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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신체에서 2018 2020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완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유한한 존재의 일

시적인 성질과 언캐니 한 표현을 연구한 결과이다(uncanny) . 나는 상처의 

형상과 신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 과정에 따른 흔적을  

소재로 삼아 물질적인 변화를 구현한다. 그리고 작품 자체의 물질 변화를 

수용하면서 유기물의 일시성을 드러낸다.

나는 완전함을 구분 짓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상의 변화와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대상의 물 

리적 실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썩어가는 과정을 작품에 드러내면서 언

캐니 현상을 유도한다 나는 이러한 부패 형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 

유한한 대상만이 가지는 상태의 변화로 여긴다.

처음 신체에 관한 관심은 신체의 변형이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나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 기이

한 느낌으로 인해 물리적인 신체가 나를 담고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대상임을 깨달았다 이 연구에서 내가 주목하는 . 

물리적인 신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흔적을 발생시킨다. 노화한 피부의 주름은 신체 외부의 변화로 작품  , 내

에서 다룬 덧 자라난 뼈는 드러나지 않은 신체 내부의 변화로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완전하지 않은 상태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 첫 번

째는 대상의 변화를 지칭하는 상태 로 상처가 생기고 아물면서 치유되는 ‘ ’
과정이다. 두 번째는 상처가 있는 손상된 신체 그 자체 로 신체는 끊임 ‘ ’
없이 변화를 겪는 물리적인 대상이다. 만약 손상되기 이전의 신체 형태를 

완벽한 원형으로 여길 경우 원형에서 느껴지는 완전성으로 인해 변화된 , 

형상은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체에 나타나는 변형은 완벽한  

원형에서 불완전한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라기보다 신체가 변화하는 과정

에서 비롯된 상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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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물리적인 신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작품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둘러싸는 피부는 . 

외부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나는 신체를 구성하는 . 

또 다른 요소로 피부에 가려진 살의 형상을 살펴보며 신체의 변형을 받, 

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부감을 주체가 존재하기를 중단하고 대상

으로 전환된 상태와 연결 지어 본다 이는 작품에서 신체를 연상시키는 . 

오브제의 절단된 형상이 물리적인 변화에 대입되어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나는 유기물이 죽음으로 다다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로테스크한 변형을 작품에서 물질적으로 구현한다. 나는 작품이 완성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기보다 어느 한 시점의 작품 상태를 내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변화하는 형상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

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 그 자체의 변화 또한 수용한다 그리고 작품. 

에서 바느질은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바느질한 작품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면서 덧없음을 드러낸다 바느질은 . 

작품의 형태를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끝에는 변화의 흔적인 실, 

만이 남게 된다.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완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잠재적인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그 대상의 존, 

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작품은 대상의 . 

변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남는 흔적을 다루면서, 대상에게 부여된 의미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변화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태를 . 

맞이하는 태도로 향후 다양한 대상에서 변화를 포착하여 지속 가능한 작

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변화 흔적 물리적 신체 피부 완전하지 않은 상태 부패: , , , , , , 

상처의 구현 언캐니 시간의 경과 일시성 , , , 

학  번 : 2018-2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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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에 크고 작은 일을 겪고, 

그로 인해 상처와 같은 흔적들이 몸에 새겨진다 흔적은 시각적으로 관. 

찰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남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존재하였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손에 . 

박힌 굳은살처럼 자신의 노력을 상징하는 표시에서부터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생채기 남에게 보이기 싫은 콤플렉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 

동시에 남들과 다른 선 후천적인 흔적은 그 흔적을 지닌 사람에게 여러 ·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내 몸에 새겨진 다양한 흔적을 되새기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과   

정을 살펴본다. 사람의 몸은 물리적인 자극으로 쉽게 상처를 입지만 작은  ,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게 된다 이 때문에 나는 모순적이게도 신체가 연. 

약한 동시에 단단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처럼 상처를 입은 신체와 

상처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며 연약하면서도 단단한 특징이 어떻게 작품, 

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관심은 내 신체의 작은 한 부분이 마치 

나의 일부가 아니게 된 것 같은 기이한 기분에서 비롯되었다. 이 기분은 

날카로운 종이 끝에 손가락을 베이는 순간 상처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

고 상처 부위가 내 몸의 일부가 아닌듯한 느낌과 비슷하다, . 다른 예로는  

신체의 특정 부위가 저린 감각이 있다 이처럼 신체는 눈으로 보고 만질 .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체의 상

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이한 느낌에 대한 나의 의문은 물리적인 신체를 

관찰하는 동기가 된다.

변화하는 장소로서의 신체에 관한 생각은 손상된 신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후의 형상과 이전의  

형태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손상되기 전의 신체를 온전한 원형으로 

간주할 경우 원형에서 느껴지는 완전성으로 인해 가변적 특성이 있는 , 

신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는 절대적인 본래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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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영구적으로 그 모습이 유지될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시간의 흐름과  

물리적인 자극에 따라 변화를 겪으며 흔적이 남는 신체에 주목한다. 나는 작

품에서 신체가 몸에 기록이 더해지는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

하는 장소로서 표현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나는 완벽한 원형에서 시작하여 불완전한 결과물로 끝나는 과   , 

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등한 위계로의 전환이 표현되는 공간인 신체를 , 

시간적 한계에 따른 소멸의 가능성 및 지속해서 유지되지 않는 변화의 

일시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완전함의 기준에서 멀어진 대상을 . 

가치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관찰하며, 

대상의 물리적 실체가 달라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외부의 변화와 내부의 변화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성질을 살펴. 

보며 어떻게 작품에 드러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의 변형이 . , 

불안하게 느껴졌던 경험을 함께 살펴보고, 부패에 따른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지그문트 프로이트 의 두려운 낯섦(grotesque) (Sigmund Freud)

언캐니 현상과 함께 다룰 것이다(unheimlich), (uncanny) .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변화와 이를 구현

하는 일시적인 재료들을 살펴보며 내가 추구하는 작업 내의 다양한 실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지점과 한계를 

서술하여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을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는 년부터 2018

지금까지의 나의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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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함에 관한 질문II. 

1. 완전하지 않은 대상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한 상태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사회의 체계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뚜렷한 목적에 의해 가동되는 하나의 부

품이 된다 이 구조는 안정적인 틀이 되어 일정한 시기 동안 고정된다 그. ‘ ’ . 

러나 이 체계를 구성하고 구축한 사람은 모순적이게도 살아있는 존재이다. 

완전함을 정의하는 많은 요소 중 영구성 불변성이 있다면 인간은 이 두 , ,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에 가깝다. 

완전함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완전함은 온전하고 완벽한    . 

것으로 어느 측면으로도 바뀔 여지가 없이 견고하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것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해 의심한다 특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 

완전함의 영역에 속한 대상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견고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완전함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 

대상들은 완전함에 가까워지기 위해 틀에 맞춰 바뀌려 하기도 하며 다, 

르게는 영역에 속한 여부와 관계없이 실재의 변화 과정을 직시하고 기록

하는 태도를 보인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완전하지 않은 대상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

로 수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나의 . 

작업은 완전하지 않은 대상의 변화와 그 과정에 관한 것으로 나는 변화 

과정에서 발견한 어느 시점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자 한다 예를 들어 . 손

상된 상태는 온전한 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에 완전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완전함은 부족하거나 결함이 없는 완벽한 상

태로 나는 변화를 겪은 손상된 상태를 큰 범위로 해석하여 완전하지 않, 

음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본다.1) 다시 말해 본래의 형태가 변하면서 정

1) 이 연구에서 완전함 은 부족하거나 결함이 없는 완벽함을 온전함 은 잘못된 것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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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규정되는 것과 다르므로 대상은 완전함의 영역 밖으로 추방된다. 

더 나아가 이질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는다 그러나 . 

본 연구의 예시가 되는 주요 작품들은 이러한 현상을 부정하거나 긍정하 

기보다, 완전하지 않은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흔적을 반영한다. 

나는 작품에서 정상 혹은 표준의 영역 밖에 있는 대상의 특성을 살펴   

보며 완전함을 구분 짓는 경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 

완전함의 범주에 있는 정상 표준 온전함을 제시하는 틀 자체가 중요한 , , 

것이 아니다 나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완전함의 틀을 무너뜨리기 위해 . 

제시된 기준에 벗어난 대상이 겪는 변화 그 자체를 작품에서 부각한다.

완전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한 수많은 대상이 있다   . 

표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대상부터 가치 판단에 따라 부정적으로 여

겨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의 . 

시간적 한계와 물질적인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달라지는 일시성이다 이 . 

특성들은 완전함을 이루는 요소와 상반된다 완전함이 불변하고 영구적. 

이라면 완전하지 않은 대상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며 가변적인 성질을 , 

가지고 있다. 

완전함에서 탈락한 대상의 예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존재의 형상과    

다른 모습을 가진 대상이 있다. 나는 무언가가 결여된 부분을 부족하여서  

채워야 하고 다른 존재에게 없는 새로운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

대한다 나에게는 관찰자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 

요하다 나는 모자란 부분을 부정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존재의 어느 시. 

점에 나타나는 한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망가진 대상을 

고쳐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에 집중한다 대상이 완벽한 원형을 가지고 있기에 불완전한 .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물리적 실체의 완전한 형체는 없

다고 생각한다. 

없거나 바르고 옳다는 뜻을 내포한다. 온전함과 같이 가치 판단이 들어간 단어는 대상의  
원형이 표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작품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의 단어 완전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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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상의 물리적 실체는 언젠가 소멸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 

물리적 실체가 존재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적 한계가 있고 나는 이를, 대 

표하는 성질을 일시성으로 본다 여기서 일시성은 대상이 전과는 다른 .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물질이 사라지는 소멸의 가능성  

모두를 내포한다. 

   나는 불충분하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완전하지 않음의 특성을 

다르게 보기 위해 작품을 통해 물리적인 실체가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가

지의 변화를 겪는 일시성을 이야기한다. 주변 환경에 의해 변하는 요인은 

시간의 흐름과 물리적인 자극이 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대상 혹은 유. 

기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 두 번째는 물리, 

적인 충격으로 대상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변화는 유. 

한한 존재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없어서 나타난다. 

나는 이처럼 일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이 존재가 죽음에 이를 가

능성과 변화에 따른 일시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부패의 언캐니2. (uncanny)

살아 있는 대상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죽음과 가까워지며 다양한 변   

화를 겪는다 여러 가지의 변화 중 썩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징그. 

럽거나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부패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는 . ,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 

썩은 대상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를 통해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손쉽게 

연상하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 그러나 나는 썩어가는 상태를 부정적인 현

상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보고 대상의 일그러지는 형, 

체와 자극적인 냄새를 일시적인 변화의 흔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부패 .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캐니 현상을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오브제의 재료로 쓰인 생고기는 부패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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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내뿜는 과정으로 인해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도 나는 ( 1). 

이 점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해석한 두려운 낯섦2)과 연결 지어 보고자 

한다.3) 두려운 낯섦의 예로 사람들이 배설물을 더럽고 혐오스러운 대상

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서 멀리 떨어지려 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현상이 있다 이는 친근한 것이 갑자기 . 

낯설게 느껴지거나 기이한 낯선 것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대비되

는 두 감정이 한 대상을 향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4)

그중에서도 작품에서 성질 모양 상태 등이 달라진 대상의 이미지가    , , 

담기면 언캐니 가 따라붙는다 이때 나는 이미지의 변형된 형(uncanny) . 

태는 이질적이지만 원형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앞서 언급한 두려운 

낯섦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낯익었던 대상이 낯선 대상으로 느. 

껴지는 이상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여겼던 것을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프로이트는 한스 벨머 의 사진 프로젝트 인형   (Hans Bellmer) (La ⟪
Poupé 를 언캐니의 예시로 든다 그는 작품 속 인형을 생물의 분신e) . ⟫
이자 죽어 있는 것으로 서술하면서 언캐니를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 즉 , 

분신화와 연관 짓는다. 그에 의하면 언캐니한 느낌은 분신이 주체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체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은 ,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과 죽은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작품 속 부패의 형상과 관련지어 주목해 보면 플래시    , <

플래쉬 플래쉬 오브제는 절단된 생고기의 썩어가는 과정을 전시한다> 

도 이에 더해 작품은 고기에 피부를 이식한 상태로 봉합을 연상시( 2). 

키기 때문에 기이하다 봉합은 보통 상처와 다친 곳에 행해지는 의료 행. 

위로 작품의 고기는 치료받은 대상이 된다 이는 오브제를 이전 상태인 . 

2) 프로이트가 해석한 두려운 낯섦 (unheimlich)은 낯설고 불편한 것에 가깝다.
���언캐니 의 원어인 독일어 운하임리히 는 심리학자인 에른스트 (uncanny) ‘ (unheimlich)’
옌취가 호프만의 소설을 분석할 때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정신 분석학자인 E.T.A. .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단어 를 두려운 낯섦 이라는 용어로 해석했다‘unheimlich’ ‘ ’ . 
(Freud, Sigmund. The Uncanny. Trans. McLintock, D. and  Haughton, H. 
Penguin Books, 2003.)

4) 기이함은 친숙하고 관습적인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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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신체이자 사체로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썩어가는 고기의 악취는 , 

죽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그렇게 삶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와 죽음. 

으로 향하는 부패 과정이 함께 전시되면서 언캐니는 극대화된다 고기의 . 

봉합과 썩는 냄새는 보는 이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감각과 함께 어

울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면서 기괴한 경험을 제공한다.

   

도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오브제의 부패한 상태[ 1] < > , 2018, 

생닭 천 실 우석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설치 장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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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돼지족 생닭 천 실[ 2] < >, 2018, , , , ,

우석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설치 장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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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장소로서의 신체III.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1. 

   개인의 신체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변화를 겪으면서 상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나의 작업에서 완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그리고 신체는 . 

몸 자체가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형상을 담고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신체가 개인의 기록이 담긴 물리적인 장소. 

로서 반복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 세기 동안 인간은 몸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미술사에서 신체는 전통적으로 미와 추 정체성 , , 

종교 젠더 감정 지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며 인간의 몸에 대한 , , , , 

형상이 완벽한 미로서의 재현 대상이었다. 년대 후반 남성 중심주 1960

의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여성주의 미술에서는 여성의 신체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전통적 젠더 질서에 저항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당시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는 억압의 장소로서 의미 될 수 있다.

나는 신체   5)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소재로 하여 작품에 표현한다 작. 

품에서 신체의 물리적 변화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변화와 내부에서 일어

나기에 드러나지 않는 변화 두 가지로 나뉜다. 나는 두 가지의 변화 과 

정과 그 과정에서 남은 흔적을 중점적으로 대상의 상태 변화를 작품에 

담아낸다 그리고 신체를 구성하는 피부와 살의 성질을 살펴보며 피부는 . ,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경계로 살의 속성은 신체의 변형에서 비롯된 불, 

안감과 연관 지어 본다.

5) 본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에서 지속해서 언급하는 몸과 신체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몸은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에서 발까지의 전체 를 뜻한다 연세대. “ ” (
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몸은 여, ( , 2005), pp. 714). 『 』
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논의되며 미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몸을 중심으로 거대
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나는 물리적인 측면으로서의 몸에 주목하기 위해 단어 . 
신체 를 쓰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신체는 동물이나 사람의 물질적인 몸을 의미한다‘ ’ . . 
구체적인 대상을 칭할 때는 신체 의 단어 앞에 명시하여 서술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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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다치고 그에 맞는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상태가 달라진다. 물리적으로 손상된 신체는 경중에 따라 자연

스럽게 치유되거나 현대 의학에 의존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 

다치고 치유되는 반복적인 과정 때문에 나는 신체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연약하면서도 단단하다는 모순적인 성질을 지닌다고 생

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신체는 살아가면서 안팎으로 유연하게 달라진다. 

인간은 자궁 속에서 태아로서 장기를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신생아로 

태어나 성인으로 자라고 성인에서 노인으로 늙어 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는 병들어가고 질병을 얻으면 그 양상은 신체의 내부에서 시작해 , 

외부로 드러나기도 한다 질병이 발생한 신체 혹은 신체적 결함을 그 자. 

체로 보지 않고 제거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는 관점은 다른 조건을 

가진 신체들을 분리하여 배제한다 그러나 삶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의 신체의 변화는 불가피하기에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섬세하게 살

펴본다.

는 다섯 개의 울퉁불퉁한 직사각형 조   <i can’t see what you see>
각이 벽에 기대어 바닥에 일렬로 놓인 작품이다 도 ( 3).6) 작품의 얇은  

표면에는 갈색의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덩어리는  . 

액체에서 고체로 점차 굳고 마침내 수분이 증발하여 갈라진다 이것은 , . 

마치 피부의 구겨진 주름처럼 보이는데 이는 젊고 생생한 피부의 이미, 

지와는 상반된다 작품은 노화된 피부의 껍질을 연상시킨다. .

6) 는 물의 수면을 바라볼 때 일렁이는 수면 수면에 비친 <i can’t see what you see> , 
대상, 수면 아래의 대상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보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만든 작
품이다. 다음은 이것을 설명하는 <나는 네가 보는 것을 볼 수 없다 의 짧은 > 글이다: 
“I always thought a surface is translucent (나는 항상 표면이 반투명하다고 생각
했다 표면은 눈). Nothing can hold the surface even it is tangible and visible (
에 보이고 만질 수 있음에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What you see is a 

네가 보는 것은 수면에 비친 것과 같다reflection on the surface of the water( ). 
이는 보는 것It becomes a border between what you see and what is shown(

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된다). What is shown to be is nothing but what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you see( ). No one can see what you 

아무도 네가 보는 것을 볼 수 없다s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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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천 가루 혼합물 천[ 3] <i can’t see what you see> 2020, , ,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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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변화1.1 

신체는 외부 환경에 물리적인 영향을 받으며 피부 안팎에 다양한 흔   

적이 생긴다 이는 피부 위에서 쉽게 관찰되는 가시적인 변화와 피부 아. 

래의 드러나지 않은 변화로 만들어진다 먼저 신체 외부의 변화로 나는 . 

날카로운 자극으로 베인 상흔을 살펴본다. 상처는 해를 입은 대상으로 신 

체의 고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 

이는 연상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일 뿐, 

상처 그 자체는 대상의 상태가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상태가 변. 

하는 상처는 완전함과 거리가 있지만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나는 여기서 대상의 상태 변화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신체에    . 

상처가 생기는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처가 생기고 그 흔적이 희미, 

해져 가는 변화이다. 이때 상처의 변화 과정은 흔적을 남기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신체 자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은 계속해서 발생, 

하므로 지속적이다. 이처럼 신체가 두 가지의 변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나 

는 대상의 완전한 원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이전의 상태에서 비롯된 

변형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원형과 변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 

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변형의 원형이 표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대상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여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 대상은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면서    , 

남기는 허물과 같은 여러 형태의 흔적을 불가피하게 남긴다 다음은 변. 

화하는 대상의 상태에 관한 도식이다 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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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태 변화에 따른 흔적 남기기[ 1] 

상태 가 외부의 자극을   A 7) 받아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 

난다 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마침내 상태 에 도달하게 되는데. A AB , 

와 같은 흔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이전의 상태 와 완전하게 같지 않게 B A

된다 상태 에서 로 변화하는 대상의 예로 신체의 손상된 부분을 . A AB

들 수 있다 손상된 신체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 치유된다 조직 대부. . 

분은 회복하면서 두 가지의 과정 모두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조직이 재 

생되면서 처음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상된 부분이 결합 

조직으로서 대체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이 와 같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B .

   이와 같은 상태 변화는 작품 남겨진 것 에 나타난다 도 영상의 < > ( 4). 

처음에 등장하는 붉은 실은 줄기 형태를 띤다 이 실은 여러 개의 삼각형 . 

조각을 이어 반투명한 막 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 ) . 膜

각들은 물에 녹고 막의 형태는 일그러지며 변형된다 마침내 조각이 녹으. 

면서 반투명한 막은 사라지고 뒤엉킨 실의 흔적만이 남는다. 작품에서  

허물 형태의 막은 변화하면서 또 다른 흔적을 남긴다 이는 허물이 또 . 

다른 흔적을 남기는 과정의 반복을 의미한다. 그렇게  대상의 외면이 변

7) 여기서 자극은 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며 받는 자극과 물리적인 자극 모두를 의미한 A
다.



- 14 -

화하면서 발생한 물질적인 흔적은 대상의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나는 남겨진 것 에서 막의< > 상태 변화를 다루면서 대상의  

원형과 변형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남겨진 것 의 반투명한 구조물은 작업 과정에서 형태가 달   , < >

라진다 처음에 나는 . 수용성 캔버스 천을 조각으로 잘라내고 다시 바느

질로 서로를 연결하여 변형된 구조물을 만든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사 

진에서 허물로 기록되어 사라지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준다 도 ( 5).8) 그 

다음 구조물은 영상에서 사람을 덮는 껍질처럼 등장하며 물에 녹는다. 

마지막으로 구조물의 이루는 조각들이 녹아 사라지면서 남은 뒤엉킨 실은 

다시 한 번 기록된다. 반투명한 구조물은 한 작품에서 다음 작품으로 넘 

어가는 것으로 그 형태와 의미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은 작품 . 

속에서 다루는 반복되는 상태의 변화 과정과 흡사하다. 

 

도 [ 4] 남겨진 것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분 < >, 2018, , , 4

초54

8) 사진 허물 은 변화 이전의 상태 영상은 변화의 과정 남은 붉은 실은 변화 과정에서 < > , , 
남는 흔적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보여준다 좌측의 사진은 어둠 속에 남. 
겨진 허물을 드러내고 우측의 사진은 허물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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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물 디지털 프린트 좌 우[ 5] < >, 2018, , ( , ) 10.2x15.2cm

내부의 변화1.2 

   일반적으로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내부에서도 변화는 동일하게 일어난다. 

나는 작품에서 외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의 

변화까지 살펴본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존재감이 미비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존재가 드러난다 나의 . 

경우에는 인식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처음으로 알아차렸을 때, 

그 대상을 안정 되지 않은 상태(stable) 9)로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기 . 

때문에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인 상태로 보였으나 사실 드러나지 않은 , 

9) 안정 되지 않은 상태로 불안한 심리 상태가 기저에 깔려 있으나 여 (stable) (uneasy) , 
기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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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던 것이다 나는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이는 . 

방법으로써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 아래 숨겨진 내부를 외부로 드러내

면서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인지하지 못한 미

세한 변화와 흔적을 작품을 통해 한 번 더 상기하여 사소한 대상의 존

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사람의 신체 또한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 작품 덧 은 인지할 수 없는 작은 변화의 대상을 , ⟪ ⟫
다룬다 도 이 대상은 뼈의 가장자리에 덧 자라나는 뼈인 골증( 6, 7, 8). 

식체 인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 변형 중 하나이다(Osteophyte) , 

참고 도판 이것은 대부분 척추나 관절과 같은 뼈와 뼈가 맞닿는 ( 1). 

지점에서 긴 시간에 걸쳐 자란다. 그러나 미세하게 자라난 뼈는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인식할 수 없어서 그 존재가 덧없이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 

성가시거나 부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뼈를 작품에서 신체 내부의 변

화에서 비롯한 하나의 흔적으로 드러낸다. 

참고 도판 덧 의 골증식체 드로잉[ 1] < >



- 17 -

   두 개의 조형물로 각각 천장과 바닥에 설치된 덧 은 반투명한 얇은 ⟪ ⟫
선으로 이루어진 뼈대로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한 척추의 형상이다. 뼈대의  

개체는 하나하나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다 이 차이는 살아 있는 대상의 완전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 , 

람이 한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것과도 유사하다. 

신체 내부의 무용한 대상은 작품 덧 에서 구현되면서 하나의 작품으⟪ ⟫
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렇게 덧 자라난 뼈는 작품에서 불안하고 해로운 . 

대상이 아닌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흔적으로 구현되어 그 존재 

자체가 강조된다.

  

도 덧 필라멘트 녹차 혼합물 가변설치[ 6] < I>, 2019, P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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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덧 [ 7] < I>, 

2019, 필PLA 

라멘트 녹차 혼, 

합물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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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덧 필라멘트 포도 껍질 혼합물 가변설치[ 8] < II>, 2019, P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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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로서의 피부2. 

사람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신체를 물질적으로 보이게 하고    

제한한다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은 대상의 외피에 한정되는데 나는 그 . , 

표면 아래에 가려진 또 다른 표면의 존재를 생각한다. 가장 바깥쪽의 표 

면은 하나의 막 이 되어 껍질처럼 벗겨지고 내부는 외부로 드러나면서 ( ) , 膜

내부의 표면은 다시 대상의 외면이 된다 그렇게 표면을 하나의 막으로 여. 

기는 것은 신체에도 적용되는데, 몸이 나를 담고 있는 알맹이라면 나라는 ,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몸의 내부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되는 

표면이다. 즉 외부 세계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것은 피부이며 신체의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하나의 커다란 막이 된다 이와 같은 신. 

체의 연결된 경계가 존재하는 한 외부와 내부 세계를 넘나들며 영향을 

주는 변화는 지속할 것이다. 

   경계로서의 피부는 상황에 따라 작품 속에서 상태가 달라진다 대상을 . 

보호하거나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형성된 피부는 한 겹이 벗겨지면서 

원래 피부로 여겨지던 것은 껍질로 남겨지고 대상의 또 다른 숨겨진 , 

표면이 그 밑에서 드러난다. 피부는 얇은 표면으로 남겨진 것 의 구, < >

조물에서 껍질과 같이 표현된다 도 [ 4(p.14)]. 

한편 외부에서 바라볼 때 표면은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로 볼 수 있   , 

지만 내부에서 피부는 밖으로 노출될 수 없게 제한하는 층이다, .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피부는 표면이 내부를 감싸는 형식 혹은 내부를 억류하는 , 

장치로 볼 수 있다. 연결된 경계로서의 표면은 내부와 외부의 중간 지대

로서 모호한 영역이 되고, 이는 경계 도 와 속속들이 파묻히다 < >[ 9] < >

도 에서 나타난다[ 10, 11] . 경계 의 글에서는 손의 행위를 통해 드러< >

나고 속속들이 파묻히다 에서 글 일부를 가지고 내부와 외부의 상관, < >

관계를 다룬다. 

경계 는 사람이 물리적인 대상을 감각에 의존하여 대하는 점에서    < >

시작되었다. 그러나 눈으로 관찰할 경우 대상을 포함한 주변의 환경까지  

보이기 때문에 대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에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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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대상의 표면을 손으로 감각하는 것을 경<

계 의 글에서 다룬다 참고 도판 > ( 2).10)

경계 를 살펴보면 먼저 손을 이용하여 대상을 만지는 행위로 쓸   < > , 

리다, 흔들다 미끄러지다 닿다 움켜잡다 문지르다 느끼다 간지럽히다  , , , , , , 

등의 단어가 나열된다.11) 이후 손에 닿는 것을 묘사하는 밖 위 층 안, , , , 

아래 표면 등의 단어가 나오면서 대상의 표면 아래에 닿을 수 없다는 , , 

문장이 서술된다 그리고 내부가 외부를 만드는지 외부가 내부를 만드는 .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안과 밖을 잇는 표면에 관해 이야기한다. 곧 겉 

으로 드러난 표면을 만지는 행위로는 대상을 알기 부족하여 더 많은 정

보를 원하게 된다 그렇게 손가락 끝으로 물체를 움켜잡는 행위를 입으로 . 

무는 행위에 비유하며 눈을 감고 촉각에 의존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 

   여기서 대상의 내부에 도달하기 위해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입으로 ‘
문다는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은 ’ . , 

그 대상의 겉면으로 그 아래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 

으로 그 대상을 무는 순간 내부와 외부를 잇는 표면과 그 아래 숨겨진 것 

모두를 아우르게 된다 이 행위는 내가 작업을 통해 보이는 것에 가려진 . 

대상의 내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을 특정한 물체로 인식하여 ,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의해 가려진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

다.

   속속들이 파묻히다 는 껍질처럼 보이는 표면을 물질적으로 구현하여 < >

경계 의 글에서 추출한 문장과 함께 드로잉을 그린 작품이다< > .12) 작품을 

10) 다음은 경계 작품과 함께 전시된 리는 글 이다 < > “R ” . 
   “작업을 하면서 형상이 먼저 떠오르던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글을 가지고 싶었다. 
그러나 한글이 아닌 영어로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렇게 나는 글을 써 내려갔다 영어. . 
에서 한국어로 다시 해석을 하던 나는 내게 친숙한 네덜란드어를 떠올리고는 친구에게  
그의 해석을 부탁했다 그는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의 경계로 넘어가면서 틈 이 . ‘ ’
생길 것이라고 했다 완전하게 똑같은 번역은 없다며 자신의 해석을 담았다고 했다. . 
이 목소리는 그가 수많은 표현 중에 고른 단어들의 조합이다.”

11) 경계 의 글은 영어로 번역을 부탁받은 친구의 해석이 더해져서 네덜란드어로 영 < >
상에서 음성으로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 영어로 쓰인 단어와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 
서술한다. 

12) 경계 는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화자의 음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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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양의 잘린 머리 피부를 벗긴 머리 뼈만 남은 모습이 세 개의 , , 

층으로 나누어져 껍질에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드로잉이 그려진 껍질을  

겹겹이 쌓아 올린 방법은 대상의 표면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보는 것

으로 관람자가 손으로 한 장씩 넘기며 작품의 층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한편 에서 경계 표면 피부 이 , <3 things i’ve been thinking about> , , 

세 가지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미지로서의 텍스트를 보여준다 도 ( 12).13) 

각 소재에 따른 묘사를 세 개의 절로 나누고 화면 공간에서 단어들의 ,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여 이미지를 제시한다 작품에서 경계를 중간 지대. 

이자 모호한 영역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붙잡을 수 없는 중간 지대와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에 표면과 피부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닌 영역 . , 

표시가 된 곳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나의 작품에서 관통하는 지점인 물리

적인 신체에 남겨진 다양한 흔적을 의미한다. 

중점으로 드로잉을 추가한 속속들이 파묻히다 를 만든다 이후 드로잉을 다시 제< > . 
거하여 혼합물 덩어리로 만든 파묻히다 가 있다 세 작품은 영상의 소리 드로잉을 < > . , 
겹겹이 쌓은 구조 곰팡이가 핀 평면 작품으로 각각 다른 지점을 강조한다, . 

13) 은 조해나 드러커 의 다 <3 things i’ve been thinking about> (Johanna Drucker) 『
이어그램처럼 글쓰기 저서를 읽고 만든 작품이다 인쇄된 (Diagrammatic Writing) . 』 
글의 공간에 어떻게 말을 배치하고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세 개,  
의 소재와 연관 관계를 글로 작성하고 이미지로서의 텍스트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 23 -

 

 

도 경계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분 초[ 9] < >, 2019, , , 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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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속들이 파묻히다 한천 가루 [ 10] < >, 2019, 

혼합물 펜과 물감    , , 32x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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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속들이 파묻히다 한천 가루 [ 11] < >, 2019, 

혼합물 펜과 물감, , 32x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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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경계 스크립트의 [ 2] < > 

일부



- 27 -

도 디지털[ 12] <3 things i’ve been thinking about>, 2019, 
프린트             , 21x19.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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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변형 3. 

   피부를 관찰하다 보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의 속성에 관한 생각에 

다다르게 된다 살아 있는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며 그 . 

과정에서 안팎으로 변형이 나타난다 신체의 변형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 

나의 경험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나는 변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거부감을 아브젝션(abjection)14)의 심리적 현상과 연관 지어 작

품에서 드러나는 형상에 대해 생각해본다.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이론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   (Julia 

는Kristeva) 그녀의 저서 공포의 힘 에서  (Power of Horror) (1982)『 』

아브젝션을 저급하고 퇴락한 신체성과 현시들로 규정“ ”15)한다 크리스. 

테바는 주체가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체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거부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고찰하는 데 있어 아브젝션을 거론한다 .16) 

아브젝션은 현재의 주체 이전의 상태 애벌레나 자궁 속 태아 또는 “ ( ) 

주체가 존재하기를 중단하고 대상으로 전환된 상태 시체나 절단된 신체(

)”17)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서 후자의 상태는 나의 작품에서 나 

타나는 대상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브젝션은 신체의 변형 

혹은 절단된 부위 신체의 내부에서 배설된 더러운 것 등을 예시로, , 신

체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그중. 

에서 신체의 절단 부위를 이용한 오브제는 무제 도 과 플래시  < I>[ 13] <

플래쉬 플래쉬 도 에서 다루고 있다>[ 2(p.8)] .

   먼저 작품에서 나는 신체를 이루는 피부 살 장기와 같은 요소를 몸, , 

14) 이 용어 는 국내 저서와 논문에서 아브젝션 혹은 애브젝션으로 언급된다 (abjection) . 
본 논문에서는 아브젝션으로 통일한다. 

15) 로버트 넬슨 리처드 시프 편 꼭 읽어야 할 예술 비평용어 선 정연심 S. ( ), 31 , · 『 』

외 역 미진사( )( , 2015), p. 346.
16)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주체는 사실상 언제나 진행 중에 있는 주체일 뿐으로서 상 “ , 
징 질서의 언어 안에서 잠정적으로 고정되고 재고정될 뿐 이며 주체는 안정된 것이 ” , “
아니며 언어 안에서 구성되고 언제나 진행 중에 있는 것 이다, ” . (크리스 위던 여성 ,『
해방의 실천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 조주현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 1993,  』

인용p. 89 )
17) 위의 책 .



- 29 -

으로부터 떼어내어 각각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그 연관 관계를 형성한다. 

즉 유기체의 피부와 살을 따로 떼어내어 다른 하나의 오브제로 사용하는 , 

것이다. 신체를 구성하는 살 위에 덮인 피부와 그 피부 위에 덮인 것을 

여러 종류의 섬유를 이용하여 실험한 작품이 무제 연작이다 도 ≪ ≫ ( 13,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쓰인다 부드14, 15). . 

러운 소재의 양말 속옷 장갑 마스크 휴지와 같은 신체에 맞닿는 물건과  , , , , 

썰린 고기 음식물 잎사귀의 유기물이 있다, , . 그리고 대상의 표면에는  

여러 종류의 천 조각이 꿰매져 있어서 물체의 고유 표면과 대비되는 

피부에 이식된 상태 가 두드러진다‘ ’ . 표면에 꿰맨 천은 대상의 일부가  

되지만 동시에 대상의 고유 표면과는 다른 질감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강조된다. 또한 작품 속 물체는 일상에서 쓰이는 사물의 기능이 제거되, 

면서 이질적인 대상으로 전환된다 특히 무제 의 잘린 고기는 다른 . < I>

물체보다 살의 속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기에 이질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

된다 나는 이 점을 바탕으로 피부의 바깥과 안쪽의 살을 모두 아우르는 . 

작품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를 만든다 도 < > ( 16).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는 점의 페인팅과 점의 오브제를 설치한    < > 7 5

작품이다 그중 오브제는 절단된 고기의 형상을 주요하게 드러낸다 이. . 

들은 무제 과 같은 방법으로 고기의 표면 위에 반투명한 천 조각을 < I>

봉합한 상태이다 작품의 재료로 쓰인 유기물은. 동물의 외부와 내부의  

형상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생닭과 족발은 뚜렷한 동물의 형태가 보이는  

동물의 외면이다 도 [ 2(p.8)]. 삼겹살 소고기 닭고기는 고기의 절단면으로 , , 

인해 동물의 내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도 17). 즉 , 오브제는 대상의 외부 

표면을 강조한다면 함께 설치된 페인팅은 표면 아래 가려진 내부를 외부로  

끄집어내어 살의 형상을 드러낸다 도 ( 18, 19).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의 고기는 절단된 신체 부위로 사람의 신체를 < >

연상시키는 작용을 한다. 사실상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살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대상은 사람의 신체와 가장 흡사한 유기물의 육체일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섭취하는 수많은 조리된 고기는 마트에서 줄지어 나열된 생고

기와는 다른 상태이다 조리된 고기는 완성된 음식으로 보이지만 생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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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특유의 냄새 형태 색으로 인해 절단된 동물의 신체 일부로 두드, , 

러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생고기는 음식이 아닌 그 자체의 육체로서. 

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절단된 고기는 오브제의 영역으로 수용되. 

면서 신체 일부로서의 상태를 강조한다 나의 작품은 사람의 물리적 신. 

체를 전방에 앞세워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닌 신체를 연상시키는 고기의 

절단된 형상이 물리적 변화에 대입되어 나타난다.

 

 

도 무제 디지털 프린트[ 13] < I>, 2018, , 21x29.7cm



- 31 -

 

 

도 무제 디지털 프린트[ 14] < II>, 2018, , 21x29.7cm

 

 

도 무제 디지털 프린트[ 15] < III>, 2018, , 21x29.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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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캔버스와 리넨 위[ 16] < >, 2018, 

유채 우석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설치 장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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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고기 천[ 17] < >, 2018, , ,

실 우석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설치 장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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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리넨 위 유채[ 18] < >, 2018, ,

               165x217cm

도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캔버스 위 유채[ 19] < >, 2018, , 

좌 우              ( ) 65x53cm, ( ) 72.5x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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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중인 물질과 남은 흔적IV. 

유기물의 변화 소멸과 흔적1. : 

   물질적인 변화에 따른 일시성은 작품에 대한 내 생각과 연결된다 다수의 . 

미술 작품은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되어 그 상태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은 작품의 완성된 형태에 가깝게 그대로 보존된다. 

그러나 나는 관객에게 내보이는 작품의 처음 상태를 완성된 원래의 형태로 

정의하지 않고 어느 한 시점의 작품 상태를 내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 . 

작품은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작품 그 자체가 물질적인 변화를 겪기 때

문에 영구 보관이 어렵다 또한 작품의 물리적 실체는 사라져도 다른 형태로 . , 

기록될 수 있기에 나는 작품 그 자체를 보존하고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즉 작품은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변화가 남긴 흔적으로 . , 

작용한다.

나는 일시적으로 변화하고 사라지는 재료로 유기물을 선택해 작품의    

물질적 변화를 수용한다 작품의 형상이 점차 일그러지며 이전과 다르게 . 

변하는 과정은 대상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상이 변화를 . 

겪으면서 소멸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남은 흔적 모두를 제시한다 또한. , 

작품 자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작업 일부가 되면서 유기물의 소멸 가능

성과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잠재적 가능성을 드러낸다.

작품 덧 을 살펴보면 반복된 개체들이 줄지어 연결된 뼈대에 덩   , ⟪ ⟫
어리가 달라붙어 있다 도 뼈대의 재료인 필라멘[ 6, 8(p.17, 19)]. PLA 

트는 옥수수와 같은 작물에서 발효한 유산균에서 생성한 생물 분해성 친

환경 소재이다 먼저 덧 은 녹차를 우린 물과 설탕을 섞어 만든 혼. < I>

합물에 뼈대를 담그고 혼합물이 발효되면서 뼈대에 자라난 덩어리를 그, 

대로 굳혀 만든 것이다 참고 도판 마찬가지로 덧 에 쓰인 포도 ( 3). < II>

혼합물의 표면에는 곰팡이가 피어난다 참고 도판 작품은 시간의 지( 4). 

나면서 썩은 덩어리로 인해 부식되거나 형태가 틀어지고 미생물이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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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가 물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냄새와    

소리는 변화의 일부이다 먼저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오브제의 생고. < > 

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시장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이는 사체의 부패  

상태와 죽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 [ 1(p.7)]. 반면에, Delicate ⟪
의 전시 공간에서는 계피 향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도 Traces ( 20). ⟫

계피 향은 전시장의 바닥에 넓게 펼쳐진 표면에서 나는 냄새로 달콤한 , 

것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참고 도판 그러나 바닥에 깔린 갈색 ( 5). 

혼합물은 그로테스크한 껍질처럼 보이기 때문에 혼합물의 달콤한 향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나는 작품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전시장에  

풍기는 냄새의 이미지를 대비 시켜 언캐니를 강조한다. 

이에 더해 전시장의 바닥에 펼쳐진 혼합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의    

수분이 날아가고 껍질로 마르는 과정에서 바스락 소리를 낸다 바스락거. 

리는 소리는 마치 껍질이 살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 

유사한 소리는 그 옆에 설치된 영상 경계 의 배경 음악으로 나오면서 < >

화자의 음성과 함께 재생된다 도 ( 21). 그리고 영상의 음성에서 묘사하는  

표면은 전시장 바닥에 펼쳐진 표면으로 시각화된다 이렇게 전시 공간에 . 

갈색 표면을 바닥에 넓게 펼친 설치 방법은 관람자가 작품에 가까이 다

가갈 수 없게 한다 오히려 작품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관찰자의 능. 

동적인 개입을 막는다. 이는 보는 이가 거리를 두고 그로테스크한 표면

을 관찰하여 냄새와 소리의 근원지를 살피게 한다.

물질적인 변화에 따른 흔적은 작품 자체가 썩어가며 피어난 곰팡이가    

있다 속속들이 파묻히다 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레시피로 반투명 종. < >

이를 만들어 드로잉과 글을 적은 작품이다. 종이는 한천 가루 물 글리 , , 

세롤 등을 배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곰팡이가 핀다 참고 (

도판 6). 한편 파묻히다 는 한천 가루를 혼합물 덩어리로 만들어 직, < >

사각형의 나무틀에 여러 겹으로 포갠 작품이다 참고 도판 ( 7). 혼합물 덩 

어리는 보랏빛의 반투명한 고체 상태로 겹 아래에 파묻힌 종이가 비치지만 

맨 아래의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도 ( 22). 그러나 덩어리는 공기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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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고 딱딱한 껍질로 마르면서 형체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묻혀서  

보이지 않던 종이와 나무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작품의 표면에는 하얀 , 

노란 검은색의 곰팡이가 피어나며 그로테스크 한 그림을 , (grotesque)

그린다. 결국 작품의 혼합물질은 처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 

짧아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로 나는 남겨진 것 의 구조물을 수용성 화학 섬유로    , < >

만들어 물리적인 변화를 담는다 도 [ 4(p.14)].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는  

섬유 조각과 붉은 실 두 가지이다. 영상에서 구조물을 구성하는 섬유 조

각들이 점차 물에 녹아 흩어지며 사라지면서 마지막에는 조각을 연결한 

붉은 실만이 남는다 그렇게 엉클어진 그물처럼 축 늘어져 남겨진 실을 . 

설치한 작품이 남겨진 것의 흔적 이다 도 < > ( 23). 영상에서 파도가 치는  

듯한 소리는 허물 형태의 구조물을 녹이기 위해서 뿌려진 물소리를 편집한 

것으로 물질적인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작품에서 일정하게 반복, . 

되는 소리는 대상의 형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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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 3] 덧 뼈대에 붙은 썩은 덩어리< I> 

참고 도판 덧 포도 혼합물에 발생한 곰팡이[ 4]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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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석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 Delicate Traces , 2020, ( , ) ⟪ ⟫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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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전시장 바닥에 펼쳐진 표면[ 5] Delicate Traces⟪ ⟫

도 우석갤러리 [ 21] Delicate Traces , 2020, ⟪ ⟫
서울 대한민국 전시 전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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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속속들이 파묻히다 의 피어난 곰팡이[ 6] < >

참고 도판 파묻히다 의 앞선 상태[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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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묻히다[ 22] < >, 2019, 한천 가루 혼합물 종이 나무틀, , ,

      28.5x32x3.5cm

도 [ 23] 남겨진 것의 흔적 실 가변설치<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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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 상처의 봉합과 사유의 행위2. : 

작품에서 상처의 형상은 조각난 형태의 표면으로 나타난다   . 나는 한  

대상을 관찰할 때 먼저 그 대상이 종이 위에 선으로 그려진 상태를 , 

상상한다. 그 예로 내가 바라보는 피부의 결은 삼각형이 얼기설기 모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삼각형의 둘레는 피부 위 주름이 되기도 하고 . 

그 아래에 비치는 혈관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삼각형의 조각들은 서로 . 

연결되어 확장하고 전체를 짜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삼각형의 형태는 남겨진 것 도 과 플래시 플래쉬 < >[ 24] <

플래쉬 도 에 나타난다 참고 도판 >[ 2(p.8)] ( 8). 두 작품 속에서 삼각형의 

테두리는 선이 되고 섬유는 표면이 된다, . 섬유 조각을 이어 만든 표면은 

실의 봉합선에 의해 재료적 특징이 강조된다. 나는 외부의 힘이 가하는  

대로 움직이고 주름지는 섬유가 피부와 흡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신체의 피부는 여러 조각이 연결된 표면으로 연결선은 바느질의 

솔기가 된다. 표면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로 나는 내부로 들어, 

가고 외부로 나오기를 반복하는 바느질을 통해 표면의 존재를 강조한다.

   또한 실의 봉합선은 섬유 조각으로 이어 만든 표면의 재료를 부각한다, . 

작품의 재료로 쓰인 섬유는 공업 생산품으로 본래 고른 표면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작품에서 상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조각을 바느질해 꿰맨다. 즉 고른 표면의 재료를 조각으로 자른 것은  ,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변형으로서 상처의 상태를 구현한 것이다 다시 . 

바느질로 자른 조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상처를 꿰매는 것으로 작업, 

에서 바느질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닌 상처 난 것을 치료하는 

행위의 봉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오브제는  < > 

천 조각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표면이 되고 이 표면이 고기의 피부 위에 , 

다시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를 이식한 형상을 부각한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은 모두 손으로 바느질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작품에 쏟은 이 시간은 내가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그 대상에 대한 불안과 관념을 덜어내는 사유의 행위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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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는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를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상처를 만들

어내어 꿰매는 과정으로 풀어낸다. 이것은 한 대상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관념을 덜어내기 위한 사유의 행위처럼 상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

반면에 오래 공들여 만든 시간이 무색하게 작품 속 오브제들이 일시   , 

적인 변화 과정에 쓰이기에 바느질의 행위는 덧없게 느껴질 수 있다.18) 

그러나 남겨진 것 의 구조물이 고정된 형태로 등장하여 물에 녹아 < >

사라지면서 실의 흔적만이 남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작품의 

일부이다. 바느질은 한 대상이 그 상태로 고정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가가  , 

바느질에 쏟은 시간은 사라지고 작품만이 남게 된다 다시 한 번 작품은 . 

변화하는 상태를 기록한 하나의 흔적으로서 작동한다.

   나의 작품에서 물질적인 변화와 상처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바느질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봉합하는 바느질 두 번째는 손 , 

으로 꿰매어 오랜 시간을 쏟는 사유의 행위 세 번째는 바느질한 대상이 , 

사라지면서 바느질에 쏟은 시간마저 사라지는 덧없음을 의미한다. 

18) 작품  남겨진 것 에 등장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다가 구조물이 물에 녹음과 동< >
시에 영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들인 작가의 시간은 작품에
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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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겨진 것[ 24] < > 영상 스틸 컷 분 초, 2018, , 4 54

참고 도판 남겨진 것 의 삼각형 조각 드로잉[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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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나는 이번 연구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완전함에 대한 질문을 시작   

으로 완전함의 영역 밖 존재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 영역을 구분하는 , . 

경계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정상 표준 온전함 완, , , 

전함에 가까운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 

작품에서 부각하고 변화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동등하게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살아 있는 대상의 물리적 실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가 사라지   

기에 유한하다. 그중 나는 유한한 존재의 썩어 가는 형상을 작품에서  

다루며 가치 판단을 내리기보다 상태가 달라지는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 과정을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부패, 

물과 같은 혐오감의 대상이 친근하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대비되는 두 감

정을 두려운 낯섦과 언캐니 현상으로 보았다. 

작업에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현상과 유기물의 변형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관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 된다. 눈에 보이는 변형 

에서 시작된 관찰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확장되어 작품으로 구현되었고 ,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 과 외부 자극에 의한 변화의 ‘ ’ ‘
흔적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는 신체는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다양한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외부 세계와 직접 맞닿는 외피에서 발생하는 가시적인 

변화와 내부에서 동일하게 겪고 있으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변화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안팎으로 변화를 겪는 피부는 결국 외부와 내부 세계를 

연결하는 경계로 의미 되어 작품에서 물질적인 막으로 표현된다 이 연결된 . 

경계가 존재하는 한, 외부와 내부 세계 모두를 넘나들며 영향을 주는 

변화가 지속할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품 속 물리적인 신체는 변화를 , 

겪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가 되고, 대상의 형상은 일시적으로 고정 

되었다가 다시 해체되어 변화하고 다시 고정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작품의 상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 와 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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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고기 오브제는 절단된 동물의 신체 부위로 사람의 신체와 살성을 ⟫
연상시킨다 그리고 덧 은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변화가 자신의 신. ⟪ ⟫
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에서 아무런 기능이 . 

없는 덧 자라난 뼈는 작품 덧 에서 변화의 결과물로서 의미를 지니게 ⟪ ⟫
된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은 완전함의 영역 안에 위치하지만. , 

기능을 상실하거나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대상은 대부분 완전함의 

영역 바깥으로 추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기능이 없는 변형을 작. 

품을 통해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대상의 존재에 부여된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즉 완전하지 않음을 부족한 것으로 가치 판. , 

단에 따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상처와 같은 흔적을 잠재적인 변화, 

의 대상으로 보고 오히려 그 대상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로 바라보게 

되었다.

작품에서 물질적인 변화는 대상의 변화 형상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   

라 일시적인 성질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 

가지의 재료를 조합하여 비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만든 것은 작품 

자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소멸을 의미한다. 

나는 지속 가능한 작업을 위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작품에 반대하며 

형체가 사라지고 남는 흔적을 기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손상된 신체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작품은 신체를 소재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최근의 작품에서는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주

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상을 다루면서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기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여러 방식으로 설치된 입체 영상 평. , , 

면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시도하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업 내의 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 , 

결과물로 작품의 물질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작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유기물의 변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재료에 .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확장할지

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 나는 유한한 존재의 변화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을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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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보면 변화 가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변화는 불안정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변화 과 

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후의 작업에서도 나는 정형화되지 않은 대상에게서 변화 를 ‘ ’
포착하고 이끌어 내어 작품 속에 지속해서 담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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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he Body as a Place of Change

-based on my works-

You Lim Lee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functions as an observation of the various changes in 

the human body. I aim to study a finite existence to reveal 

incompleteness and expressions of the uncanny as present in my 

work from 2018 until 2020. I examine wounds and changes in 

the body. These changing processes each leave their mark and it 

is these marks that become important themes within the work. I 

materialize them as to reveal transients of organic materials by 

accepting a change of material in the work itself.

   I question the distinction of being complete and face up to the 

changes of the object, which has fallen short of its standard. I 

also reveal the decomposition processes of physical work 

overtime to induce feelings of the uncanny. Decomposition is 

easily regarded as a negative process and state. However, I 

consider it to be a change of the state that happens to the finite 

existence.



- 55 -

   The main motivation to use the human body in my works was 

from personal experience with body transformation, which at the 

time made me very uncomfortable. This strange feeling made me 

muse upon the concept of a body part no longer belonging to 

me. Then, I realized that my body cannot be fully controlled by 

myself, even though the body is a physical form of human 

beings. In this study, the physical body gets influenced by its 

surroundings, and this causes great and small marks on the 

body. The wrinkles of aging skin are an example of an external 

change in the body. Bone spurs in the works represent the 

internal change of the body that has not been revealed on the 

outside yet. 

   Likewise, the incomplete state of the body means two things. 

Firstly, it refers to the changing state of the injury itself. 

Secondly, it refers to the changing body due to the injury. An 

example of this first concept is the acquirement of a scar and 

the healing process of this scar afterwards. The second concept 

is the state of the body getting scars. These two concepts tell 

us that the physical body is in fact subject to constant change. 

When one regards the former state of the injured body as being 

a perfect original form, then the changed form of the injured 

body would be deemed insufficient and incomplete. However, 

these instances present a different state of the object in a 

process of change. One does not start with a perfect original 

form and end up with an incomplete one. From this perspective, 

the physical body becomes a place where changes occur, as it 

does within my work. In these works, the skin of the body 

represents a connective border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world as it is a surface that protects the physical object. I study 



- 56 -

the flesh present underneath the skin, which is one of the 

elements that composes the body. On the other hand, a repulsive 

feeling towards the transformation of the body is explained by 

the state that a subject has been converted to, and being 

rejected to exist. In my works, the cuts of flesh are to remind 

the viewer of the physical body and the change of forms that 

bodies go through during decomposition.

   Moreover, organic matters meet death, causing a grotesque 

transformation, which is materialized in the works. I accept a 

change of material in the works since the artwork does not need 

to maintain a perfect state. The sewing is to suture wounds in 

the works, but the time I spent in sewing disappears as the 

sewed object breaks down in a short time to suggest the 

transience of the object. The sewing is just a medium to 

maintain the form of the structure and the thread remains at last 

as a trace of changes.

   In this study, I consider an incomplete object including 

wounds to be an object involving potential changes without 

negative judgment. Furthermore, the object becomes evidence to 

reveal the existence itself. My works deal with a change of the 

object and its traces to question the meaning given to the object. 

I believe a change will result in a new state of being and will 

result in the production of sustainable artworks by reflecting on 

these changing states of diverse objects.

keywords : change, mark, physical body, skin, incomplete states, 

            decomposition, representation of scars, the uncanny, 

     the passing of time,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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