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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상의 어떤 형상이나 생각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의

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거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 본인은 이러

한 현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특히 개인적인 기억과 감

상, 경험에 의해서 또는 사물이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처럼 각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의 성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인은 일상적인 대상을 특

유의 방식으로 강조화시킴으로써 대상과 그 안에 투영된 본인의 존재감

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업은 작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

이며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작업을 하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생각으로 작

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찾기 위

하여 본인의 흔적과 행위들을 되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본능적인 감각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관적 방식의 작업이 필요하

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작품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작

업을 완성한 후 그 이유에 대해 되묻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 순간들과 배경을 생각해봄

으로써 사물과 감정적으로 동질화하게 된다는 것과 체험, 노동을 중시하

는 성향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험과 작업과정 자체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합과 결합이라는 방법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발견

하고 어린 시절의 블록 놀이가 현재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았다.

이질적인 대상들을 서로 연결하여 동질감이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대상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본인의 존재와 가치에 대

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이런 본인의 내면은 사물들을 유기적으로 바라보

는 시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현상과 작품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행위나

생각에 의하여 일상적인 사물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 흥미



- ii -

로웠다. 또한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과 형태가 묘하게 접합되는 지점에

대한 호기심이 이런 방식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사물이

담고 있는 흔적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킴으로서 사물과 작품,

그리고 본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이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소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와 작업, 작업과 작업 혹은 나와 관객 등의

어울림을 통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작업

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고 앞으로도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주요어 : 강조화, 존재감, 직관적, 동질화, 결합, 유기적

학 번 : 2010-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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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사회적 통념 속에서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빨갛다’ 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해라’, ‘가지마라’ 라고 인식한다. 보편적으로

빨간 티셔츠는 ‘혁명’, ‘열정’,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등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빨간 고추를 보고 과거에 매운 고추를 잘못 먹었던 경험이 떠

오르면서 ‘맵다’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 사물에 대해 빨갛다는 색상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규칙이나 관념, 개인적인 경험 등과의 관계로 인하

여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인식 된다.

본인은 사물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특히 개인

적인 기억과 감상, 경험에 의해서 또는 사물이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일상의 어떤 형상이나 생

각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의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

이거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작품을 통해

서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고 생각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기억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사회적 관념과 개인적인 경험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대상에 대

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다1).” 본

1) 19세기 말 지각에 대한 원자적 분석에 반대하여 게슈탈트 법칙의 우위성을 주장했던

에렌펠스(Christian Freiherr von Ehrenfels)에 의해 기초가 만들어진 심리학적 미학의

방향. 인간 경험의 궁극적인 요소가 ‘원자적’ 성분으로 분해될 수 없는 일종의 구조 내지

구성이라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며 개별적인 감각 데이터들은 단지 시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 영역에서 전체 구조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 쾰러(Wolfgang Köhler), 코프카(Kurt Koffka) 등에 의

해 도형은 불명료한 배경에서 확실하게 부각된다는 것, 공간적 시간적 근접이나 유사성

은 요소들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한다는 것, 둘러싸인 것과 배제되지 않은 것은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의 몇가지 기본적인 게슈탈트 법칙이 확정되었다.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1998, 월간미술,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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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게슈탈트 이론을 통해서 사람은 사물의 부분과 그 주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물뿐만 아니라 눈

에 보이지 않는 공간과 시간 등 수많은 것들은 서로 관련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맥락 안에서 생각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인 작업은 위

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사물의 연관성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대학(大學)」에서 공자는 학문의 길이란 잃어버린 본래의 나를 찾아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본인은 대학원 과정에서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연구하는 것에 좀 더 큰 비

중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본능적인 감각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관적 방식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공간이나 작품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작업을 완성한 후 ‘내가 왜 이것을

생각했고 만들었을까?’를 되묻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업을 시

작하기 전부터 작업에 대한 주제를 미리 정해버리면 모든 작업이 하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과 습

관, 생각 등을 역 추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작업을 통해 말하고

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자기 자신

을 열어두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듣고자 하였다. 따

라서 본론에서는 본인의 일상과 작업에서 느끼는 성향과 특징을 찾고 그

것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사고와 작업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경험적 인식과 과정의 수용

본인은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더욱 중시 여긴다.

궁금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직접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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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어 보

이기도 하다.

이렇게 체험적이고 노동적인 작업을 좋아하는 성향은 선천적으로 잠재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났던 것은 대학교에 들어

와 등산과 여행을 다니면서 부터였다. 산악부 활동을 통해 등산을 다니

면서 지도를 읽는 방법과 오래 걷는 방법을 배웠으며, 자연스럽게 길러

진 모험심과 강한 체력은 자전거 여행이나 해외 오지 여행을 떠날 수 있

는 밑거름이 되었다.

본인은 굳이 쉬운 길로만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힘든 일

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길을 선택해 그냥 내 자신을 그곳에 내놓고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한다. 산에서 암벽을 타거나 장기 산행을 갈 때, 분명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 힘겨움을 이겨내고 봉우리들을 오르는 과

정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노동 집약적인 고된 작업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몸은 힘들지만

땀을 흘릴 때 본인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기도 한다. 조금은 어렵

다고 느껴지는 것에 더 의욕이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그 즐거움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인지 작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

를 즐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서 개념적인 전달보다는 어떤 물

질 자체를 만지고 보고 느끼며 형상을 만드는 것에서 만족을 하는 편이

다. 나무를 깎거나 흙을 붙이고 석고를 뜨는 등 특유의 물성을 지닌 재

료를 구축적으로 쌓고 결합하는 방식의 작업을 좋아하는 것도 이것 때문

일 것이다. 그 중에 나무라는 재료는 다른 어떤 재료보다 계속 숨을 쉬

고 변화무쌍하여 다루기가 힘들지만 그것을 깎고 붙이는 과정들을 통해

서 본인의 내면을 잘 나타내어 준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무 특유의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것에 매력을 느

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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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시절부터 통나무를 깎아 어떤 형상을 찾는 나무 작업에 대한 매

력을 느꼈고, 이후에 나무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공부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가구 만드는 일을 배웠다. 집에서 사용할 가구들을 몇 가지 만들어

보면서 이전에 다루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나무들도 보았다. 나무작업은

형상을 구상하고 조각을 시작함과 동시에 육체적인 노동이 시작된다. 나

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예민하기 때문에 조각을 하기 전과 후의 관

리가 중요하고 깎는 과정에서는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매우 조심해야한다. 다루기가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물질

이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매혹시키는 존재이다.

공간―경계―나

본인은 한국인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방학 기간을 피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낯선 동네에 아무것

에도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남겨진 외로운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홀

로 낯선 곳을 걸을 때는 수많은 공상이 시작된다. 특히 그냥 아무 말 없

이 걷고 있을 때, 혼자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탔을 때는 더욱 자유로운

공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은 작업 구상을 위해서 일부러 버스를 타

고 창밖을 한 없이 쳐다보고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아무리 지도나 핸드폰이 있다고 해도 헤매게 된

다. 특히 골목이 어지럽게 많은 동네에 가면 꼭 옆길로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짜증이 난다거나 힘들지 않고 마치 미

로 찾기를 하듯 즐기게 된다. 길을 잘못 들어서 더 좋은 구경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

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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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자료3> <참고자료4>

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쑤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나간다.2)

이렇듯 본인은 자의든 타의든 새로운 환경에 던져

져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내 몸과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 그것을 나누

는 경계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었다. 그리고 무작정 주변에 보이는 어떤 공간을

<참고자료1>처럼 주변의 사물들로 채우기 시작하였

다. 이 작은 공간들을 채우고 난 후에는 좀 더 큰 공

간을 채워보기도 하였다.

이 작업을 확장시킨 <참고자료 2, 3, 4>는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업 공간을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탑처럼 쌓아올린 것이다.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을 이용함으로서

본인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물건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리와 진동 등 외부 영

향을 최대한 줄여야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높이 약 4미터

가 되는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떨어지지 않

2) 알랭드 보통, 《여행의 기술》, 이레, 2004,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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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5>

<참고자료6>

<참고자료7>

게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물건을 쌓았다. 이

과정은 한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쌓는 본인도 지켜보는 사람도 계속 긴장을 유

지해야 했다. 이러한 긴장감 있는 작업 과정 자체가 삶과 같다는 것도

느꼈다.

본 작업을 통해 대부분 수평적으로만 놓여있던 일상적인 사물들을 수

직적으로 쌓음으로써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을 주며 한 공간 안에서 사

물, 공간, 그리고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틈이 조금커서 돌멩이가 떨어진다. 때론 돌멩이가 조금 커서 들어가기조차 힘들

고, 때론 딱 맞아 그 틈에 끼워진다. 그리고 결국 몸체의 일부가 꽉 끼워진 돌멩

이들만 남았다. 틈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그냥 끼어버린 모습이 우스꽝스럽

게 느껴진다. 조그만 틈, 그 공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 곳에 꽉 끼어 옴

짝달싹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 -작업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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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관계에 관한 궁금증은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좀 더 확장

된 공간으로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공간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너머에 있는 다른 것도 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나누는 경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를 위

해 어떤 공간의 경계 지점들을 찾아 다녔고, 집과 방, 작업실 등의 주로

건물에 대한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시각적인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공간을 찾아 다녔다. 그래서 <참고자료 5,

6, 7>의 작업처럼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수구와 등산을 하면서 발견

한 댐에서 작업을 진행 하게 되었다.

안과 밖의 공간에 대한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돌멩이를 구멍에 끼워

넣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돌멩이의 일부는 안에, 일부는 밖에 있음으로써

두 공간이 연결되기도 하면서 그 틈 사이로 공간이 보이게 된다. 댐을

쌓은 돌들의 사이 공간들은 작은 돌멩이로 열심히 채우려고 하지만 완벽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

일상적인 사물이나 공간에 관심을 갖고 단순하지만 새로운 행위를 함

으로써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을 통해 공간―경계―나

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서로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 작

업 이후 본인은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강박에 빠져 또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몸과 사물의 관계

흙을 붙이거나 나무를 깎는 등의 육체적인 노동과 등산, 여행을 통해

서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그것을 행하고 있

는 ‘몸’도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몸3)이란 본인의 정신과 물질이 함께 들어있는 신체를 말한다. 본인이 신

3) 신체에 대한 견해는 서양과 동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체>를 나타내는 유럽

어(영어 body, 프랑스어 corps, 독일어 Körper 등)는 동시에 생명이 없는 <물체>도

의미하고 있어서 신체는 물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서양의 전통에서는 <물

(物)>과 <심(心)>을 확실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강하다. 이원론의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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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마음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사물을 독립적 존재가 아닌 부분들의

합으로 보고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동양적인 사고가 내면적인 부분

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라는 주체와 모든 객체(사

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것을 ‘나’라는 존재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로서 생각하는 것이다.4)

현대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고 주로 서양의 철학과 미술에 대하여 공부

해 오면서 그 영향 또한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는 본래 본

인의 몸에 배어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유교, 불교, 도교적

사상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작업을 진행 할 때에도 남

들과 다른 독창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본인의 내면과 바깥 공간의 어우러

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 그래서 본인 작업은 부분들이 결합

되고 어우러지는 방식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나’ 라는 존재의 유기

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공통점을 찾아 부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가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된 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고방식이다. 유대사상에서는 영(루아하)과 육(바사르)

을 확실히 구분하였는데, 이 영육(靈肉) 이원론이 그리스도교에 계승되어, 근대의 물

심이원론으로 발전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음과 신체ㆍ물체의 구분방법이 더욱 복

잡하였다.

이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신체와 물체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신(身)>이라는 한자

는 여성이 임신한 형태를 나타내는 상형문자이다. 한편 <체(體)>는 신체, 사지, 형,

모습 등을 나타내는 문자인 동시에, 사물의 이치, 본질, 도리 등의 정신적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심(心)>은 원래 심장의 형태를 나타내는 문자인데, 심이 있는 곳이 심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의미하는 문자가 되었다. 따라서 <심(心)>도 원

래는 신체에서 구분할 수 없다. 즉 동양의 전통에서는 신체는 정신과 물질의 중간으

로, 양방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며 서양처럼 확실한 물심(物心)이원론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고대 인도에서 신체를 의미하는 말은 <카야(kāya)>와 <샤

리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카야는 요소의 집합, 샤리라는 <생체>나 <사체>라는 의

미이다. 종교학사전 편,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366.

4) 일즉일체(一卽一切)·일체즉일(一切卽一)·일즉십(一卽十)·십즉일(十卽一)이란 하나(一)안

에 전체(一切)가 전체(多)속에 하나(一)가 있으며, 하나(一)가 곧 전체(一切)요 전체

(多)가 곧 하나(一)이다 라는 말이다. 이것은 화엄사상에서 부분과 전체가 서로 포섭

하고 융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동양의 유가, 도가, 불교의 사상은

이처럼 현상과 실체, 주체와 객체 등을 구분하지 않는 일원론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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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방식의 의의

어릴 적, 서로 끼워 맞추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블록’이

라는 장난감을 갖고 놀면 시간가는 줄을 몰랐었다. 또래 여자 아이들은

인형놀이나 소꿉놀이와 같은 역할 놀이를 좋아했지만 본인은 블록을 쌓

으면서 형상을 구축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몇 가지 패턴의 블록을 조립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쌓기 놀이는 어린 아이의 공간지각 능력, 균형감, 안전성, 창의성 등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어린 시절 블록을 이용해 주어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상상하고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 나갔던 것은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영향을 주었다. 흙을 붙이고 나무를 깎거나 다

른 재료들을 이어나가는 방식은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블록을 쌓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서로 끼워 맞추거나 연결시키

는 것은 본인이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놀이이며, 작업이라고 생각한

다.

본인이 결합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유기체는 대학원 초반에는 부분을

이어 붙여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후반에는 선적인 혹은 단순

한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본인의 작업에서 형태적

인 중요성 보다는 결합이라는 과정 자체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것

이 보인다.

<잔상>, <몽유도원도>, <기린> 작업의 경우는 결합 과정 보다는 구

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와 재료의 만남을 표현한 작업이

다. 한편 <지도>, <mountains>, <Pieces>, <흔적> 작업은 하나의 완성

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작업이지만, 앞의 작업과는 조금 다르게 작업

재료에 나타난 개별적인 흔적과 연결 관계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된 작업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작업에서의 ‘결합’ 방식은 어떤 정해진 규칙을 갖거나 뚜렷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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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갖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의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즉흥

적으로 본인의 의도된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대상을 연결시키고자 한

다. 각각의 사물에 담겨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킴으로써 개인적인

기억을 연결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의 행위에 의하여 일상적인 사

물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서로 다른 성질

의 물질과 형태가 묘하게 접합되는 지점에 대한 호기심이 이런 방식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이미지와 이미지, 이미지와 사물 그리

고 사물과 사물을 개인적인 감상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이를 통해 작가,

사물 그리고 작품의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나가며

색으로 기억되는 아프리카와 화면조정, 어느 새벽 버려진 담배꽁초,

쓰다 버려지는 나무 조각, 배낭여행의 흔적을 담은 지도, 개인적인 시간

의 흔적이 남아있는 달력, 땀 흘리며 열심히 작업했던 사포, 전체가 보이

지 않는 거대한 동물의 형체 등 본인이 일상적인 사물을 특별하게 인지

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 과거의 흔적들을 오랜만에 보았을 때, 무의식적

으로 과거 행했던 일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고 갈망하고 있을 때 특정 대

상에 대하여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에 감정이입을 하여 본인과 동질화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작업에 개입시키고 과거의 흔적

을 담은 사물들을 본인 나름의 방식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그 때의 기억

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인식된 대상이 작업으로 새롭게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그 대상은 실제

보다 단순화 되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양이 많아지면서 형상이 강조화 된

다. 그래서 대상과 그 속에 투영된 자신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확연히 드

러나게 된다. 특히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 흔적들을 노출시킨 사물을

통해서 대상이 지나온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로써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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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추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어떤 대상에 대해 느꼈던 개인적인 감

정을 표출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노동, 여행, 작업 등 무언가를 경험한 본인의 ‘몸’에

의해서 사물들이 연결되었다.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만난

서로 다른 사물들이 개인의 경험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마

치 필연적인 것처럼 만나게 되었다. 또한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공간, 시간이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유기체가 형성되

었다.

본 논문은 내면의 관심사를 내적, 외적 측면에서 억지스럽지 않고 자

연스러운 방식으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직관적

작업 방식과 역 추적 연구 방식은 어느 정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도 느끼게 되었다. 혹시 무의

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물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결합 방식만을 이용하

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Maps> 작업을 하

면서 <Mountains>라는 작업으로 이어진 것처럼 결합방식에 대하여 계

속 생각하다보면 비슷한 방식의 작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재료와 방식의 작업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로만 끌고 나가는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본인에게 이 방식의 작업은

어떤 지점에서 한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문을 연구하

는 기간 동안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이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소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와 작업, 작업과 작업 혹은 나와 관객 등의

어울림을 통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작업

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고 앞으로도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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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설명 및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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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상> 영상, 소리, 가변설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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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다녀온 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음식, 유물, 풍경 등 구체적인

기억들은 금방 잊혀지게 되지만 여행했던 곳의 전체적인 느낌과 감동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본인은 2007년에 아프리카를 갔다 온 후 그 때의

기억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까지도 잊혀 지지 않는 것은 그곳의 강렬한

색채와 느낌이었다. 붉은 흙과 초록빛 초원, 얼룩말의 무늬, 흑인들의 까

만 피부, 파란 하늘 등 아프리카 대륙은 회색빛인 도시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고 그곳의 강렬한 햇살, 살랑거리며 불어오는 바람, 현지인들의

묘한 냄새가 본인의 오감을 자극시켰었다. 그 강렬한 경험 때문일까 6년

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잔상이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다.

어느 새벽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화면조정을 보다가 하

얀 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잔상은 아프리카의 색감과

비슷하였다. 잔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했던 감각이 지속되어 머릿속

에 불현 듯 떠오르는 것이다. 화면조정의 강렬한 색채와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일정한 소리 그리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더욱 더 옛 기억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아프리카와

만나게 된 것이다. 본 작업은 ‘아프리카’라는 어떤 특정한 거대 공간을

색으로 단순화 시키고 화면조정이라는 정지된 화면과 결합하여 표현함으

로써 그 때의 감동을 작은 화면에 소유하고 싶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부터 본인의 작업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갔다. 이

전 학부 때의 작업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면서 사회

적인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면, 이 작업을 시점으로 하여 이후에는 개인

적인 경험과 감성에 좀 더 치우쳐지면서 즉흥적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갔

다. 그리고 작업을 본인 내면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여행을 하면서,

등산을 다니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 작업의 소재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였

다. 이 작업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에 더

욱 애틋하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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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도원도> 담배, 종이, 커피, 50×80㎝, 2010



- 16 -

어느 날 새벽 2시. 그라인더, 망치, 밀러... 밤이 늦었는데도 조소과의 야간작

업 소리는 여전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업실 밖으로 나가면 몽롱한 아

이들은 어느새 술과 연기에 취해 수다를 떤다. 잠깐의 이 휴식은 아이들이 기나

긴 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들이 버린 다 타들어

간 담배꽁초만이 남겨져 있다. -작업노트 중

대학생활 동안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인 친목, 운동 목적의 등

산이 아닌 훈련으로써의 등반을 해왔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길을 걷

고 오르며 ‘왜 왔을까?’ 하는 후회도 하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힘겨

운 싸움에서 고독을 즐겼고, 능선에 올라 끝없이 펼쳐진 산을 바라보면

서 갖는 잠깐의 휴식에 달콤함도 느꼈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이란 늘

등산과 같았다. ‘괜히 했나, 하지 말까?’ 작업 과정 내내 하는 이 고민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작업이 완성된

후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느낌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작

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은 작업실 주변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들에서 새벽에 작업하는

이들의 노동과 고독, 즐거움, 시간 등을 느꼈고 이것을 모아 두었다. 그

리고 우연히 그 꽁초들을 몇 개 펼쳐 보았다. 들쭉날쭉 불에 탄 담배 종

이의 자연스럽게 타들어간 라인은 마치 이른 새벽 산위에 올라가서 겹겹

이 쌓인 능선의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들을 하나씩

펴서 한 폭의 동양화처럼 종이위에 이어 붙여 나갔고 마치 오래된 작품

처럼 커피로 주변의 구름과 산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담배꽁초의 찌든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지만 한여름 설악산 서북주능선을 종주하면서 느꼈

던 땀 냄새처럼 그 냄새는 곧 익숙해지고 만다.

새벽에 작업하는 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느꼈던, 본인이 산에 다니면서

느꼈던 감상 그리고 그 후에 밀려오는 성취감인지 허무함인지 알 수 없

는 오묘한 감정들. 이들은 마치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보는 듯 몽환적이

고 환상적인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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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뉴송, 60×60×30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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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이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

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하

여 두려움을 갖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이든 부처님

이든 어떤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

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본 작품을 구상했을 때, 대뜸 ‘내 방에 기린이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였다. 본인이 작업의 대상으로 선택한 기린은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접

하거나 아프리카 여행을 갔을 때 실제로도 보아 친근하기도 하면서 그

거대함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다. 또한 드넓은 초원에 서식하

는 동물로서 실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한 기린

의 다리 일부를 개인적인 공간 안에 가득 채움으로써 정확히 어떤 형상

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대한 대상이 본인을 내려다보고 있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세렝게티의 거대한 초원에서 느꼈던 작고 작은 나의 존재

를 표현하고 싶었다.

어떤 공간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처

럼 곧게 바로 서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나무 특유의 색, 옹이, 무늬가 기

린의 느낌과도 매우 닮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묵직하고 거대한 느낌을

내기 위하여 나무를 조각하였다. 또한 전체 형상을 만들지 않고 기린의

일부분만을 만들어 다른 공간에 있을 보이지 않는 형상을 관객들이 상상

을 통해서 결합 할 수 있게 하였다. 관객이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 지어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만듦으로서 상상 조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각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연결시키면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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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 지도, 270×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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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을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한

다. 그럴 경우 본인이 의지할 것은 지도 한 장 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공항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지도부터 챙기게 되었다. 지도에는 본인이

계획하는 여행 루트나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그것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공간과 기억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모아두었다.

지도가 하나, 둘 쌓이면서 꽤 많은 양이 되었고, 이것이 그저 단순한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여행을 했던 공간과 본인 몸의 흔적, 시간 그리

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지도들을

이리저리 붙여보고 한없이 바라보다가 지도에 나와 있는 장소들이 큰 강

물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였고 그것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나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어나가면서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에 놀랐고 어쩌

면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공간들이 이처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을 하였다.

지도에 나와 있는 각각의 나라 혹은 도시들은 특별한 관련이 없는 곳

이지만, 본인의 몸과 기억, 흔적으로 인해서 연결될 수 있었다. 또한 본

인의 의도에 맞추어 물줄기의 방향이 결정되고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면서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매우 크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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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s> 달력, 350×17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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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언가를 연결시켜 보려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만들게 된 작업이

다. 이번에는 강물이 아닌 산의 이미지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었다. <Maps> 작업과는 각각의 사물을 연결시켜나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모아둔 산악잡지에 나온 산 이미지들을 스크랩하여 단순하게

이어 붙였다. 그 안에서도 공간과 시간성이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었다.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 이라기보다는 그

사진을 찍은 등반가의 시간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본인

의 작업은 보통 감상 위주로 본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작업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작업실과 집에 걸어놓은 산 풍경이 실려 있는 달력을 보

게 되었다. 작년 연말에 어디서 공짜로 받은 홍보용 달력이었다. 사진이

촌스럽지 않고 계절마다 분위기도 다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요즘 바쁘

다는 이유로 산에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산을 옆에 두고 싶어 벽에

걸어 두고 있었다. 이 달력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짜에는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도 해놓고 중요한 스케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

모를 해둔 본인의 흔적도 들어 있었다.

본인은 그런 달력들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나갔다. 이미지들은 하나로

이어졌지만 달력에 나와 있는 시간들은 반복되기도 하고 완전히 뒤집혀

있기도 하다. 달력은 서도 뒤엉켜 있지만 이미지를 하나로 연결시킴으로

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본인의 마음을 나타낸 작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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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s>나무, 핸디코트, 염료, 30×30×5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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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목 가구 만드는 것에 한창 빠져 있었을 때 나무의 종류와 성질

에 따라서, 나뭇결과 건조 상태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다루어 보

았다. 가구를 만들면서 나온 자투리 나무들은 무언가를 만들기는 애매하

게 적은 양이지만 버리기는 아까워서 계속 모아두고 있었다. 이 각양각

색의 자투리 나무들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이지만 이것들에는 공통적으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했던 흔적-톱, 끌, 대패, 풀 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성질은 다르지만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나무들

을 이용해서 매끈하게 다음어진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단면으로 보이는 그들의 물질적 차이를 더욱 보여주고자 하였다.

건조된 나무의 풀이 붙는 양면을 대패로 판판하게 쳐서 목공용 본드로

붙인 후 클램프로 물리고 있으면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빈틈없이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투리 나무들을 크기별로 선별하여 마치 피

라미드 혹은 산과 같은 형태의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붙인 후 다시 깎고

사포로 연마를 하였다. 형상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 버린 미세한

틈들은 녹색 염료를 넣은 핸디코트로 메우면서 그 흔적이 보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의 형태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다.

본인이 항상 산을 동경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인지 이런 형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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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원형사포, 각 31×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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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조각들> 작품을 만들면서 나무를 사포로 갈아내는 작업에

빠져 있었다. 200방, 300방, 600방 까지 기름칠과 사포질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광을 내기 위하여 노동을 했었다. 사포의 거친 정도에 따

라서, 사포작업을 하던 나의 심리나 배경에 따라서 묻어 있는 흔적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사포들을 모아두게 되었다. 어떤 사포

는 수명이 다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져있고, 어떤 사포는 아직 한참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 것들도 있었다. 또한 나무 성질에 따라서 단단

하고 무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기계가 아닌 이상 본인과 나무

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수집한 각각의 사포들을 원형으로 연결 시켜 주면서 노

동의 흔적들-시간, 공간, 심리 등-을 하나로 묶어 주고자 하였다. 어찌

보면 꽃의 형상과도 닮은 이 작업은 노동의 미와 육체노동 중에 느꼈던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자각을 미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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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Projection

of Self-Awareness

in the Fusion 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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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objects and ideas take on a new and different light,

depending on the state of mind or circumstances surrounding of the

beholder. Among these different factors,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different meaning and significance which personal

experiences, feelings, memories, or the environment of the objects

bring about. Because the way we see an object necessarily reflects

our personal temperament, I sought to represent visually the

particular individual’s presence projected in a daily objects by

modifying them in certain ways.

I believe that artistic work is an emotional expression which

emerges natural from the artist’s life, and thus a good way to

become more aware of oneself. Thus, I refrained from impos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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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onceptual framework on my works, and using various

concepts and methods, reflected on the path that I have taken in

order to find the value which has been central in my works. My

methodology consisted of thinking up an image or a space, finishing

the piece, and asking myself my own motivation for creating the

piece.

By reflecting on the moments which influence my own work, I

realized firstly, that I tend to become emotionally synchronized with

the objects of my work, and secondly, that because of my inclination

to value labor, I tend to value direct experience and the process of

creating the art piece itself. Finally, I recognized that I tended to

favor the element of combination and fusion in my work, a tendency

which originated from my childhood experience playing with Lego

blocks. By connecting two different objects and combining them to

create a homogenous entity, I was able to reflect on my own

existence and the values therein. I believe that my interiority was

largely influenced by this organic way of seeing objects.

 I was interested in the idea that some ordinary object would

possess new value by virtue of a thought or act on my part, acting

as an intermediary between some phenomenon and work of art. My

curiosity about the point at which objects with different attributes

and form unexpectedly connect spurred me to continue to work in

this way. By connecting time and space through the traces of an

object, I tried to express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an object,

myself, and the work of art.

keywords : Emphasis, Presence, Intuitive, Homogenization,

Fusion,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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