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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물질 사이의 빈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고 그것의 존재
방식을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에서
접근하는 공간은 건축적 공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공간으로 그 인식의 폭이 확장 되었다. 비어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맥락을 인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본인 작업의 중요한 과정이다. 본인에게 공간을 읽는다는
것은 공간의 물리적 형태를 바라보며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 주변과
얽혀진 복잡한 관계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리적 의미의 공간 뿐
아니라 그 공간만이 담고 있는 시간성, 역사성과 같은 공간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본래의

위치에서

떼어

내

문맥에서

벗어나게

존재시키는 것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부분이다.

본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만으로 존재의 의미가 변화되며 치환되는 경
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불안정한 실재와 오직 번역과 치환
의 연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의 연속적인 적응 만이 존재하는 실제 세
계를 인식하게 하였고, 그 사이에서 파생 되는 공간인 관계의 망網에 더
욱 집중하는 태도를 낳게 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 작업에서는 특정 공간의 속성과 의미 파악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집중 하였다. 이 후 공간의 이해는 공감,
감정이입을 통해 본인과의 자기 동일시로 이어졌다. 유有와 무無,
정지와 움직임, 존재와 비 존재, 자아와 타자 등과 같은 대립 구조를
띄는 관계들을 통해 외양적 이항 대립 구조들 사이에 촘촘하게 존재하는
보다 복잡한 관계의 망 속으로 들어 가고자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립의 구도가 결코 절대적 대립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주변을 관찰하고 자신과 세계, 관찰자와 관찰 대상, 작품과 관객의
구도를 이해하였다. 이분법적 구도의 둘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의
i

조명을 통해 사실은 이러한 공간들의 위치가 언제든지 치환과 변화가
가능한 상대적 관계의 공간이며 전시장 안에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내고 재의미화 되길 기대했다.

주요어 : 공간, 관계, 존재, 비존재, 실체
학 번 : 201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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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며
공간空間은 각 학문의 특성과 개인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난립 ①
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간을 보고 누군가는 비움을 이야
기 하고, 다른 누군가는 채움을 이야기 한다. 결국 각자가 집중하는 세
계 안에서 개인 고유의 언어로 읽혀지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공간을 읽는다는 것은 물리적 형태로서의 공간을 바라
보며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 주변과 얽혀진 복잡한 관계의 형태를 이해하
는 것이었다.

본인은 영국에서 약 5년 간의 유학 생활 경험이 있다. 런던은 항상 사
람들로 북적 북적한 도시이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다. 낮과
밤 어느 시간에나 관광객들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 볼 때면 종종 뿌연 연
기로 뒤덮힌 도시의 모습이 연상 되었다. 그 곳은 실체는 없는 그림자로
만 가득한 도시처럼 보였고, 본인 또한 수 많은 그림자들 중 하나처럼
느껴지고는 했다. 그 곳에서 태어나지도,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
떤 연결의 끈을 따라 어느 한 순간에만 잠시 공간을 채우다 사라져 버렸
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 채워진 도시의 공간이 본인에게는 텅 비
어있는 공간처럼 보였고, 때로는 그 반대로도 보였다. 채워진 것과 비워
진 것이 하나의 현상안에 모두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간과 사람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마주하는 상황과 본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

①

앙리 르페브르는『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회
화 공간, 조각 공간, 심지어 음악 공간에 이르기까지 이러저러한 공간이 난립했
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과 대중은 새롭고 독특한 여러 암시적 의미를 부여받
은 이 대문자로 쓰인 공간(Espace)이라는 단어에서 우주적 거리의 의미만을 받
아들였다. 전통적으로 이 단어는 수학 및(유클리드) 기하학과 관련된 정리만을,
따라서 추상, 즉 내용물이 담기지 않은 용기만을 상기시켰다. 철학에서는 대부
분의 경우 공간을 도외시했으며, 많은 ‘범주들’중의 하나로 취급했다. 때로는 공
간에 온갖 종류의 환상과 오류를 부과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의 내부, 즉 욕망
과 행동을 외부로 돌려놓는, 다시 말해 심리적인 삶을 밖으로, 관성적인 곳으로,
조각을 내며 이미 조각난 곳으로 돌려놓는 식이었다. 공간을 취급하는 학문들
은 저마다 이 공간을 나누어 가졌다.” p. 12
1

를 유지하며 공간을 관찰하는 태도와 특정 공간과 그것이 맺고 있는 관
계들 사이를 관심 갖고 작업하는 태도는 근간에 이러한 지난 경험이 있
을 것이다. 물리적 의미의 공간 뿐 아니라 그 공간만이 담고 있는 시간
성, 역사성과 같은 공간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본래의 위치
에서 떼어 내어 문맥에서 벗어나게 존재시키는 것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부분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라 일컬어지는 공간이
존재한다. 본인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얽혀 존재하는 사이
의 지대들을 발견하고 공간의 인식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 곳은 존재하
지만 부재하며,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이항 대립적 구도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모순적 의미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은 어느 세계 한 곳에도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 존
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와 부재 및 대립적 개념을 동시에 가지며 지금 이
순간 속해진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② 안에서 선택적으로 택해
진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 하였다. 본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
만으로 존재의 의미가 변화되며 치환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불안정한 실재와 오직 번역과 치환의 연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
서의 연속적인 적응 만이 존재하는 실제 세계를 인식하게 하였고, 그 사
이에서 파생 되는 공간인 관계의 망網에 더욱 집중하는 태도를 낳게 하
였다.

본인은 이중적이고 상반되는 의미의 개념이 혼용되는 존재에 대해 고
민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외에 존재하는 것 혹은
본인이 실제 세계 속 지금 이 시간, 이 곳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게
끔 해주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
업을 진행했다. 눈 앞에 실재하는 ‘그 무엇’ 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

②

일반적 의미의 문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사물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
2

는 ‘그 무엇’ 이 공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실체에 가깝다
고 생각하였다. 지금 여기 있지만 동시에 없기도 한 공간은 건축적 공간
의 형태를 가시화하여 드러내는 것에서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
이의 관계 속 정신적, 심리적 공간으로 확장 되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
는 관계의 그물망을 엮어가는 요소들에 집중하며 작업을 발전 시켰다.
사람 간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본적 소통 도구인 언어와 그로 이루어지는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이루는 수 많은 상황과 조건을 통해 보이지 않
는 형태의 구조를 보게 되었다.

본 연구의 초기 작업에서는 특정 공간의 속성과 의미 파악을 통해 공
간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집중 하였다. 이 후 공간의 이해는 공감, 감정
이입을 통해 본인과의 자기 동일시 ③ 로 이어졌다. 유有와 무無, 정지와
움직임, 존재와 비 존재, 자아와 타자 등과 같은 대립 구조를 띄는 관계
들을 통해 외양적 이항 대립 구조들 사이에 촘촘하게 존재하는 보다 복
잡한 관계의 망網 속으로 들어 가고자 하였다. 그 곳엔 사람이 있었고,
사람 사이의 공간에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엮어주는 다양한 언어 ④ 가
존재했다.

본인의 작업은 형식적으로는 다중적 의미로 얽혀 있는 공간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재현하여 전시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
특정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공간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읽어 내는 것에 집
중하였다. 형체보다는 관계를 통한 내용적 실체로써 존재하는 공간에 대
한 연구라는 큰 줄기를 따라 왔다. 또한 특정 작업에서는 의도적으로 작
③

‘동일시’ 의 의미는 identific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자신
의 정체성에 융합시키는 과정’ 이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또는 사물의 정체
성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지만, 정신분석학적 용례로는 강한 심리적 유대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에 동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매스컴대사
전』, 한국언론연구원, 참조.
④
본인이 생각하는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들의 수단 또는 그 사회 관습적 체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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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니터를 선택하여 영상을 틀거나, 한 사람만 홀로 들어 갈 수 있는
좁은 통로 끝에 작업을 설치 함으로써 관객과 작업이 일 대 일로 마주하
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람 방식을 통해 자신과 세계, 관찰자와
관찰 대상, 작품과 관객 등의 표면적 대립 구도를 갖는 둘의 관계가 사
실은 상대적 관계이며 언제든지 치환이 가능한 구도임을 관객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길 기대하였다.

제 2 장 작업의 전개
본인은 ‘공간’의 영역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하며 작업을 진행해 왔다. 건축적, 심리적, 정신적, 개념으로 존재하
는 공간의 인식 범위를 확장해 가며 실체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 형태
이면에 존재하는 공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며 작업 하였다. 작업의 시
작은 물리적 건축 구조물 재현을 통한 새로운 의미 생산으로 출발하였는
데 직접적 측정이 가능한 계량화 된 공간에서 점차 직접적 측정이 불가
능한 양적 특성을 갖는 심리적, 사회적 공간으로 공간이 확장 되면서 작
업의 표현 방법 또한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 대화의 수집 및 기록, 영
상과 같은 비물질적 매체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이에 대한 논
의를 본인이 인식하는 공간의 확장과 작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
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건축적 공간을 통한 관계
Found space <작업 1>, Untitled <작업 2>

본인은 사람의 신체(몸)를 개인 고유의 에너지가 쌓여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물리적 건축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도 하다. 공간 에너지가 쌓이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곳이다. 에너지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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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이동하며 그 크기를
변형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외양의 용기(사람의 신체 혹은 물리
적 공간) 안에 퍼져 있는 에너지 자체를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고
정된 형체로 보이는 건물과 신체를 무형無 形 의 에너지로 바라보고, 그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본인의 작업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
연구의 초기 두 작업 Found space <작업 1> 와 Untitled <작업 2> 는
아직 의미화 되지 못 한 채 존재하는 공간을 발견하여 전시장이라는 특
수한 공간과 만나게 함으로 공간을 재 의미화 한 작업이다.

<작업 1> 은 필요에 의해 지어진 건축 공간과 가변적 컨테이너 박스
공간 사이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틈새 공간을 전시장이라는 특수
한 공간 안에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설치한 작업이다. 연구의 시작 단계
에서는 쓰레기장, 구석진 창고, 아파트 폐허 등 본인 개인의 취향으로
흥미를 느끼는 네거티브 공간(negative space)들을 주로 하여 공간을 탐
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1. 참조)
<작업 1> 의 공간 역시 그 중 한 곳이며 미술 대학 51동 건물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다 우연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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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네거티브 공간(negative space) 탐색

사진 2. 미술 대학 51동에서 발견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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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간을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던 본인에게 발견
된 사진 속 공간은 거대한 중심의 두 에너지 사이에 끼여 힘 없이 존재
하는 주변적 공간으로 인식 되었다. 의미 없이 존재하지만 숨겨진 자신
의 의미를 발견해 주길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이기도 했다. 누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는 이 공간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
고, 존재의 목적과 기대를 요구 받는 공간은 더더욱 아니었다. 쓰레기장
은 공간의 끝머리에 걸려있는 가장 변두리적 공간이다. 꼭 필요한 공간
이지만, 항상 숨겨져 있고 기피되는 공간이자 방출 된 에너지들이 소멸
되어 만들어진 잔여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본인이 발견한 공간은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를 차지하며 본래의 장소에 귀속되지 못 한 채 존재하지
만 비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본인에게 이 공간은 일정한 양의 중
심 에너지를 갖고 점유하는 주변의 공간들로부터 파생 된 부서진 공간으
로 인식되었고, 새로운 에너지의 장으로 보여졌다. 유의미有意味한 공간
과 무의미無意味한 공간의 개념이 본인 내부에서 치환되는 경험이었으며,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던 공간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하나의 건축물을 알레고리 혹은 상징체로 바라본다는 것. 이는 결국

건축물을 건축의 어휘들로 축조된 물리적 조형물이자 일정한 의미를
내포한 채 독자의 해석을 기다리는 문학 텍스트, 나아가 공간적
지배전략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적 매체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축물과 사회적 현실 사이를
매개하는 보편적 발생 원리를 규명하는 일이다.”⑤

겉으로 보기에 에너지의 중심보다는 변두리, 유의미 보다는 무의미,
목적보다는 우연적이라는 설명이 어울리는 이 공간이 사실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때 그 반대적 의미까지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⑤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에코 리브르,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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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실제

크기로 제작

된

공간은

미술

작품으로써 절대적 의미를 부여 받게 되었고, 전시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함으로 기존의 맥락이 끊어지고 미술 작품으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며 본래의 의미는 치환 되었다.

<작업 2> 는 <작업 1> 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 되었지만 발견 된
공간을 본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작업 1> 에서 발견된 공간과 그 주변 공간들을 각 공간의 역할과
보이지 않게 정렬되어 있는 규칙들을 읽어 색으로 구획하여 완성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의 초기 두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계 안에서 건축적
공간을 물리적 공간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에너지
틈에서 부산물과 같이 생겨난 공간을 파편 조각처럼 떼어 내 전시장으로
옮겨 오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눈 앞에 보이는 공간 설치물
그 자체가 아닌 주변과의 관계 안에 존재하며 의미의 장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었다. 관계는 시간과 함께 쌓여 가고 움직이며 변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의

맥락

없이

전시장에서

작업을

마주하게

되는

관객들에게는 그들 각자의 맥락으로 이 공간이 이해 되며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길 기대했다.

8

<작업 1> Found space, 2012

<작업 2> Untitle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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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 사이의 공간을 통한 관계
외형의 실상實相 없이 의미 만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머릿속에서 개념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존재 하지만
실제 세계에 비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본인은 존재와 비 존재 혹은 실
체와 비실체와 같이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모순적 개념의 공
간과 그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고정된 의미의 절대적 실체란 존재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본인의 사고와 맞물려 있다. 생각은 변한다. 그리고
신체의 구성과 겉모습도 변화한다. 자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정신과 육
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순되는 양극의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취
하고 버린다. 존재는 오로지 상대적 관계 안에서만 실재하게 되며 본인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과정 가운데 존재하는 관계만
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사람 사이의 공간인 관계의 복잡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예술
적 형태로 표현 하기 위해 고민 하였다. 사람 간의 관계에는 어떠한 실
체가 ⑥ 없으며, 실체가 없는 공간은 관계로써만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관계에 따른 보이지 않은 거리가 존재한다. 타인과 닿을 수 없
는 물리적, 정신적 거리 그리고 자의적 의미로 상징화 된 개인의 언어는
관계를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로 빠뜨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더 깊은 곳에 이르기 위해 끊임 없는 시도를 한다. 본인의 이러
한 생각은 아래 설명 될 작업 Fragile relationship <작업 3> 과,
Relationship distance <작업 4>, Eavesdropping <작업 5> 를 통해 나
타났다.
⑥

실체實體, substance,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 늘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 마르크스주의 이전의
철학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에 있고, 이들 존재의 성질 변화나 각종 현
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머무는,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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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practice <작업 3>

Relationship practice <작업 3>은 개인의 고유한 시간과 공간의 역사
를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신체(몸)를 개별적 에너지가
밀착되어 쌓여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 하면서 시작되었다. 본인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라고 믿던 ‘ 우리 ’ 가 사실은 단 한번도 하나였던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 날 수 없다는 것을 즉면한 경험
이 있다. 두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고, 서로의 공간을 확장 시켜
나갈 때 우리는 종종 위에서 이야기한 관계의 연약한 특징을 망각한다.
너무 쉽게 부서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실체의 공
간들이다. 본인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공간과 이것의 특징 중
하나인 연약함 대하여 퍼포먼스를 진행 하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등
장한다. 각자의 몸에 탄성이 있는 끈을 묶고 마주한 두 사람은 상대의
몸에 묶인 끈을 잡아 당겨 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는다.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며 상대의 공간으로 자신의 몸을 억지로 끼워 넣지만, 서
로가 서로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할 수록 두 사람의 몸은 엉켜버린
끈들로 인해 더 심하게 뒤틀려 버린다.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 생
각했던 끈들은 서로의 몸을 옭아매며 결국 둘은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
고 끈 밖으로 나와 버린다. 영상 속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얽혀 있는
끈 뿐이다.

Fragile relationship<작업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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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자신의 공간 범위를 표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 된
탄성의 반투명 끈과 그 사이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생기는 고무줄의 소리
는 두 에너지의 공간이 맺는 관계와 그 연약함을 의미한다. 당기고 늘어
나고, 때론 끊어지고, 엮이기를 반복하며 얽혀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눈
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본인이 인지하는 관계로서 존재하는 공간의
모습을 표현 하였다.

Relationship distance <작업 4>

본인은 밀폐 된 좁은 공간 안에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신체
와 타인과의 공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幕이 존재함을 경험한다. 이 때
스스로가 설정한 개인의 공간이 타인으로부터 침범 당할 때 타인과의 거
리가 무너지는 불편함을 갖게 되고 다시 타인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 하
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스치는 모든 타인과 자신의
공간 사이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관계에 따른 일정 허용 범위가 존재하며
이 거리는 물리적 공간의 거리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공간의 거리도
포함된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침범 하기도, 침범 당하기도 하면서 관계는 불안
정 속으로 빠지게 된다.

Edward T. Hall⑦은 사회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에 대한 인간의 지각을
4가지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야기 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관계의 정도
에 따른 타인의 물리적 접근 허용 범위를 갖는다. 자신의 신체를 기점으
로 0.45m 이내는 Intimate distance(친밀함의 거리)로 가족이나 연인처

⑦

에드워드 홀 Edward T. Hall(1914-2009), 미국의 문화 인류 학자. 대표적
저서로는『침묵의 언어, The silent language』1959, 『숨겨진 차원, The hid
den dimension』1966, 『문화를 넘어서, Beyond culture』1976 등이 있다.
12

럼 친밀한 유대 관계가 전제가 되는 공간이며, 1.2m 이내는 Personal
distance(개인적인 거리)로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전제되며 일상적인 대
화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되는 격식과 비격식의 경계지로 이해한다.
3.5m 이내는 Social distance(사회적 거리)인 사무적 관계로 정중한 격
식과 예의가 지켜져야 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3.5m에서 7.6m 사이는
Public distance(공적인 거리)로 연설이나 강의와 같은 특수한 대화를 하
는 경우의 강사와 청중 관계 정도가 포함되는 공간 거리이다.

Diagram of Edward T. Hall’s
Personal reaction bubbles (1966)

Hall의 이론은 관계에 따라서 타인과 자신의 보이지 않는 물리적 거리가
존재 한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관계 안에서 공간이 일종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는 Relationship distance <작업 4> 를 통
해 본인의 작업으로 표현 되었다. <작업 4> 는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는
두 공간(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따른 공간(물리적)의 타인 허용
범위를 Edward T. Hall의 ‘Personal reaction bubbles’에 나타난 거리
범위를 참조하여 의자의 형태로 완성한 작업이다. 3개의 나무 막대에는
각각 양끝에서부터 0.45m가 금색, 1.2m가 분홍색 그리고 한 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총 길이인 3.5m로, 총 3단계를 개인이 인식하는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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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범위로 설정하여 색을 달리 칠해 나타냈으며, 양끝의 등받이만
남은 의자 위에 나무 막대를 고정하지 않은 채 얹힌 상태로 작업을 완성
함으로써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 할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 사이의 공
간을 표현한 작업이다. 관계로써 존재하는 공간(사람)은 연약하다. 그러
므로 그들 사이의 공간(관계) 또한 연약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은 사람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벽을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
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만이 관계 속 소통의 단절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
다. 서로 가까이 가고자 할 수록 꼬여만 가는 끈과 뒤틀리는 신체와 <작
업 3>, 일정 거리를 갖고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공간<작업 4> 작업에
는 결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공간을 바라보는 관계에 대한 본
인의 허망함과 좌절감이 내재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좌절 가운
데서 계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음 만이
벽을 넘어서 공간의 깊은 곳에서 서로를 조우遭遇 하게 될 유일한 방법
이라 생각했다.

Relationship distance <작업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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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vesdropping <작업 5>

본인은 건축적 공간을 통한 자기 동일시를 경험하며 인간의 심리적 관
계로 쌓여 있는 공간으로 작업의 범위를 확장 시켰다. 존재와 비 존재
사이를 넘나드는 보이지 않는 관계로 겹겹이 쌓여 있는 공간을 예술적
형식을 택하여 표현 함으로써 전시장의 특수한 공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와 맥락이 도출 될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 세계를 개인
고유의 에너지가 밀착되어 쌓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공간들
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방출하는 과정 중 남겨지는 부산물을 수집 해 작
품화 하였다. Eavesdropping <작업 5> 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 된
작업이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문자적 언어 전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SNS ⑧ 소
통 방식이 소통의 중심에 있는 현대의 삶 가운데 본인은 문자와 고정된
이미지 만으로의 소통에 불편함을 느낀다. 목소리의 높낮이, 굵기, 어투
와 빠르기, 신체적 움직임, 제스쳐, 눈빛과 옷차림, 외양적으로 드러나는
생김새와 손톱의 길이, 털 한 올 까지도 중요한 언어로 읽혀지는 본인에
게 현대의 소통 방식은 진정한 소통과 관계 맺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
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실제적 공간 안에서 서로의 대면을
통한 관계 맺음을 관찰하고 그 사이에 남겨지는 대화(관계의 흔적들)를
수집해, 이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을 몰래 만
났고, 그들의 삶과 관계를 멀리서 동시에 가까이에서 들여다 보았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은 각자가 선택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의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상징화 된 언어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을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⑧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
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대표적으로 Facebook, twitter, 싸이월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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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진 바, 이름 지어진 방식으로 연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⑨ 그러면서
상징화 된 언어와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는 어쩌면 아무런 필연적 관
계가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경험한
것과 말하는 것, 상대가 이해하는 것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작
업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불특정 사람들의 대화를 수집하면서 사람들
은 실체 없는 허상을 이야기 하고 그 허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받아 들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 또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바라 보았다. 총 13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책은 13개의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본인이 수집한 대화의 내용들이다. 주로 카
페나 지하철,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녹취가 아닌 직접 기록의 방법
으로 작업은 진행되었다. 본인은 맥락에서 벗어난 문장과 대화를 읽는
관객들이 책 속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길 원했다.

Eavesdropping 본문 내용 중 p. 116-117

⑨

오미영,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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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vesdropping <작업 5>, 2013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인지. <작업 6>
본인은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관계란 것이 얼마나 힘
없는 것임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갈고 닦으며 보살핀다. 사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맺고 끊어짐이 아닌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젠
간 서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 속에 내재 된 ‘믿음’
이라고 생각한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건축적 공간에서 사람의 몸과 그
들 사이의 공간인 관계로 확장되면서 인간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 작업으로 풀어내며 실험하고자 했다.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이지. <작업 6>은 관계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을 이해 시키고, 상대를 이해해 관계를 쌓아가고자 노력하는 두 사람
에 대한 작업이다. 안개로 뿌옇게 둘러쌓인 공간 안에서 실체를 손에 넣
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두 사람의 대화는 “그거에 대해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라는 남자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남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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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신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고, 여자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대화는 결국 남자 본인도 자신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본인이 이 작업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
었던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려 시도하지만 결국 언제나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 관계가 갖는 한계, 그 연약함이다. 그리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하
였다. 결코 완벽한 소통이란 이루어 질 수 없고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만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
에서 또는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존재
할 수 없으며 단지 우리는 그것에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수많은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 가면서 까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아니,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자체가.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게..
여 사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뭐지? 그냥 이거를..
남 아니.아니.아.아니..생각하고 있어요
근데..뭐 그걸 생각하면 되게 머리가 복잡해져서.
여 아, 맞아요. 아, 아, 그냥 제가 쫌..
남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자정? 과정? 과정.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음. 어떻게 어떻게 해! 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그.. 그게 그렇게 되고. 그, 그게 이
런 것들은 어떻게든.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난. 원래 그런 거 였다면, 원
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여 어떤 게요?
남 그러니까..예를 들어서...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하죠?
여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휴..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인지. <작업 6>, 2013 (작업 내용 중 일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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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인지.
<작업 6>, 2013 (설치 전경)

3) 공적 공간을 통한 관계
Untitled <작업 7>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듬성 듬성 무리를 지어있다. 30분, 1시간이 지
나도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몇몇 무리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짧은 시
간을 기다리다 버스를 타고 자리를 떠나는 이들과 버스를 타기 위해 모여
드는 이들이 들고 나기를 반복하며 공간은 비슷한 형태를 꾸준히 유지하
고 있다. 줄지도, 늘지도 않는 실체가 없는 공간이다.” (작업 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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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이나 공항의 라운지, 역사驛 舍와 같은 이행을 위한 공간은
중심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어딘가로 떠나기 위
해 모여든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자리를 뜨는 곳 그리고 그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이 보이는데, 하나의 무리를 짓
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 표지판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무리
지어 생겨난 공간을 관찰하였다. 늘 어느 정도의 고정 된 형태를 갖춘
모습이지만, 덩어리를 이루는 개체들은 초와 분 단위로 계속해서 새롭게
대체되었다. 보이지 않는 한 덩어리의 공간은 단 한 순간도 같은 형태인
적이 없으며, 누군가에 의해 점유 될 때 생겨나는 공간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일정한 총량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적 틀
이 없는 관계와 행위만으로 존재하는 공간을 관찰하여 구체화 된 작업으
로 나타 내고자 하였다. Untitled <작업 7>은 그러한 시도로 완성 된 작
업이다. <작업 7>의 영상은 6차선을 사이에 두고 관찰한 버스 정류장의
모습이다. 본인은 한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떠날 때까지의 행동
들을 관찰하며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 돋보기를 이용해
주목한 사람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 일부 혹은 소지하고 있는 물체 중 한
부분을 확대하여 영상을 재 촬영 하였다. 영상을 전시장에 설치하는 과
정 중에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의 태도였다. 본
인은 작업의 특성상 은밀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관찰자에서 관찰 대상으
로 또 그 반대로 자신의 위치를 변환했던 경험을 관객이 함께 경험하길
원했고 그것이 작품의 일부로 이야기되길 원했다. 따라서 열린 공간이
아닌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한 명의 관객이 홀로 작업을 관람하길 원했
다. 두 공간 사이에 끼여 있는 좁은 통로를 만들어 크기 20x15cm 가량
의 작은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영상을 출력시켰다. 버스 정류장의 공간은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다가 손에 잡을 수 없이 흩어져 버리고는 이내 사
라져 버리는 실체가 없는 공간과 같다. 그리고 본인은 이를 통해 실재實
在하지만 비 실재하고, 비 실재하지만 실재하는 오직 행위와 관계로서의
존재存在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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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작업 7>, 2013 (영상 캡쳐)

Untitled <작업 7>, 2013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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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작업 7>, 2013 (설치 전경)

제 3 장 나가며
본 논문에서 본인은 공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식의 확장을 통해 전
개 된 작업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살펴보며 본인의 세계관 및 작
업관 그리고 예시 된 작업의 특징을 깊이있게 다루며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인에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이와
비움의 공간은 다양한 이야기로 섬세하게 얽혀 있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인식되었다.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은 공간이나, 누군가에게 아직 공
간으로 인식 되지 않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그 곳을 작업을 통해 관계를
밝히고 의미화 하여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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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것은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는 것
에 주목하여 시간성과 역사성 등의 맥락을 발견하고 그 안의 관계와 메
세지들을 읽어 공간으로써 인식하는 과정 그리고 인식 된 공간을 여러
형태로 기록하고 수집하여 전시장이라는 특수한 장소로 옮겨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경험과 공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과정을 공유하고, 새
로운 공간으로써 전시장 안에서 관람자들 개인에게 의미화 되어지길 원
했다.

어떠한 관계를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아 보며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망과 짜임을 파악하여 특정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은 본인
에게 흥미롭다. 모두가 보는 것을 혹은 모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시각과 일반화를 벗어나 본인 스스로의 독자적
인 공간 인식 시각을 견고히 할 필요성을 느낀다. 본인은 앞으로의 작업
에서 내면의 동요에 더 집중하며, 본인이 인식하는 공간 세계가 더욱 구
체적으로 실체화 된 작업으로 표현 되어지길 기대한다.

23

참고 문헌

오미영(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오미영(2006),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Braidotti, Rosi(2004), 『유목적 주체』, (박미선 옮김), 서울:여이연.

Hall, Edward T.(2005), 『침묵의 언어; The Silent Language』, (최효선
역), 서울:한길사.

Henri Lefevre(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에코리브르.

24

Abstract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relations through the expansion of
spatial recognition.

Kim, HeeJoung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empty spaces between matters are viewed as a
substance the way of their existences are documented in various
forms. The spaces that are approached in this work started out as
architectural spaces, and the understanding on them expanded to
psychological, mental spaces of human. Recognizing the context of
the relations that exist in empty spaces and grasping the invisible
structures and forms inside them is an important process of my work.
Apprehending space is to understand the spiritual aspect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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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of complex relations with its surroundings by looking at its
physical form to me. Recognizing space not only in its physical
meaning but also in its specialty such as the time and history, which
only that space possesses and separating it from its original position
and having it exist outside of context is the mindset of the study.

I have experienced how simple move of location can change and
replace the meaning of existence. This experience allowed me to
recognize the constantly unstable existence and the actual world
where only continuous adaptation exists in the series of rendering
and substitution, and changing situations, and it had me to
concentrate more on the spaces that are derived amongst them,
which is the net of relations.

In the early stage of this study, it was focused on determining the
identity of space through understanding the attributes and meanings
of specific spaces. Afterwards, the understanding on space extended
to the self-identification through empathy. It was attempted to go
into more complicated net of relations which densely exist in outer
binarity structures in the form of binary oppositions such as
something

and

nothing,

halt

and

movement,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self and other. On the premise that structure of
opposition shown on the surface cannot be the absolute oppositional
structure, the surroundings of the structure was observed and the
structure of self and the world, observer and object, and work and
audience were apprehended. By focusing on the space that exist in
between the two that are in a binary structure, the positions of these
spaces were hoped to be in relativity which can be substituted or
changed whenever, and that new context is made and re-sig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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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galler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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