간)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내면의 초상화, 2010>[그림 36]는 연구자의 기준에서 신체성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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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생각한 작업 중 하나이

다. 실로 인형58)을 만들고 설

치한 작업들이 이러한 성질을 

지닌다. 실의 사용과, 실로 인

형을 감아서 만들 때 매듭을 

덜 짓는 식으로 미완성인 듯 

마무리한 것에서 유한성을 지

닌다. 이 작업에서 이중성은 작

게는 인형의 몸체 덩어리와 몸

에서 늘어진 가는 실, 크게는 

그룹과 하나의 개체로 대치하

는 구조에서 유추한 성질이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연구자가 많은 사

람들 틈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표현해보았다. 초등학교 때 제일 심하게 

느꼈던 감정으로서, 당시 언어 훈련 초기였던 터라 잘 알아듣지 못했고 

발음이 매우 어눌했으며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어렸

던 아이들은 연구자를 놀리는데 망설이지 않았었다.59) 이 때문에 유독 

어린 마음에 소외감을 느끼고 주눅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의 설치 작업은 공간을 작업 요소로 끌어들여 인형들을 매달거나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와 높이, 위치에 따라 의

미가 달라진다. 이 작품을 설치한 장소는 전시장 입구 바로 옆쪽 천장 

58) 사지가 미비한 신체 모양뿐 아니라 신체 일부의 형태도 포함한다. 이들은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만 가지지 않고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59) 아이들은 신나게 웃으면서 주로‘벙어리’라고 많이 놀렸다. 그때엔 보청기의 기술

이 지금처럼 작게 귀에 낄 수 있도록 발달하지 않아서, 주머니가 달린 가슴 벨트에 

얇은 상자 형태의 보청기를 넣고 이어폰처럼 이어몰드(귓구멍 모양을 실리콘으로 따

로 본뜬 것)를 연결한 줄을 꽂아서 듣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슴 벨트를 차고 

옷 입으면 밖으로 불룩 솟아올랐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말로만 놀리는 게 아니라 

가슴 벨트 부분을 탁탁 세게 치면서 놀리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행동이

었던 것 같다.

[그림 36] <내면의 초상화>, 면사, 철사, 높이 

400cm, 인형 5-15cm, 가변 설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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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이었는데, 연구자 자신,‘나’라는 존재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했

던 위축된 심리를 드러내고자 일부러 구석진 장소를 고른 것이다. 이 작

업에서 인형들의 작은 크기와‘구석에 몰듯이’배치한 설치 방식 때문

에, 높이의 특성상 언뜻 보면 구석에 마치 커다란 벌레들이 우글우글 모

인 것처럼 보인다. 인형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중 하나를 별도로 분

리해서, 성인이 손을 한껏 위로 뻗었을 때 손끝이 간신히 닿는 높이로 

매달았다. 따로 빠져나와 있는 인형은 설치된 인형들 중 가장 사지가 불

완전하고 작다. 

  이 작업은 감상자의 관점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애매한 이중성

을 지닌다. 언뜻 그룹이 개인을 배제한 것 같지만 달리 보면 개인이 그

룹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 부

위에 나온 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불안함과 소외감(혹은 열

등감)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게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같이 

어울리기를 내심 바랐던 이중 

심리의 표현이다. 

  연구자의 내면 자화상이기도 

한 <매달림, 2011>[그림 37]은 

하체 인형이 바닥에서 20cm 정

도 떨어진 채 윗부분에서 나온 

실 가닥들이 천장에 고정된 작

품이다. 매달린 몸체는 약 1m 

정도 되는 크기로 두꺼운 철사 

뼈대를 두께 1mm의 실로 감아

[그림 37] <매달림>, 면사, 철사, 압정, 인형 

크기 약 80cm, 높이 700cm, 가변 설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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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실 끝부분들을 천장

에 압정으로 박아 설치해서 수백 가닥의 가는 실들이 몸체를 지탱하는 

상태이다. 이에 작업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유한성을 지니면서 안정감보

다 불안함과 긴장감을 드러낸다. 덩어리인 하체와 선 상태의 실들이 대

조적인 이중성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의 가변성으로 인해 작품은 

점점 처지면서 전시 마지막 날에는 인형의 발바닥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쳐졌다. 이 변화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높이

의 변화를 발견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미지상 마치 높이 매달린 듯한 데 

작품의 공간감을 위해 바닥에 누워 찍은 것이다. 실제로 감상자는 이 작

업을 볼 때 마치 어린아이를 보듯이 하체를 내려 보게 되고, 시선을 반

신 인형의 윗부분부터 그 위 천장까지 시선을 올리면 수많은 실선이 만

들어내는 조밀한 내부 공간을 보게 된다. 그 공간은 마치 마구 선을 겹

쳐서 날카롭게 그은 듯이 마냥 편하지만 않은 느낌을 준다. 인지와 소통 

수단이 제거된 채 매달린 상태는 무기력하다. 압정에 박혀서 매달린 조

건과 무수한 실선들이 시각적으로 만들어내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느낌

은 심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암시한다.

  <치유의 시간, 2012>[그림 38]은 불완전한 인형 수백 개를 만들면

서, 본인의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재차 바라보기를 시도한 시간의 기록이

자 그 결과물을 매단 것이다. 작품 제목은 연구자가 실을 감아서 수많은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의미 부여이다.‘치유’는 흔히 말하는 상처

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연구자에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시야

를 넓힘에 가까운데 주변(사람을 포함)을 더 돌아보게 되고 본인의 삶과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청각 상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해야 하는지를 반추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돌아보고 불안정한 심리를 진

정하게 되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효과를 일종의 치유로 보았다. 인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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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원형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것은 연구자에게 타원형

이 대표적인 알 형태로서 아직 어느 감정이나 편견에 물들지 않은 채 보

호받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형들이 실 끝이 마

무리되지 않은 채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을 예

상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타원형의 외곽선을 이루도록 인형의 간격을 엄

밀하게 조절하고 매단 것은 이 상태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이 작품 역시 인형들의 미완성적인 마무리와 설치 방식 때문에 유한성

과 의미의 유동성을 지니게 된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기하학 

형태로 설치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이중성도 지닌다. 보이지 않는 

틀에 갇힌 듯한 한격한 심리를 상징할 수도 있고, 열린 경계로 인해 이 

틀을 벗어나려는 욕망을 암시하면서도 전체적인 기하학 형태는 안정된 

내면 상태를 추구하는 심리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은 

상태의 변화 혹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현상적 

 [그림 39] <치유의 시간>, 2012 – 부분 

 

[그림 38] <치유의 시간>, 면사, 철사, 최대 

지름 240cm 타원형, 높이 43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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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유동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이러한 성질은 가변적 재료의 물성

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반영, 2008>[그림 40]은 한쪽 벽에 이백여 개의 불완전한 인형

들을, 반대편에는 같은 개수의 완전한 인형들을 밀집해서 원 모양으로 

붙인 것으로, 거울에 비추듯이 일대일로 각자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연

결한 작업이다. 마주 보듯이 밀집한 인형들과 그 사이의 가는 선들이 대

조적인 느낌을 준다. 같은 크기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군상들은 한 인

간의 내면에 내재된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양면적인 심상(心想)을 드러

낸다. 

  이 작업은 아직 언어 훈련이 끝나지 않았던 십 대(소통의 부재로 연구

자가 본인의 장애에 갇혀서 자기 비관에 빠져 있던 시기)에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완

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불완전한 일면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융통성을 갖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림 40] <자기반영>, 면사, 철사, 합판, 270×180×98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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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이루어진 합리화인지

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설령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더라도 왜 

그리 행동했을까를 짚어보게 된 것이다. 사지가 완전한 인형과 불완전한 

인형 사이의 거리를 멀리 둔 것은 이러한 양면성이 쉽게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담고자 했다. 이 작업은 인형의 미완성적인 마무리와, 변이 방지 

가공을 별도로 하지 않은 실의 조건 때문에 점차 상태 변화를 드러냈다. 

위 이미지는 설치 후 약 열흘 정도 후에 찍은 것인데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들이 다소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

형들에게서 나오는 실 가닥들이 계속 조금씩 풀리고 늘어지면서 상반된 

성질이 대립하는 데서 오는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졌다.

  <순간을 잡다, 1999>[그림 41]는 오래전 작업이지만, 연구자는 이 

작업에서도 유한성과 더불어 의미의 유동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모래

와 오공본드’라는 재료의 가변성을 이용한 작업이다. 우선 연구자(혹은 

       [그림 41] <순간을 잡다>, 모래, 오공본드, 70×195×30c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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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가 들어가서 누울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종이(하드보드지) 상자를 

제작했다. 네모 정방형으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인간 신체의 유한성을 

표현하고자 관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제작했다. 이것을 제작한 후, 모

래가 달라붙지 않도록 안에 비닐을 깔았다. 그다음 학교 근처 공사장에

서 공사 인부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이 쓰고 남은 모래를 가져왔고 이

것을 오공본드를 풀은 물에 적시면서 상자 내부 면을 따라 여러 날에 걸

쳐 쌓아 올렸다. 특히 한꺼번에 두께를 주고 서둘러 면을 만들려 하면 

무너졌기 때문에 두 움큼 정도씩 꼼꼼히 눌러가며 진행했다. 어느 정도 

내부가 골고루 마르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면을 조금씩 매끄럽게 다듬은 

후에, 좀 더 건조 시킨 다음 겉의 종이 상자를 뜯어서 제거하였다. 모래 

상자 겉면의 물기가 거의 없어졌을 때 마른 모래를 담았는데, 시간이 흐

를수록 안의 모래가 주는 압력이 커지면서 얼마 못 버티고 무너진 작업

이다. 

  총 삼일 정도만 제 형태를 유지했던 이 작품은 당시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 형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점차 조금씩 마모

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는 연구자가 겪은 느

낌, 즉 손상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발생한 

청각 상실로 인해 체감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우회해서 드러내고

자 한 것이다. 상실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재료, 즉 제 형태

를 스스로 결코 유지할 수 없는 재료인 모래를 선택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할까 고민하면서 학교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연구자는 이 작업을 작업실이 아닌,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작업했다. 그때‘나’는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작업했던 걸

까?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가 작업하는 과정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

고 이 과정을 봤던 그(그녀)가 나중에 이 작품이 무너진 것을 봤을 때, 

연구자가 무상함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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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작품은 모래라는 재료의 가변성으로 인해 상태 변화를 가지게 되

었는데, 이것이 결국 무너졌을 때, 연구자가 본래 의도했던‘순간을 잡

다’의 의미를 뒤늦게 드러냈다. 

     

  연구자는 감상자가 작품 상태의 변화와 설치 구조의 특징을 지각하고 

작품으로부터 나름대로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

닌 감성적 공감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비언어적인 소통이 된다고 생각

한다. 가변적인 물성으로 인해 작품 겉에 남겨진 행위의 흔적 혹은 재료

들이 밀집하면서 만들어내는 촉각성 역시 감상자에게 일종의 의미를 유

발한다고 본다. 연구자가 수백 개의 작은 인형들(배 부위에서 실을 늘어

뜨린)을 공중에 또는 바닥에 설치했을 때 작품 전체가 시각적으로 보이

는 성질과, 실을 촘촘하게 감았을 때 드러나는 시각적인 특징은 일종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감성을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

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성질을 지니는 작업은 연구자의 작업 경험에 비춰볼 때 가변적

인 재료의 물성과 이에 대한 반복 행위를 통한 과정에 적지 않은 의미를 

두게 된다. 결과물을 통한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재료를 가지고 반복 

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얼마만큼 만들 것인가는 

처음부터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된다. 이에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이 극한적으로 강박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러한 성질의 작업은 감상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보다 

스스로에게 부여한 나름의 원칙, 목표를 정한 후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나’를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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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적인 제작 행위  

  연구자의 작업에서 가변적인 재

료의 사용과 행위의 반복을 통한 

제작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경우 형

태는 상징적으로 간소화되거나 단

순한 경향을 띤다. 그리고 본인의 

불완전한 심신 상태를 상징화한 

일정 종류의 형태를 반복해서 만든

다.‘불완전하다’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만드는 것이다. 

<자기반영, 2008>[그림 42]에서 

보듯이, 사지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미완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설치 작

업에 들어가는 모든 인형의 크기

를 최대 약 15cm 정도로 유지하

는 조건으로 그 안에서 사지 길이

와 몸통과 머리 부분 크기를 조절하는 식으로 비례를 조절했다. 이 크기

는 장난감 인형(특히 barbie 인형)처럼 한 손에 부담 없이 쥘 수 있는 

크기이다. 실로 인형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육아와 작업을 병행하던 시

기였던 만큼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가든지 틈날 때마다 작업 가능한 크

기여야 했기 때문에, 한 손에 쥘 수 있는 크기로 정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장 많이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했다. 신체 일부의 

형상 역시 다수 제작하는데, 신체 일부를 상실한 몸이나 어느 부분만 만

드는 식으로 머리가 없는 몸, 상체가 제거된 하체, 손, 팔, 다리 등을 만

들었다. 이들은 공통으로 소통과 접촉 수단이 제거되고 무기력해진 상태

   [그림 42] <자기반영>, 2008 – 부분 

          ([그림 40] p.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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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신체 일부의 형상을 하나의 작품 안에서 다수 만

들기보다, 인형보다 좀 더 큰 크기로 여러 작품에 걸쳐 반복해서 만든

다. 이들을 다 만들고 나면 실 덩어리가 남곤 하는데, 연구자는 이 덩어

리를 잘라서 매듭짓는 대신 그대로 남기고 이를 활용해서 신체 일부 형

태와 함께 설치하곤 한다. 

  이번 단원에서는 연구자가 이러한 종류의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우선 연구자의 청각 상실

과 관련된 외상성 경험과 언어 훈련 경험 일부를 정리하면서 이들의 영

향이 본인의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했다. 작업하는 과정

에서 연구자의 경험이 어떤 의미로든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현 작업에서 주로 실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불완전한 

인형(혹은 신체 일부의 형상)을 거듭 만드는 모습에 대해, 신체 손상으

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상실감에 대한 대체물을 찾는 것으로 짐작하고 

이러한 양상에 담긴 의미를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형태와, 불

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에 내재된 심리 작용을 살펴봤다. 

사실 이들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연구자의 청각 상실과 이로 인해 겪었

던 외상성 경험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

러한 과정을 반복 시도하게 되는 심리 작용에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이

번 장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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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성 경험의 영향과 습관적 요소의 체화(體化)

  연구자의 행위 반복은 가변적인(특히 부드러운) 재료를 가지고 제작하

는 과정 자체에 대한 몰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자

연스럽게 혹은 강박적으로 추구되는 성격이 크다. 반면 형태의 반복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연구자의 문제를 시각화

해서 대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연스럽게 추구

되기보다 일부러 강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

에 자신의 치부를 보듯이 불쾌해지더라도 불완전한 형태를 계속 만드는 

행위에 연구자의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다. 그리고 실과 같은 가변적인 재료를 손으로 다루며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릴 때 경험의 습관이 몸에 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습관의 영향이 작업에서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

지를 살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적인 제

작 행위에 내재된 의미를 추정했다.

  연구자 작업에서 형태의 반복은 주로 인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불

완전한 인형들을 처음 시도할 당시, 선뜻 연구자와 닮은 인형을 만들기

가 내키지 않았지만 이러한 작업이라도 만약 시도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으로 지쳐서 무너질 것 같았던, 막연한 예감과 두려움이 작용했었다. 

<길, 2008>[그림 43]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2008>[그림 15]

(p.24) 작업과 더불어, 인형 제작을 처음으로 시도한 작업이다. 이 작업

에서 인형들의 배꼽 부위에서 650cm 정도의 길이의 실들이 빠져나온 

채 뒤쪽으로 늘어져 있다. 인형을 전체적으로 한 번 감을 수 있는 정도

의 길이로 남겨둔 것이다. 인형들 모두 한 손에 움켜쥘 정도로 작고 바

닥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감상자는 이들을 우월한 입장에서 내려다보게 

된다. 이러한 크기의 인형을 통해 군중들 틈에서 본인이 무척 작고 초라



 
- 87 -

하게 느꼈던 경험을 담고자 했다. 전시 중 바닥에 놓인 실들은 사람들의 

발길에 스쳐져 점차 꼬이고 흐트러지면서 조금씩 가닥이 풀어지기 시작

했다. 특히 끝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올이 풀어졌다. 언뜻 

멀리서 보기에 인형들은 오밀조밀 모여 있지만 실상 서로 떨어져 있고 

한쪽으로 무리 지어 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뚜렷한 방향성 없

이 그저 남의 뒤를 따라가는 인간들의 군상이다. 이 작업 이후, 미완성 

마무리 방식으로만 암시하던‘불완전한’조건을 신체(주로 팔, 다리) 형

태의 범위로 확대했고, 불완전한 인형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연구자의 작업에서‘불완전한’조건의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려는 것

은 무감(無感)해진 내면을 깨우고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물론 연구자의 심리 문제를 재차 시각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

다. 자신의 문제가 심리 상태에 부정적으로 끼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결

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구자의 경우는 어지간한 일에 무감해지면

서 무기력해졌다. 그런데 막상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집중이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연구자에게 청각 상실은 본인의 몸

[그림 43]  <길>, 면사, 철사, 213×650×2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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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위기의식을 뚜렷한 

이유 없이도 자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형태의 반복을 통해 본인의 문제를 반추하면서 작업하다 보

면,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생각나고 그때마다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

드는 경험들이 있다. 이 중 두 경험에서 감정의 잔재가 가장 생생하다. 

하나는 어릴 때 집 근처 공사장에 쌓인 모래더미에서 겪은 경험이다. 아

이들과 모래 더미에서 장난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달려오시

더니 우실 듯한 얼굴로 본인의 팔을 세게 당기시는 것이었다. 놀라서 고

개를 올려보니 공사 현장 아저씨는 몹시 화가 나 있었고 커다란 덤프트

럭이 바로 근처에 서 있었다. 알고 보니 모래를 쏟아내려고 후진하면서 

경적을 여러 번 울렸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피했지만, 본인은 듣지 못했

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던(못했던) 것이다. 당시 엄마한테 안겨서 몸을 

벌벌 떨었는데 돌이켜보면 놀라서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청각

을 상실한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며 받은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것

이었다. 그 날은 본인의 귀가 이상하다는 것을 제대로 느꼈던 날이었다. 

갑자기 낯선 세상에 내쳐진 듯이 

무척 막막했던 심정이 기억난다. 

  <한 사람, 2004>[그림 44]은 

이러한 종류의 기억에 내재한 감

정을 조심스럽게 시각화한 첫 번

째 작업이다. 버려진 나무 상자의 

몸체와 뚜껑 겉에 비닐을 씌운 다

음 그 위에 석고붕대를 여러 겹 

겹쳐서 굳혔다. 겹겹이 쌓아 올려

도 아래 상자들이 형태 유지가 되

게끔, 25겹 정도를 한 겹씩 바르

[그림 44] <한 사람>, 석고붕대, 각 13×30

×20cm, 높이 약 200c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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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굳히기를 반복했다. 다 말라서 단단해지면 상자와 비닐을 제거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만든 몸체와 뚜껑을 서로 조합해서 쌓아 올렸

다.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자들이 쌓인 무게 때문에 밑에서부터 조금

씩 으스러졌다. 이 작업에서 형태의 반복은 개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만

드는 과정에 몰입한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막막하고 두렵지만 버티려는 

연구자의 마음 모양새를 의미한다. 그런데 점차 으스러지는 변화를 보이

면서 버티려는 마음의 한계를 조금씩 드러냈다.

  또 다른 경험으로는 청각을 잃은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한 강도 높은 언

어 훈련과 이 과정에서 겪은 소통의 부재이다. 이 언어 훈련에서 단순히 

발음 연습만 하지 않는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기 위한 종합 훈련에 가깝

다. 다섯 살 청각을 잃은 후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진행했던 발음 훈련은 상당히 고되었는데 끝나면 입과 혀가 얼얼했고 손

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연구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발음이 맞는지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발음해 보아야 했고, 그때마다 

손 글씨로 발음 기호를 쓰고 선생님 혹은 엄마께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발음 연습은 비록 연구자의 말문을 트여주고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케 한 

결과를 가져다준 기초 연습이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막막했고 힘든 과정

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연구자의 손톱 끝 색이 항상 누런색을 띠고 

손바닥이 쓰라렸는데, 손톱 끝이 손바닥을 계속 스쳤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같은 자음과 모음의 구성임에도 단어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발음은 

너무 헷갈렸기 때문에, 훈련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점차 말하기 자체가 

겁이 나고 조심스럽게 되었다. 듣기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해받는 일도 자주 생겼다. 그 당시에 

느꼈던 복잡한 심경을 지금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다. 

  <눈물 없이, 2011>[그림 45]60) 작업은 속으로만 삼키고 미처 말하

60) Ⅱ단원‘1.3) 붙이기 행위의 반복’부분, [그림 9](p.19)에서 이미 다뤘던 작품이
지만, 앞에서는 유리구슬 위에 자음, 모음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인 행위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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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문장들을 음운 스티커를 붙여서 

나타낸 작업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구슬에‘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문장이 붙어 있다. 미숙한 발음 때문에 연구자의 말이 정반대의 뜻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속으로 되뇌었던 문장이다. <눈물 없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는 유리구슬들은 말하기 자체가 조심스

럽고 두려워서 섭섭하거나 슬픈 감정조차 솔직히 드러내기 어려웠던 심

정을 대신한다. 원판 모양에 맞춰서 원형으로 빈틈없이 매달린 모습은 

꽉 차게 억누른 감정 상태를 암시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행위의 반복과 더불어 형태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고 접근했고 여기서는 작품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다. 같은 작품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살핀 것이다.

[그림 45] <눈물 없이>, 유리구슬 4-8cm, 

판박이스티커, 실, 못, 지름 30cm의 합판, 

2011

[그림 46] <눈물 없이>, 2011 - 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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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외상성 경험의 영향과 아울러 어릴 때 경험의 습관이 체화(體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각 상실로 인해 일상에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언어 훈련에서 끝없이 반복했던 경험이 반복하는 습관이 되었다. 특히 

보청기는 말소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보다 모든 소리를 동일하

게 키웠기 때문에, 제각기 어떤 소리인지 알아보고 기억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들리는 소리들을 분류해야 했다. 이를테면 초인종 소리를 처음

에 첨에 들었을 때 초인종 소리라는 것을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소리인

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들린다 싶을 때 현관문 쪽으로 나

가는 식이다. 집에 있을 때 초인종 소리부터 문 닫는 소리, 본인을 부르

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놓치지 않고 서로 구분하

기 위해 긴장하고 재차 확인했다. 특히 어떤 단어의 발음을 시도할 때마

다 자신의 발음을 정작 본인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맞아

요? 발음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라고 여러 번 되묻곤 했다. 

외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를 불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재

차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이 매번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하게 되었다. 말소리와 주변 일상 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웠기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요하게 확인한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확

인하는 버릇은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

된 행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언어 훈련에서 겪은 반복 경험이 일종의 습

관적 요소로 심신에 체화되면서 형태 제작의 반복성(행위의 반복성도 포

함)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외상성 경험의 영향과 습관적 요소를 드러낸 다른 작가 작업의 예로,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프랑스)의 작업을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부르주아가 천이나 실과 같은 가

변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여성과 남성의 신체 일부 혹은 하체, 상체, 토

르소 등의 불완전한 인간 형태를 만든 점에 주목했다. 인간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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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는 집과 암거미 등 여성성(혹은 모성)을 상징하는 소재를 도입

했고 매달기를 통한 설치 방식을 주로 선보였다. 이러한 작업 형식은 외

도를 저지른 아버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상황을 받아들인 어머니

에 대한 애증, 이러한 부모 밑에서 무기력함을 느껴야 했던 어린 부르주

아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불완전한 형태를 무기력하게 

허공에 매단 것과 대조적으로, 천을 실로 꿰맨 방식은‘상처와 치유’,

‘공격과 방어’사이에서 맴도는 듯한 감성을 드러낸다. 특히 부르주아가 

이러한 종류의 형태를 반복해서 만들 때 주로 천과 실 같은 가변적인 재

료를 사용한 모습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도왔던 가업인 태피스트리의 복

원 작업 경험에서 형성된 일종의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61) 

  이 같은 남성(아버지)과 여성(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어린 시절의 경

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부르주아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었는

데, <여성의 집 Femme Maison, 1947>[참고그림 5]이 한 예이다. 이 

61) 할 포스터 외,『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외, 세미 콜론, 2012, p.

544 참고.

[참고그림 5] 루이스 부르주아, 

<여성-집 femme-masion>, 

23.3×9.3cm, 1947

[참고그림 6] 루이스 부르주아, <히스테리

의 아치형 Arch of Hysteria>, 분홍 천, 

솜, 14×44×28c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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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집 시리즈 중의 하나로 상체는 소통과 인지 수단이 제거된 대신 

폐쇄적인 느낌의 집 모양이고 아래로는 벌거벗은 여자 하반신이다. 아버

지의 외도를 참고 견딘 어머니에 대해 느꼈던 감정과, 여성으로서 겪은 

외로움과 무력함, 제한된 사회활동 범위, 부부간의 차별적인 위치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드러낸다. 부르주아는 초반에 집과 반신(半身)을 결합한 

형태를 추구했고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체 일부 형상을 도입했으나, 

후기에 오면서 <히스테리의 아치형 Arch of Hysteria, 1999>[참고그

림 6]에서 보듯이 성적 의미보다 불완전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체 형태

를 제작했다. 손, 팔과 다리, 머리 중 일부가 없거나 머리 하나만 있는 

식, 혹은 사지가 온전하지만 어딘가 비틀린 모습으로 파편화된 듯한 신

체 이미지는 부르주아 작업 형태의 주요 특징이다. 그녀가“과거의 공포

는 몸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몸으로 다시 나타난다. 나에게 

조각은 몸이고 내 몸은 내 조각이다.”62)라고 언급한 데서, 신체 일부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에 끼친 외상성 경험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최초로 연구자의 청각 상실을 제대로 자각한 순간의 경험과, 어릴 때 

겪은 발음 훈련과 소통의 부재에서 겪은 상실감과 무기력함은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유사 경험을 되풀

이하다 보니 모순적으로 점차 어지간한 일에 무감각해졌다. 이를테면 어

릴 때 아이들이 동요에 맞춰서 고무줄놀이할 때, 연구자는 노래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음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수해서 점차 

놀이에서 제외되었던 경험이 있다. 결국에는 참여를 포기했는데 처음엔 

괴롭다가 놀이에 대한 미련(혹은 집착)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

이 노는 모습을 보더라도 점차 무덤덤해졌다. 어떤 것에 대해 무감각하

62)“The fears of the past were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of the body, the

y reappear through the body. For me, sculpture is the body. My body is my 

sculpture.”Robert Storr, etc. Louise Bourgeois, PHAIDON, 2003,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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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은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심리 작용이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이에 다음 단원에서는 이러한 심리 작용을 살피면서, 본인이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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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질적인 상실감에 대한 대체물의 추구 

 

  연구자 작업의 주요 동기는 어린 시절 청각 상실에서 비롯된 외상성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다. 이러한 외상성 감정의 기저에는‘본질적

인 상실감’이 깔려있다. 이 감정은 불안과 무기력함을 기반으로 한다. 

현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비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많은데 한 예를 들면, 초등 2학년 때 

참가했던 동급생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이다. 처음엔 아이들과 놀 생

각에 큰 기대를 품고 갔지만, 대화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실망이 컸

다.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할 때 대화가 원만하지 않아 참여 못 했고 구

경만 했었다. 그때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을 느꼈는데 이것은 일종의 상

실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연구자가 뚜렷한 원인 없이 불안해지곤 하

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리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는 불안해지면 이를 진정시킬 수 있을 대체물을 찾곤 

하는데, 실로 인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했다. 이에 이번 소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가 불완

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프로이트의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참고해서 불안 개념과 반복 행위의 관계

를 해석하고, 실과 인형이 심리적인 대체물로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 했다. 더불어 억압 이론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형을 반복해서 제작하

는 행위에 내재한 심리 작용을 해석해보았다.

  연구자는 불안 심리와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의 연

관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불안 개념과 반복 강박 연구63)에 

63)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자는 신체장애를, 프로이트는 정신장애를 다룬 것에서 연구의 

초점이 다르다. 그러나 연구자는 프로이트의 연구들을 보면서, 비록 신체 문제가 없는 

피분석자의 행동 유형 분석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의 심리 상태가 한때 그들

의 정신장애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자신의 신체 

능력 일부를‘상실’해본 적 없는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을)을 외상에 준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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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프로이트는 불안 심리에 대해 위험의 동종 

신호이자 과거 외상의 다른 형태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64) 

 “[불안] 신호는 이렇게 말한다.‘나는 무력감이 시작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또는‘현재 상황이 내가 전에 겪었던 외상성 경험들 

중 하나를 떠올려 준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비켜갈 시간이 있을 때 

그 외상을 예상하고 그것이 이미 와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그러

므로 불안은 한편으로는 외상에 대한 예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완화

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외상의 반복이 된다.... 또한 불안은 외상에

서의 무력감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이고 나중에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신호로서 다시 생겨난다. 외상을 수동적으로 경험한 자아는 그 

스스로 외상의 방향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외상을 미

약한 형태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외상을 반복한다.”65)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신체 문제는 오랜 시간 연구자가 학교를 통학하는 

것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끊고 방에 갇힌 듯이 지내게 하거나,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숙이고 다니게 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한동안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분노하거나 어느 순

간 허벅지를 연필 끝으로 찌르는 식으로 자해하기도 했었다. 이에 연구자는 프로이트

의 피분석자들이 비록 연구자처럼 신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문제를 

그들의 정신 상태 및 행동을 분석한 연구와 일부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

했다. 그리고 연구자의 심리 작용과 더불어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의 

내적 의미에 대한 정리와 해석에 도움이 되리라 보았다. 

64)“불안에는 모호하고 특정 대상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 만약 불안이 대상을 

찾아내면 <불안>이라는 말 대신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불안을 크게 현실

적인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현실적 위험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현실

적 위험은 알려져 있는 위험이고, 현실적 불안은 그처럼 알려진 위험에 대한 불안이

기 때문이다. 신경증적 불안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불안이다.”(p.297) 그런

데 알려져 있는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불안이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신경증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아는 자신의 힘을 예상 위

험의 크기와 비교해서 평가하는데 만약 그 위험에 직면해서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

을 알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 무력감을 느낀 상황이 외상성 상황이 된다. 

불안 신호는 이 외상적 상황에 대한 예상에서 오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억

압, 증상 그리고 불안」,『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황보석 역, 열린책들, 2017, p.298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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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트는 오히려 불안의 부재가 외상성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

고66), 전쟁에서 겪은 공포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퇴역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연구하면서, 이 군인들이 과거에 겪은 사건을 재연하는 꿈

을 반복해서 꾸는 것을 주시했다. 그는 퇴역군인들이 마음의 준비를 제

대로 하지 못한 채 전쟁의 충격을 이미 겪었지만, 그로부터 자신의 정신

을 지켜줄“보호 방패(the protective shield)”67)를 뒤늦게라도 만들어

보고자 꿈을 계속 꾸는 것으로 해석했다.“이 꿈들은 [환자가] 불안이 

커지면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68)

으로“환자가 경악 속에서 깰 정도의 사고 상황으로 반복해서 데려가는 

성질”69)을 가진다. 그런데도 그들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계속 꾸는 모

습으로부터 프로이트는“반복 강박(a compulsion to repeat)”70)의 증

거를 발견했는데,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대

65)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p.299.

66)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 trans. James Strachey Pac

PS, 2010. (New York, 1961), p.13 ;“나는 불안이 외상성 신경증을 일으킬 수 있

다고 믿지 않는다. 불안에는 주체를 공포와 신경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다." 

;“I do not believe anxiety can produce a traumatic neurosis. There is somet

hing about anxiety that protects its subject against fright and so against frig

ht-neuroses.” 

67) 1) Sigmund Freud, bid., p.45. 

   2)“우리는 외부의 자극(충격)으로부터 정신 상태를 보호하는 보호 방패(the protec

tive shield)가 뚫릴 정도의 강력한 자극에 대해서 외상적인 것으로 기술한다. 내게 

외상(trauma)의 개념은 자극에 대해서 달리 효과적이던 장벽에 생긴 파열과 연관 있

음을 필연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We describe as traumatic, any exci

tation from outside powerful enough to break through the protective shield. I

t seems to me that the concept of trauma necessarily implies a connection o

f this kind with a breach in an otherwise efficacious barrier against stimuli.”

Sigmund Freud, ibid., pp.45-46.

68)“These dreams are endeavoring to master the stimulus retrospectively, by 

developing the anxiety...”Sigmund Freud, ibid., p.51.

69)“dreams ... have the characteristic of repeatedly bringing the patient back i

nto the situation of his accident, a situation from which he wakes up in anot

her fright.”Sigmund Freud, ibid., p.13.

70) Sigmund Freud, ibid.,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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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려는 절박한 시도이기에 강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

들의 꿈은 자기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불안이 커지면서 외상으로

부터 벗어나려는(자기 치유하려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가 과거의 외상성 경험을 연상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특정 행동 또는 대체할 만한 대상을 반복해서 찾는 것은 오히려 외

상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이 과정에서 불안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가 느끼곤 하는 불안은 부정

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연구자가 불

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만드는 행위는 본인이 외상성 감정에 잠식당하

지 않기 위해 자기보호 차원에서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일종의 보

호 방패를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연구자가 겪는 불안은 프로이트의 불안 개념에 비춰볼 때 두 가지 성

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보호 방패’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

은 정도가 약하지만, 연구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심리적 동기가 된

다. 두 번째로‘신경증적 불안’71)의 성질을 지닌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어릴 때부터 축적된 경험으로, 현

실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

가 가능하지만 그 불안 정도가 어느 순간 커지곤 하면서 신경이 예민해

지고 안절부절못한다. 현실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받게 되는 심리 충격

(상처)의 정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72) 따라서 연구자의 불안은 본인이 

작업하게 만드는 보호 방패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신경증적 불안’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평소 본인의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 과정

에 대해 막연히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 작용으로만 생각했을 뿐, 몇 개

가 아닌 수백 개 만드는 심리 상태를 규명해보기 어려웠었다. 그런데 프

71) 이 단어의 출처와 관련 설명은 각주 64번 참고.

72) 물론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내면 상태를 직시하고 벗어나는 회복 속도는 다행히 예

전보다 빨라졌다. 이러한 반응 속도의 변화는 일종의 치유 효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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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트의 불안 심리 개념과 반복 강박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의 작업에서 불완전한 형태가 어떤 의미

를 지니는지 추정해보았다. 연구자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사람이 불안해

지면 이를 해소하기(억누르기) 위해 불안을 유발하는 그 어떤 것의 대체

물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된다. 그런데 대체물은 원본(原本)73)이 아니

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의 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원본을 현실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자에게 원본은 손상되

지 않은 상태의 신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 작업의 형태는“지시 대

상을 갖지 않는 재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패러독스”74)를 지닌 대체

물일 뿐이다. 이러한 대체물은 시뮬라크르75)(원본이 없는 복제)의 성질

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체는 해소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끝없

73) 손상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최초의 상태, 즉 온전한 상태를 지닌 대상을 의미/ 여기

서 대상은 사물 이외 생물(生物)도 포함한다. 

74)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Compulsive Beauty』, 전영백과 현대미

술 연구팀 역, 아트북스, 2007, p.155. 

75) 시뮬라크르(simulacre)는“원형(model) 혹은 원본(original)이 없는 이미지이며 

유사성(resemblance)이나 상사성(silmilitude)에 의존하지 않고”(p.75),“원본과 1

차성(first time), 유사성, 모방(imitation), 정확성(faithfulness)에 대한 -재현의 철

학”(p.80)을 부정한다. 시뮬라크라적인 미술의 역사는“실재의 정복 대신에, 대상이 

눈 혹은 문서의 통치 체제에 의존하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 상상과 

환상의 영역 안에서 실재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이고, 실재가 투사되는 것 뿐 아니라 

투입되는 이야기이자 실재에 대한 두려움과 열망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p.90) 이

를테면 초현실주의 그림 중“막스 에른스트의 혼합 콜라주의 환상에서와 같이 유사성

은 유지하지만 동시에 실재와의 연관을 파헤쳐”(p.91) 버린 모습을 보여준다. 현대

미술이 설치작품이나 퍼포먼스에 치우친 것도 어떤 대상의 재현보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의 표현 즉“실재의 환영을 모상하는(시뮬레이트하는) 것이 아니라‘감각’

의 전 영역을 확인하는 것”(p.91)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 비

평은 시뮬라크르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재현된 것이라기보다 육화된 것, 반사물과 

복제물이기보다 감정과 물질성으로써 보는 것”(p.92)이 된다. 이에 시뮬라크르에 대

한 접근은 실재와 복제와 같은 이분법적으로 확실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바라보는 위치 결정의 변수(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실재인가 아니

면 상상인가보다는‘누가 어디서 보는가’에 중점을 두는)에 근거를 두는 소통의 체

계에 주목”(p.93)해서 접근하는 것이 된다. 로버트 S. 넬슨, 리처드 시프 엮음,『새

로운 미술사를 위한 비평용어 31』, 아트북스, 2006, pp.75, 80,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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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체물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자가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은 비록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함을 알지만 본질적

인 상실감에서 벗어나고자 대체물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연구자에게 인형뿐만 아니라 실 역시 심리적인 대체물로서 의미를 지

닌다. 한 줄 한 줄 나란히 감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수선하던 마음이 차

분해지면서 편안해지고, 앙상한 철사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모습은 재

생 과정으로도 느껴진다. 또한, 실이 흐트러지지 않게 제작하려면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약간의 긴장을 동반한 행위의 반복은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사실 마음에 남겨진 상처를, 실제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서 치료하듯이 제대로 낫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러나 실로 불완전한 형태를 만드는 시간과 과정은 본질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자기 비관으로 변질되기 쉬운 내면 상태를 직시하고 안정적으로 붙

잡아주고 버티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의 사용은 심리적인 대체물의 효과

를 지니게 된다.

  최근 설치 작업은 인형을 반복해서 만드는데, 초기 작업에서 이미 일

종의 유사 형태를 되풀이해서 제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반복해서 떠낸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로 버려진 상자, 빈 쓰레기통, 빈 병, 헌책, 찌그

러진 편지함 등 존재 의미가 퇴색되었거나 미미한 사물들을 석고붕대나 

마대 천 등의 가변적인 재료로 떠내곤 했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형태의 

반복을 오랜 기간 지속한 셈인데, 당시에 왜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이 역시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대체

물의 추구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작업 과정에서 형태의 특성상 지난 경험들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는

데,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홀로 남들과 다르고 뒤처진 듯한 소외감, 

열등감, 고독, 방황, 억눌린 슬픔 등이었다. 불완전한 인형들을 본격적으

로 만들기 전에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았던 감정들이다. 슬쩍 떠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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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도 마음 아픈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잊을’수 있었던 걸까? 

연구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남들보다 감정(표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은 것을 통해 연구자의 성격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소통 문제 때문에 불합리한 오해를 받아도 화나거나 속상하기보다 무덤

덤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더 화내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돌이켜

보면 연구자는 부정적인 감정 외에도 긍정적인 감정도 잘 느끼지 못했다. 

쉽게 사람을 좋아하지 못했고 타인과 친해지기 어려웠으며 슬픈 영화를 

여러 사람과 같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울더라도 혼자 울지 않았다. 부당

한 대우를 받아도 화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연구자가 이미 받았거

나 혹은 어쩌면 받을지도 모를 심리 상처로 인해 자기부정에 함몰될지도 

모르겠다는(정신이 조금씩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루어진 

본능적 방어 기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감정과 거리 두기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자는 이렇듯 외상성 감정들을 잊어버리게 된 마음 작용 그리고 실

을 감아서 인형을 반복해서 만드는 행위에 작용하는 심리 기제를 서로 

연계해서 해석해보고자,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정신분석학 이론의 중심 개념인 억압(repression)은 고통과 극도의 불

안, 불쾌, 공포를 유발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 생각을 의식에서 

축출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

라 무의식적으로도 행해진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억압의 상태로 빠지는 

조건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외부의 

자극과 충격이 문제가 될 때, 물리적인 것이라면 보통 그것을 피하면 되

지만 심리 차원에서 자아가 그 자신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

가능하기 때문에, 자아는 도피가 소용없음을 알게 되고 대신 판단에 따

른 거부가 효과적임을 점차 인지하게 되면서 억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 억압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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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억압’으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기제로 이루어지는 본능적 

심리 행위이다. 두 번째 단계는‘본래 의미의 억압’이다. 이 단계에서 

주체는 외상성 경험으로 인한 어떤 생각이나 감성 등을 처음에 억압했다

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이 의식에 남아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일

부러 이 외상성 기억과 감정을 반추해서 의식에서 축출시키는 구체적인 

억압 행위를 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억압 행위의 결과, 외부의 

자극과 충격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억압되든지, 오히

려 전혀 관련 없는, 본능에 의한“정동(情動)”76)을 하게 되거나, 불안 

증세를 더 가지게 되는 여러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77)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연구자는 본인의 외상성 감정이 어느새 잊

히거나 강도가 약해진 것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기제로 이루어진

‘억압’작용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연구자가 부정적 감정을 어떤 계

기로 떠 올리게 되었을 때 이와 일부러 거리 두려고 애쓰는 것은 구체적

인 억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78) 이에 실과 인형

은 억압 행위의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추구된 것이며, 형태의 반복뿐 

아니라 행위의 반복 역시 억압 과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에게 억압되었던(평소에 전혀 인식 못 하던) 외상성 감

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불안해지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듣고자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낯선 장소에 혼자 있게 될 때(낯선 

76) 지그문트 프로이트, 「억압에 관하여」,『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7, p.146 : 프로이트는 “억압과정에서 분리된 본능이 자신의 양에 

알맞은 표현을 정동(情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찾는다면, 이때 정동은 본능에 상응

하게 된다.”(p.146)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 정동에 대해서,‘억압 과정을 거쳐 눌려

진 외상성 감정이 그 양(量) 만큼 다른 양상으로 무의식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보았다.

7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pp.137-141, 146-147 참조.

78) 물론 복잡다단한 자극과 다양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 감정들이 소위 억

압 작용으로만‘잊힌’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 기회를 통해서, 연구자

가 외상성 감정을‘잊을’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글로 정리해보고 싶었고,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을 접하면서 연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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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들을 잘 식별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사고를 당할 염려가 들어서), 

보청기 건전지가 다 될 즈음 보청기에서 들리는 경고음(중학교 수업시간

에 보청기 건전지가 떨어졌는데 새 건전지를 안 챙겼음을 알고 막막했던 

기억 때문에) 등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 이 상황들이 연구자에게 언캐니 

감정을 강하게 유발하는 셈이다. 심할 경우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터

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프로이트의 

‘언캐니(uncanny)’79) 개념과 연결해서 살펴보았다. 프로이트는 억압

된 감정이 말실수나 농담(본심의 드러난), 꿈, 노이로제, 원인 모를 공포

와 불안 등으로 왜곡되어 드러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 억

압에 의해 잊혀져 낯설게 되었으나 익숙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회귀하

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이를 언캐니(uncanny)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억압에 의해 잊혀져 낯설게 되었으나 익숙했던 것’은 자신에게 정신

적 충격을 준 모든 대상 즉 사람, 사물, 사건 혹은 상황, 그리고 이로 인

해 겪은 감정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람들을“이상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80)으로, 외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연관된 사물이나 사건을 우연한 

계기로 마주하게 되면서 억압했던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면 당시 해소

할 수 없었던 욕망과 충격을 상기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었고 낯선 장소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이상 이 상황

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심리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왔다. 연구자에게 반복 행위를 통한 작업(과정), 특히 실이라는 

79) 언캐니는“독어 원문에서 <집과 같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u

nheimlich[운하임리히]라는 낱말로 표현되어 있다. 영역본에서는 uncanny, 죽 <기괴

한>, <기분 나쁜> 뜻으로 표현된다. 우리말로 이 의미를 옮겨보면 <두려운 낯설음>, 

<두려운 이상함> 정도가 될 것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역, 열린책들, 1996, p.100, 각주 2번.

80)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의 책,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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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통해 불완전한 인형을 만드는 과정이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

다. 일부러 연구자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연구자의 

외상성 경험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 과정을 반복함

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점차 거리 두기가 가능해졌다. 어

떤 계기로 다시 불안해지더라도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졌던 것이다. 

  연구자의 문제를 대면해야 한다는 절박한 불안에 불완전한 인형을 실

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 과정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눈에 띌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

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보청기가 보일 새라 머리를 묶지 못했고 어눌한 

발음81)이 들통날까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었던 어릴 

때 비하면, 지금은 머리를 묶거나 발음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

과의 관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지만, 예전보다 불안 심리와 타

인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자신감이 좀 더 생기는 변화가 생겼다. 

행위의 반복이 진행 과정의 몰입을 통해 마음의 안정 효과를 주었다면, 

인형을 반복해서 만듦은 본인의 문제를 시각화하여 대면하는 과정을 거

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잠재되어있는 본질적인 상실감을 거리 

두고 보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결함을 가진 연구자의 신체 상태는 

회복 불가능하지만, 심리 상태의 경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

절 가능해졌다고 본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대체물의 추구는 불완전한 형

태를 반복해서 제작할 뿐 아니라, 이들을 배치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수많은 인형들의 배치를 통해 본인의 감정(혹은 문제)을 시각화하거나, 

충족하지 못했던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가 인형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룹 짓는 것은 달리 보면 연구자가 소통의 한계로 사람

81) 아무리 언어 훈련을 많이 하더라도, 이야기할 때 전체 과정을 정확한 발음으로 구

사하려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 큰 한계로 작용한다. 발음 하나

하나를 신경 써야 가능한데, 짧은 대화에서는 가능하나 길게 말하는 경우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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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틈에서 느꼈던 고독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와 어렸을 때 외롭지 않기 

원했던 욕망이 작용한 심리적인 대체물의 추구일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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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면 상태의 형상화와 이에 대한 대면  

  연구자 작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체 형태는 [그림 47]과 [그림 48]

에서 보듯이 완전한 형상과 불완전한 형상, 그리고 신체의 부분들 세 종

류로 나뉜다. 완전한 형상은 사지와 비율이 보통(normal)의 신체 조건을 

가진 상태이고, 불완전한 인형은 신체를 가지지만 머리가 없거나, 팔, 다

리 일부가 없고 혹은 신체 비율이 맞지 않거나 온몸이 비틀려 있는 상태

이다. 신체의 부분 형상의 경우 팔, 다리, 손 등의 인체의 어느 한 부분

만을 만들었다. 언뜻 보기에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지 상태와 신체의 

비율이 조금씩 제각각이다. 

  연구자가 이러한 인체 형상을 만드는 과정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그림 48] <대화하다가>, 면사, 철사, 

각 8×10×170cm, 손길이 20cm, 가변 

높이와 거리, 2010

[그림 47] <머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Ⅱ>, 

면사, 철사, 240×240×240c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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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내면 상태에 관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언뜻 비슷

해 보이는 형상들과 몸체 일부에서 흩트리게 나와 늘어진 실은 모호한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신체의 일부 형상은 온전히 제 기능을 다 하

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를 상징한다. 연구자에게 불완전한 형태(사지가 

미비한 인형과 신체 일부의 형상)를 만듦은 본인의 문제를 시각화하여 

대면하려는 의미 이상으로, 크든 작든 지난 경험들에 내재된 감정의 편

린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여기서 감정의 편린은 외상성 경

험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두려움, 외로움 등의 감정이 어렴풋해진 상태

를 지칭한다(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크게 와 닿았던 충격의 정도가 덜해

졌기 때문에‘편린’또는‘어렴풋한’것으로 표현했다). 연구자가 본인의 

문제를 시각화하려는 것은 이것에 수동적으로 휘둘려서 함몰되기보다 의

식적으로 대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을 재인식하

고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당시 상황의 객관적인 인식보다 

심리 충격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확대해석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보통 신체 일부 형태

를 제작할 때 [그림 49]에서 보

듯이 손가락과 발가락 하나하나

와 움직임을 살려 만든다. 연구

자에게 신체의 일부인‘손’과

‘손가락’은 언어 소통에 한계

가 있을 때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수단

이며, 타인(세상)과의 접촉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수단82)이기

82) 손과 손가락은 청각 상실의 경우 입 대신 말하는 기관이 되고 시력 상실의 경우 사

람과 사물 일부의 생김새를 파악할 수 있는 눈 대신 보는 기관이 된다. 본인의 특수 

     [그림 49] <묵상>, 2012 – 부분 2

        ([그림 50] p.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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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대화하다가, 2010>[그

림 48](p.106)도 신체 일부 형상을 처음 도입한 작업으로서,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득 낯선 거리감을 느낀 순간의 심리 상태

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들 두 손은 한 사람의 양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손이다. 두 개의 손은 실제 성인 남자의 것보다 더 큰데, 손

을 만들고 나서 남은 실을 한 꾸러미로 정리해서 각자 걸은 것이다. 두 

손 사이의 거리는 가변적이고 손가락은 힘없이 펼쳐져 있다. 특히 한 손

은 고정되어 걸려있고 나머지 한 손은 언제든 거리 조절하여 옮길 수 있

게 임시로 걸어놨는데, 이 고정되지 않은 손은 거리감을 느낀 어느 한쪽

을 암시한다. 거리감을 느끼면 상대방과 가까이하고 싶지 않고 실제로 

거리를 두듯이 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에게 손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연구자가 언어 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 쓰는 것 외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 훈

련의 일부 과정인 말하기 연습 중에서 목소리의 크기 정도와 높낮이를 

알기 위해, 말하는 상대방과 본인의 목에 손을 대고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른 진동의 미묘한 차이를 경험하는 단계가 있다. 우선 연구자와 상대

방이 마주 앉아서 같은 발음을 소리 내서 반복한다. 그러는 동안 본인의 

손을 그 사람의 목(성대가 위치한 부위)에 대고 자신의 목에 다른 손을 

대서 그 진동의 차이를 비교하며 비슷해지도록 목소리를 계속 바꾼다. 

특정 발음의 울리기 정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자신

이 낼 수 있는 적절한 발음과 목소리 크기를 찾아가는 것이다. 또한, 사

물의 개념과 부드러움, 거침, 단단함 등의 촉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상 신체 결함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눈, 귀, 입, 손, 발, 사지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결함 종류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과 접촉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어느 부위가 결함 있는지에 따라 대체 구실을 할 만한 

나머지 기관의 감각이 훈련되고 발달됨을 볼 수 있었다.



 
- 109 -

손은 필수적인 도구였다. 이를테면 고정된 형태가 없는‘흐르는 물’의 

개념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한 손을 수십 번 대보면서 그 감

촉을 느끼는 동안, 상대방이‘물이 흐르다’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연

구자의 다른 손바닥에 계속 써주는 것을 보는 식이었다.83) 이러한 과정

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물’의 개념을 깨닫게 된다. 그러

면 물이 컵에 담기건, 샤워기로 흘러내리건 간에 형태가 달라져도 여전

히 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들

을 연달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의 언어 훈련은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특정 단어를 못 

알아듣겠으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써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이에

‘손’은 연구자에게 있어 세상을 알아가는 수단이며,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과 접촉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손가락이 취하는 

모양새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표출이 느낀다. (가급적 말을 하

도록 수화를 배우지 않았지만 수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열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 다양하다는 걸 느

꼈다.) 인형의 손과 신체 일부 형태에서 보이는 손(손가락)의 모양새는 

그 모습에 따라 내면 상태에 대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묵상, 2012>[그림 50]은 손의 행태를 통해 감정 상태를 시각화한 

작업 중 하나로 자신을 구성하는 실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손목 끝

에서 나오는 실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짝 잡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덩어리로 들어간다. 손과 실 덩어리 사이의 거리는 전시 공간에 따라 달

라진다. 손가락의 모양새와 함께, 손과 실 덩어리 사이에서 가늘지만 존재

83) 2005년 작‘블랙(Black)’이라는 영화에 이러한 유형의 훈련 모습이 나왔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치 본인의 어린 시절의 훈련 과정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영화 내

용 중에서 여주인공 미셀이 물(water)을‘깨닫고’기뻐하는 부분이 있다. 누군가는 

미셀과 희생적인 선생님 사하이, 이 두 사람의 아름답고 울컥한 우정 이야기라면서 

감동적이었다고 평하지만, 영화 보는 내내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훈련 과정에 집중하

게 되어서인지 본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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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나타내는 실선이 이 작품의 중심이다. 제목 그대로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손이나 발과 같은 신체 일부의 크기를 조절하고 다른 기관의 기능을 

억압해서 연구자의 심리 상태와 욕망을 강조하는 식으로 작업하기도 했

다. 이러한 작업인 <종속, 2008>[그림 51]은 소통의 한계로 인한 답답

함과 더불어 접촉과 소통에 대한 욕망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시각, 

청각, 말하는 기관이 몰려있는 머리를 덮어서 말하거나 보고 듣기 어렵

게 했다. 대신 유일한 접촉 수단인 손과 발을 보통 신체 비율보다 크게 

만들었고, 주로 사용하는 1mm 두께가 아닌 3mm 두께의 실을 사용해

서 작품 표면의 촉각성을 돋보이게 했다. 접촉이라도 해서 소통하려는 

욕망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머리 부분은 실이 엉키듯 가득 풀어져서 마

치 누워 있는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거나 시야와 소리를 차단하는 모양

새로 덮여있다. 특히 이 풀린 실은 원하는 모양대로(공간에 넓게 퍼져도 

되는 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연구자의 외상성 기억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의 잔재에 가깝다. 찰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눈빛, 말투, 그 순간 느낀 감정이 어렴풋이 상기된다. 비

  [그림 51] <종속>, 면사, 철사, 80×198

×25cm, 머리 부분은 가변 크기, 2008

[그림 50] <묵상>, 면사, 철사, 손길이 46

cm, 구 지름 22cm, 가변 거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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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오래전이라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억압하거나 회피하게 될 정도로 충

격이 컸던 기억들이다. 그런데도 연구자는 왜 이를 상기하게 되는 형태

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일까? 행위의 반복 자체에 몰입하면서 마음의 안

정을 추구하면서도, 왜 모순되게 일부러 마음 불편하게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연구자는 이들 외상성 기억에 정신과 감정이 쉽

게 잠식당하게 되기 때문에 형태의 반복을 통해 일종의 마음 대비를 한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는 현실 문제들을 두려워하다가도 대면할 

수밖에 없었기에 마음의 대비를 해왔던 것 같다. 두려움에 피하려고 해

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말을 한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었고 수업은 물론 아이들이 노는 것에도 전혀 낄 수 없었던 

데다가 연구자를 놀리는 아이들이 많았던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조금씩 가려고(부딪치려고) 노력했었

다. 물론 부모(특히 엄마)에 의해 학교에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84), 만약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된다면 평생 외

로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은연중 작용했던 것 같다. 연구자의 마음이 

자기 비관에 가깝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감을 느꼈

던 것이다. 

  연구자 작업의 주요 동기가 되는‘잊힌 기억들’85)과 감정은 초등학

생 저학년 시절에 몰려있다. 이 시기는 청력을 상실한 지 얼마 안 된 데

다가 언어 훈련 초기였던 터라, 소통의 한계를 비롯해 상실감, 소외감과 

84) 정말 학교에 가기 싫어서 어머니가 연구자의 손을 당겼을 때 연구자의 몸을 뒤로 

젖히다시피 해서 두 발로 버텼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어머

니가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85) 연구자는 심리적 상처와 이를 유발한 관련 경험과 기억들을 잘 극복해왔다고 생각

해왔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극복했다기보다 의식 표면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

로 깊이 묻어둔 것임을 조금씩 자각하고 있다. 청각 상실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

거나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정도의 차이일 뿐 여전히 서럽고‘만약 들렸더라면’이

라는 가정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정신 방어의 의미에

서 억누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험과 기억들은 계속 연구

자 내면에 깊숙이 억압되어(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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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을 평생 통틀어 가장 심하게 느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꾸는‘악몽’86)의 배경은 주로 흐린 날씨의 낮 시간대 초등학교이

다. 햇빛의 느낌은 차갑고 약간 어두우며 건물 복도는 아이들이 교실 안

에 많음에도 지나치게 조용하다. 기억 속의 교실, 건물과 계단 구조, 운

동장, 통학 길은 6년간 다닌 곳임에도 생소하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장면과 장소, 상황이 꿈에서 등장하곤 한다. 익숙한 곳이라

는 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낯설고 두려웠다. 이처럼 연

구자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미묘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억압되었던(잊었다고 생각되었던) 외상성 감정이 되살아나기 때문

86) 꿈속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반을 못 찾아서 헤매거나, 수업하는 모습을 교실 

밖 복도 창가에서 지켜보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쫓기듯이 학교 내부의 여러 층에 

걸쳐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때로는 학교 정문에서 나가서 집으로 걸어가

는 길이 한없이 길어져서(실제로 당시 집은 학교 담장 너머였는데도)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초등 저학년 시기에 주로 축적된 부정적인 경험들, 예컨대 아이들은 선

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데 본인은 못 알아들어서 혼자 따로 엉뚱한 행동하게 되어 

받곤 했던‘주목’과 꾸중의 되풀이 경험이 꿈속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 재생되

곤 한다.

[그림 52] <풍경>, 면사, 철사, 압정, 각 인형 10-15cm, 400×1000×300cm, 가변 

설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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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한다. 

  <풍경, 2008>[그림 52]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어린 시절 경험의 

기억에서 비롯된 작업이다. 당시 언어 훈련 초기였기 때문에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노래 부르는 것도 못했던 초등 2학년 때, 교실 앞

에 나가서 음악 실기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다. 연구자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눈길을 일제히 보내면서 크게 웃었을 

때 가졌던 느낌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 날 이후 꽤 오랫동안 속상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학교 갈 때마다 교실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괴로

웠던 경험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혀 떠오르지 않게 되면서 잊었

고, 연구자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실을 다시 접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당시 꽤 충격적이었던 감정은 본

인이 겪었음에도 왠지 남의 일 같이 느껴질 정도로 단편적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인형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 있는데, 제일 바깥쪽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형들은 가운데를 주목하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

다. 미술사학자 전영백은 이 작품에 대해서“매 순간, 자신과 타인을 경

계 지우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작가에게 커다란 숲을 이루고 끝없는 

풍경이 되는”87) 위화감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원치 않았던 주목을 받

는 데서 온 낯선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가운데 빈 곳은 그 상황에서 스

스로가 처한 상태를 부정하고 싶었던 연구자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87) 전영백,「고립과 소통의 경계에서」, <<한격 – confined>>, 2008, 연구자 개인전 

도록의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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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순감정의 투사 과정

 

  이번에는 연구자의 작업에서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

에 내재된 심리 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본인의 몸임에도‘내 몸’

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감정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 어릴 때부터 현실 

문제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생 집착에 가까운 고민을 

해왔다. 연구자의 장애를 심리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서 본인

의 문제를 고민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구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

은 애증, 원망과 수용(자신의 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등이 

뒤섞인 것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처럼 서로 대조되는 감정들이 뒤섞인 

심리 상태를 모순감정(矛盾感情)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순감정은 불완전

한 신체 조건으로 인한 기대심리의 좌절과 함께 자신의 신체 한계를 깨

달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이가‘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한

계를 느끼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서 많은 기대심리의 

좌절을 겪듯이, 연구자 역시 청각 상실로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기대심리 좌절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나’와 타인이 생각하는‘나’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다. 일상에서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스스로 아무 문제 없

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연구자의 어눌한 발음과 매끄럽지 못한 대화 

때문에 연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거나 오해하곤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소통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연구자는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 못 알아

들을지 예상하기 어려워서 어떤 자리에 갈 때 이번에는 잘 알아듣고 얘

기할 수 있겠지 기대하곤 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생겨서 

타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그때마다 실망했었다. 이러한 현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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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신체에 대한 애증과 함께 불안, 두려움을 자주 느

끼게 되었는데, 이들 감정이 연구자가 어린 나이 때부터 스스로‘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사지가 미

비한 인형과 신체 일부의 형태는 연구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 대상(청각을 상실한 신체)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며, 자기 신

체에 대한 모순감정을 내재한 형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지는 심리 작용을 모순감정의 투사(投射)88)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가 철사 뼈대의 사지를 자르거나 비틀어서 만

든 과정은 연구자의 몸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는 실로 뼈대들을 꼼꼼하게 가지런히 감은 과

정은 애증과 집착의 감정을 투사한 것이 된다. 그리고 형태의 반복은 연

구자의 문제를 거듭 시각화해서 대면하려는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상으로, 본인의 청각 상실에 대한 답답함, 분노, 슬픔 등의 복잡한 감정

을 담는 동시에‘한(恨)’을 풀려는 욕망을 거듭 투사한 것이 된다. 이에 

연구자의 불완전한 인형과 신체 일부의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

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투사 작용이 혼재한 것으로 보았다. 

사지가 불완전한 인형들과, 잘린 손, 팔, 상체가 제거된 하체, 한쪽 다리 

등의 신체 일부의 형체는 신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무기력함 

속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이 투사된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 과정

의 반복을 통해 심리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자 하면서 본인의 심리 

상태를 직시하게 된다. 특히 사지가 비틀리거나 절단된 개체가 본래 지

니고 있던 폭력성은 수십, 수백 개가 무리 지어지면서 희석되고 형상들

은 단지 거기에 그저 존재하게 된다. 그 결과 개별적 실상으로는 파괴와 

박해의 감정을 띠는 공격성이, 형태의 반복과 부드러운 재료의 물성으로 

88) 투사(投射): 심리학에서, 자기의 의식이나 생각을 객관화하여 자기가 바라볼 수 있

는 대상으로 삼는 일. 동아 편집부,『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 2018, p.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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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중화된다. 형태 자체는 파괴와 박해라는 공격성을 띠지만 치유의 

의미를 지닌 실의 사용을 통해 본인의 심리 문제를 시각화하여 대면함으

로써, 본인의 문제를 재차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연구자의 설치 작업은 불

완전한 형태와 더불어 매달

기를 통한 구조에서도 모순

감정이 투사된 것이다. <한 

마음자리, 2015>[그림 53]

는 사진에서 보듯이 인형들

이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린 

내부 구조를 동일하게 지니

되 크기가 서로 다른 구 4개

가 공간에 흩어져 있는 작업

의 일부 이미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각각 무리 지어 

서로 뭉쳐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서로

의 접촉이 없다. 넓게는 사회 안에서 소통의 부재와 고립을 의미하고 좁

게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의 분열된 심리 상태를 나타낸

다. 여기서‘분열된 마음자리’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정의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자가 신체의 한계로 경

험한 소외감과 거리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한 것이다. 어떤 의

미에서 문제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형상을 본인의 작업에 반복해서 도

입하는 것은 외상성 감정을 재경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작업은‘관찰자’89) 입장에서 외상을 거리 두고 

89) 작업하는 과정에서 외상성 기억을 되살려서 재경험한다는 것은 이 기억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등의 고통이 약해졌기 

[그림 53] <한 마음자리>, 면사, 철사, 지름 300

cm 구, 180cm 구, 120cm 구 2개, 2015 – 부분 

: 180cm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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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비록 본인의 작품이 내용

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작업 

과정은 긍정적 의미의 감정 투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장

소’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감정의 투사가 부정적 의미

에서 오히려 자기 파괴 양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1929 - , 일

본)의 <축적 No.1 Accumulation No.

1, 1962>[참고그림 7]에서 이러한 경

향을 볼 수 있다. 야요이는 자신의 외상

성 감정을 투사한 형상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의자를 덮어버림으로써, 오히

려 본래 의자가 지닌 정체성조차 무의

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어릴 때 겪었

던 가족 학대(아버지)의 경험에서 비롯

된 감정을 투사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의자를 작가 본인과 동일 선상

에 놓고 본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되레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경향을 야요이의 다른 작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얀 사물들이 흰 공간 속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질 정도로 알록

달록한 점 스티커에 덮인 작업, 그리고 작은 단위의 기하학 형태가 형체

와 배경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반복된 드로잉 작업에서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양상이 그 예시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야요이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외상성 기억 속의‘나’의 심신 상태를 어느 정도 담담

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관찰자’로서의 작가

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그 상황 속의‘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지나친 몰입은 피하고 거리를 둔다.  

[참고그림 7] 쿠사마 야요이, <축적 

No.1 Accumulation No.1>, 의자, 천, 

솜, 94×99.1×109.2cm,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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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반복은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자기 자신의 주체성조차 오히려 부정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연구자의 설치 작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형

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하학적 틀 모양을 추구함으로써 

주체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주체성 확립을 통한 마음의 안정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야요이의 작업과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투사해서 형태를 만드는 모습은 

연구자뿐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업에서도 일반적인 성향이다. 부르주아

는 심리 문제의 원인인 부모의 상징물로, 신체 일부 형태를 만들면서 자

신의 문제를 직시했다. 헤세의 경우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일시적인 

설치 방식을 통해 자신의‘부조리한 삶’을 빗대어 표현한 작업에서 긍

정적인 의미의 투사적 동일시 작용을 엿볼 수 있다. 안토니의 <갉아먹

다> 시리즈 작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진 반복 

행위는 그녀 자신이 오히려 인간의 탐욕적이고 집착하는 본성을 직시하

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연구자의 지난 기억에 내재된 모순감정들을 특정 종류의 형태 안으로 

투사한 작업으로, (물론 연구자의 모든 작업이 이에 해당하지만) 신체 

일부의 형태에 중점을 두었던 <눈물을 감추고, 2012>[그림 54]와 <기

다림, 2011>[그림 55]이 있다. <눈물을 감추고>는 청각이 상실된 직후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청각이 상실되었던 당시의 느낌은 명확하

지 않으나 하얗게 햇살이 들어오는 흰 병실에서 엄마의 등에 업혀 있던 

기억이 일부 남아있다.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더니 햇살은 지나치게 조용

했고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의사였던 

듯)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이상했다. 그 순간 느낀 적막감은 난생처

음 겪는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이 적막감에 금방 익숙해지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다.(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적응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 작품

에서 매달려 있는 하체는 덜 자란 태아의 하체90) 모양으로서 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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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도 남는 크기를 가진다. 생각과 소통, 접촉의 수단이 되는 상체가 

제거된 채 매달려 있어 아주 무력하고 소외된 존재를 상징한다. 상체를 

구성하는 실 부분은 모두 풀렸고 풀린 실타래는 작은 상체를 구성하기에

는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데 무척 복잡해진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데 하체는 견고하게 실이 감겨 있고, 상체에 언뜻 엉켜 보이는 실뭉치들

은 몇십 가닥씩 정리되어 여러 개의 못에 잘 걸려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중적 배치는 본인의 청각 상실로 인한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90)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초등 저학년 시절 뉴스에서 본 장면에 나왔던 하체가 

소재이다. 이 작은 하체의 형상은 가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뉴스의 내용은 

갓 태어난 아기의 배가 유달리 볼록해 ×-Ray 촬영했더니, 하체만 자란 또 다른 태

아가 배 안에 있어서 수술해서 꺼냈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서 꺼내어진 태아의 붉은 

하체가 초록색 비닐장갑을 낀 간호사의 한 손에 쥐어져 있는 장면이 나왔었다. 그 장

면은 연구자에게 시각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반 토막처럼 잘린 듯한 하체가 어떻

게 아기 배속에 들어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고 인간이 저리도 장난감같이 보일 수 

있구나 하고 어린 마음에 많이 놀랐기에 더 뇌리에 남아있었던 듯하다.

[그림 54] <눈물을 감추고>, 면사, 

철사, 가변 설치, 인형 5×10×3cm, 

판 50×50cm, 2012

[그림 55] <기다림>, 면사, 철사, 

인형 20×15×40cm, 가변 높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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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려 한 시도를 형상화했다. <기다림, 2011>[그림 55]은 앞 작업

보다 좀 더 안정된 심리 상태를 시각화한 것이다.‘고치’모양의 덩어리 

아래쪽에서 아이의 다리 한쪽이 나와 있는 형상이며, 덩어리 윗부분에서 

나온 실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자신을 스스로 가둔 기억의 틀에서 벗

어나려 하거나 혹은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에 나가기 전 겁을 먹

고 잠시 멈춰 있는 이중 심리의 표현이다. 다리 한쪽만 있고 공중에 매

달려 있는 상태는 무기력함과 수동성을 보인다지만 동시에 능동적으로 

탈피하기 직전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림자에게, 2011>[그림 56]에서 

인형은 전체 길이 50cm 정도 크기로 

머리가 없이 쪼그려 앉은 모양이다. 

당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과정에서 잘 알아듣지 못해 눈치 보

다가 놀이가 끝난 후, 아이들이 돌아

가고 남았을 때 느꼈던 복잡 미묘했

던 모순감정을 투사한 작업이다. 이 

작품에서 정작 감정을 느낄 머리가 

없다. 대신 머리의 존재는 인형이 앉

은 바닥에 그림자 모양으로 그려져서

(사진에서 오른쪽 다리와 손 사이 바

닥) 모호하게 암시되어 있다. 그림자

는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생긴 그림

자라는 전제하에 색칠된 것으로써, 머

리 모양의 그림자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머리 부분의 관계성은 허상(虛

像)의 의미를 가진다. 머리가 없다는 것은 세상과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인 눈과 귀, 입이 없기에 아예 소통이 단절되어서 수동적이 될 수밖

[그림 56] <그림자에게>, 면사, 철사, 

콩테, 20×30×25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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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린 시절 저녁 즈음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바닥에 앉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허한 마음을 달랬던 기억의 일부이

기도 하다. 한 작품 안에 외로움, 소외감, 단절감, 자기 수용 등이 동시

에 투사되어 있다. 

  부르주아의 <다리들 Legs, 2001>[참고

그림 8]은 실과 천으로 제작한 신체 일부의 

형태들을 매단 작업이다. 특히 최대 193cm 

길이인 새빨간 다리 3개가 하얀 배경에 매

달려 있는 모습은 그 색깔과 규모로 인해 

더 생생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서 공격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 세 가

족의 다리 한쪽이 매달려 있는데 아버지에 

해당하는 다리의 발등에는 작은 구멍이 있

다. 종교적(기독교) 관점에서 손등과 발등

에 난 구멍은 희생과 의심91)을 상징하는 

못 자국으로도 보인다. 이에 아버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리의 발등에 난 구멍

은 부르주아의 아버지가 자신의 외도로 어

머니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역으로 풀어내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배신감과 의심을 상징한 것으로 보였

다.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체 일부의 형태가 잘리거나 도려내진 듯이 

공격성을 보이던 초기 작업과 달리 이 작업에서는 이러한 공격성이 다소 

91)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부활 얘기를 들었

을 때 직접 예수의 손등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봐

야 믿겠다고 의심한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위 작업의, 발등에 난 

구멍에 대해서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의심의 상징적 의미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생각

했다. 

[참고그림 8] 루이스 부르주아, 

<다리들 Legs>, 천, 솜, 전체 

길이 193cm, 가변 설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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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성별 구분이 사라진 대신 크기의 차이로 한 가족의 다리들

이라는 것만 암시하고, 흩어지거나 별개로 존재하는 대신 모여 있다. 이

러한 모습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와 어릴 때 자

신의 외상성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서 한발 물러선 작가

의 태도를 보여준다. 여성과 남성 혹은 가족 관계라는 테두리에서 더 나

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 배신감 등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문제를 수없이 형상화하고 

대면하면서 자기감정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물론 연구자와 부르주아의 작업을 비교해볼 때, 부르주아의 경우 타인

(상황)에 의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나오는 감정의 경험이기에 원망과 공

격의 대상은 타인이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대립적 이중 구분이 확실하다. 

반면 연구자의 경우 본인의 신체 결함으로 인한, 현실에서 겪은 자조적 

체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위치 구분 자체가 모호

하다. 한때 연구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신(특히 몸)을 원망했었지만 

결국 본인에게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외상성 감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풀려고 했다. 이에 연구자에게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

해서 제작하는 행위는 모순감정의 투사를 의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감정 

순화를 도와주었다. 가변적인 재료에 대한 반복 행위 역시 이러한 작용

을 도와준 셈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부르주아 작업의, 원망과 공격의 대

상이 타인이라는 점에서 관점 차이가 있음에도 그녀의 작업에서 연구자 

작업의 일부 성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내면 상태 일부를 투사하

여 자신과 대상(작업)을 동일시하면서 억압된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 작

가 자신의 심리 문제를 재차 시각화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한 

점, 그리고 신체 일부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부학적 의미의 

신체 부분이기보다 마치 작가 자신의 욕망,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 상

태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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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자신의 모습에 직접 본인의 감정을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게 투

사한 작업이 있는데 <짐을 내려놓다, 2015>[그림 57]가 그 예이다. 이 

작업은 연구자를‘마리오네트’92) 로 표현한 것으로 본인의 뒷모습을 사

진으로 찍은 후 오려 붙인 것이다. 연구자에게 마리오네트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휘둘리는 무력한 인간을 상징한다. 인간

은 불안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자신의 의지를 무의식적으

로 없애고 그 상황에 묻히려는 수동적인 심리 상태가 되기 쉽다. 이 과

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업으로, 연구자를 마

리오네트처럼 변형한 것이다. 특히 본인을 뒤에서 찍은 것은 작품이 연

구자 개인의 얘기만이 아닌 보편성을 획득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세 번

째와 네 번째 작업에서는 마리오네트화 된 자신을 구성하는 끈을 끊어버

리고 아예 존재(형태)조차 없애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일련의 과정

들은 외상성 감정의 원천이 되는 불완전한 신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는 본인의 신체 자체를 분해하고 

화면에서 없앰으로써 심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나’를 상상 속에서 부

정하려고 한 것이다. 제목에서 짐은 심리 문제를 느끼는 자아인 동시에 

불완전한 육체 자체를 의미한다. 

92) 마리오네트: marionette, 불어) 인형극에 쓰이는, 실로 조정하는 인형, 또는 그 인

형극. 동아 편집부,『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 2018, p.750.

    [그림 57] <짐을 내려놓다>, 사진, 라인 테이프, 각 25.5×25.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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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인형과 신체 일부의 형

태에 대해서 연구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신체 문제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것으로서 모순감정을 내재한 형태로 해석했다. 불

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체로 말미

암은 감정들 즉, 집착과 포기, 증오와 용서, 분노와 이해, 불안과 진정, 

상처와 치유라는 모순감정을 투사하는 과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외상성 경험의 영향과 습관적 요소의 체화, 즉 어릴 때 청각 상실

로 말미암은 심리 문제가 여전히 본인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이를 대처하려는 심리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것 그리고 언

어 훈련 경험에서 겪은 반복 연습이 몸과 마음에 밴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손상된 신체로 인한 본질적인 상실감에 대한 대체물 

추구의 의미를 지니며, 연구자의 문제와 내면 상태를 재차 시각화하여 

대면하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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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오감 중 청각이 결여된 채 보고 만지는 것에 주로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은 매

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시도하는 반복 

행위가 형태 제작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고, 이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본인의 작업에서 반복 행위가 여러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강

박성을 지닌다는 것, 가변적인 재료를 가지고 반복 행위를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가 실로 불완전한 형태를 반복해서 제작하

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반복 행위의 의미를 행위, 재료, 형태의 측면에

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연구자의 작업 행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재료의 상징적인 의미 

및 해당 작업의 내용과 연계하면서 각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도출했다. 

연구자가 어떤 대상을 감는 행위는 은폐, 방어, 고정 혹은 속박의 의미

를, 실로 뼈대를 감는 행위는 재생의 의미를 지니며 실이나 석고붕대와 

같은 재료를 사용할 때 치유의 의미 역시 가지게 된다. 걸기 행위는 걸

린 대상을 통해 연구자의 수동적인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풀기는 복잡

한 심리를 조절하려는 의지를 함유한 것으로 보았다. 붙이기 행위는 연

구자가 겪은 소통의 문제와 언어 훈련 과정을 시각화한 의미를 가진다. 

일상 사물을 모은 행위는 작업의 범주를 삶의 반경으로 넓혀 그 흔적들

을 모으려 한 시도였다. 반면 불완전한 인형들을 계속 만들어서 모은 것

은 연구자의 문제를 시각화하고 대면하려 한 의지를 축적한 결과로 이해

했다. 실로 꿰매는 행위는 고정과 치유의 의미를 가지며, 쌓기 행위는 

구조적 특징을 통해서 본인이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불안과 억눌린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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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빗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매달기 행위는 연구자가 현실에서 

경험한 무기력함과 욕구의 좌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는 연구자의 심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려는 

노력이자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애쓰는 과정

으로 해석했다. 또한, 행위의 반복에 몰입하면서 일시적이라도 연구자의 

문제를 잊고 불안정한 마음을 진정하려는 수단이며, 어릴 때 연구자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진행했던 언어 훈련 경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연구자가 손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가변적인 재료를 주로 사용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재료의 사용이 뜻하는 바와 함께 반복 행위의 의미

를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연구자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로부

터 그 의미를 추정했다. 본인의 작품은 재료 자체의 가변성과 형태의 미

완성적인 마무리로 인해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유

한성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제작 방식에 의해 생기는 선과 덩어리의 관

계,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하게 발생하는 설치 구조로부터 작품이 이중성

을 가짐을 인지했다. 연구자는 이들 유한성과 이중성을 묶어서 신체의 

성질, 신체성으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재료의 물성과 마무리 방식, 매

달기를 통한 설치 방식으로 인해 상태가 소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주시하

고 작품이 현상적 의미의 유동성을 잠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기반으로, 연구자는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에 대해 본인이 청각 

상실 및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경험한 인간의 신체성(유한성과 이중

성)을 표현하려는 시도인 것이며 반복 행위는 이러한 관점을 담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연구자의 손힘에 순응하는 실과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반복 행위를 추구한 것에 대해 청각 상실로 인한 현실 한계 속에

서 심리 안정을 갈망하는 것이자,‘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언어

를 찾으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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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연구자가 불완전한 형태(사지가 불구인 인형과 신체의 부분)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행위의 의미를 도출했다. 그 결과, 연구자가 청각 상

실로 본인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감정들 즉 집착과 포기, 증오와 용서, 

분노와 이해, 불안과 진정, 상처와 치유라는 모순감정을 투사하는 과정

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은 외상성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과 감정이 여전히 연구자의 내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를 억압하려는 심리 기제가 작용한 것, 그리고 언어 

훈련 경험으로부터 일종의 반복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연

구자가 신체 불구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상실감과 결여를 메꾸고자 대체

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만들게 된 것이며, 연구자의 심리를 치유

하고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자 본인의 문제를 일부러 반복적으로 시각화

해서 직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자는 반복 행위에 작용하는 심리를 이해하고자 프로이트의 이론을 

참고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은 신체장애에서, 프로이트는 정신장애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이 다르다. 그러나 연구자가 청각 상

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외상에 준할 정도로 겪었기 때문에, 비록 프

로이트 연구의 피분석자들이 신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

신 상태와 행동을 분석한 연구를 살핀 것은 연구자의 심리 문제와 아울

러 반복 행위의 내적 의미에 대한 해석에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헤세와 부르주아 외에 야

요이, 안토니 같은 여성 작가 작업을 주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부

터 여성 작가들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나, 가변적인 재료 특히 부드

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을 통해 자신의 외상성 경험(혹은 감정)을 다

룬 작가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안토니의 경우 외

상성 경험을 다루지 않았으나 가변적인 재료 사용과 행위의 강박성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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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 것을 주시하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연구자는 작업 과

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행위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해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반복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청각 상실이라는 개인 

문제에 한해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청각 상실)의 관점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폭넓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정신 분

석 이론 외에 다른 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청각 상실은 현실에서 절실한 문제이고 이것이 본인의 일상

과 작업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본인 작업 과정

의 가장 큰 특징으로 조명한 반복 행위를 개인 문제 및 심리 상태와 결

부하면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변적인 재료의 사용과 반복 행위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

자의 작업이 결국‘나’를 위한 작업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기서‘나’를 위한 작업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탐

색하거나 혹은 나름의 원칙과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수행하는 것을 중시

하는 태도를 가진다. 특히 연구자는 작업이 청각 상실로 인한 심리 문제

를 극복하려는 개인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

구를 통해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여러 외상성 사례를 접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심리 문제를 가진다는 것을 재인식했다. 이에 연구자의 작업은 

신체 불구와 개인의 상처에서 연유하지만, 결국 심리 문제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며 반복 행위가 이에 대한 편견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의미도 함께 지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와 함께 청각 

상실에 한정했던 심리 문제의 관점을 확장한다면, 작업 내용과 표현 범

주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한 반복 행위의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29 -

참고 문헌  

 

국내서    

교학사 출판부,『새국어사전』, ㈜교학사, 2019.

동아 편집부,『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 2018.

로버트 S. 넬슨, 리처드 시프 엮음,『새로운 미술사를 위한 비평용어 31』, 

아트북스, 2006.

린다 와인트라웁,『미술을 넘은 미술』, 정수경, 김진엽 공역, 북코리아, 

2015.

지그문트 프로이트,「억압에 관하여」,『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7.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정신 병리학의 문제

들』, 황보석 역, 열린책들, 2017.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역, 열린책들, 1996.

할 포스터,『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Compulsive Beauty』, 전영백

과 현대미술 연구팀 역, 아트북스, 2007.



 
- 130 -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랭 부아, 벤자민 H. D. 부클로, 

데이비드 조슬릿,『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

트모더니즘』(2판), 배수희, 신정훈 외, 세미 콜론, 2012.

외국서

Cindy Nemser,“An Interview with Eva Hesse,”Artforum, May, 

1970. 

Elisabeth Sussman, EVA HESSE, Yale University Press, 2002.

Hal Foster, Rosalind Krauss, Yve-Alain Bois and Benjamin H.D. 

Buchloh, David Joselit, art since 1900 : modernism, antimoderni

sm, postmodernism, Thames & Hudson, 2012.

Irving Sandler, ART OF THE POSTMODERN ERA, Westview, 

1996.

Mignon Nixon, Fantastic Reality : Louise Bourgeois and a Story 

of Modern Art, The MIT Press, 2005.

                    

Robert Storr, Paulo herkenhoff, Allan Schwartzman, Louise Bourg

eois, PHAIDON, 2003.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trans. James Stra

chey PacPS, 2010. (New York, 1961)  



 
- 131 -

                ,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trans, Alix 

Strachey, W. W. Norton & Company; The Standard edition, 1990.

전시 도록

전영백, 「고립과 소통의 경계에서」, 전윤조 개인전, <한격 – confined>, 

2008.

인터넷 사이트

MoMa, MoMALearning, Repetition Nineteen Ⅲ. 

<https://www.moma.org/learn/moma_learning/eva-hesse-repetition

-nineteen-iii-1968/, 2019/03/15>



 
- 132 -

Abstract

A Study on the Repetitive Acts 

in the Art-Making Process

Chun, Yoon Jo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petitive acts exhibited in the research

er’s art-making process. The researcher perceives the repetiti

ve acts as the result of psychological issues arising from a loss 

of hearing, and an attempt to establish a solid identity. The repe

titive acts are regarded as holding greater significance than mere 

acts leading to the final product.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petitive acts in terms of action, 

material and form, and interpreted them as having the following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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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e repetitive acts were categorized into winding, slinging, 

unwinding, sticking, collecting, sewing, stacking and hanging, and 

the meaning behind each type was analyzed. Each action hints at 

the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research

er. The act of winding around something is an attempt to hide or 

fix, while the act of winding thread around a frame means regen

eration. The act of slinging reflects the researcher’s passive st

ate of mind, and unwinding is a way of accommodating complex 

psychological states. The act of sticking is an expression of the 

researcher’s experience, and the collection of incomplete shape

s shows a determination to address and tackle problems. The act 

of sewing is self-healing, and the act of stacking releases suppr

essed emotions through structural features. The act of hanging r

epresents the sense of lethargy and despair felt by the research

er in reality. The compulsive repetition is the triggering of the d

efense mechanism in response to a state of anxiety, and is belie

ved to be influenced by the excessive language training that the 

researcher attended unwillingly during childhood. 

 Second, the limiting of repetitive acts to materials modifiable by 

hand was noted and analyzed. The use of modifiable materials w

as seen as an attempt to express the finiteness and duality of h

umans based on the loss of hearing and interactions with others. 

In particular, the choice of soft materials like thread is a desire 

for psychological stability that is lacking in reality due to the loss 

of hearing.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an effective medium i

n revealing one’s tru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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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the meaning behind the repeated creation of incomplete 

forms (dolls with disabilities in all four limbs or body parts) was 

derived. This was a projection of the contradictory feelings felt f

rom the loss of hearing. The defense mechanism had been trigge

red to suppress the memories and emotions associated with trau

ma, and the habit of repetition can be traced to the language trai

ning experience from childhood. The researcher was constantly 

making new work to compensate for the sense of loss and despa

ir arising from physical disability, and the intentional visualization 

of trauma was aimed at self-healing and understanding of inner 

self.

  Since the researcher is aware of the impact that the loss of he

aring has on art and daily life, the repetitive acts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personal and psychological issues. In this process, 

the use of modifiable materials and repetitive acts were verified 

as part of art-making for oneself. By engaging in repetitive acts, 

the researcher is seeking answers to questions addressed to one

self or working towards specific goals. While the primary theme 

was previously identified as the researcher’s physical disability 

and emotional pain, it was in fact dealing with the universal theme 

of psychological issues. The repetitive acts were a way of susp

ecting and confirming the prejudice against psychological struggl

es. By approaching psychological issues from a broader perspect

ive, the scope of work and artistic expression can be broadened 

and extended beyond hearing loss, which will in turn give deeper 

meaning to the repetitive acts involved in art-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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