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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인은 유년 시 에 사물을 모으고,모아놓은 사물을 곁에 두고,

나만의 세계-내 방-에 가두어 놓곤 했다.축 된 사물에는 단지 사물을

소유하려는 심리뿐만 아니라,보다 근원 인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었다.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던 사물에 한

심은 취향과 습 이라는 지 에서 나아가 사물을 향한, 는 사물 그

자체로부터의 감정이나 그 계에 한 심으로 확장되었다.이러한 과

정에서 사물을 모으고 그것들을 에 두고 싶은 마음,더욱이 그것이 내

것이어야만 한다는 집착 심리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작업 연구는 사물에 한 집착 심리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층

의 감성을 구 하는 형식으로 개되었다.이 심리는 크게 ‘사물에

한 집착(Obsession)’,‘모아진 사물들을 통한 허구 환상(Fantasy)’,‘사

물과 나 는 교감(Connection)’으로 구분된다.먼 사물에 한 소유욕

과 집착을 드러내고,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실에 한 불안을 형

상화함으로써,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에서 비롯된 허구 인 환상

과 환상의 비실재성이 야기하는 좌 감과 허무감을 포착하 다.나아가

집착의 상인 사물과의 계에서 형성된 동질감과 이를 바탕으로 구

된 사물과의 교감을 형상화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작업 반에 걸쳐 고 이미지,생활용품 등 일상에서 소비될 수

밖에 없는 매체들은 사물의 집착 심리에 한 인들의 감성을 표출하

는 시각 장치인 동시에,과잉된 소비를 통해 얻는 체 인 만족감이

허상이라는 비 인 의미를 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일상에서 우

리의 욕구를 변하는 사물들과의 계맺음이 반복되면서,사물들은 비

단 기능 인 필요를 충족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심리를 드러

내는 하나의 상으로서 그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이러한 사물에 한

인상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콜라주를 선택하 다.이를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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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물들 각각의 특질을 그 로 드러내는 동시에 사물들이 집단 으로

형성하는 다른 장면에 의미를 부여하 다.

따라서 작업은 사 인 의미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감상자와 다양한 맥락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의미를 폭넓게

확장하 다. 반 작업에서 이미지의 변형을 통해 사물에 한 주 인

인식을 표 하 다면,후반 작업에서는 오 제의 원형을 보존하여

감상자가 오 제의 집합체로서 작품의 주제를 악하도록 하 다.

주요어 :사물,집착,소유,환상,교감

학 번 :201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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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5살의 기억 속에 나는 먹다 남은 캔디와 꼬마 구,버려지기

직 의 과자 부스러기들을 빨간 바구니에 모아서 내가 쓰지 않는 방에

비 스럽게 놓곤 했다.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모아놓은 바구니 안에는

구도 갖고 싶지 않은 물건 투성이었지만,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리품이었다.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곤 했다.

집에서 키우다 죽은 앵무새가 아름답다고 느 던 나는 앵무새를

냉장고에 넣어서 보 하다 들킨 이 있었는데, 군가 내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어서 기괴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앵무새가 지닌 아름다움을 나의 방식 로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작가 노트 1)

본인은 어린 시 부터 특정한 사물들을 모으고 간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지극히 개인 이고 내 한 의미를 부여하는 습 을 가지고

있었다.사물들은 각각의 용도를 기 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모아놓은 사물들은 일종의 수집품처럼 나 자신과의 감정 교류를 통해

선택되었고,총체 으로 본인의 개인 가치를 드러내는 기록물이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에세이 “나의

서재를 풀며 (UnpackingMyLibrary)”에서 어린 아이는 사물을 가장

쉽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연습을 한다고 기재하 다.

형상을 자르고 이미지를 붙이고 사물을 만지고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이것은 계없는 사물이

아이와 계를 맺음으로써 사물이 재해석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러한

과정들은 본 작업에 요한 동력이 되었다.

어렸을 기억처럼 사람은 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 으



-2-

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잠재 욕망을 가지고 있다.사물을 소유

할 수 없다면,그 사물의 단서(이미지)라도 갖으려는 행동 양상을 작업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 다. 한 사물에 한 집착은 사물에 부여하는 상

징성과 환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개인 인 교감을 통해 작품으로 표

하고자 하 다.

작업은 특정 사물을 소유하고자 했던 나만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차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생활용품으로 번져갔으며,‘변형시키지

않고 원래 형태 그 로를 작품의 매체로 사용함’으로써 개인 인 의미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활용품의

원래의 용도나 의미는 축소된 반면 오 제의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시각 으로 부각시키고자 하 다.일련의 사물들의 집합체인 작품을

통해서 ‘집착 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행 를 통해 얻은 불완 한

만족감’이 비 인 시각에서 해석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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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개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사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사물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자극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물질에 집착하며 그것에 한 개인 이고 내 한

환상을 품는다.이에 ‘집착 인 소유를 통해 얻는 불완 한 만족감’과

‘개인이 사물과 교감을 이루는 감성’에 한 작업을 개하고자 한다.

기 작업이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에 한 개인 인

해석을 드러내는 것에 을 두었다면,후반 작업은 개인 인 해석에

국한하지 않고 람객의 자의 해석이 가능한 작업으로 층 으로

확장시켜 나갔다.본 연구는 사물에 한 집착,사물에 한 환상,더

나아가 사물과 교감하는 맥락에서 표출된 의미들을 세 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1.사물에 한 집착 (Obsession) 

1.1.<Overflowingwall>,사물의 이미지에 한 집착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보고 학자들은 그 시 사람들이 벽화에

들소를 그림으로써 사냥에 한 성공을 기원함과 동시에 그 들소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분석한다.그들은 들소를 그려서 살아있는

들소를 ‘가진’것이다.이처럼 오래된 역사 속에서부터 인간은 어떠한

상에 해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것이 생존을 한 것이든

치장하기 한 것이든 안을 얻기 한 것이든 그들은 소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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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Overflowingwall> 120x80cm,잡지 콜라주,2007

욕망을 표 하고자 하 다.사물을 소유할 수 없다면,갖지 못한 사물에

한 집착은 그 사물에 한 이미지로 이된다.이미지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물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몇 만 년

사람들만이 아니다.

어린 시 갖고 싶은 사물을 수집하듯이,지 의 나는 잡지책에

실린 이미지와 고 속에서 갖고 싶은 사물들의 이미지를 모았다.

그것이 분명 한낱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알타미라 동굴 속에 그려진 들소를 보고 들소가 이미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처럼 사물의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사물과 사물의 이미지에 한 집착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

기작품 <Overflowingwa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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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ingwall>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상품의 이미지

장이 가능한 패턴 부분을 오려 붙인 콜라주 작품이다.사물의

체 인 모습 에서 장이 가능한 패턴 부분만을 선택한 이유는

어떠한 사물을 소유하고 싶다는 원 인 욕망을 노골 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것은 마치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은 심리와

비슷하며,물질에 한 과도한 심을 표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

부정 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되었다. 한 내면에서

형성된 물질에 집착하는 욕구에 한 죄의식이 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오리고 붙이는 콜라주의 작업 과정에서 실질 으로 사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그것의 이미지를 오려냄으로써 사물을 소유했다는

잠정 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이 만족감은 본인이 어렸을 때

사물을 한곳에 모아둔 행동양상과 련성이 있다.사물의 용도와 기능에

상 없이 사물들을 수집했던 것처럼,그 이미지만을 소유하더라도

어떠한 상을 소유할 때와 유사한 느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게 오려진 사물들의 콜라주는 원본의 이미지들의 용도와 기능이

상실된 단순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성취하게 하 다.

원형을 알 수 없게 만든 패턴은 사물의 본연의 가치가 배제되어

다른 형태로 탈바꿈된 결과물이지만 물질에 한 개인 인 집착,

소유에 한 욕망을 고스란히 반 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의 패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사물에 집착하는 심리’를

반 하는 기호로 해석될 수 있다.실제로 사물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소유했다는 불완 한 만족감을 얻는 것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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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Embedded>,사물에 한 욕망

이미지 조각만으로 구성된 콜라주인 <Overflowing wall>은

‘사물에 집착하는 심리’, ‘사물의 이미지를 소유함으로써 사물을

소유했다는 불완 한 만족감’을 상징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Embedded>에서 패턴 무늬의 원단은 이와 같은 맥락,즉

패턴으로만 콜라주한 <Overflowingwall>=‘사물에 집착하는 심리’,

‘사물의 이미지를 소유함으로써 사물을 소유했다는 불완 한 만족감’

=<Embedded>의 패턴 무늬 원단

의 맥락에서 차용되었다.

<Embedded>에서는 작업의 형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시각 인

묘사-무거워 보이는 포 자루,이와 비되는 나약한 지지 ,문양의

장식성을 과시하며 매듭지어진 원단-를 통해 화려함 속에 깨어진

조화와 과잉된 물질 속에 심화되는 사물에 한 집착을 보여주고자

하 다.포 자루를 더 이상 쌓아 올릴 수 없을 만큼 쌓아 올린 형태를

취함으로써, 물질에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심리를 과장되게

표 하 다.딱딱하게 굳어버린 석고 덩어리(포 자루)처럼 사물에 한

집착 혹은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얼기설기 묶여져 있는 매듭은 ‘타르 ’가 된다.티베트에서

유래된 타르 는 사람들의 염원을 은 오색원단에 매듭을 지어 하늘에

날리는 풍습이다.티베트 사람들이 타르 를 믿는데서 착안하여,원단에

매듭을 묶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물에 강박 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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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Embedded> 81.2x110cm,석고,염료,각목,원단,2010

패턴으로 구성된 원단을 으로써 소유에 한 이미지를

구 하고자 한 것이다.단단하고 무거운 포 자루와 원단은 한 없이

쌓여 있지만,그것을 지탱하기조차도 힘든 다리는 우리의 실을

반 한다.실제 삶에서 우리는 끝없이 소유하고자 사물에 해서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지만,그것을 모두 실 하기는 어렵다.여기에서

욕망과 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욕망의 과잉에서 비롯된 불완 함이 드러난다.이것은 고스라니 우리의

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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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물에 한 허구 환상(Fantasy)

2.1.<러 미 텐더>,유년의 기억에 내재된 환상

본인은 모아 놓은 사물들을 보며 때때로 몽상에 빠진다.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지만,정지된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순간 으로라도

어떠한 느낌을 갖거나 무언가를 상상하기도 한다.사물에 한 허구

환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느닷없이 앞에서 펼쳐진다.때로는 이미

경험했거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편집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재작년 나는 부산 해운 를 배회하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길거리 오락 ‘추억의 엿 뽑기’를 보았다.이동식 손수 의 ‘추억의 엿

뽑기’는 단순한 놀이지만,주변 사람들은 진열된 엿에 쉽게 유인되었다.

구든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좀 더 크고 정교한 엿을 획득하고자 하는

승부욕에 휩싸여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짜릿한 볼거리를 주었다.

유년의 기억 속에서 손수 에 진열되어 있던 엿의 여러

형상은 반짝거리는 유리 결정체 같은 시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달콤한 유혹 같았다.엿의 형상들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멋진 사물이었고,도박처럼 잘 뽑으면 더 정교하고 단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는 욕구를 자극하는 사물이었다.

오토바이,나비,요트,용,기타,독수리,검,거북이,상패 등

엿의 모양은 모두 다 ‘멋지다’라고 표 할 수 있는 형상들의 집합체 다.

엿의 형상은 단순한 요소로 치부될 수 있지만 나에게 그것들은 이상향을

상징하는 형상-기타를 치는 낭만 인 모습,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롭게

질주하는 모습,용이라는 동물이 주는 환상-처럼 인식되었다.마치

민화에 그려진 거북이,학,소나무 등이 십장생으로써 장수와 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작가 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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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러 미 텐더> 180x220x52cm,카펫, 이 ,

실리콘,합 ,포장용 테이 ,폴리,2011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소소한 사물은 우리의 타지와도

연결된다.사물이 품게 하는 환상,그것은 삶에 활기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환상을 품고 기 하고 꿈꾸고

실망하면서 살아간다.<러 미 텐더>에 사용된 이 ,테이 ,실리콘,

엿 등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침잠한 상태를 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 되어 있다.부들부들한 질감과 핑크색의 색상에서 여성 인

느낌을 주는 실리콘,수면 에 가라앉은 듯한 엿의 형상들,잘려져 축

늘어진 이 ,그리고 무언가를 제어하려 덧붙여진 포장용 테이 등의

시각 인 외양에서 작품의 의미를 찾고자 하 다.

카펫은 90년 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다.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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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을 떠올려보면 집안의 마루에 깔려있는 카펫의 안쪽은 놀이가

허용되는 공간으로,일종의 놀이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카펫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할 수 없는 공간을 구분하며,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억압 상태에 한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 어릴

투명하게 반짝이던 엿과 달리 흐물거리는 형체로 서서히 녹아드는 엿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기 와 희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 다.

<러 미 텐더>는 막연한 이상과 희망을 꿈꾸며 모든 것이

허용되었던 카펫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실을

나타낸다. 모든 사물들이 침잠하는 듯한 형상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 으로 품는 환상이 가라앉아 그 거리가 멀어지듯이 실

불가능함에서 오는 좌 을 드러낸다.

2.2.< 란나라>와 <냉소 인 와 나>,생활용품에 투 된

허구 환상

< 란나라>와 <냉소 인 와 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 가게에서 구입한 제품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렴한

가격 의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한 생활용품 가게는 실용 이면서 여러

방면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안녕하세요.***입니다.”하며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원의 인사와 쇼핑하는 동안 반복 으로 울려

퍼지는 신나는 로고송은 마치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일상과 단 된

테마 공간에 놀러 온 느낌을 다.

사무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매되는 제품의 용도는

제각기 다르지만,그 속에서 흥미로운 공통 을 찾을 수 있다.원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부분의 제품은 웃거나 찡그리는 귀여운 표정을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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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이러한 상 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성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이들의 외형은 지나치게 유아 인

취향에 편향되어 있다.심지어 몇몇 제품은 용도가 불분명하고 기이해

보이기까지 한다.소비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기성품이지만,왜 이런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만큼

이상한 제품들이 많았다.

어쩌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무의식이 반 되어있지 않을까?

성인이 되면 성숙함,어른스러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고의 이면에는

디즈니 월드 같은 유아 타지에 한 갈망이 자리할 수도 있다.혹은

깜 한 표정으로 무장한 사물을 보면서 일시 으로라도 즐거움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다.이러한 두 가지 의문에 기인하여 < 란나라>와

<냉소 인 와 나>를 창작하 다.

유년의 기억 속에 테마공원의 달콤한 환상은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매혹 인 공간이었다.< 란나라>에서 오 제로

쓰인 생활용품(캐릭터용품)들은 일상과 단 되어 인 이고 비 실 인

테마공원을 연상시킨다. 량생산된 캐릭터용품들은 내면을 알 수 없는

기괴한 가면처럼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다.유쾌한 느낌을 표출하기 해

과장된 표정에서는 오히려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키치 인( 인 기호에 맞추어 싸고 질이 낮은) 사물들이 주는

허상은 마치 솜사탕이 순간 구름처럼 불어났다가 에서 순식간

녹아드는 느낌과도 비슷하다.

이와 같은 환상을 부여하는 캐릭터용품과 새로운 나라를

찬양하는 혜은이의 노래 ‘란 나라’1)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에서 서로

닮아있다.이에 < 란 나라>에 음향 효과를 넣게 되었다.‘란 나라’는

“ 란 나라를 보았니?”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꿈과 사랑,그리고 천사가

있는 란 나라라는 미지의 세계를 갈망하는 내용의 동요이다.하지만

1)1985년 발표된 혜은이의 가요이자 동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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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란 나라> 190x210x20cm,음향,메쉬 진열 ,

이블 타이,1000냥 가게에서 구입한 일상용품들,2011

이 노래는 반부쯤에서 란 나라를 “아무리 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구나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라고 설명한다.

동요에서 찬양한 나라는 허구이자 허망한 꿈이라는 실체를 과감하게

털어놓는다.반면에 빠른 템포의 멜로디가 주는 경쾌함과 혜은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주는 명랑함은 이런 가사와 조된다. 

< 란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혜은이의 노래는 발랄한 멜로디와

실상은 비 인 가사의 조와 함께 란 나라라는 허구성을

극단 으로 나타내고자 음향이 변형되어 있다. 기에는 단순히 템포를

늦추거나 음성을 변조시켜 체 멜로디를 변형시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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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 으나,과정 자체가 객 인 단에 의존하는 을 피하고

싶었다.따라서 어떤 규칙 안에서 멜로디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규칙이 정해진 악보를 이용하여 바꾸는 방법을 용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란 나라’의 체 가사는 4분의 1박자씩 1마디로

해체되었다. 를 들어 첫 소 은 “ 란나라를/보았니/꿈과 희망이/

가득한”으로 4마디로 나뉜 것이다.1 을 11개의 소 로 나 고,한

소 을 4마디로 해체시켜 총 44마디로 나 었다.나뉜 44마디는 ‘란

나라’를 연주할 때 쓰이는 9개의 음표 도, ,미, ,솔,라,시,높은

도,높은 솔에 겹치지 않게 돌아가며 용시켰다.따라서 도를 건반으로

쳤을 경우 음정 ‘도’ 신에 첫 소 의 첫마디 “ 란나라를”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된다.미를 쳤을 경우,음정 ‘미’ 신에 첫 소 의 세

번째 마디인 “꿈과 희망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된다.다시 말해서

키보드(건반)를 를 때 음정이 가사로 변환되도록 로그램화한

것이다.이 로그램을 용한 키보드로 ‘란 나라’의 원본 악보를 보며

연주하여 음원을 변형시켰다.이 게 완성된 결과물인 음원을 작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 다. 원곡과 비교했을 때 체 인 흐름과

멜로디는 사라지고 편화되었으며,‘란 나라’의 가사 특정 단어가

복되어 들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화책 속에 있고,아빠 꿈속에,엄마 꿈속에는 있지만, 실에

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밝고 경쾌하면서도 이상향은 없다는

실체를 폭로한 ‘란 나라’는 환상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 다.< 란

나라>에 사용한 캐릭터용품들도 동화 환상을 심어주지만 언젠가는

무 질 수 있는 기 이며 착각이었음을 드러내는 장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 <냉소 인 와 나>이다.

작품에 사용된 부분의 오 제들은 원래의 용도와 무 하게 필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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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냉소 인 와 나> 가변설치,방산시장,다이소,그리고

DC마트에서 구입한 사물들,콜라주 린트,2012

의 디자인으로 치장된 제품들로,실제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에 띠는 색상이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디자인에 이미 익숙해 있어서 수롭지 않게 지나치곤 하지만,본인은

사물의 본래 기능보다 과장된 시각 요소들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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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인 와 나>에 활용된 ‘아이스박스’에는 란 야자수가

그려져 있다. 실에는 없는 란색 야자수이지만,우리는 아이스박스를

떠올릴 때 이 야자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란 야자수의 풍경은 이제 우리에게 여름,시원함,차가움,휴양지가

갖는 이미지 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할 만큼 친숙해져 있다.

실성이 없는 풍경을 그린 디자인이지만 이미 일반화되어서 이질감

없이 수용되는 것이다.

‘조화’ 한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조화는 생화를 신하는 모조품으로 생화에 가깝도록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작품에 쓰인 성묘용 조화는 색의 변색을 늦추기 해

형 색을 사용한 것이다.조화가 형 색이라는 외에도 깔끔하지 못한

꽃잎의 재단과 라스틱 선으로 잎사귀가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는 등

생화와 비슷하지 않은 이 많다.그럼에도 조화는 모조품이라는 태생

이미지에서 기인하는 가벼움 때문에 결 은 무마되고 상투 으로

쓰임으로써 아무런 의문 없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진다.

작품에 쓰인 ‘먼지떨이’도 이와 같은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지떨이에 쓰인 핫 핑크에는 여성들은 일반 으로 핑크색을 선호한다는

생각이 반 되어 있다.그러나 먼지를 떨어내는 용도를 생각한다면

핑크색 보다 강한 핫 핑크를 쓰는 것은 기능에 충실한 발상은 아니다.

지루한 ‘먼지를 떨어내는 작업’이라는 용도가 지닌 우울한 느낌을 강한

색으로 활기찬 분 기로 장하여 반 시킨 것이다.

<냉소 인 와 나>의 설치 윗부분에 펼쳐진 콜라주는

잡지책에서 차용한 이미지이다. 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 모형,

미니마우스, 화에 등장하는 추남,피에로 가면,사자의 형상 등의

이미지들은 특정 사물을 재 한다.선택된 이미지들은 사물을 있는

그 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군가에 의해 해석되고 가공된 것이다.

이러한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사물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생략되고 단순하게 변형된다. 에게 쉽게 인지되기 해 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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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상투 인 이미지로만 남아 있지만,그 안에 사물을 투사하고

싶은 의 취향이 동시에 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의 의미를

간과하며 살아간다.하지만 상 에 진열된 상품들은 우리의 무의식 인

기호를 반 하고 있다.손쉬운 경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싼 결과물은

유년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치하지만 화려한 취향을

반 하고,반복되는 일상 속에 담아두었던 소소한 허상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냉소 인 와 나>와 < 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은 의 무차별 취향과 허구 환상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작품으로 고스란히 드러내고자 하 다.

한편,두 작품의 작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본인이 기에

작품을 구성할 때에는 방법론 으로 작업 반에 걸친 과정의 세부 내용

하나하나를 설정한 후 작업에 임했다.그러나 그런 방식은 사물의

선택뿐만 아니라 작품에 한 객들의 해석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실제로 자유롭지 못한 작업방식에 답답함을 느 다.따라서 이번

작업에서는 우선 으로 커다란 주제 안에서 재료만 선택하고,선정된

사물을 어떠한 구도로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 다. 컨 <냉소 인 와 나>의 경우 작업의 총체 인

구도를 기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시장과 생활용품 에서 외양 인

공통 을 갖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미리 구입하 다.그리고 주어진

시간(작품을 설치하도록 주어진 시간)안에 생활용품들을 즉흥 으로

쌓고,올리고,얹고,붙이고,눕히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오 제로

활용한 생활용품들은 가 생활용품이 갖고 있는 기능 요소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작업하 다.

이 작업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을 재 한다거나 서사

이야기를 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공통된 시각 특성을 지닌

사물들의 집합 자체에서 작업의 내용을 달하려는 시도 다.객 인

시선에서 작업에 임하기 하여 방법론을 제시하 는데,이는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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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하나의 공식으로써 좀 더 신 하게 사물을 선택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해서이다.

3.사물과의 교감(Connection)

3.1.<아이돌릭 보난자>,‘사이’에 한 교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물들을 한다.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사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계를 이룬다는 에서 사물과 교감한다는

것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교감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서로가

친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자연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한다고 표 하는 것처럼, 사물들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들이

사물들과 교감하고 사물을 즐기고 벗 삼는 것도 무리한 설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소비와 소유를 요시하는 사회에서 사물은 단순히

기능 인 것 이상의 의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그것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

<아이돌릭 보난자>를 실내 내부의 풍경처럼 설치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된다.그러나 시 공간을 있는 그 로의 실내가

아닌 인 인 실내로 변형하여 연출하고 싶었다.장식 조각상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주목받지 않는다는 에서 작품의 오 제로

선택하 다.내부의 한 쪽 벽면에는 상화를 붙이듯 조각상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들을 붙 다.사진을 붙인 벽면과 하고 있는 다른

벽면에는 조각상들이 진열되어 있어야 할 이층선반을 형 등으로 밝힌

채 텅 비워두었다. 신 조각상들은 시공간의 정 앙에 원형으로

배치하 다. 따라서 우리가 령하고 있어야 할 실내의 심을

조각상들이 차지하고,벽면에 조각상들의 사진들을 빽빽하게 배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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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아이돌릭 보난자> 가변설치,가벽,시트지,사진,액자,

130여개의 조각상들,2012

써 조각상들이 오히려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 다.

사물이 우리보다 요한 치를 령하도록 연출하여 사물과 우리들의

계에서 주객이 도되도록 하 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여

조각상들은 우리와 등한 치에 서게 된다. 이 게 의인화된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조각상들의 면모

‘사이(in-between)’를 제시하고자 하 다.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상태

‘사이(in-between)’는 조각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뚜렷한 소속감을 갖지 못한 많은 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심리

상태이기도 하다.

<아이돌릭 보난자>는 동 문 종합상가,황학동,답십리 고미술

상가 거리와 이태원 앤티크 거리를 배회하며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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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130여개의 장식 조각상들로 구성되었다.무심하게 버려진 듯한

장식 조각상들 에서 작업 의도에 들어맞는 조각상들을 찾아내는 것은

강한 집 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무심코 지나쳐 버렸던

조각상들에 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능동 으로

발견하고자 하 다. 한,‘여행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탐구하기’라는

태도로 오 제를 찾아다녔다.

수집된 조각상들은 특정한 부분을 귀엽고 쁘다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지만,포 으로 ‘귀엽다’라고 수식할 수 있고 호감이

가는 사물들이다.본인은 우리가 하는 공간 속에 의미 없이 배치된

장식 조각상들에서 어느 지 에도 속하지 못한,‘사이(in-between)’를

보았다.조각상들의 표면을 찰해 보았을 때 그들은 공장에서 같이

생산되는 공정을 거친 량생산품의 속성과 수작업으로 섬세하게

제작되는 과정을 거친 수공 품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량 생산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동일한 완벽성

는 수공 품의 정교한 완벽성이 히 떨어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그것들은 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이(in-between)’라는

지 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공장제품도 아니고 수공 품도

아닌 어느 한 부분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수집한 장식 조각상들 이외에도 이러한 성격의 정체성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실내 공간에 설치된

가벽의 표면 한 어느 지 에도 속하지 못한 ‘사이(in-between)’의

상태를 보여 다.겉은 호화스러운 리석과 가죽,그리고 반질반질한

라스틱 재질의 인테리어를 모방하고 있지만,1 리미터도 채 안 되는

시트지의 뒷면은 겉으로 드러난 재질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 다.

고 스러움을 나타내려 했지만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

모방인 것이다.여러 재질의 시트지로 장식된 실내는 깨끗하게 마감된

모델하우스나 테마공간에서 볼 수 있는 인 이고,인공 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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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시킨다.

실제 크기가 2센티미터 안 인 장식 조각상들의 얼굴 부분을

촬 하여 사람의 얼굴 크기로 확 하고 액자에 넣었다.그 액자들을

벽면에 꽉 차게 붙임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표 하고자 했다.하나는

확 를 통해 공장에서 량생산되어 동일해 보이는 조각상들도 자세히

보면 사람의 표정처럼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시선의 변화를 통해 조각상을 ‘사물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에서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흠집이 생기고,특정 부 가 깨져서 복구된 조각상들의 표면이

말해주듯이 이들은 주로 고가게에서 구입하여,먼지와 때가 묻거나

표면이 닳고 벗겨져 세월의 흔 이 보이는 것들이 많다.표정 없는

조각상으로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에 따라

부분 으로 마모되어 슬 표정으로 읽히기도 하고 기쁜 표정으로

읽히기도 했다.각 조각상들마다 사연들이 숨어 있는 셈이다. 를 들어

같이 생긴 조각상이라 할지라도 한 오 제는 황학동에서 다른

오 제는 인사동에서 구입한 것이 있다.그 두 개의 오 제를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체 인 디자인은 동일했으나 채색에서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것이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류인지 유통 과정

에서 생긴 차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조각상이 다른 한쪽에

비해 크기가 미묘하게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인은 확 된 조각상의 얼굴들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세부 인

표정이 람객에게 읽히길 바랐다.부분 으로 마모된 조각상의 얼굴은

손으로 직 그려졌거나, 같은 특정 부 에 장신구가 달려 있어,붓

터치와 착 상태에 따라 표정 체가 다르게 읽 질 수 있다.

조각상들의 세부 인 면들을 발견하는 것은 조각상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조각상들에 지 한 심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애착에 가까운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사물에 감정을 이입하 을

때 사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조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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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에 서서 그들의 표정을 따라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는

것처럼,<아이돌릭 보난자>는 그 게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사물을

이야기 거리로 만들어서 사람과 사물이 교감하는 지 을 형성하기를

바랐다.

3.2.< 디메이드 II>와 <낚여라>, 고에서 이루어지는 교감

< 디메이드 II>와 <낚여라>는 고에서 차용된 이미지를

개인 으로 재해석하고 콜라주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교감을

표 한다.

< 디메이드 II>는 신체와 음식의 이미지가 갖는 이

해석(본래 이미지의 제작의도와는 상반된 해석)에 주목하여 작업한

것으로,이미지를 콜라주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원래의 이미지는

변형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재해석하 다.

육즙이 살아 있는 고기 덩어리와 얇게 썰린 살라미,탐스럽게

장식된 아기자기한 디 트는 순간 상처가 나고 진물로 덮인 피부로

변질되어 다른 요리가 된다.노출된 신체와 부패된 음식물이

콜라주 된 이미지는 다른 감각 인 이미지로 변태되었다.(작업 노트

3)

이미지는 이질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 걸린 여성의 반나체 사진을 실은 달력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다.인체는 아름답고 친숙하지만,보는 사람의 이미지에 한

해석에 따라 기괴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디메이드

II>는 이러한 신체와 음식의 이미지의 이 인 해석에 주목하여 사물의



-22-

차원에서 개인의 몸으로,더 나아가 몸의 주체인 인간 자신을 이해하려

했다.

동네 빵가게에 오랫동안 부착되어 노오랗게 빛바랜 빵의

이미지들,오래 부터 집에 묵 있었던 요리책들의 이미지들은 오랜

시간동안 퇴색되어왔다.그 당시에 발달되지 못한 인쇄 기술의 향도

있었을 것이다.실제 음식을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퇴색된 이미지들이 주는 인상은 한

순간에 믿어왔던 환상이 깨지는 것처럼 괴기스럽고 볼품없어 보인다.

(작업 노트4)

작품 7.< 디메이드 II> 각 81.2x110cm,디아섹,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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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 인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Overflowing wall>에서 사물에 한 주 인

을 이미지의 패턴 부분만을 사용하여 원형의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해체시키고 장시켰다면,< 디메이드 II>에서는 차 변형되지

않은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람자의 이해를 유도하 다.

<낚여라>에서는 선택한 이미지를 원본 그 로 보여주고,

람자가 작업의 제목과 선택된 이미지들의 단서만으로 작업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바랐다.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찾은 고 속

이미지와 문구에 주목하여 매자가 구매자들을 공략하기 해 사용한

방법들을 해석하고,<낚여라>를 통해 이를 구체 으로 풀어나가려 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을 직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고의 부분은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해 자극 인 문구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이 게 과장된 고는 허무맹랑해 보일뿐더러

본연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는 이에게 소소한 웃음을 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본인은 몇몇 온라인 상품의 고이미지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겨울용 핫팩을 선 하는 고에는 손과 발 에 불이 붙은 듯한

이미지가 있었고,다이어트 상품 고에는 햄버거를 사람의 허리처럼

자로 둘러맨 이미지 에 ‘없었던 일로’라는 상품명이 그려져 있었다.

한 닭가슴살을 선 하는 고에는 몸짱으로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한

옥동자라는 코미디언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로 닭가슴살 배경과 함께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매자의 입장에서 6cm x 6cm라는 고이미지 규격 안에

구매자의 오감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실을 감안한다면,이 게 과장된

고는 구매의 진을 해 당연하다고 간주되지만 고를 통한 제품의

사실성이 결여된다는 에서 아쉽다.한편으로 고가 과장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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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낚여라> 70x50cm,사진 인화,2013

통해 우리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동시에 구매욕의 기 에 깔린 사회

욕망을 극단 으로 반 하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를 들어

앞에서 본 닭가슴살의 고이미지는 몸짱으로 표되는 외모 지상주의

풍토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데 우리는 고가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면서 구매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매자가 강조하는

제품의 속성에 동질감을 느끼고 고에 설득되어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고이미지 뿐만 아니라 상품을 묘사하고 부각하는 고문구

한 재치 있는 발상을 통해 유희 감성을 야기한다. 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유머 코드를 활용하여 친숙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유행어를

인용한 표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신뢰를 주는 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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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상품의 정 인 면을 인식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고문구들은 상품의 속성을 과장하면서도 소비자로 하여 어느새

그것에 공감하게 만든다.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구매자는 고와

교감하게 된다. 고와의 교감은 상품의 구매로 귀결되면서,이른바

고에 ‘낚이게’되는 것이다.이처럼 <낚여라>를 통해서 고를 교감의

시각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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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사물을 소유한 후에 느끼는 공허함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물을 모으고 쌓는 것이 바닷가에 모래를 쌓듯이 실감이 없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된다.작업을 하면서 사고 모은 생활용품의

집합체에도 그러한 느낌을 갖기도 하 고,소유하고 나면 사고 싶었던

순간에 해 의문을 던지게 될 때도 있었다.작업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들의 집합이 곧 본인에 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 개인의 소유물, 시간의 , 가치 의 변화는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그러므로 사물이라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에서만 해석될 수 없으며,그 사람에 한 많은

실마리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한 사람의 생애를 훔쳐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 삶에 한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그것이 작업의 시 다.

5살의 내가 먹다 남은 캔디를 모으고 버려지기 직 의 과자를 바구니에

담듯이 개인 인 사물에 한 집착을 작품에 담아갔고,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생활용품으로 범 가 확장되어 갔다.

과거의 생활양식을 구분하는 기 을 그 시 에 사용되는 도구를

보고 단할 수 있듯이,본인은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쉽게 버려질 수도

있는 이 시 의 생활용품이 우리들에 해서 많은 것을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작품에서 사물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시각 으로

제시할 뿐,압축된 언어로 어떠한 설명을 더하지 않았기에 작품이

람객에게 공허한 사물과 이미지의 범람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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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물과 이미지로 구성된 작품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부여하고 싶었다. 구나 분주한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물들과 이미지에 익숙해지면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기에 자신의 내면 심리를 간과하게 된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사고 싶었던 우리가 집착했던 사물들에는 우리의 모습이 투 되어 있다.

작품을 통해 사물들에 집착한 개인 인 경험을 상기하고,이러한

경험에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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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ResearchonPsychologyof

ObsessionwithThings

Wonny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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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childIusedtocollectthingsandkeepthem withinmy

own room/world.Theaccumulated objects,asIthink aboutthem

now,expressnotjustabasicdesiretoown thingsbuta more

profound human psychology thattries to satisfy desires through

possession.Based on this personalexperience,I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largerissues ofhuman tastes and habits,and

further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bjects and the

exchangeofemotionsbetweenthem.

Thisprojectattemptstoanalyzeandvisualizethelayersof

sensibilitiesandphenomenainvolvedin theworkingsofobsession

psychology.Theycanbedividedintothreestages:obsession(that

one shows towards objects);fantasy (thatone develops through

objects);andconnection(thatonemayfeelinrelationtoobjects).

Theprojectfirstrevealspossessivenessandobsessionwith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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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sualizes a sense ofanxiety arising from the disproportion

between his/herdesiresandreality.Considering unsatisfieddesires

generatefantasiesaboutobjects,theprojectthenaddressesfrustration

andfutilitycausedbythefantasies’non-reality.Itfurtherperceives

and explores an empathetic relationship that one may establish

betweenoneselfandobjectsofhis/herobsession.

This project employs consumable materials such as

advertisementimagesandhouseholdgoods.Iusethem asavisual

device to express modern-life sensibilities related to commodity

fetishism andalsoasacommunicativemedium todeliverthecritical

messagethatsatisfaction gained through excessiveconsumption is

justan illusion.Wecontinuetobuildrelationshipswithandupon

commoditiesandsotheyhavegreatsignificance:notonlydothey

servetheirintended functionalpurposesbutthey also reflectand

revealtousourinsidepsychology.Inordertoeffectivelyrepresent

suchmultiple‘impressions’ofcommodityobjects,Ichosetoemploy

collageasmyworkmethod.Thecollagetechniquebecamemytools

todevelopanew,unfamiliar‘scene’outoffamiliarobjectswhilestill

retainingthedifferentobjects’individualcharacteristics.

Whatstarted as a personalprojectto constructmy own

semanticnetworkhasthusbeenexpandedtoaninclusiveprojectthat

can communicate with the viewers in various contexts.In the

beginningItriedtopresentmysubjectiveperceptionofthingsby

transforming theirimages,butastheprojectprogressed,Iwould

presentmyreadymadesintheiroriginalformssothattheviewercan

betterunderstandwhattheworktriestoaddressasanassembly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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