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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작업 연구는 본인을 포함한 세계와 그 안을 채우는 무수한 개체들

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생경함과 익숙함을 포착해 나가며 시작되었다. 

이는 열려진 관계를 통한 실존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존재론적 실존 개

념 위에 기초하여,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찰자로서의 본인의 

위치를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태도는 작업의 시작에 있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발견, 순간의 인상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본 작업 연구를 통해 이를 농축된 이미지로서 형상화하는 

시도로 이끌었다. 선택된 응시 대상은 사람 혹은 사물, 풍경과 같이 넓

은 범위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는 공통된 심상은 독립된 

개체 또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발견되는 텅 빔, 불완전함, 결핍의 순간

을 바라봄으로 시작된다. 

   충만함으로부터 빠져나온 공허함, 적막함, 결핍을 주된 심상으로 표

출하는 결핍의 인상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등 모든 총체적 

조건 안에서 일부를 상실한 것, 부족함을 의미한다. 최초의 ‘결핍’의 

심상은 실재의 표면에 맺히는 빛의 잔상과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인식의 불완전함을 느끼며 시작되었다. 또한 대상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동일한 심상을 찾게 하였으며, 이러한 감정들 또한 하나의 ‘결핍’이 

되어 현존재를 이루는 요소가 됨을 본 작업을 통해 형상화된 이미지들로 

표현하고자 했다. ‘바라봄’을 통해 관찰된 결핍된 존재로서의 대상의 

다양한 이미지와 인상의 구현에 대한 본 작업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시도

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첫째, 문학작품의 일부에서 발췌한 허구적 세계 

속 또렷한 현실화 순간의 형상화, 둘째, 현실세계에서 마주한 비일상적

인 순간의 재현, 셋째, 불완전한 현존재의 인식에 대한 접근이다.

   본 작업 연구를 통해 보이는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제작된 불완전한 

인간의 형상은 현상학적 실존에 대한 물음을 거듭하며 생산되었다. 주관

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특정한 심상 혹은 인상의 형상화는 한 편

의 시구에서 보여지 듯 은유적 방식으로 눈앞에 드러난 실재 이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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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상상하게 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소조와 캐스팅, 직조 방식의 입체 

드로잉을 통해 모호하고 흐릿한 실존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또한, 

대상 가까이에 밀착하거나 관찰 거리를 점점 넓혀가며, 파편화된 부분의 

이미지에서 공간 안에 존재하는 빛의 궤적을 담은 관조적인 실루엣으로 

이미지의 확장을 시도했다. 본인은 이러한 다양한 시점의 궤도 위에서 

자유로이 시선을 이동하며 완전한 형태로서 파악하기 힘든 실존의 위치

를 탐색해 보고자 노력했다.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한 인간의 삶은 그 크기와 무게, 세계와 

닿아있는 시간의 흔적에 대한 관점에 따라 무한의 우주 위에 또는 찰나

의 순간 위에 놓이기도 한다. 본 작업을 이어가며, 점차 하나의 존재로

서의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과 그로 인해 시작되는 끝없는 선택으로 가득

한 하루, 그리고 하나의 생에 대한 인상을 계속적으로 떠올려 보게 되었

다. 그것은 한 권의 책 안에, 몇 줄의 메모 안에서 떠오르고 기억의 단

편과 새로운 환경의 경험 안에서 재구성되었다. 이미지의 부분적인 재현

이라는 점에서의 한계는 작업 전반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삶 안에 넘쳐

나는 풍경의 한 조각으로서 재현된 작업들이 다시금 수많은 상념의 조각

들로 남겨져 이미지 내부에 잠재하는 결핍의 심상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

길 기대해 본다. 

주요어 : 결핍의 심상, 실존, 인상, 바라봄, 형상화 

학  번 : 2009 - 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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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속에 산재하는 미묘한 인상의 발견

   어린 시절, 빛바랜 원반 모양의 전등이 꺼지고/ 서늘한 베갯잇 사이

로 두 손을 밀어 넣어 잠들기 좋은 온도를 찾아갈 무렵/ 가만이 꺼진 등

에 남은 미미한 형광빛 아래로 작은 점들이 쏟아졌다. 작은 점들은 빙글 

돌며/ 천장과 벽면에 얼룩진/ 밤 그림자의 모습을 따라/ 기하학적이며 

유기적인 기묘한 실루엣들로 점차 확장되어, 지는 낙엽들과 같이 서서히 

내 이불 위로 내리고/ 얼굴을 뒤덮고/ 마침내 내 두 눈 속으로 빨려 들

어갔다. 상상과 환영 속의 존재 같던 그 실루엣은 희미한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 매일 밤 - 특히 밤이 길

어지는 겨울밤이면 - 눈을 뗄 수 없는 오묘한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곤 내 눈꺼풀이 닫히기 전까지 점점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렸다. 구

물거리던 모양새들/ 풍경과 사물/ 그리고 인간 및 모든 숨을 가진 존재

들의 형상을 닮은 그것들의 행렬은/ 파티와 같았고 은하와 같은 빛의 호

수 같았다.

                                               -작업 노트 중-

   마치 스틸 컷으로 찍어낸 듯한 - 대상에 대한 인상은 그 공간을 채

우고 있던 빛의 색과 온도, 냄새와 작은 소음 등이 결합된 다양한 자극

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자극은 또렷하게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풍부한 단서가 되며 시간의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더욱 특별하게 대상을 

각인시킨다. 그리고 주관적 감정의 개입으로 인해 덧입혀지는 그 특별함

은 대상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위의 글에서 묘사하는 빛의 

잔상1)에 대한 첫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 생리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잊혀 지지 않는 특별한 기억으로 각인되었다. 이

1) 빛의 잔상은 포스핀 이미지(phosphine image)와 같은 현상으로 보인다. 포

스핀은 안구 안의 발광 물질 또는 빛 감지 세포를 말하며, 눈을 감거나 그 상태

에서 눈에 압력을 가했을 때 보이는 빛을 내며 돌아다니는 잔상의 이미지를 포

스핀 이미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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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험은 다양한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집착적으로 그 순간을 되

뇌는 본인의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순간의 인상을 통해 

떠오르는 본 작업연구의 핵심적 심상인 ‘결핍’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바라봄’의 주체와 이를 둘러싼 세계 사이의 경계 

지점을 인식하게 한 잔상 현상(phosphine image)은 실재의 표면 위를 

뒤덮어 환영적 이미지로서 드러난다. 실체가 아닌 잔상으로서 존재한다

는 특징적 이유로 인해 이러한 경계지점의 이미지는 불완전한 형태의 것

으로 인식된다. 즉, 본 작업연구에 앞서 최초의 ‘결핍’의 심상은 실재

의 표면에 맺히는 빛의 잔상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인식의 불완전

함을 느끼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답지만 흐릿하고, 모

호한, 불완전한 인식의 순간은 주체와 대상 간의 온전한 인식의 가능성

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했다. 과거의 그 순간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

만, 본인을 둘러싼 세계와의 희미한 단절을 경험하며 실존재로서의 대상

에 대한 관찰은 더욱 집요해질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

상과의 불안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2) 

   또한, 세부적인 잔상의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본인이 보았던 

혹은 상상했던 기억의 내부에 자리한 세계의 한 풍경과도 흡사한 이미지

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공간 위를 천천히 부유하는 조각

난 실루엣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이미지였기에 이미 멈추어진, 죽은 시

간, 죽은 이미지이기도 하다. 가을의 끝에 오는 시린 빗줄기로 바닥에 

나뒹구는 혹은 철썩 붙어버린 크고 작은, 누렇고 불그스름한 낙엽의 모

습과도 흡사하다. 즉, ‘사라짐’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순간’의 

단상을 통해 적막하고 비어있는 이미지 내부에 존재하는 두 번째 ‘결

핍’의 심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현전하는 대상을 바라보며 일차적으

로 겪었던 표면적 인식의 결핍이 주체와 객체 사이, 내부 곳곳에 자리한 

내재적 결핍의 심상으로 이끌어 준 것이다. 

  순간 속에 산재하는 미묘한 인상의 발견은 본인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앞으로 서술될 본 작업연구의 흐

2) (그림 4)의 작업의 전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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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기반이 되어 주었다. 오래전부터 맴돌았던 그 순간의 기억에 대해 

분석해 보며, 원인 모를 미묘한 감정들의 근원인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

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내재된 예

민한 감성은 본인이 추구하는 흐릿하고 가변적인 표면을 지닌 형상화의 

방법론적 성격의 바탕이 되었다. 본 작업연구는 실재하는 대상의 불완전

한, 파편적 인상으로 발견되는 존재 자체의 순간성에 집중하며, 절대적 

시간 위에 놓인 실존재의 유한성과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현재에 대해 생

각해 보려는 시도로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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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된 존재로서의 대상  

           (참고작1) 「The snapshot moment」 흑백 폴라로이드 2009

   2009년의 어느 날, 테이블 너머의 풍경을 찍은 「The snapshot 

moment」안에는 하나의 탁자와 네 개의 와인 잔 그 사이로 마주한 코

르크 마개를 꼭 쥔 얼굴이 없는 남자가 있다. 이 사진은 연출되지 않은 

일상의 순간, 풍경을 찍어낸 것이다. 불현 듯 다가온 - 블랙홀처럼 깊고 

광대한 비현실적인 - 실재의 인상이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이루는 중요한 한 조각이 됨을 기억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다. 역설적이

게도 이 사진 속에 남겨진 ‘순간’과 ‘우연’을 맞이하기 위해 본인이 

취했던 모습은 의식적이며 준비된 연출로 느껴졌다. 위의 사진을 촬영한 

Polaroid Land 250은 촬영하기까지 생각보다 긴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양손가락으로 뻑뻑한 본체를 밀어 초점 거리를 잡고, 대략의 노출

의 정도를 설정하고, 필름을 장전한다. 카메라의 특성상 빠르게 움직이

거나 너무 크거나 작은 피사체와는 맞지 않고,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

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결과물은 단 한 장으로 남는다. 본인은 이

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게 되는 한 장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방

식으로 본인이 붙잡고자 하는 순간의 인상을 마주하고, 그 순간을 포착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거쳐 다가가는 본인의 작업 방

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진에서 화면의 중심에 놓인 두 손은 

작은 코르크마개를 손끝으로 쥐어 돌리고 있었다. 대상의 무의식적 행위

로 읽히는 그 순간은 앞에 앉은 대상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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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 흑백의 강렬한 대비로 기록된 사진은 객관적, 사실적 이미지로 

고정된 채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은 어둠의 내부에 자리한 흘러

가고 있는 시간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대상의 내부에 자리한 적

막감, 황량함의 심상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밤의 풍경 위에 맺힌 포스

핀 이미지를 통해 느낀 표면적 인식의 결핍과 내부적 결핍의 심상을 조

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카메라 혹은 눈을 통해 본 현실은 그 이면과 - 허상과도 같은 그것과 

- 늘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다른 

그것은 그 한 면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아 불안한 듯 서로 기대어 이 세계

를 이루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인다. 이미지로서 읽히는 결핍의 메타포는 

입체 작업을 통해서도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참고작 2) 

(참고작2)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석고 가변설치 2010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순간의 사람을 관찰하며,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과는 무관한 그저 습관적인 작은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

다. 깍지를 낀 손의 모양이라든지 까딱거리는 리듬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존재의 부재를 상상해 보았다. 오래된 과일 껍데기의 안쪽을 들여다보며 

알맹이에 대한 흔적,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과 같다. 알맹이의 상실은 

‘결핍’의 심상을 의미한다. ‘결핍’의 심상에 대한 인식은 실재의 이

미지를 통해 그 이면의 환영(幻影) 같이 떠오르는 인상을 상상하며 시작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육체와 정신의 관계처럼 분리될 수도 없



- 6 -

고, 완전할 수도 없는 어떤 관계의 틈새에서 피어난 무의식의 경계를 발

견할 때와 비슷한 지점이기도 하다. 즉, 본인이 바라보는 그 이면의 세

계는 부수적인 것이며, 빽빽하게 광장 안에 들어찬 수많은 사람들 중 누

군가의 파편적인 인상, 일부의 조각이 떨어져 나간 불완전한 존재, 결핍

된 존재로서의 대상이다. 정상적인, 현실의 다양한 조건들이 충만한 완

전한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결핍의 의미는 주체로서의 본인

과 대상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실존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중심축이 된

다고 생각한다.

(참고작3) 「A Freckled boy」 석고 가변설치 2010

   늘 머물던 방과 걷던 거리 위에 천천히 변해가는 시간의 색과 지나쳐

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본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의 얼굴이 

있고 특유의 피부 톤과 그 표면의 주름과 반점, 가르마의 비율, 눈을 깜

박이는 횟수, 귀의 위치, 머리칼의 방향이 보인다. 그 순간의 유일한 이

미지로 존재하는 대상은 관찰, 발견된 순간부터 기억의 과정을 거쳐 각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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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하는 그 순간 응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일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참고작 3) 이러한 결핍의 심상을 실존적 인식 위에 적용시키며, 눈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의 존재 양태들이 사실 하나의 거푸집 안에서 

창조된 형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서는 완전하지 않기에 주변과의 필수적 관

계 맺음을 통해 - 그들 나름의 ‘결핍’을 인정한 채로 - 정체성을 형

성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본인이 인식하는 세계에 대

한 반응과 태도의 일관성을 바탕이 되어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

많은 풍경들과 사물을 바라볼 때 본인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그것은 길을 걷다 발치에 걸린 돌부리와 같아서 순식간에 

지나쳐 버리지만, 발끝에 얼얼하게 남아있는 통증과도 같다.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 하나를 상상해 본다. ‘완전하지 않음’이

라는 결핍의 인상은 넘치기 직전의 볼록한 찰랑거림에 가까울 수도 있고 

오목한 컵의 밑바닥만을 간신히 채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탁자 위에 놓인 컵의 존재이고 그 안에 물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담겨있는 물의 양은 인식의 주체에 따라 충분함과 불충분함을 

모두 의미한다. 그러므로 컵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주관적인 결론은 둘 

중 그 어느 것도 가능하며, 또한 부족하다는 인식도 가능하다. 본인은 

이러한 양가적 상황 안에서 하나의 선택을 보류하며 자유로운 사고의 전

개와 시점의 전환을 통해 실재하는 순간의 결핍을 느끼고자 했다. 그리

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고하고 선택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을 그 자체

로서의 표면을 통해 바라보고자 했다. 즉, 작업을 통해 본인이 마주하는 

인간의 형상은 그 컵(표면)과 같은 것이고 본인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혹은 비워져 있는 내부이며, 그 인간을 구축하고 

있는 그 나름의 시간에 대한 상상이다. 찰나의 순간, 깊이 있는 응시를 

통해 기억된 대상의 특질은 때로는 유사성을 띠기도 하고 유일무이한 특

별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모두가 같지만 다른 세계를 공유하며 나름의 

방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떠올린다. 나무 밑 개미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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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개미떼의 모습을 바라보듯 멀리서 그 모습을 

관찰한다. 또는 거대한 건물 표면의 작은 균열을 들여다보듯 조각난 일

부로서 그 형태를 관찰한다.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찰자로서, 본인을 스쳐가는 많은 

인상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나를 둘러싼 세계를, 사회를, 개체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본인의 존재를 인

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나’를 투영하는 과정이

다. 본인은 얼마만큼의 크기와 무게로 세상의 변두리에 혹은 중심에 놓

여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결핍된 존재로서의 대상에 

대한 작업 연구는 세계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작업으로 이끄는 것을 가

장 중심에 두고 시작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본인이 바라보는 ‘결핍’의 

인상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들을 시간적 순서와 세부적인 접근의 차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작업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텍스트

를 통해 그려진 심상의 형상화와 둘째, 낯익음 속의 낯선 순간 - 비일

상적 풍경의 조각을 발견하고 이를 재현하는 방식, 셋째, 불완전한 현존

재의 인식을 위한 작업으로 나누어 서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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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3)를 통해 그려진 심상 

본인이 선호하는 독서의 방식은 한 명의 작가의 작품을 모두 모

아 놓고 그것이 쓰인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 습관을 갖게 

된 이유는 시, 수필, 단편소설, 장편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넘어서 

그 뒤에 서 있는 한 사람, 작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 외에도 누군가의 경험담, 들은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그려진 세계를 본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의 무게를 적당히 덜어주고, 간접적 경험과 관조적 시선의 쾌감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인은 본인 

나름의 방식의 읽기 즉, 텍스트를 통한 ‘바라봄’을 시작했다. 문학 비

평적 주제의식에 대한 사유라기보다는 그 작가가 자주 그려내는 등장인

물의 인상착의라든지 사건의 전개 과정 중의 내면적 변화를 표현하는 짧

은 순간에 초점을 두었다. 

<덴고>

   <덴고>(그림1)의 경우,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소설 ‘1Q84'의 

첫 번째 권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본인이 만든 캐릭터나 세계에 

대한 사실적이고 또렷한 묘사의 방식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진행을 위한 

단서를 챕터별로 번갈아가며 ‘덴고’, ‘아오마메’라는 두 명의 인물

을 통해 보여준다. 마치 크고 작은 방문을 하나씩 열어가며 그 집의 생

김새와 구조를 이해해 가는 형식으로 마침내 하나의 집을 상상해 나가는 

원리와 같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에 한 걸음씩 접근해 가며, 

한 손에 들어올 정도의 사이즈의 유토 덩어리로 ‘덴고’의 초상을 제작

3) 본 작업연구에서 언급하는 ‘텍스트’는 한 덩어리의 글에서 임의적으로 떼어낸

작은 단위의 글로, 주로 문학작품의 일부, 개인적인 단상에 대한 짧은 글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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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림 1) 덴고, 2010

몸집이 큰 유도부 / 아침 일찍 일어나는 농부 같은 눈/ 짧은 머리/ 햇볕

에 그을린 듯한 가무잡잡한 피부/ 콜리플라워처럼 둥글게 꼬깃꼬깃한 귀

                  - 무라카미 하루키, <1Q84>중 제 4 장 덴고 발췌 

   소설 안에서 파편적으로 뽑혀져 나온 ‘덴고’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

은 듯한, 미완의 흐릿한 인상으로 표현되었다. 모순적이지만 그 나름의 

정확한 인상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글을 통해 전달된 이미지를 일단 

떠오르는 대로 표현해 보며, 본인이 만들고 있는 인물의 이미지가 작가

가 떠올린 인물과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작고 동그란 초상이 현실과는 얼마나 가깝게 놓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

다. 문자라는 추상적인 형태로 그려진 한 인물은 수 백, 수 천 가지의 

얼굴을 만들어 낸다. 작가가 떠올린 ‘덴고’의 얼굴과는 무관하게 본인

은 본인의 사적인 취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얼굴을 만들어 냈으며, 

결국 본인의 ‘덴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의 얼굴을 흐릿하게 떠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던 가상의 세계 속 ‘덴고’의 모

습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 위에 애매하게 걸쳐졌다. 소조의 과정과 석고 

캐스팅 과정을 거치며 생겨난 자연스러운 흔적들은 작업 중 떠오르는 많

은 사유들을 반영하듯 그대로 이미지 위에 남겨 두었으며, 좌대 없이 벽

면의 가운데 설치함도 부유하듯 모호한 경계 속에 놓인‘덴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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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심상의 반영을 위한 선택이었다.  

<추억은 좋은 것이 못된다>

   소설에서 긴장과 이완의 경계에 자리한 내적 심리상태의 조성은 주로 

주변 배경의 묘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본인이 작품을 설치할 때 선택되

는 오브제로서의 좌대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밀란 

쿤데라의 단편 소설인 ‘추억은 좋은 것이 못된다’에는 한 여성이 등장

한다. 불안한 듯 연약한 그 여성의 심리 묘사에 집중하여 뾰족하고 기우

뚱한 종이 고깔 위에 서 있는 여인의 입상을 제작하였다. 가장 처음 제

작했던 원뿔은 종이의 재료적 특징을 보이지 않게 페인트로 두껍게 마감

하여 단지 뾰족한 좌대로서 보이도록 제작했었다. 하지만 작품을 설치하

기 위한 좌대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위에 설치된 여인상과의 관계를 표

현하기 위해 다시 종이를 말아 올린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작하게 되었

다. 커다란 고깔은 말려진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세워 놓았을 때 한 

쪽에 열린 공간이 생긴다.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이기도 하

며, 완전하지 못한 구멍 난 원뿔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얼굴 없이 

둥그렇게 구부러진 알루미늄 선으로 머리를 대체한 여인의 이미지는 이

성의 부재와 감성과 육체로만 남겨진 존재로서의 여성을 표현하려는 시

도였다. 배의 가운데 심겨진 구부러진 철사는 수술 후의 흉터와 같이 길

고 비정형적인 형태로 드러나며 습기를 머금은 석고로 인한 철사의 부식

은 붉은 반점으로 여인의 배 위에 피어났다. 사실 소설 속의 인물은 이

러한 흉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유 없는 복통에 관한 묘사는 있었지

만 몸 한 가운데 자리한 숨겨지지 않는 흔적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차용

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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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추억은 좋은 것이 못된다, 2010

(좌-전체이미지, 우-세부사진)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는>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다. 「추억은 좋은 것이 못된다」

와 같은 단편을 읽으며 떠올린 그 순간은 차갑고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무엇 위에 내던져진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마침 학교에서 

버려진 책상 커버용 두꺼운 비닐 장판을 발견했고, 그 장판 위에 쌓인 

낙서와 빛바랜 시간의 얼룩들이 익명의 기억의 두께와 같은 효과를 만들

어 낸다고 생각했다. 대상을 완전히 매끄럽게 격리시키는 유리판 보다 

유연하고 무거운 켜켜이 쌓여진 두꺼운 비닐 장판 위에 놓인 여성의 하

반신을 올려놓았다. 배꼽 아래에서 무릎 위의 육중한 형태의 덩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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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부분 중 중심부에 위치하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때

로는 쾌락과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모순적인 성질을 드러내

고 있다. 약간은 과장된 풍만함으로 흙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면

은 지금까지의 캐스팅 방식에서보다도 조금 더 거칠게 표현되었으며, 그

에 비해 여성의 생식기 부분은 덜 성숙한 형태의 유아기적 표현으로 대

비되었다. 캐스팅 라인 또한 다리와 몸통을 구분 짓는 위치에 드로잉 하

듯, 뒤집어진 옷의 봉제선과 같이 보이도록 그어주었다. 

(그림3) 어쩔 수 없이 예민해 지는, 2010

    이는 육체가 하나의 틀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심리적

인 공허함과 현실과의 괴리감 등의 결핍을 안고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를 통해 그려진 심상의 형상화 과정 중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의 반영은 있는 그대로 옮겨 내는 과정의 지루함을 해소해 

주며, 은유적 심상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글로 표현된 어느 미묘한 순간의 모습은 본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입되며 개인적인 일상의 풍경과 재조합되어 그려진다. 그리고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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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과 같은 착각 - 기시감(旣視感, Dejavu) -을 

불러일으킨다. 즉, 선택된 조각의 글과 단어가 그려내는 흐릿하지만 마

치 본 듯한 정확한 실체로 다가오는 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 

속의 허구와 허구 속의 현실이 서로를 반영하듯, 글이 반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재의 풍경과 인물 묘사는 허구적 글쓰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실재의 단서를 품고 있기에 현실감과 현장감을 나타낸다. 불안하고 

허망한 현실 속에 있는 인간상의 모습을 그려낸 몇 가지 소설들을 모티

브로 <덴고>, <추억은 좋은 것이 못된다>,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지

는> - 세 가지 작업이 진행되었다.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 글로서 

그려지는 인상에 주목하며, 그 때문에 텍스트 안의 이미지가 하나의 영

감이 되어 기억의 해마를 자극하는 것과 눈앞에 실재하는 것의 이미지를 

통해 발현되는 체험적 인상의 재구성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됨을 경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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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상적 풍경의 조각

   절대적 시간에 대한 망각,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점 등 일상 속에서 

본인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순간적인 인상은 비일상적 성격을 드

러낸다. 비일상성은 익숙함과 생경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시감과 같은 

미묘한 느낌, 특정한 감정적 변화 과정으로 발현된다. 이는 정상적인, 현

실의 다양한 조건들이 충만한 완전한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결핍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텍스트라는 일종

의 허구적 필터를 통해 바라본 세계 안에서 떠오르는 심상에 관한 첫 번

째 작업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개입된 현실 세계 속에서 

불완전함의 인상을 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런 시도는 해외에 체류

했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환경적 조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작품 제작

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방인으로서 본인은 스스로가 

낯선 존재가 되어 그들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배워나갔고, 새로운 풍경

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매일의 일상이 오히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본인만의 낯익은 생활 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금방이었다. 본래 

살던 곳과 적어도 12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의 삶은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기후와 기본예절, 생활 습관에서의 차이도 다문화, 다인

종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또는 무

관심한 태도로 서로의 존재를 묵인하는 모습은 기묘한 고요함을 만들어 

냈다. 그 고요함은 홀로 서있음의 외로움 또는 불안함이 아닌 마치 그들 

모두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무질서하게 뒤섞인 샐러

드와 같다는 것이다. 섞일 수 없는, 섞이지 않는 개체들의 변주와도 같

은 그들의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일상적 풍경을 생경함과 비일상적

인 풍경으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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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13 Wellington: Portrait series>

짧은 회갈색의 머리를 한 키 큰 청년/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두 눈/ 발

간 두 뺨, 두 귀/ 팔꿈치와 손등에 새겨진 자잘한 생채기들/ 굳어진 핏망울들/ 

하얀 목이 늘어난 티셔츠 위로 짙은 밤갈색의 흔적들/ 아직 붉게 남은 흔적들/ 

신발 끈이 없는 운동화/ 요구르트 맛/ 버스는 희뿌연 눈밭을 달리고 청년은 무

거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 20110224 9:06am 휴대폰에 메모

(그림4) Route 13 Wellington: Portrait series, 2011-2012

   일정한 루트를 반복해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주치는 각기 다른 개

성과 표정, 습관들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조금씩 변하는 창밖의 시간과 

풍경을 보았다. 하루는 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조금씩 늦게 지는 해와 

짙어가는 공기의 색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공

간과 주변의 모든 것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와 또 다른 우주에 속해 있는 

듯한 생경함에 사로잡히곤 했다. 스쳐지나가는 그 순간이 멈추어버리는 

듯 빠르게 지나갔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시간과 기억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른 두께와 색의 

옷을 입혀주었고 메모장 위의 조각 글로 남겨진 그 순간의 다양한 실존

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보았던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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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었고 형태는 재구성되어 이미지의 조각으로 다시금 실재의 공간 

안에 놓였다. 1년간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장 익숙하게 오고 갔던 루

트인 13번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작업은 이러한 비일상적 풍

경들을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한 결과물이다. (그림4)의 조각난 인

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분홍색 머리의 노인은 모터 장치를 통해 왼쪽 엄

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까딱거린다. 유리병을 갈아 만든 일그러진 녹색 

눈동자는 흐릿한 초점으로 손에 쥐어진 버스 스케줄을 바라보고 있고, 

두 손과 머리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녹색 눈의 시선으로 연결되어 조

각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연결된 하나의 형태로 인식된다. 그 

뒤편에 자리한 (그림4)의 머리와 손발이 없는 청년의 인체는 두 팔과 

두 다리에 작은 비즈가 여기저기 박혀있고, 그 주변은 물티슈로 여러 번 

겹겹이 감싸여 창백하고 흐릿한 형태를 드러낸다. 

   13번 행성-버스 속의 풍경을 이루고 있던 파편화된 인상들은 다양

한 크기와 가변적 설치를 통해 조각난 이미지들의 군집된 형태로서 하나

의 작업이 된다. 돌이켜 보면, 본인은 이러한 대상들을 단지 보았던 것

에 대한 재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물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아쉬

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실존재로서의 대상에 대한 집요한 관찰이 불안

한 애착의 관계로 까지 발전되어, 폐쇄적인 주관적 감상안에 묶여 버린 

듯 했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들의 인상을 본인에게 익숙한 소조와 

캐스팅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며, 과장된 인상과 채색, 오브제의 결합, 움

직임 모두를 이미지 안에 끌어들였고, 이것은 생경한 순간의 이미지에만 

치중하여 그 내부에 존재하는 존재의 결핍이나 부재를 표현하기에는 부

족한 결과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즉, 익숙한 제작방식과 표면적인 효과

에 치중하여 본인의 작업을 이끄는 중심원리인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

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진 꿈 혹은 상상 

속의 존재를 제작하였다고 느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결과는 이

후의 작업들에서 일관된 소조와 캐스팅의 형식을 벗어나, 작업에서 드러

내고자 하는 대상에 좀 더 가까운 재료를 선택하고, 작업 원리에 합당한 

제작 방법을 연구하려는 변화와 노력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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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다>  

   팔짱을 낀 인물 - 두 사람이라고 하기엔 부족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

기엔 어색한 이 조합은 공간 안에 마주 보는 두 개의 벽면에 묶인 두 가

닥의 실 사이로 꼬인 매듭, 점과 같이 매달려 있다. 위의 작업과 같은 

모티브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이미지의 재현으로만 드러나는 작품의 결

과물과 이를 제작하는 습관적인 과정 상의 아쉬움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적합한 재료를 찾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림5)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다, 2012 

   과거의 한 이미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도록 내버려 두었다. 먼저, 작업 책상 위에 구르던 

사탕 껍데기, 뭉쳐진 라텍스 장갑, 테이프 조각들을 모아 철사와 종이테

이프로 형을 잡았다. 모아 놓은 마른 물티슈로 표면을 겹겹이 쌓아올려 

뭉치고 붙이고 싸매는 행위는 이전의 소조적 표현과 같지만, 흙의 표면

에서 보다 비정형적이고 즉흥적인 형상화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

다. 그리고 작업과정 중의 흔적을 그대로 남김으로써 표면에 맺히는 촉

각적 인상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즉흥적으로 선택, 표현된 

이미지는 또렷하진 않지만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며 드러내고자 했던 인

상과 재료의 조합을 함께 부각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결핍된 스스로의 존재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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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욕망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이루어 낸다. 이러한 결핍의 인간존재는 

스스로의 실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내포하며, 작품에서 보이는 제스

처와 같이 헐거운 듯 단단하게 함축적인 관계를 이어간다. 작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들은 본래의 성질을 잃은 채 켜켜이 쌓이고 뭉쳐져 최종적인 

형을 찾을 때까지 그 부피를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이

루어진 두 사람은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덩어리는 완결되지 않은 지속적

인 변화가 가능한 과정으로서의 표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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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현존재에 대한 인식

   결핍된 존재로서의 대상을 드러내기 위한 세 번째 시도로서의 불완전

한 현존재에 대한 인식은 앞서 서술된 접근법들의 종합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며 겪게 된 존재에 대한 인식론적 태

도에 좀 더 주목하려 했고, 나아가 본인이 관찰하고 선택한 대상의 이미

지를 통해 본인 스스로의 실존을 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의 

개체, 또는 군집된 형태의 한 덩어리로 관찰되는 대상의 개인적, 사회적 

속성이 육체의 표면(실루엣) 위로 드러나는 순간을 발견하곤 한다. 그리

고 실재의 증거로서의 대상의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두고, 일상과 정신

의 경계에 서서 표면적으로 멈추어 있는 순간과 그 내면의 빈틈을 발견

한다. 빈틈의 순간이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닌 마치 영원한 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러한 경험은 관찰자로서의 본인과 타인 혹

은 풍경을 길 건너의 모습으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관망하는 태도로 

접근하게 했다. 망막에 맺히는 그 자체의 화면 너머 아득한 거리감을 느

끼게 되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본 다양한 인간 군상의 존재 양태들은 그

들 나름의 일상의 모습을 또렷하게 반영하고 있었고, 손톱만 한 크기의 

타인의 삶의 흔적이 담긴 얼굴들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보였다. 

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을 토대로 이를 관찰하고 그들과 본인 사이

의 실제적, 심리적 거리를 인지하며, 그와 마주 선 본인의 존재 또한 함

께 인식해보고자 노력했다.

 

<기억을 위한 드로잉: She stands alone>

   종잇장처럼 얇게 남은 한 여자에 대한 인상을 반복적이고 즉흥적인 

드로잉의 형식으로 재현하며, 기억하는 그 순간의 변화에 집중하고자 했

던 작업이다. 재료와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작된 여자는 점차 소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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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다리는 직사각형의 가방으로 대체되었

다. 먼저, (그림6-1)의 왼쪽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기우뚱하게 서 있는 

여자는 실물 크기로 제작되었고, 점차 줄어들어 작은 물병 크기로, 또 

그보다 작은 새끼손가락만 한 키를 가진 작은 조상으로도 표현되었다. 

버려진 소파의 '속'을 이용한 첫 실루엣은 부드럽고 고요함으로 부풀어 

있는 뒷모습과 마구잡이로 구겨지고 비어있는 앞모습의 대조적인 표현방

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불완전한 실재의 인식에 대한 부정, 혼란스러

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시도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림6-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정되지 않고 전시장 벽면에 기대어 선 모습에선 작

품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직접 어깨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 여자의 

앞모습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작품 설치 방법을 택한 이유는 하나의 벽

면에 작품을 옆으로 기대어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두

었을 때, 앞과 뒤의 극명한 대비가 오히려 한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

보다 재료의 질감과 대조적 표현에만 집중이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모

퉁이에 세워둔 여자는 과연 본인이 바라보는 세계를 통해 충분한 현존재

의 인식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서로를 충분히 반영하여 존재에 대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던지는 실존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

다. 두 번째 작업은 철사와 종이테이프, 얇게 편 왁스로 홀로 서있기 위

해 한쪽 다리 대신 네모난 가방을 손에 쥐고 있는 여자로 표현되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조상은 작은 행성과 같은 모양의 복제된 씨앗 위

에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복제된 씨앗은 반복적인 캐스팅 과정

을 거치며 달라진 질량과 모양에 따라 -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 제각

각의 균형을 맞추어, 서 있는 여자를 약한 중력으로 당겨 세워준다. 그

리고 같은 방식으로 복제된 작은 조상 위의 기포나 흔적들은 녹색 형광

빛 왁스로 채워 불완전한 형상을 도드라지도록 제작하였다. (그림6-2) 

   세 가지 드로잉 연작을 통해 현실로부터 남겨진 스틸 컷과 같은 실재

했던 순간의 모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결핍의 심리를 충족하기 위한 상상과 이미지의 변형은 자연스럽게 작업

을 통해 드러나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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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기억을 위한 드로잉: She stands alone, 2013

(그림6-2) 기억을 위한 드로잉: She stands alo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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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세시-네시>

   중천의 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 가며 그림자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사물에 해의 색이 조금씩 덧입혀진다. 동편으로 길어지는 빛의 궤적은 잠시 등

을 돌린 순간 소리 없이 이동하고 그 기척 없음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묻어난

다. 

   하루 24시간에서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활동 시간 중 '오후 세

시에서 네시'라는 시간은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의식적으로 인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선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구간이다. 아침의 활기가 정오에 들어서며 정점을 찍은 뒤에 식곤증의 

고비를 간신히 넘어왔을 무렵, 반나절의 피로와 일상의 무료함을 탓하기

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며, 해가 진 뒤 화려해지는 거리에서의 약속이나 

집으로 돌아가 수고한 하루에 대한 보상을 찾을 궁리를 하기에도 알맞은 

시간이다. 일상에 대한 무수한 사념이 떠오르는 이 애매모호한 시간 중

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온전히 비어있는 시간으로서 '오후 세시에서 

네시'사이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었다. 기우는 빛이 들어오는 창을 마주

하고 앉았다. 흐르는 듯 천천히 기우는 해는 조각난 형태를 조금씩 바꿔

가며 따끈한 기운을 장판 위에 남기고 있었다. 본인은 그 순간부터 바닥

에 기우는 조각의 모양을 따라 흙담을 쌓았다. 빛의 움직임은 담을 쌓는 

본인의 손보다 빨라서 뾰족한 듯 옆으로 기우뚱한 형상의 틀이 만들어졌

다. 그리고 그 위로 노란 밀랍을 녹여 부었다.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밀

랍은 그것이 벌집이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검은 불순물과 함께 

쏟아졌고 20kg 이상의 밀랍을 부어 올릴쯤엔 완전한 노란색의 표면을 

가진 빛의 조각이 되었다. 밀랍이라는 재료는 부어서 굳힐 수 있는 조각

이 가능한 재료를 찾던 중에 오래되어 끈적이는 파라핀 조각을 작업실에

서 발견하면서 얻은 우연한 선택이었다. 밀랍은 일벌이 집을 짓기 위해 

일생 동안 일정한 양만큼 분비해 내는 성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밀랍이

라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미한 생명력을 연상시켰고, 본인이 경

험한 오후 세시에서 네시의 빛이 잠시 머물며 만들어 낸 따뜻한 기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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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어둑한 방안에 기우는 기다란 그 형상이 

차츰 기울다 사라지면서 '오후 세시에서 네시'의 시간은 사라졌다. 수일 

동안 그 시간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을 떠올리며, 빛과 시간이 만들어 내

는 순간의 인상 위에 Sunfest4)라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을 결합시키게 

되었다. 

   잔뜩 오른 흥에 취해 오후의 태양이 짙어지자 다들 어디선가 의자를 

들고 나와 강렬한 태양을 마주하던 모습을 보았다. 꽤나 많은 수의 사람

들이 드넓은 잔디밭을 드문드문 또 촘촘히 메우며, 오직 오후의 태양만

을 위한 객석을 마련해나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이를 한눈에 담기 위

해 멀찍이 떨어진 언덕 위로 올라가 태양빛에 환호하는 듯한 군중의 모

습을 바라보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크기로 보이는 

사람들의 형상은 그들 옆에 앉아 뺨을 대고 가까이 관찰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또렷하게 느껴졌다. 원근법에 의한 시각적 확장의 경험은 대상

과 관찰자로서의 본인의 실제 거리를 인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멀리 있는 

대상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모습에 반응하고 그 인상을 그 순간의 느낌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끌었다. 

(그림7-1) 오후 세시-네시, 2013

4)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8월경에 열리는 음악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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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 오후 세시-네시, 2013

   그 때의 그는 작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뒤덮어버린 강렬한 

햇볕에 존경이라도 하듯 의자에 몸을 기대어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열고 가만

히 그대로 정지하듯 흐르는 시간을 맞이했다. 

- 작업노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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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세시-네시>를 제작하며, 바라본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재현 법과 인상의 확장을 경험했다. 그리고 재료의 물질적 특성

이 주는 공감각적인 심상을 체험하며,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에 있어서도 

감각의 확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작업이 놓이는 공간과 연출에 대한 고민이 본 작업연

구에 있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견고한 시간의 틈 사

이로 스며드는 빛의 궤적은 태양을 향해 몸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

을 상기시키고 마치 치유의 순간과도 같이 작은 인간의 형상 위에 내리

는 영원한 빛의 존재를 떠올리게 했다.  



- 27 -

나가는 글

   본 논문연구를 통해 작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되짚어 보며, 제작된 시

기에 따라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고민을 해온 모습이 보였다. 지나쳐 

가는 순간에 대한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를 쓰기도 했고, 그때는 알아채

지 못 했던 반복되는 과정의 이유들이 이후에 줄을 지어 밝혀지기도 했

다. 본인은 작업의 계기이자 실존의 단서가 되었던, 순간 속의 미묘한 

인상을 통해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

고 본인이 바라본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현을 통해 수집

하듯 모아온 과거의 흐릿한 인상들이 그때 그 순간의 기억처럼 그대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실재의 껍데기일 뿐일지도 

모르는 이미지의 재현에 대한 한계점은 어느 순간 이미 느끼고 있었지

만, 이를 통해 이미 사라져 버린 알맹이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일 자체가 

본 작업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스를 수 없는 절

대적 시간 위에 놓인 실존재로서의 유한성을 인식하며, 과거로부터 쌓여

오는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현재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 본인이 진행

해 온 일들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허망하고 희미하게 남겨진 감

성의 잔해들과 같은 본인의 작업은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낸 이미지 위

에서, 과정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어느 감

상적 순간 - 불완전한,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 -을 불러일으키

고자 한다. 본 작업 연구를 통해 공통된 심상의 인상들을 시, 소설, 수필

과 같은 문학의 형태를 빌어 드러난 타인의 시선 속의 세계 안에서, 그

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일상 속의 비일상적 풍경 안에서 발견했으

며, 불완전한 현존재로서의 인식을 통한 실존적 물음으로 이어왔다. 

   선험적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기억의 단서를 통해 발견된 결핍된 

존재에 대한 인상은 지금까지의 작업 연구를 이끌어 준 중심축이 되었

다. 충만함으로부터 빠져나온 공허함, 적막함, 결핍을 주된 심상으로 표

출하는 결핍의 인상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등 모든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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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안에서 일부를 상실한 것,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핍의 순간

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 경험에서 오는 직관을 바탕으로 소조와 캐스팅, 

오브제와의 결합, 즉흥적인 드로잉 방식, 그리고 축적과 조각의 방법을 

통해 표현했다. 주로 완결되지 않은 파편화된 인체 형상을 통해 심리적 

공허함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하나의 시구절과 같은 

은유적 표현방식으로 결핍이라는 개념에 대해 단편적인 인상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나의 점이자 흩어져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은,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했던 본 작업연구의 미약한 시

도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작업을 통해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

간 존재의 무게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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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ork started from a desire to capture the strangeness 

and familiarity that I felt to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riad of beings which occupy the universe, including myself. I 

found myself to be an observer, trying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exist, by using various concepts of existentialism. In 

my works, this meant that I continually attempted to be aware of 

and retain the memory of momentary impressions of things, and 

to give form to these accumulated images. The objects of my 

gaze tended to vary, ranging from people to objects to nature 

scenery. The common denominator in these objects were the 

sense of emptiness, privation, and incompleteness which I felt to 

exist in a given object or space. 

    This sense of emptiness, loneliness, and privation emerged 

when some conditions of wholeness—whether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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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al, psychological, or environmental—were lacking or 

missing. I first noticed such a sensation when I felt that there 

was some incompleteness to my faculty awareness which was 

outside of my control. This led me to look for images which 

operate the same way internally in an object, and I attempted in 

my work to give form to images which expresses the way in 

which such emotions become another element of privation, to 

form a part of the Dasein. My work took three different parts: 

First, giving form to the moment of clarity in a fictitious world 

in a work of literature; second, reproduction of extraordinary 

moments in real life; and third, an attempt to become more 

aware of the incompleteness of Dasein  

   In creating the various images of human incompleteness, I 

used various forms and materials, continually grappling with 

phenomenological questions about existence. In giving form to 

the particular impressions or images which were inspired by my 

personal experiences, I attempted to portray the emptiness lying 

beneath the visible surface by relying on molding, casting, and 

even incorporating weaving techniques to create 

three-dimensional drawings. I wanted to capture ambiguous and 

indistinct aspects of existence in my work, in a metaphorical 

manner. Furthermore, I attempted to expand my expression by 

moving closer to the object and diminishing the distance between 

myself and the object, as well as by shifting my focus from 

images of fragmented memories to silhouettes which capture the 

trajectory of time, space, and light. By thus moving my gaze 

freely between the various points in time, I attempted to explore 

and investigate the locus of existence, something whose form 

was quite difficult to discern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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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the weight and significance of 

a single human life can be as infinite as the universe or merely 

a split second. In continuing this work, I was reminded of the 

incompleteness of human beings, and the endless array of 

choices presented to us in a single day. I found these aspects in 

a book, in a few lines of a memo, in the fragment of a memory, 

and in the experiences I had in a new environment.  While the 

necessarily incomplete nature of my works as a reproduction of 

images was sometimes unsatisfactory, I hope that my works, a 

fragmentary reproduction of life scenery, will inspire in the 

viewers new thoughts and images that will lead to one’s 

awareness of the privation latent within th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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