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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본인이 내면에서 경험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된 간극을

좁히기 위한 행위로부터 시작하였다. 본인은 성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세

상을 헤쳐나가는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 경험하고 싶지

않은 대상들을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로 둔갑시키고자 하였다. 이 이미

지는 본인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이상적인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작업을 통해 본인이 지속해서 꿈꿔온

환상의 세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일상 속에서 공유하고자

했다.

이상과 현실은 서로 대립하면서 양가적인 심상적 특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계는 현대사회가 성인에게 부여하는 자유라는 의미 속에 숨어

있는 관습적인 통념과 규율 그리고 제도 사이에서 생겨난다. 본인은 대

립하는 두 관계 사이에 선 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괴리감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상은 현실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현실은 즐거

움 속에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게끔 중심을 잡

아준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본인이 하는 일들은 ‘내면의 나’

를 표출함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한 나’가 동심의 환상 세계에 한 발자국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본인은 작업을 통해 두 관

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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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본인의 감정과 작업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

험의 과정1)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 경험의 과정은 작업의 재

료와 구성과 색감에 온전히 배어있다. 본인은 이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호작용을 표출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이 일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인은 외부의 사건이나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삶과 내면의 심리에 집중해서 작업을 이끌어 갔다.

본 논문에서는 ‘동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내면의 나’와 ‘어른으로

성장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본인이

작업에서 의도한 네 가지 요소인 ‘핑크’, ‘틈’, ‘놀이’, ‘포장’에 대하여 소

개하였다. ‘핑크’는 작품의 표면 색상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본인이 어린 시

절 타의로 접하게 되어 지금은 스스로 선호하는 색으로, 어린 시절 기억

을 통해 감각적으로 선명히 떠오르는 내면의 동심과 연결된다. 두 번째

로 ‘틈’은 본인이 이상과 현실의 세계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중재시켜주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이는 어른이 된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본인의 내

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 ‘놀이’의

행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포장’에서는, 작업을 지속하면

서 느끼는 양가적인 모순된 감상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순수한 동심으

로부터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주입식 교육의 결과물인 포장된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한다.

1) 본문에서 언급된 경험의 과정이란 본인과 작업 사이의 심리적 상호작용의, 개인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리고 주관적인 기호로 선택되는 요소와 그 시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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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작업을 통해 내면의 아이와 순수함을 끄집어내어 어른이 된 자

아가 경험하는 내면적 대립과 간극을 좁히고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에

두 관계는 대화하고 상호반응하며, 그 결과 서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본인의 작업은 관습적인 틀에 갇힌 어른의 동심을 넘어, 아

이 같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순수성으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

다. 반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감정이라고 느끼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긍정적인 감정에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계기가 된

다. 이 의문은 작업을 통해, 본인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서 비롯된 미묘한

불편함에서, ‘모범화 된 어른 혹은 성숙한 여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가

두려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반문으로 확장되었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관습적인 사회적 인식에 지속적으로 반문을 던지며, 독립된 개체로

서 자아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립하고자 한다.

주 요 어 : 양가적 심상, 놀이, 환상 세계, 현실 세계, 간극, 균형

학 번 : 2017-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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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본인은 어린 시절 대가족 사회 안에서 어른들의 과한 사랑과 과잉보호

속에 따뜻하게 자랐다. 이러한 가정환경 특성상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고, 그들에게 강하게 의존하며,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과

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었다. 장성해서

집이라는 작은 사회 밖으로 나가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보게 되

었다. 그때부터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동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내

면의 나’와 ‘어른으로 성장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언젠가는 커다란 세상 속에서 혼자 살

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의 불안함과 풍족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행복

감 사이의 충돌이기도 하다.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둠을 밝음으로 둔갑시키면서 자유로운 판타지2)에 대한 상상으로 머릿

2) 본인에게 판타지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상을 깨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통

상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상상할 수 있고 그렇기에 어쩌면 우

리와 가까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할 법한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이나 세계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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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한가득 채워버린다. 즉, 내 마음속에서는 앞날에 대한 부푼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과 그에 따르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휘

몰아치다가도,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과 밝음이 금방 더 큰 지분을 차지

하곤 한다.3) 이 안에는 ‘즐거움과 행복감’ 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의구심’

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순적으로 뒤엉켜있다.

아이는 순수한 사고방식인 동심을 통해 현실 속에서 꿈꾸는 이상이나

판타지를 현실 세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를 통해 아이

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본인이 동심을 유지

하고자 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인에게도 동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본인을 아이와 같은 눈을 통해 현실 세

계와는 또 다른 동심의 세계로 한층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아

이들은 동심에서 비롯된 판타지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개념에 대해 뚜

렷하게 구분 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른과의 차이가 있다. 즉, 어른의 동

심은 아이와는 다르게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현실적 개념이 단단하게 자

리 잡고 있기에 이상과 현실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다. 그러므로 어른

의 동심은, 자유롭고 규율에 대한 제약 없는 아이의 동심에 비해, 현실적

이고 논리적인 딱딱한 사고의 틀에 갇히기 쉽다. 본인에게 동심이란 ‘동

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내면의 나’와 ‘어른으로 성장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장치로써 어른이 된 현재

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준다. 이처럼 본인의 동심은 작업으로

이어져 건조한 현실 속 사회적 통념이나 규율로 형성된 사고의 틀을 넘

어서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순수성을 자유로이 담아내는 장치이다.

3) 예컨대,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다가도, 디즈니 노

래를 크게 틀고 핑크 향의 샴푸와 바디워시로 거품을 잔뜩 내면서 물을 맞고 있는

샤워 부스 속의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행복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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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불이 꺼진 상태의 캄캄한 지하주차장의 문을 용기 내어 통과한

다면, 다른 환상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 ‘정말 많은 풍선과 함께한다

면 디즈니 영화 《업》(Up, 2009)에 나오는 것처럼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까?, ‘단단한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 ‘반짝거리는 홀로그램의 뒷면에는 다른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와 같은 상상들이다.

이러한 사고의 세계는 작품을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지고, 각자의 감성이

잠시나마 동심과 일체감을 느낄 때, 현실의 부정적인 늪에서 벗어나 이

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의 순

수한 상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통념과 규범들로 인해 느끼는

중압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맥락 안에서, 본인은 스스로 느끼

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와 다양한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었던 감정들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다. ‘과연 현실의 삶을 부정적이지 않고 밝은 방향

으로 이끌기 위해 지속해서 환상적인 것에 몰입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보

다 낫고 행복하게 만드는 보장된 방법일까?’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주관

외에 교육에 의해 주입된 가치관들을 망각하면서 생긴 오류였다. 타의에

의해 주입된 사고가 본인 안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억압이 제공하는 따뜻한 보상으로부터 헤어나오

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포장된 감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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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한국심리학회지의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학술 논문 속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아이다운 아이는 ‘잘 뛰노는, 시끄러운, 잘

웃는, 잘 우는, 솔직한, 자기중심적인, 순진한, 떼쓰는, 말 잘 듣는, 눈치

없는, 실수하는, 산만한, 참을성 없는, 의존적인, 변덕스러운, 충동적인,

잘 자는, 호기심 있는, 상상력 있는, 자유로운, 단순한, 말을 잘하지 못하

는, 모방하는, 지식이 없는, 귀여운’ 등의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어른다

운 어른의 특징으로는 ‘배려하는, 도와주는, 분별 있는, 남을 존중하는,

정직한, 친절하고 착하고 믿을 만한, 책임감 있는, 참을성 있는, 절제하

는, 성실한, 과묵하고 진지한, 모범이 되는, 주관(가치관)이 있는, 차분한,

침착한, 지혜가 많은, 판단력이 있는, 목표와 꿈이 있는’ 등이 나타났다.4)

4) 정태연 외,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권2호 (한국심리

학회, 2002):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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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견해를 정리하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과 규범을 지키고 다양한 관계 속 책임감을 지녀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와 어른을 구분 짓는 기준은 다양하게 있지만,

본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척도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회

적 통념과 제도 속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부모나 타인

의 영향 없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관습적인 사회적 인식과 주입

식 교육제도,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과잉보호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생

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본인의 어린 시절에는 온실 속 화초처럼 주변

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현실적 위험과 뚜렷한 주관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독립된 개체로서 본인의 행동과 선택에 따른 과

도한 책임감과 중압감이 항상 근처를 맴돈다. 두 번째는 판타지와 현실

의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어른이 판타지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반면, 아이

들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이는 낡은 사회적 통

념이 가득하고 타락한 사회에 속하지 않은 순진무구한 존재이며, 순수함

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판타지와 현실 간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사

회적 압박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다.

어른으로 성장해 세상 밖으로 나온 독립된 개체는 현실의 관습적 사고

의 틀에 대해 인식하고, 이 순간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몸소 느

끼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극복해야 한다. 한 어른이 자립해서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치관, 사회 규범과 통념, 행동 양식과

지식 등 한국 사회에서 모범화된 성인의 모습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본능적인

욕구는 현실에 발맞춰 적당히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맥락 안에서,

본인은 작품을 통해 딱딱하고 규범화된 현실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관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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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의 상상력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와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책이나 텔레비전 속 애니메이션을 통해 키워진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공주 옷을 입고 분홍색 신발과 가방을 장착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남

자아이들은 귀여운 인형보다는 변신 가능하고 전투력 있는 장난감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본인과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의적으로 취향

이나 성향을 구축해 나아간다. 하지만 본인은 타의에 의해 어린 시절 접

한 이미지들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동반한 채 머물러 있다. 현재 본인

의 선호와 취향은 온전히 ‘나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 일부는 스테레

오 타입5)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스테레오 타입에 의존

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새롭게 지각하기는 힘들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어

떠한 스테레오 타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질서와 단순성을 성취

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시키기도 한다.6) 예를 들어, 사회적 교육 때문에

주입된 성 역할과 성 개념, 성공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 등에 대

해 무의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우리는 낙오되지 않고 충실히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가 관습적으로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되돌아간다. 그

렇게 형성된 자아 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뒤엉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순적이고 양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본인은 서로 대립하는 ‘동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내면의

나’와 ‘어른으로 성장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사이의 균형을

5)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뜻한다. 대부분은 뚜렷한 근거 없이,

감정적인 판단에 따른다.

6)「스테레오 타입」, 두산 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 2020.06.01.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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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작업에서 사용한 장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른

이 된 현실의 내가 순수한 동심의 사고로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들이

다. 이러한 과정이 쌓여 작품이 보이는 방식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의 일상에 쉽게 노출된 이미지들로 조합되어 있다. 덧붙여, 이는 본인의

삶의 태도와도 긴밀히 밀접해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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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핑크

특정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색채는 표면적으로 그 자체로서 시

각적 감정을 끌어낸다. 색이 시각적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면의 표

현을 드러내기 위해 색채를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것으로 사용한 추상회

화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색채는 개인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수단이고,

각자의 사고에 의해 다르게 읽히며, 사람의 정서적인 감정과 연결된다.

색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깊은 추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색

채가 우리의 의식적인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색채에는 시각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험과 상징적인 의미도 존재한다.

색채를 통해 시각적 경험을 하고 이를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에 이러한 어려움은 언어로 하여금 색 자체를 구속하

지 않고 자율성을 선사한다. 이 지점에 대해 칸딘스키는 ‘색채에서 본질

적인 것을 말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치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속에, 기념

비적인 미술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7)라고 색채의 구두화에 한계를 지적

한다. 그러므로 특정 색을 정확하게 느끼는 방법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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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눈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색채는 주관적

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색을 보더라도 각각의 사람들은 다른 시

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견한 개인이 좋아하는 색에 대해

서는 색채의 내면에 존재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색채의 시각

적 경험은 심리적 효과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특정 색을 접함으로써 서

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 내면세계에 변화가 오곤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고 좋아하는 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만, 굳이 신경 쓰지 않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자신

에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색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특별히 그 색을 좋아하는 것일까? 특정한 색을 선호

하는 것은 각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 매료된 것

일 수도 있다. 타의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입된 사회적 통념이나 상징 혹

은 타인의 취향, 자의적으로는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 혹은 스스로는 의

식하지 못한 내면의 생각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핑크의 열풍은 베르사유궁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보이

는 핑크의 쓰임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지배계층 남성의 주된 의상 색으

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 중 일부였다.8) 이처럼 1920년대 이전에

핑크는 오히려 남자아이의 색이었다. 서양에서 빨강이 남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작은 빨강’인 핑크는 자연스럽게 남자아이의

색이었다.9)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장식적인 것은 개발도상국, 열등한

인류, 하류 계층의 남성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상류 남

7) 페터 안젤름 리들, 『칸딘스키』, 박정기 옮김 (경기: 한길사, 1998), p.89.

8) 호리코시 히데미, 『여자아이는 정말 핑크를 좋아할까』, 김지윤 옮김 (서울: 나눔

의 집, 2018), p.27.
9)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경기: 위즈덤하우스, 2002), p.133-134.



- 10 -

성 계층은 간소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2013)에서 노동자들이 핑크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950년대 핑크는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황의 주인공들인 마린린 먼로, 오드리 헵번,

엘비스 프레슬리의 차림이나 뮤지컬 영화 파리의 연인 노래 「Think

Pink」를 보면 당시의 핑크 열풍을 생생히 볼 수 있다. 동시에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고 베이비 붐 이후 남자아이는 블루, 그리고 여자아이는 핑

크라는 말이 생겼다. 핑크의 세계화는 디즈니 프린세스, 파스텔 색조의

레고 프렌즈, 일본의 헬로키티 등 21세기에 다양한 상업문화가 등장하면

서 가속도가 붙었다. 점차 핑크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좀 더 가까운 색

이 되었다. 과거의 핑크는 성별에 상관없이 순수한 아름다움과 장식의

상징이었다면, 언제부턴가 핑크는 우리를 ‘여자’라는 틀에 가두는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심지어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삼가고 정숙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행동하자. 그러면 훌륭하고 수입이 많은 남성에

게 사랑받고 그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성을

향한 메시지를 분홍색 보드게임과 아동서, 가정 교과서, 청소년 잡지, 여

성지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10)

10) 호리코시 히데미,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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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어린 시절 타의로 접하게 되어 지금은 스스로 핑크를 선호하고,

개인적 공간을 핑크로 채우고 싶어 한다. 핑크는 종종 여성성을 상징하

는 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용에 대한 반발도 있

지만, 여전히 유아용 문구나 장난감을 보면 여자아이의 물건은 분홍색,

남자아이의 물건은 하늘색 또는 파란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 교육된

성 개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성별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색을 나

눠 장난감, 옷, 액세서리, 방 등을 통해 배분받는다. 이처럼 우리는 관습

적 성 역할과 성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습득하면서 성장한다. 이

에 대표적인 모습은 윤정미 작가의 「Pink and Blue Project」11)에서 살

11) 윤정미 작가의 「Pink and Blue Project」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

이를 대상으로 촬영한 시리즈 작업이다. 사진 속 아이들은 자신의 방에 물건을 효과

적으로 배치하고 배경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있다. 여자아이의 방은 온통 분홍색

[참고도판 1] <The Pink Project

– Charity&Hopey and Their Pin

k Things >, Light jet Print, 2011.

[참고도판 2] <The Blue Project -

Seunghuyk and His Blue Thing

s>, Light jet Prin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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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 윤정미 작가는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핑크 옷을

입고 핑크 장난감만을 사길 원하는 다섯 살짜리 딸의 모습을 보며 프로

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성별에 의해 이분법적으로 주입된 색을 시각화

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방에 물건들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이것의 주

인인 아이를 중간에 앉혀 사진으로 기록한다. 사진은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블루라는 명확하게 이분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색뿐만 아니

라 장난감의 종류도 여아는 화장하기, 옷 입히기, 요리하기 그리고 남아

는 로봇, 자동차, 과학적인 것, 공룡 등으로 극명히 나뉜다. 윤정미 작가

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색의 고정관념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어른이 된 본인의 방은 「Pink and Blue Project」의 여자아이들 방처

럼 여전히 핑크로 가득하다. 이것은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

랜 기간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잔잔한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작품 1] <핑크 채우기 놀이>의 이미지는 ‘본인

의 방’을 그저 재현해 놓은 듯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선호’에 대한 타당

성을 얻기 위해 한껏 자신의 모습을 뽐낸 물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덧붙여, 핑크 물건들이 배치된 모습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닌, 과하

고 강박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본인과 감상자로

하여금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나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반문을 던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그녀와 본인이 하는 일들의 의미는 상통한다.

이고, 남자아이의 방은 온통 파란색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의 문화적 배경이 다

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 13 -

미국 텍사스 심리학자 알렉산더 줄리언 교수는 남

녀 간의 장난감 취향이 다른 이유는 눈의 구조라

추측했다. 남성의 눈은 ‘M 세포’가 넓게 분포하며

이는 위치. 방향. 속도에 관한 정보는 모으지만, 색

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의 망막에는 색과

질감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P 세포’가 넓게 분포하

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색채에 집착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12)

색채 심리학에서 분홍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전

반적인 기분전환이나 애정 또는 사랑을 자극하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고

한다. 이 효과는 한 예로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페피콘 교도소에서 색채

의 심리효과를 실내장식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심리학자 다

니엘라 슈패스(Daniela Späth)는 ‘쿨 핑크’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가라앉

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힘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의 의견대

로 교도소의 방들은 ‘드렁크 탱크 핑크(Drunk Tank Pink)13) 페인트로 채

워졌고, 실제로 수감자들의 반항하는 행동과 공격성은 눈에 띄게 감소했

다. 이러한 실험은 교도소 안에서 위험한 수감자들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로만 소개되었다. 하지만, 교도소의 많은 수감

자는 ‘마치 자신들이 여자아이의 침실에 갇힌 것 같아, 감정을 표출할 수

12) 호리코시 히데미, 앞의 책, p.103.

13) 드렁크 탱크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술에 취한 사람들을 모아두는 취객 전용

유치장을 말하는 미국식 표현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 자들을 수감하는 방에

핑크를 칠한 게 그 유래이다. ‘드렁크 탱크 핑크(Drunk Tank Pink)’는 이 색의 효과

를 증명한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스처우스 핑크' 또는 스처우스가 속해 있던 연구

소 이사 두 명의 이름을 붙여 '베이커 밀러 핑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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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억압감과 굴욕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으로,

핑크라는 하나의 색으로 우리를 성 정체성이 모호한 어린 시절부터 일률

적으로 주입 교육 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우리를 유순하고 연

약한 여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인

일련의 사건이 가해졌다고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왜 핑크를 좋아할까? 내 머릿속에서의 핑크는

강한 페미니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예쁘고 미적

이며 보기 좋다는 것이다. 일단, 핑크로 꾸며져 있

는 나의 방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쇼핑을 하러 밖에 나가 핑크의 소품들을 보

면, 그것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는 둘째 치고 나

에게는 사고 싶은 욕구가 요동친다. 요즘에는 변하

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

면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물어보고, 여자아이

라면 연한 핑크의 물건이나 옷을 사서 선물로 주곤

한다. 나 또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예쁜 공주처럼 아름다운 것만 보며 커가기를

바라면서, 내 방을 핑크 벽지로 채우고 공주풍이

가득한 침대 위에는 캐노피를 달고 디즈니 캐릭터

나 헬로키티의 소품들과 귀여운 인형들로 꾸며 주

었다. 이것을 시작점으로 아이들은 점차 커가면서

각자 선호하는 색깔이 성립된다. 내 친구들은 분홍

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좋아하

는 색이 바뀌었지만 나는 아기 때부터 봐왔던 핑크

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의 프

린세스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특별히 다르다기보다

는, 다수의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 좋아하다가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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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설렘과 사랑이 식었지

만, 나는 그들보다 좀 더 오래 진행형으로 좋아하

는 중이다. 동시에, 어쩌면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핑크와 나의 특별한 추억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감이 생긴다.

-작업 노트 중에서, 2018.09.11.

이러한 맥락에서 핑크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취향이자, 사회적으로는 관

습적인 시스템 속에 고정된 인식이 있는 대상이다. 이어서, 본인의 작업

[작품 1] <핑크 채우기 놀이>, [작품 2] <1. CLAM PINK ··· 100.

FLAMINGO PINK>, [작품 3] < ① Alpha _Titanium White 6040g +

.... + Josonja’s _ Golddust 40g>은 ‘내가 핑크를 왜 좋아하는지’, ‘주입된

취향이 아닌, 정확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실험

적인 일인 동시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와 시선에 대해 알

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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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틈

공간은 하나의 덩어리와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형성

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내적 시각 세계를 반영한다. 어떠한 공

간을 지각한다는 것은 인지의 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심리 작용을 통해

서 명확히 형성되는 것이다. 즉, 빈 공간이라는 주관적 세계는 개인의 심

리 상태와 태도에 의해 손쉽게 바뀔 수 있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공간적

틈은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상당한 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

양을 하고 있다. 틈은 근본적으로 텅 빈 공간을 바탕으로 삼고 있어서

정해진 형태가 없고, 사람에 의해 지각되는 순간 관계가 만들어지고 의

미나 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공간적인 틈은 관계하고 있는 대상들과

의 간격과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보인다. 이처럼 틈은 정해진

크기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의 결과로 이어진

다.

형태와 형태가 가까이 배치된 경우에 두 개의 형태에 의해 좁혀진 공간

은 생생하게 보인다. 그것은 대치된 형태끼리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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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이 고조되기 때문이다.14) 틈은 실제로 어떤 형상이 채워져 있지 않

은 빈 공간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 간의 관계와 간격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관람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소극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던 틈은 적극적인 공간으

로 변화하게 된다. 그전의 틈이라는 빈 공간과 그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무언가의 부재였다면, 본인이 행하는 일들의

결과물이 되는 틈은 빈 공간이 형태를 제작하는데 미치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부재라기보다는 다른 세계로의 가능성을 보

여준다. 동시에 틈이라는 소재에는 돌발적인 변수를 수용하거나 작업에

즉흥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틈의 사전적 의미는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

회,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 따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15)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본인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즉, 시각적 틈에 집중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공간

적 개념의 틈은 온전한 공간이 아닌 결핍과 모순이 드러나는 자리에 존

재한다. 이러한 틈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문과 문 사이의, 건물 외벽의

갈라진, 페인트칠한 곳이 시간이 흘러 갈라진 등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둘 이상의 대립하는 존재로부터 생기는 사이의

빈 공간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대상 간의 관계가 중요한 시각적인

형태이다. 나아가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체 외에도 대립하는 두

관계 사이를 ‘틈’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처럼 틈은 어떠한 대상과 대상

사이, 내부에 존재하는 비어있는 공간 또는 경계로 볼 수 있으며, 물리적

14) 아사쿠라 나오미, 『예술. 디자인의 입체 구성』, 권오현 옮김 (서울: 조형사,

1994), p.6.
15)「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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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공간적인 의미에서부터 추상적인 의미까지 다양한 층위로 사용된

다.

‘틈’은 비록 작고 소소한 소재에 불과하지만, 본인이 일상 속에서 세상

을 바라보는 시각을 투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부연하면 본인은 틈

혹은 구멍을 매개로 삼아 상상에 있을 것만 같은 공간이 어쩌면 현실과

공존할 수도 있고, 그렇기에 그곳은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동시에 확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립하는 두 관계, ‘내면의 순수한 동심 속 나’와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

는 나’, 사이의 틈은 본인에게 있어 양가적인 감정을 야기한다. 즉, 경계

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하며 안도 밖도 아닌 공간으로서 ‘틈’의 표현은

대립하는 두 관계 사이에 서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틈은 경계들이 지나는 통로이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이며, 외

부와 내부의 단절이 아닌 중재의 공간이다.16)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틈은

‘동심의 상상 속 환상 세계’와 ‘어른으로 성장해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중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본인 작업의 모티브이자 순수한 상상

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에게 놀이터 같은, 공간이다.

즉흥적인 놀이 행위는 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상을 표출하면서 이어

진다. 이처럼 틈은 창조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공간이고 새

로운 차원으로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이는 이상과 현실,

안과 밖 그리고 밝음과 어둠의 공간이 만나는 경계의 통로로서, 양면적

인 공간성을 내포하고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다.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어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

16) 호사카 요우이치로우, 『경계의 형태: 그 건축적 구조』, 이진민 옮김 (서울: 한국

산업훈련연구소, 1999),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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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멍 혹은 틈에 대한 첫 호기심은 불편함이라는 작은 감정에서부터

두려움이라는 큰 감정 사이에서 시작된다. 더 나아가 이 호기심은 불안

정하고 모호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틈을 본인만의 긍정적 요소로 둔갑시

키려는 동시에, 새로운 조형공간을 상상하게 만든다. 구멍은 빈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지각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

니라 관계를 만들어내고 의미나 가치를 발생시키는 장이 된다.17) 틈은 완

전함을 상실한 결여의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점이나 오류로 이해되

기도 하지만, 새로운 지평을 맞이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18) 이와 비슷한 의미로 틈새는 파괴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또 다

른 생성의 시작이기도 하다.19) 실제로 이러한 지점은 본인의 작업으로 이

어진다. 틈은 완성된 물질이 아닌 빈 공간이자 덩어리의 틀에 불과하지

만, 이는 창조적인 생산이 일어날 가능성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틈의 개

방성은 기존의 완벽하게 막힌 공간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

로의 연결성을 부여한다.

17) 하진숙, 「틈의 미적 지평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p.18.
18) 하진숙, 앞의 책, p.46.
19) 윤주필, 『틈새의 미학』 (서울: 집문당,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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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3] <글씨 찾기 놀이>

지끈과 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길에 가변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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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4] <바닥 메꾸기 놀이>

사탕, 자연스럽게 깨진 바닥에 가변설치, 2018

작업 과정에서 틈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본인의 주관적 상상을 자유

롭게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어둡고 구석진 곳에 있는 틈은 간혹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본인은 그곳을 알록달록한 매체

로 채움으로써 긍정과 밝음이 바탕이 되는 상상의 공간으로 둔갑시킨다.

틈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는 즉흥적인 놀이 행위는 갈라지거나 깨진 틈

을 다양한 재료로 메꾸는 방식이다. 예컨대, [참고도판 3]'은 페인트칠한

것이 갈라진 틈에, 그 공간에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실과 지끈

을 이용해 찾았다. 또 [참고도판 4]는 실기실의 바닥이 들뜨고 갈라지면

서 떨어져 나온 부분에 달콤하고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채움으로써, 사탕

이 녹아 바닥을 평평하게 메꿔줄 것 같은 상상을 했다. 이 행위들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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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 갈라지고 들뜬 틈을 채워준다. 이것은 본인이 자신의 내부에

서 대립하는 두 관계로 인해 생긴 틈을 메꿈으로써 간극을 좁히고 균형

을 유지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관계 사이에 생긴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누군가는 벌어진 간격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

다고 느껴 망각한다. 하지만 본인은 마치 어린 시절 별다른 의미와 가치

가 없는 작은 요소에 빠져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어두운 공간들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 공간을 예쁜 색감으로 빼곡히 채

우려는 즉흥적인 놀이 행위를 한다. 이 행위를 하면서 어둠은 밝음으로,

강제적으로 포장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상상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뒤

덮인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주었던,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게 만들어준 환경을 다시 내 손으로 재현하고 있는 듯하

다. 이 과정 안에서, 시각적으로 어두운 틈과 구석진 공간들을 밝음으로

치환시키면서 그에 따라 나의 상상도 같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 변화 속

에는 본인이 어린 시절 타의에 의해 교육받았던 ‘밝음과 행복’으로 형성

된 환상 세계로의 이끌림이 있다. 이 경험의 과정은 기존의 것을 아름다

운 것으로, 포장하고 대체시키면서 양가적 감정을 도출해 낸다.

이 공간을 통해 열릴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을 꿈꾸며 본인의 움직임은

지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 행위는 즉각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본인에

게 있어 순수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처럼 본인이 꿈꾸는 환상적인 세

계는 《나니아 연대기Ⅰ》(The Chronicles Of NarniaⅠ, 2005)의 옷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2010)의 토끼 구멍 등

현실 세계 안에 하나의 통로 즉,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구멍이라는 매개

물만 있다면 가까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환상을 일상생활로

소환하는 동시에, 작은 매개체 하나로 인해 인간이 지닌 순수함과 동심

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본인의 작업은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면

서도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

공한다. 덧붙여, 바쁘고 건조한 일상에 갇힌 현대인의 발걸음을 잠시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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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소소한 궁금증이나 위트를 선사하고, 내면을 스스로 바라보게 함으로

써 순수한 사회를 회복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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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

현대의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구열과 성취욕의 분위기로 인해 놀이와

여가에 대한 욕구를 크게 표출하지 못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대인들은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을 통한 놀이 문화로 자신

의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려 한다. 네덜란드 문화사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놀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형식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놀이는 허구적인 것으

로서 일상생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하는

자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 이

익도 효용도 없는 행위로서, 정확하게 한정된 시간

과 공간 속에서 행해지며 주어진 규칙에 따라 질

서정연하게 진행되는데 기꺼이 자신을 신비로 둘

러싸거나 아니면 가장을 통해 평상시의 세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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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단관계를 생활 속

에 생기게 한다.20)

이처럼 놀이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강박 없이 자유롭고, 그

상황과 경험 자체를 즐기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것은 임무가 아니기에

여유 속에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며 그만둘 수도 있다. 과제나 의무

라는 개념이 결여된 것이다.

일찍이 초현실주의자들은 놀이는 긴장과 환희의 감정이 수반되며, 이성

에 지친 삶에 일종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놀이와 예술 창조 사이에는

다소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다.21) 이러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

리의 상상력은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창조 행위와 연결된다. 이는 얻

는 것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행함으로써 두뇌활동을 활발히 가동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인이 하는 일들은 어린 시절에서 이어진 놀이 행

위의 연속이고, 이를 통해 본인이 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는 환상

적 세계를 그려내고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본인이 놀이에 가까운 일을 하기 위해 생겨난 자연스러운 규칙은

반복성과 즉흥성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반복은 행위와 이미

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 2] <1. CLAM PINK ··· 100.

FLAMINGO PINK>는 같은 실리콘 틀에서 크기가 동일한 공 100개를

만들기 위해 100번의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작품 5] <무작정 덩어리

20) 요한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종인 옮김 (경기: 연암서가,

2018), p.26.
21)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 1992),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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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놀이>는 약간의 형태와 색은 변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손의 움직

임이 앞서 덩어리를 찍어내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미지

의 반복은 행위의 반복에 발맞춰 색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같은 모양을

한 100개의 구 그리고 약간의 크기와 모양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마을

에 있을 것만 같은 유기체적인 덩어리들이 그 예이다. 비슷한 형태나 작

업의 반복 행위는 그 과정 속에서 무의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고, 이는

놀이의 규칙과 질서를 실현해 준다.

[참고도판 3] <글씨 찾기 놀이>, [참고도판 4] <바닥 메꾸기 놀이>,

[참고도판 7] <구멍 찾기 놀이>를 보면 야외 공간에서 즉흥적으로 행해

진 것을 볼 수 있다. 심각한 계획을 짜고 재료를 미리 구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자주 오가는 거리나 본인이 오랜 시간 머무는 자리

에서 불완전해 보이는 공간을 발견한 후에, 그곳을 채우고 싶다는 욕구

를 느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매체를 집어 들어 채우는 것

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근거를 벗어나 있으므로 그

것에 대해 ‘왜’라고 이유를 물을 수 없다. 또한, 즉흥적인 놀이의 과정은

즉각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순수한 즐거움을 동반한다.

다음으로, [작품 1] <핑크 채우기 놀이>에서는 수집하는 행위로부터의

놀이를 찾아볼 수 있다. 수집품은 대체로 쓸모가 없고 과소비를 조장하

는 물건이다. 하지만 본인에게만큼은 매우 소중한 추억과 상상이 깃든

보물이다. 예컨대, 『수집왕』의 내용을 빌리자면 허물을 벗는 기분을 상

상하며 모은 곤충들의 허물, 영화로 만들어질 내 이야기가 담긴 일기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모은 머리카락, 백 년 후에

귀해져 박물관에 전시될지도 모르는 만화책22)처럼 각각 나름의 소중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큰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마음과 추억에서 비롯

22) 권재원, 『수집왕』 (경기: 사계절, 201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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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건들이다. 즉, 수집은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점점 마음이 쌓여

가는 행위이다. 또한, 이것은 쓸모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수집의 기쁨과

즐거움을 놀이처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때

계산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고 무용한 일에 마음과 시간을 쏟았던 ‘수집

왕’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작품 6]과 [작품 7] <알록달록 놀이 연구소>의 놀이는 이

전에 언급된 놀이의 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의 놀

이는 즐거움이었던 것이 고정관념이 되고, 도피였던 것이 의무가 되고,

기분전환이었던 것이 집착·강박관념이 되고, 불안의 원천으로 변형된 것

이다. 즉, 이는 놀이의 원리가 현실에 감염되어, 기존 의미를 잃고 부패

한 것이다.23)그러므로 이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기쁨과 즐거움의 놀이가

순수했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23)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가면과 현기증』, 이상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

994),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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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5] <Journey In A Dream> installation, 2015

[참고도판 6] <Journey In A Dream>, 세부 사진



- 29 -

예컨대, 본인의 놀이 행위는 작가 타냐 슐츠(Tanya Schultz)24)의 작업과

비슷한 선상 위에 놓여 있다. 작가 타냐 슐츠(Tanya Schultz)는 달콤한

세상을 만드는 설치 미술가이다. 작업의 재료는 작품이 전시되는 나라의

재래시장과 벼룩시장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물건, 그리고 파스텔 색조의

아이폼과 구슬과 조화를 이용해 만든 오브제들과 덩어리들을 수집한 것

으로 구성되어있다. 작품의 구성은 작가가 직접 수집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물체들과 그녀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덩어리들이 전시장소에 설

탕 가루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역시 시각적으

로 마냥 예쁜 것만은 아니다. 작가 타냐 슐츠(Tanya Schultz)가 만드는

파라다이스는 매우 아름답지만, 결코 닿지 못하는 곳들이다. 즉, 그녀가

만든 환상적인 세계는 현실과 만나면서 의미가 더해진다. 작품을 통해

손에 잡힐 듯하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우리의 이상 세계와 꿈에 관해 이

야기한다. 한 예로, 작품의 주재료인 설탕은 혀끝에서는 달지만, 달콤함

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고, 많이 먹으면 배만 부르고 영양이 없다. 완성된

작품을 전시장으로 가져오는 대신, 그동안 모아온 수집품들과 결국에는

해체되고 마는 일시적인 설탕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녀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이다. 동시에 장소에 맞게 설치되는 즉흥적이고 현장성 있는 작업은

그녀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더해준다.

24) 작가 타냐 슐츠(Tanya Schultz)는 호주 출신의 설치 미술가로 핍앤팝(Pip&Pop)

이라는 그룹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유토피아적 세계를 설탕과 사탕 등 달콤하고 알록달록한 재

료로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색의 설탕과 각종 오브제가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인 세계로 재탄생해 작품

을 관람하는 내내 그 세계 속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작가 타냐 슐츠(Ta

nya Schultz)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마냥 즐거운

세계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쉽게 구현될 수 없는 공허와 욕망의 문제임을 소

멸하는 설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통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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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손을 이용해 레고를 조립하고, 퍼즐을 맞추고, 바비인형에게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 놀이를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면서도,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행위로 연결이 된다. 어쩌면 본인이 현재하고자 하는 놀이 행

위의 일들도 이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어른이 된 현

재의 삶에서 무의식중에 나오는 상상력을 동반한 놀이에 가까운 행위들

이다. 놀이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움을 필요로 한다. 놀이는 일과 대립하는

개념이며, 일이 어른의 상태라고 비유한다면, 놀이는 아이의 상태와 유사

하다. 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25)이다. 놀이는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 행위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의지

아래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놀이는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욕구를 표출하

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자유롭고 능동적이며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이다. 이로써 본인이 행하는 놀이 행위는 본인으로 하여금

현실을 보다 풍요롭고 밝게 만들어주고 자유로운 창조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다. 현실 속 어려운 상황에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모든 상황을 재밌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25)「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

2020.05.24.

https://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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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즉, 공동체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나 규범 등

을 습득하고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개인이 사회적·문화적으로 모범화

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관습적이고 공인된 규율과 규범을 내면화시

키는 것을 사회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화를 통해 사회는 유지되

고 존속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유교주의에 의한 생활 관습

의 틀이 여러 면에서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 역할과 성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성 개념이 우리 생활 속에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지

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보편타당한 ‘여자 어른’이 되기 위해

각자의 방식에 따라 사회에 동화된 채 살아간다. 본인은 이러한 관습적

인 틀과 교육 방식 안에서 과한 사랑과 과잉보호를 받으며 한 어른이라

는 개체로 성장했다. 본인은 작업을 통한 어린 시절로의 회귀로 건조한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활력과 에너지를 얻는다.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올리며 그에 가까워질수록 삶이 보다 나아진다고 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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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다. 교육 때문에 주입된 성 역할과 성 개

념은 망각한 채, 본인의 의지로만 형성된 동심으로부터의 행복이라고 믿

으며 감정을 포장한 것이다.

나는 월트 디즈니를 굉장히 좋아한다. 디즈니 안

에서도 특히 프린세스 부류의 영화와 동화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디즈니 영화라면,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도 두 번은 안 보는 나를, 최소 다섯 번

은 보게 만든다. 이것은 내용보다는 시각과 청각

의 감각적 요소를 통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디즈니의 강력한 힘 때문이다. 실제로 디즈니는

본인의 현재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

할 때, 몰두해서 작업을 진행할 때, 공부할 때, 침

대에 누워 잠이 들 때 등 혼자 시간을 보낼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디즈니 노래와 항상 함

께한다.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금세 잊어버린다. 나

는 디즈니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면서 언제 그랬

냐는 듯 현실에서 판타지로 손쉽게 순간이동을 한

다. 그럼으로써 나의 정신은 건강해지고 삶은 보

다 낫고 행복해진다.

-작업 노트 중에서, 2018.06.19.

동심 속에 자리 잡은 환상의 세계를 소재로 한 월트 디즈니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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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은 모든 연령층의 대중에게 사랑받는다.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꿈

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에게는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동심을 불

러일으켜 순수한 상상 속 환상의 세계로 소환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

람들은 디즈니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안정감을 느낀다. 디

즈니 영화와 동화책, 각국의 다양한 테마파크들, 포토존의 전시들 그리고

키덜트들을 위한 컬러링북과 소품 가게 등의 역할에 있어 공통점은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의 이목까지 집중시키는 것이다. 저것들과 함께한다면

어른들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각박한 현실과는 멀어져 순수한 행복

을 느끼며 힐링의 시간이 된다. 비슷한 예시로 문화 현상의 일종인 키덜

트 문화가 있다. 키덜트(Kidult)문화란 아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

로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감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스

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 세대의 새로운 문화 표현이다.26) 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따른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순수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은 묵인시키는

동시에 현실로부터의 긍정적인 일탈을 꾀한다. 이처럼 관중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면서 현실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채,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과 빈곤한 현실을 잠시나마 망각한다. 환상적인 동화 나라

로 빨려 들어가면서 현대사회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무런 걱정과 스트레스 없이 영원히 행복하고 모든 것

이 충족되어있는 성안에서 생활하고, 이 안에 있음으로써 외부의 부정적

이고 예견할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어

른이 된 본인은 이러한 행복한 상상들을 좇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구심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26) 「키덜트 문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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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느 토요일과 같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

르치기 위해 미술관에 갔다. 첫 번째 수업을 끝내

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중에 한 학부모님과 다

른 반 선생님이 두 아이의 파카가 바뀌었다는 이

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분홍색의 반짝거리는 홀로그램의 포

인트가 있는 겉옷이 홀로 걸려있었다. 그러던 중

학부모님이 분홍색 옷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면서

‘에이 이런 분홍색의 예쁜 옷은 남자아이가 입을

리가 없는데?’라고 이야기하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선생님도 당연히 공감한다는 의미로 고개

를 끄덕이면서 여자아이들의 연락처만 골라 전화

를 돌리셨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 나의 취향과 작

업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핑크를 좋아하

고 유아적인 취향이 있는 것이 온전히 나의 선택

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 접하

게 되어, 주관이 딱히 뚜렷하지 않아 취향이 그저

이어져 온 것인가?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는 내 의

지만으로 우러나온다고 생각했다. 어찌 보면 이러

한 요소들이 백 퍼센트 나의 취향과 선호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들과 함께라면

아이처럼 순수할 수 있고, 그렇기에 긍정적이고 행

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일기 중에서, 2018.12.22.

어린 시절 교육에 의해 주입된 성 역할과 성 개념은 사회화 과정을 통

해 강화되고 재생산된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아이의 성별에 따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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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색을 권하고 뒷받침해준다. 심지어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블

루라는 색에 대한 성 구분은 태어나기 전에 신생아 용품을 구비할 때부

터 시작된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일 경우

에는 분홍색 팔찌를,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하늘색 팔찌로 구분해서 채워

준다. 누구나 그 상징적인 색을 보면 성별을 손쉽게 눈치챌 수 있어서

따로 성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성에 따라 색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배분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관습화되어 자리 잡고 있다. 예

컨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어른들에게 성별에 따라 남자는 용감하다·

씩씩하다·강(인)하다·남성스럽다, 여자는 얌전하다·아름답다·연약하다·여

성스럽다 등으로 구별된 칭찬을 받는다. 또한, 남자는 ‘울면 안 돼’, 엄마

다리·아빠 다리, 그리고 동요 ‘어른이 되면’27)의 내용은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의에 의해 성 역할과 성 인식에 대해 본인의 의

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강화될 수 있었다.

앞의 일기장에 나오는 경험은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본인이 지향하는

것과 색의 취향에 대해 성찰할 기회가 되었다. 본인의 취향들이 온전히

내 선택으로만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닌, 타의로 접한 관습적 사고의 틀

안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령

디즈니와 핑크는 본인을 동심으로 회귀시키는 매개체이며, 이는 본인으

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

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7) 어른이 되면 (김성균 작사, 김성균 작곡)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메고있을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까 랄랄라 다 같이 흉내 내보자

나는 엄마 나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호호

나는 아빠 나도 아빠 여보 다녀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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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맥락 안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형

성해준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에 본인의 취향은 타의에 의

한 교육의 결과와 본인의 의지가 합쳐진 것이다. 덧붙여, 아이스러운 순

수한 동심을 지속해서 환기하는 것이 진정 본인이 느끼기에 온전한 행복

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마음속에는 두 단계의 반문이 존재한

다. 먼저, ‘내 나이에 정말 이러한 것을 여전히 좋아해도 될까? 유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규범화된 사회 안에서 드는 의구심과 더불어 ‘동심으

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내가 진정 느끼는 행복감이 맞나? 혹시 포장된 감

정이 아닐까?’, ‘이 감정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행복 주입의 결과물은

아닐까?’ 하는 내 의지와는 관련 없이 교육된 사실에 관해 물음이 있다.

나아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다원화된 시대에서 나는 왜 나의 취향에 대

해 부끄러워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걸까?’, ‘왜 핑크나 유아적인

것을 좋아하면 성숙한 어른답지 못하고, 특이하다고 바라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결국은 이것 또한 우리를 어른이라는 다른 전형적인 틀

안에 가두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작업을 통해 본인이 현재를 살아가

면서 느끼는 앞선 반문들을 지속해서 나 자신과 감상자들에게 던진다.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미묘한 불편함과 의구심에서 비롯

된 반문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본인은 억압이 제공하는 아늑하고

따뜻한 보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진해서 울타리 안으로 되돌아

간다. 삶의 새로운 분기점을 대면하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갈등을 단절하

고 눈감아버리는 인간의 나약한 심성은 우리를 다시 억압의 틀로 가두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 안에서 꾸준히 유아적 놀이 행위를 통해 부정

적인 요소를 예쁘고 보기 좋게 포장하듯 감싼다. 이것의 결론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흑백논리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무

조건적으로 맹신했던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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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기회를 얻는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되는 부조

리함과 관습 속에 잔존하는 인간의 본성에 드러나는 유아적 회귀 현상이

자 긍정적인 일탈이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양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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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품 소개

본인은 작업을 통해 아동 회귀적 행위를 함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해 현

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동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내면의

나’에 가깝게 만든다. ‘내면의 나’를 표출함으로써 두 관계의 중간 지점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 결과, 본인은 비로소 대립하는 두 관계 사이의 경계

면에 선 채 균형을 유지한다. 이 균형 속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안정감’

그리고 ‘불편함과 의구심’이라는 양가적이고 모순된 감정이 뒤엉켜있다.

독립된 개체로서 현실을 보다 낫고 안정감 있게 유지하기 위해 꿈꿨던

이상적인 것들이 어린 시절 주입받은 교육으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이

다.

본인을 포함해 본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세월이 지난

어린 시절의 동심은 시간적 거리감이 생기지만, 그 시절의 심리와 행복

하고 소소한 추억들은 마음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요동친다. 본인의 작품

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

속 아이를 표출한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잠

시 긍정적인 일탈을 꿈꾸고 현실 속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작업의 재료를 통해 어린 시절 본인이 애착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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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거나 몰두한 요소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나타난

다. 또한, 순수한 시절에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창조의 공간인 틈을 매개체로써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는

일들은 어린 시절의 밝고 긍정적인 추억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외부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놀이의 형태를 띤다.

덧붙여, 본인의 작업은 개인적인 경험의 시간과 마음속 두 관계의 대립

에서 시작되는 만큼 ‘나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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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핑크 채우기 놀이>

복합매체, 벽면과 코너가 있는 공간에 가변설치, 2017-2019

[작품 1-1] <핑크 채우기 놀이>, 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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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변한 듯하지만, 아직도 여자아이의 옷과 장난감은 분홍색 그리고

남자아이의 것은 하늘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은 태어나서

엄마와 가족들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 즉, 타의에 의해 핑크를 처음 접

했을 것이다. 점점 자라면서 주변의 친구들은 다른 색을 선호하고 본인

만의 스타일로 취향이 변한 반면에, 본인은 타의에 의해 접한 취향에 개

인의 의지까지 더해져 그 정체성의 색이 더 짙어졌다. 그러던 중 대학원

에 들어와 친구에게 선물 받은 『pink palette』28)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반짝거리는 표지에서부터 본인의 마음을 장악해버렸고, 전반적

인 내용은 작가가 SNS를 통해 만난 핑크 마니아들을 인터뷰하며 소통

하는 구성이다. 이 책 안에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포근함 그리고 천

진난만함’,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시각적인 효과만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며 행복감을 느낌’이라는 단어들을 중

복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본인 또한 말로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는 감정이지만, 극심하게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덧붙여, ‘핑크에 대한

판타지나 로망이 무엇인지’ 묻는 인터뷰의 공식 질문에 대해 많은 핑크

마니아들은 그 색채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맥락에서 본인을 대입시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특정한 색의 마니아

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핑크 옷을 직접 입고 본

인의 몸에 치장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에게는 눈을 통해 이 색을 직

접 경험하고 시각적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 머무는 배경 공간을 핑크로 채우는 것이 더 우선시 되었다. 예컨대,

이미 ‘본인의 방’ 색은 분홍색과 흰색으로 거의 통일 되어있다. 마치 현

실판 공주의 방처럼 공주풍의 흰색 가구들과 침대 위에는 캐노피가 달려

있고 공주 이불에 분홍색 러그와 커튼, 곳곳에는 푹신한 파스텔 색조의

인형들과 디즈니 공주 오르골이 있고, 좁은 탁자에는 디즈니 캐릭터 구

피 전화기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본인에게 있어서 잠

28) 한윤아, 『pink palet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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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웬만하면 밖이 아닌 이 방에서 자고,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

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동반하는 데에 큰 몫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연장선인 [작품 1] <핑크 채우기 놀이>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

다. 집에 있는 순수하고 포근한 ‘본인의 방’처럼 ‘작업 공간’에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나만의 공간을 구성하고 싶었다. 그 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작업 공간을 마음껏 꾸미기 시작했다. 대학원 실기

실에서 본인의 자리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통 핑크 자체였고, 이

것은 핑크를 의도해서 꾸몄다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예뻐서 손

에 잡히는 오브제들을 나름의 선택을 통해 설치해 놓은 것이다.

‘본인의 방’과 ‘작업 공간’을 구성하는 오브제들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

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두 공간을

꾸미는 것은 본인 내부의 느낌과 감각을 자극하고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

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감정변화에 주

목한다. 작업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설치되어있는 오브제들은 그 사물

자체의 기능과 동시에 작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갖게 된다. 작품 속에서

새롭게 결합하고 배치된 물건들은 본래의 역할과 시간을 유지한 채, 미

적인 감각을 만드는 변형된 역할도 부여받는다. 또한, 이는, 일상에서 가

깝게 볼 수 있는 재료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추억을 떠올릴 기

회를 제공받는다. 자연스러운 작업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재료들이 지나

치게 강박적으로,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품처럼, 키 순서에

맞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하얀 벽은 혹여 심심해 보일까

봐 몽환적인 만다라의 이미지들과 공주의 성 식탁에 있을 법한 가짜 러

너가 여백 없이 붙어있다. ‘본인의 방’은 엄마의 노력과 감각에 힘입어

구성된 곳이다. 반면 ‘작업 공간’은 ‘본인의 방’의 재현을 넘어 오롯이 본

인의 감각과 의지로 꾸며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선호’에 대한 타

당성을 얻고자 하는 강박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인지 본인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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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객의 소비 욕구와 호감을 불러일으켜 타당

성을 인정받기 위해 오브제들은 제각각 자신을 뽐내며 줄지어 서 있다.

“수집이란 무언인가를 모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소중하게 모은다면

무엇이건 수집품이 될 수 있어요”

- 『수집왕』29) 중에서

내가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모으면 그 물건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수집품은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존재이다. 이는 ‘평범한 나’로부터 특별함을 찾아

주는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담겨있다. 『수집왕』의 내용처럼 내가 그

물건 자체가 너무 좋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하고, 오랜 시

간 동안 안전하게 간직한다는 것은 수집이다. 그 물건을 다시 꺼내 보면

서 우리는 오브제와 함께한 시간과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또한, 수

집품에는 자신의 꿈이나 함께했던 사람과의 기억이 녹아 있다. 수집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공유하는 ‘놀이’ 중 하나였다. 그 시절 우리의 수

집품은 디즈니 스티커, 딱지, 캐릭터 반창고, 수명을 다한 반짝이 볼펜,

배지, 인형, 일기장 등으로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모여

앉아 자신이 수집하는 물건을 소개하고 종류와 개수를 자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본인의 공간들을 수집품으로 채우는 것은 놀이가 주는 안정감

으로부터 연속되는 것이다.

29) 권재원, 앞의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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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본인은 과연 핑크 자체만으로 행복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색채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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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 1. CLAM PINK. 20180401. 18:03

2. MERINGUE PINK. 20180402. 13:10

3. POPCORN PINK. 20180402. 14:27

4. POKEMON PURIN PINK. 20180402. 15:01

5. AXOLOTL PINK. 20180402. 15:21

6. RABBIT PINK. 20180402. 16:10

7. MACAROON PINK. 20180405. 09:48

8. LOTS-O HUGGIN BEAR PINK. 20180402. 11:04

9. TUNA SASHIMI PINK. 0180407. 13:07

10. VASELINE LIP BALM PINK. 20180407. 14:12

11. PEACH AIRLINE PLANE PINK. 20180407. 15:23

12. HELLO KITTY PINK. 20180407. 16:17

13. PIG PINK. 201804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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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ARO MILK TEA PINK. 20180407. 18:35

15. PORORO LOOPY PINK. 20180407. 19:10

16. MARSHMALLOW PINK. 20180407. 19:55

17. CORN SNAKE PINK. 20180407. 20:12

18. STRAWBERRY MILK PINK. 20180408. 09:23

19. HAND SOAP PINK. 20180408. 10:17

20. BODY LOTION PINK. 20180408. 11:22

21. BODY WASH PINK. 20180408. 13:41

22. TOWEL PINK. 20180408. 15:02

23. TOOTHBRUSH PINK. 20180408. 15:59

24. HIGHLIGHTER PINK. 201800408. 17:07

25. CRAYON PINK. 20180409. 19:39

26. BUBBLE GUM PINK. 20180409. 20:05

27. KOREAN EXFOLIATING GLOVES PINK. 20180409. 21:17

28. ROSE WINE PINK. 20180409. 21:58

29. CHYUPA CHUPSSEU CANDY PINK. 20180409. 22:18

30. BREAD PINK. 20180409. 23:43

31. GRAPEFRUIT PINK. 20180410. 11:10

32. SKY PINK. 20180410. 12:05

33. POMEGRANATE PINK. 20180410. 14:08

34. WATERMELON PINK. 20180410. 15:06

35. RASPBERRY PINK. 20180410 .16:10

36. PINKPANTHER PINK. 20180410. 17:12

37. DAHLIA PINK. 20180410. 18:22

38. FUCHSIA PINK. 201804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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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ONGUE PINK. 20180410. 21:00

40. TRAVERTINO STONE PINK. 20180411. 11:03

41. SALTED POLLACK ROE PINK. 20180411. 12:10

42. RED SWEET POTATO PINK. 20180411. 14:34

43. HAIR ROLL PINK. 20180411. 14:58

44. BACON PINK. 20180411. 16:04

45. ISOPINK PINK. 20180411. 17:09

46. OMIJA TEA PINK. 20180411. 18:01

47. ANGEL STITCH PINK. 20180411. 18:56

48. SHRIMP SKIN PINK. 20180411. 20:40

49. BARBAPAPA PINK. 20180411. 21:11

50. RUBBER GLOVES PINK. 20180411. 22:02

51. BALLOON PINK. 20180411. 23:16

52. CHERRY BLOSSOMS PINK. 20180411. 23:42

53. ICE CREAM PINK. 20180411. 24:07

54. GARGLE PINK. 20180414. 10:11

55. LAKE RETBA PINK. 20180414. 11:41

56. WALLPAPER PINK. 20180414. 12:!3

57. COSMOS PINK. 20180414. 14:18

58. MORNING GLORY PINK. 20180414. 14:57

59. VERBENA PINK. 20180414. 15:23

60. CHINESE PINK PINK. 20180414. 16:19

61. SALMON PINK. 20180414. 17:10

62. COLORED PENCIL PINK. 20180414. 18:00

63. RAPUNZEL DRESS PINK. 201804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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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NNA CAPE PINK. 20180414. 20:58

65. AURORA DRESS PINK. 20180414. 21:31

66. DUMBO EARS PINK. 20180414. 22:22

67. CHESHIER CAT PINK. 20180414. 23:03

68. ROSE PINK. 20180414. 23:43

69. WAX PINK PINK. 20180416. 11:13

70. RAINBOW PINK. 20180416. 13:01

71. HYDRANGEA PINK. 20180416. 14:17

72. PEACH PINK. 20180416. 16:32

73. HAM PINK. 20180416. 17:14

74. HAMM PINK. 20180416. 18:05

75. CODENING TAB PINK. 20180416. 19:11

76. BATHROBE PINK. 20180417. 14:10

77. COTTON CANDY PINK. 20180417. 15:07

78. DAISY DUCK’S RIBBON PINK. 20180417. 16:11

79. MR. POTATO HEAD’S EAR PINK. 20180417. 17:41

80. MY MELODY PINK. 20180417. 18:01

81. STRAWBERRY YOGURT PINK. 20180417. 21:11

82. BLUEBERRY YOGURT PINK. 20180417. 22:41

83. PEACH YOGURT PINK. 20180418. 14:03

84. BLUSHER PINK. 20180418. 15:37

85. SAILOR MOON PINK. 20180418. 16:00

86. MOTOROLA PINK LASER PINK. 20180418. 20:01

87. MINNIE MOUSE’S RIBBON. 20180418. 21:33

88. BARBIE DOLL PINK. 201804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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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WORDFISH SASHIMI PINK. 20180424. 13:25

90. VICTORIAS SECRET PINK. 20180424. 15:01

91. WHIPPED CREAM PINK. 20180424. 16:10

92. DONUT CEREAL PINK. 20180424. 19:35

93. SHEEP PINK. 20180424. 21:03

94. FIG PINK. 20180424. 22:42

95. PENCIL CASE PINK. 20180425. 12:03

96. PITAYA PINK. 20180425. 14:03

97. RASPBERRY KITKAT PINK. 20180425. 14:42

98. STRAWBERRY PINK. 20180425. 19:58

99. PIGLET PINK. 20180426. 14:20

100. FLAMINGO PINK. 20180426. 17:13 >

실리콘과 석고와 아크릴물감, 지름 7cm의 구 100개를 바닥 위에 가변설

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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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1. CLAM PINK ··· 100. FLAMINGO PINK>, 세부 사진

학부 시절에 본인의 삶과 작업은 분리되어 있었다. 본인이 살아가는 데

에 있어서 진정 관심 있는 부분과는 별개로 수업마다 주어진 재료의 특

성에 맞추어 그럴듯한 즉, 최대한 멋있어 보이는 조형을 만드는 데 혈안

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도 저 깊은 마음속에서는 판타지에

대한 꿈이 꼬물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작업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친

구들은 ‘확고한 취향이, 색의 선호, 굉장히 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곤 했다. 그때마다 본

인은 ‘마치 어린 시절에 가장 소중한 인형을 유치원에 가져가 혹여 본인

의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것보다는, 자랑하고 싶

은 마음을 꾹 참고서라도 가방 안에 잘 넣어놓은 뒤 안전하게 지키고 혼

자 만끽하려는 마음과 같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입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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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들어와서의 가장 첫 목표는 재료나 시간적 제약에 얽매이지 말

고 결과물에 대한 압박감 없이 본인이 즐겁고 능동적인 일수 있는 놀이

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부 때부터 4년 동안 단련된 굳어진 몸

과 머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2학기가 돼서야 졸업하기 전까지 누군가

에게 진실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3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초조하

면서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품 2]는 본

인이 처음 판타지에 대해 내디딘 발걸음이자 핑크의 첫 시작 막을 열어

준 작품이다.

사진에 보이는 핑크 공들은 모두 2018년 4월 한 달 동안 제작된 것이

다. 하루 혹은 한 달 동안 만들어야 하는 공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

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그날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행위를 하면서 논다

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만들었다. 본인에게 주어진 제한은 오롯이 핑크라

는 범주 안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었다. 4월이 끝나기 일주일 전쯤 공

의 개수는 90개에 다다랐고, 공의 개수를 100개에 딱 떨어지게 만들려는,

본인 스스로를 결과물에 대한 목표 안에 다시 가두었고 100개의 공은 그

에 따른 결과이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단한 석고는

본인이 좋아하는 조형 재료 중 하나다. 그뿐만 아니라 석고는 틀이 될

수도 알맹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석고에 아크릴물감을 섞는다면 본

인이 선호하는 파스텔 색조의 색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석고의

성질은 공의 외모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작업의 이미지는 형태보다는 색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기본적 기하학 도형이면서도 손에 안정감 있게 잡

히는 느낌을 더해주는 기본 구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의 외모는

묵직한 실제의 느낌과는 다르게 아기 풀 볼의 공처럼 혹은 배스밤처럼

부드러운 촉감과 놀이와 친근하게 느껴진다. 작업의 배치는 바닥에 무심

한 듯 흩어져 있는 공들은 가까이 서서 일부의 색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

닌, 멀리서 넓은 시선으로 다양한 핑크를 동시에 바라보게 만든다. 또한,

이는 관심을 가져 공 사이로 까치발을 들고 들어가 몸을 숙이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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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공을 직접 들어보고 번호를 찾고, 관람객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한다.

이 행위는 많은 핑크를 만들어내고 그 친구들의 탄생일과 시간을 자세

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학교에 와서 미세하게 다른 핑크 공들을 만들어내

는 것에 있어서의 설렘이 있었다. 핑크 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이 아

니다. 본인에게는 실리콘 틀에서 빠져나온 공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공의 이름은 명사+PINK로 구성되어있다. <Bubble Gum

Pink, Hair Roll Pink, Bacon Pink, Shrimp Skin Pink ···.> 공에는 마치

당구공처럼 번호가 적혀있고 벽에는 번호, 이름과 날짜 그리고 시간이

적혀있다. 벽에 붙어있는 긴 작품의 캡션을 보면 공 하나하나를 독립적

으로 개체화시켜 아카이빙하고 목록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예술적

측면에서의 아카이브는 미학적 의의를 반영해 구축하고, 그것을 예술적

으로 응용하는 방식까지 의미를 확장한다.30) 이것은 어린 시절의 우리가

주입 받았던 ‘여자아이는 핑크’라는, 신생아 용품을 구비하기 위해 쇼핑

몰을 나가면 연분홍이라는 제한적인 색을 띠고 있는 것과 차별점을 보인

다. 반복성 그리고 규칙성을 가지고 쓰인 긴 캡션은 ‘핑크’라는 명칭 아

래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닌, 공이 독립된 개체로서 공통의 성과

각자의 이름을 가진 듯, 우리에게 다양한 핑크를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설치된 작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닥에 깔린 핑크 공들을 멀리서만

지켜보고 갈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누군가는 공을 만져보다 번호를 발

견하고 이름과 비교해보면서 다양한 핑크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30) 김경주,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용한 시각표현 연구: 아카이브 방식을 활용한 작

품제작을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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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 ① Alpha _Titanium White 6040g + Alpha _ Medium Magenta
2438g 위에 Josonja’s _ Opaldust 562g, 4680*1190*1

② Amsterdam _ Quina CridoneRose Light 712g + Amsterdam _ Perm.red
Violet Light 534g + Alpha _Titanium White 1077g 위에 Josonja’s _ Golddust

800g 위에 Josonja’s _ Opaldust 198g, 1900*1200*5

③ Amsterdam _ Perm.red Violet Light 1816g + Daler Rowney _ Permanent
Rose 589g, 1000*1000*10

④ Amsterdam _ Perm.red Violet Light 160g + Alpha _ Medium Magenta
140g + Daler Rowney _ Permanent Rose 1600g + Alpha _ Ultramarine

Light 15g 위에 Daler Rowney _ Metallic Pink 36g, 610*450*5

⑤ Josonja’s _ Transparent Magenta 579g + Liquitex _ Quinacridone
Magenta 270g 위에 Josonja’s _ Transparent Magenta 509g 위에 Josonja’s _

Golddust 40g, 150*300*2 >

우드락과 아크릴물감, 코너가 있는 공간 두 벽면에 가변설치, 2018

[작품 2] <1. CLAM PINK ··· 100. FLAMINGO PINK>와 [작품 3] <

① Alpha _Titanium White 6040g + .... + Josonja’s _ Golddust 40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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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다운 감성과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딱딱하고 지루한, 캡션이 자연스

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 만들어진 감

각적 요소와 수치화된 캡션이 함께 구성된 것이다. 이는 긴 텍스트들로

가득한 캡션을 컴퓨터로 뽑는 건 싫고, 마치 학창 시절 때 예쁜 반짝이

펜을 집어 들어 줄을 맞춰 일기를 쓰기 위해 자는 필수 준비물이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이 투영된다. 덧붙여, 아이와 어른 사이의 과도기적 모

습을 지니고 있는 본인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용기를 내 본인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신나게 표현하고 뒤늦게 이 일들을 어떻게 말로 설

명하고 설득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또한, ‘순수한 내면의 나’를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의구심으로

부터 발현되는 반문을 공유하고자 했다. 물론 이 작업에서 색의 정확한

레시피를 적어둔 것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다섯 가지 색을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는 본인의 취향과 선호에 대해 되돌아보

는 의미이다. [작품 2] <1. CLAM PINK ··· 100. FLAMINGO PINK>의

설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린 시절 우리에게 주입된 여자아이의 핑크는

연분홍색으로 국한되어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본인이 좋아하는

색을 면적별로 순위에 맞춰 제작해 봄으로써, 타의에 의해 좋아하게 된

연분홍이 아닌, 내가 진정 좋아하는 핑크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품의 제목은 각 판의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를 들

어, < Amsterdam_quina cridonerose light 712g + Amsterdam_permred

violet light 534g + Alpha_titanium white 1077g 위에 Josonja’s _gold

dust 200g 위에 Josonja’s_opal dust 198g >. 앞서 소개한 100개의 공을

만든 작업은 무분별하게 본인이 핑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뽑

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그중에서 본인은 어떤 핑크를

유독 좋아하는지 찾아내고자 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색 5가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간단할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본인의 기준은 명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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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만족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덧

발라갔다. 판들을 완성한 후에 디스플레이를 끝내고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본인이 핑크를 보고 느끼는 양면적 감정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전시한 공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핑크 향과 핑크 맛31)

을 체험할 수 있게 두었다. 간단한 단어로 언어화하기 어려운 느낌에 대

해 공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색채라는 시각적 감각에 후각과 미각적 요소

를 더 해준 것이다. 핑크는 지극히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에서 미적인, 예

뻐 보이는 요소이다.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이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본인과 비슷한 기분이 든다거나 ‘우와 예쁘다’라는 작은 감탄

사가 마음 한구석에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감상자 스

스로가 오롯이 동의하고 선호하는 색상은 무엇인지 각자 되돌아보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31) 본문에서 언급된 핑크 향과 핑크 맛은 개인적 기호에 따라 선택된 것으로, 먼저

후각적 요소는 디즈니 공주의 방 혹은 현실판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하이틴 영화

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방에서 마주할 수 있는 향기의 느낌이다. 그리고 미각적 요

소는 디즈니 공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맛이라던가 달달하고 상큼하면서 무겁지

않은 맛 예를 들어, 딸기 우유나 복숭아 맛 사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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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구멍 메꾸기 놀이>

지점토와 아크릴물감, 선반 혹은 좌대 위에 가변설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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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구멍 메꾸기 놀이>, 세부 사진

본인의 어린 시절 단짝은 외할아버지였다. 모든 학원 픽업과 외출의 할

아버지 동반은 기본이고, 학교가 끝나고 셔틀버스를 내릴 때도 할아버지

는 나를 마중 나와계셨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할머니와

엄마 몰래 편의점에 들러 사달라는 간식을 사주고, 불면 날아가는 민들

레꽃을 따주던 데이트 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본인은 단짝

인 할아버지 덕분에 외동임에도 불구하고 밖이든지 안이든지 홀로 남겨

진 시간이 없었다. 그랬기에 일상 속에서 혼자 있기에 느끼는 상상의 어

둠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할아버지

의 부재로 마주하게 된 두려움과 외로움을 홀로 헤쳐 나아갈 장치가 필

요했다. 예를 들어, 혼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의 지하주차장 비

상구 문, 침대 밑의 어두운 틈,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이는 깊고 검은 구

멍 등의 공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인

은 작업을 통해 위의 공간들과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상상들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꾸려고 했다. 즉, 어두운 틈의 공간을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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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길처럼 순수한 동심 속 상상의 공간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다른 사

람들에게도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나 기분 좋아짐을 선사해주고자 했다.

위의 설명처럼 이 일들은 간단한 놀이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놀

이의 장소가 본인이 자주 오가는 길이자 그 누구의 출퇴근길, 등하굣길

이 되었던 이유는 본인이 길을 거닐며 자연스레 상상하는 것들을 현장감

그대로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 행위의 결과물이 행인 100명

중 1명이 발견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작은 선물 같은, 평범하고 지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에 소소한 행복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

는 바람으로 즐겁게 작업을 이어나간다.

[참고도판 7] <구멍 찾기 놀이>

칼라 솜공과 철사 모루,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길에 가변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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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2017년에 진행했던 [참고도판 7] <구멍 찾기 놀이>에서 이

어져 온 것이다. 과거의 것은 구멍을 찾아 채우고, 전시장에 가져오기 위

해 사진으로 기록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에게 사진이라는 매체는

좋아하는 것도 잘 찍는 것도 아닌, 전시장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방식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멍을 메꿨던 덩어리들을 현장감을 담아 그

대로 가져오기로 했다. 그 틈 자체가 본인에게는 모형의 틀이었다. 덩어

리를 빼내었을 때 안쪽 부분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묻어있었

다. 이것은 앞선 사진 형식의 작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동시에, 막상 본인이 어두운 틈을 보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

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기에 흥미롭게 다가왔다. 덩어리의 안쪽 부분은

실제 틈과 구멍에서 묻어나온 일상에서 쌓인 먼지와 찌꺼기가 그대로 옮

겨왔다. 그리고 겉 부분은 마치 본인이 작업을 통한 놀이 행위로 부정적

인 요소를 예쁘고 보기 좋게 포장하듯, 이상적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

을 것 같은 색으로 뒤덮고, 반짝거리는 광도 내주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물질적 공간의 틈이 오브제의 틈으로 치환되었다. 이

는 매개체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

에 예쁜 포장을 하는 것처럼 정성을 가하면서 유아적 놀이 행위에 대한

경험의 과정을 실천한다. 이 맥락 안에서 경험의 과정이란 본인과 작업

사이의 심리적 상호작용으로, 작업의 재료와 구성 그리고 색감을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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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무작정 덩어리 만들기 놀이>

스티로폼과 우레탄폼과 석고와 아크릴물감, 바닥 위에 가변설치, 2019

본인의 작업은 논란의 사건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

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하는 과정에서의 본

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감정이다.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기 전

에는 ‘나 혼자 즐겁고, 다른 사람은 온전히 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다. 본인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나 스스로가 진심으로 그 누구보다

이 과정을 즐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진정 행복해하고 그

세계에 빠져있다면, 감상자가 작품을 보면서 ‘작가 자체’라고 느끼고 공

감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위의 사진에 보이는 덩어리들은 평소의 작업 제작의 순서를 바꿔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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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예전의 본인은 생각 정리를 한 뒤에 제작을

들어가 딱 완성을 했지만, 이제는 그에 답답함을 느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본인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될 것을 알기에, 하면서 생각을 정

리해나가기로 했다. 작업을 시작하며 본인이 좀 더 능동적이고 즐겁게

행위를 이끌어 나갈 조건에 대해 생각해 봤다. 그것은 ‘본인이 선호하는

색채와 텍스쳐가 있어야 하고, 복잡한 수치적로 계산된 요소는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보다는 손이 앞서는 놀이 행

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덩어리를 만들기에 다루기 쉬운 재료인 스티로폼

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형태들로 조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레탄폼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덩어리들을 제작했다.

그 위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파스텔 색채를 석고에 섞어 붓의

표면적 느낌을 더해주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덩어리들은 마치 판타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움직이는 물체와 건물들 같았다.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단순 노동적인 덩

어리들을 만들면서, 과연 본인은 고무찰흙과 지점토를 만지작거리던 어

린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체감했을까? 전혀 그렇지 못했

다. 지금껏 작업하던 모든 순간을 통틀어 가장 불안했고, 머릿속이 쉴 틈

없이 복잡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손 못지않게 머리 또한 바

쁘게 움직였다. 작업을 끝내고 말이나 글로 정리해야 하는 이후의 상황

이 떠오르면서 그 어느 때도 보다 많은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오갔다. 그

리고 이러한 맥락이 어찌 보면 본인이 현실에서 판타지를 찾는 것과 유

사하게 느껴졌다. 순수하고 감성이 가득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추구하지

만, 이미 커서 어른이 된 나는 이성과 계산적인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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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 알록달록 놀이 연구소 _ 구름다리 >

PVC 파이프와 십자 전등과 우레탄 에어 볼과 흙과 꽃, 야외에 가변설

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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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1] < 알록달록 놀이 연구소 _ 구름다리 >, 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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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외삼촌까지

6명이 함께 살았고 대가족 사회 안에서 어른들의 과한 사랑과 과잉보호

속에 따뜻하게 컸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100점을 3번 맞으면 유삼백

이라는 모일 핑계를 만들어 이모할아버지들과 이모할머니들이 총출동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본인은 장난감

같은 존재로 모든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외

동인 내가 좋고 예쁜 것만 보고 자라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

던 나에게 정성 가득한 예쁜 방과 공주 같은 옷들을 세팅해줬다. 물론

본인의 놀이방 첫 친구도 하나뿐인 딸을 공주처럼 키우고 싶은, 우리 엄

마와 같은 사고를 가진, 부모님에게 비슷한 취향을 주입 받았지만, 그녀

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공주 같은 치장과 핑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엄

마와 할머니가 아이인 나를 꾸며 주는 스타일이 어린 시절에는 의심 없

이 좋았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그 취향과 스타일이 좋아 자의적으로

고수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방은 여전히도 핑크 벽지에 공주풍의 침대

위에는 레이스 캐노피가 달려있고, 서랍장의 손잡이는 아기자기한 캐릭

터들이 인사를 하고 있으며, 커튼과 파티션과 전화기 등 작은 소품들까

지 공주 방의 느낌으로 잔뜩 꾸며져 있다. 또한, 밖에 나갈 때는 옷 스타

일과 색감에 맞춰 귀걸이, 팔찌, 시계 등의 액세서리와 가방 그리고 손톱

까지 포인트 색깔 맞춤을 하고 나간다. 이러한 현상들이 본인에게는 뚜

렷한 주관이 성립되지 못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에 타의에 의

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 속에서 행복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

끼며 살아왔다. 즉, 오롯이 내 의지와 취향으로만 설립된 것이라 착각하

고, 이 안에서 본인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

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많은 사람

과 마주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이 ‘나조차 속은 포장된 감정이 아

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속에서 꿈틀댔다. 이는 억압이 주는 따뜻

한 보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본인을 다시 관습적이고 견고한 틀에 가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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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함을 가정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답답하면서도 아늑한 틀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좋은 것만 보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보다 낫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하나의 개

체가 되기 위해 본인만의 노력을 가한다. 잔잔한 바람과 쉬지 않고 운동

하는 태양과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단단하고 견고한 온실로 포장

된 장치들이 열심히 작동하지만,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꽃의 성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될까? 바쁘고 숨 가쁘게 노력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

연 현실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는 일들인지 의심이 든다.

작업 안에서 공의 받침대로 보이는 구조물은 아이들이 놀이터나 집에서

실내용으로 오르내리며 움직이며 놀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기구인 정글

짐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 속의 정글짐은 실제로 아이들이 올

라가며 놀 수 있는 기구의 역할조차 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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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 알록달록 놀이 연구소 _ 그네 >

PVC 파이프와 수중 펌프와 분수 노즐과 우레탄 줄과 그림 한 장, 야외

에 가변설치, 2020

[작품 7-1] < 알록달록 놀이 연구소 _ 그네 >, 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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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디즈니 영화 중에서 《프린세스 시리즈》를 가장 좋아한다. 어

린 시절의 나에게 디즈니 공주들은 다 예쁘고 멋있어 보였으며 우상이었

다. 동시에 그녀들은 나의 장래 희망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나

의 꿈은 만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성에 사는 공주가 돼보는 것이다. 본인

은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동심 속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꿈꾼다. 물론 이러한 상상들은 타의에 의한 ‘행

복한 삶’에 대해 주입된 교육의 결과일 수 있지만, ‘판타지는 디즈니 영

화의 실사판처럼 혹여 현실 어느 구석진 공간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

까?’하고는 행복한 상상을 이어간다.

《슈렉》(Shrek, 2001-2010)32)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 세계와 현실 생활

이 조화롭게 결합해 배경으로 설계되어있다. 아름다운 음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상적이기만 한 일반적인 동화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못생기

고 지저분한 괴물과 인간의 혼합체이다. 그리고 《슈렉》은 ‘왕자는 모두

잘생기고 용감하다.’, ‘왕자는 아리따운 공주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홀로

제거하며 달려오고, 공주는 성 위에서 연약하고 한껏 지친 상태로 백마

탄 왕자님만을 기다린다.’라는 굳어진 성별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전복시

킨다. 피오나 공주의 성격은 더 이상 고전의 동화 속에 나오는 우아하기

만 하고 힘없는 피동적인 공주가 아니다. 《슈렉》은 대중에게 친근한

피오나 공주를 창조해냈다. 피오나 공주는 성에 갇힌 채 나약하게 울고

32) 《슈렉》은 드림웍스에서 2001년에 앤드류 애덤슨(Andrew Adamson)과 빅키 젠

슨(Vicky Jenson)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성 밖 늪지대에서 평화롭게 살아

가던 슈렉은 동화 속 주인공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인 늪지대로 망명을 해오는 바람

에 삶의 리듬이 깨지는데, 그 원인이 파콰드 영주임을 알게 된다. 슈렉은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해 떠난 길에서 운명의 여인 피오나를 만난다. 전통적인 결말을 전복

하는 이야기 구조와 못생긴 캐릭터로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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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거나 침대에서 정신을 잃고 무기력하게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직

접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강도들을 때려 엎었다. 강도 무리를 처리한

후, 그녀는 침착하게 엉덩이에 활을 맞은 슈렉을 위해 화살을 뽑아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피오나 공주와 슈렉이 함께 부정적인 것

들과 대결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고전적 이야기인 왕자가 공주

를 일방적으로 구하는 장면에 대한 완벽한 전복이다. 앞의 설명들처럼

영화 《슈렉》 시리즈는 현실적인 경직된 규율과 제도를 타파하는 등 다

른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처럼 본인은 다양한 공주 영화들을 접하면서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직면하고는 정신 차려 성과 공주라는 꿈이

솜사탕이 물에 녹듯 금방 사라진다.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이 지금 느끼

고 누리는 행복과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을 당연하다고 여기다가도 이것

은 내 힘으로 쌓은 것이 아닌 부모님이 만들어 준 것이라는 현실을 자각

하고는 실망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끓어오른다. 이러한 배경들이 불안함

과 안정감 사이에서 넘나들며 감정을 뒤흔든다. 서로 대비되는 두 상상

과 심정의 경계를 오가면서 혹여 긍정적인 요소들이 종이가 물에 젖어

순식간에 사라질까 조마조마하다. 본 작업에서는 꿈꾸는 것들에 가까워

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영영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 꿈에 가

깝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완전히 닿지는 않게 조심하는 본인의 모습이 투

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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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현재의 우리는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취향을 자유

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났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의 마음은 여전히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적 통념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심 속 상상

을 통해 환상의 세계로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심의

사고 세계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활력을 얻는 순수한 감성의 소유자를

위한 전시와 소품 가게들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우리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면서 이전의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을 마주하게 된다. 성인이 되어 독립된 개체로서 자

신의 목표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한 후에는 그에 맞는 직장을 얻

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관습적

인 사회적 틀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한 개인에게 모범화된 성인이



- 70 -

되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압한다. 물론 요즘은 다원화된 시대인 만큼

이러한 인식들도 변화를 가지려 하지만 그 시기가 늦춰질 뿐 같은 굴레

안에서 맴돈다.

생텍쥐페리(Antoine Marie Roger De Saint Exupery)의 『어린 왕자』

에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내면에는 결코 나이 들지 않는 영원한 아

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성인과 그 자신의 내면

의 아이가 만나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어, 두 존재가 대화하고 상호

반응하며 그 결과 변화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33) 이와 비슷한 맥

락으로 본인은 작업을 통해 ‘동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순수한 내면

의 나’를 표출하고, 그 결과 ‘어른으로 성장해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

가는 나’와의 균형을 유지한다.

본론에서 소개되는 ‘핑크, 틈, 놀이, 포장’은 ‘동심 속 환상의 세계를 꿈

꾸는 내면의 나’에 가까워지는 일들로, ‘어른으로 성장해 현실의 삶을 충

실히 살아가고 있는 나’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본인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불편

한 상황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인은 작업을 통해 현실적 틀에

갇힌 어른의 동심을 넘어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순수성으로 한 걸음 다

가간다. 이로써 사탕 하나에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본인의

현재 삶에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

를 갖게 해준다. 동시에, 이 태도는 타의에 의해 주입된 가치관들을 망각

한 채, 긍정적인 감정들만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한 오류이기도 하다.

즉, 억압이 제공하는 따뜻한 보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관습적

틀 안으로 되돌아가면서 비롯되는 포장된 감정이 아닐까 싶다. 이 안에

33) 고혜영, 「어린 왕자 연구: 영원한 아이」 『동화와 번역』 25권0호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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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즐거움과 행복감’ 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의구심’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 감정들이 양가적이고 모순적으로 뒤엉켜있다.

본인이 하는 행위의 결과물을 매개로 일상 속에서 본인이 세상을 바라

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감상자도 본인처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아이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소소한 행복감과 청량

감을 느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한다. 동시에 ‘작업

을 통한 유아적 놀이 행위가 나의 삶을 보다 낫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장된 방법일까?’, ‘어른이 된 여성이 좋아하는 취향치고는 유치하지 않

을까?’, ‘현대사회는 다원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중은 길에서 핑크 옷

에 유아적 취향을 표출한 사람을 보면 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반문을 되새기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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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rtwork on Emotion

Concealed by Childlik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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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ins with the author’s action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internally experienced ideal and the reality. During the
growth period, in order to cope with the world independently and to
seek psychological stability, the author used to transform the objects
that are not experienced favorably into the preferred images. The
images satisfied the author personally and served as a mediat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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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an ideal world. Through the present artwork, the author tried
to establish the world that has continuously been fantasized and to
share it with others in daily life.

While opposing each other, the ideal and the reality create
ambivalent images. Such a relation occurs in the customarily accepted
ideas, rules and systems, as they are hidden in the meaning of
freedom, which is given to the adults by the modern society. The
author tried to overcome the gap by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The ideal guides the reality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whereas the reality keeps a balance to be faithful to and
harmonized with the current life while enjoying the life. From this
kind of viewpoint, the author’s artwork enables the author to express
‘what is inside’ in order for the author, as a ‘grown-up,’ to come one
step closer to the fantasized world of childish innocence. Hence, the
artwork enables the author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thor’s emotion and the artwork as
well as the process of experiences was crucial to the artwork. The
process of experiences is fully reflected to the materials, composition
and colors of the artwork. The author desired to express and share
the psychological interaction that occurs in the process. The author
also wanted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hat do I like?”,
“Why do I like that?”, and “What am I dreaming of?” Therefore,
when preparing the artwork, the author was focusing on the author’s
own life and the internal psychological state, rather than external
events or stories.

The present thesis introduces the four elements of the author’s
artwork that were employed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internal
ego that is dreaming of the fantasized world of childish innocence’
and the ‘person that is living in the real world as a grown-up’:
‘pink,’ ‘crack,’ ‘play,’ and ‘packaging.’ ‘Pink,’ used as the main color of
the artwork, not only gives a visual effect but also affects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Encountered in the childhood by others’
will but favored now by the author’s own will, the color is connected
with the internal world of childish innocence that is clearly recalled
to the mind through the memories of the childhood. ‘Crack’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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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pace that mediates the gap between the author’s ideal and
the real world. The gap serves as a channel that allows the author
to freely travel in the mind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after
becoming an adult. The act of ‘play’ is the author’s means to resolve
the internal conflicts and maintain a balance. Finally, ‘packaging’
describes the ambivalent and contradictory feelings during the work
of art. The packaging represents both ‘the positive feelings toward
the world of childish innocence’ and ‘the negative feelings about the
emotions packaged or decorated by the learning by rote.’

Through the artwork, the author has drawn the childish innocence
that is deep in the heart and mind in order to reduce and blur the
internal conflicts experienced by the author after being grown-up.
The childish innocence and the real world of grown-ups convers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to develop in a positive direction. The
author’s artwork enables the viewers to not only recall the world of
childish innocence confined in the customary framework of the
grown-ups but also come closer to the unrestricted world of
imagination and innocence. In addition, the author’s artwork provides
an opportunity to raise a question, deeply in the heart, about the
feelings that have been unconditionally believed to be positive, as the
feelings are recognized as incomplete ones. This question has been
extended through the present artwork, from a subtly uncomfortable
feeling originating with the author’s internal conflicts to a
counter-question regarding the social system that has attempted to
confine the author in the universal value of ‘exemplary adult or
mature woman.’ In the present study, the author has continuously
raised questions about the traditional social recognition, and explored
and established the author’s identity as an independent individual.

Key words: ambivalent image, play, fantasized world, real
world, gap,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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