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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는 

시각예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더

니즘 미술이 표방했던 작가주의, 오브제 중심의 작업 및 예술의 자

율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상당할 정도로 그 유효성을 상실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감상자의 참여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작품

의 맥락성을 중시한다. 작품 제작에서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모더니즘 이후에 전개된 현대미술은 감상자

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개방적이고 다의적인 감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에 따라 감상자의 주관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중

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술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감상자의 다양한 수

용방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가와의 인식적 공감을 좁혀가는 과정

이다. 이를 통해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해석의 자유와 다양성이 확

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대

미술의 난해성이 야기되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 제작 과정, 즉 자신의 창작 과정에서 개인의 직관이

나 상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출한다. 반면, 감상자는 

작품의 해석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오류와 

문제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정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인식의 차이를 경험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경험과 인식

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감의 가능성을 찾게 된다. 현대미술에서 작품

을 이해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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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미를 생성하는 창작으로서의 작가적 태도와 새로운 의미의 발

견을 추구하는 감상자의 태도이다. 감상은 자의적 시각에 따른 해석

에서 시작된다. 작품에서 인식한 요소들을 조합하고, 이에 따른 상

호적 의미가 고려되면서 논리적이거나 직관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감상 과정을 본 연구자

는 “심안(審按)”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심안은 개별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조율과정을 거쳐 감상의 합목적

적 해석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판단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심안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주관성은 단지 주관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되는 공감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러한 공감은 “다름”과 “차이”를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심안 개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레온 페스팅거

(Leon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과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의 상호부조론에 주목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

으로 심안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의 전통적인 작품 제작과 감상 방식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감상의 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심안, 감상, 인지부조화, 상호부조, 해석, 공감기제

학  번 : 2005-3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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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미술을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

는 태도는 작품의 감상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

해 작가의 의도에 따른 감상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 넓은 감상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

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

가 되기도 했다. 본 연구자는 작가의 작품 제작에서 부여된 의도와 

감상자의 주관적인 작품 감상 사이에서 생겨나는 모순과 갈등에 주

목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심안(審按)”1) 개념

을 상정하였다.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행하는 작업의 과정과 감상자의 작품 해석

은 일방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가, 작품 그

리고 감상자의 관계 양상에서 인지부조화가 생겨남과 동시에 상호

부조적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업 과정에서 인지부조

화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감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인 작품을 산출한다. 또한 감상자는 단순히 제

한된 경험에만 바탕을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 방식, 예컨대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결과 감상자는 작가가 상정했던 의도나 개

1) 심안은 본 연구자의 신조어이다. 심안은 작가, 작품 그리고 감상자 사이에서 발
생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상과 해석의 문제를 공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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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뛰어넘어 작품을 보다 확장된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작가는 일상에서 가려지고 숨겨진 사실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의

미의 층위들을 사회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조형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따라서 작품은 곧 작가 자신의 경

험과 체화된 심상이 다양한 통찰과 은유적 표현을 거쳐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상자는 이러한 작가의 작품 앞에서 혼란과 의

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감상자는 인지부조화적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

다. 작품 감상의 적극적인 동기유발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기 때

문이다. 작품 감상에서 초래되는 인지부조화적 상태가 역설적으로 

감상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감상자의 체화된 경험과 지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측과 상상력은 상호부조적 과정을 통해 작품에 투사

된다. 감상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부조화와 상호부조적 과정을 겪으면서 감상의 타당성2)을 확보

하고, 또한 작가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감상하는 주관적 태도를 갖기

도 한다.  

   작가의 의도는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오히

려 이러한 전달불가능성은 현대미술에 나타난 공감기제로서의 “심

안” 개념을 논의하는데 전제가 되는 요소이다. 본 논문은 작가의 

의도로 추정된 것과 감상자의 주관적 감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인지부조화, 상호부조성, 공감 등과 관련하여 심안 개념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연구자의 작품과 연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여기서 타당성이란 객관적이고 개념적인 타당성이 아니라 주관성이 인지부조화

와 상호부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공감으로서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현대미술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허용한다. 이러한 허용

은 작품 감상의 다양성과 확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지부조화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인상주의 이후 전개된 모더니즘 미술은 일반적

으로 예술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면서 작가의 미학적 완결성을 강조

한 반면, 1960년대 모더니즘 이후 그리고 특히 1980년대 이후의 포

스트모더니즘 미술은 작품의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을 당연시하고 규

정과 질서에서 탈중심화된 과정이 강조되는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작가와 감상자 어느 누구도 작품 

감상의 절대적인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본 연구자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인지부조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작가와 감상자의 현대미술 작

품 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차적인 시각적 구조와 이차적인 내용이나 개념 사이의 감상과 

해석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인지부조화는 작품을 새로운 감상의 

지평에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는 창작과정에서 직

접 보고 느낀 경험적 측면뿐만 아니라 직관이나 상상 그리고 다양

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이러한 투사과정에서 작가는 작

업의 타당성을 구축하면서 감상과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형

적 단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내재시킨다. 작가의 작업은 작품

을 조형적으로 완결하는데 그 목표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로 

나타난 작품에서 객관적인 이해나 일방적 소통은 강요될 수 없다. 

나아가 작품 제작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로 인해 현대미술은 일방적으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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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작가는 작업에서 단순히 의미

전달이나 자기표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 즉 관객을 다양

한 방식으로 의식한다. 달리 말해, 작가는 자신의 작업 개념에만 몰

두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작품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 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이다. 작가가 관객의 태도를 직접적으

로 혹은 간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상당할 정도로 창작과정에 영향

을 끼친다. 현대미술에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물음은 오늘날 작업을 하는 태도에 근

본적인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논의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술사, 미술이론 및 미학에서 작품의 감상과 해석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확정적인 규범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

유 중의 하나는 감상과 해석이 주관성, 즉 작가의 주관성과 감상자

의 주관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소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관성만이 강

조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미술과 소통의 문제는 작가와 감상자가 

언제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소통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

인 이론 중의 하나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자신의 

저서 『공론장의 구조변동』3)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론장” 개념

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해서 말해보자면, 미술 작품은 

작가의 주관적이고 사적인 창작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문화 속에

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미술 감상과 해석과 관련된 다양

한 논의의 장, 즉 공론장이 요청되는 것이다.4) 

3)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나남, 2001. pp.120-128.

4) 최태만, 『한국 시각예술의 과제와 전망』, 다할미디어, 2009, p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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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특히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의 표명에 따른 상

호작용적 소통이 형성되고 있다. 현대미술 감상과 해석은 바로 이러

한 소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의 층을 갖는 

예술은 닫힌 해석이 아니라 열린 해석을 향해 있다.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는 『열린 예술작품』5)에서 예술작품의 형식과 해석

자의 열린 감상 및 이해와 상호 교차성에 주목한 바 있다. 에코의 

열린 예술이론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형식에서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미술의 양상은 주관적인 사적 감상을 넘어 사회

적, 문화적 공감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지향적인 감상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인간의 불균형적 인지 상태를 조형적으로 재현한다. 

여기서 일상성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상에서는 합리

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습관적이고 익숙한 것에 

순응할 뿐이고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창작의 동기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작가가 일상적이고 친숙한 사물

을 조형적 변용을 통해 낯설게 보여줄 때 감상자는 새로운 방식으

로 그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주목은 “다름”과 “차이”를 이끌어

낸다.6) 이러한 방식으로 작가, 작품 그리고 감상자 사이에 생겨나는 

공감에 바탕을 둔 상호 순환성이 형성된다. 본 연구자는 이를 “심

안” 개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미술에서 발생하는 상호적 공감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성과 관련된 인지부조화 이

5) 움베르토 에코, 『열린 예술 작품』, 조형준 역, 새물결, 1995. p.60. 

6) 여기서 ‘다름’은 다양성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또한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촉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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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체화된 인지적 심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지부조화를 형태론

적으로 설명하는 시넥틱스 이론의 예를 통해 공감이 실현되는 과정

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시지각 구조의 이중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품 해석은 다름

과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작가나 관객이 가진 경험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차이는 공감의 층위를 형성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거울뉴런 이론 그리고 특히 상호부조론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작가

와 관객의 시각적 연속성에서 유추될 수 있는 공감의 의미를 다양

한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은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의 신념과 실제 보는 것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각적 

착각과 심리적 혼란은 상호작용에 따른 능동적 해석을 통해 은유적

으로 새로운 이해의 장, 즉 공감의 장을 열어가는 단초가 된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 반영된 인지부조화적 요소는 경험, 소통, 기억, 숭

고, 장소성, 불안, 스토리 등과 같은 조형언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산

출하는 동기가 된다는 점이 설명될 것이다. 

  넷째,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안 개념은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복합적인 정신작용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작품을 감

상하고 해석할 때, 일련의 정보를 재조합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는 작업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몸에 체화된다.7) 즉, 작품의 외면적 형

식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작가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경

험이 축적되어 있다. 작품에는 작가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여러 가

7) 제이 에멀링, 『20세기 현대예술이론』, 김희영 옮김, 미진사, 2013, p.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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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다. 물론 감상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읽어내

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정보를 재조합하

는 창의적 행위를 통해 감상자는 작품을 재창조하는 순간을 경험한

다. 물론 감상자가 감상을 위한 정보를 조합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

석할 때 많은 변수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작가 또한 작품을 제작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감상자의 재해석을 통해 환기되는 새로

운 의미에도 관심을 둔다. 

  본 논문은 미술의 해석과 감상에서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환기되

는 공감기제로서의 심안 개념이 동시대 미술의 특징적인 성격을 파

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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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미술에서 공감으로서의 “심안”개념

  

1. 대상의 인식 : 인지부조화 

  현대사회의 소통은 정보의 과잉,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다양한 

매체의 활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인간 상호간의 소통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일방향적인 과거의 소통과는 달리 쌍방향적인 소통을 향해있다. 다

수의 다양한 의견이 상호주관적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이고 합

리적인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과 매

체를 통해 작동하는 현대사회의 이러한 합리적 소통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의 결여, 달리 말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교감과 공감의 소통이 결여된 상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

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직관에 따

른 판단이 더 효과적이고 유효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혼란

스러운 심리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사회심리학자인 레

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 우리는 흔히 다양한 

태도, 신념, 행동 등을 통해 안정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러나 동시에 상호 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형성하는 인지부조화를 필

8) “인지부조화”이론은 페스팅거의 저서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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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기

존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과 충돌하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인지부조화는 각자가 지닌 신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 자신의 내면적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에 따라 형성된 외면적 시

각 사이에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감지될 경우 발생한다. 인지부조화

는 인식의 불완전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인간이란 존재는 심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지부

조화의 심리상태를 지닌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고 인정하는 대신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는 상관없는 요소를 개입시켜 실제를 조작하고, 때로는 자기

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합리화한다.9)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은 아무리 

다른 면이 보인다 해도 자신이 정한 심리적 틀에 맞지 않을 경우 

무의식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선택과정에서 인지

부조화에 따른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인지부조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용어 중의 하나는 윌리엄 고

든(William Gordon)이 개발한 창의적 발상법으로 알려진 “시넥틱스

(synectics)”이다. 시넥틱스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시넥티코스(synecticos)”에서 유래한 용어이며, 

익숙한 것을 마치 낯선 것처럼 그리고 역으로 낯선 것을 마치 익숙

9) 로렌 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조증열 옮김, 에코의 서재, 2005, 
pp.147-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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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한다.10) 주변의 사물에서 새로운 무엇인가

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무 친숙해서 다르게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사고는 낯선 

것을 기존의 인지 구조를 활용하여 충분히 탐색한 후에 다양한 유

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11) 이

러한 시넥틱스적 사고방식은 현대미술의 감상과 해석의 문제와 관

련하여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 작가는 창작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해석의 틀에서 벗어

난 시각적 고유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차이를 인정한다. 이러한 고유성과 차이는 작품의 의미

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작가와 관객의 시넥틱스적 유추에 따라 변용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지부조화가 감상자에게 인식의 혼란만을 야

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지부조화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서 인지부조화는 역설적으로 현대미술의 난해성을 새로운  관점

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인지부조화는 소통의 불

일치를 불러오지만 동시에 이해의 단계로 진입하는 필연적인 상

태이다. 따라서 작가의 창작과정과 관객의 감상에서 인지부조화

10) 한호택,『트리즈, 천재들의 생각패턴을 훔치다』,21세기북스, 2007, p.241 참조.

11) 시넥틱스의 4가지 유추는 다음과 같다. “① 직접유추 : 창조·개발하려는 물건

과 다른 한 대상을 선택하여 두 대상을 직접 비교시켜 검토 하는 것, ② 의인유

추 : 해결하려는 문제나 현상에 대하여 해결하려는 사람 자신이 그 문제나 현상

에 융합해 버리는 상태로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③ 상징적 유추 : 두 대상

물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징을 활용하는 유추, ④ 환상적 유추 : 현

실적인 유추를 통해서는 해결 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유

추가 있다.” (조연순·성진숙·이혜주,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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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감적 소통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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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지각의 이중성 : 상호부조성

   복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행동을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관계를 

뜻하는 피터 크로포트킨(Pjotor Alekseevich Kropotkin)의 『상호부조

론』12)은 생존 경쟁을 생물 및 인간 사회의 진화의 요인으로 간주

하는 다윈의 학설에 반대한다.13) 크로포트킨은 자발적인 상호부조와 

협동관계가 진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물질문명에서 일어

나는 갈등요소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14) 상호부조는 공존

과 공생을 위해 자생적으로 성립된 생존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역할과 그 의미를 미술의 감상과 해석의 문

제와 관련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숨겨져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함축적 의미는 자의적 추정을 통한 상호부조에서 

파악될 수 있다. 상호부조적 추정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 그리고 관객이 각자 지닌 생각의 틀로 타자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과 동시에 보편성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이해와 

공감을 갖는 해석 방식이다.  

12) P, A. Kropotkin,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21. (피터 크로포트킨, 『상호부조진화론』, 구자옥 옮김, 한국학술정보, 
2008.)

13) 그레이엄 클라크,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 정기문 옮김, 푸른길, 2011, 
p.209.

14) 크로포트킨은 인간의 자율성, 협력, 사회성을 강조한다. 그는 인류가 상호 투쟁
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생존경쟁과 상호부조가 병행되면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
다, 크로포트킨에 따르면, 진화의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그리고 고등동물일수록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생활의 이점을 잃지 않고, 개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다양성과 함께 고유의 집단 특성을 공유한다. (하승우,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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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생각의 틀을 구성하는 지식은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지식은 양자의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암묵지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된 것이지만 외형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무의식적이고 무의도

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언어나 문자를 통해 드러나지 않

는 지식이 바로 암묵적 지식인 것이다.15) 암묵적 과정은 현대미술 

작가의 창작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작업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의 창작과정은 체화된 경험을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표현방식은 흔히 은유적으로 제시된다. 은유는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보자. “스프레차투라

(sprezzatura)”는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낼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장인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상태나 현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6) 많은 해석을 유발하는 은유적 표현방식은 암묵적 관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모호성을 야기한다. 

작품은 일반적으로 축적된 시간성 속에서 지식적으로 경험된 것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몸으로 습득되고 체화된 

예술정신과 감성이 내재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작품, 감

상자 사이에 일방적이고 규정화된 해석이 있을 수 없고 상호부조적 

추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호부조의 관계 속에서 작가는 주관적 

15) 마이클 폴라니,『개인적 지식: 후기 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표재명·김봉미 
옮김, 아카넷, 2001. p.153.

16) 로버트 그린, 『권력의 법칙』, 안진환·이수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9,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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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조합해 작품에 반영하고, 감상자는 작품에서 다양한 정보 요

소를 발견하고 자의적 해석뿐만 아니라 공감을 통해 작가에게 새로

운 관점을 촉발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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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적 연속성과 공감

  대상을 인식할 때 시각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대미술에서 감상이

란 작품을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상에는 보는 것, 

달리 말해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즉, 현대미술에서 감상자는 예술성을 담보한 행

위 주체로서 작가의 입장과 관심에 주의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주

관을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작품의 감상과 해석의 확장을 모색한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작가와 감상자의 시각적 연속성이 발생한다. 여

기서 연속성은 단지 작가에서 감상자에게 혹은 감상자에서 작가로 

향하는 일방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서 환기되

는 상호부조적인 순환성으로 이해되는 연속성이다. 이러한 시각적 

연속성은 현대미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감기제로서의 심안

과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감상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술을 비평하고 분석하는 이론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작품은 미학적으로 완결된 

오브제가 아니라 관객의 다양한 감상과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오브제로 전환된다. 작품이 부여하는 낯선 경험과 함께 자신의 고유

한 경험을 개입하여 어떤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로 인

해 작가, 작품 그리고 감상자의 상호부조적 공감의 분위기가 형성된

다. 이렇듯 현대미술에서는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과정

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다

양하게 변용된다. 따라서 현대미술 작품은 완결된 오브제가 아니라 

관객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체험이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진행 

중인 오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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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는 당면한 시대의 정신, 지적 사유, 그리고 심리 상태를 숨김

과 드러냄 그리고 은유와 다양한 표현방식을 거쳐 재현한다. 또한 

감상자는 작품 앞에서 ‘낯섦17)의 인지’, ‘체화된 경험의 재해

석’, 그리고 ‘인지부조화적 공감’의 과정을 거쳐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를 통해 이전의 예술계에서 작동하던 작가, 

작품 그리고 감상자 사이의 관계성을 새로운 미학적 지평에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작가는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자신의 작업과 사

회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조형적으로 사유한다. 작가가 자

신의 삶, 세계관 그리고 일상을 솔직하게 투사한 작품을 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에는 작가의 고유한 내러티브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감상자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자 할 때, 단지 형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작가의 암묵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상자는 기존의 예술개념과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함께 

일시적 또는 동시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이해방식을 바탕

으로 상호부조적인 판단의 양상을 조율한다.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작업 동기나 의도는 확정적으로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관점이 연결되는 곳에서 생겨난다. 작품에 내재된 정보와 내러티브

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기에 관객의 감상과 해석 또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작가는 제작된 오브제에 어떤 결론을 제

시하기보다는 물음을 던지는 방식의 작업에 더 비중을 두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는다. 이러한 물음은 감상자가 해석을 위해 작품과 관

17) 마르틴 하이데거, 『철학에의 기여』, 이선일 옮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p.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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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보를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이 갖는 의미의 고유성과 특별성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작품으로서의 오브제에 대해 사유하는 과정에서 부각된다. 오브제는 

단지 대상의 인식적 객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상

황에서 이루어지는 사유의 관용적 태도를 통해 특별한 조형적 의미

를 획득한다. 이런 점에서 작품 감상과 이해는 작가와 감상자의 사

이에 일종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곳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관객의 감상이 작가의 제작 동기 및 의도와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고 상당히 상이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공감을 통한 

해석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작품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작가와 감상자의 공감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 관용적인 동의를 허용한다. 상상적인 주관적 요소가 작

동하고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서 환기되는 공감은 감각과 사고의 틀

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공감은 칸트가 자신의 세 번

째 비판서인 『판단력비판』에서 논의한 미학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미와 예술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

인 감정에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서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판단이다. 즉, 미와 예술의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사적인 감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으로 타자와 상호적으로 소통하면서 찾아지는 보편성을 모색하는 

것이다.18) 또한 칸트가 논의하고 있는 “공통 감각”은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공감 기제로서의 심안 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미적 공통 감각은 여타의 합리적 소통

18) 임성훈, 「공통 감각과 미적 소통」,『인문논총』제66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
구원, 201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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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한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9) 

  현대미술에서 감상자는 전통적인 관찰자의 태도와는 다른 방식의 

태도를 취한다. 감상자는 미완의 작품을 완성하는 또 다른 의미의 

창작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인지부조화 상태로 인해 

모순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해석의 모호성 또한 나타날 수 있지

만 공감에 바탕을 둔 상호부조적 시각성은 작품의 의미를 보다 다

양한 해석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들려주듯이, 감상자는 작품에서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발견한다. 이러한 고유한 목소리는 상호 공감에 바탕을 둔 심안적 

접근을 통해 미술의 감상과 해석에 새로운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19) 임성훈, 앞의 글,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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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심안”과정

1.  은유와 심리적 상호주관성

  기호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시적 언어의 혁명 La Revolution du langage poetique』(1974)에서 

상징적 기호 체계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언어 상태, 이 두 가지 언

어 층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시적 언어”를 설명하고 있다. 크리

스테바에 따르면, 시적 언어는 “사유나 윤리의, 혹은 합법화된 단

일성의 억압”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한다.20) 이러한 시적 언어

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시적 은유”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시적 은유는 현대미술의 감상과 해석에 나타난 자의성, 

다의성, 모호성, 난해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

다. 시적 은유는 하나의 오브제 형태가 기존의 제한적 논리와 사유

를 벗어난 수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오

브제의 상징적 의미와 원초적 의미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다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이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은유적 수

사를 조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상자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초기에서 최근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품과 대면

하고 동시에 작품의 내면에 머무르는 시각적 연속성과 순환성을 통

해 감상자와 작품 사이의 연결을 추상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작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통의 의미와 인식의 변화를 

20) 줄리아 크리스테바,『시적언어의 혁명』, 김인환 옮김, 동문선, 2000,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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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한 예로 작품에 설치된 센서로 인해 관객이 어떤 특정 거리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물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보이지 않게 설치된 센서는 관객이 작

품 내부에 구조화된 기계적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와 특정한 거리21)

에 도달함으로써 작품에 함의된 또 다른 층위의 의미들을 지각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관객들은 작품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특정 거리에 진입해야만 비로소 이미 작품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미지, 문장, 단어 등을 볼 수 있다. 이때 드러나

는 지시적 기호, 즉 ‘Sign’과 ‘Icon’은 일상과는 다른 시지각의 

체험을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작업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존재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조형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렇듯 연구자의 작업은 일반적인 현상적 체험과 그것을 지각하

는 과정 사이에서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오류와 간극에 주목한다. 또

한 현상과 그 현상 너머에 잠재된 특수한 차이와 개별성의 문제를 

조형적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시적 은유가 반영된 오브제의 의미

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주관적이면서도 보

편적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22)  

21) 본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이와 같은 거리는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의 
“근접학(Proxemics)” 개념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침범’과 ‘친밀함’에 대한 서로의 무의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도 서로의 ‘임계거리’가 요구될 
것이다. (권수영,『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살림, 2007, pp..33-34)

22) 마단 사럽,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전영백 옮김, 조형교육, 2005,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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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길, Pat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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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연구자의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길, Path>(작품 1)을 보자. 

관객은 이 작품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 전시장 바닥에 수평적으

로 펼쳐놓은 텅 빈 박스와 한 쪽 구석에 세워둔 인체의 다리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즉, 비어있는 공간 외에는 아무 것도 발견하거나 

보지 못한다. 작품에 다가가 그 위에 올라서면 그때 센서가 작동하

여 블랙라이트23)가 점등된다. 바로 이 순간에 관객은 조금 전까지 

텅 빈 상자 정도로만 지각했던 그 표면에서 뜻밖에도 수많은 발자

국의 흔적을 마주하게 된다. 어지럽게 흩어진 발자국들을 통해 타인

의 신체적 흔적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작품의 의미가 생성된다. 여

기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신체

적·심리적 상호 공감이 형성될 수 있다. 

  낯선 상황을 직접적이고 신체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인 기억의 흔적들을 반추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정신분석학자 프로

이트의 “언캐니(uncanny)” 개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프로이트는 언캐니를 친숙한 것이 낯설게, 혹은 낯선 것이 친

숙하게 되는 상태 그리고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낯선 체험 등을 억

압된 기억과 심리적 경험들이 외면화된 감정으로 설명한다.24) 이렇

듯 신체적·심리적 경험은 작품에 대한 공감을 통해 새로운 의미 

작용을 만들어낸다. 이와 관련 본 연구자는 작업의 과정에서 공감의 

인지 요소로서 “기억”에 주목하였다. 기억은 이중적이다. 한편으

로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은 자기 합리화 과정, 달리 말하자면 프로

이트가 금지로 인한 억압의 과정을 거쳐 차츰 망각되고 왜곡되는 

23) 작품에 사용된 루미나이트 컬러 도료는 일반 가시광선에는 나타나지 않고 블랙
라이트라는 특수 형광등 빛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센서가 관객을 감지할 경우
에만 블랙라이트는 작동한다. 

24) 권택영,『감각의 제국』, 민음사, 2001,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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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기억은 공감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열어가는 계기기 

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시적 은유의 조형적 표

현은 바로 이러한 기억의 이중성과 공감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적 언어가 상징체계를 일체 부정하지도 않

으면서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원초적인 언어 체계

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는 크리스테바의 주장을 상기할 수 있다. 

은유는 그것이 갖는 모호성과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

각과 규정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 보다 확장된 사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은유는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새

로운 방식으로 인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은유에 대

한 시지각적 조형적 표현은 익숙한 시각적 이미지와 익숙하지 않

은 시각적 이미지 사이의 상호 논리적 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작업 과정에서 은유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형식주의적인 조형적 일관성에 경도된 모더

니즘 미술에서 벗어나 사회와 문화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 제도, 

인간관계 등에 대한 비판을 다양한 실험적 작업을 통해 선보이고자 

하였다. 이는 곧 대상에 대한 의미를 단일성의 시각으로 보고자 하

는 기존의 관성적 시선을 와해시키는 것이기도 하다.25) 시적 은유를 

활용한 작업은 작품을 통해 감상자와의 공감의 계기와 소통을 마련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시적 은유를 함축한 연구자의 작업은 장

황하고 긴 설명보다 더 강렬한 공감과 소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생

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시적 은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는 달

25)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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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 또한 상이한 은유적 표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메를로 퐁티가 

자신의 저서 『의미와 무의미』에서 강조한 것, 즉 예술작품에서 의

미는 대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촉감과 후각까지 시각을 넘어서는 

다양한 감각과 지각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요소

가 시지각의 심리적 체험을 이중 감각으로 요소로서 존재하게 한다

고 설명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6) 현대미술에서 은유는 

지각적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의미 생성의 다의성을 열어간다. 은유

는 감상자에게 단순한 작품 해석의 의미를 넘어 작품에 대한 확장

된 의미의 미적경험을 일으킨다.27)

  연구자는 은유적 표현 방식을 작품 안에 구현하기 위해 임의의 

공간에 빛, 온도, 전기장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작품에

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상들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객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한다. 작품 오브제가 설치된 공간에서 관객은 몸으로 지각하고 작

가의 의도를 유추하고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해석을 한다. 바

로 이 상태에서 관객은 고유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모더니즘 미술이 추구했던 예술의 자율성과는 다른 현대

미술의 연극성을 엿볼 수 있다.28) 또한 나아가 감상자 내면에 잠재

되어 있는 심리적 차원을 촉발시켜서 작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 

공감의 장을 형성한다. 

26) 모리스 메를로 퐁티, 『의미와 무의미』, 권혁면 옮김, 서광사, 1990.

27) W. 타타르키비츠,『예술개념의 역사(테크네에서 아방가르드까지』, 김채현 옮
김,  열화당, 1986. p.59.

28) 마이클 아처, 『1960년 이후의 현대미술』, 오진경 외 옮김, 시공아트, 2007,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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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레테, Leth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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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신화

에서 내재하는 의미들은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런 점에서 내용

을 관념적, 추상적으로 해석할 때, 그 모호성과 다의성에도 불구하

고 의미는 확장되고 상상력은 강화된다. 연구자의 작품 <레테, 

Lethe>(작품 2)는 이러한 신화의 요소를 은유적 공감으로 표현한 것

이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나무토막에 관객이 다가서면 보이지 않던 

‘Lethe’라는 단어가 센서에 의해 작동된 블랙라이트의 점등으로 

나타난다. ‘Lethe’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이다. 이데

아에 살던 인간의 영혼이 현상계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건너야 하

는 강으로 이 강을 건널 때 이전의 모든 기억은 소멸된다. <레테, 

Lethe>는 현실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

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작품에 사용된 특수 형광 안료인 루미라이트 컬러는 일반광선에

서는 보이지 않고 자외선 조명인 블랙라이트의 광선을 통해서만 드

러난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간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

건이나 현상을 통해 망각된 기억이 강하게 떠오르며 각인되는 경우

가 있다. 이 작품은 관객의 접근에 따라 드러냄과 사라짐을 반복하

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억의 망각과 그 함의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버려진 나무에서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덜어내는 작업의 과정은 지우고 싶은 기억을 제거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개인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점멸되면서 사라지고 나타나는 ‘Lethe’라는 단어를 보면서 관

객은 망각된 기억 속에 각인된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릴 수

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레테, Lethe>는 일상과 삶의 중요한 순간이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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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하는 은유적 재현이다. 제거되고 사라져 버린 썩은 부분과 형체

만 겨우 남아있는 나무껍질 아래에서 ‘Lethe’가 나타나고 사라지

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의미전환과 관객의 습관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3  <마음의 그림자, Shadow of Mind>, 1999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의 모더니즘 미술 담론

을 계승하고 있는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 미술을 연극적이라고 비판한다.29) 그런데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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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술의 연극성은 196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의 흐름과 향

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을 

벗어난 1960년대의 많은 작가들은 단순히 오브제 그 자체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를 둘러싼 환경과 관객의 역할에 더

욱 주목하였다. 또한 작품 오브제에 함축된 다양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맥락성과 그 의미를 중시하였다. 이로 인해 현대미술

의 재현 가능성은 그 이전에 비해 보다 확장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의 초기 작품 <마음의 그림자, Shadow of 

Mind>(작품 3)는 작가, 작품 그리고 관객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다. 관객은 수동적인 관찰

자의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로서 작품과 직접 

접촉해야만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유리 밖에 설치

된 알루미늄 박스에 각인된 손에 접촉을 해야만 블랙라이트가 켜진

다. 유리 박스 내부에서 드러나는 관객의 신체적 흔적들은 상실된 

소통에 대한 심리적 욕망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작품처럼 연극적 체험을 통한 감상자의 중요

성을 강조한 작품의 한 예로 댄 그레이엄의 <Present Continuous 

Past(s)>(도판 1)을 들 수 있다. 댄 그레이엄의 이 작품에서 보이는 

거울은 현재 시간을 의미하며, 반대편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이 반사

된 공간에 나타난다. 여기서 관객의 변화에 상응하여 작품이 달라지

고, 그 내용과 의미도 함께 변한다. 감상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작품

의 시공간적 지각 생성과정을 통해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의 공감

이 형성되는 것이다.30)

29) 마이클 프리드,「미술과 사물성」,『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시각과 언어 
1995, pp.161-185, 

30) 마이클 아처, 앞의 책,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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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댄 그레이엄, <Present Continuous Past(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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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감을 발생시키는 심리적 현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념

이나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일어나는 동조 현상이 있

다. 인간 행동의 원인으로 상정되는 다양한 동조현상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 그리고 집단 안에서 개인 간의 심리적 관습화를 

설명해준다.31) 이러한 동조 현상은 인간의 내적인 심리 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술의 영역에서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발생하는 작품의 감상과 

해석의 문제를 설명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미술

에서 “동조”는 일방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

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더욱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동조의 차원이 아

니라 공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작가와 감상자는 고유한 인지부

조화적 경험을 상호부조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에 집중하

기 때문이다. 동조를 넘어 공감이 작품 해석과 감상 태도를 서로 견

지하는 근거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지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품은 물리적 장치로서의 

센서를 통해서 연극적 효과가 환기되는 시공간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감상자의 체험을 극대화시킨다. 초기 작업에 사용한 센서는 동

작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작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가속도센서-중력작용, 자이로센

서-근거리조사, 모션센서 – 움직임 감지, 변위센서 – 물체 움직임, 

31) 스티븐 스트로가츠, 『동시성의 과학 싱크』,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05,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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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센서 – 압력 감지, 토크센서 – 모터 회전, 유량센서 – 수압을 파

악, 근접센서 – 물체이동 감지, 중력센서 – 물체의 관성 인식, 이미

지센서 – 포토센서 등 더욱 민감한 반응과 정확한 반응을 감지하는 

센서가 다양한 작품에 적용되었다. 이렇듯 연구자의 작업에 선택된 

전기장치들은 인지부조화 현상을 설명하고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의미의 확장을 매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관객은 작품 앞에 서서 단지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주관적 경험에 따른 전형화된 감상과 해석에 머물지 않게 된

다. 오히려 작품의 일부로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일종

의 심리적 동일성을 능동적으로 체험한다. 여기서 현대미술의 중요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관객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참여가 적극적

으로 요청되기에 관객은 기존의 미술관 전시실이나 상업 갤러리의 

전시 공간에서 작가의 작업 의도에 주목하는 감상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유발하는 작품 앞에서 

관객은 일상적으로 익숙했던 공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자연

스럽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공간을 경험하는 타인들의 행위

에 공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의 작품 감상과 해석은 단순히 일방적인 미적 체험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각, 인식, 사유 등에 따른 상호적 소통

을 추구한다. 소통과 공감을 경험하는 감상자는 수동적인 시각적 관

찰자의 태도를 넘어선다. 즉 감상자는 관객이자 동시에 미술의 참여

자로서 공감적 체험의 주체이다.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불가피하게 작가와 감상자 각자의 관심

과 취향에 따라 사고체계의 틈새가 발생한다. 이러한 틈새를 무시하

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작품에 나타난 공감기제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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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개념이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인 “심안”이다. 심안 개념과 

관련하여, 인간의 선택에 대한 행위기제인 "스키마(Schema)"32)

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선택에서 과거의 경험과 선험

적 지식이 사고를 전적으로 지배하게 될 경우 선입견이나 고정관

념이 형성된다. 미술의 감상과 해석 또한 선택에 따른 선입견이

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은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유의 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

시하고자 시도해왔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은 창작과정에서 사물과 

사건에 대해 관성적인 시지각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실험적이고 전

위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것은 일찍이 마르셀 뒤샹이 일상적 사

물에 대한 기존 체제의 전복을 꾀했던 태도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33) 본 연구자는 특히 작품 <레테, Lethe>를 통해 제시했듯이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시지각적 이중성의 관점에서 조

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2) “스키마(Schema)”는 새로운 경험을 내면화하고 이해하는 일종의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스위스 심리학자 쟝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는 스키마를 통
해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떠한 상태에서 고착화되는지를 분
석하였다.    

33)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옮김, 서울: 예경, 1997,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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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시간안치소, Time Morgu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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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시간 안치소, Time Morgue>/ 부분 사진, 2004

  연구자의 또 다른 작품 <시간 안치소, Time Morgue>(작품 4)에서

는 작품 주변과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 원통형 거울의 구조물이 사

용되었다. 관객이 자신의 모습과 작품 내부를 살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볼 때,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 이면으로 수많은 이미지

들이 무작위로 혹은 전체적으로 동시에 점멸한다. 선택된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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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의 유학시절에 타자의 입장이 되어본 상황의 반영들이다.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경계에 머물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가 일

상의 경험을 전혀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알 수 없는 모호한 시선

들과 타인의 경험을 통한 간접적 정보의 습득은 익숙했던 일상의 

삶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낳았다. 낯선 땅에서 일어난 많은 실수들

은 새로운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

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의식하지 못 할 정도로 내면으로 침잠되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강렬히 부각되고 영향을 미치곤 했다. 이는 

프로이드가 언급한 기억과 무의식의 트라우마처럼 반복해서 나타났

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주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미

술사학자 할 포스터는 “모든 초현실주의의 실천은 트라우마를 통

제하기 위해, 불안을 미학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언캐니한 것을 

경이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도된 수많은 강박적인 반복이

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작품 <The Enigma of a Day>(도판 2)을 한 예로 들고 있

다.34) 데 키리코는 화면을 건축적인 공간에 투사된 자신의 모습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미지들로 묘사했다. 여기서 비연관성을 

가진 대상들은 주관적 조합을 통해 구성된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에

서 보이는 거울에 반사된 관객 자신의 모습과 그 속에 숨겨져 보이

지 않던 이미지들이 불규칙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타자화되는 과정

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34)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옮김, 아트북스, 2005.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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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2. 조르조 데 키리코, 

        <The Enigma of a Day>, 1914

   

  연구자 작품에서 신원불명자의 시체를 안치하는 장소를 뜻하는 

‘Morgue’는 현실 순응의 자기합리화로 파편화되어 침잠된 기억의 

안치소를 은유적으로 상징한다. 45cm 이내의 거리에 관객이 다가가

면 센서(라이트)가 작동한다. 이로 인해 반사된 자신의 모습 밑으로 

점멸하며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 연상되는 불쾌한 

기억의 잔상들이다. 작품 앞에서 관객은 어쩔 수 없이 비춰진 자신

의 모습을 먼저 대면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감춰진 사적 기억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선택된 이미지들은 타자의 입장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에서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일상의 경험이 전혀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자신만의 기

억과 감정을 끌어내 관객과의 심리적 동일성을 형성하게 하는 작품

의 예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1957-1996)

의 설치작업을 들 수 있다. 곤잘레서-토레스는 성적 소수자로서 느

껴야 했던 삶의 시선을 작업을 통해 나타낸다.(도판 3) 시계,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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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전구, 인쇄물, 텍스트 등과 같이 전통적인 미술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재료를 작업에 원용함으로써 일상의 사소한 경험을 환기

시킨다.35) 작품 제목을 ‘무제(Untitled)’로 한 이유도 관객이 작품

과 관계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질문하고 대답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도판 4) 이와 같이 작품 제목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작업 태도에서도 작품의 의미를 규정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성해 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곤잘레스-토레스는 끝이 없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면서 

삶의 덧없음, 소멸, 사회에 대한 불편한 시선, 소통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이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그것의 의미를 관객과 함

께 사유하고자 한다. 이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나 경계에서 형

성되는 주체의 의미를 확인하는 행위인 것이다.(도판 5, 6) 여기

서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대화가 교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나아가 은유적 공감의 분위기가 환기된다.36) 이런 점에서 곤잘레

스-토레스의 작품은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면서 “관계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는 니꼴라 부리요의 언급, 즉 “작품은 이제 경험해야 

할 지속적인 시간으로서 제한없는 대화를 위한 통로가 드러난

다”37)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

가 곤잘레스-토레스의 작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감상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작품에서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은유와 상호주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기

제로서의 심안 과정의 중요한 계기적 요소이다.

35) <Felix Gonzalez-Torres, Double> 플라토 미술관 도록, 2012.
36) 리사 필립스, 『현대미술과 문화 1950-2000』, 송미숙 옮김, 지안출판사, 

2008. pp.486-488.

37) 니꼴라 부리요, 『관계의 미학』, 현지연 역, 미진사, 201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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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Untitled – Perfect lovers>, 1991  
                   

           

             

             

            

도판 4.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Untitled – North>,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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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Untitled – Placebo>, 1991

도판 6.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Untitled – Rossmor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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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 해석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과는 다른 방

식과 접근이 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미술은 새로

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며 의미의 확장을 추구

하였다. 현대미술이 주목하는 상호작용성은 새로운 의미의 확장

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감상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능동

적인 감상 태도는 해석의 확장뿐만 아니라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서 

상호 공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거울 뉴런

(Mirror Neurons)”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경심리학

적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인간은 본유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

을 자신의 사고방식과 동일시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

다.38) 즉, 상대방의 모습이나 표정, 행동을 따라 하며, 이와 더불어 

감정 반응까지 일으키는 신경세포가 인간의 뇌에 있다는 것이 입증

된 것이다. 이러한 거울 뉴런 이론은 현대사회의 인간의 소통방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거울 뉴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방행위보다는 쌍방

향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험행위가 부각

된다. 현대미술 또한 참여와 체험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룬다. 

감상자는 소통의 과정에서 작가에 의해 규정되고 확정된 의미보다

38) 이탈리아 신경심리학자 쟈코모 리촐라티(Giacomo Rizzolatti)는 원숭이에게 다
양한 동작을 실행시켜보면서 원숭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뇌의 뉴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나 주위에 있는 사
람의 행동을 단지 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뉴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리촐라티는 이것을 거울 신경 세포
라고 지칭하였다. (존 메디나, 『브레인 룰스』, 서영조 옮김, 프런티어, 2009,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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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 해석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달리 말해,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해석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작품의 완성도나 의미의 확정성을 벗어나 지속적으

로 새로운 의미를 탐구해야 할 필연성이 요청된다.39)

작품 6  <시간의 잡음, Noise of Time>, 2006 

39) 마이클 아처, 앞의 책,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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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의한 현대미술의 특징적인 측면은 본 연구자의 작

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연구자는 재료의 선택과 작업 

방식에 조형적 전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러한 모색의 결

과로 개인의 관심에 초점을 둔 주관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편

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종교적 문제, 사회적 이슈, 대중의 공감방

식 등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연구자 작품의 예로 <시간의 잡음, 

Noise of Time>(작품 6)을 들 수 있다. 103개의 투명한 비닐 주머니

와 견고한 알루미늄 액자 형태의 박스 그리고 그 안에 설치된 모니

터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질성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에 나

타난 개인의 심리적 균열을 은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로가 공유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시와 동참을 강요하는 분위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적인 분

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고유한 주장이나 개성적 

표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비닐주머니들 안에 담겨있는 공기는 타인들의 숨을 담은 것이

다. 그것들 사이에 홀로 머물러 있고, 모니터 안에서 전파가 잡히

지 않는 상태로 인해 노이즈가 발생하는 화면은 나와 타자 사이

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투명한 비닐 주머니 

안에 가득 차 있는 보이지 않는 호흡은 타인들이 알아차리기 힘

든 시선에 대한 조형적 상징이다. 그 틈 사이에 설치된 화면 속 

잡음은 침묵이나 방관 그리고 시선으로 왜곡된 현실을 반성하면

서 자아를 치유하고자 갈등하는 내면의 모습이다. 또한 작품에 

사용된 103개의 비닐주머니는 성서의 시편 103편에 대한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시편 103편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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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기호이며 동시에 그 내용과 관련된 치유를 함축하고 있

다. 본 연구자가 작업 과정에서 의도한 바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연구자의 의도는 감상자에게 충분히 열려 있다. 감상자가 작품에 

내재된 은유적 표현을 유추하는 것과 적극적인 주관적 사유의  개

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잡음, Noise of Time>은 상호 능

동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의적 해석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또 

다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작품이

다. 



- 44 -

작품 7  <보호색, Protective coloring>, 2009

  현대미술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재료 및 방법의 변화에서 주

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통적인 매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탐구이다. 둘째로 미술 대상을 지각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셋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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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제작과 인식의 물질적 기반의 문제이다.40)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활용된 것과는 다른 새로

운 재료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결과 선택된 것 중

의 하나가 시온안료이다. 시온안료는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안료이다. 시온안료를 적용한 작품의 예는 <보호색, Protective 

coloring>(작품 7)이다. 작품이 설치된 공간의 주변 온도가 상승

하여 따뜻해지면 사진의 화면에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색이 사

라지면서 흑백으로 변하게 된다. 즉 이 작품은 환경의 변화를 감

지하고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

서 <보호색, Protective coloring>은 시간의 가변성과 불가역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코멕 메카시(Cormac Mccarthy)의 소설 『카운슬러』에서 나오는 

대사, 즉 “냉혹한 현실엔 색이 없다”41)에 대한 조형적 상응물이

기도 하다.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상이 오히려 세상에 대한 보호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일상의 관계 맺음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 어떤 목적에 따라 그 작용과 역할이 변화되어 점차 일률적이

고 몰개성적으로 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실시간적 은유인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관객은 작품 앞에서 감상하는 동안에 이를 알아

차리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나아가 그 변화 과정의 일부만 볼 뿐, 변화 자체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실들과 수많은 현상들

에 쉽게 휘말리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잊어버리곤 한다. 눈

40) 할 포스터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
즘』, 배수희·신정훈 옮김, 세미콜론, 2007, p. 624.

41) 코멕 메카시, 『카운슬러』, 김시현 옮김, 민음사, 2013.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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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보이는 것 너머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보호색에 대한 기억이자 향수이다.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에서 

환경의 변화가 인지되고, 센서에 의한 열기구의 인위적 작동이 

아닌 주변 온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이다.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프로세스에 의거하지 않고 우연의 흐름에 맡기는 과정

은 잊어버린 자신의 보호색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점

에서 작업에 나타난 과정은 인식적 강요가 아니라 권유의 의미를 

지시하고 있다.

작품 8  <피노키오 콤플렉스, Pinocchio Complex>,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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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존감은 획일화된 질서와 집단의식의 과

정에서 결핍되거나 은폐된다. 그 결과 자존감은 소외의 양상으로 치

닿게 된다. <피노키오 콤플렉스, Pinocchio Complex>(작품 8)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조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임계거

리에 들어서기 전에는 하나의 붉은 색 두상과 많은 하얀 두상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형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관객이 임계거리에 들

어서는 순간에 붉은 두상은 급격하게 하얗게 변하면서 하얀 두상들

의 집합체의 일부가 된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자

신의 불완전함이나 어떤 결핍을 의식하면서 다수의 익명성에 안주

하고자 한다. 즉,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

을 억제하고 익명성의 안전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본래

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들 또한 있다. 관객이 작품의 뒤로 

물러서 임계거리에서 멀어지면 두상은 다시 본래의 색을 회복한다. 

이렇듯 임계거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붉은 색 두상의 변화 모습은 

개인의 자존감, 소외, 익명성 등에 대한 교차적이고 순환적인 양상

을 보여준다. 

  현대미술은 이와 같은 양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한다. 이러

한 재현과 관련된 한 작가의 예로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를 들 수 있다. 엘리아슨의 작업에서 특히 신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동조현상을 읽어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대지미술의 스케일과 자연현상의 효과를 미술관 공간에 인공적으

로 설치하여 유사 환경을 재현한다.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이

를 통해 관객은 새로운 리얼리티를 경험한다. 관객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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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했던 환경을 작품에서 낯설게 재인식한다. 그리하여 전시 공

간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자

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엘리아슨의 <Green River>(도판 7)는 환경

에 무해한 녹색 염료를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강의 상류에 풀어 놓

음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과정을 선보이

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일반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경험하

는 것이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42)

  이처럼 엘리아슨의 작업은 주어진 공간에 안개, 빛, 습도, 그림

자, 바람 등의 자연 현상과 이 현상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과학

적 현상들을 끌어들이면서 관객이 그 공간을 몸의 지각으로 느끼

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업에서 조형적으

로 완결된 오브제의 구성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

에 잠재된 근원적인 자연에 대한 경험의 감성을 유도하는 체험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엘리아슨의 작업

은 타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나 자

신의 마음도 타인에게 전달해 주는 교감과 동조의 환경을 조성하

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전시된 <The Weather 

Project>(도판 8)는 높이 35m의 거대한 홀에서 천장과 벽을 거

울로 덮고 그 위에 200여개의 전구가 설치된 작품이다. 지름 

15m의 불투명한 플라스틱 반구를 부착하고, 홀 윗부분에 안개를 

42) 정연심,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설치작품에 나타난 유사자연의 
세계」, 『미술사연구 』제24호, 2010,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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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채운 후 일정한 간격으로 투입함으로써 빛을 지속적

으로 미세하게 굴절시켜 각 대상들 사이의 거리감을 모호하게 만

든 작업이다. 거울은 거대한 반구를 완벽한 원형으로 보이게 하

여 공간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관객들 자신 혹은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의 행동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전구의 빛이 주는 

따스하고 안정적인 색감과 안개로 인한 모호한 거리감은 관객을 

자연스럽게 개방된 공감의 분위기로 인도한다. 관객은 희미하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시야가 다소 모호해진 넓은 장소에서 드러눕

거나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할 수 있다. 

또한 조용히 춤을 추거나 거울에 비춰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대

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도판 9) 관객들은 일반적으

로 미술관에서 행해지는 감상적 태도, 즉 지적이며 엄숙한 감상

의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만나게 된다. 관객

은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작품이 환기하는 분위기를 공유한다. 

여기서는 굳이 작품을 지성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연성이 사라진

다. 그저 몸으로 느끼는 감상, 달리 말해 체화된 감상만으로도 충

분한 것이다. 엘리아슨의 <The Weather Project>은 전통적인 의미의 

‘작품’이 아니라 감상자와 함께 구성하는 ‘작업’이다. ‘작품’

이 아닌 ‘작업’으로서의 공간이 창출되고, 자유로운 시선으로 참

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장소로 변용이 되는 것이다.43)  

   엘리아슨의 <Your blind passengers>44)(도판 10)은 덴마크 

43) "Public Spectacle: Mark Godfrey and Rosie Bennett talk to Brian 
O'Doherty", Frieze, issue 80, Jan./Feb. 2004, p. 56.

44) 이 작업은 아르켄 현대미술관의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엘리아슨은 유토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 유토피아는 한 순간
과 그 다음 순간의 사이인 지금 현재와 직결된 것이다. 그것은 곧 현실로 전환
되고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가까운 것과 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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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르켄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이다.  

<Your blind passengers>는 총 90미터 길이의 붉은 빛으로 채워

진 터널로 이루어진 설치작업인데, 터널 내부는 짙은 안개로 가

득 차 있어 근처 사람의 실루엣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관

객들은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시각뿐만이 아니라 촉각, 청각 등과 같은 다른 감각을 필요

로 한다. 그 결과 먼 곳이 아닌 바로 앞, 그리고 그 순간의 현재

에 집중하게 되고, 방향을 잡기 위해 근처에 있을 법한 타인의 

존재를 더욱 찾게 된다. 이를 통해 나와 타인의 실제적 거리감은 

점차로 좁혀진다. 터널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안개, 따스한 느낌의 

빛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몸으로 지각

하는 것은 심리적이며 육체적인 감성을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감상자와 작품의 대면이라는 일반적 감상과정을 

넘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감상자와의 심리적 인지 상태를 공감

의 차원으로 이끌어낸다. 이러한 공감의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공동

체적 체험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45) 엘리아슨은 예술, 관

계, 사회, 자연, 소통 등과 관련된 물음을 자신의 조형적 작업을 통

해 던지고 있다. 그리고 관객은 ‘작품’이 아닌 ‘작업’에 능동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작가가 던진 물음에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답하

고 있다. 

이라는 개념들이 공중에 던져져 다시 정의되는 열려 있는 장이다. 우리의 방향 
감각은 불완전한 것이며, 우리가 처한 집단적, 개인적 공간의 좌표는 재조정되
어야 한다. 가변성과 유동성이야말로 유토피아의 핵심이다.” (Din blinde 
passager - Arken museum from Studio Olafur Eliasson on Vimeo. 
http://vimeo.com/17988510)

45) 이지은, 「올라푸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을 통해 보는 미술의 집단
적 체험과 공동체적 소통의 가능성」,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1권』, 2009,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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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올라퍼 엘리아슨, <Green River>, 2000 

도판 8.  올라퍼 엘리아슨, <The Weather Project>, 2003



- 52 -

도판 9.  올라퍼 엘리아슨, <The Weather Project> 확대사진, 2003

도판 10. 올라퍼 엘리아슨, <Your Blind Passenger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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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신드롬, Syndrome>, 2013

 작품 10  <신드롬, Syndrome> (작품의 표면 변화 사진),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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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무관심, 익명성, 책임감의 분산 

등은 문제가 되고 있다. <신드롬, Syndrome>(작품 9)은 사람과 

사람 사이(人-間)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관객과 작품 사

이의 관계, 작품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동조현상과 관련하여 표

현한 작품이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을 회피하며 신고나 해결

방안이 지연된다는 현상을 뜻하는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 방관자 효과)”46)은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 <신드

롬, Syndrome>이다. 주어진 전시 환경에 따라, 햇빛과 조명, 관객들

의 체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시 공간의 온도가 상승하면 군상 중 

하나의 피부가 주변에 모습과 다르게 서서히 변색된다. 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하는 시간 동안 얼굴과 손, 즉 드러난 피부 부분이 원래

의 색을 상실하고, 또한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본연의 색을 찾게 된

다. 본연의 색을 회복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제노비스 신드롬을 일

시적으로 벗어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달리 말해, 다수에 

휩쓸리기 보다는 자신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자 하는 인간의 

일시적 몸부림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온도, 즉 환경이 변화된다

는 점을 조형적으로 적용한 <신드롬, Syndrome>은 작품의 의미에 

대한 관객의 자유롭고 다양한 해석을 제약없이 허용하고 있다.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자신의 경험에 맞춰 주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보편적 현상이라고 규정될 경우

에도 개인의 경험은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과 밀접히 연관될 수밖

에 없다. 그러기에 보편적 행위에 앞서 개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경험과 시

46) 로렌 슬레이터, 앞의 책,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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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른 변용으로 인해 다른 시선과 판단이 형성될 수 

있다.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과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얼

핏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 또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이렇듯 

이성과 감성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어떤 경계가 존재한다. 

  주관적인 감상은 이중적이다. 주관성은 습관적으로 내재된 관

성적 사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해석

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단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주관성으로 인해 인간의 사유와 행위는 단정적으로 규정될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논리화될 수도 없다. 사유와 행위는 지속

적으로 확장되고, 여기서 인간 본연의 순수성이 감지된다. 현대미

술은 이렇듯 이러한 순수성을 통합적 감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독일 작가 볼프강 라입(Wolfgang Laib)은 이러한 관점에서 실

용적인 것, 규제적인 것, 논리적인 것 등을 배제하면서 인간 정신 

본연의 순수성이 그대로 집약된 작업을 해왔다. 그의 작업은 농

부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진행된

다. 계절에 따라 채집하는 재료의 종류가 다르고 적절한 날씨와 

수확시기를 기다린다. 해가 뜨면 들에 나갔다가, 해가 지면 수확물

과 함께 되돌아오는 성실함으로 작업을 한다(도판 11). 라입은 자연

환경에서 마치 수행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노동을 통해 꽃가루를 

채집한다. 이렇게 얻어진 재료들은 자연의 순환 체계와 자연에 내재

한 영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화학물질도 

첨가하지 않고 작가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섬세하면서도 미묘한 

생태 작품이 된다. 채집된 다양한 꽃가루들은 작은 체에 걸러지면서 

미세한 동질크기의 가루가 되어 쌓이고, 밀랍들은 배, 통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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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되고 쌀은 아주 자그마한 더미들이 된다. 전시가 끝나면 재료

들은 원래 있던 곳, 즉 작은 병, 포대, 나무 상자 속으로 돌아간다. 

이 모든 작업 과정에서 라입은 자연의 리듬과 변화를 존중하고 자

연(재료)의 변화에 순응하고 재료 자체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인

정하고 있다. 볼프강 라입의 작업에서는 재료가 곧 주제가 된다. 이

러한 그의 작업에서 시각적 구조가 은유적 효과에 가까운 해석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7) 

도판 11. 볼프강 라입, < Pollen >, 1992

47) 『Wolfgang Laib : passageway-overgoing』, 국립현대미술관 도록, 2003.



- 57 -

작품 11  <완전한 불완전한>, 2014

  본 연구자는 특히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는 한 방식으로 문학의 

은유적 표현을 선택하였다. 사랑의 양면성을 내밀한 은유적 시선

으로 표현한 밀란 쿤데라는 『우스운 사랑들』에서 보편적 감정

이자 특수한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랑을 진지함과 가벼움

의 교차성 속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아무리 이런 모습이라 해도 내 젊음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이 남자의 기억 속에 계속 살고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건 아

닐 거야."48) 

  누구나 사랑에 대해 내밀하고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것

은 대체로 지극히 주관적인 비현실적인 상상을 수반한다. 본 연

48) 밀란 쿤데라, 『우스운 사랑들』, 방미경 옮김, 민음사, 2013.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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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작업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보편적 의미가 현실적인 사실

성을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고유한 특별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왔다.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 작품이 <완전한 불완전한>(작품 11)이다. 이 작품은  

36°C에서만 ‘사랑해’란 단어의 색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온도

가 내려갈수록 그 모습을 감추며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사람의 일

반적인 체온에 해당하는 36°C는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비유이다. 

작품에서 감정을 숨긴 냉정함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사랑해’라는 

단어와 인간의 순수한 열정을 의미하는 36°C의 물질적 성질이 작

품 속에서 각각 개별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서로 통합되기도 하면서 

흩어지기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전체와 부분이 서로 상호 보완하

는 구조의 차원에서 작품의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된다. 

  본 연구자의 이러한 작업과 관련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작가

의 예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모비치는 2010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퍼

포먼스 작업 <The Artist is Present>(도판 12)을 선보였다.49) 이 작

업은 행위예술이 갖는 일회성으로 인해 작품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사랑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가 자신

과 관객 두 사람이 책상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의자에 앉아 서로가 

말없이 1분 동안 침묵 속에 바라본다. 마주앉은 사람은 어떠한 말이

나 동작을 할 수 없으며,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이 퍼포먼

스 작업의 규칙이다. (전시 기간 동안에 이러한 규칙이 깨진 유일한 

경우가 발생했다. 옛 연인이자 10년간 행위예술을 함께해왔던 울레

이(Ulay)가 등장하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작업의 규칙을 위반하

49) http://marinafilm.com/view-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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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기까지 한다.) 아브라모비치의 퍼포

먼스에 참여한 관객들은 다양한 공감의 방식으로 사랑에 대한 의미

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판 12.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The Artist is Present>, 2010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한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

해 볼 수 있는 심리학 이론의 한 예로 인간의 추리 본능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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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인이론(歸因理論)을 들 수 있다. 귀인이론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가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났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정서적 의미가 변화한다. 이러한 귀인 현

상적 추론 태도를 미술작품의 감상과 해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상자는 결과물인 작품에서 그 원인, 즉 동기를 찾는

다. 감상자는 연구자의 작품 <완전한 불완전한>에서 보이는 ‘사랑

해’라는 단어 앞에서 수많은 원인과 동기를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내면에 숨겨진 감성은 다중적이기에 

상황에 따라 드러냄과 사라짐의 반복 과정을 가진다. 감상자는 작품

에서 작가의 의도와 그 동기를 찾고자 한다. 또한 작가에 의해 제작

된 작품은 감상자에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달리 말해 표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점에서 작가는 감상

자에게 결과로서의 작품을 내어 놓기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고 

상호작용의 순환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안적 과정이 형성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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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의지가지없이>, 2014

  본 연구자는 <의지가지없이>(작품 12)의 작업과정을 통해 시각적

인 체험이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를 실험하였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르면서 주변의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과녁의 

경계가 사라지며 자신의 색깔을 잃거나, 다시 경계가 생기면서 색을 

되찾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반복적인 효과를 통해, 

감상자는 지각적인 차원에서 그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

서 시각화될 수 없는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사이에 불일치나 비일

관성으로 인해 인지부조화가 생겨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인지부조

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인간이 자기합리화의 함정에 빠

지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과녁은 일상에서 목격되는 보편적 

목표이자 기준을 지시한다. 작품에서 내부 경계의 색이 변하면서 사

라지고 되살아나는 일련의 반복되는 모습은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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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편향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일상에서 발견되는 착시

(Optical Illusion)현상을 작품에 활용하고 있는 작가의 예로 아르

헨티나 출신의 작가 레안드로 에를리치(Leandro Erlich)을 들 수 

있다. 그는 어떤 대상 혹은 상황을 체험하며 지각(知覺)하는 과

정에 발생하는 인식의 혼란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에

를리치는 인간의 시각적 체험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시각적 착각을 이용해 풀어낸다. 일상에서 경험으로 익숙

해진 사실이 주관적 관념의 허상 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하는 인간 내면의 모순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작품에 표현하

고 있는 것이다.

  에를리치의 작품 <The Swimming Pool>(도판 13)50)은 순간적으로 

균형 또는 공간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지각의 부조화적인 조

합을 통해 감상자에게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게 한다. 지각은 직·간

접적으로 경험한 정보의 축적에 따른 지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각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고착된 관념으로 사물을 바라보

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에를리치의 작업은 우리가 보고 있

다고 믿는 사실이 실제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상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듯 보이는 작품 

<Bâtiment>(도판 14)는 4층 높이의 건물 표면을 1:1 스케일로 제작된 

빌딩 파사드 모형을 바닥에 눕혀 놓고 45도 각도로 대형 거울을 설

치한 작업이다.51) 관객은 인지부조화적 환경을 유발하는 이 작품 앞

50) http://momaps1.org/exhibitions/view/207

51) http://www.skny.com/artists/leandro-erlich/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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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이 믿었던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

간 당황하게 된다. 또한 4개의 닫힌 문틈으로 밝은 빛이 새어 들어

오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The Doors>(도판 15)는 무엇이 진실이

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무엇이 현실이며 가상인지에 대해 고민

하는 작가의 근본적인 물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른 공간으

로의 이동을 기대하며 관객이 문을 여는 순간 빛은 사라지고 여전

히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이는 작가에게 일종의 궁극에 도

달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은유이다. 감상자가 문을 여는 순

간 빛과 같이 기대가 사라지고 결국 이전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곳에 서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작품에서의 ‘문’은 여닫는 행위 그 

이상의 기능도 없으며 의미 또한 가지지 않는다.”52) 

  에를리치의 작품 <Port of Reflections>(도판 16)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박스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되었다. 이 작품은 항구에 정박된 선박들과 가로등, 그리고 이를 반

영한 물그림자를 표현한 설치 작품이다. 여기서 관객은 시지각적 착

시를 일으키는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수동적 감상자에서 새로운 의미를 모색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감상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에를리치의 작업은 일상적인 

익숙한 소재에 시각적인 자극의 속임수를 조형적으로 개입시켜 관

객들이 그 착시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작업은 어렵고 

복잡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과학 상식인 중력, 거울의 반사, 반사의 각도, 유리의 잔상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순간적인 상황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실내, 건물외벽, 수영장 등과 

52) <Leandro Erlich : Inexistence>, 송은 아트 스페이스, 2013. 전시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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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상에서 익숙한 건축 구조를 차용했기 때문에 관객은 시지각

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작품의 프로세스가 

연상될 정도로53), 예측 가능한 착각의 과정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

게 한다. 착각에 다른 지각의 변화 과정에서 관객은 일상적으로 보

거나 보여지는 경험의 순간과는 구분되는 미묘하고 낯선 감정을 통

해 허구와 실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틈새를 확인할 수 있다. 에를

리치의 작업은 작품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참여

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관객의 능동적인 시각적 경험이 수반되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와 목적은 실현되지 못한다. ‘본다’는 시각적 

체험을 넘어서 전체의 공간을 체험하고 감상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기존의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으

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즉,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공감으로 연결되

고 종합되는 심안 과정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심안 과정에 다

른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현대미술의 능동적인 소통방식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3) <한진해운 박스 프로젝트: 레안드로 에를리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
서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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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레안드로 에를리치, <The Swimming Pool>. 2004

도판 14. 레안드로 에를리치, <Bâtime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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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레안드로 에를리치, <The Doors>, 2004

도판 16. 레안드로 에를리치, <Port of Reflection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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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술에 대한 감상자의 경험은 보는 행위로 그치지 않고 

보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보는 행위(Looking)의 가

치는 단지 보는 행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함(Making 

us look)으로써 생각의 개입을 매개(媒介)해 낸다는 데에 있다

.”54) 현대미술에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작가의 

입장과 본다는 행위를 바탕으로 자의적 주관을 개입하여 작품의 

해석의 확장을 도모하는 감상자의 태도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재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작품의 의미는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바탕을 둔 공감기제로서의 심안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안 과정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자는 어떤 대상 혹은 

상황을 체험하며 지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전환을 조

형적으로 표현해왔다. 최근의 작업에서 연구자는 초기 장치-설치

과정에 의한 연출보다는 작품 내의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서 생성되는 새로운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특

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물/재료/구조들 안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던 것이다. 연구자는 작업 과정에서 작품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었다. 예컨

대 대상(작품)과 대상을 둘러싼 외부세계를 온도변화라는 연결고

리를 통해 조형적 가역성(可逆性)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자

는 작업에서 주체(내부)와 타자(외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종의 균형은 ‘구분짓기’나 ‘구별하기’와 같은 인위적 행위들을 비

워낸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연구자의 작업은 시간 편차에 따라 나타난 현상, 즉 작품이 

54) 심상용, 『현대미술의 욕망과 상실』, 현대미학사, 1999,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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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순응하여 변화(변색)하는 과정에서 드

러나는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들의 드러남에 중점을 두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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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기제로서의 “심안”개념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관계 맺기를 통해 서

로의 자아를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있다.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

(Joseph Luft)와 해리 잉햄(Harry Ingham)이 개발한 심리학적 방

법론인 “조하리의 창”55)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

아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통의 주체가 되는 

자아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열린 자아'와 나는 모르고 남은 아

는 '눈먼 자아'로 구별된다. 그리고 나는 알지만 남에게 드러내지 

않아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자아', 나도 남도 모르는 무의식 속

에 묻혀 있어 인식하기 어렵고 소통현장에서도 벗어나 있는 '미

지의 자아'가 있다. 인간은 저마다 억압된 경험과 방어기제를 갖

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눈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신

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눈먼 자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눈

먼 자아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

서 눈먼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방

법 중의 하나는 타인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즉 타인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

이 몰랐거나 부인했던 자아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숨겨진 자아를 스스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열린 자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숨겨진 자아

55) ‘조하리의 창’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Open window), 둘째로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
(hidden window), 셋째로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blind 
window), 넷째로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unknown window)이다.
(김영욱,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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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눈먼 자아를 타인의 피드백

을 통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자신 안에 웅

크리고 있던 자아를 열린 자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은 감상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아인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작품은 언어의 논리적 표

현 범위를 넘어서는 비언어적 공감기제를 지니고 있다. 작품은 작가

의 체화된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경험은 사실 지

극히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상자의 주관적 입장

에 따라 작품에 대한 다의적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여기

에서 작품의 감상과 해석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품의 비언어성으로 인해 다의적인 접근이 얼마든지 

허용된다. 이러한 접근 양상은 현대미술에서 인지부조화적 요소를 

가진 공감 기제로서의 해석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멍청히, 먹먹하게, 오롯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주위에서 목격하는 경우는 흔치않지만 만약에 이 상황을 추론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무엇에 대해 크게 집중하며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공감이라 부른다.’56)  

  공감의 의미는 우연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다양한 

맥락에서 교류하는 과장에서 획득된다. 또한 방대한 정보들과 그

에 따른 경험을 공유하며, 타인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소

통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창작물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동시에 감상자와의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적 

56) 주상민, 「작가노트」, 『주상민 개인전 : 시간의 두께』, 서울 : 관훈갤러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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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작품 13  <쟈메뷰- Jamais vu>,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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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메뷰(Jamais Vu)>(작품 13)는 본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을 

감상자와의 상호 공감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

다. 이 작품은 관객이 설정된 거리에 접근했을 때,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해제되고 새들의 이미지 형상들이 진동으로 인해 떨리면

서 잔상을 남기게 된다. 쟈메뷰는 미시감(未視感)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미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것

처럼 느끼는 기억의 착각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처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이미 과거에 체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데자뷰(deja vu) 현

상의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

만 각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연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

된다. 

  <쟈메뷰(Jamais Vu)> 작품의 사진 이미지는 가족들과 바닷가

에 갔을 때 촬영했던 장면을 보여준다. 어느 화창한 날에 아이들

과 아내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평화롭고 따뜻해서 

그 광경을 촬영하였는데, 문득 그 따뜻한 색감이 느껴지지 않으

면서 멀어져 보이는 순간에 대한 기억을 표현한 것이다. 누구나 

익숙했던 대상들을 바라보거나 친숙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 문득 

낯설게 보이는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

하며 일정한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상

상을 뛰어 넘는 강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삶의 태

도나 사고의 체계를 수정하지는 않는다. 흐리게 처리된 흑백 사

진과 일부 뚜렷한 새들의 이미지들의 정지 상태는 그 광경에 대

한 남겨진 기억의 형태에 대한 일종의 조형적 지표이다. 또한 모

든 것이 낯설어 보이는 순간 강렬하게 각인된 대상에 대한 기억

의 잔상에 대한 은유적 상징이다. 이 정지 상태를 흩뜨리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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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의 센서의 작동은 잊혀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물

리적 자극이며 변화를 모색하는 신호이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몽환적으로 바라보는, 당연

시 여겨왔던 늘 익숙한 관성적 습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그리

고 이 작품 앞에 서 있는 감상자에게 기억에 대한 공감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

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로저스

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로 다음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상대의 생각, 감정, 경험에 대해 타자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하며 

내면세계를 정확하게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둘째, 자신의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진실성 

및 일관성(genuineness & congruence), 그리고 셋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unconditioned positive regard)이다.”57) 

  공감은 거창하고 대단한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

장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얼마든

지 생겨난다. 예컨대,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곤잘레스-토

레스의 작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곤잘레스-토레스의 작품 앞

에서 감상자는 에이즈, 동성애 등의 문제가 한 개인의 특별하고 

특수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과 체

험의 문제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57) 칼 로저스,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 오제은 옮김, 학지사, 2007,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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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양식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

고, 또한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존재이다. 이렇듯 익숙한 방

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황을 낯설게 느끼고 혼란한 상태에 빠

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상태를 자율적인 조화의 상태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공감은 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타자와의 지속적이며 심리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교

감 속에서 소통할 때 비로소 공감이 가능하다. “인간은 상호 소통 

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 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다.”58) 현대사회에서 타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구 지성사에서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예컨

대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요한 호이징거는 ‘놀

이하는 존재’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하는 존재’로, 한나 아

렌트는 ‘소통하는 존재’로, 제러미 리프킨은 인간을 ‘공감하는 존

재(Homo empathicus)’로 정의하였다.59) 본 연구자의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온 심안 개념은 공감기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제러미 리프킨의 정의는 주목할 만하다. 제러미 리프킨은 

“인간은 다른 인간,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공감하는 존재이

며, 이상적인 공감의 시대는 인간이 적대적 경쟁보다는 상호부조

의 유대감을 가장 고차원적 욕구로 지향하는 존재로 공감의 존재

일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한다.60) 

58) 로버트 액설로드, 『협력의 진화』, 이경식 옮김, 시스테마, 2009, pp.155-156.

59) 김호기, 『예술로 만난 사회』, 돌베개, 2014, p.253.

60) 제러미 리프킨는 자신의 저서 『공감의 시대』를 통해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
의 시대는 끝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집
단 지성, 집단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무엇보다 필요
한 조건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한다.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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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술의 주체인 작가와 감상자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모순과 갈등의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부조적인 공감에 바탕을 둔 심안 과정을 체험

하고 새로운 이해의 장을 만들어 간다. 현대미술에 나타난 이러

한 심안 과정은 공감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예술을 통한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옮김, 민음사, 2010, 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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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에서 작품을 둘러싼 감상과 해석은 중

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탈쟝르, 탈물질화, 다원주의, 연극성, 차용 

등을 통해 미술의 개념은 확장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양상이 전개되었다. 본 연구자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전개된 현대미술에서 작가와 감상자를 모두 고려

하면서 작품의 감상과 해석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색해 왔다. 이러한 모색은 특히 본 연

구자의 작업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

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연구자의 작업은 단순히 작가 자신의 조

형성을 내세우기보다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함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자

의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감상과 이해의 과정을 “심안”

이라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현대미술에서 작품 이해의 문제는 작가, 작품, 감상자의 관계를 

상호적이면서도 순환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층적이고 복

잡한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심안”은 작업, 감상, 

해석의 차원에서 현대미술의 아포리아(aporia)를 적절한 방식으

로 규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심안 개념은 작가의 창

작방식과 감상자의 이해는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공감기제에 바탕

을 두고 긴밀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역할이 단순히 작

품 내용을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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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있

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였다. 작가는 작업 과정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고정된 불변의 상수로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다

양하고 열린 변수로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감상자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유추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작품 감상과 해석은 궁극적으

로 작가의 작업과 감상자의 이해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피드백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감이다. 공

감이 결여된다면 작가, 작품 그리고 감상자의 그 모든 연결고리

들은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감기제에 바탕

을 둔 심안은 이러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현대미술에 나타난 심안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인

지부조화 이론과 상호부조론에 주목하였다. 감상자는 작품을 감

상하고 해석하면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식의 혼란을 야기하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혼란, 모순, 갈등 등을 초래하기

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인

지부조화와 관련하여 상호부조론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한 논제

이다.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시지각 구조의 이중성은 공감에 바탕

을 둔 상호부조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공감에 근거를 둔 심안 개념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심안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작업을 예컨대 시적 

은유의 작업 방식, 몸의 지각을 이끌어내는 장치, 공감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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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치작업의 과정, 인식의 오류와 관련된 착시적 구조, 시간의 

편차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설치작업 등과 관련

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작업과 주제적 

맥락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하였

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인지부조화는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부조적 공감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심안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감상

과 해석의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양상을 고찰하였다. 심안은 인지

부조화와 상호부조성의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단순한 감정이

입이 아닌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은 심안을 성찰하는 과정 속

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주제로 삼고 있는 심안은 연구자의 작업 특성과 성

격 그리고 향후 작업의 향방을 상정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개

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감상과 해석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심안 개념을 통해 

현대미술의 난해성과 소통의 문제와 관련된 미술 담론이 더욱 활

성화되고 다양한 논점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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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art history, what differentiates 

post-modernism from modernism is its change in attitude towards 

visual arts. The artist, object-centered approach with emphasis on 

freedom of art that was championed by modernism, lost its vigor 

in the postmodern era. Instead, what matters most in 

postmodernism is the participation from the audience and the 



- 86 -

resulting contextuality in art. Unlike in the past, when the artist’s 

intention was regarded as the crucial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postmodern art opened up the opportunity for viewer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appreciate art in an open and diverse manner. 

Accordingly, the viewers’ subjective and active participation has 

become important. The appreci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 is a 

process of viewers aligning their own views towards the artwork, 

based on various ways of interpretation and analyses, to that of 

the artist. Through this process, the freedom and diversity of 

interpretation has been ensured for the viewers as well as the 

artist. Nevertheless, the process of capturing the essence of art 

remains to be far from easy and therefore, has led to th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art.

The artist expresses their opinions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that is, while working on their artwork with their own 

intuition, imagination and experience. The viewers, on the other 

hand, experience a gap in perception while they attempt to 

interpret an artwork by encountering various errors and problems 

and by solving them in their own ways. Through such steps, 

viewers become capable of voicing a new opinion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and perception. Contemporary art can be 

appreciated via two different viewpoints: the point of the artist 

who creates meaning and through the point of the viewer who 

discovers new meanings from the artwork. Appreciation of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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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work begins from an arbitrary interpretation. After combining 

the elements they perceived from the artwork and pondering on 

the interactive meanings of the elements, viewers make a logical 

and intuitive judgment. This study discusses such process of 

appreciation by using the notion of “shim-an.”

  Shim-an is a concept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interpretation process, starting with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phase of coordination and ending with the teleological conclusion 

towards the artwork. A viewer’s judgment towards a work is 

subjective. However, as various mechanisms of empathy evoke 

through the observation process, such subjectivity is not confined 

only to subjective matters. Such empathy, of course, has 

“distinction” and “difference” as premises. 

For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shim-an, this 

study focuses on Leon Festinger’s “cognitive dissonance theory” 

and the theory of mutual aid suggested by Peter Kropotkin. 

Moreover,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research on the 

applicability of shim-an concept by analyzing this researcher’s 

own works. Through such analyses, this study turns a critical eye 

on the creative process and appreciation in the past and seeks 

potential in new forms of ap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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