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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연에서 어떤 이유와 내용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다. 본인은 

작가로써 이러한 발견을 작업의 내용으로 끌어들인다. 작업하는 일은 

외부의 개체들을 재배치하고 재조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작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모든 개체들에게는 각자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세계를 이루는 사물들은 이러한 점에서 서로 

동등하며 본인은 자신을 이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것이 존재하는 

고유의 상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작품이 자연의 상태를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본인은 항상 자연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에게 

둘러싸여있다. 건물들, 가로수, 거미줄 혹은 물웅덩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산재하고 서로 겹쳐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드러난다. 본인이 새롭게 발견하고 관찰하는 이러한 대상들은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본인은 작품이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보는 이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발견의 순간을 가져오는 희미한 형태는 단일하게 분명한 것보다 현실의 

사물들에 가깝다. 본인은 작품에 이용되는 대상이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고정된 것 혹은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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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작가는 그것을 자신이 인식한 일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시선을 보내고 주목하는 행위에서부터 작가의 

개입과 작업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눈앞의 대상을 존중하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로부터 기인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작품이 희미하게 드러나도록 

제작하기, 비정형의 형태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설치방법을 이용하기 

그리고 대상에 대한 작가의 물리적인 개입을 제한하기이다. 각각의 

작업방법들로 제작된 작품 예시들을 본문에서 설명한다. 

주요어 : 자연, 대상, 소극적 개입, 재현, 인식, 희미함

학  번 : 2014-20758



- iii -

목     차

국문초록⎼⎼⎼⎼⎼⎼⎼⎼⎼⎼⎼⎼⎼⎼⎼⎼⎼⎼⎼⎼⎼⎼⎼⎼⎼⎼⎼  i

도판 목차 ⎼⎼⎼⎼⎼⎼⎼⎼⎼⎼⎼⎼⎼⎼⎼⎼⎼⎼⎼⎼⎼⎼⎼⎼⎼⎼ ⅳ

제 1 장  들어가며 ···························································· 1

    (1) 자연을 해석하는 인간 ·····················································    1

    (2)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개입 ···············································    3

제 2 장  본론 ···································································· 7

       소극적인 개입의 방법

    (1) 희미한 형태 ·······································································    7

    (2) 비정형의 형태와 일시적인 설치 ···································   13

    (3) 대상에 대한 물리적 개입의 제한 ··································   22

제 3 장 마치며 ································································· 29

참고문헌 ············································································· 31

Abstract ············································································ 32



- iv -

작 품  목 차

[참고작품1] Thomas Bayrle, <Sternmotor: Hochamt(Boiler motor:  

             High-rise)>, Boiler motor, sound of Holy Rosary, 2012

[작품 1] <Dew>, 투명사, 접착제, 가변설치, 2015

[작품 2] <Lifetime_Sunflower>, 해바라기, 가변설치, 2014

[작품 3] <수염 틸란드시아>, 수용성 실, 안료, 토분, 가변설치, 2016

[작품 4] <Waving Light>,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5

[작품 5] <모서리들>, 면사, 아크릴판, 가변설치, 2015

[작품 6] <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서초구 서로대로 33길   

105)>, 480분,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2014 

[작품 7] <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26길 12)>, 

240분,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2016

[작품 8] <몽돌>, 65분,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2016



- 1 -

제 1 장 들어가며

1. 자연을 해석하는 인간

본인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연법칙을 탐구하고 이용하기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술 역시 인간 활동의 일부이며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비물질적으로 인간을 둘러싼 외부에서 

기인한다. 철학자 들뢰즈는 자연이란 자의를 가지지 않으며 하나의 

개별적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 그러나 한 개체와 다른 

개체가 구별되지 않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는 자연물에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어 하나의 특별한 대상을 구분해 낸다. 

자연이란 본인에게 압도적이고 거대한 지구의 순환이라기보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가깝다. 일상을 

채우는 사물들과 본인이 마주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구조들 역시 

자연과 같이 인식된다. 여기에는 사람들, 건물들, 도로, 도시의 

조경방법과 시스템 등이 속한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의도하지 

1) 들뢰즈는 자연이란 스스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자연은 개별체가 아

니라 동류의 것들을 모두 불러일으키며 자신 이전의 것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바위는 그 이외의 바위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바위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한 개체와 다른 개체는 뚜렷한 구별점을 가지지 않으며 

서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은 기억을 결여하고 있고 자신의 고유한 계기들

을 지니거나 모으지 않는다. 동물은 자신의 조상들이 유지해온 행동양식을 따르

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자연에게서 어떤 

이유와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기억과 습관을 가지며 스스로를 표상하는 정신

이다(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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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에도 맞닥뜨리게 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과학적인 분류의 

자연물과 비슷하다. 본인은 도시에서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살아가며 자연을 새롭게 분류하게 된 것이다. 예술이 계속해서 지평을 

넓히고 새로움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주변의 자연과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인간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주위의 사물들이 각자 주어진 방식으로 낡아가면서 한정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물들 역시 인간의 삶처럼 

자신의 생활반경과 반복적인 일상을 가진다. 또한 생성되고 소멸하는 

순환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본인은 이러한 물질들이 각각의 

단위가 되어 세계를 이루며 나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일을 반복한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들은 화려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에 단번에 시선을 끄는 것들은 

아니다. 일상을 채우는 사물들을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감동이나 강한 인상을 준다. 바닥의 물이 흘러가고 고이는 

모습에서 본인은 순리를 느끼고, 잘린 식물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부당하게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대상들을 재발견하는 일은 인식의 문제이다. 관찰하고 탐구하기 

이전에는 당연한 조건처럼 존재하는 자연에게서 본인은 어떤 의미를 

본다. 시야 안에 겹쳐져 있는 수많은 사물들 사이의 대상을 가려내는 

일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로써 그 의미를 작품의 

내용으로 끌어들인다. 발견된 대상들은 보고 해석하고 구분하는 작가의 

행위를 통해 변형되고 작업 안에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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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개입

작업을 예시하고 계획하며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이전에 본인은 발견한 

사물을 긴 시간에 걸쳐 관찰한다. 대상이 위치한 환경과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해야만 그에 대한 감상을 작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본인은 이 과정을 대상과 교류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대상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다루고자 한다. 외부의 사물들을 관찰하다보면 

그것을 작업 안에 그대로 옮겨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본인은 

사물들을 본인에게 종속시키고 싶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물들은 흐르는 시간 안에 위치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본인은 이들을 작가의 의지에 따라 단일하게 고정하지 않고자 

방법을 탐구해왔다. 고정되지 않고 불분명하며 변화하는 것에는 오히려 

더 명확한 생명력이 있다. 본인이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떤 외부의 대상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그것에 개입해야만 한다. 물리적으로 대상을 변형하는 것 

이외에도 시선을 보내고, 해석하고, 교류하는 일 등이 일어난다. 어떤 

대상에게서 의미를 보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인 것이다. 작가는 대상의 

일면을 발견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시선을 보내는 순간 대상은 전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없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작품에서 작가를 완전히 지워내고자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작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 활동인 예술의 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본인은 작품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일부 예술작품들은 

만들어진 것 같지 않으며 마치 자연에 속하는 것처럼 그대로 놓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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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보인다. 이 차이는 본인에게 생화와 조화 사이의 차이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본인이 작업과정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지향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작가의 개입이 과하게 드러나면 작품에 이용된 

대상이 조작된 것 혹은 장치처럼 보이게 된다. 본인은 조화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대상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2012년에 카셀 도큐멘타(13)(Kassel dOCUMENTA(13))에 전시된 

Thomas Bayrle의 [참고작품1]<Sternmotor: Hochamt(Boiler motor: 

High-rise)>에서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지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의 순간들은 스스로의 불분명한 지향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참고작품1]

Thomas Bayrle, <Sternmotor: Hochamt(Boiler motor: 

High-ris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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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움직이는 기계장치와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자가 

작품 앞으로 다가가면 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음악처럼 높낮이를 

가진 천주교 기도 음성이 재생된다. 제목이 지칭하는 대로 보일러 

모터인 기계장치는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해된 항공기 

부속품이다. 작가는 장치를 발견하고 옮겨오는 일을 하면서 그것의 

부단한 움직임과 인간이 기도하는 행위를 연결시켰다. 그렇지만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는 누가 모터를 만들었는지, 혹은 작가가 어떤 

이유에서 산업자재인 모터를 작품으로 채택하고 기도와 연결 시켰는가를 

아는 일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작품을 감상할 때에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거나 작품의 중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관람자의 눈앞에 놓여있는 작품 자체와 그것을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마치 산을 보는 것이나 새롭게 산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다. 본인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이렇게 존재하기를 바라며 작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선택들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한다. 

본인은 대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 그리고 작품의 

외형과 작품을 놓는 공간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된 

지향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기준과 작업의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다. 본인은 관람자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숨기를 반복하는 희미한 형태를 취하거나, 작품이 사물들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묻히도록 장치하기도 한다. 관람자가 작품을 발견하는 

행위가 여러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의도된 일이다. 

누군가가 작품의 존재를 발견하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작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본인은 작품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설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작품이 현실에 속하고 주변의 사물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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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은 대상들이 작품 전체를 위한 재료나 부분이 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작품 속 대상이 내러티브를 전달하거나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모되는 구조를 피하는 것이다. 모든 물질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영속적이지 않다. 본인은 작품 속 대상이 그러한 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이 불가능한 형태를 제작하고 일시적으로 놓이는 

설치를 선택한다. 본인은 주변의 대상들을 작업에 이용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빌려오고자 한다. 작품은 완전한 자연이 될 수 없지만 그와 닮을 

수 있다. 작품이 마치 의미 있는 타자처럼, 인간에게 종속되고 만들어진 

사물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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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소극적인 개입의 방법

주변의 개체들을 작업에 이용할 때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

도’를 취한다. 이용되는 대상에게 작용하는 작가의 개입을 줄이고 개입

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본인이 바라보는 대상이 나 

자신과 동등하게 세계를 이루는 존재이며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가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나 소모되는 사물처럼 

존재하기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작업

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

다.  

(1) 희미한 형태

본인의 작업에는 반복적으로 희미한 형태가 나타난다. 본인의 작업에

서 희미함이란 두 가지 다른 양상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작품 1] 

<Dew>와 같이 투명한 재료를 이용하여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작품 2]<Lifetime_Sunflower>를 설치한 방식처럼 이미 존

재하는 사물과 닮은 형태로 배치하여 주목을 끌지 않게 하는 것이다. 

희미한 형태는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더 들여다보거나 지나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본인은 작가가 원하는 

대로 대상을 고정하여 보는 이에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보다 쌍방향적이고 우연적이며 인위적이지 

않은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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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Dew>

투명실, 접착제, 가변설치, 2015

본인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물을 자유롭게 놓아두는 방법을 탐색해왔

다. 물은 담긴 용기의 형태에 의해 모양이 결정되는데, 본인은 이렇게 

고체에 비해 유동적이면서도 주변에 의존적인 물 고유의 속성에 주목했

다. 낙차에 의해 파괴적인 힘을 가지거나 고요한 호수에 모여 잔잔한 심

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 물질이 중력의 법칙이나 용기와 같은 제한

에서 벗어난 상태를 상상해보았다. 그러나 공중에 떠 있는 물의 이미지

를 실제 형태로 만들어내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투명한 용

기를 제작하거나 물과 닮은 재료를 이용해 재현하는 등의 시도를 거쳤지

만 여전히 고정된 것 혹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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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거치던 중에 분사된 물방울들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떠

올리고 그 이미지에 착안하여 만든 작품이 [작품1]<Dew>이다. 증발하

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물방울들이 공중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를 

작품으로 만들어내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물과 닮은 재료를 가는 실

에 붙이고 그것을 건물의 벽면과 나무 등 지면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

했다. 이 형태는 물방울을 재현한 방울들이 실에 매달려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시도들과 같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작업에서 물리적으로 유동적인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작품이 가변적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가는 실과 작은 방울들이 합쳐진 집합체는 색이 투명해서 많은 가닥이 

모여 있어도 시각적으로 희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들여다보

아야 형태를 인지할 수 있으며 조도와 건물의 그림자가 변화함에 따라 

희미한 정도가 바뀐다. 이는 주변의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마주치는 이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형태

이다. 희미한 것은 배경에 묻히고 다른 것들과 겹쳐 존재할 수 있으며 

단일한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본인은 작품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주변의 사물들 속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랐다. 

[작품1]<Dew>의 설치된 모습은 거미줄을 닮았다. 천장과 벽을 잇는 

부분 혹은 나무에 설치되어서 더욱 거미줄을 연상할 수 있다. 물방울들

이 공중에 붙잡혀 모여 있는 형태는 원리적으로 구름과 비슷하다는 생각

도 든다. 물방울을 배치하면서 본인이 습득한 기존의 자연 이미지가 영

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자연의 이미지들은 예술과 문화 등 인간 활동

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작가가 주목하고 표현해내는 이미지들은 인

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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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Lifetime_Sunflower>

해바라기, 가변설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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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을 지나가다가 길옆에 기다랗게 형성된 해바라기 군락지를 본 

일이 있다. 서있는 꽃들은 일제히 해를 보고 있었다. 본인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꽃의 방향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현상에 대한 과

학적 설명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직접 마주한 순간 놀라움을 느꼈다. 그 동안 보아 온 

잘린 해바라기들이 원래의 삶에서 얼마나 멀리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았

기 때문이다. 꽃다발로 묶여있거나 꽃시장에 쌓여있는 해바라기들의 모

습이 순간 가짜라고 생각되었다. 

불우이웃 돕기 홍보영상을 통해 타인을 접하면 그와 쉽게 공감하고 그

의 삶에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 그렇지만 본인은 보다 일상적으로 마주

치는 개체들에게 공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능력이란 다

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경

험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2). 본인은 불우한 타인뿐만 아니라 잘리고 정

돈된 식물의 모습에도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 생물이 아닌 사물들도 만

들어지고 낡아가며 분해되는 일련의 순환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더 쉽

게 버려지고 대체되어 늙어갈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본인은 사물을 포

함한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세계를 이루는 개체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

고 고유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

여 해바라기가 소비재가 아닌, 실제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살아

가는 방식에 따르는 모습을 작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해바라기 군락지를 옮겨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떠올린 이미지는 

작은 팬지나 맨드라미를 주로 심는 도시의 화단에 키 큰 해바라기를 심

어놓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실제 식물을 캐내서 옮겨오는 일은 폭력적이

라 생각되었고 옮겨 심은 해바라기들이 금방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이윤형, 지식백과-생활 속의 심리학 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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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은 이미지를 구현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를 만들어 작업에 이용하려 시도했다. 이 조화는 

해를 따라 움직이지는 않지만 꽃들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고 비를 맞

으면 꽃잎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화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만족

스럽지 않아 꽃시장에 가서 잘린 해바라기를 사게 되었다. 본인은 잘린 

해바라기들을 다시 잘리기 전처럼 한 방향을 보고 서도록 배치하고 관찰

하기 시작했다. 해바라기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서면 매일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꽃들은 점점 말라가고 죽은 

듯 보이게 되었지만 시선을 마주치는 일은 해바라기들을 여전히 살아있

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본인에게는 잘린 해바라기들을 다시 살리거

나 해들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 능력이 없지만 말라가는 꽃들을 공감하

는 시선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화단을 조성하기 적합해 보이는 길가에 바싹 마른 해바라기 백

여 송이를 설치했다. 해바라기가 중요하고 특별하며 꼭 봐야만 하는 어

떤 것처럼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화단이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꽃들의 지정된 자리여서 작업이 특별히 주목 받지 않고 

환경 안에 자리할 수 있었다. 납작하고 둥글어서 얼굴을 연상시키는 꽃

들은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사람이 그 특정한 지점을 지나는 순

간 얼굴에 꽃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게 꽃머리의 높이와 방향을 맞추었

다. 신장과 거리에 따라 사람마다 그 지점은 각각 달라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쳐다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면 그 쪽을 돌아보고는 한다. 이

러한 경향을 이용하여 작품이 관람자보다 먼저 관람자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작품을 인지할 수 있기를 의도했다. 마른 해바라기의 모습은 지난 

시간과 삶을 느끼게 한다. 그 시선을 마주치고 들여다보는 관계 맺음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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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형의 형태와 일시적 설치

본인은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져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가변적인 

작업을 만든다. 점점 사라지고 무너지는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

는 환상을 일으키는 형태는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

러한 작품으로는 [작품3]<수염 틸란드시아>가 있다. 이 작업은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 따라 변화한다. 수용성 실로 만들어진 식물 형태가 

물을 맞으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형태가 가변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고체가 아닌 것이나 공간 혹은 보

는 이의 인식자체가 작업이 되는 상태를 상상하기도 한다. [작품

4]<Waving Light>나 [작품5]<모서리들>과 같은 작업은 이러한 시도의 

한 부분이다. 본인은 전시장이 아닌 생활공간이자 주변 현실에 작품을 

붙여 설치한다. 미술사에서 작품이 좌대가 제공하는 환영의 세계를 벗어

나 실제 공간에 놓이게 된 것은 큰 변화였다3). 그러나 거대하고 단일한 

3) 전근대의, 기념비적 조각에는 인물을 받치고 있는 밑 부분이 존재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체 조각이 높은 좌대 위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인물에 대한 경외

감을 일으키면서 조각이 존재하는 장소가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임을 암시하는 

장치였다. 이러한 양식은 1900년대 근대 조각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규범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Burghers of Calais>은 이러한 변

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1895년 당시 이 작품은 의뢰자인 시의회의 반대로 

1.5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전시되었다. 그러나 1924년에 작품을 시청으로 이전

하면서 작품은 로댕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지면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었다. 이 

시기의 조각가 브랑쿠시는 좌대를 작품을 받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조각의 

일부로 여겼다. 러시아 혁명 전후 구성주의의 주요한 작가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또한 현실공간에 직접 작품을 구성하려 시도했다. 1914-1915년 작품 

<Corner Relief>, <Corner Counter-Relief>는 공간의 모퉁이에 부착하듯 설

치된다. 작품의 재료 역시 실제 산업자재들이며 작가가 임의로 변형하거나 칠하

지 않은 상태이다(Rosalind Krauss,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옮김, 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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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작품들을 볼 때 전시장 바닥 자체가 좌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

이 든다. 전시장은 현실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이며 부분에 집중하는 조명

은 무대 조명과 비슷하다. 본인은 이렇게 작품이 어떤 다른 현실에 위치

하는 듯 보이는 환영을 피하고자 한다. 

1997). 이러한 작품들은 관람객이 서 있는 실제 공간에 놓이고 그럼으로써 관

람객과 같은 현실을 공유한다. 이후로 좌대가 부여하는 환영의 공간을 거부하고 

실제 공간에 작품을 위치시키는 일은 다양한 현대 조각작품 설치에서 반복되었

다. 뉴욕근대미술관MoMA의 1968년 전시 ‘The Art of the Real: USA 

1948-1968’에서는 모든 조각의 좌대를 없애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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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3]

<수염 틸란드시아>

수용성실, 안료, 토분, 가변설치, 2016

수염 틸란드시아란 뿌리가 아닌 줄기 전체로 습기를 흡수하는 선인장 

종류 중 하나이며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모양으로 자란다. 몇 년 전까

지만 해도 서울에서 잘 보이지 않던 외래종이지만 최근에는 카페나 꽃집

에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흙을 치우거나 분갈이를 해야 하

는 등의 관리할 일이 적고 잘 죽지 않는다는 점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

문이다. 또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쉽게 장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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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우연히 식물가게와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는 분을 만난 기회에 이 

식물에 대해 물어보았다. 건조한 남아메리카에서 왔다는 식물은 키우기 

쉬운 편이었고 값이 저렴했다. 그러나 본인은 틸란드시아가 예쁘다고 생

각하면서도 막상 구매할 수가 없었다.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유 때문이었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사물을 키워왔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애착을 가지고 보살피는 사물이다. 유아에게 감성발달

과 안정을 위해 애착인형을 사주는 것처럼 본인은 나 자신을 위해 애착

대상들을 골랐다. 아주 예전에 좋아했던 사물들은 낡아서 버려졌지만 스

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로는 십 수 년간 쌓여왔

다. 방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하는 일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놓인 모양을 챙기는 것이다. 본인은 자의가 없는 

사물들에게 상상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러

한 설정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견고해졌다. 

물론 본인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

이고 그래서 곧 나 자신일 뿐이라는 허무함이 일어났었다. 당시 본인은 

애정을 가졌던 대상들을 쭉 돌아보았고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다른 귀여운 것으로 대체된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 고민했다. 마침내 그

들이 본인이 없는 시간에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왔다. 누군가에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존재가 덜 중요하거

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본인이 사랑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종속물이 아니라 본인과 동등한 대상인 것이다. 

이런 본인에게 식물을 구매하는 일은 단순히 예쁘게 키울 식물을 산다

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다. 새로운 애착대상을 들일 때에는 먼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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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당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잘 짜인 내 

방의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들였을 때 그들 간의 조화도 생각해야 한

다. 대상을 선택하고 관계 맺는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 본인은 스스로 

납득할 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가 두려웠기 때문에 식물을 구매

하지 못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는 일로부

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사진에 물을 주었을 때 이 상황이 작업

이 되어야겠다는 의식이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지 결정

하기 위해 고민을 거쳐야 했다. 식물에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을 하고 싶

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상을 재현하여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인공재료로 만든 조화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

이 만든 종류라고 해도 진짜 식물과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식물을 재현

하여 만들어내면서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상태로 되돌리고자 방법을 

탐색했다.

틸란드시아를 연상시키는 형태는 수용성 실로 만들어져 물에 닿으면 

녹아내린다. 용해시킬 수 있는 물질로 식물의 형태를 구성하고자 적합한 

재료를 찾던 중 이 실을 찾게 되었다. 부피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닥을 

하나로 땋은 실에 틸란드시아 색상과 비슷한 가루안료를 이용하여 색을 

입혔다. 그리고 틸란드시아를 키우는 전형적인 방법대로 화분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실 가닥들을 설치했다. 이 형태는 분무기로 물을 주면 줄

수록 부피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끊어져버린다. 본인이 만들어낸 형태

는 일반적인 조화와 달리 영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진짜 식물과 연결되

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금방 사라지는 가짜이기도 하다. 이것은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며 책임질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새로운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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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Waving Light>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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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표면은 수평으로 깎인 갈대처럼 집약된 알갱이들이 면을 이루어 

유동적이면서도 잔잔한 평면이다. 본인은 이렇듯 하나의 면임에도 동적

인 물 표면의 특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것이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하고 반듯한 면에 갇혀버리지 않는 상태를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했

다. 무중력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는 물 덩어리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작

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액체를 독립적으로 놓아두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특수 비닐

이나 얇은 실리콘 등으로 미세한 두께의 바닥면을 제작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재료들의 움직임은 물의 움직임과 다르게 보였다. 물리적으로 바닥

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물의 움직임을 재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고, [작품4]<Waving Light>를 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물그림자를 이용하여 물의 표면을 재현

했다. 조금씩 움직이는 물의 표면에 여러 개의 광원을 비추어 조각난 빛

들이 바닥에서 움직이도록 장치했다. 그리고 가로등과 비슷한 형태로 설

치하여 사람이 물그림자를 받으며 설 수 있도록 했다. 작품 아래에 서 

있으면 물 표면이 몸 위에서 움직인다. 손을 내밀면 손바닥 위에 물 표

면을 얹어 놓을 수 있다. 이 일이 재미있는 체험보다는 고요하고 감상적

인 경험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은 길에 한 사람이 들어

갈 정도로 범위를 제한하여 작업을 설치했다. 

이 작업은 고체가 아닌 빛이며 고정된 모양을 가지지 않는다. 빛을 분

포하는 범위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며 물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은 

계속해서 변한다. 물줄기는 펌프의 작용에 의해 일정한 양이 반복적으로 

떨어지지만 같은 물결을 만들어내는 법이 없다. 또한 작품을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빛이 닿는 표면과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유동적인 

구조는 대상을 하나의 모양으로 고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놓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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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모서리들>

면사, 아크릴봉, 가변설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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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모서리들>은 어떤 공간의 끝인 모서리들을 실로 번안하여 설

치하는 작업이다. 모서리는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곳이다. 교실, 방, 식

당 등 여러 공간의 모서리들이 서로 다르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

간은 그것을 채우는 내용과 구조물로 분리된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찾는 이유는 내용에 있다. 유적지와 같이 구조물 때문에 해당 공간을 방

문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 교실에서 매 시간 다른 강의

가 열리고 공간의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내용을 담

기 위한 배경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며 본인은 셀 수 없이 많은 배경들을 거쳐 

왔다. 선택하지 않았을지 라도 본인을 둘러싼 모서리들은 계속해서 반복

되어왔다. 문득 공간의 실체가 가변적인 내용이 아닌 구조물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혹은 넓은 백화점 등의 다양한 공간

을 방문할 때 습관적으로 구조물의 크기와 모양을 눈으로 측정하게 되었

다. 공간의 끝을 인식하는 일로부터 나 자신이 한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실재한다는 사실과 얼마만큼의 부피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

다. 

본인은 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작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공

간이 전개되는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공간의 외연을 느낄 수 있는 

설치물을 만들고자 했다. 어느 공간에서든 한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이어

지는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방의 형태와 크기를 알 수 있다. 본인은 평

면이 아닌 입체로 존재하는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을 상상했다. 그래서 

실제 모서리들 위에 전개도의 선들을 더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뜻하고 유기적인 느낌의 면사는 꼬여있어서 정확한 직선이 아니다. 

조금씩 우글거리고 낭창낭창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려놓은 선을 만들어

내기에 적합했다. 몸에 근접하여 눈이 따라가는 모서리들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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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고 그 위해 선들을 위치시켰다. 실제 모서리와 선 사이에 5cm 정

도의 공간을 띄워 멀리서는 알아채기 힘든 선들이 가까이 올수록 조금씩 

분명해지도록 장치했다. 본인은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의 형태를 재현하

면서 작업이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결과적

으로 작업을 보는 관람자의 시선이 실제 모서리로 옮겨갈 수 있는 구조

를 만들었다. 이 작업은 공간의 모양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공간에 의존적이며, 공간을 포함하기도 한다. 

(3) 대상에 대한 물리적 개입의 제한

 본인은 개체들이 놓인 주변 환경과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그러한 고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원래의 맥락에서 제거

하지 않으려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면밀하게 관찰하는 일이 작업의 

기획과 밑그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을 맥락 안에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개입 없이 작업에 이용한 예시로 영상작업 시리즈 [작품

6]<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서초구 서로대로 33길 105)>, [작

품7]<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26길 12)>과 

[작품8]<몽돌>이 있다.

 이 작업들은 대상에 작용하는 작가의 물리적 개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

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작업으로 만든 경우이다. 영상에 담긴 자연

물들은 특정한 개체이지만 수많은 다수를 대표한다. 본인이 이러한 작업

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생물인 대상에게서 의미를 찾는 작가의 시선을 

관람자가 경험하는 것이다. 나아가 관람자 자신 주변의 사물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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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서초구 서로대로 33길 105)>

480분,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2014

[작품7]

<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26길 12)>

240분,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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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길을 지나다가 환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 떨리는 식물을 

발견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관목을 보

고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장소에서 흔들리

는 식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본인은 사람들이 환풍구 앞에 주로 작

은 관목들을 심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풍구를 가리고 인도에 뜨

거운 바람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관리가 쉬운 특정한 수종을 많이 심는 

듯 했다4). 대부분의 나무들은 하루 종일 쉼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십 년 여의 시간을 서울외곽의 농촌지역에서 보낸 본인은 도시에 와서 

식물들이 시골에서 와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시에는 식물들이 살아갈 공간과 그들의 높이 그리고 모양까지 규격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식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었

다. 식물을 배치해야 하는 효율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어떤 식

물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된다. 도시에서 식물들은 근본적으로 실내등, 양

산, 가습기 그리고 액자 등의 사물과 다르지 않다. 이용하기 위해 만들

어지고 빠르게 대체되는 소비재의 영역에 속해있는 것이다. 

도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소비재들이 널려있다. 그래서인지 식물들을 

소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듯하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이

4) 조경회사에 문의한 결과, 키 작은 관목식물을 환풍구 앞에 설치하는 것은 특

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다른 업체에서는 환풍구의 높이에 맞는 가림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간략한 대답을 해주었다. 수종보다는 식물의 크기

가 적합성을 따지는 데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가게에서는 

선인장을 포함한 모든 식물을 건조한 온풍 앞에 계속 방치하지 말라고 권고했

다. 모든 식물은 연중 1회 정도 여름 혹은 겨울에 휴면을 취한다고 한다. 눈을 

틔우거나 지상부의 수분을 차단하는 등 시각적으로 휴면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종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성장이 멈추고 느린 대사를 하는 등의 휴면

을 한다. 식물도 생물처럼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개체가 약해지거나 감염에 쉽

게 노출된다고 한다(Michael G. Barbour, <식물생태학>, 공주대 CK사업단 옮

김, 홍릉과학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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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선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리고 작업이 누군가에

게 맨 처음 흔들리는 관목을 발견한 개인적인 경험처럼 작용하기를 바랐

다. 흔들리는 나무를 작업에 직접 이용하고 싶지 않았고 가짜 나무를 사

용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작품

6]<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서초구 서로대로 33길 105)>와 [작

품7]<Lifetime_Windy tree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26길 12)>은 환

풍구 앞의 나무를 촬영한 영상이다. 각각 8시간과 4시간 동안 관목에 

초점을 맞춘 고정된 화면이 재생된다. 주택가에서 촬영한 첫 번째 영상

에서는 가끔씩 새들이 지나가고 햇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등의 작

은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영상은 관목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간다. 그렇지만 나무에 시선을 보내는 것은 카메라 렌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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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몽돌>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2016

바다를 여행하다 보면 각각의 지역이 다른 자연환경을 품고 있어서 가

끔 생각지 못한 신기한 풍경을 마주치게 된다. 2015년에 포항을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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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작은 해변에 들렀을 때가 그러했다. 몽돌해변이라는 이름의 해변에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돌이 깔려 있었다. 이 돌들은 물가에서 침식되는 

종류임에도 이례적으로5) 무른 경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침식될수

록 매끈해지는 자갈과 달리 몽돌해변의 이암은 울퉁불퉁 해졌다. 마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구멍 난 돌과 비슷한 모양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

여다보면 화산암과 전혀 다른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돌의 몇몇 구멍에 

작은 조개껍질이나 유리조각 혹은 자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작은 물질

들이 파도를 쓸리고 돌에 부딪혀 구멍을 만들고 그 속에 자리를 잡은 것

이다. 

구멍 난 돌들과 그 속의 물질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런 모양으로 놓이

기 위해 지나온 시간과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은 눈앞의 대상들이 

5) 경험적으로 한국의 해변에 다공질의 암석이 분포하는 경우가 드물다. 현무암

이 섬 전체를 이루고 있는 제주도는 예외이지만 반도의 해변, 특히 사람이 머무

르기 용이한 만 지역에서는 다공질 암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해안은 경사가 

완만하고 조차가 심해 미립질의 퇴적물이 두텁게 쌓여 간석지를 이루거나 좁은 

사구와 사빈 지형이 나타난다. 동해안은 강원도 남부 위쪽으로 조립질의 모래해

변이 넓게 분포한다. 암석해안은 남해안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서쪽과 

중앙 남해안에는 복잡한 해안선의 영향으로 갯벌 혹은 모래 형질의 만과 큰 암

석이 드러난 곶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동남해안에는 암석해안이 좀 더 넓은 

범위에 거쳐 나타난다. 경상도의 해안에는 주로 신라층군이라는 퇴적암이 분포

되어 있다. 이 암석은 서남해안을 이루는 화강암, 화강편마암과 달리 비교적 무

른 이암, 셰일, 사암, 역암 등을 포함한다. 무른 암석은 침식작용으로 쪼개지고 

닳아 비교적 쉽게 자갈을 형성하며 이것이 깔린 만을 몽돌해변이라 부른다. 대

표적으로 진해만에 둥그런 형태의 크고 작은 자갈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이 다공질의 몽돌을 발견한 포항시 내의 부분적인 해안은 타 경상도 지역

과 달리 제3계 퇴적암으로 이루어져있다(두산지식백과, <한국의 암석분포 도

판>). 이 암석은 신라층군 암석 보다 무른 강도의 몽돌자갈을 만들어냈다. 주민

들은 이것을 떡돌이라 부르기도 한다. 포항시 여남동 해안의 무른 몽돌들은 파

도에 쓸려온 조개 등에 의해 구멍이 뚫렸고 결과적으로 이례적인 다공질의 표

면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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닳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과 나 자신 사이의 동질감을 느낀다. 인간처

럼 사물들 역시 주어진 시간과 방식을 감내하고 있다. 본인은 돌들이 놓

여있는 모습을 옮겨와 작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는 돌들을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일이 필요했다. 사진과 영상은 마주친 대상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재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러나 평

면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개체를 마주하는 경험을 재현할 수는 없

다. 그에 비해 수집하여 직접 전시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대면이 가능하

다. 그러나 대상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나의 개입이 

크게 작용한다. 본인은 더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처음에는 몽돌해변에서 돌들을 빌려와 전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

에 옮겼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는 돌이 존재하

는 고유의 방식과 주변 환경을 재현할 수 없었다. 건물의 바닥에 놓이자 

돌들은 본인이 발견하고 관찰한 바로 그 돌들임에도 아주 다른 것이 되

었다. 그래서 돌들이 맥락 안에 위치하는 상태로 작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본인은 바닷가에 놓인 여러 돌의 모습

을 낮은 시점에서 촬영했다. 구멍 난 돌들은 대부분 가만히 파도를 맞고 

있다. 가끔씩 작은 자갈과 모래 같은 것들이 파도에 실려 구멍 속에 들

어가거나 나오기도 한다. 어떤 돌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서지는 것들도 

있다. 영상은 본인이 돌들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시선을 드러낸다. 본인

은 어떤 개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 사실을 드러내려 작가로써 마주친 대상에게 개입하고 작업으로 

불러들이지만 그것이 본인에 의해 고유의 상태를 잃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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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마치며

 멈추어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고 각자의 자리

에서 한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산물들조차 

이용가치에서 멀리 벗어나 그 나름대로 있는 듯 보인다. 미미한 것들에

게 그들 나름의 묵묵한 삶이 있다는 사실이 어떤 뚜렷한 존재보다도 현

실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처럼 몇몇 대상에 대한 인상

은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본인이 이러한 대상들에게 취하는 소극적인 개입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다. 덜어내고 숨기는 일은 드러내는 일만큼 다방면

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고민을 당연한 

것이자 오히려 꼭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상을 나의 의도에 따라 

변형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작업이 진행

되는 과정은 대상과 교류하는 과정이며 이 관찰과 교류의 결과물이 완결

된 외형으로 구체화된다. 작품 안에 이용되는, 재료라고 불리는 물질을 

작가가 완전히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닫는다. 그렇

기 때문에 작품을 남겨두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해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본인은 대상이 어떤 효과나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놓여있는 그 

자체가 작업이 되는 상태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작품들은 관

람자와 같은 세계 속에, 자칫 스쳐 지나가버려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희

미하게 놓이게 된다. 작품들은 마주치는 누군가의 인식에 따라 나타났다

가 사라지며 중요하다가 하찮아지고 있다. 누군가는 작품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나중에야 작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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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의 인식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어떤 존재를 한번 인지

하고 나면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없다. 

 희미한 작품의 관람은 대상을 발견하고 들여다보는 수고를 동반한다. 

이는 큰 결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버려진 모

자나 머리 위 구름의 모양을 살피는 그런 종류의 수고일 것이다. 희미한 

작품들은 듣고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애써 보기로 결정한 타인으로

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말을 건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마주하는 경험은 그것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타자를 경험

하는 일과 더 닮을 수 있다. 본인이 작가로써 하는 일은 완결된 한 작품

의 의미를 드러낸다기보다, 대상을 끊임없이 응시하고 그들을 작업이라

는 영역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가깝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가 미미한 대상을 문득 인식하고 들여다보

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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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rtwork through the 

passive intervention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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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project certain meanings and make relations to nature  

sifting out specific meanings among indifference. As an artist, I 

bring those meanings into the form of the art. Making artwork is 

relocating and combining objects differently and creatively. 

Although art-making is one of the human act and an 

intereference from the artist to objects is unavoidable, I intend 

to minimize my intervention.

 The reason why I prevent interfering is because of my 

compassion for the objects. Things have their own given time 

and spaces. The cycle of life, being created and worn out, 

applies to every single thing. I consider the objects as an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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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nd repeat finding abundant things special and valuable. I 

always remind the fact that I do not own the right to change 

them as I want or move them out of their own context. 

 

 Numerous things in nature are existing around me. Buildings, 

colonnade, spider web and pool are so scattered and overlapped 

with each other that they do not present themselves vividly. 

They rather disclose in a vague and faint way. These objects I 

find, refind and observe change over time. I hope my work to 

resemble them and exist right beside. The forms which differs 

depend on the time and subject of recognition are much similar 

to the real beings. Therefore, I meticulously try not to fix an 

object from my perspective permanently.

 The moment looking at an object, it can not present its whole 

self but the combination of the aspects I see. The act of 

interference and art making starts from gaze into the object. I 

understand the fact that it is impossible to remove myself from 

the form I fabricate, so I strive to respect the object and reduce 

intervention even more. In this thesis, I describe three specific 

ways of art making which result from the attitude with examples. 

Three ways are creating vague or transparent forms, building 

variable structure and temporary installation, and restraining 

direct contact to the object. 

Keywords : nature, objects, restrained interference, representatiom,  

             recognition, vag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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