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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자가 카푸어의 조각에서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30여년의 작업 기

간 동안 소재나 감상의 맥락에서 인간의 신체를 고려해왔다는 사실이다.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는 신체성(corporeality)이라는 개념

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성은 그의 조각에서 세 가지 방식으

로 드러난다. 첫째로 그의 조각에는 인체의 일부나 기관을 연상시키는 

형태가 자주 등장한다. 70년대 후반의 안료 시리즈부터 2012년 완성되

어 대중 출입이 허용된 <궤도(Orbit)>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작품들은 

인체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추상화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각은 

추상적 요소와 구상적 요소를 공유하면서 인체를 암시할 뿐만이 아니라 

상징성도 내포하는 것들이다. 둘째 그의 조각은 관람 시 인체의 크기를 

고려해 제작함으로써 규모(scale)가 크다. 그는 건축적 규모의 조각에서 

관객의 몸에 의해 발생하는 지각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특

징은 현상학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그의 조각은 관객의 몸을 

거울처럼 비춤으로써 인체가 작품의 일부로 만든다. 관객을 비치게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과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쟈크 라캉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과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카푸어의 작품에서 신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그러

한 관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관객의 “몸”이 조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 

본문의 첫 장은 카푸어의 조각 속에서 신체성이 표현된 양상에 따라 

그의 작품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절에서는 인체의 형상과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닮은 조각을 세 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여 연대기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관객의 참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신체성이 

드러나는 조각을 소개했는데, 관객의 키를 고려해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 관객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재료를 사용한 

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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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은 카푸어에게 있어서 신체성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인체 형태를 닮은 조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주목했다. 그 특징은 “여성성”과 “남성성”, 돌출과 

함몰, 내부와 외부, 있음과 없음 등 인체의 대립되는 특성들이 한 작품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카푸어는 대립항의 가능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양의 이원론적 개념을 

해체하려 시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연구자는 3장의 1절에서 

대립항이 표현되는 방식들을 분석하고, 3장의 2절에서는 작가가 이러한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배경을 살펴보았다. 

4장은 관객의 몸이 카푸어의 조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몇몇 연구가들은 카푸어의 조각을 해석하는데 있어 현상학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언급할 뿐 그의 조각을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1절에서는 건축적 규모의 조각이 몸과 관련된 

사유와 인식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해석했다. 그의 조각이 

만들어내는 체화된 의식(embodied consciousness)의 개념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1945)과 「눈과 정신」(1960)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관객의 몸이 거울처럼 비춤으로써 

현상학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을 분석했다. 우선 

많은 연구가들이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에서 대두되는 소외개념을 

바탕으로 조각과 관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울작용을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시도했는데, 

여기에는 메를로-퐁티의 후기저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완성되는 존재론적인 살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주요어 : 아니쉬 카푸어, 신체성, 현상학, 몸, 모리스 메를로-퐁티

학  번 : 2009-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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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981년 런던의 ICA(Institue of Contemporary Arts)에서 토니 

크랙(Tony Cragg, 1949~), 빌 우드로(Bill Woodrow, 1948~), 

리처드 디컨(Richard Deacon, 1921~1984),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 1950~) 그리고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가 

참여한 조각전이 <사물과 조각(Objects and Scupture)> 【도판 

1】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전시회는 국적이 영국이거나, 당시 영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던 나이가 30세 전후이던 조각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이 전시 후 소위 “젊은 영국 조각가(The Young British 

Sculptors)”라고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60년  

영국조각의 흐름을 주도했던 안소니 카로(Anthony Caro, 1924~)와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그룹의 조각개념을 계승했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전세 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부정하고 

산업적인 재료를 선호했다. 그리고 조각의 좌 를 없애서 사물이나 

관람자와 같은 바닥에 조각을 위치시키는 형식적인 특성을 이어 받았다. 

한편 이들은 재료를 조각의 본질이나 의미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세 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1) 

이러한 “젊은 영국 조각가”들 중 아니쉬 카푸어는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인도의 봄베이에서 태어난 카푸어는 19세에 영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갔다. 그는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런던의 혼지 미술 학(Hornsey College of Art)에서, 1977년에서 

1978년까지는 첼시 미술 학(Chelsea School of Art)에서 수학했다. 

<사물과 조각>전에서 전시한 <빨강의 내재적인 부분을 반영하기(To 

1) Andrew Causey, Sculpture Since 1945,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8, pp. 110‐114, pp. 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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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 an Intimate Part of the Red)> 【도판 2】를 포함하여, 그는 

1979년부터 1980년  후반까지 나무나 시멘트로 만든 조각 위에 안료 

가루를 뿌려서 만든 ‘이국적인’ 조각을 제작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조각은 런던 유학 후 1979년에 방문했던 그가 태어난 인도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안료 조각이 인도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주목을 받은 시기

는 1980년  후반 이후 다문화주의와 후기식민주의 담론이 확산되고, 

미술사적 연구방식으로 유입된 것과 겹쳐졌다. <사물과 조각>전에서 카

푸어가 소개된 지 10년 만인 1990년, 그는 제 44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영국관에 영국을 표하는 작가로 참가하여 프리미오 2000(Premio 

2000)상을 받았고, 1991년 영국의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하면

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방증하듯 많은 연구자들은 

인도인 출신이라는 그의 개인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카푸어의 조각을 해

석하는 경향을 보였다.2) 여러 연구자들의 관찰을 통해 드러나듯이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인도의 문화적 요소가 표현되어있다. 그러나 90년  

이후에 제작한 작품에서는 소위 ‘인도적인’ 특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카푸어는 자신에게 ‘인도성(Indianness)’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

지만 자신의 작품을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수렴시키는 것을 거

부해왔다.3) 

2) 카푸어의 조각을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Germano Celant, Anish Kapoor, Fondazione Prada and 

Edizioni Charta(Milano), 1996; Thomas McEvilley, Sculpture in the age 

of doubt, School of Visual Arts: Allworth Press, (New York), 1999; 

Partha Mitter, “History Memory and Anish Kapoor”, Anish Kapoor : 

past, present, future, Nicholas Baume(ed.),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Boston), 2008. ; Mary Jane Jacob, “Being with Cloud Gate”, 

Nicholas Baume(주 2); Sandhini Poddar, “Suspending Disbelief: Anish 

Kapoor's Mental Sculpture”, Anish Kapoor: Memory, Anish Kapoor and 

Sandhini Poddar(ed.), Deutsche Guggenheim Berlin (Berlin), 2009. ; 문

헌들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참고로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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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카푸어의 조각에서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그가 30여년간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소재에서만이 아니라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맥락에서 인간의 신체를 고려해왔다는 사실이다.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는 신체성(身體性, corporea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성은 그의 조각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 첫째로 그의 조각에는 인체의 일부나 기관을 연상시키는 

형태가 자주 등장한다. 70년  후반의 안료 시리즈부터 2012년 

완성되어 중의 출입이 허용된 <궤도(Orbit)>【도판 3】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작품들은 인체의 일부를 확 하거나 추상화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각은 추상적 요소와 구상적 요소를 공유하면서 인체를 

암시할 뿐만이 아니라 상징성도 내포하는 것들이다. 둘째 그의 조각은 

관람 시 인체의 크기를 고려해 제작함으로써 규모(scale)가 크다. 그는 

건축적 규모의 조각에서 관객의 몸에 의해 발생하는 지각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특징은 현상학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그의 조각은 관객의 몸을 거울처럼 비춤으로써 인체를 작품의 

일부로 만든다. 관객을 비치게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과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쟈크 라캉(Jacques Lacan, 1901~ 

1981)의 정신분석학과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현상학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카푸어에게 신체성에 한 관심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그의 조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관객의 “몸”이 

3) Martin Gayford, "A Sculpture Looking in Full of Emptiness", Modern 

Painters, vol. 13, no. 1, 2000, pp. 98‐101.; 카푸어는 William Furlong 와

의 인터뷰에서 “furious”와 “anger”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해 

한 반감을 드러냈다. William Furlong and Anish Kapoor, “Interview by 

William Furlong”, Audio Arts Magazine, Volume 10, Number 4, 1990 

(Recorded in Venice, June 1990), 

http://www.anishkapoor.com/441/Interview‐by‐William‐Furlong.html (검색

일자: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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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해 분석할 것이다. 

본론의 첫 장인 2장에서는 카푸어의 조각속에서 신체성이 표현된 

양상에 따라 그의 작품들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인체의 

형상과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닮은 조각을 연구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품들을 세 가지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연 기적으로 분석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여체(女體)의 특정 부위를 부분적으로 확 하거나 

추상화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조각이다. 두 번째로는 혈액, 

점액, 피부 등 인체 기관들을 모티브로 한 조각이며,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직립한 인체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입방체의 조각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2장의 2절에서는 관객의 참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신체성이 

드러나는 조각을 소개할 것이다. 이들은 관객의 키를 고려해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 관객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재료를 사용한 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카푸어에게 있어서 신체성에 한 관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인체 형태를 닮은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했다. 그 특징은 

“여성성”과 “남성성”, 돌출과 함몰, 내부와 외부, 있음과 없음 등, 

인체의 립되는 특성들이 한 작품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카푸어는 

위와 같은 립항의 효력을 모호하게 만드는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양의 이원론적 개념을 해체하려 시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연구자는 본 장에서 립항이 표현되는 방식들을 분석하고, 

작가가 이러한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원론의 해체경향을 그의 성장배경과 관련이 있는 인도 

철학과 연결시켜 설명하겠다. 그리고 서양철학사의 흐름 위에서 

이원론에 한 회의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카푸어의 조각에 반영된 현상학적 사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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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에 관객의 몸이 카푸어의 조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해 분석할 

것이다. 카푸어는 “인간의 지각에 해서 공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서, “오직 경험적으로, 그리고 과정 안에서만 공부했다”라고 

말했다.4) 이러한 점은 그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현상학을 직접 

인용한 적은 없으나, 현상학을 토 로 그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세 에세이, 메어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의 

「구름 문과 함께 있기(“Being with Cloud Gate”)」5), 안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의 「화이트아웃에 반영: 바바라 

글래드스톤(갤러리)의 아니쉬 카푸어(“Reflections on White Out: 

Anish Kapoor at Babara Gladstone”)」6), 산디니 포다르 (Sandhini 

Poddar)의 「불신을 유예하기: 아니쉬 카푸어의 정신적 조각  

(“Suspending Disbelief: Anish Kapoor's Mental 

Sculpture”)」7)은 카푸어의 조각과 현상학을 연결시키는 테제의 

4) Ameena Meer, “Interview with Anish Kapoor”, Bomb30, winter, 

1990, 

http://bombsite.com/issues/30/articles/1273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5) 메어리 제인 제이콥은 <구름 문>이 현상학적인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을 인

식했고, 작품을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그녀는 <구름 문>에 접근

할 때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역동적인 흐름안에 있는 자

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구름 문>은 놀이공원의 단

순한 거울트릭이 아니라 지성을 넘어서는 현상학적 경험의 힘을 제공한다는 것

이다.  Mary Jane Jacob(주 2), p. 126.

6) 안소니 비들러는 동명의 전시에 설치된 거울 작품들 몇몇에 초점을 맞추었

다. 그는 라캉을 주로 인용하면서 카푸어의 거울이 제시하는 왜곡된 이미지가 

관람자를 소외시키고 탈주체화시킨다고 주장했다. Anthony Vidler, 

“Reflections on White Out: Anish Kapoor at Babara Gladstone”, Anish 

Kapoor: Whiteout, Anthony Vidler, Charta(Milano), 2004, p.12.

7) <기억(Memory)>을 기획한 구겐하임의 큐레이터인 산디니 포다르 

(Sandhini Poddar)는 전시와 함께 발간한 도록에 수록한 「불신을 유예하기: 

아니쉬 카푸어의 정신적 조각 (Suspending Disbelief: Anish Kapoor's 

Mental Sculpture)」에서 카푸어의 작품 전반을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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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이 되는 관점들을 제시했다. 이 글들은 카푸어의 조각을 해석하는데 

있어 현상학적 접근 가능성에 해서 짧게 언급할 뿐 그의 조각을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에 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4장의 1절에서는 <태러탠태러(Taratantara)>(1999)8), <마르시아스 

(Marsyas)>(2002), <기억(Memory)>(2008)을 예로 들어 건축적 

규모로 확 된 인체 형상의 작품들이 전시공간에서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몸과 관련된 시각(vision)을 통한 사유와 인식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해석할 것이다. 【도판 4, 5, 6】 그의 조각이 

만들어내는 체화된 의식(embodied consciousness)의 개념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1945)과 「눈과 정신(“L’Œil et l’esprit” 

)」(1961)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또한 이 절에서는 그의 건축적 

규모의 조각이 만들어 내는 공간과 현 의 포스트모던적 건축 공간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특성의 조각이 공공장소에 설치될 때 

발생하는 논란을 설명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의 2절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만든 조각이 

거울처럼 관객의 몸을 비춤으로써 현상학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것을 

분석하겠다. 우선 많은 연구가들이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에서 

두되는 소외개념을 바탕으로 조각과 관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울작용을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를로‐퐁티의 

후기저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Le Visible et 

L’invisible)』(1964)에서 완성되는 존재론적인 살의 개념을 바탕으로 

루었다. 그는 여기서 메를로‐퐁티의 “살(chair)개념”을 짧게 언급함으로써 카

푸어의 조각과 관람하는 주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Sandhini 

Poddar(주 2), p. 47.

8) Taratantara의 사전적 의미는 나팔[뿔나팔] 등의 소리를 나타내는 소릿 말

이다. 이하는 태러탠태러라는 독음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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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시도했다.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David Michael 

Levin)의 「나르시즘의 시각: 상호주관성과 반영의 역전 (“Visions of 

Narcissism: Intersubjectivity and the Reversals of 

Reflection”)」은 라캉과 메를로‐퐁티, 각각의 입장에서 나르시즘의 

개념을 분석한 글로서 연구자가 거울작용을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9)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카푸어의 조각에 한 선행연구에 

해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지금까지 그의 조각에 한 연구는 개 

전시와 함께 제작되는 카탈로그와 관련하여 쓰여진 에세이들로 해당 

시기에 전시된 조각을 중심으로 쓰여 졌다. 이 글들은 카푸어의 조각에 

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보여주었지만 부분 특정 시기나 전시에 

한정된 작품을 부분적으로 조망한 것이나 그의 작품 전체를 다양한 

테마로 분석한 것들이다.10) 국내에서 카푸어를 단독으로 연구한 학위 

논문은 두 편뿐으로 그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11) 

9) David Michael Levin, "Visions of Narcissism: Intersubjectivity and 

the Reversals of Reflection", Merleau‐Ponty Vivant, M. C. Dillon(e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New York), 1991. 

10) 카푸어의 전체적인 작업을 다룬 모노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 ”Sublime Shifts from Color to Darkness”, 

To Darkness: Svayambh, Prestel Publishing(Munich), 2008. ; David 

Anfam, “To Fathom the Abyss”, Anish Kapoor, Phaidon(London), 

2009; Homi K. Bhabha, Anish Kapoor, Royal Academy of Arts(London), 

2009. 

11) 카푸어를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연우, 『애니시 카푸어 

작품연구: 재료와 형태 분석을 중심으로』, 홍익 학교 학원 조소과 석사학위

논문, 2008; 최소미, 『아니쉬 카푸어의 ‘건축적 조각’에 나타난 매체 특성

에 관한 연구』, 홍익 학교 학원 예술학과석사학위논문, 2011; 그 외에 다

른 작가와 비교하며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손희락, 『쿠사마 야요이, 마

리오 메르츠, 애니쉬 카푸어의 작품에 나타난 '순환성' 연구』, 건국 학교 학

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6; 박주영, 『현  서구미술에 

반영된 아시아 문화의 영향에 관한 고찰: 빌 비올라, 볼프강 라이프, 아니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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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신체성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카푸어의 경력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작품들을 연구한 것이다. 국내외를 포함하여 인간의 

몸에 한 카푸어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신체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특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푸어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 학교 교육 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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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카푸어의 조각 속의 신체성과 그것의 

표현양상

 이 장은 카푸어의 조각을 신체성이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각 1절과 2절에서 다룰 것이다. 첫째는 인체 형태를 

연상시키는 조각이고, 둘째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관객의 몸을 

참여시키는 조각이다. 

제 1 절 카푸어의 조각과 인체 형태와의 유사성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형태부터 암시적인 것,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지만 제목을 통해서 인체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신체성이 표현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체 형상은 카푸어의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발견된다. 1 절에서 연구자는 인체의 모티브를 

형태에 반영한 조각을 분석했는데, 조형적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했다. 각 영역들의 작품들은 메타포와 형식이 서로 겹쳐지기도 

한다. 이 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카푸어가 1979년부터 2013년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양한 재료와 형식을 가진 작품들을 통해 

인체와 그것이 암시하는 의미에 해 지속적으로 몰두했다는 것이다. 

1. 여성의 인체와 유사한 형태

카푸어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성별이 암시된 형태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안료를 사용한 초기의 작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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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료 조각에서는 인도 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의 안료 조각을 인도 문화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경향은 

작가 자신의 진술에 근거해 시작되었다. 카푸어가 1979년 인도를 방문 

했을 때, 사원에서 제의(ritual)용으로 사용하던 가루 안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는 가루 안료가 인도인의 가치관과 종교관을 상징한다고 

보았고 그것의 효과적인 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12) 그 후 

그는 안료를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견에 안료를 주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작품들은 실제로는 나무와 시멘트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안료를 뿌린 것이다. 그는 1979년부터 1985년 동안 가루 안료를 

사용한 조각 여러 점에 <1000개의 이름(1000 Names)>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붙였다. 여러 미술사가들이 언급했듯이, <1000개의 이름> 

시리즈는 비슈누(Vishnu)의 1000개의 이름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13) 

가장 강력한 힌두신인 비슈누는 100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각각 다른 특성을 표현한다. 니콜라스 보메(Nicholas Baume)는 

물질적인 성질이 하나도 없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는 비슈누의 

신화가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같은 제목을 가진 <1000개의 이름> 

시리즈를 변해 준다고 설명했다.14) 

이처럼 인도 방문 직후부터 만들기 시작한 안료 조각 시리즈는 인도의 

문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료 조각은 인도 

신전의 계단과 돔, 불교의 스투파(stupa) 등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인 

형상에서 자연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상징하는 유기적인 형상으로 

점점 변해갔다. 그는 인체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확 하거나 

추상화시켜 제작한 형태들을 흩어놓았다. 이러한 형태의 조각은 단순히 

12) Germano Celant(주 2), p. ⅩⅢ.

13) Partha Mitter(주 2), p. 111; Nicholas Baume, “Floating in the most 

peculiar way”, Nicholas Baume, (주 2), p. 22; Thomas McEvilley(주 

2), p. 220.

14) 앞의 글, Nicholas Baume,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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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재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요소들간에 주고 받는 상호관계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1981년에 제작된 <마치 내가 붉은 꽃이 핀 산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듯이(As If I Celebrate I Discovered a Mountain Blooming 

with Red Flowers)>【도판 7】는 표면에 요철이 있는 고깔이 세 개 

솟아있고 구멍이 뚫린 두 개의 돔이 놓여있으며, 납작한 송편같은 형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에 따라 이 조각을 해석해보자면 고깔과 

돔을 “붉은 꽃이 핀 산”으로 그리고 노란 색의 형태를 이를 

“발견”한 “나”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두 개가 나란히 놓인 돔은 

여성의 가슴처럼, 세 개의 고깔은 누워있는 여자의 하반신으로 보인다. 

돔과 고깔로 연결된 “붉은 꽃이 핀 산”은 누워있는 여체를 닮았다. 

카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각을 에로틱한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해서, 자신의 조각이 “에로틱한 것이 아니라 기원(origin)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기원은 모든 것의 변치 않는 

주제이며 필수적으로 성적인(sexual)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다.15) 

<마치 내가 붉은 꽃이 핀 산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듯이>는 여성의 몸을 

꽃을 만발하게 하는 장소, 즉 생명을 잉태하는 자연이자 존재의 

기원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산으로 형상화된 여성의 

인체는 물질적이기 보다는 비물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재료가 전달하는 

느낌 또한 이러한 신비감을 강화한다. 추상적인 형태들은 실제로는 다른 

재료로 틀을 만들고 표면에 안료를 뿌린 것이지만, 마치 안료만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만지면 

무너져 내릴 듯한 촉각적인 것으로서 신비스러운 동시에 접근하기 힘든 

토템처럼 느껴진다. 

생명을 잉태하는 산은 <산으로서의 어머니(Mother as a 

Mountain)>(1985)【도판 8】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 조각은 그 제목이 

15) Ameena Meer(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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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는 것처럼 산을 연상시키는 고깔 모양을 하고 있다. 고깔의 

경사면을 따라 세로로 주름 같은 요철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요철은 

위아래로 길게 난 구멍과 그 위의 물방울 모양의 구멍에서 퍼져나가는 

파동처럼 보인다. 조각 표면에 입혀진 가루 안료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붉은 색이 작품 밖으로 번지는 듯이 보이는 것과 조적으로, 

입구의 내부에는 어두움으로 향하는 짙은 붉은 색이 보이드(void)16)를 

만들어낸다 그 입구의 모양은 제목의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마치 여성의 성기처럼 보인다. 

바닥 위로 돌출된 부분이 바닥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 한 

산의 일부분으로 보이면서, 입구 내부로 보이는 보이드의 깊이 또한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카푸어는 그의 작업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이드를 “존재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고 심연이며, 거 한 소용돌이고 

충만함”이자 “알려지지 않은 강렬함의 극 화로서 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7) 이에 따라 <산으로서의 어머니>에서 여성의 

성기를 닮은 보이드는 무한한 창조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와 지를 연상시키는 검붉은 색은 그의 조각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보이드를 통해 존재의 기원을 표현하는 방식은 카푸어의 여러 

16) Void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NOUN] [usu sing] If you 

describe a situation or a feeling as a void, you mean that it seems 

empty because there is nothing interesting or worthwhile about it ; 

2.[NOUN] You can describe a large or frightening space as a void. 

John Sinclair,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Harper Collins Publishers(Glasgow), p. 1752. ; Void는 일반적으로 빈 공

간, 허공, 공허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번역어는 거 하고 위협적인 

공간이라는 2번째의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또한 공허와 허공은 채워

져야 할 것이 비어있는 듯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불교의 공

(空)의 의미에 가까운 카푸어의 Void를 번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하 보이드라고 표기한다. 

17) Germano Celant (주 2), p. 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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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보이드로서의 어머니>(1988)【도판 

9】는 약간 길죽한 반구 형태의 조각으로 굴러갈 듯이 불안하게 바닥에 

놓여있다. 강화유리로 만든 조각의 표면은 청흑색의 가루 안료로 덮여 

있다.  <산으로서의 어머니>에서 바닥까지 뿌려진 붉은 안료가 관객의 

시선을 전시 공간으로 확산시켰던 것과 달리, <보이드로서의 

어머니>에서 조각에만 달라붙어 있는 청흑색의 안료는 관객의 시선을 

조각의 내부로 응축시킨다. 조각의 중심부는 움푹하게 파여져 있어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 

용기(容器)의 입구는 지름이 2m가 넘는다. 조각 앞에 선 관람자는 

자신의 신체가 회귀할 수 있는 자궁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보이드로서의 어머니>는 <산으로서의 어머니>보다 훨씬 

추상화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생명을 담는 그릇 즉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한다. 

초기의 안료 작업에서 카푸어는 그의 작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조형 

언어로서 색채를 개념화했다. 빨간색은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색이다. 

그는 빨간색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신체의 색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형이 가능한 신비스러운 색”이라고 보았다.18)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노랑은 빨강의 격정적인 일부이고, 파랑은 빨강의 신성한 

일부이다”라고 설명했다.19) 또한 토마스 매키빌리(Thomas 

McEvilley)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색채학을 인용하면서 카푸어가 안료 조각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청흑색이 

초월성과 절 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카푸어의 

파란색은 육체 너머에 있는 것, 즉 피, 삶, 죽음, 탄생을 넘어서는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요소”이다.20) <보이드로서의 어머니>에서 사용된 

18) Donna de Salvo, "Making Marsyas", Anish Kapoor: Marsyas, Donna 

de Salvo and Cecil Balmond, Tate Publishing(London), 2002, p. 17.

19) Ameena Meer(주 4).

20) Thomas McEvilley, “Anish Kapoor: The Darkness Inside a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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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흑색은 보이드가 전달하는 “신성하고 비물질적인”의 감각을 

강조한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관객이 경험하는 것은 카푸어가 쓴 

“어둠으로부터 공포의 순간에서, 암흑과 질서, 무덤, 무덤과 자궁, 

무덤/자궁”이라는 메모가 시사하는 바와 연결된다.【도판 10】 

청흑색의 안료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한다. 이에 따라 

관객은 조각의 움푹 파인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두컴컴한 

보이드의 깊이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이드는 관객이 그 자신의 공포 그리고 판단과 마주하게” 

만든다.21) <보이드로서의 어머니>에서 움푹 파여진 형상은 

자궁(womb) 이자 무덤(tomb)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존재의 기원과 

끝이라는 양립불가능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카푸어의 

작품에는 립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 인체의 기관을 닮은 형태

카푸어가 인체의 모티브를 작품의 형태에 반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체 기관들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인체 내부의 혈액이나 

내장을 닮은 붉은 왁스 덩어리를 재료로 써서 <나의 붉은 조국 (My 

Red Homeland)>(2003), <과거, 현재, 미래(Past, Present, 

Future)>(2006), <스바얌브(Svayambh)>(2007), <구석에 쏘기 

(Shooting into the Corner)>(2008‐2009)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했다.【도판 11, 12, 13, 14】 이 작품들은 자동으로 또는 

Thomas McEvilley(주 2), pp. 225‐226.

21) Sandhini Poddar(주 2),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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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장치에 의해 왁스 덩어리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카푸어는 인도 힌두 신화의 시바(Shiva)신과 연결되는 탄생의 개념을 

조각에 도입했다. 시바(Shiva)는 “성적으로(sexually) 금욕주의자이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신”이다.22) 그는 “내가 안료 조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각각 스스로 형성된 것처럼 내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조각을 시바신처럼 스스로 만들어지는 존재와 

동일시했다.23)

이러한 개념은 <스바얌브>에서 형식적으로 탐구되었다. 

“스바얌브(Svayambh)”는 산스크리트어로 "스스로 태어난(born by 

itself)", "자기‐발생(auto-generated)"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24) 이 작품은 

낭트의 뮤제 데 보자르(Mus e des Beaux‐Arts)에서 전시되었는데 

길이가 20m 정도에 달하는 거 한 입체 형태이다. 붉은 안료가 섞인 

거 한 왁스 덩어리는 아치형으로 뚫린 구조물을 왕복하면서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건물의 전체를 가로지르는 레일 위에서 거의 지각이 

불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인다.  

왁스덩어리는 건물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왕복하는데 그러는 

동안 그것이 통과한 흰색의 아치형의 구조물위에 왁스를 묻히게 된다. 

형태가 만들어지는 동안 그 얼룩은 증가하게 되며, 흰색과 조되는 

붉은 색은 피를 연상시킨다. 같은 해 <스바얌브>는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에서 다시 전시되는데, 이 전시와 관련하여 

동명의 책을 발간한 크론(Rainer Crone)과 폰 스토쉬(Alexandra Von 

Stosch)는 작품의 제목과 붉은색 자국을 연결시키면서 “탄생은 항상 

22) Partha Mitter(주 2), p. 111.

23) Ameena Meer(주 4).

24)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48.



- 16 -

피가 흥건한 일”이라고 설명했다.25) 

움직이는 덩어리의 모양은 아치형의 구조물과 기계적 움직임에 의해 

"탄생”되는 것처럼 보이고 제목은 이 작업이 어떻게든 스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작가의 ‘손’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번 구멍을 지나간 덩어리는 다시 모양이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관람자의 상상의 일부일 뿐이다.26) 즉 

<스바얌브>는 ‘스스로 생성된 존재처럼 보이도록 그것을 가장하고 

있는’ 이중적인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 

카푸어가 사용하는 점성의 왁스 덩어리는 매튜 바니(Matthew 

Barney, 1967~)가 사용하는 바셀린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도판 1

5】 바니는 태아의 성적 불확정 상태, 즉 전 성기기(前 性器期)를 바셀

린을 이용하여 조각하거나, 유기체의 체성분의 상징으로서 온도에 따라 

굳거나 녹는 바셀린 덩어리를 사용했다. 재료의 물성은 같으나 바니의 

작품이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질료의 성질을 즉물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카푸어의 작품은 부드러운 재료로 단단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다. 하지만 바니의 바셀린 덩어리가 신체 구성물을 암시하는 것과 비슷

하게 <스바얌브>의 검붉은 덩어리는 피, 체액 또는 내장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체의 내부기관을 표상하는 작품들도 있다. 2000년

에 제작된 <응고된 피 II (Blood Solid II)>, <피(Blood)> 그리고 <피 

거울(Blood Mirror)>은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혈액의 액체성을 표

현하고 관람자의 신체를 표면 위에 반사시키는 작품들이다.【도판 16, 

17, 18】 레진으로 주조하고 안료로 표면을 덮은 <피 막 (Blood 

Stick)>(2009)【도판 19】는 인체의 일부에서 분리된 살덩어리의 일부

처럼 보이며 우리의 내부에 있는 장기가 몸 밖으로 꺼내진 듯한 상상을 

25) 앞의 글, 같은 쪽.

26) 앞의 글,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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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일으킨다.

제목에서부터 혈액을 암시하는 “피” 시리즈와 인체의 기관을 연상케

하는 왁스덩어리 작품은 1990년  이후 신체 미술의 경향중의 하나인 

애브젝트 아트(Abject Art)27) 에 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Cristeva, 1941~)의 이론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공포의 힘(Power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1982)에서 애브젝트를 주체와 그 범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

방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8) 애브젝트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이데올

로기를 지탱시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으며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방되어야 할 것, 억압된 것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날 때 불안한 

감정이 야기된다.29) 그녀는 이를 시체 자체나 인체의 배설물 등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적 혐오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푸어의 “피” 시리즈와 

왁스작업은 실제의 인체 구성물이 아니라 그것을 연상시키는 가공의 오

브제로서 제시되지만, 크리스테바가 애브젝트 아트를 설명했던 것처럼 

관객에게 낯설고 그로테스크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한편 카푸어의 작업에서 피와 같은 체액 외에 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인체 기관은 피부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외면(exterior)을 표면(surface)보다는 피부(skin)라고 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가 작품을 살아있는 유기체 혹은 인체와 같은 선상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영국관에는 아니쉬 카푸어의 <성 토마스의 

27) 애브젝트 아트(Abject Art)는 신체의 실제 구성물이나 분비물을 사용함으

로써 육체로서의 인간에 한 관심을 표현하고 성과 성별의 금기에 해 저항

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었던 일군의 작품을 가리킨다. 강태희, 「애브

젝트 미술과 신디 셔먼의 신체」, 『월간 미술』, 1997년 9월호, 월간미술, p. 

159.

28)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1982), 서민권 역, 동문선, 2001, p. 

2.

29) 앞의 책,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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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The Healing of St. Thomas)>【도판 20】라는 작품이 

전시되었다. 그는 파빌리온의 벽 중 하나를 가늘고 길게 찢었고 그 안에 

붉은 색의 가루를 채워 넣었다. 흰 색 벽에 붉은 색의 긴 홈이 파진 

것인데, 그 홈의 색과 형태는 상처처럼 보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전통적인 카톨릭 도상의 하나인 성 토마스(St. Thomas)의 

불신”과 관계가 있다. 그는 “성 토마스가 손을 예수의 상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예수에 한 의심을 치료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방과 건물을 예수 자체의 이미지로서 상처가 거기서 

진짜로 발생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는 상처를 “예수의 여성성이 

나타난 이미지”로 보았고, 깊은 의미에서는 “치유의 과정과 일종의 

여성성으로의 변형”이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30) 

카푸어는 <성 토마스의 치유>에서 벽을 피부로, 건물을 여성적인 

신체로 표현했던 방식을 <내가 임신했을 때(When I am 

Pregnant)>(1992)【도판 21】에서 다시 사용했다. <내가 임신했을 

때>는 흰 색 벽의 중앙에 둥글게 부풀어 오른 듯한 모습을 지녔다. 둥근 

형태는 마치 임산부의 배처럼 매끄럽게 처리되어서 경계 없이 갤러리 

벽안으로 사라진다.【도판 22】

카푸어는 초기의 안료 시리즈를 제작할 때부터 전시 공간 내에서 작품

과 관객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방식에 해 관심이 있었다. 그는 관

객이 오브제 사이의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오브제를 배치했고, 

오브제가 놓인 바닥이나 벽면까지 안료를 뿌려서 작품의 범위를 오브제 

밖의 공간으로 연장시켰다. 한편 <성 토마스의 치유>와 <내가 임신했을 

때>는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이 두 작품에서 전시장의 흰 벽은 작품이 걸리는 바탕이 아니라 그 자

체로 작품이 되었다. 벽의 볼록한 부분은 유기체처럼 벽이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을 준다. 카푸어는 슐레겔(August Schlegel, 1767~1845)의 

30) William Furlong and Anish Kapoor(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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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구절을 참조하여 "오브젝트는 그 피부를 통해서 내부이다”라고 

말했다.31) 그는 이 구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오브젝트의 물질은 

그 외부를 통한 것이고 피부는 그 자체에 한 상징”으로 만들었다.32) 

<내가 임신했을 때>에서 전시장의 벽은 형태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피부”가 되고, 이 “피부”가 감싸고 있는 건축은 여성의 몸처럼 생

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체가 된다. 

<성 토마스의 치유>에서 피부의 상처를 연상시키는 가늘고 긴 구멍이 

상징적으로 상처를 표현했던 것과 달리, <살>(2002) 【도판 23】에서 

길게 찢어진 상처는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곧 피가 떨어질 것 같고, 

피부의 일부분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처는 <성 

토마스의 치유>의 구멍이 전달하는 감각보다 더 직접적이다. 보는 이는 

상처에서 강렬한 통증을 연상할 수 밖에 없고, 자신의 몸을 작품에 입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본 예시 이미지 【도판 24】들은 

벽이 아니라 땅으로, 건축물 내부의 공간이 아니라 야외의 공간으로 조

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3. 직립한 인체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형태

1988년부터 카푸어는 인체보다 조금 더 큰 암석을 거칠게 다듬은 후 

전면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구멍을 뚫은 일련의 작품을 제작했다. 그 

첫 번째 작품인 <아담(Adam)>(1988‐1989) 【도판 25】의 표면에는 

31) 슐레겔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존재들은 각각 그 스스로를 가장 먼

저 재현하는데, 바깥의 껍질을 통해 내적 존재를 드러내고 그 외면을 통해 본질

을 드러낸다. 그래서 존재는 상징이 된다.”, August Schlegel, 

“Malerei“(1801), p. 83,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p. 31‐32에서 재인용.  

32) 앞의 글,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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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지 않은 끌의 자국이 거칠게 나있다. 이 울퉁불퉁한 직육면체의 

한쪽 면에는 직사각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구멍의 높이는 어른의 눈높이 

정도에 위치하여 관객이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있다. 구멍의 

안쪽은 검정색의 안료로 덮여있어서 동굴 안쪽의 어두운 구멍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은 인간이다(It is a Man)>(1989‐1990) 【도판 

26】의 표면은 <아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깨끗하게 

도려낸 직사각형의 구멍은 <아담>의 것보다 중앙에 있으며 내부는 벨벳 

같은 청흑색의 안료로 칠해졌다. 

이 작품들은 높이가 2.3m, 2.4m로 보통 사람 키보다 크지만, 세로로 

긴 실루엣과 “아담”, “인간”이라는 제목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직립한 인간으로 인지하게 한다. 관객은 자신을 화로 이끄는 

상 자로서 <아담>과 <그것은 인간이다>를 인식한다. 거칠게 남겨진 

외부의 “틀”에 의해 강조된 직사각형의 구멍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어두운 보이드이다. 카푸어는 그의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둠에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가 어둠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나는 불이 꺼지는 순간에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내면의 자신에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프로이드의 낯설은 두려움(uncanny), 즉 어둠 

안에서 반쯤 아는 것이 잠복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33) 

인간의 내면을 암시하는 사암덩어리의 구멍은 <유령(Ghost)>(1997) 

【도판 27】에서부터 변화했다. 앞의 작품들에서 블랙홀처럼 보였던 

구멍의 내부는 <유령>에서는 갈아내어 광택이 난다. 이러한 표면은 빛을 

반사하고 그 앞에 선 관객을 거울처럼 비춰준다. 관객의 이미지는 

위아래가 뒤집힌 채 어두운 구멍의 위쪽 부분에 유령처럼 나타난다. 

33) Simon Hattenstone, “Into the Deep”, The Guardian, Saturday 23 

September 2006, 

http://www.guardian.co.uk/artanddesign/2006/sep/23/art?INTCMP=SRCH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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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마주하는 것은 타자의 내면에 맺힌 자신의 왜곡된 상과 언캐니의 

연결이다. <유령> 이후에 제작된 <무제(Untitled)>(1997), <유령, 반사 

그리고 꿈(Apparitions, Reflections and Dreams)>(2000)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입방체의 작품들은 관객의 몸을 비출 수 있는 재료와 

가공방식으로 바뀌었다. 【도판 28, 29】 여기서 구멍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반사체로서 그와 관련된 현상학적인 지각을 불러일으킨다. 

제 2 절 조형 요소로서의 관객 참여

이 절에서 다룰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 비치는 재료로 만든 조각은 

인체를 암시하는 형태나 제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 절에서 설명한 

작품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에서 신체성의 개념은 

다른 식으로 전개 된다. “인체”의 모티브가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 가에서 관객의 “몸”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로 그 

중점이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 

1. 건축적 규모

카푸어에게 있어서 작품의 규모는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2003년의 인터뷰에서 그는 1992년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를 위

해 만든 <보이드를 위한 건축(Buildng for a Void)> 【도판 30】 이후

로 자신의 조각이 건축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에

게 있어서 이러한 큰 규모의 작품을 만드는 것은 건축이 아닌 미술로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34) 같은 해 1992년 그는 카셀 도큐멘

34) Neville Wakefield, "A Colossal Talent", Interior Design, Vol.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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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9(Kassel Documenta Ⅸ)에서 <림보로의 하강(Descent into 

Limbo)> 【도판 31】을 만들었는데, 그 후 그는 한 동안 건축적 규모

의 작품을 만들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야외에 공

공미술을 설치하거나 규모 전시 공간에서 전시할 기회를 여러차례 얻

게 되면서 그는 건축적 규모의 작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할 수 있

게 되었다. 작품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서 <마르시아스

(Marsyas)>(2003)와 <테메노즈(Temenos)>(2010) 【도판 32】, 

<리바이어던(Leviathan)>(2011) 【도판 33】, <궤도(Oribit)>(2012) 

등의 작품에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0미터가 넘는다. 

가까이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고 관객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는 미

술작품은 자주 숭고(Sublime)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에드문드 버크

(Edmund Burke)는 1757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에서  숭고를 불

러일으키는 상의 특징을 거 한 것과 무한한 것, 그리고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라고 설명했다.35) 이에 따라 파르사 미터는 카푸어의 작품이 

관객에게 현기증, 극도의 긴장감, 공포, 놀람을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36) 라이너 크론(Rainer Crone)과 알렉산드리아 폰 

스토쉬(Alexandra Von Stosch)도 그의 조각이 전통적인 크기와 비율, 

규모의 범주를 넘어서며, 이러한 넓이의 방 함이 숭고를 불러일으킨다

고 해석했다.37)

이러한 해석은 작가 자신의 언급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카푸어는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작품에 

no.10, 2003, p. 112.

35) 에드문드 버크,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탐구』

(1757), 김동훈 역, 도서출판 마티, 2009, pp. 183‐184.

36) Partha Mitter(주 2), p. 107.

37)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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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상을 숭고미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자신의 작품 또한 숭고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만약 누군가가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그린 프리드리히의 회화를 본다면, 그 

관객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몽상에 잠길 것이다. 나는 이 몽상의 

거리를 단축시켜서 직접적인 것이 되도록 하고 싶다. 일몰을 바라보는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직접 일몰을 보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38) 연구자가 주목하는 점은 그가 “숭고를 

느끼기까지의 거리를 단축시키려는” 방식에 있다.

카푸어는 관객이 숭고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키와 

시각범위를 염두해두고 한눈에 인식할 수 없는 규모의 작품을 제작했다.  

그는 작은 석탄 더미는 큰 더미와 의미가 같지 않다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작업에서 필수적인 사안은 규모가 항상 관객의 몸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9) 그리고 그는 큰 규모의 캔버스 작품을 

숭고개념으로 정의한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을 인용하며 “규모(scale)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규모는 그것이 얼마나 큰가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40) 즉 

카푸어의 건축적 규모의 조각에서 관객의 몸은 시지각과 연결되어 

작품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관객이 작품 앞에서 겪는 경험은 

작품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필수적인 조형 요소가 된다. 이러한 조각은 

관객이 작품을 감상할 때 자신의 몸의 크기와 위치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신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연구자는 4장의 1절에서 건축적 규모의 

38) Martin Gayford(주 3), p. 100.

39)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35.

40) Marcello Dantas and Anish Kapoor, “In conversation with Marcello 

Dantas”, Ascension, Rio de Janeiro(Brazil/San Paulo), 2006–2007, 

http://anishkapoor.com/178/In‐conversation‐with‐Marcello‐Dantas.html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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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반영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개념을 

기술할 것이다. 

2. 비치는 재료

앞서 언급했듯이 카푸어가 관객의 참여를 통해 신체성을 드러내는 두 

번째 방식은 비치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그는 1990년  후반부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거울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각을 

만들어왔다. 매끈하게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표면 위에는 작품 주변의 

공간이 반사된다. 하지만 카푸어의 거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습을 

비춰보는 평평한 거울이 아니라 오목하거나 볼록한 거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위에 비추어진 세상은 항상 왜곡되고 반전된다. 그는 거울 

조각의 표면에 비친 공간 안에서 “그것 고유의 장소”가 규정된다고 

보았다. “반사를 통해 어둠과 빛과 주변의 상황은 모두 응축되고,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다른 양상으로 제시되어 새롭게 인식되는 

이화(異化, defamiliarization) 작용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41)

카푸어가 처음으로 제작한 표면이 비치는 조각은 <세계를 거꾸로 

뒤집기(Turning the World Upside Down)>(1995) 【도판 34】이다. 

이 작품은 오목한 구체가 전시장 벽안으로 사라지는 듯이 보이는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간성은 <나의 몸 너의 몸(My 

Body Your Body)>(1993) 【도판 35】 또는 <보이드로서의 

어머니>의 오목한 보이드와 연결된다. 하지만 안료로 덮인 작품들이 

어둠 속으로 빨아들이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면, "거울은 빨아들이는 

동시에 뱉어내는” 공간을 만든다. 호미바바가 말했듯이 그것은 

“반사(reflect)하고 역류(reflux)”한다.42) 카푸어의 거울 조각은 작품 

41)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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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공간과 관객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변형시켜서 뱉어내는 

작용을 한다. 

카푸어 이전에 거울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환영적 공간을 연출하는 

작가로는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Michelangelo Pistoletto, 1933~)가 

있다. 그는 일상에서 발견되는 재료의 물성을 탐구하는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그룹의 중심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는 재료 

탐구의 일환으로서 거울의 반사되는 특성을 사용했는데, 그가 

만들어내는 반사공간은 거울의 일상적인 기능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켰다. <거울 우리(Mirror Cage)>(1973~1992) 【도판 

36】에서 그는 두 개의 거울을 비스듬한 각도로 마주보게 설치했다.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 서로를 무한히 반사하면서, 반사 표면위에는 

실재의 공간과 전혀 다른 환영적 공간이 펼쳐진다. <거울 

드로잉(Drawing of the mirror)>(1979) 【도판 37】은 회화의 

액자와 같은 프레임을 거울 주변에 두른 후 전시장 벽에 기 놓은 

작품이다. 거울의 크기와 모양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울 반 편의 

공간이 파편화되어 반사된다.     

카푸어도 실재와 다른 공간이 반사 표면 위에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작품주변의 환경을 작품의 필수요소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는 평면이 

아닌 볼록하거나 오목한 거울 표면을 만듦으로써 반사된 이미지를 훨씬 

스펙터클하게 왜곡시킨다. 그는 <세계를 거꾸로 뒤집기>를 포함한 

부분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에서 오목거울의 물리적 성질을 

활용했다. 오목거울은 실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정립상과 도립상이 생긴다. 즉 상의 성질이 초점과 구심에 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43) 

42) Darian Leader,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Anish Kapoor: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Hans Ulrich Obrist(ed.), Koenig 

Books (London), 2011, p. 30.

43)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오목거울에 맺히는 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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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이 가까이 다가가고 멀어짐에 따라서 오목한 조각에 비친 상은 

상하가 뒤집어지고 커졌다가 작아지며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응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관객은 자신을 

포함한 공간이 오목한 곡면을 따라 소용돌이처럼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 한 확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뒤집힌 

공간에서 보는 이는 현기증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진다.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사 이미지를 보여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지각하게 만든다. 

이는 건축적 조각이 시점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움직임을 유도한 것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건축적 규모의 조각이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규모를 그 조건으로서 

이용했다면, 오목한 거울처럼 기능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게 만들어 준다. 비치는 재료를 

사용한 조각이 불러일으키는 현상학적인 경험과 이와 관련된 신체성의 

개념은 4장의 2절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물체가 초점보다 거울 가까이에 있을 때는 정립허상(正立虛像: 바로 선 형태의 

허상)이 실물보다 확 되어 나타난다. ② 물체가 초점과 구심의 사이에 있을 때

는 도립실상(倒立實像: 거꾸로 선 형태의 실상)이 실물보다 확 되어 나타난다. 

③ 물체가 구심보다 먼 곳에 있을 때는 축소된 도립실상이 실물보다 축소되어 

나타난다. 또한 물체가 정확히 초점이나 구심에 위치하는 경우나 무한히 먼 곳

에 위치하는 경우의 상은 다음과 같다. ④ 물체가 초점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상

이 형성되지 않는다. ⑤ 물체가 구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같은 크

기의 도립실상이 생긴다. ⑥ 거울면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진 물체의 상은 

초점에 한 점으로 생긴다.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9565&mobile&categoryId=2000

00457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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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체형태를 닮은 조각에 표현된 서양의 

이원론에 한 회의적 태도

 인체 모티브가 반영된 카푸어의 여타 작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 립되는 인체의 특성들이 한 점의 조각 

안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표될 

수 있는 립항은 한 작품 속에서 공존하며 그 경계가 모호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애매함과 불확실성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친 중요한 테마이자 

원천이며, 결과적으로 서양 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체계를 해체한다. 

제 1 절 인체 모티브 조각에서 나타나는 립항의 공존 

양상

카푸어의 작업은 서로 립되는 요소를 지닌 립항의 공존 위에서 발

생한다. 그는 인간의 신체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립항인 ‘남성성/여

성성’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형이상학적인 양극단을 탐험한다.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양극성은 돌출과 함몰, 외부와 내부, 있음과 없음, 물질

과 비물질, 입체와 평면 등이다. 

<유 목 동물(Marsupial)>(2006)【도판 38】은 얇은 직사각형 판의 

한 쪽 끝을 전시장의 벽과 맞닿게 세워놓은 조각이다. 둔각을 이루는 면

의 중간에는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조각의 평평한 면 위에 주변의 

공간이 반사되는데, 반사된 이미지는 구멍 주변의 굴곡진 면에 이르면 

빨려 들어가듯 왜곡된다. 벽과 닿아 있지 않은 모서리를 돌아서 반 편

으로 가면, 얕은 타원형의 구멍은 예각을 이루는 벽 쪽으로 팽팽하게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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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당겨져서 완전한 형태의 주머니로 바뀐다. 돌출된 면은 제목이 지시하

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 목 동물의 주머니가 되고 생명을 탄생

시키는 자궁을 연상시킨다. 한편 돌출한 형태는 남성 성기를, 함몰한 형

태는 여성 성기를 상징하면서 양성적 특징이 혼합된 것으로도 보이기도 

한다.

<유 목 동물>은 인체 형상을 연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한쪽에서 보면 오목하고 

반 편에서 보면 볼록하다. 한 오브제가 가진 두 면의 립적인 형상은 

사물의 양면성을 내포한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러한 의미

는 관람자가 두 면의 가운데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 

한 작품에서 돌출과 함몰이라는 립되는 특성이 공존하는 양상은 <구

름 문>(2004) 【도판 39】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름 문>은 강낭콩

이나 신장을 연상시키는 매우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작업이 

양성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는 돌출하는 성향의 둥근 구조가 깊

숙이 함몰된 음의 공간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도판 40】 메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은 「구름 문과 함께 있기」라는 글에서 <구

름 문>을 여성의 질인 동시에 남성의 고환이라고 보았다.44)

이 거 한 조각은 가장 긴 길이가 20m, 높이가 12.8m에 

이르는데다가 연결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끈하게 표면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제이콥은 <구름 문>이 주는 놀라움에 해 다음과 같은 감상을 적었다. 

"이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그것은 방금 

여기에 안착한 것처럼 보인다.”45) 이 조각은 “구름 문”이라는 

제목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며 카푸어가 조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생성(Svayambh)”의 신화를 암시한다. 

44) Mary Jane Jacob(주 2), p. 127.

45) 앞의 글,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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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지된 조각을 둘러싼 하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멈춰진 건축물을 

배경으로 둔 사람들도 계속 움직인다.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을 반사하는 

표면은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며 조각을 보다 

유기체처럼 만든다.

<구름 문>은 <유 목 동물>에 비해서 주변을 선명하게 반사하는 표면

을 가지고 있다. 이 거울 같은 표면은 관객이 스스로의 신체를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또한 그 규모가 몇 십 배로 확 되면

서 <유 목 동물>에서 경험했던 “ 립항의 공존”의 감각은 극 화 된

다. 조각 하단의 움푹한 면과 지면 사이에는 동굴 같은 보이드가 있다. 

이런 구조는 사람들이 공간 사이를 출입문처럼 통과하도록 유도한다. 구

조 밑에 선 관람자는 조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여기서 위를 올려다 보면 거울같이 반짝이는 천정은 움푹하게 파여져 있

고, 표면에 비친 사람들의 이미지는 조각의 깊숙한 내부로 빨려 들어가

는 것처럼 왜곡된다. 그러나 <유 목 동물>의 얇은 두께가 앞면과 뒷면

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던 것과 달리 <구름 문>의 매끄럽게 굽은 면

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 돌출과 오목의 공간의 경계선을 찾을 수 없게 

이어져 있다.

<보이드를 위한 건물>은 콘크리트와 벽토로 만든 15미터 높이의 구조

물이다. 수직으로 상승하는 원기둥은 남근적이다. 원기둥의 바깥 면에 

만들어진 나선형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원기둥의 굴곡진 면에 만들어

진 문을 통해 작품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작품의 내부에 만들어진 

바닥은 전체 구조물의 중간 높이에 위치한다. 이 바닥의 중간에는 어둠

으로 가득 차 보이는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바닥 아래 숨겨져 있는 구 

형태의 보이드를 열어주는 입구이다. 카푸어는 단단하고 수직 상승하는 

남근적인 구조물 안에 의도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보이드를 

‘채워’ 넣었다.【도판 41】 관람자는 구멍을 통해 그 내부를 들여다

봄으로써 심연을 들여다보는 인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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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의 숭고이론을 인용하면서 크론(Rainer Crone)과 폰 

스토쉬(Alexandra Von Stosch)는 카푸어의 보이드를 경험할 때마다 

불확실하고 불편한 느낌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는 보이드를 앞에 

두고 미지의 것, 텅 빈 것과 직면할 때의 경험으로 우리는 해변, 고원, 

툰드라 위에 서는 것처럼 손에 만져질 듯한 무시무시한 것에 가까운 

공간의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46) 버크에 따르면 인간은 지진이나 

해일 등과 같은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안전함이 전제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경우 인간은 모종의 

쾌락(delight)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숭고체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47) 

보이드의 어둠이 만들어내는 불확실함은 “숭고를 야기하는 원칙인 

공포”에 가깝다.48) 우리는 발밑의 구멍으로 연결된 보이드를 보면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보이드로서의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자궁이자 무덤으로서의 보이드

는 <보이드를 위한 건물>에서는 거 해진 만큼 강력해졌다. 우리는 검은 

구멍 아래로 펼쳐진 보이드를 마주할 때, 생명을 창조하고 탄생시키는 

자궁과 모든 것을 빨아들여 파괴시키는 블랙홀을 동시에 연상할 수 있

다. 이 작품은 기원과 끝, 존재와 부재, 물질과 비물질간의 경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근적인 형상 안에 여성성을 상징하는 구멍을 뚫

고 그 보이드를 블랙홀 같은 어둠으로 채우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다>

를 포함한 입방체 시리즈에서도 반복했던 장치이다. 

또한 카푸어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평면과 입체

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작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었다. <나의 몸 너의 

몸> 은 처음에는 벽 위의 평평한 면처럼 보인다. 멀리서 보면 평평한 면

으로 보이는 직사각형은 가까이 다가가면 진한 파랑의 오목한 공간을 드

46)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36.

47) 에드문드 버크(주 35), pp. 80‐82.

48) 앞의 책, p. 105.



- 31 -

러낸다. 조각의 크기, 직립해 있는 느낌을 주는 비율, 구멍이 주는 여운

은 분명히 인체를 유추하게 하는 형태이다. 이 조각은 <내가 임신했을 

때>의 볼록한 벽과 반 의 구조이지만 비슷하게 작용한다. 관객이 벽 뒤

의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니콜라스 보메에 따르면 <나의 몸 너

의 몸> 이후의 카푸어의 작업들은 “말 그 로 ‘너머의 공간(space 

beyond)’을 만들어 내고, 복합적이고 반직관적인 공간적 효과를 만들

어내도록 재료를 배치”했다.49)

여기에는 우리가 회화와 조각에 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

을 이용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 첫 번째로 조각의 프레임을 회화의 기

본적인 형태인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둘째, 조각은 바깥으로 돌출되고 

포지티브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이용하여,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튀어나온 것이 없는 이 작품을 평면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셋째, 

마감재인 안료는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굴곡진 

면은 부드러운 명암을 만들어내고 이는 회화속의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

을 더해 준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카푸어는 조각과 회화의 범주적 경

계를 제거했다. 이것은 카푸어가 “나는 조각가로서 활동하는 화가이

다”라고 말한 것과 연관 된다.50) 

<나의 몸 너의 몸>과 자매 작품처럼 보이는 <노랑(Yellow)>(1999) 

【도판 42】은 정사각형의 중앙에 완벽한 원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

면에서 보면 완벽한 옵티컬 회화(optical painting)처럼 보인다. 시각적 

환영에 가려진 진실은 오직 관객의 움직임을 통한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만 파악 가능하게 만들어 졌다. 

49) Nicholas Baume(주 13), p. 17.

50) David Anfam(주 1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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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양의 이원론에 한 회의적 태도의 형성배경

1. 인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푸어의 조각은 인체를 암시하면서 그것의 

립적 요소들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 카푸어의 출신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서양 근  

철학의 핵심을 전복시키는 그의 조각을 인도 철학과 연관 시켜서 설명하

거나 그가 ‘서양 교육을 받은 인도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위와 같

은 특징을 ‘혼종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인 미술사가인 파르사 미터(Partha 

Mitter)51)는 「역사 기억과 아니쉬 카푸어(“History Memory and 

Anish Kapoor”)」라는 글에서 고  인도의 사고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우파니샤드(Upanisad) 철학을 바탕으로 카푸어의 조각을 

해석했다.52) 그는 카푸어가 “보이드는 빈 공간이 아니라 물질로 

51) 그의 저서로는 The Triumph of Modernism: India's Artists and the 

Avant‐garde, 1922‐47, Reaktion Books, 2007; Indi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Art and Nationalism in Colonial India, 1850‐
1922: Occidental Orien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Much 

Maligned Monsters: a History of European Reactions to Indian Ar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등이 있다.

52) 우파니샤드는 고  인도의 철학서로 인도사상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

헌이다. 브라만교의 성전 <베다>의 4부문 중 최종 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베

단타, Vedānta(베다의 말미)>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별명은 후에 <베다의 극

치>로 해석하게 되었다. 우파니샤드는 주로 화ᆞ문답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데, <고(古)우파니샤드>만으로도 수 백년의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사상가의 손

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적으로는 각종 잡다한 사상을 포함하며, 상호 

모순되는 주장이 수록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 특히 우파니샤드의 

중심사상으로 주목되어서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범아일여(梵我一

如)>의 사상이다. 이는 우주의 본체로서의 <브라만(Brahman)> 및 인간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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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한 것과 고  인도 수학의 개념을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  인도의 슈니아(Śūnya)는 

‘0’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재가 아니라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보이드는 저장소이고 어머니의 자궁이다. 

카푸어의 조각 프로젝트는 물질과 비물질간의 부자연스러운 관계에 

있다. 그의 오목한 거울은 비물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형태와 

무정형의 변증법은 그에게 영원한 개념이 된다. 고  인도의 사고에서 

비물질은 우파니샤드의 철학적인 체계로 되돌아간다.”53) 그는 

인도철학에서 『리그 베다(Rigveda)』 말기 이후 서서히 발전했던 

일원론적 경향이 정점에 이른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을 

카푸어의 조각에 투사하고 있다. 이어서 미터는 카푸어의 접근법을 고  

인도의 이원론적 철학인 상키야(Samkhya)학파와 비교하고 “카푸어의 

작품 전체(whole corpus)는 그의 형식주의적 상상과 인도 철학의 

형이상학적 요소들 사이에 있는 내재적인 긴장”이라고 해석하면서 그의 

작품의 근거를 인도의 고  힌두 철학에서 찾고 있다.54)

본질로서의 <아트만(Ātman)>을 각각 최고의 실재로서 정립한 위에 이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서 그 동일성을 깨달음으로써 해탈이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리그 베다』 말기 이후 서서히 발전했던 일원론적 경향이 일단의 정

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범아일여>의 사상은 후에 베단타 학파에 계승되

며,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사상이 되었다. 또한 우파니샤드에서 처음으로 명시

된 <윤회>사상 및 윤회의 원인으로서의 <업(業)>사상은 이후의 인도사조 전반

에 막 한 영향을 미쳤다. 불교를 비롯한 인도의 종교ᆞ철학 등의 여러 파는 모

두 윤회설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

다. 우파니샤드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동양학자 앙크틸듀페론의 라틴어역 『우

프네카트(Oupnek’hat)』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는 페르시

아어역에서 중역된 것인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역에 의해서 우파니

샤드를 알고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유명하다. 종교학사전 편찬위원회. 『종교학

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 973. 

53) Partha Mitter(주 2), p. 115.

54) 앞의 글,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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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어의 작품에 나타나는 양면성은 힌두교의 여신인 칼리(Kālī)와 연

결시킬 수 있다. 칼리는 풍요의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수확의 은혜를 베

풀어주었다. 반면 그 가로 산 제물을 요구했는데, 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는 잔혹한 여신이다. 즉 칼리는 창조자이자 보호자

이며 동시에 어둡고 폭력적인 파괴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메어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은 카푸어의 작품들이 “이원론 보다 칼

리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제이콥은 “칼리의 복잡성은 서로 다른 

상태가 전체를 만들기 위해 공존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

하며 이러한 특성을 카푸어의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과 연결 짓는다. 그

녀에 따르면 이러한 “양 극단의 경험은 전체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힌두교와 불교등 인도 문화의 다른 양상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55) 또한 제이콥은 "비워낼 수록 더 많은 것이 

있다. 비워내기는 채워 넣기이다"라는 카푸어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보이

드를 불교의 비어있는 공간(empty space)의 개념과 결부시켰다. 그녀

에 따르면 카푸어의 보이드는 “전체성과 완전성의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56) 그녀는 인도 철학의 일원론을 바탕으로 카푸어의 조각 안

에서 립항들이 공존하는 것을 통합으로 해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산디니 포다르(Sandhini Poddar)57)도 카푸어의 보이

드가 가진 양가적 특성을 불교의 형이상학 개념을 직접 인용해서 설명한

다. “공성(空性, Śūnyatā)은 없는 것이 아닌 비어있음이요, 종속적인 

인과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망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는 부정

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가

능하게 한다. 그것은 전체세계를 감싸고, 그러나 모든 상 안에 존재한

55) Mary Jane Jacob(주 2), pp. 127‐131.

56) Mary Jane Jacob(주 2), p. 131.

57) 아니쉬 카푸어의 <Memory>는 2008년 베를린 구겐하임, 2009년 뉴욕의 

구겐하임에서 전시되었다. 이 전시를 함께 기획한 산디니 포다르는 인도출신의 

구겐하임 뉴욕의 큐레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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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은 절 적인 것이다.”58) 

한편 토마스 맥키빌리(Thomas McEvilley)는『의혹의 시 의 

조각(Sculpture in the age of doubt)』에서 카푸어의 안료와 돌로 

제작한 작업들을 동과 서, 고 와 현 , 특정한 것과 보편적인 것,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자연과 문화와 같은 거 한 양극성의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며 카푸어가 이종적인 문화의 결합을 통해 

이원성을 구체화 했다고 보았다.59) 파르사 미터도 비슷한 해석을 

덧붙인다. 그는 카푸어를 자하 하디드(Jaha Hadid), 모나 하툼(Mona 

Hatum), 아이. 엠 페이(I.M Pei)와 비교하면서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을 호미 바바의 ‘혼종적 정체성’의 개념을 빌어서 설명했다.60) 

카푸어가 인도의 신화나 문화를 직접적으로 조각의 모티브에 차용하기

도 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들을 타당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그의 조각에서 립항들이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것을 단순한 

통합이나 일치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의 조각은 관객의 움직이

는 몸에 따라 끊임없이 변함으로써 ‘이원론적 구분’에 한 불확실성

과 애매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이원론을 성립 불가

능하게 만들 뿐이다. 이것은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가 추구하는 

‘주객일체’의 상태와 같은 완전한 동일성, 통합성, 전체성으로서의 일

원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58) Sandhini Poddar(주 2), p. 44.

59) Thomas McEvilley(주 2), pp. 225‐226.

60) “그들 모두는 높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들 모두는 모더니스트와 포

스트 모더니스트의 패러다임 안에 있다. … 그들은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heterogeneous) 역사와 기억의 층위들과 복잡하고 다중적인 유산으로부터 나

온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단일한 모더니스트의 규범을 풍부하게 한다. 

… 이들이 가진 복잡성(complexity)은 아마 지난 두 세기 동안의 식민주의의 

유산의 비의도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식민자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러한 문화의 혼합은 탈 식민화로 인한 규모의 이

동, 디아스포라에 의해 강화되었다.” Partha Mitter(주 2),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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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은 카푸어의 보이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불교의 “비어있는 공

간”의 개념, 즉 공성(空性, Śūnyatā)과 연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불

교와 힌두의 철학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1) 그녀는 카

푸어의 보이드를 “전체성과 완전성의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

하고 결과적으로 인도철학의 일원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

지만, 이는 불교철학의 공성의 개념과는 다르다. 공성은 힌두 철학의 일

원론에서 말하는 절 자가 아니다. 

힌두 철학에서 존재자의 본질은 아트만(Ātman)으로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진리이고 변하지 않으며 모든 육체적·정신적 변화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최종적인 신비적 동일시”가 

나타나는데, 개체의 본질인 아트만과 우주적 본질인 브라흐만 

(Brahman)을 일치한다고 본다.62) 이러한 힌두의 핵심적 관념을 추상적 

관점이라고 비판하면서 불교가 나타났다.63) 불교의 공성은 존재론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64) 즉 자아를 비롯하여 모든 사물은 개념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자성을 가질 수 없고, 결정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65) 모든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공하고, 공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엇”이다. 

공성에 한 오해는 포다르의 설명에서도 반복된다. 그녀가 불교의 형

이상학적 개념을 인용해서 “공성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음이고 

61) 이 단락에서 기존 연구자들의 오류에 한 점검, 불교의 공성에 한 개념

정리는 철학과 안성두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진행되었다. 

62) 폴 윌리엄스, 앤서니 트라이브 공저, 『인도불교사상』, 안성두 역, 씨아이

알, 2011, pp. 14‐15.

63) 앞의 책, pp. 24‐25.

64) 에드워드 콘즈, 『인도불교사상사』, 안성두, 주민황 공역, 민족사, 1990, 

p. 74.

65) 폴 윌리엄스(주 62)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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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공

(空, Śūnya)은 무(無)라는 말과 통하므로 공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오해되기 쉽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공성은 본체를 갖지 않

는 존재라는 의미이지 존재의 무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용어로 볼 

수 없다.66)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포다르가 “공성이 상세계를 감

싸고, 그리고 상세계에 존재한다. 공성은 절 적인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불교의 공성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불교의 공성이란 사

물이 본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다른 것에 의해 생기하는 것

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이다.67) 즉 공성은 연기(緣起)의 법칙 속에 

있는 존재자를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관찰방식이고 

하나의 통찰이지,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Brahman)과 같은 절 적이고 

영원불변한 개념이 아니다.68) 공성을 절 화할 때 비어있는 공간은 경

직된 공간이 될 것이다.

카푸어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립항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드러난다. 카푸어는 자신의 작품이 “존재의 

상태의 표명이나 기호, 되어가거나 변하는 공간의 상태에 한 은유, 사

이(in‐between)의 공간, 되어가는(becoming) 공간, 고정되거나 명백한

(positive)한 정체성이 아니라 환영적인 정체성의 공간이다”라고 말했

다.69) 이러한 개념은 불교의 공성에 기반한 무상(無常, Anitya)의 개념

에 가깝다.70) 또한 관객이 보이드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물

66) 미산웅일, 상산춘평 공저, 『공의 논리』, 정호영 역, 민족사, 1989, p. 

115.

67) 앞의 책, 같은 쪽.

68) 에드워드 콘즈(주 64), p. 216.

69) Mary Jane Jacob(주 2), p. 124.

70) 무상(無常)은 산스크리트어 Anitya의 한역으로, 상주불변(常住不變)에 해

서 무상전변(無常轉變)의 의미이다. 불교의 근본적 교설은 인연 또는 연기라는 

것으로, 모든 존재는 인연 화합의 일시적 존재이므로 항상 불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물질에 집착해도 그것은 변화 소멸하는 것이므로 실망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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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 모습에 직면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물의 참 모습이란 우리에게 

어떤 고정된 본질이란 없이 공한 것, 즉 무상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현

존재는 죽음과 맞닿아있으며 이는 무덤/자궁(tomb/womb)의 연속에서 

보여지는 것과 유사하다. 

2. 현  유럽 철학

카푸어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이원론에 한 회의적 태도는 서양의 

전통 철학을 재고하는 현  유럽 철학의 흐름을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데카르트(Ren  Descartes, 1596~1650)의 ‘코기토 에르고 

줌(cogito, ergo sum)’에서 비롯한 근 적 자아의 발견 이후 

데카르트적 이원론(dualism)에 근거한 서양의 철학사는 주체와 타자, 

정신과 몸을 분리했다. 전통 철학은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매달렸고, 구체적 세계와 관계 맺는 지각의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그에 따라 정신과 분리된 몸은 절제와 억압의 

상으로만 취급되었으며 참된 인식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서양과 동양 

등으로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을 구분하려는 인식이 굳어져왔다. 두 

개의 상호 립하는 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론은 하나의 항을 

특권화시키고 나머지 항을 종속적인 것으로 격하시키면서 이분법적 

다. 이를 제행무상이라고 하며, 이런 이치를 깨닫고 사람과 물건에 한 집착에

서 해탈하면 마음의 안락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교설을 표현한 것이 제

행무상게(諸行無常偈) 또는 설산게(雪山偈)이다. 즉, <제행무상(諸行無常), 시

생멸법(是生滅法),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樂)>의 4구로, 전2구는 

제행은 무상해서 발생하거나 소멸하면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에 집착하는 것

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후2구는 이 생멸무상에 한 집착을 없애면 거기에 평

정한 적멸의 깨달음이 열려서 영원한 낙이 된다는 뜻이다. 

종교학사전 편찬위원회(주 52), p.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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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를 구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때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항은 특권적인 항의 부정이나 부재로서 억압될 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타자를 허용하지 않는 특권적인 항에 의해서 배제된다.71) 

또한 자기중심성, 이성중심성, 시각중심성, 탈육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성은 사회성의 개념 즉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세계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부정했다는 점과 그러한 

단절을 정당화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72)

철학에서 이성의 패권에 한 저항으로 몸이 그 위상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프랑스 철학자인 맨 드 비랑(Maine de Biran, 

1766~1824)부터 였으며 그 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 1889~1973),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미셸 푸코(Michael Foucort, 1926~1984), 

모리스 메를로‐퐁티 등의 실존주의 및 구조주의자, 현상학자들은 

형이상학적 관념론의 근간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도전했다.73)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1885)에서 몸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자아와 이성중심적인 이성론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나의 육체는 나의 

전부다. 나는 나의 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이란 몸의 어떤 

면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통해 몸 속에 이미 

정신의 지혜보다 더 많은 이성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했다.74) 또한 그는 

『선과 악의 저편』(1885)에서 형이상학자의 근본신앙으로 칭한 

71) 엘리자베스 그로츠, 『뫼비우스 띠로서 몸』(1994), 임옥희역, 여이연, 

2001년, p. 33.

72) 정화열, 『몸의 정치』, 박현모 역, 1995, 민음사, p. 267.

73) 양해림, 「메를로‐퐁티의 몸의 문화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14, 한국현상학회, 1999, p. 108.

74) 앞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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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가치들에 한 믿음”에 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데카르트 

이후 진리로 규정된 “나는 생각한다”는 행위에서 비롯한 계몽사상의 

허구성을 규명했다.75)

철학사에서 몸의 발견은 모던과 포스트모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점이

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메를로‐퐁티는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현상학을 몸이 그 중심에 있는 존재론적이고 

실존주의적인 현상학으로 발전시키면서 포스트모던을 예견했다.76) 메를

로‐퐁티의 현상학은 정신중심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다.77) 그는 『지각의 현상학』(1945)에서 몸과 정신의 이항 립이 아

니라 상호의존이라는 근본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정신을 하나의 통

합된 관계체로 설명되는 체화(embodiment)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

는 의식을 원초적인 경험의 ‘체화된 의식(embodied 

consciousness)’으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의식은 물질로부터 독립

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체험된 몸(lived body)을 통해서 

세계로 향하는 존재(existence)이다.78) 몸과 정신이 분리될 수 있는 것

75) 김정희, 「고야의 <전쟁의 참화>: 선과 악 저편의 인간의 드러냄」, 『서양

미술사학회 논문집』, Vol.35, 서양미술사학회, 2011. p. 190.

76) 특히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살(chair)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의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립적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

날 현상학자, 후기구조주의자, 페미니스트,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살의 개념은 

자아, 타자, 세계의 결속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결속과 관련된 차이와 다름의 

긍정적 위치를 확실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메를로‐퐁티의 철학에 관한 모

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논쟁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 Chiasm: Merleau‐Ponty’s Notion of Flesh,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New York), 2000 ; M. C. Dillon, 

“Preface: Merleau‐Ponty and Postmodernity”, M. C. Dillon(주 9).

77) 김정희, 「독일 여성작가 14인의 여성해방선언 – 육체의 논리展」, 『월간

미술』, 1998. 12월호, p. 86.

78) “의식에 관한 한, 우리는 의식을 더 이상 구성하는 의식 혹은 순수 자 

존재로서가 아니라 지각적 의식으로, 행동의 주체로서, 세계‐에로‐존재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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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며 의식은 내 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몸과 

정신의 이분법이 근본적으로 성립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79) 

또한 메를로‐퐁티는 1961년에 쓴 「눈과 정신(Eye and Mind)」 

이라는 글에서 정신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정보를 얻는 가장 표적 

감각기관으로 여겨져 왔던 눈에 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다. 그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사고 없는 시각은 없다. 그러나 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80)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시각의 수수께끼는 데카르트 식의 ‘보는 것의 사고(thought of 

seeing)’로부터 ‘행위 속의 시각(vision in act)’으로 옮겨지는 데” 

있는 것이다.81) 

카푸어의 조각은 우리를 행위 속의 시각으로 이끌어 들인다. 그의 

조각이 이원론을 전복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람자의 움직이는 

몸에 의한 지각이 필수요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조각을 바라볼 때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관객의 몸이 실제로 

이동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움직이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시점의 

변화는 남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에서 여성성을 발견하게 하고, 

외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부로 수렴되며 물질과 비물질은 구분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그가 말하는 지각의 주체는 정신으로 

분리되어 세계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자가 아니라, 메를로‐퐁티의 

개념인 “세계 안에 거주하는 몸”에 속해있다. 그는 주체와 상을 

존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1945), 류

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2년, p. 526; “나의 신체는 모든 상에 공통적

인 직물이고, 적어도 지각된 세계에 관한 한, 나의 ‘이해’의 일반적 도구이

다.” 같은 책, p. 358. 

79) 앞의 책, p. 525.

80) Maurice Merleau‐Ponty, “Eye and Mind”, The Merleau‐Ponty 

Aesthetics Reader: Philosophy and Painting, Galen A. Johnson (ed.), 

Northwestern Univ. Press(Evanston), 1993, p. 135.

81) 앞의 글,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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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작품의 형식을 통해서 전복시킨다. 

카푸어는 "나는 형이상학적인 보기를 추구한다. 그것은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을 통해 보는 것 즉 상 너머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82) 그의 조각에서 립항은 철저한 분리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것이 되고 이것은 관객이 신체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로서 작동하는 “ 상 너머의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은 “ 상 너머의 것을 보는 형이상학적인 보기”는 

형이하학적인 신체를 개입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카푸어의 

조각에서 ‘서양 철학의 이원론의 해체’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지각’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82) Julia Peyton‐Jones and Hans Ulrich Obrist, “Foreword”, Hans 

Ulrich Obrist(주 4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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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카푸어의 조각에 반영된 현상학적 사고

4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개념을 상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푸어의 조각을 해석하고자 한다. 1 절에서는 관객들이 

건축적 규모의 조각을 경험하는 과정이 메를로‐퐁티의 체화된 의식과 

관계되어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2 절에서는 비치는 소재로 만든 조각이 

관객의 몸을 반사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울 작용에 

해서 라깡과 메를로‐퐁티의 거울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겠다.

제 1 절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 현상학적 지각

1. 미술과 현상학 개념

“의식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적인 자기의 현전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은 데카르트 이래 사유의 한 형태로서 

당연시되어온 지각의 확실성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83) 그는 

“모든 인식은 몸을 통한 지각에 의해 발생하며 지각의 원초적 구조가 

반성적·과학적 경험의 근거”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몸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84)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현  미술에 

83) 모리스 메를로‐퐁티(주 73), p. 25.

84) 메를로‐퐁티는 “지각된 세계는 모든 합리성, 모든 가치, 그리고 모든 실존

의 선‐전제된 토 ”라고 주장한다.  Merleau‐Ponty, ”The Primacy of 

Perception and Its Philosophical Consequences”, The Primacy of 

Perception, James M. Edie(ed.), Northwestern Univ. Press(Evanston), 

196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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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영향에 해 살펴보면, 현상학을 받아들인 미니멀리즘의 계보위에 

카푸어의 작품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미학적인 측면을 탐구한 갈렌 존슨(Galen 

Johson)이 말했듯이 그는 “미술 분야에서 모던에서 포스트모던 

철학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85) 메를로‐퐁티는 당 의 

아방가르드 미술에 해서 잘 몰랐고, 미술에 관해 그가 쓴 글은 세잔, 

끌레 등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미술가들에 한 것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출판된 『지각의 현상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20여년 후의 미술가들에게 철학적인 영감을 주었다. 불어로 

작성된 원본이 1962년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어권 미술가와 

비평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진 것이다. 또한 그의 후기저작인 

『눈과 마음』(1961)이 1964년 영역되었는데, 이 책은 정신과 인식의 

영역에 있던 시각을 몸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와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와 같은 미니멀리스트 

(minimalist) 조각가들이 관객의 신체 경험을 중시하는 미학적 모델을 

착안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세계속으로 몸을 

담금으로써 의미가 맥락에 따라 산출되는” 몸 지각의 우선성을 

주목했다. 로버트 모리스에 따르면 작품은 오로지 관람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관람자는 시각적으로만 작품과 관계 맺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신체와 함께 실제의 공간을 공유하는 작품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관람자의 신체에 

동적인 경험을 가져온다.86) 또한 도널드 저드는 “3차원은 실제의 

85) Galen A. Johnson, “Preface”, Galen A. Johnson(ed.), (주 80), p. 

xiii‐xiv.

86)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2” (1966),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The Writings of Robert Morris,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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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다. 3차원은 환영주의와 즉자적인 공간 사이의 문제를 없앤다” 

또는 “근본적으로 실제의 공간은 평평한 표면 위의 물감보다 더 

강력하고 더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좌 를 생략하고 벽, 바닥, 

천정 등에 작품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 공간에 

접근했다.87) 

비평가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 1939~)는 관람자의 물리적 

현존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미니멀리즘 조각을 연극적이고 상황적인 

비예술로 폄하했다. 그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조각은 작품을 지나치게 

즉물적인(literal)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관람자가 작품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관계에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88) 그러나 

미니멀리스트들은 조각의 의미가 작품 내부에서 완결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 식의 형식주의적 입장을 

거부했고, 의미는 작품과 관람자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로버트 모리스의 L자형 기둥과 도널드 저드의 박스는 신체적 

방향성에 따라서 인지하는 형태가 달라지게 배치되었다. 관람자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작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공간에서 위치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감상 

방식은 눈을 물질적인 몸으로 귀속시키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인간의 지각이 신체의 관점에 따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각경험 또한 본성적으로 불완전 하다는 

Press(Cambridge), 1993, p. 15.

87)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merican Artists on Art from 1940 

to 1980, Ellen H. Johnson(ed.), Harper & Row(New York), 1982, p. 

106.

88)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1967), Minimal Art : A 

Critical Anthology, Gregory Battcock (ed.), Dutton(New York), 1968, 

pp. 1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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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의 시각이론을 작품에서 구체화 시켰던 것이다. 

작품, 공간, 관객의 몸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술사적 계보는 미니멀리스

트에서 카푸어로 이어진다.89) 카푸어가 “작품은 관객 없이는, 그것을 

보는 누군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작업은 

불완전하다”라고 말했듯이, 그는 작품이 수용되는 방식에 해 많은 의

미를 부여한다.90) 그리고 카푸어가 미니멀리즘의 반 시각중심주의 경향

89) 카푸어는 여러 차례 자신이 미니멀리스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카푸어가 미니멀리스트의 영향에 해 언급한 

인터뷰는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37; Donna 

de Salvo(주 18), pp. 14‐15; Hans Ulrich Obrist and Julia Peyton‐Jones, 

"Interview with Anish Kapoor", Hans Ulrich Obrist(주 42) p. 55; Martin 

Gayford(주 3), p. 100 등을 참고.

 또한 선행 연구자들의 글을 살펴보면, 카푸어와 미니멀리즘 미술의 관계에 

한 논의는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계보를 추적하는 데서 다양한 논점들

을 다루는 것은 본 논문과 조금 유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하 각주로 정리한

다. “카푸어의 형태적 고안물과 이론적인 세련됨은 미니멀리스트와 유사해 보

인다. 그는 조각의 물질성을 고려하고, 형상과 내부적 의미, 구성과 같은 전통

적 예술의 특징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관점을 미니멀리스트와 공유한다. 물론, 

개인주의적인 장인정신의 흔적을 지운 것 또한 유사하다.” Partha Mitter(주 

2), p. 107;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다" 라는 미니멀리즘의 격언과 

조적으로, 카푸어의 미술은 인식적인 경험주의를 경험한다. 그의 작업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암시된 것,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에 해 일상적으로 알고있

는 것과 조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Nicholas Baume(주 13), p. 17; 카푸

어의 작업은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과의 깊고 끊임없는 화를 통해서 발전 되

었다. 그의 작업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자기표현"의 과정으로서 예술을 정의하

는 것에 한 혐오, 반 를 공유하고 있다. 비구성(non‐composition)이라는 방

법론적 접근법(작품과 예술가의 주체성을 거리 두기)을 지향한다. 이러한 경향

은 60년  미국미술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발전의 토 이다.” Nicholas 

Baume(주 13), p. 23; 카푸어의 작업은 요셉 보이스의 신화적인 설치에서부

터, 미니멀리즘 미술에 이르기까지, 70년 의 미술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해진

다. 그는 이러한 "읽기"에 해 스스로가 경향을 만든다. "보이스에게 있어서, 

물질은 신화적이다. 미니멀리즘미술에서 오브젝트는 그 고유한 실재(reality)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다.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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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음은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예수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성 토마스가 손을 뻗는 것을 예로 들며, 

“ 체로 비‐물질은 손과 눈, 귀와 눈 사이에 있는 혼란(confusion)에 

한 것이다. 당신의 눈이 보는 것이 불확실 할 때 당신의 몸은 일종의 

재조정,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다.91) 그는 지각에 있어서 

시각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는 관람자

의 ‘몸’이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

푸어의 조각은 관람자의 몸을 중심으로 한 공간성과 시간성이 수반될 때 

감상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점은 그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수사학과 현상학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2. 관객의 몸과 체화된 의식 

<태러탠태러>는 1999년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의 게이츠헤드 

(Gateshead) 지역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미완성된 상태의 

발틱 현  미술 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92) 발틱 현  미술 센터는 20여년 동안 버려진 

발틱 제분소(Baltic four Mill)를 리모델링하여 2002년에 개장할 

예정이었다.【도판 43】 카푸어는 리모델링이 완공되기 전에 즉 기초 

프레임 작업과 중심이 되는 재건축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제분소의 

내부를 없애고 거 한 보이드를 만들었다.93) 카푸어가 말하기를 

90) Ameena Meer(주 4).

91) William Furlong and Anish Kapoor(주 3).

92) Malin Hedlin Hayden, Out of minimalism: The referential cube. 

Contextualising sculptures by Antony Gormley, Anish Kapoor and 

Rachel Whiteread, Uppsala Universitet(Uppsala), 200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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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은 가까스로 남아있었다.”마주 보고 있는 2개의 벽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4개의 벽도 없었고 지붕도 없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 

중 특별한 점은 빌딩이 가지고 있는 규모다. 그리고 캐비넷 같은 

공간이었다.”94) 건물의 벽이 없는 쪽은 거 한 X자의 철 구조물로 

지탱되었으며 그 내부에는 양쪽 끝이 나팔과 같이 넓어지는 형태의 

PVC 소재로 된 붉은 장막이 설치되었다.【도판 44】 

10층 높이의 건물에 설치된 <태러탠태러>는 51.8m x 16m 넓이에 

32.6m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인체에 비해 거 하게 확 된 작품은 

공간의 성격을 바꾸어 놓고 작품의 핵심을 구성한다. <태러탠태러>에서 

규모는 의미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건물을 작품에 

붙잡아두고 관객을 둘러싸며, 관객이 신체를 동원하여 작품을 포함한 

공간을 탐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태러탠태러>의 시각적인 효과는 조각과 건축물이결합된 것처럼 보이

는 것에 있다. <태러탠태러>에 한 리뷰에서 커트 포스터(Kurt W. 

Fors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개의 남아 서 있는 벽 사이에 늘

려진 붉은 색 비닐의 튜브는 벽의 사라진 끝 부분을 체하고 건물을 블

록에 구멍을 뚫린 것으로 바꾸었다.”95) 한편 구조물이 인체의 일부분

을 닮아있기 때문에 작품과 연결된 건물 또한 유기체처럼 보인다. 나팔

처럼 휘어진 PVC막의 형태는 귀, 입과 같은 구멍을 연상시키고 선명한 

붉은 색상은 이러한 인상을 강화한다. 건물의 한쪽 외벽에서 이어져 반

쪽까지 연결된 조각은 마치 건축물의 ‘피부’가 연장된 것처럼 보인

다. 이는 <내가 임신했을 때>가 벽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나의 몸 너의 

93) Marjorie Allthorpe‐Guyton and Anish Kapoor, Taratantara,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Actar (Barcelona,) 2000.

94) Anish Kapoor, 작업노트발췌, 

http://anishkapoor.com/323/Taratantara.html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95) Kurt W. Forster, “Anish Kapoor: A Word in a Giant’s Ear”, 

Parkett69, 2003,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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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벽 속으로 사라진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 조각과 건축물이 솔

기 없이 일체화됐기 때문에, 조각의 범위를 규정짓기 어려워지는 것이

다. 

앞의 작품들과 달리 <태러탠태러>는 작품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작은 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부는 건물 외부에서 추

측 가능한 모습이 아니다. 건물 안쪽에서는 PVC오브제의 전체 구조가 

드러난다. 여기서 PVC구조물은 확실히 건물과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분소 건물 안에서 보이는 면이 구조물의 외면인 것 같은 그리

고 역으로 밖에서 외부라고 생각했던 터널이 오브제의 내면인 것 같은 

감각을 전해준다. 

카푸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건물의 안팎을 바꾸고 싶었다”고 했다. 

<태러탠태러>의 PVC막은 건물을 통과하면서 직사각형에서 원의 형태로 

바뀐다. 건물 양 끝 쪽에 뚫려 있는 면의 실제 넓이는 16m x 32.8m인

데, 건물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면서 지름 8m의 동그란 튜브가 

된다. 밖에서 보면 건물은 실제길이의 절반 정도로 공간이 축소된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가면 공간은 다

시 확장된다. <태러탠태러>가 만들어낸 공간은 외부보다 훨씬 큰 내부를 

만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외부의 관계를 뒤집었다.96) 

이처럼 내부와 외부의 공간성을 전복하는 공간 구성은 카푸어가 오랫

동안 작업실로 사용하던 브릭튼의 스튜디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

고 한다. 작업실은 원래 낡은 차고였으며, 차고는 두 건물 사이에 지붕

을 얹어 만든 공간이었다. 그렇게 설계된 장소였기 때문에 스튜디오 쪽

에서 보면 양쪽 옆 건물의 외벽은 결국 그의 스튜디오의 내벽으로서 기

능했다. 가끔 눈이 내리면 환풍기가 눈을 빨아들여서 스튜디오 내의 물

품들 위로 눈이 얇게 덮이곤 했다고 한다. 이런 작은 변화는 카푸어가 

실내에 있으면서도 마치 실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자신의 스튜

96) Anish Kapoor(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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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가 밖인지 안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97)

카푸어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공간의 불확실성을 

<태러탠태러>에서 재현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분소 건물을 

기준으로 어떤 공간이 내부이고 외부인지, 조각과 건축은 하나의 

구조인지 별개의 구조인지, 작품에서 내면과 외면은 어디인지 등 

공간특성에 한 인식이 관객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가“나의 움직이는 몸은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차이를 

만들고 그것의 일부가 된다”고 말한 것처럼 관객은 신체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98) 그리고 PVC 오브제의 양쪽 면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공간의 특성은 미결정 상태의 상 적인 

것이 된다. 

시각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태러탠태러>의 공간 구성 방식은 

<기억>에서 다시 사용된다. <기억>은 2008년 11월 베를린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Deutsche Guggenheim)과 2009년 1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에서 전시되었다. 

24톤의 코르텐 스틸(후내성강판)로 만들어진 달걀 모양의 조각은 

상 적으로 작은 공간을 꽉 채우게 설계되었다. <기억>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카푸어는 베를린과 뉴욕의 구겐하임 전시장의 모형을 작업실 

안에 만들어놓고 그 주위를 걸어 다녔다. 그러면서 흰색으로 만든 인체 

모형을 작품으로부터 다양한 거리에 위치시켰다.99) 그는 <기억>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람자가 지각하는 범위에 해 신중히 고려했던 것이다. 

카푸어는 <기억>에 관한 인터뷰에서 “작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작품

과 관람객의 신체가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관계를 봐야 하고 작품이 놓인 공간에서 작

97) Germano Celant(주 2), p. 28.

98) Maurice Merleau‐Ponty, “Eye and Mind”(주 80), p. 124.

99) Sandhini Poddar(주 2),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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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시적이고 심리적인 깊이가 있는 

복잡한 방정식이 이 작품의 목표다”라고 설명하며, 작품과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학적 경험을 강조했다.100) 

관객은 세 가지 방법으로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 통로를 막고 있는 

알 모양의 외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양쪽으로 두 곳, 거기서 이어지는 계

단을 내려가서 작품의 어두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네모난 창이 한 

곳이다. 사각형의 프레임은 정면에서 보면 평면회화처럼 보이는데 이것

은 <나의 몸 너의 몸>, <노랑>이 만들어내는 감각과 유사하다.【도판 

45】 회화처럼 보이는 사각의 창은 가까이 다가가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설 때 비로소 그것의 3차원적 깊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기억>의 창으로 보이는 조각의 내부는 완벽하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관람자가 내부에서 작품 전체를 볼 수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카푸어는 코르텐 스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어둠에서 관객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101) 사람에 따라 암흑의 보이드를 자궁처럼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고, 미지의 동굴처럼 두려운 존재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의미가 

생산되는 지점은 관객이 작품을 수용하는 경험에 달려 있다.

한편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인 포다르(Sandhini Poddar)는 <기억>

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에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볼록한 곡

면의 주변이나 밑을 걸어다니고 싶지만 접근은 거부된다. 또한 조각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의 틈/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기억>의 제약을 극복하려 하면서 우리는 신체적 제한을 인식하게 된

다.”102) 

100) 이화영, 「24t 무게 미술 작품 어떻게 옮겼을까?」, 동아닷컴, 2009년 10

월 21일

http://reuters.donga.com/bbs/main.php?no=9465&tcode=10103&work=vi

ew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101)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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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객들이 신체적 시각성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에 해서 

가야뜨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카푸어는 <마르시아스>의 규모에서 아무도 전체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기억>에서 그는 이런 계획의 일부를 

만들었다. ‘아무도 전체를 한번에 볼 수 없다’는 계획의 일부는 

척도로서의 신체를 상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3) 이와 유사하게, 

헨리 루스티거‐탈러(Henri Lustiger‐Thaler)는“그 유기적인 전체는 

제한된 접근만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내부로 

끌려들어간다”고 지적했다.104) 

즉 <기억>은 공간에 꽉 차게 설계되어 일부분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태러탠태러>의 내부와 외부를 한 눈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기능하면서 시지각이 갖고 있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부분은 메를로‐퐁티의 시지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눈과 정신」에서 신체 안에서 발생하는 시각과 움직임의 연계를 

주목했다. 그가 지적했듯이 “데카르트는 거리(distance)에서 움직임을 

제거하고 시각의 총체적인 문제인 편재성 (ubiquity)으로부터 우리를 

해방” 시킴으로써 시각을 육체로부터 분리된 한 지점에 고정된 것으로 

만들었다.105)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현상학적 시각은 개념화된 눈을 

다시 몸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눈은 "데카르트 식의 

고정불변한 세계로의 창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 달라붙어”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다.106) 

우리가 어떤 광경의 일부를 응시할 때 그것은 살아나며 펼쳐지지만, 

102) Sandhini Poddar(주 2), p. 41.

103) Gayatri Chakravorty Spivak, “Signs and Trace”, Sandhini Poddar

(주 2), p. 60.

104) Henri Lustiger‐Thaler, “When Empty is Full”, 앞의 책, p. 18.

105) Maurice Merleau‐Ponty, “Eye and Mind”(주 80), p. 131.

106) 앞의 책,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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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른 상들은 주변으로 물러나고 잠자게 된다. 그러나 그 

상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며 

자신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 상‐지평(objet‐horizon)의 구조”는 

고정되고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점(perspective)을 통해 

살아나며 확정될 수 있다.107) 몸을 이동하여 위치와 관점을 바꾸면서 

조각을 볼 때 관객은 자신이 전체의 구조를 파악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이해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각의 

한계는 관객이 자신의 눈이 속한 몸을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3.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 현  건축

<태러탠태러>와 <기억>이 제공한 현상학적 지각의 체험은 

<마르시아스>에서 거 해진 만큼 더 강렬해진다. 2002년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된 이 작품은 거 한 PVC막을 터빈 홀의 길이를 

가로지르는 세 개의 링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서 만든 것으로 

150미터의 길이에 10층 높이에 이르는 규모를 갖고 있다. 이 조각은 

커트 포스터(Kurt W. Forster)에 따르면 “40톤의 강철과 천을 거 한 

조각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견인력, 탄성 그리고 하중이 

고도로 정교하게 결합된 혼합물이다.”108) 도나 드 살보(Donna de 

Salvo)는 <마르시아스>와 같은 규모의 작품은 전문화된 과학 지식과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  과학기술의 혜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실현성 사이에 

생기는 충돌을‘기술적 숭고(technological sublime)’라고 

107) 김종헌, 「메를로 퐁티의 몸과 세계 그리고 타자」, 『범한철학』, Vol. 

30, 범한철학회, 2003, p. 320.

108) Kurt W. Forster(주 95),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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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했다.109)

<마르시아스>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베첼리오 티치아노

(Vecellio Tiziano, 1488~1576)의 <마르시아스의 가죽벗기기(The 

Flaying Marsyas)>(1575‐1576)【도판 46】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

았다.110) 마르시아스는 그리스 신화의 사티로스 중의 하나이다. 그는 여

신 아테나가 버린 피리를 주워 열심히 연습한 끝에 주법이 능숙해지자 

아폴론에게 연주실력을 겨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폴론의 지략에 의

해 음악경기에서 패하였고, 그 댓가로 나무에 묶인 채 살가죽이 벗겨지

는 형벌을 받았다. <마르시아스>에서 검붉은 붉은색의 PVC 막은 벗겨

진 가죽과 피를 상징한다. 

그리스 신화의 마르시아스에서 따온 제목과 더불어 세 방향으로 크게 

벌려져 있는 원형의 구멍은 입 또는 귀와 같은 기관을 연상시키며 

조각에 인체의 여운을 더해준다. 하지만 PVC막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형태와 관람자의 시각장을 제한하는 거 한 규모 때문에 표면과 깊이, 

외부와 내부라는 전통적인 이원론을 이 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르시아스>의 “피부”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위치를 포기하고 구분을 더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네빌 웨이크필드(Neville Wakefield)에 따르면 카푸어는 

“<마르시아스>가 그리스 신화의 내용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관람자가 이 작품을 서사로서 해석하는 것”을 반 했다. 카푸어는 

“관람자가 작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거 한 규모의 작품 전체를 

상상하게 하는 경험” 자체를 중시했다.111) “작품의 규모가 내용을 

이루는 중 한 부분”이라는 그의 관점은 여기서 반복된다. 

트럼펫처럼 혹은 청각기관처럼 생긴 거 한 조각이 터빈 홀의 구조 

109) Donna de Salvo(주 18), p. 17.

110) 카푸어는 <마르시아스>의 스케치 작업에 티치아노의 그림을 인용해놓았다. 

http://anishkapoor.com/156/Marsyas.html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111) Neville Wakefield(주 34),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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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꽉 차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은 작품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 제작의 공학적인 부분을 담당한 쎄실 

발몽(Cecil Balmond)이 말했듯이 <마르시아스>는 “이동에 따라 

형태를 다양화한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컴퓨터의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된 <마르시아스>는 

파르사 미터에 따르면 고정된 시각에서 전체로서 시각화되지 않고 

“관람자의 관점, 즉 시선의 장(field)에 따라 바닥에서 바닥으로 모양과 

형태를 바꾼다.”112) 즉 관람자가 인지하는 상은 일정하지만, 그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공간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카푸어가 작품을 통해 만들어 내는 공간은 현 의 포스트모던 건축의 

공간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고정된 의미 체계 안에서 읽혀지기 보다는 건축공간과 형태의 경

험과정에서 공간이용자인 인간에 의해 읽혀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쉬름벡(Egon Schirmbeck)은 1960년  이후 현  건축

에서 발견되는 디자인 개념과 원리가 모더니즘의 합리적인 원리에서 상

징적, 심리적인 원리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츄미(Bernard Tschumi)도 최근의 건축담론이 이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각주체의 경험과 관련된 감각적 논의로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113) 이

는 모더니즘에서 간과한 인간을 다시 건축에 중심에 두고자 하는 1960

년  이후 건축의 주요경향으로서 기존의 관념론적, 유물론적인 건축 공

간론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인간의 몸, 신체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념으로 특징지어 진다.114)

112) Partha Mitter(주 2), p. 116.

113)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 건축』, 시공문화사, 2003, p. 11.

114) 곽문정, 조용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공간지각 방법을 통한 체험된 

건축공간 연구」, 『학술발표 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Vol.25, No. 1(계획

계), 2005년 11월, p. 51. 



- 56 -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온 건축가 스티븐 홀(Steven Holl, 1947~)은 

스스로의 건축철학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으로부터 기초함을 표명했다. 

그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사고를 자신의 건축 공간에서 실험하고 저

술과 작품을 통해 이런 관점을 발전시켜왔다.115) 스티븐 홀이 현상학적 

건축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카푸어의 그것과 닮아

있다. 스티븐 홀은 1986년 포르타 비토리아 공원【도판 47】을 설계하

는 데 있어서 ‘투시도로부터 공간으로’라는 다이어그램 【도판 48】

을 제시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그는 ‘평면에서 투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존도시계획의 접근방법에 관한 안으로 지각자의 관점을 고려

한 ‘투시도에서 평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116) 

스티븐 홀의 접근 방법은 지각자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되는 다양한 

시점의 투시도 조망으로부터 설계를 시작함으로써 “기능과 그리드를 

지우고 사선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주거에서 볼 수 없는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 냈다.117) 이것은 카푸어가 <마르시아스>를 계획할 

때부터 이동에 따라 형태를 다양화한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적용한 것과 <기억>을 구상할 때 모형을 만들어서 지각장의 

범위를 측정한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카푸어와 스티븐 홀은 모두 

몸의 움직임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시점의 가능성으로부터 공간의 감각을 

115) 스티븐 홀은 메를로‐퐁티의 저술에서 등장하는 ‘정박(anchoring)’, ‘상

호뒤얽힘(intertwining)’을 공간지각의 ‘지평성’과 ‘조망성’의 개념과 함

께 건축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의 표적인 저술인 

『Anchoring』(1989), 『Intertwining』(1996)에서 타이틀로도 등장하고 있

다.

116) Steven Holl, Fernando Marquez Cecilia and Richard C. Levene, 

Steven Holl, 1986‐2003: In search of a poetry of specifics, thought, 

matter and experience, El Croquis(Madrid), 2003, p. 81. 

117) 김진균, 박재만, 「스티븐 홀의 개념 스케치와 앰비언스 구현에 관한 연

구」, 『학술발표 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8 No.1(계획계), 한건

축학회, 2008년,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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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낸다. 

또한 <마르시아스>는 기하학적인 상자로서 주어진 터빈홀의 공간을 

파편화하고 분절한다. 즉 그의 작품은 모더니스트적인 공간에 개입하여 

그 공간을 포스트모던한 것으로 변형시킨다. 카푸어는 터빈홀의 입방체 

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복잡하게 바꾸어 놓고, 관람자로 

하여금 몸을 사용하여 직접 움직여서 새로운 공간성을 탐험하게 만든다. 

지각하는 몸을 중심으로, 그 몸이 거주하는 공간은 몸의 운동과 함께 

변화하고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실존적 공간이 된다. 이로서 공간은 

물리적인 높이나 너비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다만 몸의 주관적인 시간과 

운동에 의해 측정되는 깊이를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관람자가 확고한 주체로서의 작품을 지각하는 전통적인 감상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각의 주체는 상 또는 세계와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관조자가 될 수 없다. 관람자의 몸은 

<마르시아스>와 함께 작품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람자는 절 적으로 보는 자, 작품은 

절 적으로 보이는 상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관람자 또한 ‘보여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은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가시성의 세계와 연결된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성의 세계란 “보는 자에 의해 포착된 보이는 

것‐가시적인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보이는 것에 포착된 보는 

자‐비가시적인 것‐를 포함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118) 우리는 

세계를 자신과 분리된 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거주하고 있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으며 등가적 위치에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은 절 적일 수 

없으며 그것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얻어진 다양성”이라 할 수 

118)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 “The Value of Flesh: Merleau‐
Ponty’s Philosophy and the Modernism/Postmodernism Debate”, Fred 

Evans and Lenard Lawlor(주 7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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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9)

메를로‐퐁티는 “세계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논의의 

주제로 삼으면서 관념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제화에 

앞서 그것을 있는 그 로,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120) 

개념화 되지 않은 신체적 지각으로 복귀하는 것은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가 일상적인 지각 방식을 멈춤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메를로‐퐁티는 지각하는 주체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세계가 투명한 방식으로 뻗어나가기 전의 

지성적인 주체가 아니라, 몸에 의해 투명한 세계위로 열리는 체화된 

주체(embodied subject)이다.”121) 

메를로‐퐁티는 체화된 주체로서 세계를 바라보았던 선구자들을 

세잔(Paul C zanne, 1839~1906),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 1840~1917), 클레(Paul Klee, 1879~1940) 등의 

미술가에게서 찾았다.122) 그는 “철학과 일반적인 미술간의 급격한 

119) Eric Matthews, The Philosophy of Merleau‐Ponty,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Montreal), 2002, p. 48.

120) 모리스 메를로‐퐁티(주 78), p. 25.

121) Renaud Barbaras, “Perception and Movement: The End of the 

Metaphysical Approach”,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주 76), p. 

77. 

122) 그는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이러한 체험된 시각을 르네상스의 기하학적 

시각이나 카메라를 통한 지각과는 차별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Maurice 

Merleau‐Ponty, “C zanne's Doubt”(1945), Galen A. Johnson(주 80), p. 

64 ; 조나단 크래리는 19세기 초에 기하학적 광학으로부터 시각에 한 생리학

적 설명에로의 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Cartesian 

Perspectivism)가 이론적 전치(displacement)를 겪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카메라 옵스큐라, 즉 주체와 상이라는 양극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

실된, 다시 말해 사실과 일치된 시각이라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세계를 지시하는 

것에 상 적으로 무관심한, 사실과 무관한 시각의 생산자로서의 신체라는 모델

로의 이행을 가르키는 것이다. 할 포스터, 『시각과 시각성』(1988), 최연희 

역, 경성 학교 출판부, 200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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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을 거부했다.” 그에 의하면 “미술의 역할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볼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123) 마샬(George J. Marshall)이 지적했듯이 

“현상학적 지각의 핵심은 체험된 지각(lived perception)의 

재발견이다. 이 체험된 지각에서부터 우리는 실재(reality), 우리 자신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124) 카푸어의 <태러탠태러>, <기억>, 그리고 

<마르시아스>가 제공하는 현상학적 경험 또한 이런 지점과 맞닿아 있다.

4. 건축적 규모의 공공 조각

일반적으로 조각과 건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내부 공간의 

유무이다. 건축사학자인 살바토레 비탈레(Salvatore Vitale)의 말에 

따르면, “조각은 건축과 같이 삼차원의 공간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공간은 성격상 피상적이며 평면으로 축소될 수 

있다. 조각은 공간 속에서 작용하기는 하나, 그 공간은 조각의 바깥에 

남겨져 있을 뿐 결코 조각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건축에 있어서 

공간은 단지 외적인 것 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건축은 

건물 안에 살아있는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내적 공간이 중심이 

된다.”125) 다시 말하자면, 부분의 조각에서 공간은 외적인 상인데 

반하여, 건축에서는 내부공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123) George J. Marshall, A Guide to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WI: Marquette University Press(Milwaukee), 2008, p. 68.

124) 앞의 책, p. 55.

125) Salvatore Vitale, L’Estettica dell’ Architettura, Lateza(Bari), 

1928, pp.28~31, 브루노 제비, 『공간(空間)으로서의 건축(建築): 어떻게 건

축에 접근할 것인가?』(1974), 강혁 역, 명보문화사, 1989, p. 268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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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태러탠태러>, <기억>, <마르시아스>와 같은 건축적 

규모의 조각은 건축물에 육박하는 크기를 갖고 있지만, 비탈레가 말하는 

건축처럼 경험할 수는 없다. 조각의‘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카푸어는 1992년에 <림보로의 하강>과 <보이드를 위한 

건물>에서 기존의 건축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구조물을 

만들었다.126) 이 작품들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의 내부로 

관람자를 끌어들이고, 건물 바닥에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조각의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탈레가 말하는 조각과 건축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림보로의 하강>은 1996년 카셀 도큐멘타 9(Kassel Documenta 

Ⅸ)>에서 설치된 작품으로 길이가 6미터인 정육면체의 건물이다. 

노출된 시멘트 벽에는 문이 하나 있고, 이 문을 통해 관람자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방안의 바닥 한가운데는 지름 3미터의 검은 원이 있다. 

【도판 49】 <보이드를 위한 건물>의 내부에 있는 구멍이 사이즈가 

작은 것에 비해서 3미터의 지름은 사람의 몸이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것처럼 크게 느껴진다. 얼핏 보면 평면 같아 보이는 원은 바닥을 파놓은 

진짜 구멍이다. 육안으로는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구멍 앞에 선 

관람자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말린 헤들린 

헤이든에 따르면, “카푸어는 공포를 작품의 요소로 쓰면서 이 작품들을 

정신적인 세계로” 끌고 갔다.127) 

그로부터 20년 후, 카푸어는 또다시 건축과 조각의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을 만들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한 상징적인 

126) 게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가 카푸어의 전시 도록에서 “카푸어가 

1992년에 건축가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림보로의 하강(Descent into 

Limbo)>(1992)과 <보이드를 위한 건물(Building for a Void)>(1992)이란 

작품에서 건축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보았다. Germano Celant(주 2), p. Ⅹ

ⅩⅩⅢ.

127) Malin Hedlin Hayden(주 92),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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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로서 만들어진 <궤도>는 조각의 내부공간의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궤도>는 붉은 파이프가 비 칭적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돌아 올라가는 거 한 탑이다. 이는 115m의 높이에 이르는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우주 물체의 거 한 궤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 높은 

구조물은 “자유의 여신상 보다 몇 미터 더 크고 빅벤 보다 크며, 파리 

에펠탑의 3배 높고 트라팔가 스퀘어의 넬슨 기념비보다 2배나 높은 

것”이었다. 이로써 <궤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 미술이 되었다. 

<궤도>를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작품이 올림픽 파크와 런던 

스카이라인의 장관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 했다.128) 

그러나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는 위압적인 구조와 강하고 거친 재료,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는 형상은 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궤도>가 공모에 당선된 후 작품의 형상에 한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궤도>를 “곤드레만드레 취한 

에펠탑”,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 1885~1953)의 

<제3 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1920)의 재활용된 버젼”, “엉망진창”, “내장을 

뒤튼 덩어리” 등으로 부르며 반감을 드러내었다.129) 여기에는 작가의 

자율성과 공공미술에 필요한 공공성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또한 <궤도>를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거의 부분을 사적 

영역의 재원에 의지한 것에 한 공공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세계 1위의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130)은 2,270만 파운드의 비용 

128) William Curtis, “Anish Kapoor and Cecil Balmond’s towering 

steel ‘icon’ for the 2012 Olympics is just a messy meaningless, 

plutocrat’s plaything”, The Architectural Review, v.1359, 2010, pp. 

27.

129) 앞의 글, p. 29.

130) 아르세로미탈(ArcelorMittal)은 2006년 6월, 당시 세계 1위 철강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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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1,96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260,000명의 고용주인 락쉬미 

미탈(Lakshmi Mittal)은 <궤도>의 개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르셀로미탈에게 ‘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고용자들은 그들이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여했다고 느낀다.”“만약 그것이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이와 같은 진술은 <궤도>가 

기업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적으로 기업을 선전하는 

홍보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 를 보여준다.131) 

아르셀로미탈은 <궤도>를 통해서 강하고 진취적인 회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 아르셀로미탈의 브랜드 

책임자인 이안 로덴(Ian Loud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2 런던 

올림픽의 상징이자 런던 동부의 재건의 상징이라는 랜드마크뒤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궤도>의 디자인과 재료는 회사를 

상징한다." 그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르셀로미탈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자산이다. 심지어 기업 기업의 상품을 만드는 회사한테도 말이다." 

그리고 그는 회사가 구조물을 브랜드 지명도를 퍼뜨릴수 있는 기회로 

미탈철강(Mittal Steel)과 2위 철강업체인 아르셀로사(社)의 합병으로 창립했

다. 인도 출신의 락쉬미 미탈(Lakshmi Mittal)이 이끄는 미탈철강은 1976년 

설립된 회사로, 여러 번의 인수합병을 거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철강 외

에 자동차, 건설, 가전제품, 포장 부문 사업을 진행하며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

보하고 있다. 2007년 철강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10%인 1억 1600만 톤

에 이른다. 유럽·아시아·아프리카·미국 등 전세계 60개국에 31만 명 이상의 

사원이 있으며 본사는 룩셈부르크시(市)에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87428&mobil

e&categoryId=200001826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131) Farah Nayeri, “Anish Kapoor Defends ‘Awkward’ London 

Tower”, Bloomberg, May 13, 2012,

 http://www.bloomberg.com/news/2012‐05‐13/kapoor‐defends‐awkward‐
london‐tower‐more‐eiffel‐than‐eyesore.html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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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고 덧붙였다.132) 

제작비의 부분을 지원한 아르셀로미탈은 <궤도>를 소유하지 않고 

런던유산개발조합(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에 

기증했지만, 회사의 이름은 <궤도>에 영구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올림픽 공원 안에는 회사의 로고가 허용되지 

않지만 재개발을 마치고 공원이 중에게 다시 개장 할 때 <궤도>는 

아르셀로미탈의 이름을 갖게 된다.133)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하면서, 

아르셀로미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광판을 세운 셈이다.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궤도>는 산업적 테마파크134)에 예술적인 

것을 추가하기 위한 특이하게 고안된 것이자 거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품의 구조에 맞게 <궤도>는 자체적으로 이윤을 

생산한다. 그 안에는 “스낵바와 기념품가게가 있고” <궤도>의 

전망 에 올라가려면 15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135)【도판 50】

 <궤도>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현 미술 비평가인 제임스 

132) Vidya Ram, “Steeling itself for the big show”, The Hindu 

Business Line, May 16, 2012,

 http://www.thehindubusinessl ine.com/opinion/columns/vidya ‐
ram/article3422280.ece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133) 앞의 글.

134) 이 지역에는 또 다른 5억 파운드가 투자금액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그것은 

<궤도>를 중심으로 런던 동부 스트라트포드(Stratford)의 유기된 지역을 복합 

용도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올림픽 공원은 “거주민과 전세계 방문객의 관심

을 끄는 가장 사랑 받는 여가 공간”으로 바뀔 예정에 있다. 여기서 <궤도>는 

2014년 초반 재개발 완료 후, 방문객을 끄는 역할(tourist attraction)로서 재

개장 될 것이다. Vidya Ram(주 132).

135) Amy Chozick, “A Lightning Rod Masquerading as a Sculpture”, 

New York Times, Jun. 1. 2012, 

http://www.nytimes.com/2012/06/02/arts/design/londons‐arcelormittal‐
orbit‐leads‐to‐controversy.html?pagewanted=all  (검색일자: 2013년 5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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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James Meyer)가 거 한 규모의 미술작품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들어맞는다. 그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터빈 

홀에 설치되었던 카푸어의 <마르시아스>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1967~)의 <날씨 프로젝트(Weather Project)>(2003)【도판 

51】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스펙터클과 중의 오락거리라는 역할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에 관객의 경험에 

해 주목하며 현상학을 운운하는 것은 현상학이 그저 도구가 되는 

것뿐이라며 비꼬았다.136) 카푸어가 <궤도>에 해 갖고 있는 입장도 

이러한 비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카푸어는 “나는 진짜 경험에 한 작품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올라가고,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경험이다”라고 

인터뷰하며 <궤도>가 관객의 미학적 경험을 확장시켜줄 것이라고 

장담했다.137) 하지만 그가 관객에게 기 했던 미학적 경험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상품에 한 소비행위로 귀결된다. 

<구름 문>의 성공 이후 그의 작품들은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왔고 설치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으면서 그는 예전부터 드로잉으로 계획해왔던 천문학적 

금액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그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관객과 조각, 공간의 

현상학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험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궤도>의 사례가 시사하듯이, 자본의 이익과 작가의 자율성 

그리고 공공미술에 필수적인 공공성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136) James Meyer, “No More Scale: The Experience of size in 

Contemporary Sculpture”, Artforum, Vol.42, no.10, 2004, pp. 220‐228.

137) Farah Nayeri(주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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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치는 재료를 사용한 조각과 거울이론 

앞 절에서 다룬 건축적 규모의 작품들은 그것이 설치된 공간을 

“고유한 장소”로 만들고 관객의 현상학적 경험을 불러일으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작품들은 인체 비 거 한 규모로 

만들어져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위치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고, 내부와 외부, 내면과 

외면과 같은 공간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각이 설치되면서 새롭게 규정되는 공간은 

관객으로 하여금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공간의 덩어리 또는 기능의 

묶음이 아니라 시각과 움직임이 뒤얽혀 있는 몸” 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 작품들은 시각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경험하게 만들고, 몸에 속한 

눈과 체험된 지각을 재발견하게 만드는 기능을 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능은 카푸어의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관객의 몸을 거울처럼 비춤으

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이때 관객은 확고

한 주체의 위치에서 작품을 상으로서 지각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하지만 응시의 전지전능함이 깨지는 방식은 앞서 설명한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차이는 거울 조각이 관객의 몸을 

직접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나르시즘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거울처럼 광을 낸 스테인리스 스

틸 작업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의 표현방식

<아이리스(Iris)>(1998) 【도판 52】는 벽이나 바닥 위에 놓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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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이다. 전시공간으로 돌출되는 볼록한 면은 그 

경계가 벽과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를 숨긴다. 이 

시기의 카푸어는 거울 조각과 건축간의 구분을 제거하고 거울의 

반사효과를 이용하여 공간을 뒤틀고 확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 

조각은 볼록한 곡면 때문에 오목한 거울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볼록하게 휘어진 직경 

2미터의 거울 위에 반사되고 압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볼록렌즈의 

효과에 해서 크론(Rainer Crone)과 스토쉬(Alexandra Von 

Stosch)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직 작품의 표면 위에 나타나지 

않은 곳은 오브젝트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이다. 카푸어의 거울 

조각 앞에 선 관객은 스스로의 반사를 왜곡된 상의 일부로서 그리고 

거의 추상적인 이미지로서 인식하게 된다.”138) 

“아이리스”라는 제목과 동그란 형태는 눈의 홍채를 암시한다. 볼록한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관람자는 마치 타인의 눈동자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작품이 절 적으로 보여지는 상이 아니라 보는 능력을 가진 

주체라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관객은 주체로서 보고 있는 동시에 

상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이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감각은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교차(Chiasm)’ 또는 

‘가역성(reversibility)’의 보기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그의 후기저작에서 살의 존재론(ontology de la chair)을 

바탕으로 주체와 객체의 비분리성을 주장했다.139) 살의 개념은 “보는 

138)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41.

139) 메를로‐퐁티의 철학이 변화하는 과정에 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메

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1945)을 비롯한 초기 저작에서 지각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것과 관계 맺는데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주장했다. 주체와 세계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그는 체험된 몸을 ‘세계를‐향한‐존재(being‐to‐the‐world) 로 특징지었다. ‘세

계를‐향한‐존재’는 지각을 통해서 세계에 참여하는 지각의 주체를 의미한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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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보여지는 것에,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에, 자신과 타자 간에 

항상 임박해있는(imminent) 일치(coincidence)이다.”140) 그에 따르면 

“세계의 살과 몸의 살의 일치는 항상 막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나무나 돌에 우리를 보는 “눈”이 있다고 느낀다. 살의 

존재론 안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가시성 (visibility)”을 

형성하고, 우리는 “무엇이 보는 것이고 무엇이 보여지는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141) 

앞서 언급했듯이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살의 메커니즘을 세잔, 클레, 

마티스와 같은 화가들로부터 발견했다.142) 그에 따르면 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의 가역성을 경험한다. 화가의 신체는 

자신이 바라봄을 당하는 것을 아는 눈을 가진 신체이며, 이때 눈은 

를로‐퐁티는 지각을 “인상의 지각”이라는 용어에서 묘사했다. 한편, 메를로‐퐁
티는 유고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인상의 지각을 그의 새로

운 개념인 “살”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살의 개념을 “뒤얽힘” 도는 “가역

성”의 개념에서 특징지었다. 이 살은 몸과 정신, 주체와 상,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 토 를 제공해준다. 왜냐하면 살은 두 개의 실

체들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주체와 상, 보는 자(seeing)와 보이는 것(being 

seen), 만지는 자(the touched) 만져지는 것(being touched)등에 공통적인 

요소이고, 양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Fred Evans 

and Leonard Lawlor(주 118), pp. 1‐20. 

140) Maurice Merleau‐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1964), 

Alphonso Lingis(trans.), Northwestern Univ. Press(Evanston), 1968, p. 

147.

141) 앞의 책, p. 139.

142) 메를로‐퐁티는 클레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 “숲에서, 나는 여러 번이나 숲

을 쳐다보는 것이 내가 아님을 느껴왔다. 어느 날, 나는 나무들이 나를 보고 있

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거기서, 듣고 있었다 

… 나는 화가가 세계에 의해서 관통되야만 하는 것이지, 세계를 관통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나는 내심 침잠하고, 파묻히기를 기 한다. 아마도, 나는 

깨부수기 위해서 그린다.” G. Charbonnier, Le Monologue du Peintre, 

Paris, 1959, pp. 143‐145; Merleau‐Ponty, “Eye and Mind”(주 80), p. 

129 에서 재인용.



- 68 -

‘보는 나의 눈’과 ‘보는 나를 바라보는 응시’로 분열된다. 이러한 

응시에 의해 보는 자는 보는 것에 접근하고 세계로 열린다.143)

한편 둥근 형태의 오목/볼록 거울에서 시작한 카푸어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형태와 크기가 다양화되었다. 2004년 바바라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개최된 <화이트아웃(Whiteout)>전시【도판 53】를 

살펴보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작품들이 초기에 비해서 형태적인 

다양성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거울의 형태에 의해 

물리적으로 규정되는 왜곡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카푸어의 <C‐곡선(C‐Curve)> 【도판 54】은 직사각형의 얇은 판을 

매끈하게 가공하여 알파벳 ‘C’자의 형태처럼 구부린 후 세워놓은 

작품이다. 둥근 호를 이루는 자체의 구조에 의해 직립해 있으며 한쪽 

면은 볼록하고 반  면은 오목하다. 이것은 <유 목 동물>의 움푹 패인 

구멍이 반  면에서 볼록한 주머니로 보이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유 목 동물>은 양쪽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사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이동시키면 비로소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이루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C‐곡선>에서 조각의 표면이 거울처럼 

가공됨으로써 확실히 드러난다. 볼록한 면은 가로로 늘어난 

볼록렌즈처럼 작용하며 전면을 광활하게 비춘다. 반 면은 오목한 

거울처럼 거꾸로 뒤집힌 상을 보여준다. 양면은 볼록/오목이라는 형태의 

구조적인 차이보다도 위에 비추어진 이미지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이 가져오는 효과에 해서 파르사 미터(Partha 

Mit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C‐곡선>은 “서로 조적인 환영이 

143) 우리의 “응시” 는 주변 세계와 공통의 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

의 바깥과 안은 함께 어우러진 교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몸의 살은 세계

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계로 만들고, 사물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수

단이다. Maurice Merleau‐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주 140),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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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유희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그것은 나타남과 사라짐, 거짓과 

진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흩어지는 것과 가늘어 지는 

것이다.”144)

2007년 카푸어는 루브르 미술관의 의뢰를 받아 

< 조Ⅲ(CounterpointⅢ)>프로젝트에서 <C‐곡선>【도판 55】을 

설치했다. < 조Ⅲ>는 동시  작가들과 루브르가 보유한 작품 사이에 

일종의 화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다.145) 작가는 코르사바드 

코트(Khorsabad Court)에 <C‐곡선>을 설치했는데, 이는 현재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사르곤 Ⅱ(Sargon Ⅱ)세의 궁전에 남아있던 유적을 

전시해놓은 방이다. 기원전 7세기경의 부조들은 옛 궁전의 배열 그 로 

이 방으로 옮겨져 배치되었다.146)

144) Partha Mitter(주 2), p. 110. 

145) < 조Ⅲ>의 전시는 < 조Counterpoint>의 세 번째 프로젝트로, 특별히 조

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프랑스와 북유럽에 초청된 총 11명의 작가가 

포함되었다. 이들이 다양한 예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참가자들은 모두 스스로를 기본적으로 조각가로서 규정한다.

 루치아노 파브로(Luciano Fabro), 클라우디오 파르미기아니(Claudio 

Parmiggiani), 그리고 주세페 페노네(Giuseppe Penone)는 아르테 포베라 운

동을 이끈 주인공이다. 영향력 있는 영국의 조각가인 리처드 디컨(Richard 

Deacon)과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그리고 다재다능한 미국의 미술가

인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를 포함한다. 또한 엘리자베스 발렛

(Elisabeth Ballet), 디디에 트레넷(Didier Trenet), 미첼 베르유(Michel 

Verjux), 자크 비엘레(Jacques Vieilee)는 현재 프랑스 미술의 흐름을 표하

는 작가들이다.

전시에서 이들은 루브르의 조각 컬렉션에 의해 설명되는 다양한 테마와 주제를 

이어나간다. 관객은 루브르의 콜렉션을 함께 설치된 현 미술을 고려하여 탐구

하게 될 것이다. 현 의 조각가들이 선호하는 테크닉과 재료는 무엇인지. 그들

이 환경과 공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이다.

 http://www.louvre.fr/en/expositions/counterpoint‐iii (검색일자: 2013년 5

월 9일)

146) http://www.louvre.fr/en/rooms/cour‐khorsabad (검색일자: 201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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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어는 휘어진 철판을 메소포타미아의 얕은 부조와 마주하는 

거울처럼 설치했다. 방을 가로지르는 거울은 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현 를 살아가는 관객의 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철판의 

볼록한 면 위에는 방의 3벽면이 가로로 길게 펼친 듯이 반사된다. 

이미지는 약간의 왜곡이 있지만 쉽게 읽히는 편이다. 마치 광각 렌즈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처럼 보이는 부조의 이미지는 실제보다 훨씬 

스펙터클해 보인다. 이러한 장관은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지중해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세계제국을 실현했던 사르곤 왕조의 부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  면에서 부조는 위아래가 뒤집히고 

일그러지면서 거의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게 변형이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반전은 100년도 안되어 붕괴된 사르곤 왕조의 몰락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성쇄를 반복하는 문명에 한 암시로 해석될 수 

있다.

<C‐곡선>은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가 주최한 <세계를 

거꾸로 뒤집기(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전시에 설치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문맥을 만들어 낸다. 카푸어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은 "거울에 비추어진 오브젝트가 아니라 거울에 반사된 것으로 

가득한 오브젝트”이다.147) 즉 그에게 있어서 반사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가 주목한 거울작용(mirroring)의 효과는 같은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일지라도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특정한 문맥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세계를 거꾸로 뒤집기>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6개월 반 동안 켄싱턴 가든(Kensington Gardens)에서 열린 야외 조각 

전시로서, 총 4점의 거울 조각이 공원 곳곳에 설치되었다. 【도판 56】 

본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봄으로 변화하는 계절의 변화를 반짝이는 표면 위에 

147) Nicholas Baume(주 13),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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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했다.148)

공원 안에 설치된 <C‐곡선> 【도판 57】의 볼록한 면에는 울창한 

숲이 파노라마 사진처럼 펼쳐진다. 오목한 면에는 반사된 이미지가 

아래위로 반전되어서 파란 하늘은 땅과 맞닿아있고 초록색 풀밭은 

하늘과 닿아있다. 카푸어가 말하길 "야외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작품은 오직 야외의 근본 즉 하늘과 땅을 탐험하는 것이다.”149) 

여기에는 가까이서 비춰지는 부조와 같은 것도 없고 관객이 읽어내기를 

기 하는 특정한 문맥도 없다. 공원에 설치된 <C‐곡선>은 보다 순수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관객으로 끌어들인다.  

<구름 문>을 포함한 카푸어의 공공미술은 부분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이다. 그는 자신의 야외 조각들이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인 이유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외에서 

거울과 관련된 일종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나를 흥미롭게 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술에서 거울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스미드슨(Roberth Smithson)은 평평한 거울로 만든 야외조각을 

설치했다. 그것은 놀라운 것 이상의 것이었다.”150) 이처럼 카푸어가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을 야외로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일종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전환은 작품의 표면에 비추어지는 

이미지의 차이에 의해 가능해진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엄숙한’ 공간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공원의 

분위기는 상 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관객들은 자신의 몸을 보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거울에 

비친 상은 보는 위치가 이동하면 가로로 늘어났다가 세로로 늘어나고 

148) Julia Peyton‐Jones and Hans Ulrich Obrist, “Foreword”(주 82), p. 

14.

149) 앞의 글, p. 15.

150) Hans Ulrich Obrist and Julia Peyton‐Jones, "Interview with Anish 

Kapoor"(주 8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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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지고 뒤집힌다. 그들은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반사된 이미지가 

변화하는 양상에 열중한다. 그리고 이미지가 일순간 일그러지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시 자신의 몸을 움직인다. 어떤 관람자는 뒤집힌 

상을 보여주는 오목한 거울 앞에서 하늘로 뛰어오른다. 동시에 자신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말이다. 공원에 설치된 

<C‐곡선>은 주변의 공간을 상징적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놀이공원의 거울의 방처럼 유희적 성질을 띤 공간이다.

야외로 나오면서 공공미술의 성격을 띠게 되는 <C‐곡선>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1939~)의 공공미술인  <기울어진 호(Tilted 

Arc)>(1981) 【도판 58】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두 작품 모두 C자 

모양의 호를 그리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체의 구조로 서있을 

수 있게 만들어 졌다. 그리고 공간 이용자의 몸에 의해 지각되는 공간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원인은 이들이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울어진 호>는 길이 

36미터 높이 3.6미터의 규모로서 <C‐곡선>에 비해 훨씬 크다. 그리고 

<기울어진 호>가 설치된 맨하탄 연방플라자의 광장이 작품의 크기에 

비해 상 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광장을 가로지르고자 하는 보행자의 

동선을 가로 막았다. 

이러한 공간의 단절은 세라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다. 그는 <기울어진 

호>가 제공하는 현상학적 경험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151) 

“<기울어진 호>는 중을 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화는 지각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전체 광장과 관련된 것이다. … 

작품은 그것의 위치, 높이, 길이, 수평성, 기울기를 통해서 보는 이를 

151) 로잘린드 크라우스 또한 세라의 <기울어진 호>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체험된 시각(lived perspective)”의 좋은 예시로 보았다. Rosalind E. 

Krauss, Richard Serra / Sculpture, Laura Rosentraock(ed.), The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198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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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물리적인 특성 위에 위치시킨다. … 관객은 이 작품을 따라 

이동하면서 광장 내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깨닫게 된다. 걸음을 옮길 

수록 조각뿐만이 아니라 전체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152) 

하지만 녹이 슬어있는 코르텐‐스틸 판으로 만든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편을 초래하는 폭력에 가까운 것이었다. 판사 

폴락(Pollack)은 세라의 “조각이 현재 공유지 침해의 상태로 위치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용자들이 느끼는 반감을 표현했다.153) 세라는 

조각의 장소‐특정성을 옹호하며 위치의 이전이나 철거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한 후 1989년 철거되었다. 

한편 카푸어의 <C‐곡선>은 공간을 단절하기 보다는 공간 속으로 

스며들어가 위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울어진 호>처럼 공간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이 반사하는 이미지는 기존의 공간을 열개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공간에 개입한다. 다리안 

리더(Darian Leader)는 “카푸어의 작품이 새로운 4개의 공간(풀, 땅, 

물, 하늘)을 펼침으로써 켄싱턴 가든이 더 커졌다”고 표현했다.154) 즉 

작품이 차지하는 표면적인 영역이 공원을 줄어들게 만드는 빼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는 더하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의 거울같은 표면은 관객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비춤으로써 쌍방향의 화를 만들어낸다. <세계를 거꾸로 뒤집기>전을 

기획한 쥴리아 페이튼‐존스(Julia Peyton‐Jones)와 한스 울리히 

옵리스트(Hans Ulrich Obrist)에 따르면 <C‐곡선>은 “관객의 

왜곡되고 뒤집힌 반사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관여”시킨다. 

152) Richard Serra, testimony in Public Art, Public Controversy: The 

“Tilted Arc” on Trial, Sherril Jodan(ed.), New york, 1987, p. 148, 

Barbara Hoffman, “Law for Art’s Sake in the Public Realm”, p. 116

에서 재인용 

153) 앞의 글, 같은 쪽.

154) Darian Leader(주 42),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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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작품의 공동‐창작자이자 

완성자”가 된다.155) 거울 조각을 마주한 그들은 일방적인 청자가 

아니라 함께 화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거울의 반사작용은 극도로 

추상적인 이 작품을 극히 중적인/공공적인(public) 작품으로 만든다.

<C‐곡선>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카푸어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같은 형태일지라도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이는 “현상학적 세계란 순수존재가 아니라 경험들의 교차, 

나의 경험들과 타자의 경험 사이의 상호 맞물림을 통한 교차에서 

드러나는 의미”라는 메를로‐퐁티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다.156) 이러한 

지점은 불교의 공성과도 연결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자체의 

색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의 것을 끊임없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정구슬로 상징되는 현상계의 모습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의 거울작용에 한 분석

  (1)주체를 소외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다시 <아이리스>로 돌아가보면, 앞서 설명한 ‘교차와 가역성을 

근본으로 하는’ 메를로‐퐁티의 시각 개념은 쟈크 라캉(Jacques 

Lacan)의 응시이론과 연결된다.157) 라캉은 바닷가의 물위에서 햇빛을 

155) Hans Ulrich Obrist and Julia Peyton‐Jones, “Foreword”(주 82), p. 

15.

156)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주 78), p. 31.

157) 메를로‐퐁티 사후에 유고들을 모아 출판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가 죽기 직전에 잡지에 기고했던 글인 『눈과 정신』은 가시적인 것

을 살(flesh)과 교차라는 존재론적 원리를 통해 해명한다. 이 두 책이 출판된 

시기는 라캉이 처음으로 고등사범학교에서 임상가들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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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하는 정어리 깡통을 바라볼 때, 빛에 의하여 깡통이 그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 빛나는 표면에서 객체나 보는 

이(주체)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는 보는 이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애매모호하고 다양한 장의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워진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보는 이를 사로잡고 유혹하는 것이고 풍경을 풍경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다.”158) 

안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는 라캉의 빛나는 깡통에 한 이론을 

카푸어의 빛나는 작품을 해석하는 모델로서 가져왔다.159)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카푸어의 작품은 라캉의 깡통처럼 ‘빛의 공간’으로서 

제시되고 미리 가정된 사물들의 질서를 뒤집기 위해서 기하학적이고 

시각적인 공간을 무너뜨린다. 라캉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각적 장치, 

과학생들을 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세미나에서 라캉

은 ‘ 상 a로서의 응시’라는 장에서 메를로‐퐁티를 언급한다. 다른 감각들과

는 달리 시각은 의식과 가장 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의식으로의 분절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감각이다. 따라서 철학에서와 마찬가

지로 정신분석학에서의 시각은 단히 중요하다. 정지은, 「라깡의 응시에 비추

어 본 메를로‐퐁티의 가시적인 것의 깊이」, 『라깡과 현 정신분석』, Vol.12, 

No.1, 한국라깡과 현 정신분석 학회, 2010, p. 151; 또한 메를로－퐁티의 후

기저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영향을 주었

던 것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거울의 현상’이나 ‘상상적인 

것’, ‘나르시시즘’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캉의 정신분석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정지은, 「메를로－퐁티와 정신분석학: 꿈과 상

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40, 한국현상학회, 

2009, p. 154.

158) Jacque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Alan Sheridan(trans), Jacques‐Alain Miller(ed.), W.W. Norton(New 

York), 1978, p. 96.

159) 「화이트아웃에 반영: 바바라 글래드스톤(갤러리)의 아니쉬 카푸어」는 

2004년 바바라 글래드스톤 갤러리(Babara Galdstone Gallery)에서 열린 

<Whiteout> 전시도록에 실린 글이다. 이 전시에는 카푸어의 소형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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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의 눈’과 ‘무의식의 응시’ 사이의 간극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간극은 데카르트식의 “투명한 보기(transparent seeing)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것이다.160) 그는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카푸어의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이 우리를 보고 있는 사물의 눈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각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뚜렷한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다.

비들러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카푸어의 거울 조각을 해석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석이 ‘작품과 

관객간에 발생하는 주객의 비분리 상태’를 설명하는데 라캉을 끌어들인 

것과는 달리, 다수는 표면에 비춰진 ‘관객의 이미지와 관객간에 

발생하는 관계’를 분석하는데 라캉을 인용한다. 왜냐하면 카푸어가 

만드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의 가장 큰 특징이 거울처럼 비추는 기능을 

하는 것이자 항상 왜곡된 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왜곡된 상이 관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라캉의 거울 

단계(the mirror stage)에서 두되는 소외(alienation) 개념을 

끌어들인다. 

라캉은 1949년의 논문인 「정신분석학적 경험 속에서 해명된 나(the 

I)의 기능의 형성 요소로서 거울단계」에서 거울 단계 이론을 제시했다. 

거울 단계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 아기가 주체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라캉에 따르면 어린 아기는 운동 

근육의 숙달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아기의 육체는 아직까지는 조각난 육체이다. 그러나 거울에 

비쳐진 모습은 아기에게 총체적이고 완전한 상으로 다가온다. 아기는 

거울 속의 완전한 이미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 라캉은 여기서 

분열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존재’ 이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본래의 자기와 다른 것 즉 

160) Anthony Vidler(주 6), p. 11.



- 77 -

타자일 뿐이다. 그러나 아기는 거울 속의 이미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타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처지에 있다. 결국 

우리에게 상상의 완전성을 주는 거울의 이미지는 동시에 우리에게서 그 

완전성을 앗아간다. 여기에는 존재의 환상을 가지면서 감당해야 하는 

소외가 있는 것이다.161) 라캉에 따르면 프로이드의 ‘에고’나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바로 ‘내가 존재하는 실체라는 존재 환상’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162) 그러므로 나르시즘의 본질은 이런 이미지에 

근거한 공허한 완성, 즉 착각에 근거한다. 이러한 논리의 흐름은 

카푸어의 거울조각이 소외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데카르트적 주체를 

파편화 시킨다고 분석하는데 적용된다. 

다리안 리더(Darian Leader)는 라캉의 이론과 카푸어의 거울조각을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반사하는 표면은 인간 신체의 

연속성에서 거울이미지의 역할을 불러 일으킨다.” 즉 라캉의 “거울이 

처음에 제공하였던 전체성과 완전성이 불완전하고 통합되지 않은 신체를 

감추었던 것”처럼, 카푸어의 작업은 “경탄할만한 풍경이나 인물의 

이미지가 왜곡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63) 

표면에 반사된 이미지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쟝 드 롸지(Jean de 

Loisy)가 말했듯이, “거울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나르시즘적 만족을 

161) Jacques Lacan,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as Rev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crits: A Selection, 

Alan Sheridan(trans.), W.W. Norton & Company(New York and 

London), 1977, pp. 2‐8 ; 문장수, 「자크 라캉의 주체개념」, 『철학논총』, 

Vol.56, 새한철학회, 2009, p. 394‐395.

162) 프로이트에 의하면 에고는 정신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위로부터 초

자아의 명령과 아래로부터 이드의 충동, 그리고 외계로부터 오는 현실의 요구를 

중재하고 조종하는 일종의 통제탑의 역할을 한다. 이때 자아가 사고와 이성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데카르트류의 명징한 사유주체(cogito)가 아닌 것만은 분명

하다.

163) Darian Leader(주 4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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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관객에게 허용하지 않는다.”164) 이러한 거울의 특성은 보는 

이에게 두렵고 낯설은 언캐니(uncanny)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화의 

장치로서 작동한다. 이는 친숙하고 익숙한 것 그러나 억압되었던 것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비들러는 카푸어의 거울작업의 반사효과가 언캐니의 감정을 이중으로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관객은 거울의 

반사에서 일그러진 신체의 파편들을 제외하고는 스스로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객은 안정적인 지각 체계의 우월한 위치의 관객으로서 자신을 

보는 것이 차단된다.”165) 여기서 비들러는 라캉의 분열의 지점을 

발견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데카르트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우리 자신(ourselves seeing 

ourselves)’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일그러져 보이는(anamorphic) 

거울의 렌즈에서 우리를 보는 타자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라캉의 

의미에서 반사체를 반사하는 과정은 데카르트적 주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나아간다.”166)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크론과 스토쉬는 조각의 표면에 비추어진 

왜곡된 상이 주체의 확실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들은 “카푸어의 거울 조각에 나타나는 가상의 공간은 허구의 주체성, 

자기‐인식의 상징적인 과정의 결과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자기‐인식의 과정과 정체성의 형성에 한 라캉의 개념을 상징한다. 

거울 조각 속에서 관람자의 이마고(imago)가 왜곡되고 분열되면서 

관람자는 의식적으로 자기‐형성(self‐formation)의 과정에 참여하게 

만든다. 그러나 관람자는 이마고와 맞섬으로써 개별화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거울 속에 반사된 그의 이미지가 이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164) Jean de Loisy, “La Vrai cul du diable”, Anish Kapoor,  Homi K. 

Bhaba(주 10), p. 40.

165) Anthony Vidler(주 6), p. 18.

166) 앞의 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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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된다. 그 결과 관람자의 존재에 해 새로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167) 

선행 연구자들이 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카푸어의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카푸어의 작품 

표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것은 왜곡된 

상이 거울의 일반적인 나르시즘의 기능, 즉 완벽한 일치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그러진 상은 언캐니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인식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결국 카푸어의 작품을 마주한 관객은 

라캉의 거울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체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데카르트적 주체의 

붕괴와 연결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즉 그들은 카푸어의 거울 조각을 

탈주체화의 매개체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2)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푸어의 거울 조각이 데카르트적 주체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나르시즘을 불러 일으킨다는 분석은 

타당하다. 하지만 라캉의 소외 개념은 카푸어의 거울 이미지와 관객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라캉은 거울에 

비춰진 상을 ‘진정한 나’와는 무관한 타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는 라캉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타자로서 규정지을 수 없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쳐지는 상은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나의 몸을 함유하는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는 자와 거울 이미지 사이에서 시선은 일방적인 것이 

167)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주 10),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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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것은 마주보게 놓여진 두 개의 거울 사이에서 무한히 

발생하는 서랍형의 영상시리즈처럼,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상호작용의 시선이다. 메를로‐퐁티는 "서로 마주보는 거울에 비친 각 

영상이 거울 표면의 어느 쪽에도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채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는 이가 그가 보고 있는 것에 의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여전히 그 자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시선에는 근본적인 나르시즘이 있다”는 것이다.168) 

연구자들이 라캉을 인용하면서 간과한 것은 “보는 자와 반사된 이미지 

간에 형성되는 상호신체성(intercorporeality)169)” 이다.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David Michael Levin)은 「나르시즘의 시각: 

상호주관성과 반영의 역전 (Visions of Narcissism: Intersubjectivity 

and the Reversals of Reflection)」이라는 글에서, 메를로‐퐁티의 살의 

현상학으로 설명되는 나르시즘이 “유토피아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70)

레빈은 메를로‐퐁티의 살의 나르시즘 안에서 “단항의(monadic) 

형이상학적인 주체의 나르시즘이 실제로 반전되고 뒤집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는 “완전히 반 의 지점에 있는 소통하는 

상호주관성171)” 으로 바뀐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살의 나르시즘 안에 

168) Maurice Merleau‐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주 140), p. 

139.

169) 앞의 책, p. 141.

170) David Michael Levin(주 9), p. 53.

171) 크로슬리(Nick Crossley)가 주장한 것처럼, 상호주관성의 개념은 다학문

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에

서 인간, 지식,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상호주관성의 

개념이 사회과학의 중심개념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이 개념은 먼저 철학의 주요

한 개념이었다. 특히 현상학자들에 의해 이 개념이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개인

적 의식이나 자아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 혹은 '공동체적 자아'를 의미했다. 후

설(Husserl)은 인식의 주체가 선험적 자아라는 개인의 의식에 의해 결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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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reflection)의 변증법이 있다. 이 변증법은 “주체성의 중심부에서 

자아의 나르시즘적 구조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사회의 

상호성에 내재된 고유성과 도덕적인 공동체를 되찾을 수 있다.172) 그는 

메를로‐퐁티의 후기작업이 인식론과 도덕 그리고 정치이론의 동시 적 

패러다임에 새로운 주체성의 비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레빈의 

해석을 토 로, 연구자는 카푸어의 거울조각을 메를로‐퐁티의 살의 

나르시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라캉의 소외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지 못한 거울작품의 의미에 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 했듯이 라캉은 자기‐발달 초기단계의 병리학에서 거울의 

반사작용을 설명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거울의 작용(mirroring)은 

아이에게 자기중심적인(egocentric)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라캉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은 환상이고 샴쌍둥이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치는 생경한 이미지(alien image) 로 

해체(disintegration)되기 때문이다.173) 그리고 이 생경한 이미지는 

타자를 통해서 내 안에서 형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타자를 재현하고 

않고, 궁극적으로 상호 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개

념은 실증주의나 객관적 사회과학방법론에 한 현상학적 비판으로부터 발생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인간의 주관성을 비과학적이라고 비

판하며 객관성만이 신뢰할만하다는 실증주의에 반 한다. 객관성이라고 불리우

는 것도 엄 한 의미에서 오직 인간들의 주관성이 포함된 ‘합의’에 의해 이

루어진 객관성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상호주관성의 의미는 ‘공동체적 자

아’, ‘공유적 이해’, 그리고 ‘합의된 객관성’ 등으로 이해된다. ; 손원영, 

「간주관성과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 논총』, Vol.4, 한국 기독교 교육 

학회, 1999, p. 142; 김성동, 『상호주관성 이론의 재구성』,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학교 학원, 1993, 1‐3쪽, pp. 196‐197;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사

용하는 상호주관성의 의미는 현상학적인 개념이다. 즉 단항의 형이상학적 주체

가 아닌 ‘공동체적 자아’로서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172) David Michael Levin(주 9), p. 54.

173) 앞의 글,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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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속하는 것이다. 즉 라캉이 보기에 거울단계는 허구적 구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소외의 과정이다.

라캉이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자아(the self)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의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self)이라기 보다는 에고로서의 자아(ego)이다.174) 라캉은 

거울작용의 변증법안에서 사회적 폭력이 위장하고 있는 방식을 본다. 즉 

아이는 “에고로서의 자아를 얻지만, 자신의 삶을 잃는다.”175)

라캉은 이 변증법에서 오직 부정적인 순간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정체성(identity)은 차이를 억압하는 것 이외의 것이 절 로 될 수 

없다”는 추측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176) 이와 같은 추측은 

후기구조주의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타자와의 상호적인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 오직 굴복과 권위의 소극적인 내재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체성의 형성을 후기구조주의 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정체성을 해체의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177)

한편 메를로‐퐁티는 라캉이 우려한 부정적인 측면을 알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살의 나르시즘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르시즘은 “데카르트적인 나르시즘”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자폐증, 유아론 또는 세계와의 

174) 프로이드와 달리, 라캉은 ‘자아’(ego, the I)와 ‘주체’(subject)를 구

분한다. ‘자아’란 거울단계에서 발견되는 ‘나’의 기능 내지는 메커니즘으로

서 근본적으로 기만과 환상의 장소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기를 망각하는 자

기‐인식이다. ‘자아’가 상상계의 주제 하에서 구성된다면, ‘주체’는 이와는 

전혀 다른 논리인 상징계의 논리에 의해서 구성된다. 문장수(주 164), p. 397.

175) David Michael Levin(주 9), p. 69.

176) 앞의 글, p. 69.

177) Peter Dews, Logics of Disintegration, Verso(London, New York), 

1987, p. 228, 앞의 책 p. 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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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분리”가 아니다.178) 데카르트적인 나르시즘과 조적으로 살의 

나르시즘은 가역성(reversibility)으로 특징지어 지는 것이다. 타자를 

보는 것 안에서 보는 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경험은 나르시즘의 형식을 갖춘다. 메를로‐퐁티는 “사물에 

의해서 스스로가 보여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활동은 동등하게 

수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차적이고 더 깊은 나르시즘의 

감각이다. 이는 “유령에 의해 현혹되고(seduced) 사로잡히고 

(captivated) 소외되는(alienated) 것이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서로에게 화답 (reciprociate)한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무엇이 

보는 것이고 무엇이 보이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179)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밝혀낸 소외의 개념은 라캉의 것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가역성을 바탕으로 신체적으로 탈중심화되는 것을 통한 

소외이다. 가역성안에서 “나의 지각의 장이 타자의 지각의 장과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타자의 삶이 뒤얽혀 있고 나의 몸과 

타자의 몸이 뒤얽히게” 된다.180) 그러므로 메를로‐퐁티의 소외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회적 존재로 

투사되는 것을 통한 소외이다. 살의 차원성(dimensionality)안에서 

소외는 폐쇄의 순간을 부수고 상호성(reciprocity)을 열어주며 연 감 

또는 친 감의 인식을 마련한다.181) 레빈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변증법의 애매함안에서 새겨지기 때문에 ‘정체성이 사회적 강요이고 

다양성을 억압한다’는 후기구조주의적 무력한 응에 한 진정한 

안”이 될 수 있다.182)

178) 앞의 책, p. 58.

179) Maurice Merleau‐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주 140), p. 

139.

180) 앞의 책, p. 49.

181) David Michael Levin(주 9), pp. 69‐70.

182) 앞의 글,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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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본적인 “상호신체성(inter‐corporeality)”은 우리 각각이 

나르시즘의 변증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183) 이것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것처럼, “주체들의 

이상적인 공동체, 상호신체성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기본적인 

감각이다.184)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심지어 갓난아기의 몸에도 이러한 상호신체성의 

도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한다.185) 이러한 도식은 지각하고 움직이는 

몸, 세포, 근육, 장기와 사지에 짜여져 있는 유기체적인 원칙 안에 

내재되어 있다.186) 즉 몸은 미발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율성과 

연 를 그리고 개별존재와 상호성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도식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다.187) 메를로‐퐁티는 몸이 그 자체의 고유한 질서를 

즐긴다고 주장한다. 몸에 도식화된 상호 신체성의 질서는 사회가 의미를 

강요하는 것에 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저항하기 위한 

183) 앞의 글, p. 71.

184) Maurice Merleau‐Ponty, Themes from the Lectures at the Coll ge 

de France, 1952‐60, Northwestern Univ. Press(Evanston), 1970, p. 82.

185)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타자를 유추작용에 의해 아는 것이 아

니라 몸의 지각을 통해 인식한다. 이러한 관계를 그는 15개월 된 아이의 반응

작용을 통해 타자 인식의 실례를 제공한다. 메를로‐퐁티가 아이의 손가락 하나

를 입에 넣어 무는 시늉을 하자, 그 아이 역시 입을 열어 부는 시늉을 보였다고 

한다. 그 아이는 메를로‐퐁티의 의도를 단번에 그의 몸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다. 

이 아이는 비록 유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타자의 몸짓을 통해 타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지각한 것이다. 즉 아이는 자신과 타자가 분리된 독립된 존

재로서의 주체의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몸짓을 통한 원초적인 의사소통의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종헌(주 107), p. 325; 아이가 몸 지각을 통해 

타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처럼, 타자의 의도와 자기 자신의 의도는 

어떠한 번역의 필요성도 그 안에서 요구되지 않는 단일한, 전 반성적인, 상호주

관적 시스템을 구성한다. 모니카 M. 랭어,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1989), 서우석, 임약혁 역, 청하, 1992, p. 163.

186) David Michael Levin(주 9), p. 72.

187) 앞의 글,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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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메데스적인 지점이다.188) 

이와 달리 라캉은 신체이미지를 비추는 거울 작용 안에서 오직 소외의 

과정만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왜냐면 그는 갓난아기의 몸을 그 자체에 

내재하는 질서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캉이 말하는 몸은 

고유한 질서가 없는 것이 됨으로써, 해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부과하는 

것에 해 측정하고 평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결여 하는 

무기력한 상 주의에 빠진다.189) 

그러므로 레빈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라캉의 이론보다 더 

계몽적인 것이고 사회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메를로‐퐁티의 살의 나르시즘을 통해서 라캉의 상 주의가 싸움에 

무력하게 만들었던 복종과 폭력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몸을 

발견했다.190) 경험의 살로부터 발생하는 “상호신체성”과 

“가역성”은 지배가 상호인식과 참여적인 정의의 우위에 잇는 사회적 

체계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191)

이러한 살의 나르시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카푸어의 거울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카푸어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거울에 

비추어진 왜곡된 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는 라캉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타자가 될 수 없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보고 있는 나를 

함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는 타자 

안에서 타자에 의해 반사된 자신을 보는 것에서, 자신의 몸과 섞어 

짜진(interwoven) 타자의 신체적 존재를 볼 수 있다”는 메를로‐퐁티의 

가역성을 직접 경험하게 만든다.

188) 앞의 글, 같은 쪽

189) 앞의 글, 같은 쪽

190) 앞의 글, 같은 쪽.

191) 앞의 글,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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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의 표면에 비친 영상은 관객의 몸이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그리고 관객은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연쇄적으로 거울에 비춰지는 왜곡된 영상을 바꾼다. 이것은 

마주 본 거울 사이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서랍형 영상이 제시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의 순환성은 

라캉의 거울단계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반사된 이미지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움직여지는 수동성을 인식하는 

순간 관객은 비춰지는 이미지 즉 타자와 강력한 연계와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보는 자는 주체이면서도 타자인 모호한 경험을 하면서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합의 

상태, 보는 이가 타자와 완전한 동일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192) 이것은 일종의 공존의 상태를 제시한다. 이러한 상태는 

하버마스(J rgen Habermas)가 말한 것처럼 타자의 “고유한 정체성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보다 “의존과 자율성” 즉 상호성과 

개별적 존재를 “동시에 보존”하는 것이다.193)

이러한 견지에서 카푸어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주체와 타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거울을 제공한다. 거울 조각을 바라보는 자의 “몸은 

보는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객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아의 기의(signifier)는 변동가능”한 것이 된다.194) 이 왜곡된 

거울은 데카르트식의 자기동일적이며 실체적인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체성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주체의 해체를 

상호주관성의 탄생으로 바라봄으로써, 라캉 이론의 부정적 

성향(negativity)을 극복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92) 앞의 글, p. 70.

193) J rgen Habermas, The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MIT 

Press(Cambridge), 1987, p. 293, 앞의 글 p. 76에서 재인용.

194) M. C. Dillon(주 7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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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어의 거울 작업은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상호성(reciprocities)을 

담보하는 가역성의 매개체로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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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카푸어의 조각에 반영된 신체성의 개념에 

해 살펴보았다. 30 여년에 걸친 작업기간 동안 그의 조각에서 인간의 

몸은 주제가 되고 매체가 되며,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인체를 표상하는 조각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중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자는 인체 형태를 닮은 조각을 

소주제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서로 립되는 인체의 특성들이 한 작품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파생하는 돌출과 함몰, 외부와 내부, 있음과 없음, 물질과 

비물질, 입체와 평면 등의 양극성이 그의 작품에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 

카푸어의 조각이 가진 양가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도인이라는 

출신배경을 주목할 수 있다. 인도의 힌두 신화나 불교 철학에는 서양 

근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이분법을 전복하는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양가성은 단순한 일치나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공성(空性)과 무상(無常)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원론에 한 회의적인 태도는 서양의 전통철학을 재고하는 현  

유럽 철학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철학에서의 몸에 

한 관심을 이어받아, 메를로-퐁티는 몸과 정신이 이항 립이 아니라 

상호의존이라는 근본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데카르트 이래 사유의 한 

형태로서 당연시되어온 지각의 확실성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고, 이러한 점은 20세기 중반의 미니멀리스트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작품, 공간, 관객의 몸의 관계를 탐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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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적 계보는 카푸어에게로 이어졌다. 카푸어는 그의 조각에서 

립항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람자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전복하는 작품의 내용은 작품의 형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카푸어가 관람자의 몸과 작품,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해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관객의 몸을 둘러싸는 건축적 규모의 조각과 관객의 

몸을 직접적으로 반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에서 이러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실험했다. 건축적 규모의 조각은 관객이 작품 주변에서 직접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바탕으로 공간을 탐구하도록 유도했다. 작품에 

의해 재정립된 공간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각을 통해 결국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여기서 드러나는 신체성을 

메를로‐퐁티의 체화의 개념, 물리적인 몸과 연계된 시지각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건축적 조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품과 

관객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냈다. 이 작품들은 주변의 환경을 작품 위에 

반사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일지라도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발생시켰다. 여기서 작품의 의미는 설치된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었다. 또한 카푸어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은 

볼록하거나 오목한 표면위에 항상 왜곡된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한 

종류의 나르시즘적 경험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라캉의 소외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왔다. 카푸어의 작품위에 비친 

관객의 일그러진 상은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인식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결국 그로 하여금 주체의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카푸어의 거울 조각이 데카르트적 주체를 무력화 하는 새로운 종류의 

나르시즘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은 설득력 있지만, 라캉의 소외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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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푸어의 거울이미지와 관객 간에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며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의 조각에 

메를로‐퐁티의 소외의 개념을 입함으로써 거울작용이 가져오는 

상호주관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가능성은 카푸어의 

거울 조각이 공공미술이 될 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구름 문>을 

비롯한 거울 작품들이 공공미술로서 가지는 의미를 상호주관성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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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poreality' of 

Anish Kapoor's Sculpture

Choi, Solku

Art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apoor has produced an extraordinarily varied body of work 

over a career nearly thirty years. Even though the diversity in 

his art practice, it is clear that the whole of Kapoor's art 

coheres around a fundamental, related concern, 'corporeality'. In 

his Sculptures, this corporeality appears in three ways; At first, 

many of his sculptures reminds us of parts of body and organs. 

From pigment sculptures in the late 1970s to <Orbit> opened in 

2012, his sculptures hold a position between abstract and 

concrete, not only connoting human body but also implying 

symbolic  meaning. Second, his sculptures take count of a scale 

of body of audience. body perception and body experience are 

primary concerns in his 'sculptures at an architectural scale'. 

These features can be explained by based on the 

phenomenology. At last when viewers appreciat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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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ures, their body becomes a part of the sculpture being 

reflected on the mirrored surface. This reciprocal action between 

the viewer and the stainless steel sculpture is related to Jacques 

Lacan's psychoanalysis and Maurice Merleau-Ponty's 

phenomenological notio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orporeality found in Kapoor's 

sculptures, in respect to 1) how the corporeality is expressed in 

his sculptures, 2) how he became interested in the corporeality 

and 3) how his sculptures are experienced by audience's body. 

In Chapter 2, I examined Kapoor's sculptures dividing them into 

two groups. The categorization regards to how the corporeality 

is expressed. First, the sculptures which resembles human body 

were classified in three sub-themes and interpreted 

chronologically. Second, the sculptures which provoke audience 

participation were sorted into two sub- themes; the large-scale 

sculptures considering body scale and the stainless steel 

sculptures mirroring audience's body directly. 

Chapter 3 focused on how Kapoor became interested in the 

corporeality. I found a common ground that his sculptures which 

have some analogy with human body thrive on the coexistence 

opposition. He explores polarities, convexity and concavity, 

exterior and interior, presence and absence which derived from 

maleness and femaleness. I analyzed how this opposition coexists 

in his sculpture. And, I looked over his indian background and 

modern western(european) philosophy in order to explain this 

ambivalence.

Chapter 4 discussed how his sculptures are experien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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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s body. Although some former researchers have 

referred to phenomenological approach possibility, they have not 

adapted to it as a major theory to explain Kapoor's sculptures. 

Therefore, this paper is trying to improve this concept and 

deepen the phenomenological study about Kapoor's art. In the 

first place, I revealed that architectural scale sculptures arouse 

the matters of thought and cognition related to physical body. 

The concept of 'embodied awareness' was delineated on the 

basis of Phenomenology of Perception(1945) and "Eye and 

Mind(1960)" written by  Merleau-Ponty. After that, I described 

the features of Kapoor's stainless steel sculptures. They are 

often viewed to make viewers feel 'self-alienation', a 

psychoanalytic concept of Lacan. Furthermore I tried to interpret 

the interaction between mirrored sculpture and viewers based on 

the ontological concept of flesh defined by Merleau-Ponty's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1964). 

    

keywords : Anish Kapoor, Corporeality, Phenomenology, Body, 

Maurice Merleau-Po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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