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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논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본인의 <가족 시리즈> 작품
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에 의해 형성된 한 개인의 트라우마가 작업
으로 승화되며 해갈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따뜻함, 위안, 안락함 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
만, 현실에서의 가족 관계는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가족은 혈연을 기본
으로 한 1차적이고 사적이며 정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지만, 또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역할 역
시 수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는 자
의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무조건적인 상호 수용이 합리적
인 논리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가족 내 갈등은 그 문제의 근원을 떠나 개인
적이고 감정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또한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상처로 남기 쉽다.
<가족 시리즈>는 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것
은 결혼 직후, 새로운 가족 내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전혀 다른 가족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고, 그 이전에 피해의식이나 애정결핍
등 가족으로 인한 나의 오래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작
업은 자연히 상처에 대한 ‘치유’와 면밀하게 이어져 있고, 작품의 형식은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또한 작품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이 트라우마로 인한 본능적인 공포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서는 본인이 공포를 느끼는 특정한 조형 요소를 작품에서 의식적·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는 그 요소들에 대해 익숙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역치(易置)’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에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출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는데, 이는 나의 가족의
초상을 제작하고 또 트라우마가 형성된 이야기들을 텍스트를 중심으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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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렇듯 분노, 슬픔, 연민 등 가족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작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갈되고 난 이후에는 ‘승화’의 과정이 뒤따
랐는데, 이 과정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나의 가족을 작품 속에서 객관화하고
나아가 희화화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앞의 두 단계에서의 작업을 전시
하면서, 관객과의 교감에 따른 소통과 이에 따른 정서적 유대는 트라우마로
인한 애정결핍과 피해의식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이는 이후 작업들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가족, 누군가에게는 꿈이며,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위안이고, 누군가에
게는 지독한 악몽이기도 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쳐 놓은 것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가 없는 가족이 없다’
고 할 정도로 복잡하면서 헤어날 수 없는 이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이라는 모
순을 지닌 집단은 모두에게 인간관계의 시발이 되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일
것이다. 나에게 가족에 의한 트라우마는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깊
은 흔적을 남겼지만, 또한 이를 원동력으로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가족 시리즈>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계기
가 됨은 물론, 유사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주요어 : 가족, 가족주의, 트라우마, 치유, 승화, 공감, 소통, 참여
학 번 : 2005-23644

ii

목

차

I. 서론 ......................................................................................... 1

II. 가족과 트라우마...................................................................... 4

1. 트라우마의 대물림 ...................................................................... 4
2. 가족주의의 억압 ......................................................................... 8
3. 치유로서의 고백미술 ............................................................... 13

III. 자전적 서사의 확장 ............................................................. 17

1. 두려움과의 직면 ...................................................................... 18
2. 감정의 분출 ............................................................................. 31
3. 승화와 소통 ............................................................................. 38

IV. 결론 ..................................................................................... 56

그림 목록 ................................................................................... 58

참고 문헌 ................................................................................... 60

Abstract .................................................................................... 62

iii

I. 서론
이 논 문 은 가 족 에 의 한 본 인 의 트 라 우 마 (trauma : 정 신 적 외 상 )
가 작업으로 승화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작품 변화의 양상에 초점이
맞 추 어 져 있 으 며 , 2007년 부 터 2010년 까 지 제 작 된 본 인 의 가 족 에 대
한 작 업 , 그 리 고 이 를 전 시 한 <가족 시리즈 3부작>(이 하 <가 족 시 리
즈 )을 중 심 으 로 서 술 된 다 . <가 족 시 리 즈 >는 총 3개 의 개 인 전 ,
<수신제가 : 누가 가족을 신성하다고 했나> (2008, 이하 <수신제가>),
<불리한 싸움 : 후레자식들의 향연> (2008, 이하 <불리한 싸움>), 그리고
<콩가루 프로젝트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해방> (2010, 이하 <콩가루 프로젝
트>으로 구성된다.
가족, 백과사전에서는 그 특질을 “1차적 집단이고, 공동사회 집단이며,
폐쇄적 집단이고, 형식적·제도적 집단이면서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비형
식적·비제도적인 점”으로 들고 있으며, “성(姓)과 혈연의 공동체, 거주의 공
동체, 가계(家計)의 공동체, 애정의 결합체, 운명의 공동체”라 지칭한다. 1 위
의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행간에서 가족은 형식적인 동시에 비형식
적이라는 모순을 보이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며, 게다가 재화와 애정 등 인간
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모순과 욕망이라는 단어는, 가정이라는 집
단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양면성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화시키면 이
‘기본적인 단위’에서 개인의 욕망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제도적
으로 구현된 가족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가족제도는 개인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며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장하여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고착화
시켜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마비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 욕망, 말하자면 ‘이
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의지에 사회적인 가치가 개입된다는 것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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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스러운 아버지, 온화하게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 가정의 기둥이 될 듬직한 아들, 애교 있고 상냥하며 아름다
운 딸,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을 완성시켜줄만한 품위 있는 가구와 정결한 집
안, 그리고 또 한번, 이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경제력과 이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머니의 헌신 등. 이렇듯 현기증이 날 만큼 이상
적인 가족을 묘사하는 데 쓰인 애매한 형용사에는 사실 각종 윤리적·이념적
기준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 사회의 단면이 가장 적나라하게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100% 이상적인 가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기준은 특
히 대한민국처럼 보편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일종의 집단적 강박으로
다가오기 쉬우며, 따라서 자아의 실현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성취로
대치시켜버리는 비극을 낳기도 한다. 이는 또한번 개인으로 환원되는 상황으
로 치닫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가족의 갈등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기
이전에 ‘(의무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매개로 뭉뚱그려져 희석되어
구성원간을 접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말하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억압’이 시작된다. ‘행복한 가정’에의 당위성은 타인을, 그리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개인의 욕망을 때로는 공격적으로 노출시키고, 역으로
또한 자신도 상처받는다. 이상이 조금씩 뒤틀릴수록 가족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마음이 떠날수록 제도는 뒷덜미를 잡고, 욕망은 소유와 집착으로
돌변하여 맹목적이며 폭력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도망갈 구석은 없으며 끊어
낼 수도 없다.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서 기술하였듯 개인적·사회적으로
본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작업을 통해 해
소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트라우마’는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어로
쓰이는데, 의학용어로 트라우마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
신적 외상’을 지칭하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자극으로 인해 정
신 기구가 갑자기 붕괴되거나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때 자극
장벽이나 보호막은 깨어지고 자아는 압도되어 중재능력을 상실하며, 한다.
그 결과 무기력 상태가 따라오며, 이 상태는 전적인 무관심과 철수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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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태에 가까운 해체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자
율적 기능의 장애를 보여주는 신호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트라우마는
한 번의 커다란 사건으로 생성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작은 사건들로 인한
자극으로 누적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누적 트라우마 : cumulative trauma).2
이 논문에서 트라우마란,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유년기에 가족 구성원이나
그들과의 관계에 의한 정신적 외상을 지칭한다. 트라우마는 한글로 ‘정신적
외상’으로 풀어서 표기되기도 하나, ‘트라우마’라는 용어 역시 현재 보편적인
심리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정신적 외상’
대신 ‘트라우마’로 일괄 표기하도록 하겠다.
논문의 구성은 크게 작업의 배경 서술, 그리고 작업의 전개 분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II장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나의 트라우마의 형성
과, 이에 대한 작업 배경을 개인사와 사회적 맥락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
어서 III장에서는 작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과정을 직
면-분출-승화의 세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트라우마가 해소되는 과
정과, 이에 따른 작품 특징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은 작품 전개에
따라 서사적으로 구성되었다. <가족 시리즈>에서 작업들은 작품의 내용에 따
라 형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작품들의 내용과 형식은 매우 긴밀하며, 그
형식이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작품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회화나 설치,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와 형식이 사용되었
으나, 각 발전 단계별로 묶인 작업에 쓰인 특정한 조형적 요소나 기법은 유
사한 양상을 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분석은 작품들을 단계별로 묶어 그
형식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구성으로, 트라우마가 해소되는 단계에
따른 작품의 발전과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2

Burness E. Moore et al.,『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옮김 (서울: 한국국심리치료연
구소, 2002), pp.295-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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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족과 트라우마
<가족 시리즈>는 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개인사의 고백으로 시
작되었으나, 작업을 진행시키고 전시를 엶에 따라,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나
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집단과 가족제도가 사회와 촘촘히 맞
물려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작업에 대해 분석하기
이전에, 그 개인적의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을 모두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트라우마의 대물림

i. 부모님의 트라우마
나의 가정 교육은 전업 주부인 어머니가 거의 도맡아 했는데,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사회적 위치와 도덕성을 중요시한 한편, 또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헌사하며 희생하는 유형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결혼 직
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겪어, 이에 대
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나와 어머니와의 갈등 중 가장 큰 원인
은 그녀의 딸인 내가 외양적으로 친가의 여성들, 특히 친할머니를 닮았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어머니는 딸을 매우 사랑했으면서도, 또한 딸을 극도로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을 매우
엄격히 교육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딸에 대한 무시, 비난, 혹은 비아냥과 경
멸 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아일랜드의 심리학자 Tony Humphreys의 부모
유형 분류에 따르면,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는 ‘공격적인 지배’와 ‘지나친 헌
신’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3 이는 공통적으로 관계에 대해 불
안해 하며 자신의 영역에 가족을 묶어놓으려는 심리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3

Tony Humphreys,『가족의 심리학』, 윤영삼 옮김 (서울: 다산초당, 2006), pp.55~7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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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의 아버지는 늘 도덕성, 특히 정직을 강조하며, 조금의 거짓말에
도 엄격하게 매를 들곤 했으며, 훈육시 그는 늘 자신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인간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도덕에 대한 집착’은 그의 트라우마를
역설적으로 암시하는데, 당시 아버지의 회사가 80년대 군사정권에 부역(附逆)
했다는 점, 또한 아버지 역시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물이 아닌 평범한 가장이
었다는 점, 그리고 업무로 가정에서 부재가 잦았다는 점 등은 자신의 혈육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결합되어, 자신의 존재를 역
설적으로 ‘짧지만 강한’ 훈육으로 대치하여

증명하려는 강박이 아니었나 짐

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방식은 오히려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다. 도덕규범은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강압으로 주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결국 딸이 성장하면서 권위로 아이를 복종시키기 어
려워지자, 부녀의 관계는 ‘단절 - 강압 - 반발 - 더욱 큰 단절’의 악순환을
걷게 된다.

ii. 갈등의 표출
심리학자 Schaefer에 의하면, 나의 부모가 택한 양육방식은 전형적인
‘거부-통제’의 방식으로,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아 따뜻하게 이
해해 주지 않으며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하며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체벌을
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자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많이 겪으며, 반항적이고 불안한 정서 혹은
애정을 요구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수반하기도 한다. 5 실제로 나는 사
춘기부터 유난히 반항적이고 공격적이었으며, 가족과 분가하기 전까지 주로
분노가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늘 부정적이고 완벽을 요
구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반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의 세력(친가 친척
4

“도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직된 부모는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도덕성을 파괴한다. 부
모로부터 강요되는 도덕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도덕규범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 도덕규모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압적인 도덕의 강요란 그 자체로 모순이
다. 아이들은 이러한 모순과 그 배후에 있는 부모의 위선을 간파하기 마련이다.” (김태형·전
양숙 공저,『부모-나 : 관계의 비밀』(서울: 세창미디어, 2005), pp.49-50.

5

이원녕,『부모교육론』(서울: 교문사, 1985), pp. 292~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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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연좌(連坐)되는 억울함, 그리고 모순적으로 자신을 ‘태생적으로 나쁜
피가 흐르는 부정(不定)한 인간’으로 무의식중에 낙인찍은 것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학부 시절 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작업으로 분출되거나,
자기애, 연민 혹은 자기부정과 혐오라는 모순적인 감정이 담긴 일그러진 자
화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1]의 작업들에서 나타나는 거친
붓질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묘사 등은 당시 정서를 보여준다.

[그림 1] (좌) 욕망, 2002, 캔버스에 목탄, 아크릴릭, 89.4×145.5cm
(우) 육체로서의 자화상, 2002, 캔버스에 유화, 시트지, 97×130.3cm

이렇듯 자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한 고통, 즉, 방어적인 자기애와
체념적인 자기혐오 사이의 분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당화, 공포와 절망,
분노와 증오, 애정에의 집착, 그리고 다시 강박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
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Judith
Herman은 이러한 ‘이중 자기’가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라고 말한다.

6

『학대받은 아이의 실존적 과제 또한 만만하지 않다 … 아이는 희망과 의
미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은 완
전한 절망이며, 어떠한 아이도 견딜 수 없는 무엇이다 … 현실을 피하는 것
이 불가능할 때, 아이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의미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불가피하게도, 아이는 자신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되
어 버렸다고 결론짓게 된다 … 낙인찍히고 오염된 정체성이 들어서면서, 아
동 피해자는 학대의 사악함을 자기 안으로 가져간다. 그럼으로써 부모와 일
차적 애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악한 것이 자기 본성이어야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대가 멈춰지더라도 이 느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오
히려 이것은 아이의 성격 구조에서 변치 않는 일부분이 된다.』6

그러나 이 트라우마의 원인을 순전히 부모의 영향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나의 트라우마는 면밀히 살펴보자면 가해자이자 또한 피해자라고 칭할 수 있
는 부모의 트라우마가 자식까지 ‘대물림’되어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악순
환을 만든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의 특수성과 맞물려
흔히 나타난다.

6

Judith Lewis Herman,『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옮김 (서울:
플래닛, 2007), pp.178-184.

7

2. 가족주의의 억압
앞서 II-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의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원인은
개인적인 가족관계에서 기인했으며, 이것은 또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
지는 ‘트라우마의 대물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전적으로 나의
부모 개인에게만 있지는 않다. 왜냐 하면 가족이라는 집단은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이라는 모순적인 특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내 부모의 트라우마 역시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서로 얽혀 있는데, 이는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결코 무관하
지 않다. 따라서 이 트라우마는 개인적 상처라기 보다는 아직도 진행중인 흔
적이고 나아가 작은 역사이다. 때문에 단지 당사자의 개인적 환경에 그 책임
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해결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트라우
마의 대물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는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의 가족제도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의 가족제도, 그리고 가족주의는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
은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ōn)은 일
찌기 『공화국(The Republic)』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면
서 이상사회에 대한 관점을 피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사회를 만드
는 방식은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들의 행동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가족과 같은 사적이고 감정적인 집단 안에서는 그
러한 이상적인 시민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주요한 관심
사는 개인이라는 것과 사생활, 자율성, 개인적 관심사, 개별화 과정, 독립성
등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이념들은 그 이래로 ‘개인주
의’로 알려진 철학적 관점의 지적인 기반을 제공해왔다. 7 역설적으로 가족에
대해 현대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일부 기본 가정(假定)들은 실제로 플라톤에

7

플라톤은 “가족은 얼마나 필연적인가?”, “현재의 사회와 미래의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은 어
떠해야 하는가?”, “이상사회란 어떤 것인가?”,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가족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의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가족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통념에서 벗어
나려 했으며, 나아가 가족관계를 해체해고 개인의 능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유토
피아적 사회를 제시했다. (Wesley R. Burr, Kathleen S. Bahr, and Randal D. Day,『새로보는
가족관계학』, 최연실 외 옮김 (서울: 夏雨, 2006), p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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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빌려온 것인데,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최근 보편화된 ‘핵가족’을 위시한
현대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생물학적 발달을 넘어선 이데올로기적·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8
즉, 보편적이거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영구불변한 정의는 없으며, 가
정은 당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
학자 Diana Gittins는 “…‘가족’과 같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고도로
논의의 여지가 있고 애매함과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 가족 개념 자체는 18세
기 후반까지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이 모든 것들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사회부문에 따라 가변적” 9 이라며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가정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10 고 반박하고, 가부장제는 다양한 삶의 유형을 부정
하고 하나의 ‘옳은’ 방법만을 강요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창출한다고 비판
한다.11
이러한 Gittins의 견해는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더 나아가 가족제도가 근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결합, 사회적으로 확대되며 서구보다 더욱 사회구조의 핵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사회학자 이정옥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특
히 초기 산업화에 농민 가족을 근로자로 대체시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경제 성장을 꾀했는데, 말하자면 ‘가족 자원’에 경제발전을 의존하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화의 사회적 전환비용을 농민 가족이 부담한
셈이고, 전반적으로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까지도 한국에서 ‘가족 단위의 생산’은 농업부문에서만이 아닌, 도시에서의
가족 단위의 자영업에서도 발견되며, 심지어 그 규모가 커질수록 강화되는데,
8

Faith Robertson Elliot,『가족 사회학』, 안병철·서동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93),
제 2장 「가족 구조 : 생물적인가, 사회적인가?」 (pp.31~55) 참조.

9

Diana Gittins,『가족은 없다 :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용·김흥주·배선희 옮김 (서울:
일신사, 1997), p.108.
10

위의 책, pp.108-109.

11

위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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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업의 족벌 경영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
구에서는 근대적 가족의 형성과정에서 가족이 사적 영역으로 은폐되는 데 비
해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주의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
었다.12
여기에서 강화된 가족주의의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점으로는, 사회가 공적으로 개인에게 요구하며 그만큼 보장하고 수
행해야 할 역할들, 이를테면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전반적인 공적 영역이 지
나치게 가정으로 전가(轉嫁)되었다는 것이 꼽힌다. 이정옥은 우리 사회는 근
대로 넘어오면서 “양반 계급의 가부장적 전통이 서구의 사적 영역의 이데올
로기와 합쳐져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의 성역할을 기초로 한 ‘재생산의 사생
활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노인·아동 부양 등 가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국가는 철저
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비판했고, 결과적으로 “가족은 가족 구성
원 개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유일한 제도로 남아 가족의
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이 더 확산되었다” 13 고 분석했다. 사회과학자 이득재
는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국가 체제”라며, 이를 가국체제(家國體制)라 명명한다. 14
Gittins 역시 이러한 양상을 “불평등함을 전제로 한 편리한 전가”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가족 연대, 즉 ‘가족주의’의 당위성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15
문제는 이러한 가족주의의 강화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가족에의 당위성
을 동반하며, 이는 개인에 대한 억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득재
에 따르면, “가족이 국가 욕망의 대리인으로서 사회적 억압을 개인적인 억압
으로 대체시켜버리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16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12

이정옥, 「가족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주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펀저,『가정의 정신문화
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181 참조.
13

위의 책, pp.181~182.

14

이득재,『가족주의는 야만이다』(서울: 소나무, 2001), p.17.

15

Gittins, p.224.
이득재,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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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자아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에서 발견하려는 플라톤적 이상
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부터, 말하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17 이 재현된다. 위
에서 살펴보았듯, 개인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인
은 자신의 자리를 소속 집단에서 찾으려 하고,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역할로
대표되는 행복한 가족에의 당위성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게 ‘낙오의
딱지’를 붙이며 집단적인 강박으로 발전되기 쉽다.18 그러나 보편적이라고 인
식되는 가부장적인 가족 구성과 그 역할의 배분이 누구에게나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가족, 혹은 그 구성원이
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또한번 개인으로 환원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기 쉬운
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 내 갈등은 문제의 원인이 논리적으로 분
석되어 해결점을 찾기 이전에 대개 사랑에의 호소, 관계의 이해, 의무감의
강요 등의 감정적인 요소로 뭉뚱그려져 희석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내 갈등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되고, 이는 다시 가정 내에서 개인이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으로 전가되며,

17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the war of all against all) : 영국의 철학자 Thomas Hobbes가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표현한 정치용어. Hobbs는 그의 저서『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은 저마다 자유롭고 평등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
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가 모두 그와 같은 권리를 무한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만
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이라는 자연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무자비한 투쟁상태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은 사회계약에 입각한 강력한 국가, 즉 거대한 리바이어던을 수
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
13000722982, 2012. 10. 7.>) 여기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정 내 갈
등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자연상태’와 흡사한 투쟁 상황에 처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쓰인
표현이다.
18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남짓만이 가족 관계에서 만족
한다고 답했다. 이는 90%가 넘게 만족한다고 답한 미국이나 , 70%가 넘게 만족한다는 뉴질
랜드와 크게 비교된다. (참조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사회조사」중 “가족관계만
족도-전반적인 가족관계 (15세 이상 인구)” 항목 (2006년 44.9%, 2008년 56.6%, 2010년
54.87%), 미국 여론조사기관 Harris Poll 조사결과 (2004.10.14~2005.10, 미국 전역의 성
인 1,016명 대상), Jeremy P. Robertson, New Zealander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ing (Wellington [N.Z.]: Families Commission, 200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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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정 내 갈등이 생길 경우 개인은 별다른 출구 없이 Hobbes가 묘사한
‘자연상태의 투쟁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II-1장에서 서술된 작업의 배경 및 동기인, 본인의 가
정 내 갈등과 불행 -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기대와 강요, 이에 따른 좌절과
절망 - 은 개인사의 특수성 외에도 사회적 상황, 즉, 가부장제 내에서의 이
상적인 가족구성원에의 강박이 더해져 복합적인 양상을 띄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세대간의 가족치료 모델을 사용한 대표적인 학자인 Murray Bowen
은 ‘가족 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이라 명명한 모델을 제시하
며 “한 사람의 정서적 역기능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정서체계 기능의 결과”
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족 내 감정적 거리와 그 강도를 규제하는 방식
중 몇 가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이 방식은 개인이 정신적
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질환을 갖게 되는지에 영향
을 주게 된다. 그 중 한 가지 방식인 ‘투사’는 부모가 자신이 가진 부적합성
또는 능력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이른바 한 개인의 정서적 결함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3대가 관련된다는 것
이며, 19 그 의미를 확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가족에 대한 ‘집단적 투사’를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나의 "트라우마의 대물림", 즉, 내가 부모로부터 ‘대물
림’받은 트라우마, 그리고 나의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또한 ‘대물림’받은 트라
우마, 또한 그 이전에도 나의 조부모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트라우마들
은, 여느 가정의 갈등들과 마찬가지로 씨줄과 날줄처럼 개인적·사회적 상황
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가족 시리즈>가 진행되며 가족에 대한
감정들이 해갈됨에 따라, 작품 내에서의 방점이 점차 개인사의 고백에서 관
객의 참여로 옮겨지며 사회적 성격이 짙어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

Burr et al., p.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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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로서의 고백미술
앞에서 살펴 보았듯, 가족으로 인한 나의 트라우마는 개인적·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었고, <가족 시리즈>는 이를 작업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작품을 통한 치유는 ‘미술
(심리)치료(art therapy)’라는 독립적인 분야로 활발히 전개·논의되고 있기
도 하며, 많은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이 방법이 비 언어적이며 그만큼 직관적
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임상심리전문가이자 미술치료
전문가 주리애는 미술로 인한 치료의 장점으로 첫째, “이미지를 사용하는 점”,
둘째, “비언어적이며 감각적인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 셋째, 따라서 “방어가
완화된다”는 점, 넷째, “미술작품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대상화할 수 있
다”는 점, 다섯째, “전이의 해소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와 변화의 순간을 보존해 준다”는 점을 꼽는다.20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굳이 미술 작업으로 풀어내게 된 계
기는, 사회비판적인 거대 담론을 다루던 이전의 작업 방식에 대한 회의를 느
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곧 자신을 공격하는 일
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들은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동시에, 작가 스스
로가 지나치게 계몽적입 입장을 취하며 관객들을 ‘우민(愚民)’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과 회의감 역시 병행되었다. 이는 결혼이라는 개인적
인 사건과 맞물려, 스스로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애정결핍
과, 피해의식의 근원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파헤쳐보기로 한 결정적인 전환
점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작품의 변화는 포스트모던 이후, 거대담론들이 무
너지면서 소수 담론과 상대성 등이 부각된 시대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흡사한 성향의 작업들과 맥락이 닿아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으로는 ‘고
백미술(confessional art)’를 들 수 있다. 고백미술이란 20세기에 등장한 용
어로, 간략히 정리하자면 “주로 자전적인 요소를 작업에 담은 미술 작업”들
을 지칭한다.
고백미술의 창립자로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술계
20

주리애,『미술치료학』(서울: 학지사, 2010), pp.34-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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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Louise Bourgeois가 꼽힌
다. Bourgeois는 주로 유년기에 가족들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를 모티브로 작
품을 제작했는데, 외도를 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이를 묵인한 어머니에 대
한 연민은 원초적인 공포와 폭력성, 에로티시즘과 모성이 뒤엉켜 흐르는 작
품 세계를 탄생시켰고, 21 이러한 Bourgeois의 작업과 정신세계는 빈번히 정
신분석학의 분야에서 연구되기도 한다. 1970년대 Bourgeois의 대표적인 작
업 중 하나인 <The Destruction of Father(아버지의 파괴)>([참고그림 1])
를 살펴보면, 토막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생식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ourgeois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아버지를 죽여 식탁에 올려놓고

[참고그림 1]

Louise Bourgeois, The Destruction of Father(아버지의 파괴),
1974, 혼합재료, 237.8×362.3×248.7cm

21

Robert Storr, Paulo Herkenhoff, and Allan Schwartzman, Louise Bourgeois (London ;
New York, NY: Phaidon Press , 2003), pp.120-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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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는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내면을 억압하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을 떨쳐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 과거를 철저히 파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재건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22
Freud에 따르면, 예술은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을 새로운
종류의 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술은 현실의
가치 있는 반영으로 평가받는다. 23 Bourgeois 역시 아버지를 직접 ‘파괴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Bourgeois는 “나에게 예술은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작업이고 카타르시스다. 나는 내가 경험한 상처, 증오, 연민을 표현하고자 한
다”고 고백하기도 했다.24 이렇듯 고백미술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가들은 자신
의 이야기를 마주하여 필연적으로 과거의 상처와 ‘대결’해야만 하고, 또한 이
를 분해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소화하여 다시 결합, 작품으로 승화시기기 때
문에, 그들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은 종종 치료적인 성격을 지닌다.
<가족 시리즈> 역시 전반적으로 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들은 고백미술의 성향을 띈다. 일례로 다음 페이지
[그림 2]의 <성장기 시리즈>는 갤러리 구석구석에 비치되거나 숨겨진 작은
빨간 박스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박스 안에는 본인의 성장기에 겪은 에피소
드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다. 에피소드들은 주로 나의 트라우마를 일으킨 결
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22

Louise Bourgeois et al., Louise Bourgeois (New York, NY: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2008), p102.
23
Sigmund Freud, "Formulations regarding the two principles in mental functioning". In
David Rapaport, Organization and Pathology of Thought : Selected Sourc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1), pp.315-328.
24

Storr et al,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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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장기 시리즈, 2008, 혼합매체, 가변크기,
<예술공간 헛> 설치 장면(서울)과 작품 속 텍스트를 읽는 관객들

고백은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전제가 따른다. 개인적인 비밀은 이를 지키
는 자의 내밀한 욕구를 숨기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기도 하지만, 만약 어떠한 비밀이 타의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집단적 침묵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개인의 삶을 억압하
고 정서를 파괴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25 따라서 트라우마 또는 트라
우마를 일으킨 요소나 사건들에 대한 고백적 작업은, 작가의 ‘비밀’을 더이상
비밀로 머물지 않게 함으로서 억눌린 작가의 자아를 해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관객들 역시 비밀을 공유함으로서 작가, 또는 작품과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고백에 의한 카타르시스를 간접 체험할 수 있
으며, 나아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고백미
술적인 성향, 즉 자전적인 서술은 본인의 <가족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성
향 중 하나였으며, 또한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은 <가족
시리즈> 이전의 회의감을 떨쳐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러한 성과는 이후 <가족 시리즈> 이전에 종종 쓰였던 관객 참여적인 성격의
작업으로

회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25

Serge Tisseron,『가족의 비밀 : 숨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법』, 정재곤 옮김 (서
울: 궁리, 2005), 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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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전적 서사의 확장
이 장에서는 <가족 시리즈>의 작업들이 나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형식이 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루려 한다. <가족 시리즈>는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본인의 트라우마가 단
계별로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그 과정을 작품들이 완성되는 순차
를 살펴 다음 세 가지 과정으로 임의 분류하고, 26 각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
이 주로 쓰였는지 살펴보겠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직면 : 대상을 똑바로 응시하며 공포와 대결하기
- 특정한 조형 요소의 의식적·반복적 표현
2. 분출 : 대상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기
- ‘그리기’와 ‘말하기’를 통한 감정의 해소
3. 승화 : 관객과 소통하며 공감과 연대를 모색하기
- 대상의 객관화·희화화 및 관객의 참여를 통한 교감
참고로, 작업 발전은 치유 과정에 대해 사전 계획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그 순서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면밀하게 따라가지 않은 적도 있으
며, 때때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위의 흐름을 따
라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분석은 형식과 내용을 각 장으로 나뉘어 이루
어지기보다 위의 단계에 따라 기술되었다.

26

대부분의 인상심리학자들 역시 트라우마의 치료에 대해 단계별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Herman은 이것을 ‘안전의 확립 - 기억과 애도 - 일상과의 재연결’이라 기술했고, 미국의 임
상심리학자 Susan Forward는 ‘강한 분노의 표현 - 깊은 슬픔의 표현 - 자기해방’이라고 설
명한다. 학자들마다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단계는 공통적으로 ‘인식 - 표현 - 해소’
의 과정으로 정리된다. <가족 시리즈>의 작업 진행 과정 역시 큰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 유사
한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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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려움과의 직면
<가족 시리즈>를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장애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막연한 공포심과 혐오감이 뒤섞인 공황 상태였다. Herman은 “어떤 사
례에서든지 외상 사건에는 무력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말한
다. 그에 따르면 트라우마 자체가 저항이나 탈출이 불가능해질 때 일어나는
데, 이에 대한 반응은 “실제 위험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고 과
장된 상태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리적 각성, 정서, 인지, 그리고 기억
속에 뿌리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발생시킨다”27는 것이다.
Bourgeois는 작품 제작에 대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공포
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예방대책과 각자의 공포감을 해명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당신이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을 멈추게 만
들기 때문” 28 이라고 했다. 따라서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
적 저항’을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나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특정
한 몇몇 조형 요소, 구체적으로 ‘붉은색’과 ‘다마스크 문양’ 29 에 대한 두려움
27

Herman, pp.68-69.

28

박정민, "Interview with Louise Bourgeois", 『GQ』, 2007, 4월호 (서울: 두산매거진),
p.288.
29

원래 ‘다마스크(damask)’란 한 쪽 면에 광택이 있고 다른 면은 어둡게 처리되어 광택이
도드라지는 치밀한 조직의 자카드(jacquard : 자동 편물기계의 일종)직의 견직물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패션전문자료사전편찬위원회 편저,『패션 전문 자료사전』(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2005) p. 124), 현재는 흔히 꽃이나 식물 등을 복잡하고 장식적인 문양으로 만들어 규칙적이
고 반복적으로 나열한 무늬에 지칭되며, 일반적으로 화려하고 강렬하여 호화스러운 분위기 연
출을 위해 침구·커튼·벽지 등에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러한 무늬들을 총칭해
‘다마스크 문양’이라 칭하겠다.

△ 다마스크 문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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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고, 이는 작품에서의 해당 요소의 의식적인
선택·반복적인 사용으로 표출된다.
반복적인 재현은 트라우마의 극복에서 중요한 요소로도 강조되고 있는데,
정신분석학자인 Paul Russell은 반복 강박이 외상 순간의 압도적인 느낌을
다시 체험하고 이를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외상의 재생은 “상해에서 회복되
기 위해서 개인이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30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붉은색과 ‘다마스크 문양’의 사용은, 이러한 공포에 대한 ‘역치(閾
値)’를 올림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치환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했다.

i. 붉은색
『[전략] 초등학교 2학년때인가, 어느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급히 나를
불러 소지품 중에 빨간색이 들어간 물건을 모두 가지고 오게 했다. 불그스
레한 핑크나 보라에 가까워 딱히 빨강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보통의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붉은 계열의 물건들이란 과장해
서 ‘전부 다’라고 할만큼 무시무시한데, 엄마는 그 중에서도 엄선된 물건들
을 가지고 나가 모두 태워버렸다. 이유인 즉슨, 그날 엄마가 찾아간 점쟁이
는 ‘색깔’로 점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빨강색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
며, 빨강색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성년이 되기 전에 단명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미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빨강색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순간 나를 움츠러들게 하였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혹적이지만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되는. 이를 극복하는 데는 꽤나 많은 노력과 시간
이 걸렸는데, 작가로서 다루지 못하는 색이 있으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나
는 본능적으로 밀려오는 무서움을 참아가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붉은색에
30

P. Russell, Trauma, Repetition and effect (Paper Presented at Psychiatry Grand
Rounds, Cambridge Hospital, Cambridge, MA, 5 September 1990). Herman, p.82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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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렸다. 덕분인가, 이제는 빨강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정도이
다. [후략]』
- <빨간바지와 호피빤쓰> 설치 텍스트 중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
붉은색은 나에게 ‘금기의 색’이었으
며, 또한 유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
는 색이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즉 빨강은 가장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 중 하나로 꼽히며, 고대로부터
피나 불을 연상시킨다 하여 원초적
인 생명, 열정 등을 상징하는 색으
로 분류되었다. 또한 빨강은 심리적
으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활기와 야망을 불어넣
는다고도 한다. 31 그러나 미술에 있
어서 빨강은 반대로 강박증, 광기나
냉혹함을 보여주는 상반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3] 빨간바지와 호피빤쓰 (That

정신분석학자 Anton Ehrenzweig

Mental Fortuneteller), 2008, 혼합재

는 “표현주의 이후의 그림에 나타난

료, 가변설치, <예술공간 헛> 설치장면

색들은 화가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

(서울)

은 무의식의 표현이며, 광범위한 면
적에 자주 빨간색을 입히는 화가는 공포와 폭력에 대한 강박증과 죄의식을
지닌다”며 Fransis Bacon, Franz Marc, Chaïm Soutine 등의 작품들을 그
예시로 들었다.32 특히 Bacon의 <Three Studies for a Crucifixion, March
(십자가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참고그림 2])은 이러한 Ehrenzweig의
설명을 잘 대변해 주는데, 그림을 폭넓게 채우고 있는 붉은색은 뭉개진 인물
31

박연선, 『색채용어사전』(서울:예림, 2007), p.270.

32

김융희,『빨강』(서울: 시공사, 2005),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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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육체의 형상과 어우러져 도살장이나 정육점을 연상시키며 욕망, 광기,
무질서 등의 심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Ehrenzweig의 해석은 <가족 시리즈>
의 작업에 쓰인 붉은색에도 적용된다.

[참고그림 2] Francis Bacon, Three Studies for a Crucifixion, March,
1962, 캔버스에 유채와 모래, 각 196×145cm

다음 페이지의 작품 <수신제가>([그림 4])는 <가족 시리즈> 중에서 가
장 먼저 제작된 작품이다. 스냅 사진처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안 인
물들의 표정·포즈와 주변 가구들의 배치는 가정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
기 위한’ 것으로 느껴지게끔 연출했고, 이를 강조하려 붉은 색으로 바탕을
처리했다. <가족 시리즈>의 많은 작업들, 특히 초기 작품들은 유난히 붉은색
이 지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채도가 높고 밝은 순색(純色)으로
서의 빨강이 아닌, 이보다 더 어둡고 짙은 붉은색이 많이 쓰였다. 이는 빨간
색의 채도와 명도가 높아질수록, 주황색에 가까워지며 밝음, 활기 등의 따스
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 이러한 붉은색의 사용은
일차적으로 트라우마의 극복과도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족주의로 대표
되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억압, 혹은 이에 대한 강박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가정,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나의 불안하고 신경증 33 적인 시선이 형상화 된
33

신경증 [neurosis] : 심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체각부의 기능장해. 많은 경우 자기의
상태를 어떤 신체적 병으로 의식한다. 정신병과는 틀리며 현실인식의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흐
트러져 있지 않다. 신경증의 주된 유형으로는 불안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신경증,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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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러한 색의 사용은 이후 작업에서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반복해
서 나타난다.

[그림 4] 수신제가(修身齊家, One Happy Family),
2008, 캔버스에 목탄, 유화, 162.2×130.3cm

설치 작업에서도 붉은색의 사용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 페이지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그림 5])는 주택을 개조한 갤러리의 옛 주방 자리에
요인이 신체증상에 전환되어 표현되는 히스테리, 각종의 공포증, 또 일정의 생각이나 행위에
얽매여 수정을 의식하면서도 탈각하지 못하는 강박신경증 또는 신체감각에 과도하게 구애받
는 심기증, 기타 근기능성 신경증후군 등이 있다. (이철수,『사회복지학소사전』(서울: 높이깊
이, 2006),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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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작업인데, 설치된 오브제들 역시 조리기구들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
작업은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모티브를 삼아 “누군가를 상처 입히려면 자신도
상처입는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역시 빨간색을 배경으로 넣어
금속 오브제들과 더불어 날카롭고 신경증적인 분위기 조성하려 했다.

[그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혼합재료, 가변설치,
<예술공간 헛> 설치장면(서울)

또한 몇몇 작품 내에서 붉은색은 피(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피는
원초적인 생명이나 따스함이 아닌, 부정(不淨)함, 상처 등의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작품 <늙은 딸>([그림 6])은 페인팅과 오브제가 뒤섞인 설치 작업
인데, 벽면에서 시작되어 침대를 덮고 바닥까지 흘러내린 흰 천에 염색된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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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염료는 여성의 생리혈을 연상시키고, 같이 걸린 페인팅에서의 붉은색, 그
리고 비치된 빨간 구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34 이는 일차적으로 생리통
과 임신 및 출산에의 공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지만, 또한 ‘여성의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가정교육으로 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청소년기의 압박
과 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을 성인이 되어(‘늙은’) 표출하기 위한 것이
기도 하며, 더 근원적으로 친가의 ‘나쁜 피’를 물려받았다는 공포와도 연결된다.

[그림 6] 늙은 딸, 2008, 혼합재료, 가변설치,
<예술공간 헛> 설치장면 (서울, 대한민국)
34

덴마크의 동화 작가 Andersen의 동화 「빨간 구두 」에서 주인공인 소녀는 신기만 하면
춤을 추게 되는 빨간 구두가 벗겨지지 않아 발이 잘리게 만다. 이 동화에서 "빨간 구두’는
사치 혹은 허영심을 은유하며, 이에 대한 혹독한 징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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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마스크 문양
다마스크 문양은 유년기에 어머니가 집안 장식에 즐겨 썼던 무늬로, 내
가 분가하기 전까지도 소파, 쿠션, 커튼, 벽지 등은 모두 이 다마스크 문양이
었다. 그러나 이 문양의 형상은 나에게 악마나 괴물로 보이곤 했는데, 이러
한 느낌은 후에 로르샤흐검사35 도판 1번([참고그림 3])을 볼 때에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양들은 유년기의 악몽, 말하자면 몽마(夢魔)와 같은 존
재로, 특히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할 때 그 모호한 형상은 어둠 속에서 악마,
특히 나의 부모가 이야기해주었던 친할머니나 고모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공포심을 자극했으며, 또한 그 공포심은 자책감과 더불어 가정에서 언젠가는
배척받거나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확장되었다.

[참고그림 3] (좌) 로르샤흐검사 1번 도판,
(우) 전시 <수신제가>에 쓰인 다마스크 문양.

이러한 문양들은 작품 내에서 대리만족과 집착, 그리고 허무함을 의미하

35

로르샤흐검사 [ Rorschach test , ─檢査 ] :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H. 로르샤흐가 발표한
인격진단검사. 투영법(投影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10장의 원도판(原圖版) 잉크블롯(ink
blot:얼룩)을 사용한다. 좌우대칭으로 된 것을 한 장씩 피검자에게 보여 어떻게 보이는가를 묻
고 그 대답에 따라 피검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본래 이 검사는 정신병이나 병적 성격의
진단기법으로서 개발된 것으로, 현재는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성격심리학·임상심리학·문화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
013000838528,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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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그다지 유복한 경제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품격
있게 꾸미고 싶어했던 어머니는 이러한 문양을 즐겨 썼던 것인데, 멀리서 보
면 그럴듯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싸구려 티가 나는 장식들, 말하자면 ‘가짜
고급’취향의 물건들은 공포와 함께 연민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도 했다.
『나는 언제나 이런 무늬들이 무서웠다. 국적 혹은 취향이나 신념 따위의
정체를 알 수 없이 고급스러움만을 흉내내는 강박적인 대리만족의 허무함,
나약함과 좌절.』
- 작가노트 중

이 감정의 형상화는 <정교한 일상>([그림 7])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
는데, 이 작품은 다마스크 문양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형상
화한 작업이다. ‘종이호랑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인물들은 배경과 같은 문양
의 얇은 천으로 단순히 윤곽선만 보이며 의자에 걸치듯 얹어져 있고, 상대적

[그림 7] 정교한 일상, 2008, 혼합재료, 가변설치,
<예술공간 헛> 설치장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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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머지 오브제들, 즉 부모님의 결혼사진을 담은 액자나, 젊은 날의 사
진, 의자 등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것들 역시 실제로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들이다. 이는 취향에 잠식당해 지워진 존재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또한
이 ‘불편한’ 모습을 소파에 ‘바늘 방석’, 즉 소파의 앉는 부분에 바늘로 ‘행복
해’라는 텍스트 모양을 박아 넣어 형상화 하였다.
이러한 문양의 사용은 <가장의 왕국>([그림 8])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에 묘사된 일인용 소파는 ‘가장의 불가침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나의
유년기 때 이 일인용 소파는 아버지밖에 앉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안 인물의 그림자는 소파 밑에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그림자는 또한
소파의 다마스크 문양과 동일하다.
『…남자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 지쳤고, 이제 의자에서 내려가고 싶어하
지만, 이미 변해버린 그림자가 그를 옭죄고 있다.』
- 작가노트 중

이는 가장이라는 권위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외면당하고, 오
히려 그 권위가 스스로를 옭죄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설치시 작품의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하려 그림자와 같은 문양의 천을 배경으로 사용했다.

유사한 맥락으로, <가족 시리즈>에서는 금칠이나 꽃무늬 장식, 유럽풍의
조각 등 부유해 보이려는 장식물들, 말하자면 ‘가짜 고급’취향의 물건들 역시
종종 등장한다. 이는 다마스크 문양과 유사한 맥락에서 쓰인 모티브로, 역시
대리만족과 이로 인한 허무함을 상징한다. 일례료 <일요일 오전 - 노력중
>([그림 9])을 보면, 화려해 보이는 가구들과 시계는 어중간하게 중심에 자
리잡아 양 옆의 인물들과 대비된다. 얼핏 화려해 보이는 금색 시계는 비례가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형상과 엉성한 마무리로 만들어진 대량생산품이고,
양 옆에 배치된 인물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절반만 보이며 목탄으로 묘사되어
부스러지고 흘러내리는 형상이다. 이 역시 ‘가짜 고급’취향의 물건에 대리만
족하며 자아를 잃어가는 인물들을 모습을 형상화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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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장의 왕국, 2008, 혼합재료, 약 280×440cm,
<예술공간 헛 설치장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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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요일 오전 - 노력중, 2008, 캔버스에 유화, 금분, 목탄,
145.5×1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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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은 <M 타입
을 위한 치유의 방>([그림
10])에서도 나타난다. 작품
에서 삽은 단순히 모래를 푸
기 위한 용도로 비치되었는
데, 이 삽 역시 천사 문양의
화려한 장식이 붙어 있고 금
칠이 되어 있어, ‘쓸모없음’
을 통한 허무함을 표현하려
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한 색과 문양의 사용은 나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
의 방법이었고, 이는 강박적

[그림 10] M타입을 위한 치유의 방 (부분), 2008,

으로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

혼합재료, 가변설치, <갤러리 벨벳 인큐베이터>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티

설치장면 (서울)

브들은 또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깔
린 사회적 맥락 역시 은유하도록 의도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작업의 이 과정은 마음 속의 두려움과, 그 원인을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서 트라우마와 ‘대결’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작업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노력의 첫 단계였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Susan Forward는 ‘대결’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결은 [트라우마로부터] 자립으로의 길에 있어 최종단계이다.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대결”할 용기가 있었다는 자기 확인이 소중하기 때문이
다”.36

36

Susan Forward,『흔들리는 부모들』, 한창환 옮김 (서울: 사피엔티아, 2005),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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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의 분출
공포를 제거한 뒤에 따라온 과정은 ‘감정의 해방’이었고, 이를 작업을 통
해 분출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비교적 강도 높은 심리적 저항이 수반되었
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해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감정을 냉정하고 적나라하
게 드러내야 하는 동시에, 여기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죄책감 역시 감당해
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과정은 임상심리학에서도 트라우마의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심리학자들
은 이 ‘표현’의 과정이 트라우마의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Forward는 “상처가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상
처를 다른 곳에 건네주고 말 것이다” 37 라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이나 분노를 그대로 두면, 그것을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에게 토해낼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은 크게 ‘그리기’와 ‘말하기’, 즉 대상을 손으로 그린다는 직접적
인 행위와, 텍스트를 통한 내러티브의 구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의 두 가지 축
으로 구성되었다.

i. 그리기
그린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몸짓에 의해 이루어진다. 몸짓은 감정을 수
반하기 용이하다. 말은 표출되기 전에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논리적으로 배
열되지만, 비 언어적인 행동은 뇌에서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흔히 격정적인 감정은 다듬어지지 않은 굵고 직선적인 선
을, 미묘한 감정은 조심스럽고 섬세한 터치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나에게 있
어 그린다는 행위, 특히 손짓에 의해 표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제작 당시의 기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적합한 방법이었다. <가족 시
리즈> 중 회화나 드로잉들에서 인물들은 주로 사실적으로 재현되기보다 단

37

Forward,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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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의 목탄으로 비교적 거칠게 표현되어, 그 대상에 대한 분노나 슬픔, 연
민 등의 감정을 담아내려 했다. 이것은 대상을 한 번 내면에서 파괴한 후 다
시 내면의 감정과 결합시켜 분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또한
작업에서는 유화로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가구나 장식물들이 종종 등
장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가짜 고급’물품들을 표현하는 한편, 단색조로 표
현된 인물과의 대비 효과를 의도하기도 한 것이다.
『…목탄 분말은 부스러지고 흘러내리며 지워지고 날아가, 화면 위에 불
안정하게 얹히면서도 그 강렬함을 유지한다. 그것은 인물들의 - 혹은 인물
들을 향한 나의 - 감정과 관계, 그것의 격렬하면서도 원초적이며 불안정하
고도 나약한 모습을 닮았다.』
- 작가노트 중

앞서 실린 <수신제가>([그림 4], p.18)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그린 그림
인데, 얼굴과 손 등의 육체를 표현할 때는 비교적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묘사
하려 했다. 그러나 인물들의 의상을 묘사한 굵고 거침없는 외곽선과 단순한
명암은 당시의 격렬한 감정을 보여준다. 또한 비교적 얇은 층의 목탄으로 묘
사된 얼굴들은 부스러지고 뭉개지는 재료의 특성으로 모호한 표정을 표현 가
능하게 했는데, 이로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미소를 바라보는 나의 신경증적
인 느낌을 표현하려 했다. 이러한 감정의 분출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암
시한 작업 <망할년(능소화)>([그림 11])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중
앙에 표현된 이미지는 능소화인데, 이 꽃은 꽃가루에 미세한 갈퀴가 있어 한
번 붙은 곳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이 꽃을 만지고 눈을 비비면 눈이 먼다는
풍설이 있다. 따라서 능소화는 본인에게 한여름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을 주는 한편, 또한 실명에의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었고, 이 작품에
서는 두렵지만 끊을 수 없는 모녀간의 관계, 나아가 이에 대한 집착을 암시
한다. ‘감정적 표현’은 이 작품에서 강렬하게 표현되었는데, 오른쪽에 묘사된
본인의 모습은 비교적 덜 뭉개진 반면, 어머니의 얼굴 반쪽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졌다. <가족 시리즈>의 다른 회화작업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인물이 아닌 물체(꽃) 역시 거친 붓놀림으로 ‘갈겨대듯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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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는데, 이는 두 인물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여 긴장감을 주기 위함이
었다.

[그림 11] 망할년 (능소화), 2008, 캔버스에 목탄, 유화, 90×162.2cm

부모님에 대한 감정의 표출은 <배신은 불법 I>([그림 12])을 거쳐 <배
신은 불법 II>([그림 13])에서 더 다각적으로 증폭된다. 먼저 제작된 <배신
은 불법 I> 역시 인물들의 모호한 표정, 즉 웃고 있으나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은, 연출된 듯한 표정을 목탄으로 묘사하려 했다.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느낀 다양한 감정은 이어 제작한 <배신은 불법 II>에서 표현되는데, 뭉개져
거의 지워진 얼굴 표정들은 인물들의 다면적인 심리,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
는 복잡한 나의 감정을 암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족을 바라
보는 시선은 <수신제가>나 <망할년> 등의 초기 그림들과 미묘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뭉개진 듯이 표현된 초상들은 대상에 대한 나의 감정을 싣고 있기
도 하지만, 또한 대상, 나의 부모님의 감정, 즉, 웃음 뒤에 숨겨진 다면적인
모습들을 동시에 담아보려 했던 시도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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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배신은 불법 I, 2008, 캔버스에 목탄, 유화, 91×72.7cm

[그림 13] 배신은 불법 II, 2008, 캔버스에 목탄, 유화, 72.7×6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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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이
후 진행된 작업에서 더욱 진
행되어, 가족에 대한 표현은
차츰 연민으로 바뀌게 된다.
<가장의

왕국>([그림

8],

p.31, [그림 14])에서 인물의
표정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비
교적 차분하며, 터치는 다소
부드러워졌다. 이전의 작업들
에서 인물 묘사는 대상에 대
한 나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
이 핵심이었으나, 이후 제작
된 <가장의 왕국>에서는 본격
적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을 묘
사하기 시작했다.

[그림 14] <가장의 왕국> 인물 묘사 부분

<일요일 오전 - 노력중>
([그림 9], p.32)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여기에서 인물들은
터치로 인한 묘사보다는 흘러내리고 부스러지는 목탄 가루로 더 많이 표현하
고자 했다. 손으로 그린다는 직접적인 방법을 흘려내림이라는 비교적 간접적
인 표현으로 전환한 것은, 무너지는 인물들의 존재,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연민을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는 초기의 격렬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
하고 표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나’ 중심의 행위들이, 작업이 진행되고 감정
들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대상 중심의 행
위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이 더 진행됨에 따라 그 초점이 자
신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객관화’, 즉 ‘승화’로 이어지게 된다.

ii. 말하기
초기 <가족 시리즈>에서 그리기가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이었다면, 말하
기는 간접적인 표출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기’는 ‘텍스트를 통한 내러티
브의 구성’을 의미하는데, 내러티브가 담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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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Herman에 따르면, 트라
우마를 받은 상태의 시점으로 되돌아가 내러티브를 재구성 하는 것은 “외상
의 기억을 전환시켜 이를 [트라우마로 인해 분절되었던] 삶의 이야기에 통합
시키는” 행위라 설명하며, 전환되지 않은 ‘전이야기적(prenarrative)’ 상태는
부서지고 파편화된 자아, 트라우마의 미해결의 증거이며, 이야기는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기술한다.38
또한 이미지와 혼재된 텍스트들은 개별 작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시 자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큰 내러티브를 형성하려는 의도였으며, 나아가
시각 외에의 복합적인 자극으로 전시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으려는 시
도였다. 텍스트는 파편적인 단어부터 한 두개의 문장, 그리고 긴 이야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정교한 일상>([그림 7], p.29)은
‘행복해’라는 한 단어를, <성장기> 시리즈([그림 2], p.15)는 구체적인 일화
가 담긴 긴 텍스트를 응용한 일례라 하겠다.

[그림 15] Janus, 2008, 혼합설치, 가변크기, <예술공간 헛> 설치장면 (서울)
38

Herman, p.2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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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 [그림 15]의 <Janus>는 전시장 통로에 설치된 작업으로, 반
투명한 붉은색 천을 겹겹이 드리워, 관객들은 천을 헤치며 이 통로를 들어오
고 나가야 한다. 천에는 짧은 문구나 텍스트들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내
가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말들을 재구성한것이다. 이 설치물에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단어들의 파편들(“너”, “따위가”, “무슨”,
“감히”, “잘나자빠진”, “어서 이리 오지 못해”, “가정을”, “질서를”, “권위를”)을,
나올 때는 그 말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심(“나를 봐줘”, “나를 사랑해줘”, “나
를 떠나지마”, “나를,”, “나를.”)를 읽을 수 있다. 이는 관객들이 특정한 텍스
트에 직접적으로 ‘둘러싸임’으로 인해 나의 유년시절의 경험과 이에 대한 감
정을 유사 경험하도록 의도한 것인데, 당시에 느낀 두려움과 압박을 극대화
하기 위해 붉은색을 사용했다.
이렇듯 말하기는 고백미술적인 성격으로 나 자신의 트라우마를 내면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 해방한다는 의미를 지니나, 또한 관객들에게 다가가 친근
하게 말을 건다는 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관객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이로 인한 소통을 유도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트라우마로
인해 부정당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했지만, 또한 상처
의 회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유대를 모색하는 행위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위한 노력은 이후 전시 <불리한 싸움>, <콩가루 프로젝트>에
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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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화와 소통
‘승화(sublimation)’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자아의 방어
기제 중 하나이며, 원초아(id)로부터 나온 욕구가 변형되어, 본능을 직접 만
족시키지는 않는 어떤 행위로 변형되는 과정이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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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목표나 대체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심리학자들은 이 승화를 미술
치료의 필수 불가결한 경험으로 꼽고 있는데, 미술치료전문가 주리애는 “미
술치료로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
다. 첫째는 이미지를 위해 통찰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작품 과정에서 승화
를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40 라며 이 ‘승화’과정
을 통해 “미술 작품이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나와 객관화될 수 있
고 대상화 될 수 있다”41고 역설한다.
가족에 대한 감정이 분출로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가족 시리즈>의
작업들은 대상, 즉 나의 가족에 대한 ‘객관화’, 나아가 ‘희화화’로 이어지게
되며, 또한 관객이 참여하는 작업들로 공감을 통한 소통과 연대를 이루어 내
려는 노력 역시 병행되었다. Herman은 이러한 공감과 연대가 외상 치유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외상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세계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공동체의 반응은 외상
의 궁극적인 해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42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본인의 치유 과정이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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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애, pp.177-179 참조.

40

주리애, p.5.

41

주리애, p.37.

42

Herman,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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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객관화와 희화화
<가족 시리즈>의 경우, ‘승화’를 통한 ‘객관화’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전
시 <불리한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시가 열린 <갤러리
벨벳 인큐베이터>는 주택을 개조한 곳으로, 이전 공간의 특성을 살려 하나의
큰 홀과 지하, 다락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
의 큰 줄기는 이 점에 착안해 구성되었는데, 일단 갤러리 입구의 큰 홀에는
하나의 가상 심리 테스트가 바닥에 설치되었고, 관객들은 우선 신발을 벗고
홀의 바닥을 돌아다니며 심리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이 테스트에 의해 관객
들은 4개의 전형적인 가족별 유형(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으로 나뉜다. 갤
러리 곳곳에는 각 유형을 위한 4개의 작은 방이 있고, 각 방에는 그 유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카드와, 그 해결을 위한 간단한 ‘실
습 도구’들을 비치했다([그림 16-21] 참조). 비치된 게임이나 텍스트들은
작가 스스로가 포함된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욕망을 사회적 인습과 제
도로 얽어매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코미디’적인 상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전시 구성은 <수신제가> 전시 이후,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을 객관화
시켜 해체하고, 보편화함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싶었기 떄문이다.
『 … 마치 [가족 문제를] 가벼운 이야기꺼리처럼 던지고 제도와 권위를
조롱하고 욕보이는 과정에서, 일상에 또아리틀어 개인을 점령해버린 가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사이에 숨은 마음들의 이야기 -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면서도 헤어날 수 없는 이
관계들 - 의 틈새를 다같이 엿보고, 이것이 결코 개인적이거나 혼자만의 일
이라던가 당연한 일만이 아님을, 결국엔 자신만이 소외되거나 유별나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만히 위로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불리한 싸움> 전시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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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자가 진단과 치유를 위한 유형 분류용 심리 테스트,
2008, 혼합매체,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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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첫 전시 <수신제가>에 대한 관객
들의 반응이었다. 길지 않은 전시 기간에 방명록은 관람객들의 편지와 사연
들로 4개가 가득 찼는데, 방명록에는 전시를 보고 어느 정도 답답한 마음이
해갈되었다고 쓰여 있기도 했고, 또 은밀한 가족끼리의 사연이 적혀 있기도
했다. 이는 ‘가족 문제’가 한 개인의 일이 아님을, 그리고 관객이 작품을 통
한 간접 체험으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 사회적으로도 ‘트라우마
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에

전시라는

매개는

훌륭한

소통과

연대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Bourgeois 역시 “예술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나는 작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작업은 자신에 대해 직시하는 작업
이고, 이는 관객들 역시 스스로에 대한 통찰로 유도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돕는다43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시 <불리한
싸움>은 ‘집단적 투사’를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치료적 실천’이었다.

[그림 17] <불리한 싸움 : 후레자식들의 향연> 전시광경
(<갤러리 벨벳 인큐베이터>, 서울)
43

박정민, 앞의 책,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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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자가 진단과 치유를 위한 유형 분류용 심리 테스트 결과 카드
- TYPE F : 권위적 지배형, 2008, 종이에 인쇄, 7.2×9.5cm

[그림 19] TYPE F : 권위적 지배형을 위한 치유의 방, 2008, 혼합매체,
가변설치, <갤러리 벨벳 인큐베이터> 설치광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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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자가 진단과 치유를 위한 유형 분류용 심리 테스트 결과 카드
- TYPE S : 정치적 유착형, 2008, 종이에 인쇄, 7.2×9.5cm, 2008

[그림 21] TYPE S : 정치적 유착형을 위한 치유의 방, 2008, 혼합매체,
가변설치, <갤러리 벨벳 인큐베이터> 설치광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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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들의 [그림 18, 20]은 두 번째 개인전 <불리한 싸움> 전시에
비치한 ‘테스트 결과 진단 카드’중 일부이다. 이 카드 뒷면에 넣은 텍스트는
각각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이들을 보편적인 아버지, 장남으로 어느 정도 객관화한 것으로, 가족들
에 대한 묘사는 이전 작업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가벼
운’접근은 가족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개인적인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갈되고
난 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객관화는 희화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희화화의 대상은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부모 뿐 아니라 본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웃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이상 괴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에 의한 트라우
마가 풍자의 대상으로 ‘가볍게’ 바뀔 만큼 해소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
만, 또한 관객들에게 웃음을 줌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불어 ‘집단적 트
라우마의 대물림’을 해소하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듯 의도적으로 가벼운
작업의 성향은 작업 진행의 후반으로 갈수록 짙어져, 마지막 전시 <콩가루
프로젝트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해방>에서는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22] 생활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시리즈,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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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생활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시리즈 중 <대걸레의 경우> 판화 부분,
(상) 대걸레의 경우 : 비정상시, (하) 대걸레의 경우 : 위급시
2010, 각 45×34cm, 종이에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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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은 <가족 시리즈>의 마지막 전시인 <콩가루 프로젝트>에
서 선보인 <생활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시리즈 작업이다. 이는 가정에
서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유
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묘사된 연작물로, 작품 내에서
나의 가족들은 청소기 소음으로 다른 구성원의 잔소리를 묻어버린다던가, 대
걸레 자루로 날아오는 손찌검을 피한다던가, 손전등을 상대의 눈에 비춰서
TV 리모컨을 쟁취하는 모습 등으로 회화화되어 표현되었다. 인물은 판화의
에칭 기법으로 단순하게 선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가전제품에 삽입된 제품
설명 그림에서 착안한 것으로, 복수 생산이 가능한 판화의 형식으로 제작되
었다. 이렇듯 <콩가루 프로젝트> 전시의 작업들은 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작업 내에서 나의 가
족들은 더 이상 ‘트라우마를 안겨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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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객의 참여
<가족 시리즈>의 후반 작업은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작업이
많아지는 동시에, 일상에서 친숙한 오브제들을 사용하거나 그 형식을 취한
작품이 다수를 이룬다. <불리한 싸움>은 앞서 설명했듯, 관객이 작가가 설정
해놓은 갤러리 내의 장치들을 ‘체험’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전시에 참여하
게 되는 형식이었다. 또한 <가족 시리즈>의 마지막 <콩가루 프로젝트>에서
는 주로 전시된 작업들을 구호와 함께 ‘심볼화’하여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
가가려는 시도를 했다. 전시는 의도적으로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로 이루
어진 복합 문화 공간에서 열렸는데, 주로 전시의 개념이나 2층 갤러리에 설
치된 작품들을 다시 하나의 심볼 및 구호로 만들고, 1층 카페에 그 심볼들을
설치하거나(테이블, 창 등), 심볼이 부착된 물건을 카페에서 제공(컵, 쿠션
등) 또는 판매하는(티셔츠, 가방 등)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4-28]
참조).

[그림 24] <콩가루 프로젝트> 전시에 설치된 로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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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은 갤러리와 까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까페의 손님들이
호기심으로 갤러리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갤러리의 관객들이 전시 관람
이후 까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상적인 물건 속에서 전시 주제를 재발견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시를 ‘확장’하여 더욱 많은 관객을 전시로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심볼과 구호들은 교통 표지판 등의 일상적이고 친숙한
형식을 빌려 간결하면서도 재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우
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 나아가 우리의 일상이 사실 각종 윤리적·이
념적 기준들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
함이기도 했지만, 또한 대중을 전시로 유도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관
객들과의 공감을 통해 ‘연대’를 이루어내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대다수의 임
상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의 해소에 이러한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Herman은 소통과 연대가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
조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트라우마의] 생존자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존재
감, 자기 가치감, 인격을 지켜낼 수 있음을 배운다. 결속된 집단은 공포와
절망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그리고 외상 경험에 대한 가
장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외상이 고립시킨다면, 집단은 소속감을 재생
한다. 외상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낙인을 가한다면, 집단은 증인이 되어
경험을 인정한다. 외상이 피해자를 격하시킨다면, 집단은 존중한다. 외상이
피해자의 인격을 부정한다면, 집단은 회복시킨다.』44

44

Herman,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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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위) 뭉치면 죽는다,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VEVISON12> 설치장면, 서울
(상 : 동작센서 점등시, 하 : 동작 센서 점등시)
(아래 좌측) <뭉치면 죽는다>를 심볼화 한 로고
(아래 우측) 로고를 이용해 제작한 머그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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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위) 네 입장은 싫어(NOT IN YOUR SHOES),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아래 우측) <네 입장은 싫어>를 심볼화 한 로고
(아래 좌측) 로고를 1층 카페 테이블에 설치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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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위) 위험은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 2010, 혼합매체
70x70x10cm (좌 : 동작센서 소등시, 우: 동작센서 점등시)
(아래 좌측) 작품에 쓰인 컴퓨터 드로잉.
(아래 우측) 드로잉을 인쇄한 일회용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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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위)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VEVISON12> 설치장면, 서울
(아래 좌측)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를 심볼화 한 로고
(아래 우측) 로고를 1층 카페 테이블에 설치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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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맥락에서, <콩가루 프로젝트>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
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뭉치면 죽는다> ([그림 25], p.52)는 갤러리 내 작
은 방에 동작 센서를 이용해 설치된 작업이다. ‘UNITED, WE ALL DIE(뭉
치면 죽는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가 가득 걸린 벽에는 ‘우리’로 시작하
는 단어들을 빽빽히 채워져 있는데, ‘우리’라는 글자 위에는 ‘너희’라는 글자
가 특수 투명 잉크로 덧발려 있다. 이 특수 잉크는 평소에는 투명하지만 ‘블
랙라이트’라는 특수한 근자외선 전구를 쏘일 때 빛을 발하는 잉크로, 관객이
입장하여 동작 센서가 작동하면, 일반 조명이 꺼지는 동시에 블랙라이트가
켜져 ‘우리’라는 글자는 ‘너희’라는 글자로 바뀌어 보이게 된다. 이 작업은
‘우리’라는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배척되었을 때, 즉, 순간 ‘너희’로 바뀌었을
때 집단이 주는 공포를 형상화 한 작업이다.
또한 [그림 27] <위험은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p.54)에도 동작
센서가 사용되었는데, 거울로 보이는 작업은 관객들이 다가가면 내장된 불이
켜지지며 ‘집’의 형상이 공룡과 흡사한 괴물로 변하는 모습의 드로잉이 나타
난다. 이는 가정으로 대표되는 공간이 가족간의 갈등과 사회적 억압으로 충
돌의 일차적인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작
업 모두,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가정을 비롯한 공간들에 대한 억압을 표현한
것으로, 관객들과의 동작으로 인해 순간 작동하는 작업은 일상을 균열시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관객들이 스스로 엿볼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제작
되었다.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그림 28], p.55)는 이러한 관객과의 상호작용
이 극대화 된 작품으로, 인력 발전기를 탑재한 자전거와 풍선 입간판으로 구
성되었다. 관객들이 발전 자전거를 타면서 페달을 돌리면 앞에 놓인 풍선 입
간판이 점점 부풀어 일어서는데, 그 입간판에는 부모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입간판에는 전구가 내장되어, 자전거를 열심히 돌릴수록 부모
님의 모습은 커지며 환해지지만, 이 상태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은 상당한 운
동량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신체를 단련시키며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한 근심이나 잡념 등을 잊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차라리 운동을
하라”는 문구는 이 작품에서 던지고 싶었던 메세지를 대표하는데, 이는 가족
등을 대표하는 울타리에 집착하며 구성원 서로를 억압하며 상처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단순한 육체운동으로 심신을 치유하기를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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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가족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들은 일상적 모티브
와 오브제, 그리고 관객 참여적인 작업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유사
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위한 발로였다.

[그림 29] <뭉치면 죽는다 : 티셔츠 행동단> 퍼포먼스 장면

[그림 29]은 <콩가루 프로젝트> 오프닝때 이루어진 관객 참여 퍼포먼스
장면들이다. 이는 전시 전 홍보를 통해 티셔츠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미리 티
셔츠를 발송, 오프닝 때 착용하고 참석하는 퍼포먼스로, ‘콩가루 분자’들이라
명명된 참가자들은 ‘뭉치면 죽는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아이러
니하게 오프닝에 다함께 참석하게(‘뭉치게’) 된다. ‘
『…말하자면 이 전시에서의 ‘콩가루’란, 역설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해방’의 긍정적 개념으로, 개개인 모두가 타인이 심어준 허무하고도 폭력적
인 가정에의 환상과 이에 대한 집착을 집어치우고, 강박 및 사회적 편견에
서 해방되어, 스스로, 오직 스스로의 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
과 판단을 믿으며, 그리하여 그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굳게
서는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것이다, 만인이 마침내 콩가루가 되는
바로 그날까지.』
- <콩가루 프로젝트> 전시 서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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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라는 물건은 일상에서 매일 필요한 물건이다. 여기에 구호적인 메시
지를 인쇄한 것은 일상에서의 예술, 즉 소통을 통한 확장이라는 목적을 상징
하려 한 것이다. 이 작업은 <가족 시리즈>의 마지막 과정으로, 본인 역시
‘우리’라는 집단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있을수 있다는 자기반성에서 비롯되었
으며, 이러한 성찰의 단계는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던 자전적 서사가 마무리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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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본인의 <가족 시리즈>를 중심으로 가족에 의한 트라우마, 그리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의 양상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가족에
의한 트라우마는 개인마다 그 일차적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다. 그러나 가족
은 또한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는 전적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가족주의에의 압박은
그 당위성을 명목삼아 집단적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양산하기도 한다.
본인은 이 트라우마 극복 방법으로 미술 작업을 선택했고, 자신의 이야
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미술 작업이 본인에게 일반
적으로 트라우마의 치료로 인식되는 정신과 상담 등의 ‘개인적인 해소’보다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다고 판단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미술품이 창조되고
또 전시되는 과정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이라는 이중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가족, 그리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흡사한 면이 많았기 때
문이었고, 또한 치유를 위한 자전적인 서사를 감정적, 논리적이라는 양가적
인 방법으로 동시에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미술 작업의 특성 역시 도 한
이유였다. 따라서 작업의 과정은 트라우마의 해소 단계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작품의 표현방법과 매체 역시 이러한 과정에 따라 다양한 변화의 양
상을 띄었다. <가족 시리즈>의 전시에서 작품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서로 유
기적으로 얽혀 있는 것은, 이러한 작업 전개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이 연구의 구성과 전개 과정과 닮아 있다.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당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와 슬픔 등의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작품에도 고스란히 옮겨지는데, 특정한 색과 문양에 대한 강박적이고 반복적
인 사용은 작품의 신경증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출
할 때에는 거칠고 표현적인 인물 묘사가 주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표현에 의
한 해갈, 그리고 작품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은 나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
해 주었으며, 이것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하며 어둡고 무거운 어두
운 성격을 지녔던 작업들은 유머가 가미되며 함께 즐기기 위한 매개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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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 작업들은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 작품들에 나타난 자신들의 초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절망했던 나의 부
모는, 마지막 전시가 끝날 때쯤 나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는 나에게 더욱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한 통의
편지로 30년이 넘도록 자아를 침식했던 트라우마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
으며, 또한 개인적인 경우에 빗대어 ‘행복한 결말’을 제시하기에는 일반적으
로 트라우마를 안겼던 가족관계의 화해는 매운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것은 많은 해갈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일 수 있으며, 적
어도 앞으로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유의미한 실마리를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업을 통한 치유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개인적으로는 가족관
계로 인한 나의 피해의식이나 애정결핍을 유의미한 결과물로 승화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라는 사회적 행위로 공감을 통한 연대, 그 속에서의 정
서적 안정망을 미약하나마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물론 작업이 후반으로 진행되면서 관객 참여적인 성격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또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소통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비판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미
술과 비 영역간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짓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점이라면, 이러한 진행과 전시 형태는 작가와 관
객들에게 또 다른 경험의 예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를 자양분 삼아
스스로를 더욱 심화된 작업으로 전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두의 이야
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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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벨벳 인큐베이터> 설치광경 (서울)
[그림 22] 생활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시리즈,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그림 23] <생활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시리즈 중 <대걸레의 경우> 판화 부분,
(상) 대걸레의 경우 : 비정상시, (하) 대걸레의 경우 : 위급시,
2010, 각 45×34cm, 종이에 에칭
[그림 24] <콩가루 프로젝트> 전시에 설치된 로고들
[그림 25] 뭉치면 죽는다,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그림 26] 네 입장은 싫어 (NOT IN YOUR SHOES),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그림 27] 위험은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음,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그림 28]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gallery

TELEVISION12> 설치장면 (서울)
[그림 29] <뭉치면 죽는다 : 티셔츠 행동단> 퍼포먼스 장면

참고그림
[참고그림 1] Louise Bourgeois, The Destruction of Father, 1974, 혼합재료,
237.8×362.3×248.7cm
[참고그림 2] Francis Bacon, Three Studies for a Crucifixion, March,
1962, 캔버스에 유채와 모래, 각 196×145cm
[참고그림 3] 로르샤흐검사 1번 도판과 <수신제가>에 쓰인 다마스크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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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ealing Trauma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autobiographical Narrations
- based on the work Family Series -

KIM SOO YUN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process how the individual's traumas
caused by one’s own family is recreated as artworks, based on analysis
of the works of Family Series that had been progressed between 2007
and 2010.
A family is generally pictured as warm, comfort, and cozy images,
but in reality its relationship is much more complicated than it looks.
Even though a family is a primary group based on common emotion with
blood ties, it is also recognized as the most basic unit of the society.
Therefore, ironically, they also are required to perform the public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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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because it is difficult to arbitrarily change the positions of family
members, when a conflict happens, an unconditional acceptance by the
emotional appeal is preceded by a logic analysis. Hence, conflicts inside
a family often need to be solved individually apart from the causes, and
it can leave emotional scar for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mily
members.

Family Series is based on the stories of my family. Basically, it has
begun to overcome the trauma based on my old paranoia after my
marrige, realizing that a family relationship is not absolutely fixed one,
but totally different relationship can be created by one’s own will.
Therefore,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the healing process, and the
material and the form of the artworks were followed after the content.

This process took about three steps in the artworks of Family

Series. The first one was facing the fear: it was to remove instinctive
fear caused by this trauma. For this, certain elements that cause me
fear was repeatedly and consciously appeared in the artworks, to
increase the panic threshold to became familiar with them. The second
one was expressing the emotion : after I getting used to the fear, it had
been proceed by drawing portraits and recreating the texts of my family.
The final step was the sublimation. After solving emotions such as
anger, sadness, and sympathy for my family in previous two steps, I
could objectify and started to caricature my family as a typical member
of Korean family. Also, exhibiting the works from the previous two
steps, the communication

and the emotional bond with audience hel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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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t easing my trauma, and that experience provided a definite
opportunity to create works inducing participation of audience.

For some, family should be a dream, hope, and consolation, for
others, it could be a nightmare, and still for others, it can be every
mixture of all these contradiction. But I believe there is no family
without a single problem since this complex and inescapable ironic
group is a basic point to start a relationship for all. The family trauma
had left me a big scar, but it has also given me a ground to be strong, to
stand and proceed on my own feet. Therefore I hope this study could
not only summarize my Family Series as a whole but also serve and
help people suffering from similar traumas.

This is my story, but I think it's still the story of all.

Keywords : family, familism, trauma, paranoia, healing, sublimation,
communicatio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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