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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작업은 삶이나 작업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습관이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

문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제작의 조건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

졌고, 작업의 전제조건을 ‘작가, 노동, 전시 공간’으로 상정하게 하

였으며 본 논문의 작업은 그 조건을 탐구하면서 진행되었다.

본인은 창조성으로 대변되는 작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 의심하

였다. 이러한 의심을 배경으로 작가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던 기존

의 방식에서 작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은 작가의 역할은 작업 안에

서의 실천과 직접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노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더불어, 본인은

예술에서의 노동과 예술 분야 밖에서의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

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기초하여, 작업을 통해 작업에서

소외되는 요소인 노동을 작업의 중심 가치로 전환하고자 하였으

며, 삶을 살면서 하게 되는 노동 자체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인은 작업을 통해 전시장을 예술을 위한 공간 이전에

역사를 가진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하려고 하였다. 또한, 미술관을

제도의 권위가 발현되는 공간으로 생각하였는데, 작업을 통해 이

러한 미술관에 대한 본인의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작가, 노동, 전시 공간’의 요소는 작업을 해석하면서 구분되어

다뤄졌지만, 그것이 작업으로 드러날 때에는 세 요소가 같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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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세 요소를 통해 작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작업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품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작업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며 작업의 조건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고, 본인의 작업으로부터 다시 질문할 수 있

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이에 대한 진전된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의심하는 태도, 미술의 가치, 작가, 노동, 전시 공간, 제도의 권위

학 번 : 2013-2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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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하는 태도

본인은 학창시절에 모범생으로 보일정도로 무난하고 순응적인 학생이

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본 첫 중간고사에서 평균 90점이 못되자 부모

님께 혼이 날까 늦은 저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했

다. 또한 학창시절 내내 학생부기록에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미래의 목

표를 적어 넣었다. 이즈음부터 본인은 권위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

처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된 대상은 부모님이었다. 단순히 세

월에 따라 익숙해진 호칭이겠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동완 아빠’, ‘동완 엄마’라고 부르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본인이

부모님을 대표한다는 것, 다른 동생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본인에

대한 애정으로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구속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가족의 습관은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배우던 입시 미술이 권위를 가진 대상으로 느껴졌다. 본인은 처음에 학

교에서 배우던 미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대상을 최대한 잘 따라 그리

는 것이 미술에서 최고의 덕목인줄 알았다. 그러나 석고나 정물을 보이

는 대로 그리는 일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연필과 붓을 잡는 행위 자체를

점점 싫어하게 되었다. 더욱이 친구들과 누가 더 잘 그리는지 경쟁하게

되는 실기시간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현재의 시각으로 그 때를 바

라보았을 때, 그 입시미술의 과정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미술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을 꺾어버린 것 같았다.

권위를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것으로는 본인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보다 적극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의문시 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을 의심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전제조

건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본인이 현재 대학원에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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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조건을 찾게 만들었고

대학원에서 했던 작업을 통해 이러한 조건 찾기를 실천하고자 했다. 이

와 더불어 예술의 가치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예

술은 사회 안에서 체계화되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이 사

회에 보이고 난 후, 즉 전시 공간에서든 일상 공간에서든 예술 작업이

경험되고 난 이후에 그것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관

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예술이 생산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현

실적인 조건들이 가려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경우를 생각하면, 작업을 하기 위해 어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작

업을 하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대학원을 졸업

한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들이 본인에게 작업의 결과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의 결과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드러나지 않는 주제와 매체 형식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이는 작

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작업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하

지 않는 태도라고 느껴졌다. 또한 그러한 조건을 드러내는 것은 사적이

거나 예술과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되었다고 여겨졌다. 예술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생성 할 수 있는, 작품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조건에 주목

하고 작업으로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창조성으로부터 권위를 가진 예술

의 가치를 좀 더 명확히,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전시에서 작가 선정 방식, 일

방적인 문화 제시의 방식, 그리고 예술의 상업화의 문제 등, 예술 작품

내용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에까지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본인에게 예술을 경험하는 일이란 작업의 결과물만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이 만들어지는 일 전체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되었

다. 그럼으로써 본인은 예술의 모든 과정을 향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평등한 권리로써 실현 가능한 것인지, 예술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통용되는지 질문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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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조 작업의 경험으로부터

본인은 대학교 학부 시기에 나무를 깎는 작업에 몰두했었다. 처음 나

무를 깎을 때 그 경험은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였다. 당시에,

본인은 인체 모양의 비례를 잘못 계산해서 어깨 높이를 낮게 깎아 버렸

고, 인체의 구상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깎아놓은 어깨선에 맞추어 머

리 부분을 깎았다. 그러자 인체의 비율은 유지되었으나, 인체 조각의 머

리 위에 구상된 형상과 상관없는 부분이 남겨졌다. 본인은 이 네모난 형

태의 덩어리를 자르지 않고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목재상으로

부터 받은 통나무 길이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중요하게 생각

되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무를 깎는 작업의 이전 과정까지도 작

업 전체에 필연적인 요소라고 여긴 것이다. 만약에 실수로 남긴 부분을

잘라 버린다면, 그 태도는 목재상에서 어떤 나무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

은 중요하지 않고, 나무를 직접 깎는 것만 작업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

각되었다.

[참고작품 1] ㅁ, 나무, 45x50x160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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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채 실수로 남긴 부분이 오히려 작업의 주제처럼

변했다. ‘작가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추는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주문한 나무를 받아서 끌을 나무에 대는 순

간부터가 작업의 시작일까. 목재상에 주문한 나무의 치수가 전화 상 전

달의 문제로 잘못 전달되었다면 전혀 다른 나무가 오지 않았을까. 또는

목재상의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면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

을까 하는 질문들이 생겨났다. 이처럼 본인이 나무에 끌을 대기 이전부

터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가깝게는 목재상 전화번호를 누군가에게 물어

봤기 때문에 나무를 주문할 수 있었고, 직원이 전화기 앞에 있었기 때문

에 본인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래 나무는 본인의 나무 조

각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기간 동안 자라왔던 것이

었다.

나무 작업을 하면서 작가의 일과 작업의 시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본인은 나무와 대면했을 때 만들어지는 환경에 적응하여 작업

방향을 선택하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례로, 본인은 나무 덩

어리의 무게에 맞추어 일을 해야만 했는데, 도저히 혼자서 들지 못하는

무게의 나무를 옮기기보다, 그것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나무를 깎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가벼워져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가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것을 옮기거나 세울 수 있었다. 이처

럼 작업의 진행은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결정된 재료의 무게 등과 같

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 방향 지어졌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단지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작

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무를 조각하

면서 나무의 형태, 공구의 상태와 사용 능력, 야외 작업실의 날씨 등의

세세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판단하여 작가가 독단적으로 작업의 매

과정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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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본인은 의식적으로 작업으로 선택할 수 없던 것에 집중하거나

작업의 주변적인 조건으로 주어진 것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였

다. 예를 들면, ‘김동목 씨’[참고작품 2]를 구상할 당시에는 나무의 형질

즉, 형태, 단단한 정도, 크기에 상관없이 판문점에 경계근무를 서는 북한

군인의 모습을 만들려고 의도했다. 그러나 목재상에서 배달되어 온 나무

의 모양이 일자에 가깝지 않고 휘어져 있었다. 곧게 뻗은 나무를 직접

보고 사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본인은 휘어진 나무의 형태에 맞

춰서 구상한 북한 군인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조 작업

은 옆으로 기울어져 서있는 모습이 되었다. 원래 구상한대로 작업이 진

행되지 않는 이런 일을 본인의 의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나무를 깎는 것에 흥미를 더해주었다. 왜냐하면 구상한대

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일하는 매순간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

이었기 때문이었다.

[참고작품 2] 김동목 씨, 나무, 30x50x18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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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목 씨’를 깎으면서 버려지게 되는 나무 토막들을 모아 ‘나무

공’[참고작품 3]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조각의 과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잉여물’을 작가가 선택하는 것이었다. 같은 도구로 나무를 깎는 행위의

결과로, 나무의 어떤 덩어리는 작업에 포함되고, 또 다른 덩어리는 버려

지게 되었다. 그 기준에는 작가의 구상에 따른 선택이 작용했다고 생각

할 수 있었다. 본인은 자신이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택의 권한

을 의심하고 싶었다. 그래서 ‘김동목 씨’를 깎으면서 발생하는 ‘잉여물’을

모으기 시작했다. 분명히 같은 나무에서 끌 자국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

어있었던 같은 덩어리들이지만, 이 ‘잉여물’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 과정에서 나무 토막들을 하나하나 투명한 테

이프로 둘둘 감기 시작했다. ‘김동목 씨’ 작업이 점점 진행될수록 버려지

는 나무 덩어리가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이 ‘나무 공’의 완성은 정해진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동목 씨’가 끝나야 비로소 ‘나무 공’도 끝

이 나는 원리였기 때문이었다.

[참고작품 3] 나무 공, 나무, 테이프, 75x75x8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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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작업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후로, 본인에게 작가로서 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작업을 한다는 것, 혹은 작품을 만드는 것’의 전제조건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한 조건은 전시장에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돌조각 작품을 전시장에서 보게 된

다면 돌을 깎으며 노동을 했던 작가와 먼지가 날리는 작업장, 공구를 사

용하면서 생기는 소음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아름답게 만들어진 돌조

각의 형태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작업에서 미

술작품이 미술작품으로 보이게 되는 조건을 찾으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작품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을 좀 더 넓은 관

점에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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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의 조건

본인은 작업의 전제조건을 ‘작가, 노동,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작

가라는 조건을 탐구하면서 ‘작가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개념

에서 발생되는 작가의 권위를 축소하고, 작가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였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미술에서의 노동과 미술 분야 밖 일상

생활로써 노동이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의 가치 차이

에 주목하기보다 노동을 하고 있는 본인의 태도와 노동 그 자체에 집중

했던 경험에 주목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시 공간을 조건으로 선택함

으로써 예술을 위한 장소로써가 아니라 전시장을 이루는 물리적 조건과

그 장소 자체가 조건이 되어 만들어지는 권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1) 작가

‘상자보내기’[작품 1]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직접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진행계획 안내서와 일회용 카메라를 담

아 주변의 지인 혹은 친구에게 보낸다.

2. 참여자는 상자에 담긴 일회용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찍고

상자를 다른 지인에게 보낸다.

3. 전시 일정에 맞춰 상자를 받은 참여자는 상자를 다시 작가에게 보낸다.

4. 전시 기간 동안 상자와 일회용 카메라에 담긴 사진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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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상자보내기 1, 상자, 일회용 카메라, 그림 안내문, 사진, 가변설치, 2013

상자보내기 2, 상자, 일회용 카메라, mp3 안내 목소리, 기념품, 사진, 가변설치, 2013

[작품 1 세부] ‘상자보내기 2’의 참여자들이 기념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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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상자는 작가의 손을 떠나 있었

다. 다시 말해, 상자가 참여자에게 보내진 후로 작가는 직접적으로 작업

을 할 수 없었고, 상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자보내기’는 작가의 손을 떠나 여러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서 방향이 정해지고 이동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작업이

작가 개인의 선택으로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상자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것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작업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게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왜냐하면, 작가의 작업실은 작업 전체의 진행을 주관하는 장소로

서 작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작업

실 밖의 일상 공간과의 연결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비록 일

시적이지만 상자가 작가와 물리적으로 단절되면서 참여자와 관객의 공간

으로 이동하기를 바랐다.

이 작업을 계획한 사람이 본인 자신이었다는 점에서 작업의 주된 역할

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 본인은 첫 번

째로 상자를 보내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상

자가 전달되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업을

완성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작가와 관객

간의 경계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가와 참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참여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유대감과 인연의 모습이 상자에 담기기를

바랐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작가인 자신도, 작가이기 이전에 친구

나 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상 속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상자보내기’는 상자 1과 2로 두 번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방법

상에 차이가 있었다. 상자 1에는 그림으로 된 참여안내문과 일회용 카메

라만 담아 지인에게 보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가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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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이 작업은 전

달되었던 상자와 일회용 카메라에 담긴 사진으로 즉, 작업의 경험이 물

질로써 소유되었다. 반면에 참여자인 사람들에게 이 작업은 일시적인 경

험만 남게 되는 것이 동등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본인은 물질로

써 소유할 수 있는 목걸이와 배지를 만들어 상자 2에 담아 지인에게 보

냈다. 이것들은 작업을 진행한 경험을 참여자와 함께 기념하기 위한 것

들이었다. 또한 상자 2에는 그림 안내문 대신에 본인의 안내 목소리가

담긴 mp3 플레이어를 담아 보냈다. 작가의 작업을 안내하는 목소리는

다른 매체의 안내보다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본인과 이 상자를 받는 사람들이 상

자가 전달되는 과정 안에서 이 안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듣는 행위를 통

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낙서 포장지’[작품 2]는 문구점에서 사람들이 펜을 사기 위해 써놓은

낙서에서부터 시작한 작업이다. 펜을 시험해본 종이 위에는 사람들의 낙

서가 겹쳐져 있었고, 본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작은 종이

위에서 각자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한

동네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방문했던 동네에서 펜을 샀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서로를 모르겠지만 낙서의 흔적에서 그들은 연

결되어 있다고 느껴졌고, 그 낙서를 발견한 본인 역시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낙서를 차용하여 포장지를 만들고, 그것을 문구점에 들렀던 사람들

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나무를 깎을 때,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위로부터 생겨난 낙서

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본인은 낙서를 가져왔던 문구점에

이 포장지를 전달하면서 그것이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하였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마 이 낙서를 만들어 낸 사람들과 포

장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랐다. 낙서에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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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던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포장지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과정 속

에서 생겨나고, 나아가 조금 더 구체화 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또한, 낙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포장지를 선택한 이유는 포장지가 그

안에 들어갈 선물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구점

에서 펜을 사기 위한 부수적인 흔적으로써 낙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

기 때문이었다.

[작품 2] 낙서 포장지, 전단지 용지에 인쇄, 일회용 카메라 사진, 가변설치, 2014



- 13 -

[작품 2 세부] 낙서용지로 만든 포장지, 38x55cm, 전단지 용지, 2014

[작품 2 세부] 문구점에 전달한 낙서포장지와 그것으로 선물을 포장한 분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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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기능자격증’[작품 3]에서 작가를 규정하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이 작업에서 작가인 본인은 스스로 미술기능을

증명하고, 자격증을 자신에게 부여한다. 대개 자격증명은 전문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시험이나 면접을 통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미술에 사용되는 기술은 다른 작가들의 수많은 작업방식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자격으로 일반화 될 수 없다고 여겨졌

다. 따라서 ‘미술기능자격증’은 작업을 하고 있는 순간에 작가 자신으로

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미술기능자격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연결되었다. 이 지점에서 작가는 외부의 제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미술기능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작품 3] 미술기능자격증 – 홍동완, 기능시연 영상, A4용지에 인쇄, 가변설치, 2014



- 15 -

2) 노동

나무를 조각하는 작업과 현재의 작업들을 하면서 작가가 하는 일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본인은 작가의 역할은 작가의 의도나 관념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업 안에서의 실천과 직접적인 행동에서 비롯

한다고 여겼다.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작가의 노동은 머리를 쓰고, 몸을 쓰는 대

부분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조각할 때, 본인은 전

기톱 사용하기, 그라인더 사용하기, 나무망치로 끌을 치기 등을 하였고,

낙서 포장지 작업을 할 때에는 낙서용지를 수집하기, 포장지 디자인을

구상하기, 포장지 이미지를 만들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동을 하였

다.

본인이 하는 작업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단순한 ‘∼하기’의 노동으로 표

현이 가능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본인의 노동은 다른 분야

에서도 쓰이는 것이었다.1) 여기에서 예술에서의 노동과 예술분야 밖에서

의 노동의 가치가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본인은 예술에서의 노동

도 다른 분야에서의 노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의 기술이 동

일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는 본인의 태도가 같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실내 인테리어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톱질과 작업을 하면서

하는 톱질은 나무를 발밑에 괴어놓고 톱을 내 쪽으로 당기면서 썰어내는

일로써 기술적으로 동일했다. 또한 둘 중에 어느 톱질을 하더라도 본인은

나무를 잘라서 원하는 크기로 재단하는 톱질의 목적에 충실했다. 다른 것

이 있다면 톱질이 목표로 하는 일의 종류였다. 인테리어에 쓰이는 톱질은

공사를 마무리 하여 카페 같은 상업적 목적의 실내공간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이고, 작업에 쓰이는 톱질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1) 나무를 깎을 때의 ‘그라인더질 하기, 엔진톱 사용하기’ 등은 벌목할 때나 공사장

에서도 사용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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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질이라는 노동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기 때문에 인테리어

와 작품의 구분이 고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미술기능자격증 - 홍동완’[작품 3]에서는 본

인의 구체적인 노동과 기술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미술기능자격증은

작가의 자격이 단순한 노동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태도를 드러

내는 형식이었다. 나무를 조각 할 때 본인은 여러 가지 노동을 했다. 앞

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노동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엔진톱 사용

하기, 텅스텐 날이 부착된 그라인더를 사용하기, 끌로 조각하기, 사포질

하기, 기름칠하기 등이 그것이다. 나무 조각을 하면서 이러한 노동들은

작업과정과 완성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완성된 나무 조각 작품을 보면

노동의 흔적보다는 나무 자체의 형태와 느낌 등이 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작업의 과정에서는 노동이 주였지만 그것을 전시되는 결과와 비

교하면, 노동은 작업에서 소외된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작

업과정 중에만 집중되는 노동을 작업의 중심의 위치로 전환하기로 하였

다. 또한, 이는 미술에서의 노동이 특별한 노동으로 여겨지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쓰이는 기술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예술

에서의 노동에, 예술 자체에만 존재하는 특별함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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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세부] 미술기능자격증 - 홍동완, A4용지에 인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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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세부] 목공구 다루기 기능증명영상 캡쳐장면, 4분41초, 1채널 비디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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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맛’[작품 4] 연작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의 시급과 같은 가격

의 음식들을 실제 먹는 속도 그대로 촬영한 작업이다.2) 영상 편집과정에

서 ‘일을 했던 장소, 일의 명칭과 시급 ∼원’이란 문구를 만들었다. 그리

고 음식을 먹는 영상의 총 재생시간을 이 문구의 총 글자 수로 나누었

다. 예를 들어, 10분 길이의 영상에 20개의 글자가 하나씩 나타난다면 30

초 마다 기점이 된다. 이 기점마다 음식을 먹는 영상이 검은 화면으로

바뀌게 하고 위 문구의 글자를 ‘가나다’순으로 나타나게 했다. 이 때문에

영상을 처음부터 보는 사람에게는 영상과 글자의 내용이 한 번에 이해되

지 않는다. 관객은 문구의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매일 보는, 누군가의 밥

먹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글자로만 드러나는 노동

의 내용과 가치가 본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의 이면에서 드러나길 바랐

다. 이 작업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수단, 먹고 살아가는 방법인 노동에 집

중하였다. 본인에게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

문이다.

연작의 첫 번째 작업인 ‘노동의 맛 - 햄버거’[작품 4]는 잠실에서 콘서

트 무대 철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업은

무대 철거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낀 정도와 일이 끝난 후 느끼

는 뿌듯한 마음과는 다르게 시급이 낮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시급이 높은 일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더 힘들거나, 더 큰 가치

를 생산하는 일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나에게는 시급 40,000원을 받는 강

사일보다 시급 6,000원 정도 받는 주방일이 더 고되었다. 할 일을 다 한

후에 느끼는 뿌듯함은 어느 일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개인적으

로 느끼는 노동의 강도, 가치와 노동을 끝내고 느끼는 만족감은 사회적

으로 책정된 시급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노동의 맛’ 연작에서, 본인이 일을 한 뒤 받은 시급의 액수에 맞는 한

끼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의 일과 본인의 행복감의 직접적인 관계를

2) ‘노동의 맛’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밥을 벌어먹고

사는’ 본인의 상황을 나타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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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책정된 시급이 높다고 해서 본인이 느끼

는 행복감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본인이 노동할 때 느끼

는 행복감에 의해 그 노동의 가치가 결정되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시

급액수에 맞는 음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식을 골랐다. 그렇

기 때문에 작업에서 선택한 음식들은 그것의 가격에 상관없이, 본인이

먹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노동이 돈으

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연결되는 방식을 찾고 싶었다.

[작품 4] 노동의 맛 – 햄버거, 캡쳐장면, 9분 26초, 1채널 비디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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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노동의 맛 – 돈까스, 캡쳐장면, 14분 14초, 1채널 비디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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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공간

미술에서 전시 공간을 물리적인 전시장과 미술제도로써의 전시 공간으

로 나누어 이해하려고 하였다. 먼저 전시장 공간은 화이트 큐브3)의 일반

적인 특징을 가진다. 흰 벽과 조명, 높은 천장, 중앙의 넓은 바닥 공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얀 전시 공간은 성격이 없어 보이는, 예술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고 여겨졌다. 왜냐하면 전시 공간의 물리적 특징은 회

화작품을 위한 캔버스의 특징과 닮아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캔버스는 어떤 그림이든 그려질 수 있다. 또한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에

서 캔버스의 천의 질감, 평평한 면, 뒤쪽 면의 나무틀 등 물리적 특징들

은 보이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시 공간은 어떤 작품의 완성 자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특징을 없애버린다고 생각되었다.

미술제도로써의 전시 공간은 작품 선정에 있어 권위를 갖는다. 대형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은 많은 경우에 훌륭한 작품들일 것이다. 그

러나 그 작품들이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관이 제시한 기

준 즉, 미술관의 전시기획에 맞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미술관은 수

많은 작업 중에 전시기획에 맞는 작업을 고르는 것이다. 이는 전시 공간

의 미술 전문가가 전시 조건을 충족하는 작가와 작업들을 일방적으로 선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화이트 큐브(White Cube)는 물리적으로 밝은 단색의 벽, 입방체 형식, 그리고 벽

의 이동이 가능한 자유평면 형식을 지닌 전시장이라고 설명되어진다.(박미예 외,

20세기 초 미술전시장 ‘화이트큐브’의 공간성 분석, 2015) 이러한 전시장의 특징

은 예술을 방해하는 모든 단서들을 제거함으로써 예술이 사회로부터 낯설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김용주, 공간구조 네러티브를 통한 소통의 기술 – 현대미술 전시

디자인을 중심으로, http://www.museumnews.kr/공간구조-네러티브를-통한-소통

의-기술-현대미술-전/, 2016년 11월 7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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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홀 주차장’[작품 5]과 ‘비상 미술상자’[작품 6]는 작품의 감상만을

위해 배경이 되는 전시 공간을 일상의 다른 공간들과 다를 바 없는 곳으

로 바라보려고 시도했던 작업이었다. 특히 작품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된 전시 공간의 물리적, 역사적 특성에 집중하여 전시장 공간을 무개성

적으로 보이게 하는 특징을 바꾸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었다.

‘우석홀 주차장’[작품 5]의 전시 장소는 우석홀 갤러리였다. 이 전시장

을 안에서 보면, 천장만 조금 낮을 뿐, 흰 벽에 레일 조명이 달린 다른

전시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 바깥에서 전시장으로 이어

지는 입구를 보면 이 전시장이 원래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주차장이 전시장으로 바뀐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

다. 주차장을 전시장으로 바꾸면서 주차장의 벽면에 합판으로 하얀 전시

장 벽이 세워졌고, 천장에는 전기선과 조명레일이 설치되었다. 이동 가능

한 가벽 레일도 설치되었고, 주차장 바닥도 전시장 바닥 재질인 우레탄

으로 도포 되었다. ‘우석홀 주차장’ 작업을 시작하면서 전시장 입구 쪽의

경사로와 연결되는 공간에 주차 표지선을 그리고, 전시 기간 동안 차를

주차하였다. 본인이 바랐던 것은 전시장으로 익숙해진 우석홀에서 시각

적, 물리적 조건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이 주차장에 만들어진 전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시장이라는 공간이 작

품의 전시를 위한 흰 배경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자체의 역사와

목적이 담긴 곳이라는 것을 관객들이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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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우석홀 주차장, 바닥에 페인팅, 주차된 차, 가변설치, 2013

[작품 5 세부] 우석홀 주차장 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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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비상 미술상자’[작품 6]에서 전시장을 예술을 위한 공간 이전

에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전시장은 다른 공간

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시 공간의

물리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상자의 겉에, 비상시 관객이 전시장에서

탈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지도와 문구를 표시했고, 상자 안에

응급처치도구와 비상식량 등을 넣었다.4) 이 상자의 안내도는 작품의 위

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람 동선’이 아니라 관객을 기준으로 만든 ‘탈

출 동선’이다. 또한, 상자의 안에 들어있는 물과 비상식량, 구급약과 같은

구호물품은 관객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의도에서 선택한 것이

었다. 이것들을 관객이 사용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의 물리적 조건을 드러내는 것은 전시장이 예술을 위한 공간이

라는 사실에 의존한다고 느껴졌다. 전시 공간의 물리적 성격을 드러내는

‘비상 미술상자’가 작업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시 공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세히 말해서 전시 공간을 일상적 공간의 모습으

로 강조하고 인명구호라는 기능을 가지는 어떤 사물을 작업으로 보이게

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전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통해 일상공간

과 전시 공간은 뚜렷이 구분되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서

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여길 수 있었다.

4) 비상구호물품을 꺼내기 위해 작품 옆에 걸려있는 망치로 상자를 부숴야 한다. 전

시 공간이 예술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위급 상황

에서 필요시, 작품을 부술 일도 있을 것이다.



- 26 -

[작품 6] 비상 미술상자, 아크릴상자, 투명인쇄지, 물, 비상약품 등 구호물품, 망치, 37x69x25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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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술관의 권위라는 것은 미술제도에 속한 전문가가 작가와 작업

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관객으로 전시장에서 보

는 작업과 전시는 단순히 좋은 작업이어서 미술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미술제도에 의해 승인되어 전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5) 반대로 작가들은 그 제도에 속하기 위해 작업과 전시기획을 준

비하는 것이다. 미술제도 안에서 성공하려는 작가는 그것의 커다란 권위

에 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제도의

권위가 발현되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미술관에 절하기’[작품 7]는 권위의 공간으로써의 미술관에 대한 본인

의 입장을 퍼포먼스로 표현했던 영상작업이었다. 정면성과 거대한 크기

가 드러나는 각도에서, 미술관 건물이 보이게 함으로써 제도의 권위를

상징화하려고 했다. 퍼포먼스 영상기록에서 본인은 미술관의 안에서 카

메라 쪽으로 나온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 서서 화면 밖의 관객에게 인

사를 하고 뒤돌아서 미술관 건물을 향해 절을 두 번 하고 반절을 한다.

다시 뒤돌아 화면 밖으로 절을 한 번 한 후에 반절을 하고 미술관의 입

구와 반대방향인 관객 쪽으로 나아가며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이 작업

의 행위는 장례식장에서 행해지는 전통적인 예절에서 착안을 한 것이다.

절을 하는 사람인 자신을 조문객으로 상정했다. 미술관을 향해 절을 두

번 하는 것은 미술관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미술관의 권위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본인이 미술관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이 미술제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인이 미술관을 등지고, 미술관 밖으

로 나오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것은 미술제도에서 독립적이기를 바

라는 태도를 나타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전시 공간을 작

가에게 있어 절대적인 목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했다.

5) 미술제도는 미술관, 갤러리, 비평가, 미술교육기관, 작가, 지원재단 등으로 이루어

져있다. 미술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모전시의 방식은 작가가 포트폴

리오와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시 주최가 작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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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미술관에 절하기 캡쳐장면, 9분 5초, 1채널 비디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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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학부시절 진행했던 나무를 깎는 작업의 경험과 예술이 생산되는 과정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본인에게 작업을 하는 것은 작품을 만드

는 것의 전제조건을 찾는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전제 조건을 ‘작가, 노

동,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본인은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요소로

본인의 작업을 설명하였다.

먼저 작업에서 작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선

택하면서 창조성으로 대변되는 작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 의심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작가의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었

다. 또한, 본인은 작가의 역할을 작업 안에서의 실천으로 바라보았고 이

에 해당하는 것을 작업을 진행할 때 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노동

자체에 대해 주목하면서 작업의 결과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중심으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삶을 살면서 하게 되는 노동에 집중해 작업을

하였다. 이 노동에 관한 작업들을 통해 작업 안에서의 노동과 삶을 살아

가면서 하게 되는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인은 전시 공간을 작품이 감상되는 공간 이전에 그 자체의

역사를 드러내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전시 공간을 제도의 권위가 드러나는 곳으로 바라보았고 작업을 통해 이

러한 미술관에 대한 본인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전시

공간을 작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시작점으로 보며 그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작가, 노동, 전시 공간’의 요소는 각 작업의 동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작업의 동기가 하나의 요소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업의 형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나

취향이 작용하여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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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작가의 역할, 노동의 가치, 관습화된 제도로서의 전시장에 대

해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관객, 교육, 비평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해

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본 논문에서 정리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미술의 조

건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었다.

작업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며 작업의 조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동시에 미술의 권위와 관습을 비판하는 본인의 작업이 오히려 또

다른 권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생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의 작업으로부터 다시 질문하게 되었고, 이후의 작업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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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arch for the Condition of

Art-making

-on ‘Artist, Labor, and Exhibition Space’

Hong, Dong Wan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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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based on the questioning of the apparent habits

and values in life or working. This led to questioning the conditions

for creating work, and introducing ‘artist, labor, and exhibition space’

as the prerequisite for creating work.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se

conditions.

I doubt the ability and influence of an artist, represented by

the artist’s creativity. With this in mind, I want to part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working; the artist working on their own, and

work in a way in which I minimize the role of the artist, and allow

the audience to participate as a part of the work. The artist’s role

derives from the practice, and direct actions, including the labor the

artist conducts while creating art. I believe that the values of labor in

art and other fields are no different from each other.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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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I convert labor, often neglected in art, into the main value of

art making, and focus on the labor conducted in life as well.

Moreover, I recognize the exhibition space not only as a space for

artworks, but as a physical space with its own history as well. I also

want to express my criticism towards art museums, which I believe

is a place where the authority of institutions occurs.

The elements of ‘artist, labor, and exhibition space’ have been

separated as the work is interpreted, but when these elements appear

as the work itself,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Although it does not

seem apparent in my works, I felt the need to study other elements

that may be the conditions for art. I searched for the answer for the

condition of art making through organizing my thoughts on art

making into words, which led to questioning these thoughts starting

from my own work. I anticipate my future works to acquire

developed ideas for these elements.

keywords : the act of doubt, the value of art, artist, labor,

exhibition space, the authority of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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