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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숨어있는 사실들에 흥미를 느낀다. 현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을 만들
어낸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의식적으로 일상을 관찰하
고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의 발생연유와 진행과정을 유추하
고는 한다.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들은 그
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개인적 사유의 결
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를 알리고 싶게
만든다.
나의 작품들은 일관되지 않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소재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당시,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을 이용
하며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다. 살아오며 접해왔던 여러 예술적 표현
에 대한 흥미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고,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
상과 전방위적 시도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나와 직접 연결된 사건이 일어
나는 시간과 공간 즉, ‘주변’에 주목한다. 나에게 주변은 획일적인 기
준을 강요하고, 사람들의 정서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대중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실제 모습이다. 전공분야에서 목격하는 미술계
의 일부 사례 또한 이러한 모습에 해당한다. 이들을 소재로 이용해 후기
자본주의 체제 하의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나 나름의 비
판을 가하고자 한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소재를 이용해 작업한 작품들 중, <淑海主乙>에서는
한자 가훈 형식을 빌려와 스스로 세운 규칙을 지키려 애쓰는 나의 모습
을 희화화함으로써 같은 또래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불안감
을 표현하고자 했다.
<MONOLOGUE>는 가족구성원 중 형에 대한 감정을 영상으로 풀어냄
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불화와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기 위해 제작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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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의 작품 감상행위에 빗대어 현재의 미술작품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규정하는 대중과 미술제도의 괴리 상황을 드러낸 음향 설치 작
품 <오늘날의 미술>,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을 이용해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미술가에

대한

관념에

의구심을

표현한

<THE

DOCUMENTARY>, 미술작업이라는 행위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인식변
화와 사회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한 <작업조건>은
현재의 미술 현상에 대한 개인적 고찰과 이에 대한 나의 인상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주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대상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나의 입장을
드러내는 작업 방식은, 관련 자료의 충분한 축적을 이용해 나에게 의미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데
서 비롯된 것이다. 작품을 보는 이들은 내가 수집하고 가공한 대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의 묘사과정을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작품에서 발견되는 ‘풍자’는 현실 속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기
위해 웃음을 섞어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현방식이다.
수집과 풍자를 거친 조형적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내 작품의 주된 성격이다. 이를 통해 내가 느끼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개선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의식적 관찰, 비판적 입장, 주변, 경험의 의미화, 가족, 대중매
체, 미술, 수집을 통한 의미화, 풍자를 통한 비판
학번 : 2011 - 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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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
들로 구성된다. 현재의 ‘삶과 사건’은 과거를 토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형성하며 개인의 생각과 행동, 세상을 바꾸는 이념과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삶과 사건들이 엮이고 짜여
만들어지는데, 내가 아무생각 없이 지나쳐온 장소에서도 누군가는 치열
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중요한 사건의
단초가 생겨나곤 한다. 사건에는 상당 부분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기 마
련이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이념과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원인이자 결
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실세계를 이루는 현상들을 무
관심하게 바라보고,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
워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삶과 사건’ 자체의 영향력을 피상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 실상은 우리에게서 거리를 두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들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사람들은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주변의 사건·사고 소식에 무감각해지
고, 이러한 패턴이 점차 의식의 기저에 자리하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일들에 대한 지각과 반응은 점차 무디어진다.
반복되는 삶에 길들여져 현재에 대한 통찰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
히려 나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
여금 매일 다른 하루를 똑같은 일상으로 느끼게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
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 대한 의식화된 관점과 태도를 갖지 않게 만드
는가? 무표정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권태로운 일
상을 마주하면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 해답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나의 작품은 이렇게 무디어진 일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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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냄으로써 세상에 대한 한 개인의 시각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
롯된 것이다. 자기관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찰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필연적 한계로 인해 일상이라는 현실에
실재하는 것들 모두를 본 논문의 연구 주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
으며 가장 진솔하게 접근해 풀어낼 수 있는 대상을 작품의 소재와 내용
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대중매체, 그리고 본인의
전공분야인 미술에 관한 내용이 작업과정에서 찾아낸 주된 연구 대상이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
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형성되며 관찰 범위에 어떤 대상들이 포함되는지
를 Ⅱ장 ‘주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찰의 결과를 표현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다. 살펴볼 작품은 <淑海主乙>, <MONOLOGUE>,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 <작업조건>으로 영상, 설치, 텍스트 등 일관
되지 않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날마다 겪는 각기 다른 경험을 회고하고
스스로의 관심사를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자료를 이용해 표출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은 저마다 다른 형식을 띠게 된다. 나는 세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렇게 각기 다른 형식의 작품들이 모여서 결국 작가라는 존재 자체
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 부르기, 연기하기, 춤추기 등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식들을
작품을 통해 발전시켜 왔으며, 특정한 작업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보여주
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택해왔다.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영향을 끼쳤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작품이 취하는 형식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과 어떻게 맞닿아 있으
며, 개인적인 관심이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별개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나의 작품들을 하나의 커다란 맥락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이며, 다

- 2 -

양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전체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될 것이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작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나의 주된
작업 방식은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상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의 상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
버리기 위해 실행하는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행위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주했던 상황과 갖가지 경험,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머릿속에
새겨진 기억들을 모으는 것이 포함된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점을
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
가한 것을 표현해 낸다. 이러한 작업 방식을 ‘수집을 통한 경험들의 의
미화’와 ‘풍자를 이용한 대상의 비판’으로 범주를 나누어 서술할 것
이다.
본고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작된 다섯 개의 작품을 주로 설
명했으며, 보충을 위해 현대 미술작가들의 작품들을 추가로 다루었다.
논의 중 제시되는 작품들에는 학부 시절의 작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사회와 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석사 과정 중의 작품 대다수가 학
부 때부터의 호기심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당시의 경험이 지금의 작업
에 대한 관점 형성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관심영역 전반을 서술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작품의 내용
을 수록하게 되었다.
축적된 지식과 확장된 사유를 일정한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인상과 그로부터 전개된 사유를 현
재에 재탐색하고 가공하는 시도에는 필연적으로 당시의 기억에 대한 누
락과 변질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각
작품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다듬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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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변에 대한 관심

반복되는 삶을 주체적(主體的)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모르는 사이에 일상은 가장 깊숙
한 곳까지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인 박정자는 그의 글에서 일상성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그 완강한 지속성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인간의 삶처럼 일상성은
땅에 뿌리박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언급한다.1) 사람들은 무난한 날들을
살아가고 이내 익숙해지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익숙함에 안도감을
느낀다. 만약 여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막막함은 긴장과
두려움, 불안감으로 바뀌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오고자 할 것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일상의 상황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감지할
때가 있다. 평범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 밑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고 있으며, 그것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분주히 흘러가는 실재의 세
계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 1892-1982)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
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게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
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라는 더욱 폭넓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
부가 된다고 기술했다.2) 이러한 카의 견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살아
온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연장선상으로 사람마다 찾아내는 세상 속의 소재와 그것의 노출이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역시 일상의 지속성에 대해 거리를 두어 살펴보고, 현실에 대한 의
문이 생기면 그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내 생각의 옳고 그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충동은

1)

박정자, 「서울, 2005년 테크노 시대의 일상성」(2005),『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
울: 기파랑, 2005), p.9.

2)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역 (서울: 까치글방, 199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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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신문, 영화 등의 매체를 반복해서 보고, 기억 속에 남은 영상과 활
자 정보들을 이용하여 매체 안에 담겨진 의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상상하
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유년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에도 나는 이
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상상의 결과가 추론된 과정
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새로운 서사를 구성한다. 사건의 겉모
습만 보는 것이 아닌 나만의 입장과 태도로 관찰하고, 원인을 추리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
고 생각되는 표현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살아오면서 겪어온 육체적, 정
신적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질
러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하던 어린 시절부터의 해결 방식에서 기인한 것
이다. 청소년기에는 노래와 율동을 만들어 표현하거나, 연극을 위한 대
본을 쓰면서 그 방식이 구체화되었다. 몇몇 대본을 토대로 지인들과 연
극으로 공연하여 관객에게서 웃음과 공감을 얻으면, 비교할 수 없는 성
취감을 느꼈다.
주변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상상하여, 사람들
과 상상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현재의 작품 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미술사가인 칼스텐 헤리스(Karsten Harries,
1937-)는 그의 저서에서 세상을 알기 위한 인간의 시도는, 이전까지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 보잘 것 없이 느껴지던 세계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는 반성적 태도를 갖게 한다고 서술한
다.3) 지나온 시간과 장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이
전까지 나의 태도는 모든 것들을 분석해보려 하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
하게 된다. 세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그것의 원인이 된 사건의 시작
점을 알고 싶어 하는 성격이 세상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과 연결되는 것
이다. 분석의 과정 중,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가치에 견주어 모순된 상
황을 목격했을 때, 나는 그것이 만들어낸 원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결과
에 대해 고찰한다. 이 과정은 결과가 긍정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
고 여겨졌을 때, 직접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단순
한 사적 경험에서 평소 인간관계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사회에서 일어
3)

Karsten Harries, The Meaing of Modern Art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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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상으로 확대된다. 확대는 미술 대학에 들어와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며 지금까지 겪어 왔던 경험들이 대다수의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고, 20여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주요 사건들이 TV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
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을 해결하
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책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눈앞의 문제들을 시각화 하는 것이 미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
로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질
서와 관념에 벗어나 펼쳐 놓았던 상상의 나래를 그림, 연극과 같은 예술
장르(genre)로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커다란 희열
을 느꼈고 내가 시도했던 어떤 방식보다도 효과적인 의도전달의 가능성
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가 누구나 받아들이는 절
대 불변할 보편적 진리를 담아 낼 수는 없다. 많은 경험들은 한 개인의
삶에 특수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경험이 만들어낸 의견은 주관적이고 부
분적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인간은 자기 안
에 전체 인간의 조건을 담고 있다”는 몽테뉴(Montaigne, Michel
Eyquem de, 1533-1592)의 말처럼, 개인적인 특성들이 일반적인 현
상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본인의 삶과 사회를 관찰
하고, 이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일종의 보편
성을 갖게 된다고 여겼다. 나에게 그것은 자신의 삶과 연관 없는 현상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거나 시각매체의 조형적 관심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
요하다.
나는 작업을 위한 소재를 택하는 부류나 범위를 내가 삶에서 겪은 경험
과 여기서 얻어진 기억으로 정해 놓으면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공감
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확신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그것을 함께 겪은 주변 사람의 것이자 여러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망을 통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 나는 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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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정에 이러한 확장된 체험과 심상에 자신이 공감했던 부분들을 추려
내고, 그 추려진 심상에 또다시 나만의 기억을 덧붙여 보여주는 단계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감상은 이와는 반대로 작가가 제시한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창작자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보게 되고 여기서 감상자 자신과
공통된 부분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한 감정이입이 공감의 단
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 아래 찾아낸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들의 발굴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이야기, 나의 삶이 진행되
고 있는 ‘사회’와 ‘미술’안에서 이루어졌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 ‘온갖 형태의 인간
의 집단적 생활’을 의미하는 ‘사회’를 소재의 출처로 둔다는 것은 다
소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삶이 사회 속에
서 이루어지고, 소재 또한 그것을 이루는 구성물에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사회’라는 개념은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는 모든 현상 중에 1980년대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나
와 연결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즉, 확장된 의미에서의 나의
‘주변’을 의미한다. 나의 삶을 관찰하고 거기서 포착해낸, 사람들 간
의 관계를 맺고, 고정된 관념이 생성되는 배경을 ‘주변’이라고 가리켜
부르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결핍된 채 목표 달성만을 중
시하는 현대인이 속해 있고, 소유한 재화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
를 평가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과 삶의 양식을 전달하는 대중매체가 일
상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는 현실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나는 애써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겨 중
요한 사회 현상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사회 전반의
문제가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주로 살아가며 만나고
부딪히는 나의 소소한 일상들로부터 야기되는, 혹은 파악할 수 있는 사
안들에 반응한다. 즉, 거대 담론으로서의 사회를 다루기보다는 나 자신
의 주변에서 자주 접하여 친숙한 많은 사건과 현상들 중 유독 나의 관심
을 끄는 대상으로 작업하는 편이다. 그러한 작업성향이 주변의 신변잡기
(身邊雜記) 자체만을 소재로 삼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관찰을 통해 표
면에 드러난 모습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찾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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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곧 ‘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사회현상, 사회문제의 단편을 소재로 삼고 있는 동시에 ‘주변’에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라는 범주에서 ‘주변’으로
소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는 사회문제의 성격
을 세밀하게 규정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재를 찾아내는 배경을 ‘주변’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발견
하는 여러 현상들 중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주관
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내가 연관되어 있는 영역에서 찾아낸 소
재의 성격은 자전적인 것에서 시사적인 것으로 옮겨진다. 이는 일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면모들을 관찰하는 과정이 개인적인 고백에서 주변 상
황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분석에서 사회에 대한 시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은 본인과 가족, 대중매체를 거치면서 이
루어지는데, 미술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도 이러한 확장의 연장선상
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원 과정까지의 기간 동안 공부하며 알게
된 미술의 개념, 제도에 대한 의문점이 작품의 소재가 됨을 의미한다.
나는 헤게모니(hegemony)의 편중으로 인한 국가이기주의 및 문화의 획
일화,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 동시대 미술이 비판적으로 기
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작은 위안을 얻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시각적 흥미의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된 줄 알았던 많은 수의 작
품들이 당시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대변하는 상징물
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품이 피상적인 즐거움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작가의 고민과 입장을 감각적 매체에 담아서 대중에게 드러
내어 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의 감상과정
이 매체의 시각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표현 동기와 그것이 단계
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진행 상황을 더듬어 감으로써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한 작품 감상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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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그러한 견해를 갖고 바라본 현실에서 접한 대한민국 미술계의 상황은
나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관람하며 접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분석과 TV에서 접하게 되는 미술 관련 프로그램
에서는 작가의 입장이 담겨 있는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조
명하기보다는 시각적 표현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해석만이 주를 이루었
다. 이를 보며, 미술제도에서 나온 분석내용이 미술작품을 현실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의 결과물이기보다는, 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대
상으로 한정시켜 대중에게 전달한다고 느껴졌다. 나는 이러한 미술이론
의 연구와 그것의 결과인 시각적인 외형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가 현
재의 몇몇 미술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물로 만들고 그것을 접하는 대
중에게 미술을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행위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미술에 대한 편중된 평가가 미술가와 미술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지
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터넷 상에서 보게 된 미술 전시에 대한 대중의
감상평을 보며, 사람들이 미술가는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이성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을 갖고 있는 특수 계층으
로 본다고 여긴 것이다. 물론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이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미
술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내가 관심 있
어 하는 것은 미술가를 현실 세계와 격리되어 천부적인 재능에 의해 작
업하는 인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미술품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나는 현대사회에서 가치가 인정된 대상을 소유하는 행위는 그 대상을
선택한 안목과 경제력을 인정받고 사회적인 위치를 공고히 해주는 역할
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동떨어져 작업하는 작가의 작품이 미술
계에서의 난해한 검증을 통해 그 의미를 인정받고 가격이 정해지면 극소
수의 부유층에 의해 구매되는 사실이 경제력에 의한 계층 간의 차별 현
상을 드러내는 예가 된다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미술과 미술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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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람들이 가지는 괴리감과 그로부터 나온 일부 현상들이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
리고

현재의 미술제도와 현상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 의견을 작품의 일

환으로 소개해 보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본주의 안에서 사
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상징으로 작용하는 미술의 특정 사례를 이용하
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비단 미술 담론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독단적인 주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나의 작품에서 드
러나는 미술제도에 대한 입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에서 출발하며 현
상에 대한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자료 검토와 관계인물의 증언 수집이
개인적인 차원에 그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담론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미술의 존재 자체가 주요한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는 나의 생활, 나아가 삶에 대한 재점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인적인 삶
에 다시 투영하고, 이전까지 지나쳐 오던 환경에 대한 자기비판과 반성
의식을 가지고자 했다. 그 경험은 작품으로 표현되는데, 경험이 확장됨
으로써 작가가 포착해 나가는 소재와 거기서 생겨난 동기의 범위를 넓히
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1. 개인적 경험의 인식과 확장

앞에서 언급했듯, 주변을 관찰하고 거기서 형성된 견해를 작품으로 발
전시키는 과정은, 삶의 경험들을 작품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여러 현대 미술 작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흥미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작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사회와 문화 안에서의 수많
은 의미들과 논쟁적 요소들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작가들의 작

품은 이념간의 대립, 타자에 대한 시선, 계층 간의 갈등 등 현실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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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을 반영한다. 나 또한,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습성과 주변 인물
들에 대한 감정,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작가의 심정을 토로하거
나 주관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성격의 작품을 제작해보
고자 한 것이다.

1) 淑海主乙

<그림1>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40cmx100cm

개인적인 경험을 이용하여 작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소재로 택한
대상은 나 자신이다. 작품<淑海主乙>(그림1)은 다소 유머러스한 접근방
식으로 작업동기를 풀어낸 설치 작품이다. 나는 평소 갖고 다니는 수첩
에 써놓은 계획이나 자주 떠올리는 다짐들을 골라 임의로 선택한 한자들
로 변환하여 문장으로 엮어내고 그것을 읽는 소리가 한글 문장이 되도록
재조합하였다. 20개의 문장을 붓글씨로 써서 표구를 한 다음 그 원본이
되는 수첩과 함께 제시했다.
어린 시절 저조한 학업 성취도와 육중한 체구로 인해 자신에 대한 모멸
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나는, 당시의 트라우마(trauma)가 현재 삶의 커
다란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불안

- 11 -

감이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반드시 실천하고자하는 현재의 태도와 연결
되고, 자기관리와 미래설계에 대해 집착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착은 심리적인 요인, 더 나아가 식욕,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부분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절제 욕구로 확산된다.
나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 날을 살아
가는 젊은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후라고 생각했다. 급격한
산업성장을 이루고 있던 198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고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교육적 혜택을 누려왔다. 여기에 후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성장한 우리세대는 삶의 기준이 철저히 경제관념에 맞추어
진 사회에 순응하는데 익숙하다. 주체적인 자아성찰과 내적 성숙의 과정
은 생략된 채, 재정적 상태나 외모, 물질 등의 외적인 기준에 맞추어진
사회적 지위로 개개인의 가치가 판가름되는 세상에 길들여져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양질의
환경 속에서 높은 이상과 외적 가치를 쫓던 청년들에게 고용불안과 빈부
격차를 선사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사회여건이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조
성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또한 불안감은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 자격, 타인에 비해 빈곤한 삶, 주변인들의 시선
에 대한 공포로 변질되어 젊은이들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
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나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위해 본인만
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세대의 모습을 패배에 대한 두려
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개인의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다짐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작가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심리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거기서 발견한
특징을 소재로 선정하는 나의 작업 과정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본
인의 사고를 돌아본다는 것은 한 인물이 관찰의 주체가 되어 동일 인물
을 객체로 두고 연구함을 의미하는데, 관찰을 거쳐 얻어진 정보는 당사
자가 느끼는 외부 자극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고 객관적인 판단
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는 사물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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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판단하는 마음이나 정신적 부분을 제외하고, ‘외적인 대상’ 다시
말해, 행동 유형과 신체 겉모습, 평소의 습성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
다. 여기에는 갖고 다니는 소지품, 음식, 신체적 특징, 표정, 몸짓 등 나
를 이루는 모든 물리적 존재가 포함된다. 이 과정은 관찰대상인 내 자신
에게 오히려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던 요소를 찾
을 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회는 나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여겼던 부
분-신체적 특징, 표정, 몸짓-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속성을 띄고 있
음을 깨닫는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4) 음식이나 옷이 개인의 특성을 드
러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2010년 당시의 관
찰 기간은 나의 독특한 성질을 찾아내기에는 부족한 환경이었다. 정해진
일과로 인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취향을 찾기 쉽지 않았
던 것이다. 10여 일의 관찰기간 동안 나만의 특징을 대표하는 외적인
현상은 처음 시점의 많은 후보들 중에 하나의 사물로 좁혀졌는데, 그것
은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간단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작은 공책,

‘수첩’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첩에 해야 될 일을 적어 놓는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한 업무나 나태한 생활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
의 내용들을 수첩에 적어 놓는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점은 ‘영어로 한
시간 이상 말하자’ ‘하루도 거르지 말고 운동하자’와 같이 다른 이들
의 수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글귀뿐만이 아닌, 나의 수첩에서만 발견
되는 사적인 내용의 문장들이다. 논문 내용으로 서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구이지만, ‘클럽 가지 마 새끼야’ ‘자위행위 하지 마’ ‘이
자식만은 이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 생각 하지 마’ ‘웃어 주지말
자’ 등의 필요 이상의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나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힘든 이러한 개인적인 문장들이 나의
심리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운동하고, 영어공부하고, 전공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러한 욕구가 성공에 대한 갈망
4)

즉, 스스로 생각하던 외형적인 특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
고, 그 기준이 바뀌면 특성 또한 평범한 성질이 되기에 관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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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화시키기에 억제한다’라는 삶의 불안감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작품<淑海主乙>은 금언이나 명언, 시 등을 담는 전통적인 액자의 형태
로 완성되었다. 작가의 생각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상세히 글로 서
술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의 형식을 빌
려와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했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
들이 알고 있는 문자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첩 속 문장이라는 소재
를 완전히 다른 감각적 매체로 보여주는 것보다 나의 특성이 다른 사람
들도 갖고 있음을 알리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나
는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있고 표현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대상물을 찾
았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 가정 내에서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이며 한 집안의 전통적 도덕관을 의미’ 하
는 가훈(家訓)5)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내가 느낀 가훈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훈에 대한 고정관념 중 첫 번째는,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덕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지침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무게감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게 된 생활의 지혜
와 삶의 철학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에서 생겨난다. 두 번째로, 한자
로 이루어진 몇몇 가훈을 접했을 때 느끼는 경건한 마음가짐이다. 역사
상,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대한민국의 지엽적 특수성으로 인
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많은 한자어(漢字語)가 쓰인다. 그럼에
도 요새의 젊은 사람들은 한문 교육이 의무였던 이전 세대에 비해 한자
와 친숙하지 못하고 지식인만이 유창하게 한자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갖
고 있다. 나는 한자로 된 가훈에서 느낀 심리적인 무게감을 통해 행동과
정신을 바로잡고, 한자를 어려운 글로서 경원(敬遠)하게 받아들이는 사
람들의 모습이 수첩 속 문장에서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는 나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즉, 수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과 비슷한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나는 수첩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20개의 문장 속 글자들을 읽을 때
말소리 각각의 음절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5)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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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변환하고, 변환된 한자어를 동양화 전공의 지인에게 한지 위에 붓
글씨로 기록하도록 요청했다. 거기에는 순 우리말과 외래어가 포함된다.
1. 有山小雲同下氣 (유산소운동하기) - 유산소 운동하기.
2. 背殺業塞氣 (배살업새기) - 뱃살 없애기.
3. 雨西主地末自 (우서주지말자) - 웃어주지 말자.
4. 術馬市地馬羅 (술마시지마라) - 술 마시지 마라.
5. 屈業可地馬色喜夜 (굴업가지마색희야) - 클럽 가지마. 새끼야.
6. 億開雲同下氣 (억개운동하기) - 어깨 운동하기.
7. 開生角下地馬 (개생각하지마) - 그 애 생각하지 마.
8. 女子親口大麗多主氣 (여자친구데려다주기) - 여자 친구 데려다 주기.
9. 八雲同下氣 (팔운동하기) - 팔 운동하기.
10. 展示保高多女羅 (전시회보고다녀라) - 전시회 보고 다녀라.
11. 母太乙家地安氣 (모테을가지안기) - 모텔 가지 않기.
12. 論文一巨保氣 (논문일거보기) - 논문 읽어 보기.
13. 八家水音億開 (팔가수음억개) - 팔, 가슴, 어깨.
14. 英語路韓時間李上末下自 (영어로한시간이상말하자) - 영어로 한 시
간 이상 말하자.
15. 土後乙多時保氣 (토후을다시보기) - 'TOFEL‘ 시험 다시 보기.
16. 李自食萬恩二氣子 (이자식만은이기자) - 이 자식만은 이기자.
17. 九來馬人有主工不下氣 (구래마인유주공부하기) - ‘Grammar in
Use' 공부하기.
18. 多斡多斡二治地馬 (다알다일이치지마) - 딸딸이 치지 마.
19. 家水音雲同下氣 (가수음운동하기) - 가슴 운동하기.
20. 下體雲同下氣 (하체운동하기 ) - 하체 운동하기.
- <淑海主乙>의 표구 내용 -

다음 단계로, 한지 위에 쓰인 한자 문장들을 세로 40센티미터, 가로 1
미터의 나무 액자로 제작했다. 하루 24시간, 수칙을 매일같이 지켜야 된
다는 강박관념을 조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시 공간의 높이와 길이
를 재고 20개의 완성된 표구액자를 빈틈없이 배치했다. 그리고 간격 유
지와 못을 박기 위한 공간을 제외한 채, 벽면에 밀착시켜 부착했다.(그
림2, 3)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액자 속 문장들이 결국, 평상시에 갖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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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수첩에서 나온 것이고 넓은 면적에 빼곡히 차지하고 있는 한자 표
구액자들과 심리적 등가물(等價物)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실제 수첩
을 좌대 위에 올려놓고 그 좌대를 액자가 설치된 벽면 맞은편에 설치했
다.(그림4, 5)
작품제목은 <淑海主乙(숙해주을)>이라고 명명했다. 흔히 사람들이 다른
이와의 대화 도중, 자신의 하루 일과를 ‘계획’이나 ‘일정’이라는 단
어 대신, ‘스케줄(schedu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동시에, 작품에서 드러난 한문 차용(借用)의 성격을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수칙 문장을 이루는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제
목 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淑海主乙>에 대한 해석이 진행될수록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
겨졌던 한문에 대한 부담감은 단순히 조악한 한자의 조합임을 깨닫는 순
간 허탈감으로 변한다. 이것은 한자에 대한 감상자의 고정된 인식이 무
너지면서 작가가 느꼈던 심리상태의 흔적을 따라가는 과정이 <淑海主
乙>감상의 핵심적인 측면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淑海主乙>을 단순한 말장난으로 여길 수 있다. 작업 동기와
주제에 비해, 그 표현 방법은 단순하고, 감상의 여운 또한 웃음으로써
짧게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개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
는 불안감의 표상들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이 갖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을 얘기한다’는 작업 제재의 무거움을 진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오
히려 감상자에게 인생에 대한 고민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생각했다. 매일
같이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치열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품 감상을 통한 사유의 재고를 원하는 이들에
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淑海主乙>은 이러한
태도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물이다. 일상 속에 지나치기 쉬운 상념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희화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그러한 상념을 의미 있는
요소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진 방식이다. 웃음을 통해 감상자들은 농담으
로 받아들이던 문장들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된다. 이는 그 문장들
이 작가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고민들의 증후로서 붉어져 나온 것임을 깨
닫게 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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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이 웃음을 통해, 감상자들이 외적 기준
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와 거기에 스스로를 맞추는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이 삶의 의미와 태도는 무엇
인지를 생각하는 감상의 단계로 진행되기를 의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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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좌)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3>(우)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4>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
민국) 전시장면
<그림5>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
민국)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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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OLOGUE

2010년에 제작된 작품<MONOLOGUE>(그림6)는 나와 혈연으로 이루
어진 집단인 ‘가족’에서 출발한다.
내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 중 하나를 작업 소재로 선택하여 세태에 대
한 공감을 얻어내고자 한 <淑海主乙>과 비교하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개인성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거기서 생겨난 감정, 현
재의 관계 상태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에서의 특
이성을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양식의 형성과정이
라고 생각했다. 즉 나의 가족을 소재로 활용하여 작업하는 경험이 앞으
로 전개하고자 하는 시사(時事)적인 작품의 소재 발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노동력을
요하는 농경체제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이전까지 담당하고 있던 정서적 안정과 인격 형
성의 기능을 다른 사회집단에 내어주며 축소된다. 이전까지 중시되던 가
족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구성원간의 소
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가정불화,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예를 볼 수 있
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비추어 나는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감정을 표현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개인 간의 마찰과 정서적 기능 상실의 실례를
드러내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전개는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심적 갈등을 작품을 통해 해
결해보고자 하는 욕구와도 연관되는데 이는 작업행위를 통한 감정 해소
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학자 페니베이커(Pennebaker, James
W, 1950-)가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그림이나 노래를 통해 고백하는 경험은 정서의 정화와 감정적인 배출이
될 수 있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중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서술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6) 그의 설명 중, ‘그림이나 노래’와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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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예로, 드로잉, 연기, 회화 등의 ‘예술적 표
현’과 ‘지금의 가족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
한 생각은 어색해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생겨난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램 등을 작업동기로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이어졌다.
객관적 관찰의 탐색 과정은, <淑海主乙>에서 드러난 불안함이 어떤 과
거 경험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나의 기억을 관찰하면서 시작되
었다. 관찰은 어린 시절의 실패, 실패의 원인이 된 실수, 실수를 두려워
하게 된 원인,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언어, 물리적 폭력을 가한 인물 순
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삶에 가장 큰 정신적 장애를 주는
심리적 요인은 하나의 존재로 수령되었는데, 그것은 8살 연상의 ‘형
(兄)’이다.
작품<MONOLOGUE>는 나의 형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회피하지 않
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상 속 카메라가 촬영하는
인물은 책상 앞에 앉아 취조를 진행하며 취조당하는 인물은 카메라 렌즈
너머, 화면을 바라보는 감상자가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취조자가 관
객을 ‘너’라고 부를 때, 관객은 그가 가리킨 인물과 같은 위치에 놓이
게 되고 인물이 동생에게 행했던 13개의 행적을 듣게 된다.

6)

페니베이커, 『털어놓기와 건강』, 김종한, 박광배 역 (서울: 학지사, 199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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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MONOLOGUE,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3초

나의 형은 유년시절부터 필요 이상의 간섭과 폭언, 폭력을 행해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경험과 관련 기억들은 나의 심리적 위축의 주요원인이자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의 측면이며, 생각과 행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런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욕설과 폭력 같은 극단적인 방식
을 통해 이전부터 받아왔던 감정적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은 작업행위와는 구별되는 실제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나는 실현시킬 수 없는 보복행위를 가상으로 재현하는 방식을 택
했다. 실제 형이 아닌, 폭행을 당해오며 마음속에서 형성된 형에 대한
분노에 ‘앙갚음’을 시도하는 것이다. ‘앙갚음’을 한다는 것은 형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내가 반대의 입장에서 공
격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불쾌한 기억을 노출하는 과정을 사람들에
게 보여줌으로써 개인이 겪었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전달되
고 위로받길 원하는 ‘감정 토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 공
격 행위를 단번에 수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작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동참하게 될 사람들(감상자)이 기억의 내용을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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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는 간접 경험을 통해 작가가 갖고 있는 분노에 감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의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처음
형에게 구타당한 5살 때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경험들을 기억해내고 그
내용들을 수집하여 자세히 기록했다.
내용의 표현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가해자(加害者)의 위치에 있는 작가
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기억과
감정을 공격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정화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는 감상자에게 단순히 한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격의 당위
성’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나는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설정
이 과거와 현재의 억압된 심리 상태를 해결하고자하는 한 사람의 고민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다. 작가의 무례한 태도가 그
가 지목한 인물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면 감
상과정에서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이 작가의 태도에 대한 공감으
로 변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사건의 정
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죄인의 악행을 낱낱이 언급함으로써 범행 여
부를 밝혀내는 대화 방식이 기록한 기억의 내용을 알리고 감정을 표현하
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범죄 사실을 진술 받기 위해 물음
에 강제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취조(取調)’형식을 이용해보기로 하고
가상의 취조 상황을 조성하였다.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는 기록된 기억을 취조문형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참고하여 실제와 같은 분위기로 연출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나는
수집된 과거 사건의 내용을 연원일시의 기준에 맞추어 문장으로 정리하
고 취조를 진행하는 사람의 강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어조로 문
장들을 다듬어 대본을 작성했다. 완성된 대본을 실체화시키고 그것을 기
록하는 과정은 내가 직접 취조자의 역할이 되어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
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역할에 대한 연기를 전문배우가 아닌 본인 스스로 행하는 것은 대본의
실제내용을 직접 경험했던 작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인물에 대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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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정이입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숙련된
연기자의 전문적인 연기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삶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역할로서 기억에 대한 감정의
해석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약할 수 있고 훈련된 방법론으로 대본
속 인물의 감정표현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작가가 직접
연기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Ⅱ장에서 언급했듯, 적
응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에 대한 곤란한 감정을 다양한 방법
으로 표출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하는
나의 습성이었다. 취조인을 연기하는 경험 역시,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기억에 대한 공포를 감정적으로 격앙된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극복하고
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영화와 TV드라마 시청을 통한 서사 이해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영상이 작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기하는
내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화면은 고정된 카메라가 취조자를 촬영하지만
역광 처리된 화면으로 인해 인물의 생김새와 신분을 알 수 없도록 연출
했다. 영화의 취조 장면을 참고한 영상의 장면 구성은 누군지 알 수 없
는 존재인 취조자의 절대적인 권위와 이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
함이다.
영상은 장면의 전환이 없는 롱테이크(long take)7) 방식으로 촬영되었
다. 이는 감상자에게 영상 속 공간에 취조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 구도로 취조자의 연기를 보여주면 여러 각도의 화
면보다 감상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떠한 편집 방식
없이 연기를 촬영했다. 나는 총 13개의 사건을 취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러한 9분 3초의 영상작품의 제목을 <MONOLOGUE>로 지었다. 모놀
로그(monologue)는 ‘혼자 중얼거림’, ‘연극무대에서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대사’를 의미한다. 이 단어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영상 속 인물이 취조를 진행하지만 그 과정은 카메라 앞에서 혼자 연기
하는 내 모습이고, 이는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을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떨쳐버리기 위한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하나의 쇼트(shot)를 길게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쇼트는 10초 내외인
데 비해 1~2분 이상의 쇼트가 편집 없이 진행되는 것을 롱 테이크(long take)라고 한다.

- 23 -

익명의 존재가 강압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개인사를 듣는 경험은 그 내
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감상자에게 놀라움 혹은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한
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는(Sigmund Freud, 1856-1939)는 예술
가가 특별한 재능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새로운 종류의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 생활에 대한 귀중한 반영으로 여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언급한다.8) <MONOLOGUE>에서 묘사되는 현실은
기억 속에 있는 실제 사건이다. 살아오며 겪은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 여겨지는 가족 중 한 인물에 의해 생겨난 것이
고 현재에도 그 인물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엄연한
삶의 단면임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MONOLOGUE>는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속마음을 노출시켜
실제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인간관계 속의
실체를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가족이
나 대중문화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상처를 사진과 영상으로 드러
내는 영국 작가 질리언 웨어링(Gillian Wearing, 1963-)의 작품 속 그
것과 비교할 수 있다.
1994년에 진행된 영상작품 <영상에 모두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
요.

당신은

Confess

all

분장할

것입니다.

on video.

궁금하세요?

Don't

worry,

질리언에게

you

will

문의하세요.

be disguised.

Intrigued? Call Gillian.>(참고그림1)에서 작가는 작품의 제목과 같은
문구로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집했다. 웨어링은 가발과 가면으로
모집된 사람들의 신분을 감춘 뒤, 비디오카메라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범죄와 악행에 대해 고백하도록 지시했다.
조지부시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유명인사와 만화 캐릭터를 따라 만든 가
면 또는 투명 테이프로 자신의 정체를 가린 인물들의 독백은 본인의 배
우자, 친구, 상사에 대한 불평과 마약, 매춘, 성욕 등 자신을 둘러싼 다
양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접하는 감상자는 가면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인물과 그가 뱉어내는 이야기에 거북함을 느낀다.
미국의 미술사가 러셀 페르그손(Russell Fergson, 1963-)은 웨어링
8)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적 기능의 두 원칙」(1911), 할 포스터,「모더니즘과 정신분석학」,
『1900년 이후의 미술사』, 김홍기 역 (서울: 세미콜론, 2007), p.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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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1> 질리언 웨어링,
<영상에 모두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장할 것입니다. 궁금하세
요? 질리언에게 문의하세요.>, 1994년, Single Channel Video, 30분

의 작품에서 받게 되는 불편한 감정은 가면으로 신분을 보장 받게 된 개
인이 드러내는 적나라한 본성 노출의 현장에 시청자(또는 청취자)들이
목격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9) 웨어링의 작품을 마주하는 사람
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사소하면서도 불쾌한 범죄 자백과 세
상에 대한 불만, 주변인물에 대한 험담을 들으며 인간의 본래 마음을 엿
보게 되고 자신이 평소에는 숨기거나 피하고 싶어 하는 사실들에 직면하
게 된다.
대사의 내용은 선정적인 단어들과 문구,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하와 욕
설, 잔인한 복수에 대한 상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그 내용
들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상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은 범죄자나
정신병자 같은 특수 집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
한 사람들이다. 감상자들은 자신의 가족, 혹은 친구일지 모르는 인물들

9)

Russell Ferguson, "Gillian Wearing", Show Your Emotion, (London: PHAIDON, 1999),
p.37.

- 25 -

이 말하는 사건과 감정들이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허구가 아닌 실체임
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사건과 감정이 상존하는 개인 간의 관계, 나아가
그 관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정서적
피폐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웨어링의 작품이 인간 군상들을 내세워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부도덕한
상황을 보여준다면 <MONOLOGUE>는 한 개인의 기억을 상세하게 진술함으
로써 기억을 각인시킨 ‘가족’이라는 존재에 초점이 맞춰지게끔 한다. 한글
을 못 읽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유아기 시절의 폭행에서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폭력의 서사는 가상의 서술자 역할을 맡은 작가에 의해 발화(發話)되
는데 이는 유년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
해 감상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나는 심각성을 느낀 감
상자들이 그 내용이 ‘형제’라는 관계로 묶여진 두 인물 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행적들이 ‘가족’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
게끔 유도했다. 다시 말해 13개의 상황들로 구성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
혈육이라는 관계 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작품
<MONOLOGUE>가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가족 간의 불화’라는 사회
적 문제의 구체적인 정황임을 전달하고자한 것이다.

2. 미술에 대한 고찰과 표현

‘미술에 대한 고찰과 표현’은 그동안 접해 온 우리나라의 미술계 현
황을 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에 대한 감상과 견해를 작품으로 드러내
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장에서 살펴 본 작품들의 경우, 내가 갖고 있던 특성과 직접 체험
했던 가족의 상황을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과 연관 지음으로써
작업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이 장에서 소개할 사례들은
미술제도와 관련된 현상 중 내가 목격한 부분과 그에 대한 인상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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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고 작업한 작품과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전까지 나의 작업
제작 방식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다. 이 사례들
은 1960년대 서구의 개념미술, 구체적으로는 미술제도 비판 작품의 발
생 배경이 최근 우리나라의 그것과 적지 않은 유사성을 띄고 있다는 생
각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 후반, 서구사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체제
속에서의 극심한 세대갈등, 반문화, 반전 운동, 흑인 인권 운동, 신좌파
(new left)등의 문화적 진보주의가 휩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소비자본주의와 소련의 교조적인 관료주의는 주된 비판을 받게
된다. 즉 이전까지 대두되었던 계급구조 안에서의 권력의 획득보다도 권
력의 존재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여기에 1910년대
마르쉘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ready

made)로 그 존재가 드러난 미술제도는 기존 사회 제도를 억압기제로
보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1917년, 뉴
욕에서 열린 독립 전시회에서 뒤샹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용 변기에 ‘R.
MUTT 1917'이라는 서명만을 기입하여 작품으로 출품하였고, 소변기를
미술작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내에서의 격렬한 논쟁은 결국 작
품에 대한 전시 불가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작가는 확장된 미술의 범주
에서 미술작품을 독창적인 창조물이라고 여기던 전통적인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미술가와 미술작품을 결정하는
미술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했다. 반면에 1960년대의 제도비판미술가
들은 미술관으로 대변되는 미술제도의 ‘권력’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한다.
제도비판미술가들은 이전까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서
양 미술과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미술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 구조
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프랑스의 미술가 다니엘 뷔렝
(Daniel

Buren,

1938-)은

「미술관의

기능

Museum"」(1973)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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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ction

of

1) 미술관은 미술가의 작업에 ‘예술품’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예술품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미적 향유’로 단일화시킨다.
2) 미술관은 작품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작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데 기여한다.
3) 미술관은 예술을 신비스럽게 포장함으로써 예술의 정치, 경제적 토대
를 은폐한다.10)
일상에서 벗어난 제의의 공간인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볼 때, 작
품은 초월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져 왔고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술관
은 ‘미적인 성소’의 성격을 띠어 왔다. 즉 경건한 정숙함을 요구하면
서 물신주의를 배태해온 것이다. 이것은 제도비판미술가들이 격렬한 비
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헨리 플린트(Henry Flynt, 1940-)의
1963년 반(反)미술관 캠페인처럼 미술제도에 대한 분명한 탄핵이 있었
는가 하면,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1945-)와 프레드 윌슨(Fred
Wilson, 1954-)의 작품처럼 미술관 관행을 파괴시키려 한 경우도 있었
다.11)(참고그림2, 3, 4)

10)

11)

Danil Buren, "Funtion of the Museum"(1973), Theories of Contemporary Art(2nd
edition), ed. by Richard Hertz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93), p.219.
토니 고드프리, 『개념미술』, 전혜숙 역 (파주: 한길아트, 200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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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2>(좌) 잭 스미스와 핸리 플린트, 뉴욕 현대미술관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1963년
<참고그림3>(우상) 프레드 윌슨, <미술관 발굴>, 1992년, 볼티모어, 매릴랜드
역사박물관 설치장면
<참고그림4>(우하) 조셉 코수스,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것들의 놀이>, 1990
년,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설치장면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작품에서 비롯되는 작가의 아우
라(aura),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의 문맥에 대한 해체 등, 후에 제도비판
미술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미술제도 안에서의 구조적 모순의 내용
에 따라 다양한 맥락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제도비판미술의 연구 과정에
서 나는 미술을 전공하거나 연구 분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미술에 대
해 갖고 있는 현재의 관념과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 양상이 당시의 서구
사회에 드러난 경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제도비판미술가들의 공격
대상 중 하나였던 회화의 물질적 가치와 순수성에 대한 찬양, 작가에 대
한 신화화 등으로 설명되는 미술에 대한 고매한 인상이 내가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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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일상
에서 마주하는 미술과 대중 간의 괴리 상황, 미술을 전공하는 이유만으
로 경이로운 존재로 나를 바라보던 지인들의 시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TV속 드라마, 광고를 보면 느끼는 상품의 범람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열된 소비문화를 주관적인 연구의 결과로 나의 작업 맥
락에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비록 그 성과가 개인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해도 작품 전반에 대한 더 넓은 주제의 탐색과 표현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작품들이 미술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작가로서의 태도를 확립하고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는 과정
에서 나오게 된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의 변증
법적인 발전이 앞으로의 작품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 오늘날의 미술

2011년에 제작된 작품 <오늘날의 미술>(그림7)은 현재의 미술작품을
본 사람들의 실제 감상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전시 공간에서 음향 해설
로 들려줌으로써 내가 느낀 미술과 대중간의 괴리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
을 띠고 있다.
미술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주변 인물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은 ‘어
떤 그림을 그리는가?’, ‘요새 그림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
는 무엇인가?’ ‘그 작가의 그림이 그토록 값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이었다. 또한 내가 만난 대부분의 미술 비전공자들은 현대 미술의 기호
와 색채를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철학적 상징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
각했다. 더불어 미술계는 미술작품의 조형적 유의미성을 기준으로 그 가
격을 결정하는 평가와 유통의 구조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미술작품을 어렵게 보고 미술계를 익숙하지 않은 대상들이 존재하는 영
역으로만 여기는 비전공자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는데, 이는 ‘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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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알 수 없
는 존재로만 여기는가’라는 평소 의문과도 상통했다.

<그림7>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
(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인터넷, TV, 유명 갤러리 등 여러 매체와 공간에서 현대 미술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접하게 된다. 작품들은 소외된 개개인을 상징, 대중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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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 생명경시풍조 경고,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작품
분석으로 설명되고는 한다. 또한 ‘한국의 팝아트’, ‘서구의 리얼리즘
회화에 대한 재해석’, ‘현학적으로 변질된 미술에 대한 창의적 반기’
라는 수식어 등과 함께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작품들이 동시
대적이고 현대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그들의 작품이
현대의 삶을 투영한 것이고 그로인해 미술사적 가치나 상품적 가치를 인
정받은 것이라면 정작 그것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같
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 작업노트 2011 -

나는 미술작품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대중의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작품을 접했을 때 실제로 생각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
을 작업진행에 직접적으로 이용해보기로 한 것이다. 현대인에는 나 자신
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공부해
온 미술사나 관련 지식에 비추어 작품을 파악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었
다. 나는 이러한 습관이 미술작품에 대한 직관적인 감상을 방해하고 솔
직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접했을 때의 감상을 수집했다.
현재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과 그것을 분석하는 집단을 선정하는 기준
이 자의적임에도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작업 목적이 미술작품의
실질적인 가치 규명이 아닌 작가가 목격한 미술계의 한 단면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조사나 정보의 수집과 비교하여 내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객관성과 진위
여부에 많은 오류를 띄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자료 수집 범위와 방식에 임의의 제약을 둠으로써 전달
하려는 현상에 대한 ‘인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찾아낸 한국의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여러 화
가들 중, 비교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이 용이한 도상을 표현
한다고 여겨진 작가의 작품 5개를 추려냈다.(참고그림5) 본인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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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사실을 지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어떤 그림
을 그리느냐?’ 라는 질문이 회화나 드로잉 등의 평면매체를 미술의 가
장 대표적인 표현 양식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참고그림5>(시계방향) 권기수, <동구리>, 2009년, 캔버스 위에 유화,
161.5cmx130cm
유승호, <야호>, 2005년, 한지위에 펜,
162cmx122cm
김동유, <마릴린>, 2009년, 캔버스 위에 유화,
160.5cmx130cm
홍경택, <고흐>, 2007년, 캔버스 위에 아크릴,
130cmx161.5cm
이동기, <아토마우스>, 2008년, 캔버스 위에 아크릴,
50cmx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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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들의 작품을 실사 크기로 출력하여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과
미술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는 18세부터 56세 연령의 미술 비전공자
한국인 15명에게 그에 대한 묘사와 감상을 부탁하고 그 기록을 수집했
다. 이들은 음악전공의 남성 18세, 공학전공의 남성 24세, 경영학 전공
의 여성 22세, 43세의 여성 주부, 56세 남성 경비원 등 미술과 연관성
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각기 다른 연령을 가진 15명의 남녀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이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현대
인들의 표본 집단은 아니지만, 작업초점이 일반인들이 미술작품에 가지
는 단편적이고 다양한 인상들의 수집에 맞춰져 있기에 선택한 대상이었
다.
이렇게 모인 작품에 대한 15명의 의견을 나는 미술사적 의미와 가치가
서술된 작품 설명문으로 다시 작성하여 여성 연기자의 음성으로 녹음했
다. 전문 성우가 또렷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음향 안내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음 내용을 휴대용 청취기기에 저장하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나눠주어 해당 작품 앞에서 해설과 함께 작
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상자는 실제 미술 작품이나 형상이 없는
전시장에서 작품 크기와 작가, 제작연도, 재료, 가격만이 표기된 명제표
를 보게 된다. 동시에,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작품 설명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마릴린 몬로가 섹시하게 입을 반쯤 벌리고 감상자를 바라보는 표정이 완
전 클로즈업되어 있다. 그 안에는 작은 케네디대통령의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 모자이크처럼 배치되어 멀리서는 마릴린 몬로, 가까이선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으로 보인다. 두 인물 다 유명한 표정과 헤어스타일로 되어 있
어, 한 번이라도 그들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2011년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톤을 빨간색으로 동일한 인물이
무한히 반복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림이 전
체적으로 썰렁하다고 얘기한 43세 주부 장씨는, 그러나 실제로 아주 많은
스토리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는 마릴린 몬로의 얼굴
을 이루기 위해 그려진 케네디의 조막만한 얼굴들이, 각기 다른 명암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장 씨는 계속해서, 이런 그들의 초상
화는 뻔 한 결과물로 완성되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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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현대 사회에 대한 은근한 풍자 같지만 그러한 풍자도 시대가 지난 방
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를 통해, 앤디워홀을 따라 한 느낌을 주며, 내 얼굴
에는 어느 총각을 넣을까라는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본 그림인데, 마
릴린 몬로에서 케네디가 있는 데 뭐 어쩌라구 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
다. 또한 코있는 부분이 불분명해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인상을 교묘
히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디오 내용 중 -

각 미술작품의 작가와 제목, 재료, 크기, 제작년도가 표시된 벽면과 그
옆에 표기된 가격(그림8)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작품이 갖고 있는 물질
적 가치를 알려준다.

<그림8>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나는 지문으로 옮겨진 감상평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녹음했다.
이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는 듯 한 여성의 목소리에 비속
어나 미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용어가 포함된 인터뷰 내용을 담아 감상
자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다.
직선이 없는 느낌. 작은 그림에 어울리는 캐릭터이지만 그 사이즈가 커짐
으로 인해 이질감과 불편한 느낌을 주는 작가의 회화는, 커피 컵이나 6
살짜리 아들딸에게 선물하면 딱 좋을 어린이용 그릇에 들어갈 캐릭터라
는 박 씨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덜 귀여움, 오래보고 싶지 않음, 따분함, 배색의 황
당함과 불행함은 우리가 만화같이 그리던 곰에 대한 추억과 반가운 노스
탤지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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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작가는 슬퍼 보이는 거대한 아톰의 대가리를 통해 작품을 별로 오
래 안보고 싶게 하는 생각과 토마토 같다는 심상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두 생물 사이의 균형과 공존이 그가 추구하는 소꿉장난용 인형
임을 최 씨는 분석한다.
- 오디오 내용 중 -

미국의 미술평론가이자 미술사가인 할 포스터(Hal Foster, 1955-)는
미술과 관련된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리체제하의 긍정적인
문화 속에서 비판적 논쟁과 대안적 전망이 가능한 공간들을 보존하는 일
이라고 설명한다.12) 포스터의 말처럼, 나는 미술작품들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미술제도들은
그러한 역할을 유지하는 장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안에는 현대 사회의 병폐를 노출하는 작품주제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
는 작업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형
상의 특성을 발견하는 경험과 함께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고민과 그것
의 전개를 더듬어 가며 세상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과정의 결과로 사람들이 개별적이고 주도적으로 작품을 감상하
고 이를 통해 현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비판의식과도 연결되는데, 엄중한
감상분위기를 조성하는 미술관, 갤러리에서의 전시 광경과 TV, 신문, 잡
지 등 여러 보도매체가 미술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작품을 특정한 방향
으로 과대평가된 가치의 평가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갖
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술작품이 갖는 주제와 표현방식은 무
한할 수 있고 이를 감상하는 지점에서 얻게 되는 심상의 다양성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마다 다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연상 지점
과 여기에서 도출된 작품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 미술>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 하나의 미술 작
품에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다른 평가와 분석이 존재할 수
있고 감상자에 따라 그 작품에 대한 가치 정도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
12)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역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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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실의 경우, 나는 미술작품을 다루는 여러 전문 기관에서
생산해낸 미술 담론과 그에 따른 분석을 보며 작품이 담고 있는 실질적
인 의미보다는 형상에 대한 필요이상의 의미부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느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각적 결과물
로 한정지어 감상하게 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나는 작품의 해석이 미술작품에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홍보
와 판매를 담당하는 상업공간에서의 전시를 통해 작품이 판매되는 미술
제도 안에서의 상황이 자본주의 상품 유통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술제
도에서 인정한 작품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정보력을 소유하
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생각은 Ⅱ장에서 언급했듯, 소수 집
단만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매매 현황이 경제 격차로 구별되는
사회 계층 구조를 견고하게 하고 미술작품을 특정집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을 대중에게 심어주어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향유를 더욱 어렵게 만
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의 미술>은 이러한 결론의 도출에서 다시 바라 본 현실 속 예
를 표현한 작품이다. 나는 진지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시장
내의 실내구조와 조명을 절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시장을 찾는 감
상자들이 듣게 되는 음향 설명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엉뚱한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했다. 해설을 듣는 이들이 자신만의 주관적인 작품분석과
는 상이한 전문가의 작품해석을 읽었을 때의 이전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
의 기억과 녹음된 해설내용의 유사성에서 오는 실소(失笑)를 유발 하고
자 했다.
나는 웃음이 ‘심각한 태도’로 작품 감상을 종용하는 미술관과 갤러리
의 인위적인 분위기 연출에 효과적인 비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소 긴장된 태도로 전시장을 찾은 감상자가 웃음을 통해 편안한 마음가
짐으로 작품을 마주할 수 있고, 이것은 공간 자체에서 오는 엄숙함에 대
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유한 객
관적 인식은 감상자가 이전까지 갖고 있던 전시장에 대한 평소 태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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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상의 유도를 통해 전시 공간을 성스러운 장소로 받아들이던 감
상자에게 미술관이 단순한 미술작품 매매를 위한 유통기관으로 기능한다
는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면적이 표시된 벽면 옆에 해당 가격은 감상자들에게 ‘어떤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인가’나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기에 고
가의 가격이 책정된 것인가’와 같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재
했다. 감상자가 단순한 농담거리로 치부했던 작품해설과 비교하여 실재
가격의 상당한 액수를 확인했을 때 현대인들이 미술작품을 보며 느꼈던
실절적인 감동의 정도와 해당 작품에 부여된 가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터뷰 내용으로 대변되는 동시대인들
의 인식과 미술기관의 괴리된 작품분석, 거기서 획득된 해당 작품의 가
치에 대한 전문성에 나의 의문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나는 현재에 미술의 대표적 형식으로 알려진 회화작
품이 운반과 소장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해 높은 상품가치를 갖고 있고
본인의 비판적 의문의 대상이었던 미술 작품의 물신주의적 속성을 함축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소유가 불가능한 청각 매체를 <오늘날의 미
술>의 주요 형식으로 사용했다. 즉 형태가 없고 시간의 불가역적인 속성
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획득이 불가능한 음향을 회화작품을 감상하기 위
한 전시공간에 갖고 옴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미술 작품의 물성적인 속성
에서 벗어난 사유 전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감상자들에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표현 방법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성
격의 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정제된 전시공간에
서 미술작품을 시각적으로 감상하고 인상 깊은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미
술을 즐기는 일반적인 방식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작가의 의도를 표현
하는 다른 방식이 존재함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2) THE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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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제도에 의해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 미
술작품이 다른 작품들의 내용과 형식은 배재된 채, 대중에게 전달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편중된 미술 수용에 대한 개인적 인상에서 제작
된 것이다. 개인적 인상은 그러한 상황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매체와
기관을 통해서 가중된다는 평소 생각과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미술관,
갤러리에서 발행되는 관련정보뿐만이 아닌, 인터넷, TV등 대중의 일상
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대중매체가 속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영향력을 연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위르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1929-)는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대중음악, 잡
지 등을 위시한 이른바 ‘문화산업’의 확산이 그 막강하고 표준화된 상
품 생산물로 인하여 개인의 비판적, 독립적 사고를 갉아먹고 있다고 주
장한다. 현대사회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적 견해는 평소 대중매체를 바
라보는 나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즉 나는 우리가 대중매체가 그려내는
삶의 방식과 기준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기반으로 사
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모두가 유사하게 반응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하버마스의 견해에서, 상
품 생산물에 <오늘날의 미술>에서 다루었던 상업적 미술의 관념이 포함
되어 있고 그 관념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더욱 더 강력하게 전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TV에서 접할 수 있는
미술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켜 자신을 각인
시키는 사람이 미술가라는 인상과 이러한 인상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그들이 만들어내
는 자의적인 조형적 상징물의 높은 가치와 행위들의 파급력이 미술가이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여러 예술관련 프로그램들은 대중에게
미술은 경이롭고 보통 사람들은 실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여겼다.
우리는 미술가들의 겉모습에 매혹되었고, 그럴싸한 외모를 그들의 창조성
과 연계시켰다. 작품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또는 영화로 촬영한 여러 미
술가가 우리의 이런 환상을 부추겨 왔다.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가 최

- 39 -

면에 걸린 듯 붓을 휘두르는 장면이나 물감을 흩뿌리는 플록을 찍은 한
스 나무트의 사진(1950)에서 창작과정은 실제 작품만큼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참고그림6)13)

<참고그림6> 작업 중인 잭슨폴록을 촬영한 한스 나무트의
사진, 1950년

나 역시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천부적인 재질과 독자적인 감각을 소유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현대미술작
가들에 대해 연구하면서부터 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미술가들에 대한 기인(奇人)과도 같은 인물상이 역사와 문화
를 학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
이다. 생각의 변화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달리 독보적인 존재로 여
겨지는 미술가에 대한 관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13)

팸 미첨, 줄리 셀던, 『현대미술의 이해』, 이민재, 황보화 역 (서울: 시공아트, 2004), pp.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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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그리고 궁금증은 그것의 계기가 된 TV, 즉 대중매체로 다시 향
하게 된다.
나는 그것의 단적인 예가 어린 시절 시청했던, 국내제작사가 수입하여
TV에서 방영한 외국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다. 서양의 지식인들이 외국
어로 미술가의 업적을 소개하는 모습과 이를 번역한 자막, 내레이션, 당
시의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관련기록이나 재현영상이 우리에게 미
술을 신비스럽고 경이롭게 여기게 만드는 주요 매체라고 본 것이다.(참
고그림7)

<참고그림7> 세상을 바꾼 사람들: 빛의 화가-인상파, 1994년, 90분

2010년에 제작된 작품<THE DOCUMENTARY>는 나의 미술 관련 다
큐멘터리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기반으로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신화적인 미술가상에 대한 비판을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대한 예술가로 조명하는 가상의 외국다큐멘터리 대본
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민준홍’이라는 인물의 출생배경과 성장과
정, 그의 작품에 대한 관련 인물과 전문가의 고증, 기록 영상을 보여주
는 순서로 이루어져 후반에는 미술사에서 작가의 업적이 오래 지속될 것
이라는 극찬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이 대본의 흐름에 맞추어 일상생활에
서 쉽게 마주치는 학교, 집 등의 풍경을 촬영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을 수집하여 촬영된 동영상에 첨부했다. 다음으로 이탈리
아어 구사능력을 갖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학과의 일본인 친구
를 섭외하고 이들을 미술 분야의 권위자 또는 지식인으로 가장한 인터뷰
를 촬영했다. 인터뷰가 재생되는 화면에는 친구와 부모님을 사실과는 다

- 41 -

르게 유명작가와 미술비평가, 또는 미술관의 관장으로 소개하는 자막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시절 지인들과 함께 준비했던 전시회 영상을
흥행전시처럼 연출하여 넣음으로써 나를 유명한 작가로 조명한 10분 분
량의 픽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그림9)
작가를 소개하며 전체적인 영상을 설명해가는 한글 내레이션은 작가의
일대기를

소개한다. 나는 다큐멘터리가 외국에서 제작된 것임을 암시하

기 위해 한글 내레이션과 함께 영어로 된 내레이션도 녹음하였다. 어린
시절 접했던 미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성우 녹음과 한글 자막 영상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비슷한 방송물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함께 형식의 견고함을 전복시키는 장
치를 집어넣었다. 동시 녹음된 영어 내레이션은 설명 내용과는 상관없는
영어 노래 가사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래 가사를 통해 영상
을 처음 접한 감상자가 느끼는 ‘유명한 작가를 소개하는 외국의 전문적
인 다큐멘터리’라는 영상에 대한 인상이 허상이었음을 인지하게 하는
음향 장치이다.

<그림9>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다큐멘터리의 전문성에 대한 심상을 깨뜨리는 이러한 시도는 지인들이
등장한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된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술 비평가 역을
맡은 어머니는 작가를 서양 중심의 미술사에서 새로운 미술 흐름을 만들
어낸 천재적인 동양 작가로 소개한다. 대학시절 내가 제작했던 실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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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진이 자막과 함께 비춰진 뒤에는 동료 작가 역할을 맡은 일본인 학
우가 생전의 ‘민준홍’이 보여준 비범한 행동들을 회상한다. 유창한 외
국어 대사를 통역해주는 한글 내레이션은 나의 음성을 변조하여 녹음했
는데 그들이 내뱉는 외국어의 내용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인물들의 대사
를 실제 의미로 번역한 화면 하단의 영어 자막 내용은 늦은 밤까지의 촬
영으로 인한 어머니의 불평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찬 일본인 친
구의 푸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작가의 미술사적 의미를 전문적으
로 설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장 역할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자막은 설명과
는 상관없는 외국 대중음악의 가사로 이루어져있다.
서적과 회화로 장식되어 교양 있는 인물들임을 가늠케 하는 공간에서
등장인물들은 격식을 차린 의상을 입고 기품 있는 태도로 인터뷰를 진행
한다. 화면에서 들려오는 이탈리어와 일본어, 철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단어들은 출연 배우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보이게 하고자 이용된 화
면 안에서의 연출이다. 영어자막을 통해 외국어의 실제 내용이 사소한
개인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에서 나오는 영어 자
막 또한 영상과는 상관없는 텍스트임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THE
DOCUMENTARY> 전반부에서 감상자가 느끼는 영상과 음향의 지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도록 유도했다. 영상의 후반부에 대학 시절의 전시회 당
시 촬영한 영상을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전시로 연출하여 보여주는 장
면과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 부분도 이러한 의도를 강조하고자 편집하
여 집어넣었다.(그림10)
움직이는

이미지와

음향,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THE

DOCUMENTARY> 자체는 실상 허구적인 영상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미술가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자체의 정형화된 연출 형식을 해체
하고 재조합한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다른 다큐멘터리
장르가 그려내는 미술가의 위대함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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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란
감독이 관객과 하는 대화인데 그 대화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 대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15)

<THE DOCUMENTARY>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 텔레비전에서 방영되
는 외국 다큐멘터리의 형식만을 차용하여 제작한 영상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로 형성되었던 미술가의 우상화(偶像化)를 해체한다. 나는 다큐멘터
리 감독의 인식이라는 말이 감독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세계관이라는 말
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세계관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만
의 입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반영된 인식 또한 주관적
인 것으로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자의 의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속성을 미술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적용하여 미술가와 미술의 가치가 경이롭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제작자
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허구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인물과 사건 또한 해당 프로그램
의 장르적 특성을 이용하여 미술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로 탈바
꿈시킴으로써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풍자하고 현실의 상황을 희화한 것이
다.

3) 작업조건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주변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지나쳐 왔던
삶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은 본인의 개인적인 특
성, 가족, 전공분야를 거치며 젊은 세태의 단면, 가족의 모습, 미술계의
상황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작업 성향으로 귀결
된다. 또한 각각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로 표현하는
방식은 새롭게 포착된 작업 동기와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에도 지속적으

15)

조욱희, 『다큐멘터리,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 하는가』(서울: 차송, 2004),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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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시각적 흥미만을 추구했던 나의 과거
작업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앞의 작품들을 제작하며 전개해온 나의
사유가 각각의 주제를 통해 결국, 우리의 삶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작은 저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구조 안에
서 살아가는 미술가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것이다. 나는 그러한
미술가상이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의 통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조형적 감각으로 물질적인 결과물을 완성하고 여러 미술 기관에서
독창성과 심미성을 검증받아 전시를 통한 작품 매입으로 생계를 이어나
가는 사람들을 미술가라고 여기는 관념을 이른다. 나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관념을 이루는 조건에서 벗어난 방식과 이전부터 생각해온 사회
안에서의 문제점을 결부시켜 작품으로 표현해보고자 했다. 2012년에 제
작된 <작업조건>은 이와 같은 의도에서 나온 세 가지 작업 동기에서 시
작된다.
첫 번째로 미술 작품 제작에 대한 본인의 관점 변화 자체를 작업소재로
이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를 통해 나는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이해불능과
미술가상에 대한 왜곡이 결국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미술가의 역할도 포함되는데 고가의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행위로서 사회구조 안에서 흡수된다고 생각한 것
이다. 이는 삶에 밀착되어 있는 관심사를 주체적인 사유를 통해 검열하
고 작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내재된 모순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작가관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이 작가관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에 감동하고 작품을 구매하는 전반적인 미술의 향유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 제기보다는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 수동적인 작업
태도를 취하는 작가의 모습과 상품의 성격만을 띄는 미술작품에 대한 문
제의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작가모습과 작업 성격을 전복시키는 행위 자체를 작품
으로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앞의 두 작품에서 미술작품이 금전적인 가치를 얻게 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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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미술가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통한 관
찰이 이루어졌다면 <작업조건>에서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여
겨지는 작가의 창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작업의 결과물을 시각적인 완
결물로 한정지어 감상하게 만드는 전시장의 공간적 기능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 퍼져 있는 소비위주의 삶의 방식, 흥미가 사라
진 제품을 쉽게 폐기하는 태도에 대한 견해이다. 나는 평소 물질을 대하
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다.

<THE

DOCUMENTARY>에서 언급했듯, 현대인들이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삶의 전형에 자신들을 맞추고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실제 삶에 필
요한 물품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소비한다고 본 것이다. 나는 이 생
각을 작품에 투영해보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2012년에 출강하던 미술학
원에서 학생들이 두고 간 재료와 집에서 작업실까지 걸어가던 20여분의
거리에서 볼 수 있던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현실에 대한 고민과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
정으로 뒤죽박죽인 생각을 애써 정리하며 걸어가는 작업실까지의 길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널려 있다. 쉽게 버려지는 그것의 모습을 보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용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미술 학원에는 학원을 떠난 학생들의 쓰다 남은
물감들이 모아져 있다. 아무도 갖고 가지 않는 물감 튜브 속에는 아직도
안료가 가득 채워져 있고 새로 학원을 등록한 원생들은 또 다시 물감을
사들인다. 남아있는 물감들은 한 때 돈이었고 새것이었다. 그렇게 많이 쓰
지도 그리지도 않을 것이라면 그것들을 왜 사고 왜 버리는 것일까?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작업실에서 미술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얘
기한다. 미술은 지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
배웠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려 한다.
- 작가노트 2012 -

2012년 10월에 개최한 전시 <작업조건>(그림11)은 작업 시작 시점에
서 세운 기본 수칙을 수행함으로써 생겨난 기록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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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성되며 전시장은 시각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는 사진과 영
상, 채색된 사물과 액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 준비를 위한 기본수칙
은 다음과 같았다.
1. 매일 집에서 작업실까지 걸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쓰레기를 하나씩
수거한다. 쓰레기가 발견되는 위치와 날짜, 시간을 사진과 활자로 정확히
기록한다.
2. 용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유학 미술 학원에서 원생들이 쓰고 버린 아
크릴 물감, 제소, 붓, 바니시, 마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수거한 쓰레기를
미적 기호가 반영되지 않게 채색한다.
3. 작업이 시작되는 2012년 6월 25일부터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재
료와 물품을 최소한으로 구매하여 부득이한 지출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이유와 가격을 명확히 설명한다.
4. 쓰레기에 칠해지는 물감의 색은 작업실에 들어가 처음 눈에 띄는 것
을 이용하며 모든 물감이 사용될 때까지 그 색을 유지한다.

나는 생산과 판매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상품유통구조와 작가가 재
료를 구입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미술의 창작과 수용과정이 그
대로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버려진 물감과 붓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그 과정을 구성하는 재료의 구입 행위를 재료의 습득으로 바꾸어 놓음
으로써 유통구조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다. 즉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
되는 미술작품과 그것의 수용 과정을 충족시키는 조건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삶 속의 요소를 과정에 대입하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제작
방식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구성물들은 이러한 생각과 개인적인 상황이
표출된 결과물이다. 나는 작업하는데 필요한 물품구매를 최소한으로 줄
이고 학원을 졸업한 수강생들이 남기고 간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첨가
제 통, 붓, 마킹 테이프를 갖고 와 쓰레기를 채색하는 데 사용했다.(수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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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 49 -

채색되기 전의 사물들은 매일 작업실까지 걸어오는 약 1킬로미터의
거리 안에서 발견된 쓰레기인데, 아동용 장난감, 문틀, 병기 뚜껑 등 3
개월의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쌓인 그것들의 종류는 생활용품에서 가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는 쓰레기를 주운 장소를 촬영하고, 촬영 이
미지에 시간과 위치 정보를 기록하여 33장의 사진으로 인화하였다. 다
음으로 사진들을 집에서 작업실까지 가는 과정 순으로 일렬로 배치하여
전시 벽면에 부착했다. 재료의 습득 장소를 구체적인 형상과 지리 정보
로 보여줌으로써 쓰레기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폐기된
사물들을 재료 삼아 진행되는 작업 성격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림12)

<그림12>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학원에서 주워 온 물감 역시, 금전적인 지출을 통해 구입하지 않고 얻
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작 방식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는 매개물
이 된다고 생각했다. 3개월 동안 특정 공간에서 얻어진 미술재료들은
546개의 물감과 23개의 붓, 32개의 보조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길
이 4미터, 높이 1미터, 폭 40센티미터의 좌대를 제작하고 그 위에 이
재료들을 용도와 종류에 맞추어 일괄되게 세로로 부착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료들이 발견된 장소와 일시를 표기하였다. 붓, 칼, 물감 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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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수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도구를 세워 전시한 이유는 각기 다
른 크기의 재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군집(群集)의 형상이 사람들로 하
여금 버려진 사물들의 다양한 종류와 적지 않은 양적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본 감상자가 많은 양의 물감을 쉽
게 소비해버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림13)

<그림13>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나는 두 달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표면을 수강생들의 마킹테이프로 구
획을 나누고 아크릴 물감과 붓으로 칠했다. 수강생들의 미술용품으로 쓰
레기의 표면을 일정하게 채색해 나가는 것은 작가의 감각이 반영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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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기호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수칙4) 시각적 기호를 최소화한다는
것에는 색의 선택, 그중에서 뿌리기, 쏟기, 흘리기 등의 물감의 무작위적
인 채색방식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해당면적을 일괄적으로 메꾸는 채색
방식을 택한 이유는 가장 단순하고도 기계적인 방식이 창작을 통해 작
품을 제작한다는 작가상에 대한 회의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고유한 조형 감각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특성이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작가상에 포함된다고 생
각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행해진 무작위적 채색방식은 그동안의 회화작업으로 훈련
된 나의 조형적 특성이 다시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상적인 화면을
조성해나가는 창작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일정한 면적을
특정한 채색 기법이 드러내지 않도록 물감 안료로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단순한 반복 행위를 거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면 누구나
시각적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작업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성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수칙을 세울 당시 나는 각 색상의 채색기준을 다소
불명확하게 제시했고 사물의 면적을 구분 짓는 방식을 모호하게 설정했
다. 이로 인해 사물들이 띄는 원색의 색감과 마킹테이프로 나누어진 면
들의 조형적인 형태는 내게 체내화된 미적 감각을 보여 주는 한계로 작
용했다. 그렇지만 이 사물들을 여과 없이 제시한 이유는 그것들이 생각
의 변화가 반영된 실제 사물이고 작품을 특별한 창작의 산물이 아닌 단
순 노동의 결과라는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함이다.(그림 14)
나는 작업진행 기간 중 하루를 택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부착하고 작업실까지 걸어가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전시기간 동안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상영하였다. 출력되는 영상에는 집에서 나와 걸어가며 길거리
에 버려진 가구를 실제로 수거하여 작업실까지 들고 가는 모습이 20여
분동안 촬영되어 있다. 나는 태블릿 PC에 고성능 스피커를 연결하여 음
향을 출력함으로써 전시장을 찾은 감상자가 영상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자 했다. 음향에는 가구를 들고 가는 나의 숨소리와 도로위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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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들려오는 벌레의 울음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당시의 분위기 또
는 현장감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과 음향은 수칙을 지키고
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감상자에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음향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을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
고 있는 극적인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작품의 의도를 공감각적으로 전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14>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회화를 미술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오늘날의 미
술>과 같이 나는 감상자들이 회화작품의 사각형 캔버스 형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채색된 사물들을 설치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 무료로 얻게
된 미술재료,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완성된 ‘채색된 폐기물’들이 전시
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미술작품으로 관객에게 제시되는 <작업조건>의
과정을 감상자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감상자들
이 미술작품과 그것을 보여주는 미술공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쓰레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채색 행위를 통해 색을 입게
되고 전시장에 설치되어 미술 작품으로서 감상된다’는 작품의 전말을
통해 하나의 사물을 미술작품으로 둔갑시키는 연출과 그 연출에 관여하
는 공간의 역할을 노출시키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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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한 쪽 벽면에 걸린 영수증을 담은 액자에는 그림15와 같이
<작업조건>을 위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액자에
는 좌대의 제작과 촬영한 사진들을 인화하기 위한 비용, 팸플릿 인쇄비,
영수증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액자의 제작비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려진 물감들을 이용한 것처럼 현대의 소비태도에
대한 생각이 작품에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15만원의 좌대 제작비를 제외한 4만 5천원의 총 전시 비용이 다
른 전시회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생각했다. 이는 재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것
에서 기인하는데, 이 영수증들도

전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만 금액

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림15>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무분별한 소비 현상에 대한 비판이 작업 동기에 포함되는 만큼 길거리
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쓰다 남은 미술용품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수칙3)
을 지키기 위해 준비 기간에 들인 최소한의 비용을 작품 자체로 드러냄
으로써 절약을 위한 작가의 노력이 전달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작업조건>은 전시장에서 그 결과물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구성물
의 대다수가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반성의 대상이 되었던 이전까지의 작업과정과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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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발견되는 요소들과 기록을 실질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미술작
업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나의 의도를 표현했고 결과물보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미술실천(art practice)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반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의 흔적들
을 ‘전시’라는 형식 안에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전시 공간을 채우는
각 요소들이 시각적인 매력을 갖기 이전, 작가의 노력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들로 감상자에게 전달되고자 했다. 이 전시에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입장 이전에 분석가의 입장으로서 나의 작업방식을 살펴보고
변화시키려는 고민이 담겨있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이전까지의 습
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품의 제목
을 <작업조건>으로 명명한 것 또한 전시 공간에 실현화된 전시물보다도
이를 구현화하기 위한 수칙, 즉 조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전까지 갖
고 있던 작가로서의 관습에 대한 개선점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수행
하는 과정을 감상자에게 보여주어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3개월간의 작
업 일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오늘날에서의
미술작업이 갖는 의미와 작가의 모습을 더 넓은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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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작업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 개의 작품은 사진, 설치, 영상, 오브제 등의 형식을 띠고
있다. 나는 작업진행의 결과물에서 확인되는 매체의 속성보다 소재를 포
착하고 이것을 작품의 주제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는 각 작
품의 매체 사용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매체의 숙련도나 완성도
보다 주제와의 적합성에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이 생각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체화하는 단계에서 기억과 기록, 사물 등을 모아 공통점
을 발견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이 과정이 어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료나 근거를 모은다는 점에서 ‘수집’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감상자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작가의 입장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담는 작품의 특성으로 인해 사유의 전달 방식이 띄는 성격
자체가 중요한 표현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다. 시각을 통한 조형적 감상
에 앞서 음향,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작가의 소통 방식 분석으로 감상이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나는 비판적 의견을 웃음으로 희석시켜 전
달하는 몇몇 작품이 ‘풍자’의 방식을 띄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해보
고자 했다.

1. 수집을 통한 의미화

수집(蒐集)의 사전적 정의는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
나 재료를 찾아 모음, 또는 그 물건이나 재료’이다.16) 수집을 통한 의
미화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앞의 정의에서 ‘여러 가
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은다’는 부분이 나의 주요한 작업 전개 방
16)

앞의 사이트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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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기 때문이다. 사물을 모아 속성을 관찰하고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
는 특정 현상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수집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
련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계에서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 분석하고 박물관에서는 당시의 사회상
이나 문화를 엿보기 위해 시대별로 분류된 여러 유물들을 전시한다. 나
는 이러한 방법이 연구 대상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는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설정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순수한 정보전달 형식을 띠는 동시에, 작가가 인식
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선구적인 작가로는 독일의 미술가 한스
하케(Hans Haache, 1936-)를 예로 들 수 있다. 작가는 자본과 연결된
몇몇 미술 제도의 실상의 파헤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7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전시에 초대되었고 작품 <샤폴스키 외 맨해튼
부동산 보유 현황 실시간 사회 체계 1971년 5월 1일 현재 Shapolsky
et al. Manhattan Real Estate Holdings, A Real-Time Social
System, as of May 1, 1971 (1971) >(참고그림8)를 제작하기 위하
여 구겐하임 미술관 후원자인 샤폴스키 가문과 관련된 142채의 건물 현
황을 적은 142개의 부동산 문서를 수집했다. 마치 부동산 매물 광고처
럼 보이는 이 문서들에는 건물의 정면 사진과 함께 건물의 주소, 저당
상태,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빈민가의 실상을 고발하
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비참한 광경, 선동적인 문구가 들어있지는 않았
다. 제목에 기재된 날짜가 5월 1일, 즉 노동절이라는 점은 자본가의 횡
포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작품 자체는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17) 이를 통해 하케는 관객들
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정서적 감화나 심리적인 동조로 접근
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제 삼자의 입장에서 사회구조 안에 자리 잡은 문
제점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명확한 사실 관계만을 보여주는 적지 않
은 기록의 수집을 통하여 샤폴스키 그룹의 맨하탄 소유 실태를 드러내고
미술관의 배후에 존재하는 권력을 폭로하고자 했던 것이다.18)
17)

김민영, <한스 하케(Hans Haacke)의 미술제도비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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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폴스키 외 맨해튼 부동산 보유 현황 실시간 사회 체계 1971년 5월
1일 현재>을 감상하며 사람들은 작가가 느끼는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대
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사실 정보가 담겨있는 많은
양의 객관적 기록을 수집하여 물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감상자는 사실을 기반으로 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을 이해하게 되
고 자신이 평소 알고 있지 못하던 미술과 자본의 유착 현상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실제 자료를 선택
하는 단계에만 자신의 역할을 국한한다. 수집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
성에 대한 신빙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성만을 드러내는 것
이다.

<참고그림8> 한스 하케, <샤폴스키 외 맨해튼 부동산 보유 현환 실시간 사회
체계 1971년 5월 1일 현재>, 1971년, 두 장의 지도, 142장의 흑백 사진과
142장의 부동산 정보 해설지(6장을 하나로 묶은 액자 총 32개), 거래 내역을
정리한 여섯 장의 차트와 한 장의 설명문, 가변 크기

한스 하케의 작품에서 작가의 관점이 사회의 특정현상을 바라보는 미술
가의 위치로 한정되고 그 위치에서 모은 기록물이 일정한 방향성을 띄고
18)

이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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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도 수집된 자료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은 사라지지 않는
다. 오히려 명확한 자료의 양적인 축척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근거는 작
가의 의견에 설득력을 부과하고 작품을 통한 해당 상황의 깊이 있는 분
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의
견을 나타내고자 진행하는 수집은 매우 개인적이기에 일반적인 수집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수집물을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제시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의 객관성은 약화되고 수집을 행한 주체의 의도가
강화된다. 다시 말해 나는 수집물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도출된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작업 방식이 실제 증후들에 대한 정확한 정
보 전달에 앞서 주관적인 의견 제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벨기에

출신

미술가

마르셀

브루타에스(Marcel

Broothaers,

1924-1976)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수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함으
로써 제도 비판적 성격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1968년부터 4년 동안 진
행되어 1972년 독일의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마무리 된 전시<현대미
술관, 독수리분과(Mesee d'Art Moderne, Department des Aigle,
Section des Figure)>에서 브루타에스는 독수리 형상이 들어있는 옛날
꽃병 조각들과 포도주 라벨, 그림들, 만화 등을 유리 케이스안과 좌대
위 또는 벽에 진열했다.19)(참고그림9)
<현대미술관, 독수리 분과>는 미술관의 전시 형식을 차용하여 독수리에
관한 266개의 품목(도판과 오브제를 합산한 수로, 슬라이드는 제외)을
배치한 일종의 설치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된 물품들은 작가가
각국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43곳과 개인 소장자들로부터 대여한 것이
다.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엥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1780-1867)나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42-)의 회화
작품처럼 유명한 미술품과 화석, 고서적, 문장 등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사물, 그리고 상표, 우표 등의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는 200여점이 넘는
전시물들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이것은 미술작품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19)

앞의 책 (주10)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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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9> 마르셀 브루타에스, <현대미술관 독수리 분과>, 1972년, 뒤쉘도르
프 미술관, 독일

작가는 전시품 각각을 어떠한 의도나 맥락도 드러내지 않고 배치하였
다. 이 과정에서 전시물 간의 위계질서나 연상 작용은 사라지는데 이를
통해 브루타에스는 예술 작품의 내부에는 본질적인 진실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즉 작가는 자신이 임의로 부여한 독수리에 관련된 속
성만을 갖고 있는 수집품들의 공통점을 통해 전시 관련자의 자의적 선택
에 의해 모여지는 전시품들의 기준과 위계질서, 더 나아가 미술제도의
인증에 의해 오브제가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
다.
브루타에스의 경우와 같이, 나 또한 수집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작가 개
인의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의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것을 가공하
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것이 신빙성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나는 내가 진행하는 수집에 대한 신빙성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료
를 수집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실제 사실에 대한 믿음 이전에 주제를 다
루는 작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감상자들이 작품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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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기 위해 모여진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 전달에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작품<淑海主乙>을 감상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전시공
간에 빈틈없이 설치된 다수의 표구 액자들이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람들
에게 ‘작가가 무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20개나 되는 한문 가훈을 제
작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한 문장으로 삶을 관통하
는 지혜와 행동규율을 전달해주는 가훈을 여러 종류와 갯수로 제시한 작
가의 의도에 궁금증을 갖게 한 것이다. 나는 이 궁금증이 액자들이 결국
일상의 사소한 내용까지 진중하게 다루는 작가의 태도를 과장하여 드러
낸 조형물임을 알게 되는 순간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의문이 풀
린 감상자들은 자신이 만든 규칙 속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살아가는 작가
를 연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단계에서 수첩에서 발견한 20개의 다
짐들은 연상된 작가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매개물이 된다. 감상자들은 삶
을 구성하는 소소한 면모들이 작가를 압박하는 요소들임을 입증하기 위
해 수집된 개인자료를 보게 되는 것이다.
<MONOLOGUE>의 영상 속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연대기적 나
열은 나에 대한 형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20
여 년간 함께 살아 온 형과의 관계가 언제나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형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기억 속 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추려내
는 것은 인물에 대한 폭력성과 불합리함을 드러내는데 앞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간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으로써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13개의 정
황들은 작가의 삶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으로서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오늘날의 미술>의 작품내용은 미술과 관련 없는 현대인들의 미술작품
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직업과 성별, 나이가 다른 인물들
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의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이해도를
대변한다고 여긴 것이다. 나는 미술계에서 내놓는 분석과는 전혀 다르게
작품을 분석하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작품해석 15개가 미술 작품 감상에
서 일어나는 이해의 부재 상황에 대한 사례가 되고 대중과 동떨어진 미
술계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의 의도를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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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조건>에서 전시 공간은 채색된 쓰레기들의 모음과 습득 장소를
촬영한 사진, 공간 중앙에 설치된 미술도구 등, 수칙에 의해 선택되고
분류된 사물들로 채워져 있다. 나는 공간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사물을
종류와 크기 별로 배치하여 하나의 진열대처럼 보이도록 했다. 사물들이
창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작가가 수집한 물체임을 알리
고자 한 것이다. 3개월 동안 수집된 70여개의 쓰레기들과 600여개의
미술 용품들은 길거리에 쉽게 물건을 버리는 사람들의 소비의식과 학생
들의 낭비 습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
나는 현상에 대한 느낌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주제
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선택, 수집하고 이들이 갖는 공통점을
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작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수집 행위는 내
가 경험하거나 관찰하며 해석한 현상에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작가가 드러내는 입장에 대한 진중
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2. 풍자를 통한 비판

풍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웃으면서 폭로
하고 공격한다” 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웃
으면서 쓰는 문학 기법이다”20)로 정의된다. 문학 사조나 문학작품을
조소하는 문예비평 및 풍자문학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학(comic)과 유사하지만, 단순한 익살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
에서 그것과는 구별된다. <허생전>에서 주인공 허생이 조선에 가장 부자
로 알려진 변씨(卞氏)에게 만금(萬金)을 빌려 안성에 머물면서 나라 안
의 과일을 모조리 사게 되자(買占賣惜), 온 나라의 잔치나 제사가 치러
20)

앞의 사이트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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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취약했던 국가의 경제력을 조롱하고 무
능력한 지도자들을 비웃은 문학 속 풍자의 한 사례다. 풍자의 목적은 잘
못된 세계의 단면을 드러내 왜곡된 인간 사회의 해로운 것들을 비판하고
사회에서 이상향으로 정해놓은 규범과 대조되는 모순점을 고발하는 것이
다. 여기에 인간의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면서 그 잣대에서 현실의 잘못
된 모습을 조롱한다는 점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읽힌다. 풍자는
대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
해 간결한 내용과 명확한 형식을 띄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불합리
한 상황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고 긍정적인 가치를 보존하려는 바
램이 담겨 있다.21)
현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지만 이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유쾌하게
풀어낸다는

점은

<淑海主乙>,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격이다. 내 주변에서 발
견되는 불합리한 상황과 대상의 결점을 유사한 존재에 투영하거나 다른
형식을 빌려와 드러냄으로써 결과물을 본 감상자가 웃으면서 작품을 감
상하는 동시에 웃음을 띠게 하는 원인을 유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 그것을 비틀고 풍자하는 작업 성격은 여타
의 미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되는데 미국출신의 미술가 폴 맥카시
(Paul McCarthy, 1945-)의 1995년 영상작업<Painter>(참고그림 10)
를 그 예로 들 수 있다.22)
영상에서 맥카시는 부풀려진 고무 손, 코, 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분
21)

종종 패러디(parody)와 풍자(satire)는 두 개념의 중심이 되는 아이러니(irony)에 의해 용어
상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러니는 의미상의 차이를 표시하
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 안에서 사용된 텍스트에 의해 유도되는 통제된 해석 행위를 의미한다.
캐나다 출신의 문학비평가 린다 허천(Linda Hucheon, 1947-)은 그의 저서 『패러디 이론』
에서 “패러디는 이미 최초의 본질에 대한 독특한 재현으로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하나의 본질
의 전형이며, 패러디적인 재현은 이전까지 내려오던 패러디가 되는 대상의 관행을 드러내고 같
은 메시지 안에서 두 개의 기호를 나타냄으로써 원본이 되는 대상의 책략을 드러낸다”고 언
급한다. 따라서 패러디는 이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원작이 있고 원작을 따라 재현하면서도 차
이가 있는 반복이며, 비평적인 아이러니의 거리를 가진 모방이다. 이에 비해 풍자는 특정한 원
작에 대한 조롱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정해놓은 규범과 대조되는 당대의 허
식을 비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린다 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
울: 문예출판사, 1992), p.192.

22)http://www.youtube.com/watch?v=-fw4gYWkXgo&playnext=1&list=PL1Juauztch
hd4k4M6_sSPk6euGJ1-C1&feature=results_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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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화가를 연기한다. 50여분의 상영시간 동안 작가는 그림을 그리
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제작된 물감 통과 붓을 캔버스에 문지르고,
마요네즈, 케첩을 물감에 섞는다. 추상표현주의 대표화가인 월렘 트 쿠
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의 이름을 되풀이하고 칼로 자신
의 손을 찍어 거기서 나온 피를 물감에 넣는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화
기법을 가르친다며 “I am fucking painting(난 회화와 성교를 하고 있
어)”라고 외치고 자신이 소속된 갤러리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에게 돈을
달라며 투정부린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맥카시는 화가가 완성한 회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둔부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화가의 항문
생김새를 보고 냄새를 맡으며 걸작을 감상한 듯 감탄사를 내뱉는다. 작
가는 다소 우스꽝스러우며 기괴하게 보일 수 있는 영상작품을 통해 화가
의 창조성만을 중시하는 당시의 미술세태와 상업적 체계 안에서 유통되
는 회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화가의 모습을 조롱한다.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상품으로 변화해버린 작품과 화
가의 작업 진행 과정을 치열한 고뇌 끝에 나온 기발한 영감으로 미화하
는 작가중심주의의 허구성을 꼬집는 것이다.

<참고그림10>

폴 맥카시, <페인터>, 1995년, Single Channel Video, 50분4

초

나는 ‘희화’라는 장치가 대상의 인상을 이루고 있던 각 요소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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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게 함으로써 비판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했다. 작품 속 유머(humor)가 감상자로 하여금 감상 시점 이전까지
는 지나쳤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색의 통로를 열어주고, 내가 드러내
고자 하는 세상 속의 문제점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ri Bergson, 1859-1941)은 희극
적인 인물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공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
다. 사람들은 희극적인 인물의 입장에서 그의 몸짓과 말, 행위들을 취해
보기도 하고 그에게서 재미와 우스꽝스러움을 발견했을 때는 웃음을 선
사하는 인물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는 웃음에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보다도 긴장 이완의 효과
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의 삶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계속 관계를 유지
해 나가고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은 지적인 긴장의 끊임없는 노력
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는 상상을 짜 맞추는 일
은 단순한 놀이와 휴식의 성격을 띠게 된다. 희극적인 상황은 이러한 놀
이의 성격이 강하고 사람들은 놀이와 어울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
는 데 이러한 연상 작용은 우리가 사고하는 피곤함으로부터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23) 베르그송의 연구처럼, 나는 내 작품 속의
유머 체계를 통해서 작품을 처음 접하는 감상자가 긴장을 이완시키고 감
정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淑海主乙>(그림16)속 한자 문장의 음절만을 읽는 과정에서 깨닫는 한
글 문장의 뜻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쉽게 나눌 수 없는 대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과장하여 보여주는 것은
각각의 표구가 취하고 있는 필요이상의 심각한 태도에 웃음이 터져 나오
게 하고 평소에 갖고 있던 기억 속 유사경험을 들추어내 감상자 에게 작
가와 같은 체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23)

앙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역 (서울: 세계사, 2007),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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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40cmx100cmx3개

나는 대상에 대한 고정된 인식과 사생활 속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유
머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작업재료가 된 수칙과 이에 대한 작가
의 심상이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겼다. <淑海主乙>이 결국 작가가 만들어
낸 언어유희라는 것을 알게 된 감상자는 하나하나의 음절을 맞추어가는
작품 감상 방식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흥미가 작품 감상의 주안점
인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에서 듣게 되는 절제된 어조로 진행되는 여성 연기자
의 해설에는 비속어와 구어체가 포함되어 있다. 음향 보조 장치 또는 안
내인을 통한 작품 해설은 미술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체
험해본 경험인데, 나는 그러한 개개인의 경험 안에 훈련된 말투와 설명
으로 해설을 들려주는 전문인에 대한 신뢰, 나아가 해당 작품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미술기관들의 자료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했
다. 그리고 미술 비전공자들의 비전문적인 작품 감상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해설문으로 각색하고 이를 미술제도 내의 작품해설 형식으로 만듦
으로써, 이러한 신뢰의 구조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엄숙한 태도로 작품
관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어조를 들을 때, 관객은 기이한 상황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술
작품 감상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람
체험은 감상자에게 미술관의 어떠한 점이 진지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
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관람을 통한 의문이 확장
되면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 다시 말해 미술제도로 대변되는 관련 시
설에 대한 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 재고는 미술작품에 가격
을 책정하게 만드는 미술담론 역시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본인
의 주장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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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빨간 원 안에 만화 캐릭터가 있다, 녹청색, 옥색으로 귀와 코가 채색
되어 멀뚱하고 띡꺼운 표정을 짓고 있는 캐릭터는 희한한 음영처리, 빤딱
빤딱 광이 나는 효과, 코주부나 여우같이 존나 톡 튀어나와 있는 주둥아
리가 그 특징이다. 2011년 당시 25세였던 대학생 최 씨는 마이티 마우
스, 미키마우스 등 다양하게 해석되는 작가의 회화를 한편으로 아톰 같기
도 하지만 정확히 아톰 같진 않고 뭉툭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황당함과
부담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토마토로 규정했다.
장 씨는 그들의 초상화는 뻔한 결과물로 완성되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냄으로써 현대 사회에 대한 은근한 풍자 같지만 그러한 풍
자도 시대가 지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를 통해, 앤디워홀을 따라한
느낌을 주며, 내 얼굴에는 어느 총각을 넣을까라는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본 그림인데, 마를린 몬로에 케네디가 있는 데 뭐 어쩌라구 라는 의
미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코 있는 부분이 불분명해서 보고 있으면 답답
하다는 인상을 교묘히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 <오늘날의 미술> 오디오 내용 중 -

<THE DOCUMENTARY>의 경우, TV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려와 나의 의도에 맞게 그 구성요소들
-화면, 음향, 자막-을 분해하여 가공하고 재조합했다. 영상은 가까운
지인들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꾸미는 한편, 자막과 음성은 출
연 인물들의 사소한 불만과 내용과는 무관한 유행가 가사로 이루어져 서
로 대치된다. 다큐멘터리에서 흔히 등장하던 전문가들의 학구적인 외향
과 진술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인상, 그리고 이 인상이 만들어내는 역사
적인 인물을 평범한 주변인의 모습으로 만듦으로써 전문적인 외형을 띠
고 있는 작품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균열을 갖고
있는 픽션 다큐멘터리가 뜻밖의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줄 수 있
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유발했던 희극적 요소에 대한 잔상이
감상자에게 남아 다른 미술 관련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도 해당 장르가
갖고 있는 형식의 진지함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념에 대한 비평적 시각
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앞에서 서술했듯, 풍자가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성격은 웃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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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감상자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즉, 감정의 이완작용이 작업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만들
고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찰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
다. 나는 또한 대상을 공격하는 주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지적
표준을 밝힐 필요가 없는 풍자의 특징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자
신의 표준을 명시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감상자들에게 내
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어조의 성격과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풍자의 수준은 풍자가와 감상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수긍될
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특성이 감상자에게 전달될 작
품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MONOLOGUE>와 같이 내가 겪었던 실제 경험이 사회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생각에서 제작한 경우는 감정과 기억의 여과 없
는 적용이 진정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필수요건이지만, <淑海主乙>, <오
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와 같은 작품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제의 무거움에 가
벼운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나의 의견을 간편하게 파악하는 견인차 역할
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상의 강박증, 고상함으로 장식된 미술에
대한 인상은 많은 이들이 한번쯤은 접해보았을 경험이다. 나는 각 소재
가 가진 무게와 한계를 개인적 경험에서 발현되었기에 두드러질 수 있는
개별성과 교조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자율성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불안감은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고 이를 다
루는 작품은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어야 된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생각에 거리를 둠으로써 작
품을 제작하였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피상적인 내용보다 개인의
삶을 이루는 실제 요소들에 감상자들이 쉽게 반응한다고 여겼기 때문이
다. <淑海主乙>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삶을 구성하지만 유해하거나 부도
덕한 것으로 치부되어 생략되던 요소들이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
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과 <THE DOCUMENTARY>와 같이 제도 비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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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띠는 작품이 시사적인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술계가 자본과 유착
되는 과정에 대한 미술사 연구와 실상에 대한 분석, 작가로서의 확고한
관점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미술계의 구조 자체에 실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 보편성과 객관성은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학생 신분에서 겪은 제한된 경험과 길지
않은 연구기간이 사람들이 미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념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의 두 중심축을 이루는 ‘미술’과 ‘대중’을 염
두에 두었을 때, 아직은 미숙한 시각을 갖고 있는 내가 대중의 표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소재에 대한 태도가 감상자의 이해를 돕는다고
보는 개인적인 견해와도 연관된다. 나는 주제를 감상하며 발견하는 현실
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작품의 인상을 계몽적으로 만들고 감상자에게 위
화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감상자들이 평소 느껴오던
인상과 유사한 지점을 다루고 있는 작품임을 드러냄으로써 자발적인 감
상과 공감을 유도하고자 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과 동일한 선
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인물을 통해 주제를 조명함으로써 인물로 대변
되는 대중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미술 관련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
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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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淑海主乙>, <MONOLOGUE>,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 <작업조건>을 중심으로 수집과 풍자의 방식을 이
용하여 현재까지 겪어온 경험을 의미화하고 인상 깊었던 현상에 대한 견
해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대한 관찰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표현을
분석해 보았다. 나는 주변을 살펴보고 거기서 작품을 위한 소재를 찾아
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인식을 되돌아보
고 사라져가는 주체적인 시각과 의견들을 되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작품에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
내고 작가의 행위에 동기로 작용했던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낸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현상들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가에 따라 개인이 갖는 입장이 달라진다는 전제 하에 ‘주변에 대한 관
심’을 구체화하여 작품을 위한 소재를 선택했다. 나를 둘러싼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본인의 삶을 관찰하는 것에서 현재의 사회현상까
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의문점들을 그 다음
작품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자본주의체제에 대
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과 형식으로 실체화된 결과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작업 전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 현상과 연관
짓는 작품들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관찰하고 이로 형성된
인상을 표현하여 미술계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출하는 작품들을 두 개
의 주제 군으로 정리하였다.
주변에 대한 생각을 작업으로 진행한 <淑海主乙>은 생활 규칙을 지키
려 애쓰는 나의 모습을 한자표구를 이용하여 희화화함으로써 젊은 세대
의 현황을 제시하고자 했고, 형에 대한 감정과 현재의 상태를 영상작업
으로 풀어낸 <MONOLOGUE>는 가족관계에서의 불화와 소통의 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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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고자 했다.
현재의 미술계를 관찰하고 이를 작품으로 제작한 예들 중,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관에서의 작품 감상행위에 빗대어 현대미술작품의 가치를
각기 다르게 분석하는 대중과 미술제도의 괴리 상황을 드러냈다. <THE
DOCUMENTARY>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속성을 비틀어 미술가
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내는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두 작품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와 미술가
를 우상화하는 대중매체를 풍자함으로써 현재의 미술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띄게 되는 자본화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작
업조건>은 각 작품들을 거치며 형성된 주제와 작업 전개 방식의 개선
시도 자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소재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현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대상을 판단하고 맥락을 구성하는 행위로써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다. 주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해당물을 수집하는 작업방식은 관련 소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
의 충분한 축적에서 오는 공통점을 드러내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뒷
받침하는 데 이용되었다. 나는 경험이 투영된 정신적, 물질적 대상을 모
으고 가공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상자들은 작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
상에 대한 실제 예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풍자는 내가 속한 현실과 그 안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소재의 모순된 요소를 드러내는 작품의 주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나의 작품이 개인적 관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웃음을 통하여 대
상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공감이 시작되고 감상자
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
에 선택된 것이다.
수집과 풍자를 거쳐 조형적 결과물을 내놓는 작업 과정을 통해 현실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서 나오는 입장을 드러내고 세상과 삶에 대한 주체적
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내 작품의 목표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미술을 전공하며 발견하게 되는 여러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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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실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작품
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경우에 따라서는 무겁고 진중
하게, 때로는 가볍고 유쾌하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내가 느끼는 세상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바람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나의 관심사와 태도에 대해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대
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보편적이고도 확고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
지 못하고 전반적인 작품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스스로 느끼는 결
점이다. 또한,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작품의 공통된 개념과
작가로서의 차별성을 단순히 ‘여러 매체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는 개인
적 특성’과‘주제와의 적합성’으로 한정 짓는 논리는 작품에 대해 더
욱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수직적이고도 수평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간사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와 여기에서 도출된
화두를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드러냄으로써 그 보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72 -

그림목록

<그림1>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40cmx100cm
<그림2>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3>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4>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5>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6> MONOLOGUE,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3초
<그림7>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그림8>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그림9>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그림10>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그림11>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2>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3>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4>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5>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6>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40cmx100cmx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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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bservation of
Surrounding
through Collecting and Satire
and its Critical Expression
- based on my works -

Min, Joon-hong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acts concealed in the repetitive life we live in interest me
because I see the cause of many incidents and phenomenons in
the present where all seem so peaceful. When a question arises
in the act of observing the cause, I often inference its reason
and process. Once I grasp the irrational situation from the
process

of

consciousness

investigation,
and

desire

it
for

allows

me

expression.

to
By

explore
sharing

my
one's

opinion from this daily observation with another,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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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 my point of view about the world.
There are diverse ways to express this and it is only the
natural result of my personal interest and the intimate method I
choose to practice them. The curiosity about various artistic
expressions have affected my life and contemporary art gave a
great impression on me.
Society is a background to look for my medium yet I limit my
focus in 'surrounding' directly connected to me because the
whole society is some what comprehensive. 'Surrounding' could
mean the slice-of-life, which imposes mental problem and
influence from mass media. some examples of art indicate found
in the field and by utilizing these symptoms as material, I try to
give criticism about the drawbacks of post-capitalism modern
society.
In <SCHEDULER>, I try to express young peoples's anxiety in
life by making
a caricature of my self-discipling, using chinese character form
of family motto.
In <MONOLOGUE>, I use video device to unfold the story of
my emotion toward my older brother and the present state of
my feelings to reveal the absence of conversation and the
disorganizes symptoms we see in modern family.
<TODAY’S ART> is an audio installation to present the gap
between people and the current art system. I alluded to people's
appreciation in museum.
In

<THE DOCUMENTARY>, I try to induce suspicion about an

awareness of an artist and prestige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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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WORKING CONDITIONS>, I try to express the
change in my understanding as an artwork itself. All these
examples are the reflection of my attitude toward phenomenon in
art area.
Demonstrating my personal stance by proceeding to collect,
erected by subjective standard is the method of work that finds
the basis from efficient accumul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is
way, I thought the appreciator could feel the sincere attitude of
an artist.
Satire is the primary method to expose negative aspect of
reality. They fine their way in several laughingstock works. It is
my

attempt

to

use

satire

to

obtain

sympathy

through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yond my personal interest.
Purpose of my work and decisions made present my opinion
through modeling outputs that come from the act of collecting
and satire. Through observing the surroundings and discovering a
number of problems in a situation, I express the irrationality of
modern society in my artistic work. I intend to share my
consciousness and the will to improve with others.

Key words : conscious observation, critical thinking, surrounding,
signifying the experience, family, mass media, art, signifying by
collect, criticism by satire
Student number : 201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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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숨어있는 사실들에 흥미를 느낀다. 현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을 만들
어낸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의식적으로 일상을 관찰하
고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의 발생연유와 진행과정을 유추하
고는 한다.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들은 그
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개인적 사유의 결
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를 알리고 싶게
만든다.
나의 작품들은 일관되지 않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소재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당시, 그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을 이용
하며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다. 살아오며 접해왔던 여러 예술적 표현
에 대한 흥미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고,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
상과 전방위적 시도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는 사회의 문제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나와 직접 연결된 사건이 일어
나는 시간과 공간 즉, ‘주변’에 주목한다. 나에게 주변은 획일적인 기
준을 강요하고, 사람들의 정서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대중매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실제 모습이다. 전공분야에서 목격하는 미술계
의 일부 사례 또한 이러한 모습에 해당한다. 이들을 소재로 이용해 후기
자본주의 체제 하의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나 나름의 비
판을 가하고자 한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소재를 이용해 작업한 작품들 중, <淑海主乙>에서는
한자 가훈 형식을 빌려와 스스로 세운 규칙을 지키려 애쓰는 나의 모습
을 희화화함으로써 같은 또래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불안감
을 표현하고자 했다.
<MONOLOGUE>는 가족구성원 중 형에 대한 감정을 영상으로 풀어냄
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불화와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기 위해 제작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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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의 작품 감상행위에 빗대어 현재의 미술작품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규정하는 대중과 미술제도의 괴리 상황을 드러낸 음향 설치 작
품 <오늘날의 미술>,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을 이용해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미술가에

대한

관념에

의구심을

표현한

<THE

DOCUMENTARY>, 미술작업이라는 행위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인식변
화와 사회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한 <작업조건>은
현재의 미술 현상에 대한 개인적 고찰과 이에 대한 나의 인상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주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대상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나의 입장을
드러내는 작업 방식은, 관련 자료의 충분한 축적을 이용해 나에게 의미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데
서 비롯된 것이다. 작품을 보는 이들은 내가 수집하고 가공한 대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의 묘사과정을 구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작품에서 발견되는 ‘풍자’는 현실 속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기
위해 웃음을 섞어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현방식이다.
수집과 풍자를 거친 조형적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내 작품의 주된 성격이다. 이를 통해 내가 느끼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개선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의식적 관찰, 비판적 입장, 주변, 경험의 의미화, 가족, 대중매
체, 미술, 수집을 통한 의미화, 풍자를 통한 비판
학번 : 2011 - 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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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
들로 구성된다. 현재의 ‘삶과 사건’은 과거를 토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형성하며 개인의 생각과 행동, 세상을 바꾸는 이념과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삶과 사건들이 엮이고 짜여
만들어지는데, 내가 아무생각 없이 지나쳐온 장소에서도 누군가는 치열
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중요한 사건의
단초가 생겨나곤 한다. 사건에는 상당 부분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기 마
련이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수많은 이념과 가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원인이자 결
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실세계를 이루는 현상들을 무
관심하게 바라보고,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
워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삶과 사건’ 자체의 영향력을 피상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 실상은 우리에게서 거리를 두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들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사람들은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주변의 사건·사고 소식에 무감각해지
고, 이러한 패턴이 점차 의식의 기저에 자리하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일들에 대한 지각과 반응은 점차 무디어진다.
반복되는 삶에 길들여져 현재에 대한 통찰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
히려 나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는 촉매가
된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
여금 매일 다른 하루를 똑같은 일상으로 느끼게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
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 대한 의식화된 관점과 태도를 갖지 않게 만드
는가? 무표정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권태로운 일
상을 마주하면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 해답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나의 작품은 이렇게 무디어진 일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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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냄으로써 세상에 대한 한 개인의 시각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
롯된 것이다. 자기관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찰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필연적 한계로 인해 일상이라는 현실에
실재하는 것들 모두를 본 논문의 연구 주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
으며 가장 진솔하게 접근해 풀어낼 수 있는 대상을 작품의 소재와 내용
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대중매체, 그리고 본인의
전공분야인 미술에 관한 내용이 작업과정에서 찾아낸 주된 연구 대상이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
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형성되며 관찰 범위에 어떤 대상들이 포함되는지
를 Ⅱ장 ‘주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찰의 결과를 표현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
다. 살펴볼 작품은 <淑海主乙>, <MONOLOGUE>,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 <작업조건>으로 영상, 설치, 텍스트 등 일관
되지 않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날마다 겪는 각기 다른 경험을 회고하고
스스로의 관심사를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과 자료를 이용해 표출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은 저마다 다른 형식을 띠게 된다. 나는 세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
며, 이렇게 각기 다른 형식의 작품들이 모여서 결국 작가라는 존재 자체
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 부르기, 연기하기, 춤추기 등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다양한 예술적 표현방식들을
작품을 통해 발전시켜 왔으며, 특정한 작업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보여주
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택해왔다.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영향을 끼쳤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작품이 취하는 형식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과 어떻게 맞닿아 있으
며, 개인적인 관심이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별개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나의 작품들을 하나의 커다란 맥락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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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전체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될 것이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작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나의 주된
작업 방식은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상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의 상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
버리기 위해 실행하는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행위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주했던 상황과 갖가지 경험,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머릿속에
새겨진 기억들을 모으는 것이 포함된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점을
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
가한 것을 표현해 낸다. 이러한 작업 방식을 ‘수집을 통한 경험들의 의
미화’와 ‘풍자를 이용한 대상의 비판’으로 범주를 나누어 서술할 것
이다.
본고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제작된 다섯 개의 작품을 주로 설
명했으며, 보충을 위해 현대 미술작가들의 작품들을 추가로 다루었다.
논의 중 제시되는 작품들에는 학부 시절의 작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사회와 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석사 과정 중의 작품 대다수가 학
부 때부터의 호기심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당시의 경험이 지금의 작업
에 대한 관점 형성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관심영역 전반을 서술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작품의 내용
을 수록하게 되었다.
축적된 지식과 확장된 사유를 일정한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인상과 그로부터 전개된 사유를 현
재에 재탐색하고 가공하는 시도에는 필연적으로 당시의 기억에 대한 누
락과 변질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각
작품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다듬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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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변에 대한 관심

반복되는 삶을 주체적(主體的)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모르는 사이에 일상은 가장 깊숙
한 곳까지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인 박정자는 그의 글에서 일상성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그 완강한 지속성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인간의 삶처럼 일상성은
땅에 뿌리박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언급한다.1) 사람들은 무난한 날들을
살아가고 이내 익숙해지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익숙함에 안도감을
느낀다. 만약 여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막막함은 긴장과
두려움, 불안감으로 바뀌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오고자 할 것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일상의 상황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감지할
때가 있다. 평범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 밑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고 있으며, 그것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분주히 흘러가는 실재의 세
계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 1892-1982)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
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게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
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라는 더욱 폭넓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
부가 된다고 기술했다.2) 이러한 카의 견해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살아
온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연장선상으로 사람마다 찾아내는 세상 속의 소재와 그것의 노출이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역시 일상의 지속성에 대해 거리를 두어 살펴보고, 현실에 대한 의
문이 생기면 그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내 생각의 옳고 그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충동은

1)

박정자, 「서울, 2005년 테크노 시대의 일상성」(2005),『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
울: 기파랑, 2005), p.9.

2)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역 (서울: 까치글방, 199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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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신문, 영화 등의 매체를 반복해서 보고, 기억 속에 남은 영상과 활
자 정보들을 이용하여 매체 안에 담겨진 의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상상하
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유년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에도 나는 이
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상상의 결과가 추론된 과정
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새로운 서사를 구성한다. 사건의 겉모
습만 보는 것이 아닌 나만의 입장과 태도로 관찰하고, 원인을 추리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
고 생각되는 표현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살아오면서 겪어온 육체적, 정
신적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질
러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하던 어린 시절부터의 해결 방식에서 기인한 것
이다. 청소년기에는 노래와 율동을 만들어 표현하거나, 연극을 위한 대
본을 쓰면서 그 방식이 구체화되었다. 몇몇 대본을 토대로 지인들과 연
극으로 공연하여 관객에게서 웃음과 공감을 얻으면, 비교할 수 없는 성
취감을 느꼈다.
주변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상상하여, 사람들
과 상상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현재의 작품 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미술사가인 칼스텐 헤리스(Karsten Harries,
1937-)는 그의 저서에서 세상을 알기 위한 인간의 시도는, 이전까지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 보잘 것 없이 느껴지던 세계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는 반성적 태도를 갖게 한다고 서술한
다.3) 지나온 시간과 장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이
전까지 나의 태도는 모든 것들을 분석해보려 하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
하게 된다. 세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그것의 원인이 된 사건의 시작
점을 알고 싶어 하는 성격이 세상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과 연결되는 것
이다. 분석의 과정 중,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가치에 견주어 모순된 상
황을 목격했을 때, 나는 그것이 만들어낸 원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결과
에 대해 고찰한다. 이 과정은 결과가 긍정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
고 여겨졌을 때, 직접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단순
한 사적 경험에서 평소 인간관계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사회에서 일어
3)

Karsten Harries, The Meaing of Modern Art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8),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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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상으로 확대된다. 확대는 미술 대학에 들어와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며 지금까지 겪어 왔던 경험들이 대다수의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고, 20여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주요 사건들이 TV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
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을 해결하
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책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눈앞의 문제들을 시각화 하는 것이 미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
로 시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질
서와 관념에 벗어나 펼쳐 놓았던 상상의 나래를 그림, 연극과 같은 예술
장르(genre)로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커다란 희열
을 느꼈고 내가 시도했던 어떤 방식보다도 효과적인 의도전달의 가능성
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가 누구나 받아들이는 절
대 불변할 보편적 진리를 담아 낼 수는 없다. 많은 경험들은 한 개인의
삶에 특수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경험이 만들어낸 의견은 주관적이고 부
분적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인간은 자기 안
에 전체 인간의 조건을 담고 있다”는 몽테뉴(Montaigne, Michel
Eyquem de, 1533-1592)의 말처럼, 개인적인 특성들이 일반적인 현
상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본인의 삶과 사회를 관찰
하고, 이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일종의 보편
성을 갖게 된다고 여겼다. 나에게 그것은 자신의 삶과 연관 없는 현상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거나 시각매체의 조형적 관심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
요하다.
나는 작업을 위한 소재를 택하는 부류나 범위를 내가 삶에서 겪은 경험
과 여기서 얻어진 기억으로 정해 놓으면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공감
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확신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그것을 함께 겪은 주변 사람의 것이자 여러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망을 통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 나는 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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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정에 이러한 확장된 체험과 심상에 자신이 공감했던 부분들을 추려
내고, 그 추려진 심상에 또다시 나만의 기억을 덧붙여 보여주는 단계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감상은 이와는 반대로 작가가 제시한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창작자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보게 되고 여기서 감상자 자신과
공통된 부분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한 감정이입이 공감의 단
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 아래 찾아낸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들의 발굴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이야기, 나의 삶이 진행되
고 있는 ‘사회’와 ‘미술’안에서 이루어졌다.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 ‘온갖 형태의 인간
의 집단적 생활’을 의미하는 ‘사회’를 소재의 출처로 둔다는 것은 다
소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삶이 사회 속에
서 이루어지고, 소재 또한 그것을 이루는 구성물에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사회’라는 개념은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는 모든 현상 중에 1980년대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나
와 연결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즉, 확장된 의미에서의 나의
‘주변’을 의미한다. 나의 삶을 관찰하고 거기서 포착해낸, 사람들 간
의 관계를 맺고, 고정된 관념이 생성되는 배경을 ‘주변’이라고 가리켜
부르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결핍된 채 목표 달성만을 중
시하는 현대인이 속해 있고, 소유한 재화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
를 평가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과 삶의 양식을 전달하는 대중매체가 일
상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는 현실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나는 애써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겨 중
요한 사회 현상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사회 전반의
문제가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주로 살아가며 만나고
부딪히는 나의 소소한 일상들로부터 야기되는, 혹은 파악할 수 있는 사
안들에 반응한다. 즉, 거대 담론으로서의 사회를 다루기보다는 나 자신
의 주변에서 자주 접하여 친숙한 많은 사건과 현상들 중 유독 나의 관심
을 끄는 대상으로 작업하는 편이다. 그러한 작업성향이 주변의 신변잡기
(身邊雜記) 자체만을 소재로 삼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관찰을 통해 표
면에 드러난 모습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찾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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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곧 ‘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사회현상, 사회문제의 단편을 소재로 삼고 있는 동시에 ‘주변’에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라는 범주에서 ‘주변’으로
소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는 사회문제의 성격
을 세밀하게 규정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재를 찾아내는 배경을 ‘주변’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발견
하는 여러 현상들 중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주관
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내가 연관되어 있는 영역에서 찾아낸 소
재의 성격은 자전적인 것에서 시사적인 것으로 옮겨진다. 이는 일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면모들을 관찰하는 과정이 개인적인 고백에서 주변 상
황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분석에서 사회에 대한 시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은 본인과 가족, 대중매체를 거치면서 이
루어지는데, 미술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도 이러한 확장의 연장선상
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원 과정까지의 기간 동안 공부하며 알게
된 미술의 개념, 제도에 대한 의문점이 작품의 소재가 됨을 의미한다.
나는 헤게모니(hegemony)의 편중으로 인한 국가이기주의 및 문화의 획
일화,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 동시대 미술이 비판적으로 기
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작은 위안을 얻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시각적 흥미의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된 줄 알았던 많은 수의 작
품들이 당시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대변하는 상징물
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품이 피상적인 즐거움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작가의 고민과 입장을 감각적 매체에 담아서 대중에게 드러
내어 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의 감상과정
이 매체의 시각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표현 동기와 그것이 단계
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진행 상황을 더듬어 감으로써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한 작품 감상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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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그러한 견해를 갖고 바라본 현실에서 접한 대한민국 미술계의 상황은
나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관람하며 접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분석과 TV에서 접하게 되는 미술 관련 프로그램
에서는 작가의 입장이 담겨 있는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조
명하기보다는 시각적 표현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해석만이 주를 이루었
다. 이를 보며, 미술제도에서 나온 분석내용이 미술작품을 현실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의 결과물이기보다는, 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대
상으로 한정시켜 대중에게 전달한다고 느껴졌다. 나는 이러한 미술이론
의 연구와 그것의 결과인 시각적인 외형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가 현
재의 몇몇 미술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물로 만들고 그것을 접하는 대
중에게 미술을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행위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미술에 대한 편중된 평가가 미술가와 미술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지
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터넷 상에서 보게 된 미술 전시에 대한 대중의
감상평을 보며, 사람들이 미술가는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이성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을 갖고 있는 특수 계층으
로 본다고 여긴 것이다. 물론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이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미
술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내가 관심 있
어 하는 것은 미술가를 현실 세계와 격리되어 천부적인 재능에 의해 작
업하는 인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미술품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나는 현대사회에서 가치가 인정된 대상을 소유하는 행위는 그 대상을
선택한 안목과 경제력을 인정받고 사회적인 위치를 공고히 해주는 역할
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동떨어져 작업하는 작가의 작품이 미술
계에서의 난해한 검증을 통해 그 의미를 인정받고 가격이 정해지면 극소
수의 부유층에 의해 구매되는 사실이 경제력에 의한 계층 간의 차별 현
상을 드러내는 예가 된다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미술과 미술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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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람들이 가지는 괴리감과 그로부터 나온 일부 현상들이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
리고

현재의 미술제도와 현상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 의견을 작품의 일

환으로 소개해 보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본주의 안에서 사
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상징으로 작용하는 미술의 특정 사례를 이용하
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비단 미술 담론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독단적인 주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나의 작품에서 드
러나는 미술제도에 대한 입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에서 출발하며 현
상에 대한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자료 검토와 관계인물의 증언 수집이
개인적인 차원에 그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담론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미술의 존재 자체가 주요한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는 나의 생활, 나아가 삶에 대한 재점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인적인 삶
에 다시 투영하고, 이전까지 지나쳐 오던 환경에 대한 자기비판과 반성
의식을 가지고자 했다. 그 경험은 작품으로 표현되는데, 경험이 확장됨
으로써 작가가 포착해 나가는 소재와 거기서 생겨난 동기의 범위를 넓히
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1. 개인적 경험의 인식과 확장

앞에서 언급했듯, 주변을 관찰하고 거기서 형성된 견해를 작품으로 발
전시키는 과정은, 삶의 경험들을 작품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여러 현대 미술 작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흥미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기억과 경험을 작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사회와 문화 안에서의 수많
은 의미들과 논쟁적 요소들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작가들의 작

품은 이념간의 대립, 타자에 대한 시선, 계층 간의 갈등 등 현실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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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을 반영한다. 나 또한,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습성과 주변 인물
들에 대한 감정,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작가의 심정을 토로하거
나 주관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넘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성격의 작품을 제작해보
고자 한 것이다.

1) 淑海主乙

<그림1>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40cmx100cm

개인적인 경험을 이용하여 작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소재로 택한
대상은 나 자신이다. 작품<淑海主乙>(그림1)은 다소 유머러스한 접근방
식으로 작업동기를 풀어낸 설치 작품이다. 나는 평소 갖고 다니는 수첩
에 써놓은 계획이나 자주 떠올리는 다짐들을 골라 임의로 선택한 한자들
로 변환하여 문장으로 엮어내고 그것을 읽는 소리가 한글 문장이 되도록
재조합하였다. 20개의 문장을 붓글씨로 써서 표구를 한 다음 그 원본이
되는 수첩과 함께 제시했다.
어린 시절 저조한 학업 성취도와 육중한 체구로 인해 자신에 대한 모멸
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나는, 당시의 트라우마(trauma)가 현재 삶의 커
다란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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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반드시 실천하고자하는 현재의 태도와 연결
되고, 자기관리와 미래설계에 대해 집착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착은 심리적인 요인, 더 나아가 식욕,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부분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절제 욕구로 확산된다.
나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 날을 살아
가는 젊은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후라고 생각했다. 급격한
산업성장을 이루고 있던 1980년대에 태어나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고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교육적 혜택을 누려왔다. 여기에 후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성장한 우리세대는 삶의 기준이 철저히 경제관념에 맞추어
진 사회에 순응하는데 익숙하다. 주체적인 자아성찰과 내적 성숙의 과정
은 생략된 채, 재정적 상태나 외모, 물질 등의 외적인 기준에 맞추어진
사회적 지위로 개개인의 가치가 판가름되는 세상에 길들여져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양질의
환경 속에서 높은 이상과 외적 가치를 쫓던 청년들에게 고용불안과 빈부
격차를 선사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사회여건이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조
성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또한 불안감은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 자격, 타인에 비해 빈곤한 삶, 주변인들의 시선
에 대한 공포로 변질되어 젊은이들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
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나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위해 본인만
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세대의 모습을 패배에 대한 두려
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개인의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다짐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작가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심리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거기서 발견한
특징을 소재로 선정하는 나의 작업 과정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본
인의 사고를 돌아본다는 것은 한 인물이 관찰의 주체가 되어 동일 인물
을 객체로 두고 연구함을 의미하는데, 관찰을 거쳐 얻어진 정보는 당사
자가 느끼는 외부 자극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고 객관적인 판단
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는 사물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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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판단하는 마음이나 정신적 부분을 제외하고, ‘외적인 대상’ 다시
말해, 행동 유형과 신체 겉모습, 평소의 습성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
다. 여기에는 갖고 다니는 소지품, 음식, 신체적 특징, 표정, 몸짓 등 나
를 이루는 모든 물리적 존재가 포함된다. 이 과정은 관찰대상인 내 자신
에게 오히려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던 요소를 찾
을 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회는 나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여겼던 부
분-신체적 특징, 표정, 몸짓-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속성을 띄고 있
음을 깨닫는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4) 음식이나 옷이 개인의 특성을 드
러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2010년 당시의 관
찰 기간은 나의 독특한 성질을 찾아내기에는 부족한 환경이었다. 정해진
일과로 인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취향을 찾기 쉽지 않았
던 것이다. 10여 일의 관찰기간 동안 나만의 특징을 대표하는 외적인
현상은 처음 시점의 많은 후보들 중에 하나의 사물로 좁혀졌는데, 그것
은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간단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작은 공책,

‘수첩’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첩에 해야 될 일을 적어 놓는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한 업무나 나태한 생활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
의 내용들을 수첩에 적어 놓는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점은 ‘영어로 한
시간 이상 말하자’ ‘하루도 거르지 말고 운동하자’와 같이 다른 이들
의 수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글귀뿐만이 아닌, 나의 수첩에서만 발견
되는 사적인 내용의 문장들이다. 논문 내용으로 서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구이지만, ‘클럽 가지 마 새끼야’ ‘자위행위 하지 마’ ‘이
자식만은 이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 생각 하지 마’ ‘웃어 주지말
자’ 등의 필요 이상의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나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힘든 이러한 개인적인 문장들이 나의
심리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운동하고, 영어공부하고, 전공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러한 욕구가 성공에 대한 갈망
4)

즉, 스스로 생각하던 외형적인 특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
고, 그 기준이 바뀌면 특성 또한 평범한 성질이 되기에 관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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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화시키기에 억제한다’라는 삶의 불안감에 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작품<淑海主乙>은 금언이나 명언, 시 등을 담는 전통적인 액자의 형태
로 완성되었다. 작가의 생각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상세히 글로 서
술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의 형식을 빌
려와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했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
들이 알고 있는 문자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첩 속 문장이라는 소재
를 완전히 다른 감각적 매체로 보여주는 것보다 나의 특성이 다른 사람
들도 갖고 있음을 알리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나
는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있고 표현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대상물을 찾
았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 가정 내에서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이며 한 집안의 전통적 도덕관을 의미’ 하
는 가훈(家訓)5)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내가 느낀 가훈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훈에 대한 고정관념 중 첫 번째는,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덕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지침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무게감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게 된 생활의 지혜
와 삶의 철학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에서 생겨난다. 두 번째로, 한자
로 이루어진 몇몇 가훈을 접했을 때 느끼는 경건한 마음가짐이다. 역사
상,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대한민국의 지엽적 특수성으로 인
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많은 한자어(漢字語)가 쓰인다. 그럼에
도 요새의 젊은 사람들은 한문 교육이 의무였던 이전 세대에 비해 한자
와 친숙하지 못하고 지식인만이 유창하게 한자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갖
고 있다. 나는 한자로 된 가훈에서 느낀 심리적인 무게감을 통해 행동과
정신을 바로잡고, 한자를 어려운 글로서 경원(敬遠)하게 받아들이는 사
람들의 모습이 수첩 속 문장에서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는 나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즉, 수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과 비슷한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나는 수첩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20개의 문장 속 글자들을 읽을 때
말소리 각각의 음절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5)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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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변환하고, 변환된 한자어를 동양화 전공의 지인에게 한지 위에 붓
글씨로 기록하도록 요청했다. 거기에는 순 우리말과 외래어가 포함된다.
1. 有山小雲同下氣 (유산소운동하기) - 유산소 운동하기.
2. 背殺業塞氣 (배살업새기) - 뱃살 없애기.
3. 雨西主地末自 (우서주지말자) - 웃어주지 말자.
4. 術馬市地馬羅 (술마시지마라) - 술 마시지 마라.
5. 屈業可地馬色喜夜 (굴업가지마색희야) - 클럽 가지마. 새끼야.
6. 億開雲同下氣 (억개운동하기) - 어깨 운동하기.
7. 開生角下地馬 (개생각하지마) - 그 애 생각하지 마.
8. 女子親口大麗多主氣 (여자친구데려다주기) - 여자 친구 데려다 주기.
9. 八雲同下氣 (팔운동하기) - 팔 운동하기.
10. 展示保高多女羅 (전시회보고다녀라) - 전시회 보고 다녀라.
11. 母太乙家地安氣 (모테을가지안기) - 모텔 가지 않기.
12. 論文一巨保氣 (논문일거보기) - 논문 읽어 보기.
13. 八家水音億開 (팔가수음억개) - 팔, 가슴, 어깨.
14. 英語路韓時間李上末下自 (영어로한시간이상말하자) - 영어로 한 시
간 이상 말하자.
15. 土後乙多時保氣 (토후을다시보기) - 'TOFEL‘ 시험 다시 보기.
16. 李自食萬恩二氣子 (이자식만은이기자) - 이 자식만은 이기자.
17. 九來馬人有主工不下氣 (구래마인유주공부하기) - ‘Grammar in
Use' 공부하기.
18. 多斡多斡二治地馬 (다알다일이치지마) - 딸딸이 치지 마.
19. 家水音雲同下氣 (가수음운동하기) - 가슴 운동하기.
20. 下體雲同下氣 (하체운동하기 ) - 하체 운동하기.
- <淑海主乙>의 표구 내용 -

다음 단계로, 한지 위에 쓰인 한자 문장들을 세로 40센티미터, 가로 1
미터의 나무 액자로 제작했다. 하루 24시간, 수칙을 매일같이 지켜야 된
다는 강박관념을 조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시 공간의 높이와 길이
를 재고 20개의 완성된 표구액자를 빈틈없이 배치했다. 그리고 간격 유
지와 못을 박기 위한 공간을 제외한 채, 벽면에 밀착시켜 부착했다.(그
림2, 3)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액자 속 문장들이 결국, 평상시에 갖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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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수첩에서 나온 것이고 넓은 면적에 빼곡히 차지하고 있는 한자 표
구액자들과 심리적 등가물(等價物)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실제 수첩
을 좌대 위에 올려놓고 그 좌대를 액자가 설치된 벽면 맞은편에 설치했
다.(그림4, 5)
작품제목은 <淑海主乙(숙해주을)>이라고 명명했다. 흔히 사람들이 다른
이와의 대화 도중, 자신의 하루 일과를 ‘계획’이나 ‘일정’이라는 단
어 대신, ‘스케줄(schedu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동시에, 작품에서 드러난 한문 차용(借用)의 성격을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수칙 문장을 이루는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제
목 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결과이다.
<淑海主乙>에 대한 해석이 진행될수록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
겨졌던 한문에 대한 부담감은 단순히 조악한 한자의 조합임을 깨닫는 순
간 허탈감으로 변한다. 이것은 한자에 대한 감상자의 고정된 인식이 무
너지면서 작가가 느꼈던 심리상태의 흔적을 따라가는 과정이 <淑海主
乙>감상의 핵심적인 측면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淑海主乙>을 단순한 말장난으로 여길 수 있다. 작업 동기와
주제에 비해, 그 표현 방법은 단순하고, 감상의 여운 또한 웃음으로써
짧게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개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
는 불안감의 표상들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이 갖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을 얘기한다’는 작업 제재의 무거움을 진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오
히려 감상자에게 인생에 대한 고민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생각했다. 매일
같이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치열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품 감상을 통한 사유의 재고를 원하는 이들에
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淑海主乙>은 이러한
태도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물이다. 일상 속에 지나치기 쉬운 상념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희화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그러한 상념을 의미 있는
요소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진 방식이다. 웃음을 통해 감상자들은 농담으
로 받아들이던 문장들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된다. 이는 그 문장들
이 작가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고민들의 증후로서 붉어져 나온 것임을 깨
닫게 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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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이 웃음을 통해, 감상자들이 외적 기준
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와 거기에 스스로를 맞추는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이 삶의 의미와 태도는 무엇
인지를 생각하는 감상의 단계로 진행되기를 의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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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좌)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3>(우)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4>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
민국) 전시장면
<그림5>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
민국)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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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OLOGUE

2010년에 제작된 작품<MONOLOGUE>(그림6)는 나와 혈연으로 이루
어진 집단인 ‘가족’에서 출발한다.
내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 중 하나를 작업 소재로 선택하여 세태에 대
한 공감을 얻어내고자 한 <淑海主乙>과 비교하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개인성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거기서 생겨난 감정, 현
재의 관계 상태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에서의 특
이성을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양식의 형성과정이
라고 생각했다. 즉 나의 가족을 소재로 활용하여 작업하는 경험이 앞으
로 전개하고자 하는 시사(時事)적인 작품의 소재 발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노동력을
요하는 농경체제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이전까지 담당하고 있던 정서적 안정과 인격 형
성의 기능을 다른 사회집단에 내어주며 축소된다. 이전까지 중시되던 가
족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구성원간의 소
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가정불화,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예를 볼 수 있
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비추어 나는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감정을 표현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개인 간의 마찰과 정서적 기능 상실의 실례를
드러내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전개는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심적 갈등을 작품을 통해 해
결해보고자 하는 욕구와도 연관되는데 이는 작업행위를 통한 감정 해소
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학자 페니베이커(Pennebaker, James
W, 1950-)가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그림이나 노래를 통해 고백하는 경험은 정서의 정화와 감정적인 배출이
될 수 있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중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서술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6) 그의 설명 중, ‘그림이나 노래’와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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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예로, 드로잉, 연기, 회화 등의 ‘예술적 표
현’과 ‘지금의 가족 상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
한 생각은 어색해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생겨난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램 등을 작업동기로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이어졌다.
객관적 관찰의 탐색 과정은, <淑海主乙>에서 드러난 불안함이 어떤 과
거 경험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나의 기억을 관찰하면서 시작되
었다. 관찰은 어린 시절의 실패, 실패의 원인이 된 실수, 실수를 두려워
하게 된 원인,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언어, 물리적 폭력을 가한 인물 순
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삶에 가장 큰 정신적 장애를 주는
심리적 요인은 하나의 존재로 수령되었는데, 그것은 8살 연상의 ‘형
(兄)’이다.
작품<MONOLOGUE>는 나의 형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회피하지 않
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상 속 카메라가 촬영하는
인물은 책상 앞에 앉아 취조를 진행하며 취조당하는 인물은 카메라 렌즈
너머, 화면을 바라보는 감상자가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취조자가 관
객을 ‘너’라고 부를 때, 관객은 그가 가리킨 인물과 같은 위치에 놓이
게 되고 인물이 동생에게 행했던 13개의 행적을 듣게 된다.

6)

페니베이커, 『털어놓기와 건강』, 김종한, 박광배 역 (서울: 학지사, 199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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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MONOLOGUE,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3초

나의 형은 유년시절부터 필요 이상의 간섭과 폭언, 폭력을 행해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경험과 관련 기억들은 나의 심리적 위축의 주요원인이자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의 측면이며, 생각과 행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런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욕설과 폭력 같은 극단적인 방식
을 통해 이전부터 받아왔던 감정적 피해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은 작업행위와는 구별되는 실제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나는 실현시킬 수 없는 보복행위를 가상으로 재현하는 방식을 택
했다. 실제 형이 아닌, 폭행을 당해오며 마음속에서 형성된 형에 대한
분노에 ‘앙갚음’을 시도하는 것이다. ‘앙갚음’을 한다는 것은 형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내가 반대의 입장에서 공
격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불쾌한 기억을 노출하는 과정을 사람들에
게 보여줌으로써 개인이 겪었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전달되
고 위로받길 원하는 ‘감정 토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 공
격 행위를 단번에 수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작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동참하게 될 사람들(감상자)이 기억의 내용을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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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는 간접 경험을 통해 작가가 갖고 있는 분노에 감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의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처음
형에게 구타당한 5살 때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경험들을 기억해내고 그
내용들을 수집하여 자세히 기록했다.
내용의 표현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가해자(加害者)의 위치에 있는 작가
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기억과
감정을 공격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정화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는 감상자에게 단순히 한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격의 당위
성’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나는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설정
이 과거와 현재의 억압된 심리 상태를 해결하고자하는 한 사람의 고민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다. 작가의 무례한 태도가 그
가 지목한 인물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면 감
상과정에서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이 작가의 태도에 대한 공감으
로 변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합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사건의 정
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죄인의 악행을 낱낱이 언급함으로써 범행 여
부를 밝혀내는 대화 방식이 기록한 기억의 내용을 알리고 감정을 표현하
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범죄 사실을 진술 받기 위해 물음
에 강제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취조(取調)’형식을 이용해보기로 하고
가상의 취조 상황을 조성하였다.
상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는 기록된 기억을 취조문형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참고하여 실제와 같은 분위기로 연출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나는
수집된 과거 사건의 내용을 연원일시의 기준에 맞추어 문장으로 정리하
고 취조를 진행하는 사람의 강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어조로 문
장들을 다듬어 대본을 작성했다. 완성된 대본을 실체화시키고 그것을 기
록하는 과정은 내가 직접 취조자의 역할이 되어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
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역할에 대한 연기를 전문배우가 아닌 본인 스스로 행하는 것은 대본의
실제내용을 직접 경험했던 작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인물에 대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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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정이입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숙련된
연기자의 전문적인 연기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삶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역할로서 기억에 대한 감정의
해석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약할 수 있고 훈련된 방법론으로 대본
속 인물의 감정표현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작가가 직접
연기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Ⅱ장에서 언급했듯, 적
응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자극에 대한 곤란한 감정을 다양한 방법
으로 표출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하는
나의 습성이었다. 취조인을 연기하는 경험 역시,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기억에 대한 공포를 감정적으로 격앙된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극복하고
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영화와 TV드라마 시청을 통한 서사 이해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영상이 작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기하는
내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화면은 고정된 카메라가 취조자를 촬영하지만
역광 처리된 화면으로 인해 인물의 생김새와 신분을 알 수 없도록 연출
했다. 영화의 취조 장면을 참고한 영상의 장면 구성은 누군지 알 수 없
는 존재인 취조자의 절대적인 권위와 이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
함이다.
영상은 장면의 전환이 없는 롱테이크(long take)7) 방식으로 촬영되었
다. 이는 감상자에게 영상 속 공간에 취조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한 구도로 취조자의 연기를 보여주면 여러 각도의 화
면보다 감상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떠한 편집 방식
없이 연기를 촬영했다. 나는 총 13개의 사건을 취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러한 9분 3초의 영상작품의 제목을 <MONOLOGUE>로 지었다. 모놀
로그(monologue)는 ‘혼자 중얼거림’, ‘연극무대에서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대사’를 의미한다. 이 단어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영상 속 인물이 취조를 진행하지만 그 과정은 카메라 앞에서 혼자 연기
하는 내 모습이고, 이는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을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떨쳐버리기 위한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하나의 쇼트(shot)를 길게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쇼트는 10초 내외인
데 비해 1~2분 이상의 쇼트가 편집 없이 진행되는 것을 롱 테이크(long tak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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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존재가 강압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개인사를 듣는 경험은 그 내
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감상자에게 놀라움 혹은 불쾌감을 준다고 생각한
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는(Sigmund Freud, 1856-1939)는 예술
가가 특별한 재능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새로운 종류의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 생활에 대한 귀중한 반영으로 여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언급한다.8) <MONOLOGUE>에서 묘사되는 현실은
기억 속에 있는 실제 사건이다. 살아오며 겪은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 여겨지는 가족 중 한 인물에 의해 생겨난 것이
고 현재에도 그 인물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엄연한
삶의 단면임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MONOLOGUE>는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속마음을 노출시켜
실제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인간관계 속의
실체를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가족이
나 대중문화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상처를 사진과 영상으로 드러
내는 영국 작가 질리언 웨어링(Gillian Wearing, 1963-)의 작품 속 그
것과 비교할 수 있다.
1994년에 진행된 영상작품 <영상에 모두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
요.

당신은

Confess

all

분장할

것입니다.

on video.

궁금하세요?

Don't

worry,

질리언에게

you

will

문의하세요.

be disguised.

Intrigued? Call Gillian.>(참고그림1)에서 작가는 작품의 제목과 같은
문구로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모집했다. 웨어링은 가발과 가면으로
모집된 사람들의 신분을 감춘 뒤, 비디오카메라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범죄와 악행에 대해 고백하도록 지시했다.
조지부시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유명인사와 만화 캐릭터를 따라 만든 가
면 또는 투명 테이프로 자신의 정체를 가린 인물들의 독백은 본인의 배
우자, 친구, 상사에 대한 불평과 마약, 매춘, 성욕 등 자신을 둘러싼 다
양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접하는 감상자는 가면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인물과 그가 뱉어내는 이야기에 거북함을 느낀다.
미국의 미술사가 러셀 페르그손(Russell Fergson, 1963-)은 웨어링
8)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적 기능의 두 원칙」(1911), 할 포스터,「모더니즘과 정신분석학」,
『1900년 이후의 미술사』, 김홍기 역 (서울: 세미콜론, 2007), p.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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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1> 질리언 웨어링,
<영상에 모두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장할 것입니다. 궁금하세
요? 질리언에게 문의하세요.>, 1994년, Single Channel Video, 30분

의 작품에서 받게 되는 불편한 감정은 가면으로 신분을 보장 받게 된 개
인이 드러내는 적나라한 본성 노출의 현장에 시청자(또는 청취자)들이
목격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9) 웨어링의 작품을 마주하는 사람
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사소하면서도 불쾌한 범죄 자백과 세
상에 대한 불만, 주변인물에 대한 험담을 들으며 인간의 본래 마음을 엿
보게 되고 자신이 평소에는 숨기거나 피하고 싶어 하는 사실들에 직면하
게 된다.
대사의 내용은 선정적인 단어들과 문구,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하와 욕
설, 잔인한 복수에 대한 상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그 내용
들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상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은 범죄자나
정신병자 같은 특수 집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
한 사람들이다. 감상자들은 자신의 가족, 혹은 친구일지 모르는 인물들

9)

Russell Ferguson, "Gillian Wearing", Show Your Emotion, (London: PHAIDON, 199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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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는 사건과 감정들이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허구가 아닌 실체임
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사건과 감정이 상존하는 개인 간의 관계, 나아가
그 관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정서적
피폐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웨어링의 작품이 인간 군상들을 내세워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부도덕한
상황을 보여준다면 <MONOLOGUE>는 한 개인의 기억을 상세하게 진술함으
로써 기억을 각인시킨 ‘가족’이라는 존재에 초점이 맞춰지게끔 한다. 한글
을 못 읽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유아기 시절의 폭행에서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폭력의 서사는 가상의 서술자 역할을 맡은 작가에 의해 발화(發話)되
는데 이는 유년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
해 감상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나는 심각성을 느낀 감
상자들이 그 내용이 ‘형제’라는 관계로 묶여진 두 인물 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행적들이 ‘가족’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
게끔 유도했다. 다시 말해 13개의 상황들로 구성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
혈육이라는 관계 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작품
<MONOLOGUE>가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가족 간의 불화’라는 사회
적 문제의 구체적인 정황임을 전달하고자한 것이다.

2. 미술에 대한 고찰과 표현

‘미술에 대한 고찰과 표현’은 그동안 접해 온 우리나라의 미술계 현
황을 나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에 대한 감상과 견해를 작품으로 드러내
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장에서 살펴 본 작품들의 경우, 내가 갖고 있던 특성과 직접 체험
했던 가족의 상황을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과 연관 지음으로써
작업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이 장에서 소개할 사례들은
미술제도와 관련된 현상 중 내가 목격한 부분과 그에 대한 인상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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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고 작업한 작품과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전까지 나의 작업
제작 방식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다. 이 사례들
은 1960년대 서구의 개념미술, 구체적으로는 미술제도 비판 작품의 발
생 배경이 최근 우리나라의 그것과 적지 않은 유사성을 띄고 있다는 생
각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 후반, 서구사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체제
속에서의 극심한 세대갈등, 반문화, 반전 운동, 흑인 인권 운동, 신좌파
(new left)등의 문화적 진보주의가 휩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소비자본주의와 소련의 교조적인 관료주의는 주된 비판을 받게
된다. 즉 이전까지 대두되었던 계급구조 안에서의 권력의 획득보다도 권
력의 존재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여기에 1910년대
마르쉘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ready

made)로 그 존재가 드러난 미술제도는 기존 사회 제도를 억압기제로
보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1917년, 뉴
욕에서 열린 독립 전시회에서 뒤샹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용 변기에 ‘R.
MUTT 1917'이라는 서명만을 기입하여 작품으로 출품하였고, 소변기를
미술작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내에서의 격렬한 논쟁은 결국 작
품에 대한 전시 불가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작가는 확장된 미술의 범주
에서 미술작품을 독창적인 창조물이라고 여기던 전통적인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미술가와 미술작품을 결정하는
미술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했다. 반면에 1960년대의 제도비판미술가
들은 미술관으로 대변되는 미술제도의 ‘권력’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한다.
제도비판미술가들은 이전까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서
양 미술과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미술제도 자체에 의문을 품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 구조
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프랑스의 미술가 다니엘 뷔렝
(Daniel

Buren,

1938-)은

「미술관의

기능

Museum"」(1973)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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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ction

of

1) 미술관은 미술가의 작업에 ‘예술품’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예술품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미적 향유’로 단일화시킨다.
2) 미술관은 작품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작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데 기여한다.
3) 미술관은 예술을 신비스럽게 포장함으로써 예술의 정치, 경제적 토대
를 은폐한다.10)
일상에서 벗어난 제의의 공간인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볼 때, 작
품은 초월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져 왔고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술관
은 ‘미적인 성소’의 성격을 띠어 왔다. 즉 경건한 정숙함을 요구하면
서 물신주의를 배태해온 것이다. 이것은 제도비판미술가들이 격렬한 비
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헨리 플린트(Henry Flynt, 1940-)의
1963년 반(反)미술관 캠페인처럼 미술제도에 대한 분명한 탄핵이 있었
는가 하면,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1945-)와 프레드 윌슨(Fred
Wilson, 1954-)의 작품처럼 미술관 관행을 파괴시키려 한 경우도 있었
다.11)(참고그림2, 3, 4)

10)

11)

Danil Buren, "Funtion of the Museum"(1973), Theories of Contemporary Art(2nd
edition), ed. by Richard Hertz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93), p.219.
토니 고드프리, 『개념미술』, 전혜숙 역 (파주: 한길아트, 200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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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2>(좌) 잭 스미스와 핸리 플린트, 뉴욕 현대미술관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1963년
<참고그림3>(우상) 프레드 윌슨, <미술관 발굴>, 1992년, 볼티모어, 매릴랜드
역사박물관 설치장면
<참고그림4>(우하) 조셉 코수스,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것들의 놀이>, 1990
년,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설치장면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작품에서 비롯되는 작가의 아우
라(aura),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의 문맥에 대한 해체 등, 후에 제도비판
미술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미술제도 안에서의 구조적 모순의 내용
에 따라 다양한 맥락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제도비판미술의 연구 과정에
서 나는 미술을 전공하거나 연구 분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미술에 대
해 갖고 있는 현재의 관념과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 양상이 당시의 서구
사회에 드러난 경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제도비판미술가들의 공격
대상 중 하나였던 회화의 물질적 가치와 순수성에 대한 찬양, 작가에 대
한 신화화 등으로 설명되는 미술에 대한 고매한 인상이 내가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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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일상
에서 마주하는 미술과 대중 간의 괴리 상황, 미술을 전공하는 이유만으
로 경이로운 존재로 나를 바라보던 지인들의 시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TV속 드라마, 광고를 보면 느끼는 상품의 범람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열된 소비문화를 주관적인 연구의 결과로 나의 작업 맥
락에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비록 그 성과가 개인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해도 작품 전반에 대한 더 넓은 주제의 탐색과 표현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작품들이 미술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작가로서의 태도를 확립하고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는 과정
에서 나오게 된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의 변증
법적인 발전이 앞으로의 작품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 오늘날의 미술

2011년에 제작된 작품 <오늘날의 미술>(그림7)은 현재의 미술작품을
본 사람들의 실제 감상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전시 공간에서 음향 해설
로 들려줌으로써 내가 느낀 미술과 대중간의 괴리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
을 띠고 있다.
미술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주변 인물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은 ‘어
떤 그림을 그리는가?’, ‘요새 그림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
는 무엇인가?’ ‘그 작가의 그림이 그토록 값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이었다. 또한 내가 만난 대부분의 미술 비전공자들은 현대 미술의 기호
와 색채를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철학적 상징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
각했다. 더불어 미술계는 미술작품의 조형적 유의미성을 기준으로 그 가
격을 결정하는 평가와 유통의 구조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미술작품을 어렵게 보고 미술계를 익숙하지 않은 대상들이 존재하는 영
역으로만 여기는 비전공자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는데, 이는 ‘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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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알 수 없
는 존재로만 여기는가’라는 평소 의문과도 상통했다.

<그림7>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
(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인터넷, TV, 유명 갤러리 등 여러 매체와 공간에서 현대 미술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접하게 된다. 작품들은 소외된 개개인을 상징, 대중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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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 생명경시풍조 경고,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작품
분석으로 설명되고는 한다. 또한 ‘한국의 팝아트’, ‘서구의 리얼리즘
회화에 대한 재해석’, ‘현학적으로 변질된 미술에 대한 창의적 반기’
라는 수식어 등과 함께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작품들이 동시
대적이고 현대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그들의 작품이
현대의 삶을 투영한 것이고 그로인해 미술사적 가치나 상품적 가치를 인
정받은 것이라면 정작 그것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같
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 작업노트 2011 -

나는 미술작품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대중의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작품을 접했을 때 실제로 생각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
을 작업진행에 직접적으로 이용해보기로 한 것이다. 현대인에는 나 자신
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공부해
온 미술사나 관련 지식에 비추어 작품을 파악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었
다. 나는 이러한 습관이 미술작품에 대한 직관적인 감상을 방해하고 솔
직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접했을 때의 감상을 수집했다.
현재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과 그것을 분석하는 집단을 선정하는 기준
이 자의적임에도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작업 목적이 미술작품의
실질적인 가치 규명이 아닌 작가가 목격한 미술계의 한 단면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조사나 정보의 수집과 비교하여 내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객관성과 진위
여부에 많은 오류를 띄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자료 수집 범위와 방식에 임의의 제약을 둠으로써 전달
하려는 현상에 대한 ‘인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찾아낸 한국의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여러 화
가들 중, 비교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이 용이한 도상을 표현
한다고 여겨진 작가의 작품 5개를 추려냈다.(참고그림5) 본인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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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사실을 지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어떤 그림
을 그리느냐?’ 라는 질문이 회화나 드로잉 등의 평면매체를 미술의 가
장 대표적인 표현 양식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참고그림5>(시계방향) 권기수, <동구리>, 2009년, 캔버스 위에 유화,
161.5cmx130cm
유승호, <야호>, 2005년, 한지위에 펜,
162cmx122cm
김동유, <마릴린>, 2009년, 캔버스 위에 유화,
160.5cmx130cm
홍경택, <고흐>, 2007년, 캔버스 위에 아크릴,
130cmx161.5cm
이동기, <아토마우스>, 2008년, 캔버스 위에 아크릴,
50cmx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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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들의 작품을 실사 크기로 출력하여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과
미술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는 18세부터 56세 연령의 미술 비전공자
한국인 15명에게 그에 대한 묘사와 감상을 부탁하고 그 기록을 수집했
다. 이들은 음악전공의 남성 18세, 공학전공의 남성 24세, 경영학 전공
의 여성 22세, 43세의 여성 주부, 56세 남성 경비원 등 미술과 연관성
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각기 다른 연령을 가진 15명의 남녀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이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현대
인들의 표본 집단은 아니지만, 작업초점이 일반인들이 미술작품에 가지
는 단편적이고 다양한 인상들의 수집에 맞춰져 있기에 선택한 대상이었
다.
이렇게 모인 작품에 대한 15명의 의견을 나는 미술사적 의미와 가치가
서술된 작품 설명문으로 다시 작성하여 여성 연기자의 음성으로 녹음했
다. 전문 성우가 또렷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음향 안내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음 내용을 휴대용 청취기기에 저장하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나눠주어 해당 작품 앞에서 해설과 함께 작
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상자는 실제 미술 작품이나 형상이 없는
전시장에서 작품 크기와 작가, 제작연도, 재료, 가격만이 표기된 명제표
를 보게 된다. 동시에,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작품 설명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마릴린 몬로가 섹시하게 입을 반쯤 벌리고 감상자를 바라보는 표정이 완
전 클로즈업되어 있다. 그 안에는 작은 케네디대통령의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 모자이크처럼 배치되어 멀리서는 마릴린 몬로, 가까이선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으로 보인다. 두 인물 다 유명한 표정과 헤어스타일로 되어 있
어, 한 번이라도 그들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2011년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톤을 빨간색으로 동일한 인물이
무한히 반복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림이 전
체적으로 썰렁하다고 얘기한 43세 주부 장씨는, 그러나 실제로 아주 많은
스토리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는 마릴린 몬로의 얼굴
을 이루기 위해 그려진 케네디의 조막만한 얼굴들이, 각기 다른 명암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장 씨는 계속해서, 이런 그들의 초상
화는 뻔 한 결과물로 완성되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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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현대 사회에 대한 은근한 풍자 같지만 그러한 풍자도 시대가 지난 방
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를 통해, 앤디워홀을 따라 한 느낌을 주며, 내 얼굴
에는 어느 총각을 넣을까라는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본 그림인데, 마
릴린 몬로에서 케네디가 있는 데 뭐 어쩌라구 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
다. 또한 코있는 부분이 불분명해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인상을 교묘
히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디오 내용 중 -

각 미술작품의 작가와 제목, 재료, 크기, 제작년도가 표시된 벽면과 그
옆에 표기된 가격(그림8)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작품이 갖고 있는 물질
적 가치를 알려준다.

<그림8>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나는 지문으로 옮겨진 감상평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녹음했다.
이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는 듯 한 여성의 목소리에 비속
어나 미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용어가 포함된 인터뷰 내용을 담아 감상
자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다.
직선이 없는 느낌. 작은 그림에 어울리는 캐릭터이지만 그 사이즈가 커짐
으로 인해 이질감과 불편한 느낌을 주는 작가의 회화는, 커피 컵이나 6
살짜리 아들딸에게 선물하면 딱 좋을 어린이용 그릇에 들어갈 캐릭터라
는 박 씨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덜 귀여움, 오래보고 싶지 않음, 따분함, 배색의 황
당함과 불행함은 우리가 만화같이 그리던 곰에 대한 추억과 반가운 노스
탤지어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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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작가는 슬퍼 보이는 거대한 아톰의 대가리를 통해 작품을 별로 오
래 안보고 싶게 하는 생각과 토마토 같다는 심상을 전달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두 생물 사이의 균형과 공존이 그가 추구하는 소꿉장난용 인형
임을 최 씨는 분석한다.
- 오디오 내용 중 -

미국의 미술평론가이자 미술사가인 할 포스터(Hal Foster, 1955-)는
미술과 관련된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리체제하의 긍정적인
문화 속에서 비판적 논쟁과 대안적 전망이 가능한 공간들을 보존하는 일
이라고 설명한다.12) 포스터의 말처럼, 나는 미술작품들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미술제도들은
그러한 역할을 유지하는 장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안에는 현대 사회의 병폐를 노출하는 작품주제와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
는 작업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형
상의 특성을 발견하는 경험과 함께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고민과 그것
의 전개를 더듬어 가며 세상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과정의 결과로 사람들이 개별적이고 주도적으로 작품을 감상하
고 이를 통해 현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비판의식과도 연결되는데, 엄중한
감상분위기를 조성하는 미술관, 갤러리에서의 전시 광경과 TV, 신문, 잡
지 등 여러 보도매체가 미술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작품을 특정한 방향
으로 과대평가된 가치의 평가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갖
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술작품이 갖는 주제와 표현방식은 무
한할 수 있고 이를 감상하는 지점에서 얻게 되는 심상의 다양성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마다 다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연상 지점
과 여기에서 도출된 작품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 미술>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 하나의 미술 작
품에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다른 평가와 분석이 존재할 수
있고 감상자에 따라 그 작품에 대한 가치 정도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
12)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역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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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현실의 경우, 나는 미술작품을 다루는 여러 전문 기관에서
생산해낸 미술 담론과 그에 따른 분석을 보며 작품이 담고 있는 실질적
인 의미보다는 형상에 대한 필요이상의 의미부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느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각적 결과물
로 한정지어 감상하게 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나는 작품의 해석이 미술작품에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홍보
와 판매를 담당하는 상업공간에서의 전시를 통해 작품이 판매되는 미술
제도 안에서의 상황이 자본주의 상품 유통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술제
도에서 인정한 작품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정보력을 소유하
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생각은 Ⅱ장에서 언급했듯, 소수 집
단만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매매 현황이 경제 격차로 구별되는
사회 계층 구조를 견고하게 하고 미술작품을 특정집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을 대중에게 심어주어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향유를 더욱 어렵게 만
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의 미술>은 이러한 결론의 도출에서 다시 바라 본 현실 속 예
를 표현한 작품이다. 나는 진지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시장
내의 실내구조와 조명을 절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시장을 찾는 감
상자들이 듣게 되는 음향 설명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엉뚱한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했다. 해설을 듣는 이들이 자신만의 주관적인 작품분석과
는 상이한 전문가의 작품해석을 읽었을 때의 이전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
의 기억과 녹음된 해설내용의 유사성에서 오는 실소(失笑)를 유발 하고
자 했다.
나는 웃음이 ‘심각한 태도’로 작품 감상을 종용하는 미술관과 갤러리
의 인위적인 분위기 연출에 효과적인 비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소 긴장된 태도로 전시장을 찾은 감상자가 웃음을 통해 편안한 마음가
짐으로 작품을 마주할 수 있고, 이것은 공간 자체에서 오는 엄숙함에 대
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유한 객
관적 인식은 감상자가 이전까지 갖고 있던 전시장에 대한 평소 태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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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상의 유도를 통해 전시 공간을 성스러운 장소로 받아들이던 감
상자에게 미술관이 단순한 미술작품 매매를 위한 유통기관으로 기능한다
는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면적이 표시된 벽면 옆에 해당 가격은 감상자들에게 ‘어떤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인가’나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기에 고
가의 가격이 책정된 것인가’와 같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재
했다. 감상자가 단순한 농담거리로 치부했던 작품해설과 비교하여 실재
가격의 상당한 액수를 확인했을 때 현대인들이 미술작품을 보며 느꼈던
실절적인 감동의 정도와 해당 작품에 부여된 가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터뷰 내용으로 대변되는 동시대인들
의 인식과 미술기관의 괴리된 작품분석, 거기서 획득된 해당 작품의 가
치에 대한 전문성에 나의 의문점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나는 현재에 미술의 대표적 형식으로 알려진 회화작
품이 운반과 소장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해 높은 상품가치를 갖고 있고
본인의 비판적 의문의 대상이었던 미술 작품의 물신주의적 속성을 함축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소유가 불가능한 청각 매체를 <오늘날의 미
술>의 주요 형식으로 사용했다. 즉 형태가 없고 시간의 불가역적인 속성
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획득이 불가능한 음향을 회화작품을 감상하기 위
한 전시공간에 갖고 옴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미술 작품의 물성적인 속성
에서 벗어난 사유 전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감상자들에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표현 방법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성
격의 체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정제된 전시공간에
서 미술작품을 시각적으로 감상하고 인상 깊은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미
술을 즐기는 일반적인 방식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작가의 의도를 표현
하는 다른 방식이 존재함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2) THE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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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제도에 의해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 미
술작품이 다른 작품들의 내용과 형식은 배재된 채, 대중에게 전달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편중된 미술 수용에 대한 개인적 인상에서 제작
된 것이다. 개인적 인상은 그러한 상황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매체와
기관을 통해서 가중된다는 평소 생각과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미술관,
갤러리에서 발행되는 관련정보뿐만이 아닌, 인터넷, TV등 대중의 일상
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대중매체가 속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영향력을 연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위르겐 하버마스
((Jürgen Habermas, 1929-)는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대중음악, 잡
지 등을 위시한 이른바 ‘문화산업’의 확산이 그 막강하고 표준화된 상
품 생산물로 인하여 개인의 비판적, 독립적 사고를 갉아먹고 있다고 주
장한다. 현대사회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적 견해는 평소 대중매체를 바
라보는 나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즉 나는 우리가 대중매체가 그려내는
삶의 방식과 기준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기반으로 사
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모두가 유사하게 반응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하버마스의 견해에서, 상
품 생산물에 <오늘날의 미술>에서 다루었던 상업적 미술의 관념이 포함
되어 있고 그 관념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더욱 더 강력하게 전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TV에서 접할 수 있는
미술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켜 자신을 각인
시키는 사람이 미술가라는 인상과 이러한 인상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그들이 만들어내
는 자의적인 조형적 상징물의 높은 가치와 행위들의 파급력이 미술가이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여러 예술관련 프로그램들은 대중에게
미술은 경이롭고 보통 사람들은 실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여겼다.
우리는 미술가들의 겉모습에 매혹되었고, 그럴싸한 외모를 그들의 창조성
과 연계시켰다. 작품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또는 영화로 촬영한 여러 미
술가가 우리의 이런 환상을 부추겨 왔다.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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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걸린 듯 붓을 휘두르는 장면이나 물감을 흩뿌리는 플록을 찍은 한
스 나무트의 사진(1950)에서 창작과정은 실제 작품만큼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참고그림6)13)

<참고그림6> 작업 중인 잭슨폴록을 촬영한 한스 나무트의
사진, 1950년

나 역시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천부적인 재질과 독자적인 감각을 소유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현대미술작
가들에 대해 연구하면서부터 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미술가들에 대한 기인(奇人)과도 같은 인물상이 역사와 문화
를 학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
이다. 생각의 변화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달리 독보적인 존재로 여
겨지는 미술가에 대한 관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13)

팸 미첨, 줄리 셀던, 『현대미술의 이해』, 이민재, 황보화 역 (서울: 시공아트, 2004), pp.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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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그리고 궁금증은 그것의 계기가 된 TV, 즉 대중매체로 다시 향
하게 된다.
나는 그것의 단적인 예가 어린 시절 시청했던, 국내제작사가 수입하여
TV에서 방영한 외국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다. 서양의 지식인들이 외국
어로 미술가의 업적을 소개하는 모습과 이를 번역한 자막, 내레이션, 당
시의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관련기록이나 재현영상이 우리에게 미
술을 신비스럽고 경이롭게 여기게 만드는 주요 매체라고 본 것이다.(참
고그림7)

<참고그림7> 세상을 바꾼 사람들: 빛의 화가-인상파, 1994년, 90분

2010년에 제작된 작품<THE DOCUMENTARY>는 나의 미술 관련 다
큐멘터리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기반으로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신화적인 미술가상에 대한 비판을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나는 내 자신을 위대한 예술가로 조명하는 가상의 외국다큐멘터리 대본
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민준홍’이라는 인물의 출생배경과 성장과
정, 그의 작품에 대한 관련 인물과 전문가의 고증, 기록 영상을 보여주
는 순서로 이루어져 후반에는 미술사에서 작가의 업적이 오래 지속될 것
이라는 극찬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이 대본의 흐름에 맞추어 일상생활에
서 쉽게 마주치는 학교, 집 등의 풍경을 촬영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을 수집하여 촬영된 동영상에 첨부했다. 다음으로 이탈리
아어 구사능력을 갖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학과의 일본인 친구
를 섭외하고 이들을 미술 분야의 권위자 또는 지식인으로 가장한 인터뷰
를 촬영했다. 인터뷰가 재생되는 화면에는 친구와 부모님을 사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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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유명작가와 미술비평가, 또는 미술관의 관장으로 소개하는 자막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시절 지인들과 함께 준비했던 전시회 영상을
흥행전시처럼 연출하여 넣음으로써 나를 유명한 작가로 조명한 10분 분
량의 픽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그림9)
작가를 소개하며 전체적인 영상을 설명해가는 한글 내레이션은 작가의
일대기를

소개한다. 나는 다큐멘터리가 외국에서 제작된 것임을 암시하

기 위해 한글 내레이션과 함께 영어로 된 내레이션도 녹음하였다. 어린
시절 접했던 미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성우 녹음과 한글 자막 영상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비슷한 방송물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함께 형식의 견고함을 전복시키는 장
치를 집어넣었다. 동시 녹음된 영어 내레이션은 설명 내용과는 상관없는
영어 노래 가사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래 가사를 통해 영상
을 처음 접한 감상자가 느끼는 ‘유명한 작가를 소개하는 외국의 전문적
인 다큐멘터리’라는 영상에 대한 인상이 허상이었음을 인지하게 하는
음향 장치이다.

<그림9>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다큐멘터리의 전문성에 대한 심상을 깨뜨리는 이러한 시도는 지인들이
등장한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된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술 비평가 역을
맡은 어머니는 작가를 서양 중심의 미술사에서 새로운 미술 흐름을 만들
어낸 천재적인 동양 작가로 소개한다. 대학시절 내가 제작했던 실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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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진이 자막과 함께 비춰진 뒤에는 동료 작가 역할을 맡은 일본인 학
우가 생전의 ‘민준홍’이 보여준 비범한 행동들을 회상한다. 유창한 외
국어 대사를 통역해주는 한글 내레이션은 나의 음성을 변조하여 녹음했
는데 그들이 내뱉는 외국어의 내용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인물들의 대사
를 실제 의미로 번역한 화면 하단의 영어 자막 내용은 늦은 밤까지의 촬
영으로 인한 어머니의 불평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찬 일본인 친
구의 푸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작가의 미술사적 의미를 전문적으
로 설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장 역할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자막은 설명과
는 상관없는 외국 대중음악의 가사로 이루어져있다.
서적과 회화로 장식되어 교양 있는 인물들임을 가늠케 하는 공간에서
등장인물들은 격식을 차린 의상을 입고 기품 있는 태도로 인터뷰를 진행
한다. 화면에서 들려오는 이탈리어와 일본어, 철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단어들은 출연 배우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보이게 하고자 이용된 화
면 안에서의 연출이다. 영어자막을 통해 외국어의 실제 내용이 사소한
개인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에서 나오는 영어 자
막 또한 영상과는 상관없는 텍스트임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THE
DOCUMENTARY> 전반부에서 감상자가 느끼는 영상과 음향의 지적인
분위기가 사라지도록 유도했다. 영상의 후반부에 대학 시절의 전시회 당
시 촬영한 영상을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전시로 연출하여 보여주는 장
면과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 부분도 이러한 의도를 강조하고자 편집하
여 집어넣었다.(그림10)
움직이는

이미지와

음향,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THE

DOCUMENTARY> 자체는 실상 허구적인 영상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미술가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자체의 정형화된 연출 형식을 해체
하고 재조합한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다른 다큐멘터리
장르가 그려내는 미술가의 위대함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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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
건을 극적인 허구성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으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소설, 기록이 이에 포함된다.14) 사람들은
다큐멘터리가 객관적인 정보와 신빙성을 담보로 제작되고 깊이 있는 지
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국 다큐멘터리가 담고 있는 여러
국적을 가진 지식인들의 모습과 자막, 극적인 음향 효과가 제작자가 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여겼다. 이와 함께 그
것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대한 의문이 다큐멘터리를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다큐멘터리의 장르
적 속성 자체에 대한 비평적 검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조욱희가 그의 저서에서 ‘’다큐멘터리는 사전적 의미의 객관
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
다큐멘터리의 객관성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란 과연 객관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닮아 있다. 흔히 역사란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는 과거
와 현재의 대화인데 그 대화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14)

앞의 사이트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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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란
감독이 관객과 하는 대화인데 그 대화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 대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15)

<THE DOCUMENTARY>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 텔레비전에서 방영되
는 외국 다큐멘터리의 형식만을 차용하여 제작한 영상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로 형성되었던 미술가의 우상화(偶像化)를 해체한다. 나는 다큐멘터
리 감독의 인식이라는 말이 감독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세계관이라는 말
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세계관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만
의 입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반영된 인식 또한 주관적
인 것으로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자의 의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속성을 미술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적용하여 미술가와 미술의 가치가 경이롭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제작자
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허구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인물과 사건 또한 해당 프로그램
의 장르적 특성을 이용하여 미술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로 탈바
꿈시킴으로써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풍자하고 현실의 상황을 희화한 것이
다.

3) 작업조건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주변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지나쳐 왔던
삶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은 본인의 개인적인 특
성, 가족, 전공분야를 거치며 젊은 세태의 단면, 가족의 모습, 미술계의
상황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작업 성향으로 귀결
된다. 또한 각각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로 표현하는
방식은 새롭게 포착된 작업 동기와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에도 지속적으

15)

조욱희, 『다큐멘터리,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 하는가』(서울: 차송, 2004),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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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시각적 흥미만을 추구했던 나의 과거
작업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앞의 작품들을 제작하며 전개해온 나의
사유가 각각의 주제를 통해 결국, 우리의 삶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작은 저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구조 안에
서 살아가는 미술가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것이다. 나는 그러한
미술가상이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의 통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조형적 감각으로 물질적인 결과물을 완성하고 여러 미술 기관에서
독창성과 심미성을 검증받아 전시를 통한 작품 매입으로 생계를 이어나
가는 사람들을 미술가라고 여기는 관념을 이른다. 나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관념을 이루는 조건에서 벗어난 방식과 이전부터 생각해온 사회
안에서의 문제점을 결부시켜 작품으로 표현해보고자 했다. 2012년에 제
작된 <작업조건>은 이와 같은 의도에서 나온 세 가지 작업 동기에서 시
작된다.
첫 번째로 미술 작품 제작에 대한 본인의 관점 변화 자체를 작업소재로
이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를 통해 나는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이해불능과
미술가상에 대한 왜곡이 결국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초래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미술가의 역할도 포함되는데 고가의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행위로서 사회구조 안에서 흡수된다고 생각한 것
이다. 이는 삶에 밀착되어 있는 관심사를 주체적인 사유를 통해 검열하
고 작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내재된 모순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작가관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이 작가관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에 감동하고 작품을 구매하는 전반적인 미술의 향유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 제기보다는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 수동적인 작업
태도를 취하는 작가의 모습과 상품의 성격만을 띄는 미술작품에 대한 문
제의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작가모습과 작업 성격을 전복시키는 행위 자체를 작품
으로 드러냄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앞의 두 작품에서 미술작품이 금전적인 가치를 얻게 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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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미술가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통한 관
찰이 이루어졌다면 <작업조건>에서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여
겨지는 작가의 창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작업의 결과물을 시각적인 완
결물로 한정지어 감상하게 만드는 전시장의 공간적 기능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 퍼져 있는 소비위주의 삶의 방식, 흥미가 사라
진 제품을 쉽게 폐기하는 태도에 대한 견해이다. 나는 평소 물질을 대하
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다.

<THE

DOCUMENTARY>에서 언급했듯, 현대인들이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삶의 전형에 자신들을 맞추고 유행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실제 삶에 필
요한 물품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소비한다고 본 것이다. 나는 이 생
각을 작품에 투영해보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2012년에 출강하던 미술학
원에서 학생들이 두고 간 재료와 집에서 작업실까지 걸어가던 20여분의
거리에서 볼 수 있던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현실에 대한 고민과 세상에 대한 관심,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
정으로 뒤죽박죽인 생각을 애써 정리하며 걸어가는 작업실까지의 길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널려 있다. 쉽게 버려지는 그것의 모습을 보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용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미술 학원에는 학원을 떠난 학생들의 쓰다 남은
물감들이 모아져 있다. 아무도 갖고 가지 않는 물감 튜브 속에는 아직도
안료가 가득 채워져 있고 새로 학원을 등록한 원생들은 또 다시 물감을
사들인다. 남아있는 물감들은 한 때 돈이었고 새것이었다. 그렇게 많이 쓰
지도 그리지도 않을 것이라면 그것들을 왜 사고 왜 버리는 것일까?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작업실에서 미술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얘
기한다. 미술은 지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
배웠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려 한다.
- 작가노트 2012 -

2012년 10월에 개최한 전시 <작업조건>(그림11)은 작업 시작 시점에
서 세운 기본 수칙을 수행함으로써 생겨난 기록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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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성되며 전시장은 시각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는 사진과 영
상, 채색된 사물과 액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 준비를 위한 기본수칙
은 다음과 같았다.
1. 매일 집에서 작업실까지 걸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쓰레기를 하나씩
수거한다. 쓰레기가 발견되는 위치와 날짜, 시간을 사진과 활자로 정확히
기록한다.
2. 용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유학 미술 학원에서 원생들이 쓰고 버린 아
크릴 물감, 제소, 붓, 바니시, 마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수거한 쓰레기를
미적 기호가 반영되지 않게 채색한다.
3. 작업이 시작되는 2012년 6월 25일부터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재
료와 물품을 최소한으로 구매하여 부득이한 지출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이유와 가격을 명확히 설명한다.
4. 쓰레기에 칠해지는 물감의 색은 작업실에 들어가 처음 눈에 띄는 것
을 이용하며 모든 물감이 사용될 때까지 그 색을 유지한다.

나는 생산과 판매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상품유통구조와 작가가 재
료를 구입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미술의 창작과 수용과정이 그
대로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버려진 물감과 붓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그 과정을 구성하는 재료의 구입 행위를 재료의 습득으로 바꾸어 놓음
으로써 유통구조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다. 즉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
되는 미술작품과 그것의 수용 과정을 충족시키는 조건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삶 속의 요소를 과정에 대입하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제작
방식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구성물들은 이러한 생각과 개인적인 상황이
표출된 결과물이다. 나는 작업하는데 필요한 물품구매를 최소한으로 줄
이고 학원을 졸업한 수강생들이 남기고 간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첨가
제 통, 붓, 마킹 테이프를 갖고 와 쓰레기를 채색하는 데 사용했다.(수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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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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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되기 전의 사물들은 매일 작업실까지 걸어오는 약 1킬로미터의
거리 안에서 발견된 쓰레기인데, 아동용 장난감, 문틀, 병기 뚜껑 등 3
개월의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쌓인 그것들의 종류는 생활용품에서 가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는 쓰레기를 주운 장소를 촬영하고, 촬영 이
미지에 시간과 위치 정보를 기록하여 33장의 사진으로 인화하였다. 다
음으로 사진들을 집에서 작업실까지 가는 과정 순으로 일렬로 배치하여
전시 벽면에 부착했다. 재료의 습득 장소를 구체적인 형상과 지리 정보
로 보여줌으로써 쓰레기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폐기된
사물들을 재료 삼아 진행되는 작업 성격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림12)

<그림12>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학원에서 주워 온 물감 역시, 금전적인 지출을 통해 구입하지 않고 얻
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작 방식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는 매개물
이 된다고 생각했다. 3개월 동안 특정 공간에서 얻어진 미술재료들은
546개의 물감과 23개의 붓, 32개의 보조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길
이 4미터, 높이 1미터, 폭 40센티미터의 좌대를 제작하고 그 위에 이
재료들을 용도와 종류에 맞추어 일괄되게 세로로 부착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료들이 발견된 장소와 일시를 표기하였다. 붓, 칼, 물감 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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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수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도구를 세워 전시한 이유는 각기 다
른 크기의 재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군집(群集)의 형상이 사람들로 하
여금 버려진 사물들의 다양한 종류와 적지 않은 양적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본 감상자가 많은 양의 물감을 쉽
게 소비해버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림13)

<그림13>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나는 두 달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표면을 수강생들의 마킹테이프로 구
획을 나누고 아크릴 물감과 붓으로 칠했다. 수강생들의 미술용품으로 쓰
레기의 표면을 일정하게 채색해 나가는 것은 작가의 감각이 반영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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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기호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수칙4) 시각적 기호를 최소화한다는
것에는 색의 선택, 그중에서 뿌리기, 쏟기, 흘리기 등의 물감의 무작위적
인 채색방식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해당면적을 일괄적으로 메꾸는 채색
방식을 택한 이유는 가장 단순하고도 기계적인 방식이 창작을 통해 작
품을 제작한다는 작가상에 대한 회의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고유한 조형 감각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특성이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작가상에 포함된다고 생
각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행해진 무작위적 채색방식은 그동안의 회화작업으로 훈련
된 나의 조형적 특성이 다시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상적인 화면을
조성해나가는 창작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일정한 면적을
특정한 채색 기법이 드러내지 않도록 물감 안료로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단순한 반복 행위를 거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면 누구나
시각적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작업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성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수칙을 세울 당시 나는 각 색상의 채색기준을 다소
불명확하게 제시했고 사물의 면적을 구분 짓는 방식을 모호하게 설정했
다. 이로 인해 사물들이 띄는 원색의 색감과 마킹테이프로 나누어진 면
들의 조형적인 형태는 내게 체내화된 미적 감각을 보여 주는 한계로 작
용했다. 그렇지만 이 사물들을 여과 없이 제시한 이유는 그것들이 생각
의 변화가 반영된 실제 사물이고 작품을 특별한 창작의 산물이 아닌 단
순 노동의 결과라는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함이다.(그림 14)
나는 작업진행 기간 중 하루를 택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부착하고 작업실까지 걸어가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전시기간 동안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상영하였다. 출력되는 영상에는 집에서 나와 걸어가며 길거리
에 버려진 가구를 실제로 수거하여 작업실까지 들고 가는 모습이 20여
분동안 촬영되어 있다. 나는 태블릿 PC에 고성능 스피커를 연결하여 음
향을 출력함으로써 전시장을 찾은 감상자가 영상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자 했다. 음향에는 가구를 들고 가는 나의 숨소리와 도로위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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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들려오는 벌레의 울음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당시의 분위기 또
는 현장감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과 음향은 수칙을 지키고
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감상자에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음향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을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
고 있는 극적인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작품의 의도를 공감각적으로 전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14>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회화를 미술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오늘날의 미
술>과 같이 나는 감상자들이 회화작품의 사각형 캔버스 형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채색된 사물들을 설치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 무료로 얻게
된 미술재료,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완성된 ‘채색된 폐기물’들이 전시
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미술작품으로 관객에게 제시되는 <작업조건>의
과정을 감상자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감상자들
이 미술작품과 그것을 보여주는 미술공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쓰레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채색 행위를 통해 색을 입게
되고 전시장에 설치되어 미술 작품으로서 감상된다’는 작품의 전말을
통해 하나의 사물을 미술작품으로 둔갑시키는 연출과 그 연출에 관여하
는 공간의 역할을 노출시키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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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한 쪽 벽면에 걸린 영수증을 담은 액자에는 그림15와 같이
<작업조건>을 위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액자에
는 좌대의 제작과 촬영한 사진들을 인화하기 위한 비용, 팸플릿 인쇄비,
영수증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액자의 제작비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려진 물감들을 이용한 것처럼 현대의 소비태도에
대한 생각이 작품에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15만원의 좌대 제작비를 제외한 4만 5천원의 총 전시 비용이 다
른 전시회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생각했다. 이는 재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물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것
에서 기인하는데, 이 영수증들도

전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만 금액

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림15>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무분별한 소비 현상에 대한 비판이 작업 동기에 포함되는 만큼 길거리
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쓰다 남은 미술용품만을 사용한다는 조건(수칙3)
을 지키기 위해 준비 기간에 들인 최소한의 비용을 작품 자체로 드러냄
으로써 절약을 위한 작가의 노력이 전달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작업조건>은 전시장에서 그 결과물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구성물
의 대다수가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반성의 대상이 되었던 이전까지의 작업과정과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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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발견되는 요소들과 기록을 실질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미술작
업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나의 의도를 표현했고 결과물보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미술실천(art practice)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반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의 흔적들
을 ‘전시’라는 형식 안에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전시 공간을 채우는
각 요소들이 시각적인 매력을 갖기 이전, 작가의 노력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들로 감상자에게 전달되고자 했다. 이 전시에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입장 이전에 분석가의 입장으로서 나의 작업방식을 살펴보고
변화시키려는 고민이 담겨있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이전까지의 습
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품의 제목
을 <작업조건>으로 명명한 것 또한 전시 공간에 실현화된 전시물보다도
이를 구현화하기 위한 수칙, 즉 조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전까지 갖
고 있던 작가로서의 관습에 대한 개선점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수행
하는 과정을 감상자에게 보여주어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3개월간의 작
업 일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오늘날에서의
미술작업이 갖는 의미와 작가의 모습을 더 넓은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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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작업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 개의 작품은 사진, 설치, 영상, 오브제 등의 형식을 띠고
있다. 나는 작업진행의 결과물에서 확인되는 매체의 속성보다 소재를 포
착하고 이것을 작품의 주제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는 각 작
품의 매체 사용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매체의 숙련도나 완성도
보다 주제와의 적합성에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이 생각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체화하는 단계에서 기억과 기록, 사물 등을 모아 공통점
을 발견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이 과정이 어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료나 근거를 모은다는 점에서 ‘수집’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견해로
이어진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감상자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작가의 입장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담는 작품의 특성으로 인해 사유의 전달 방식이 띄는 성격
자체가 중요한 표현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다. 시각을 통한 조형적 감상
에 앞서 음향,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작가의 소통 방식 분석으로 감상이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나는 비판적 의견을 웃음으로 희석시켜 전
달하는 몇몇 작품이 ‘풍자’의 방식을 띄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해보
고자 했다.

1. 수집을 통한 의미화

수집(蒐集)의 사전적 정의는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
나 재료를 찾아 모음, 또는 그 물건이나 재료’이다.16) 수집을 통한 의
미화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앞의 정의에서 ‘여러 가
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은다’는 부분이 나의 주요한 작업 전개 방
16)

앞의 사이트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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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기 때문이다. 사물을 모아 속성을 관찰하고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
는 특정 현상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수집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
련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계에서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 분석하고 박물관에서는 당시의 사회상
이나 문화를 엿보기 위해 시대별로 분류된 여러 유물들을 전시한다. 나
는 이러한 방법이 연구 대상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는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설정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순수한 정보전달 형식을 띠는 동시에, 작가가 인식
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선구적인 작가로는 독일의 미술가 한스
하케(Hans Haache, 1936-)를 예로 들 수 있다. 작가는 자본과 연결된
몇몇 미술 제도의 실상의 파헤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7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전시에 초대되었고 작품 <샤폴스키 외 맨해튼
부동산 보유 현황 실시간 사회 체계 1971년 5월 1일 현재 Shapolsky
et al. Manhattan Real Estate Holdings, A Real-Time Social
System, as of May 1, 1971 (1971) >(참고그림8)를 제작하기 위하
여 구겐하임 미술관 후원자인 샤폴스키 가문과 관련된 142채의 건물 현
황을 적은 142개의 부동산 문서를 수집했다. 마치 부동산 매물 광고처
럼 보이는 이 문서들에는 건물의 정면 사진과 함께 건물의 주소, 저당
상태,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빈민가의 실상을 고발하
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비참한 광경, 선동적인 문구가 들어있지는 않았
다. 제목에 기재된 날짜가 5월 1일, 즉 노동절이라는 점은 자본가의 횡
포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작품 자체는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17) 이를 통해 하케는 관객들
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정서적 감화나 심리적인 동조로 접근
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제 삼자의 입장에서 사회구조 안에 자리 잡은 문
제점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명확한 사실 관계만을 보여주는 적지 않
은 기록의 수집을 통하여 샤폴스키 그룹의 맨하탄 소유 실태를 드러내고
미술관의 배후에 존재하는 권력을 폭로하고자 했던 것이다.18)
17)

김민영, <한스 하케(Hans Haacke)의 미술제도비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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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폴스키 외 맨해튼 부동산 보유 현황 실시간 사회 체계 1971년 5월
1일 현재>을 감상하며 사람들은 작가가 느끼는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대
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사실 정보가 담겨있는 많은
양의 객관적 기록을 수집하여 물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감상자는 사실을 기반으로 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을 이해하게 되
고 자신이 평소 알고 있지 못하던 미술과 자본의 유착 현상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실제 자료를 선택
하는 단계에만 자신의 역할을 국한한다. 수집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
성에 대한 신빙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성만을 드러내는 것
이다.

<참고그림8> 한스 하케, <샤폴스키 외 맨해튼 부동산 보유 현환 실시간 사회
체계 1971년 5월 1일 현재>, 1971년, 두 장의 지도, 142장의 흑백 사진과
142장의 부동산 정보 해설지(6장을 하나로 묶은 액자 총 32개), 거래 내역을
정리한 여섯 장의 차트와 한 장의 설명문, 가변 크기

한스 하케의 작품에서 작가의 관점이 사회의 특정현상을 바라보는 미술
가의 위치로 한정되고 그 위치에서 모은 기록물이 일정한 방향성을 띄고
18)

이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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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도 수집된 자료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은 사라지지 않는
다. 오히려 명확한 자료의 양적인 축척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근거는 작
가의 의견에 설득력을 부과하고 작품을 통한 해당 상황의 깊이 있는 분
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의
견을 나타내고자 진행하는 수집은 매우 개인적이기에 일반적인 수집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수집물을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제시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의 객관성은 약화되고 수집을 행한 주체의 의도가
강화된다. 다시 말해 나는 수집물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도출된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작업 방식이 실제 증후들에 대한 정확한 정
보 전달에 앞서 주관적인 의견 제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벨기에

출신

미술가

마르셀

브루타에스(Marcel

Broothaers,

1924-1976)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수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함으
로써 제도 비판적 성격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1968년부터 4년 동안 진
행되어 1972년 독일의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마무리 된 전시<현대미
술관, 독수리분과(Mesee d'Art Moderne, Department des Aigle,
Section des Figure)>에서 브루타에스는 독수리 형상이 들어있는 옛날
꽃병 조각들과 포도주 라벨, 그림들, 만화 등을 유리 케이스안과 좌대
위 또는 벽에 진열했다.19)(참고그림9)
<현대미술관, 독수리 분과>는 미술관의 전시 형식을 차용하여 독수리에
관한 266개의 품목(도판과 오브제를 합산한 수로, 슬라이드는 제외)을
배치한 일종의 설치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된 물품들은 작가가
각국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43곳과 개인 소장자들로부터 대여한 것이
다.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엥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1780-1867)나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42-)의 회화
작품처럼 유명한 미술품과 화석, 고서적, 문장 등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사물, 그리고 상표, 우표 등의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는 200여점이 넘는
전시물들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이것은 미술작품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19)

앞의 책 (주10)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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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9> 마르셀 브루타에스, <현대미술관 독수리 분과>, 1972년, 뒤쉘도르
프 미술관, 독일

작가는 전시품 각각을 어떠한 의도나 맥락도 드러내지 않고 배치하였
다. 이 과정에서 전시물 간의 위계질서나 연상 작용은 사라지는데 이를
통해 브루타에스는 예술 작품의 내부에는 본질적인 진실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즉 작가는 자신이 임의로 부여한 독수리에 관련된 속
성만을 갖고 있는 수집품들의 공통점을 통해 전시 관련자의 자의적 선택
에 의해 모여지는 전시품들의 기준과 위계질서, 더 나아가 미술제도의
인증에 의해 오브제가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
다.
브루타에스의 경우와 같이, 나 또한 수집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작가 개
인의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의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것을 가공하
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것이 신빙성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나는 내가 진행하는 수집에 대한 신빙성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료
를 수집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실제 사실에 대한 믿음 이전에 주제를 다
루는 작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감상자들이 작품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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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기 위해 모여진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 전달에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작품<淑海主乙>을 감상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전시공
간에 빈틈없이 설치된 다수의 표구 액자들이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람들
에게 ‘작가가 무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20개나 되는 한문 가훈을 제
작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한 문장으로 삶을 관통하
는 지혜와 행동규율을 전달해주는 가훈을 여러 종류와 갯수로 제시한 작
가의 의도에 궁금증을 갖게 한 것이다. 나는 이 궁금증이 액자들이 결국
일상의 사소한 내용까지 진중하게 다루는 작가의 태도를 과장하여 드러
낸 조형물임을 알게 되는 순간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의문이 풀
린 감상자들은 자신이 만든 규칙 속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살아가는 작가
를 연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단계에서 수첩에서 발견한 20개의 다
짐들은 연상된 작가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매개물이 된다. 감상자들은 삶
을 구성하는 소소한 면모들이 작가를 압박하는 요소들임을 입증하기 위
해 수집된 개인자료를 보게 되는 것이다.
<MONOLOGUE>의 영상 속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연대기적 나
열은 나에 대한 형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20
여 년간 함께 살아 온 형과의 관계가 언제나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형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기억 속 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추려내
는 것은 인물에 대한 폭력성과 불합리함을 드러내는데 앞서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간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으로써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13개의 정
황들은 작가의 삶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으로서 감상자에게 전달된다.
<오늘날의 미술>의 작품내용은 미술과 관련 없는 현대인들의 미술작품
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직업과 성별, 나이가 다른 인물들
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의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이해도를
대변한다고 여긴 것이다. 나는 미술계에서 내놓는 분석과는 전혀 다르게
작품을 분석하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작품해석 15개가 미술 작품 감상에
서 일어나는 이해의 부재 상황에 대한 사례가 되고 대중과 동떨어진 미
술계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의 의도를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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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조건>에서 전시 공간은 채색된 쓰레기들의 모음과 습득 장소를
촬영한 사진, 공간 중앙에 설치된 미술도구 등, 수칙에 의해 선택되고
분류된 사물들로 채워져 있다. 나는 공간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사물을
종류와 크기 별로 배치하여 하나의 진열대처럼 보이도록 했다. 사물들이
창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작가가 수집한 물체임을 알리
고자 한 것이다. 3개월 동안 수집된 70여개의 쓰레기들과 600여개의
미술 용품들은 길거리에 쉽게 물건을 버리는 사람들의 소비의식과 학생
들의 낭비 습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
나는 현상에 대한 느낌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주제
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선택, 수집하고 이들이 갖는 공통점을
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작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수집 행위는 내
가 경험하거나 관찰하며 해석한 현상에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작가가 드러내는 입장에 대한 진중
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2. 풍자를 통한 비판

풍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웃으면서 폭로
하고 공격한다” 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웃
으면서 쓰는 문학 기법이다”20)로 정의된다. 문학 사조나 문학작품을
조소하는 문예비평 및 풍자문학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학(comic)과 유사하지만, 단순한 익살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
에서 그것과는 구별된다. <허생전>에서 주인공 허생이 조선에 가장 부자
로 알려진 변씨(卞氏)에게 만금(萬金)을 빌려 안성에 머물면서 나라 안
의 과일을 모조리 사게 되자(買占賣惜), 온 나라의 잔치나 제사가 치러
20)

앞의 사이트 (주5)

- 62 -

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취약했던 국가의 경제력을 조롱하고 무
능력한 지도자들을 비웃은 문학 속 풍자의 한 사례다. 풍자의 목적은 잘
못된 세계의 단면을 드러내 왜곡된 인간 사회의 해로운 것들을 비판하고
사회에서 이상향으로 정해놓은 규범과 대조되는 모순점을 고발하는 것이
다. 여기에 인간의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면서 그 잣대에서 현실의 잘못
된 모습을 조롱한다는 점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읽힌다. 풍자는
대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
해 간결한 내용과 명확한 형식을 띄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불합리
한 상황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고 긍정적인 가치를 보존하려는 바
램이 담겨 있다.21)
현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지만 이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유쾌하게
풀어낸다는

점은

<淑海主乙>,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격이다. 내 주변에서 발
견되는 불합리한 상황과 대상의 결점을 유사한 존재에 투영하거나 다른
형식을 빌려와 드러냄으로써 결과물을 본 감상자가 웃으면서 작품을 감
상하는 동시에 웃음을 띠게 하는 원인을 유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 그것을 비틀고 풍자하는 작업 성격은 여타
의 미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되는데 미국출신의 미술가 폴 맥카시
(Paul McCarthy, 1945-)의 1995년 영상작업<Painter>(참고그림 10)
를 그 예로 들 수 있다.22)
영상에서 맥카시는 부풀려진 고무 손, 코, 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분
21)

종종 패러디(parody)와 풍자(satire)는 두 개념의 중심이 되는 아이러니(irony)에 의해 용어
상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러니는 의미상의 차이를 표시하
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 안에서 사용된 텍스트에 의해 유도되는 통제된 해석 행위를 의미한다.
캐나다 출신의 문학비평가 린다 허천(Linda Hucheon, 1947-)은 그의 저서 『패러디 이론』
에서 “패러디는 이미 최초의 본질에 대한 독특한 재현으로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하나의 본질
의 전형이며, 패러디적인 재현은 이전까지 내려오던 패러디가 되는 대상의 관행을 드러내고 같
은 메시지 안에서 두 개의 기호를 나타냄으로써 원본이 되는 대상의 책략을 드러낸다”고 언
급한다. 따라서 패러디는 이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원작이 있고 원작을 따라 재현하면서도 차
이가 있는 반복이며, 비평적인 아이러니의 거리를 가진 모방이다. 이에 비해 풍자는 특정한 원
작에 대한 조롱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정해놓은 규범과 대조되는 당대의 허
식을 비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린다 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
울: 문예출판사, 1992), p.192.

22)http://www.youtube.com/watch?v=-fw4gYWkXgo&playnext=1&list=PL1Juauztch
hd4k4M6_sSPk6euGJ1-C1&feature=results_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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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화가를 연기한다. 50여분의 상영시간 동안 작가는 그림을 그리
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제작된 물감 통과 붓을 캔버스에 문지르고,
마요네즈, 케첩을 물감에 섞는다. 추상표현주의 대표화가인 월렘 트 쿠
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의 이름을 되풀이하고 칼로 자신
의 손을 찍어 거기서 나온 피를 물감에 넣는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화
기법을 가르친다며 “I am fucking painting(난 회화와 성교를 하고 있
어)”라고 외치고 자신이 소속된 갤러리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에게 돈을
달라며 투정부린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맥카시는 화가가 완성한 회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둔부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화가의 항문
생김새를 보고 냄새를 맡으며 걸작을 감상한 듯 감탄사를 내뱉는다. 작
가는 다소 우스꽝스러우며 기괴하게 보일 수 있는 영상작품을 통해 화가
의 창조성만을 중시하는 당시의 미술세태와 상업적 체계 안에서 유통되
는 회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화가의 모습을 조롱한다.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상품으로 변화해버린 작품과 화
가의 작업 진행 과정을 치열한 고뇌 끝에 나온 기발한 영감으로 미화하
는 작가중심주의의 허구성을 꼬집는 것이다.

<참고그림10>

폴 맥카시, <페인터>, 1995년, Single Channel Video, 50분4

초

나는 ‘희화’라는 장치가 대상의 인상을 이루고 있던 각 요소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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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게 함으로써 비판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했다. 작품 속 유머(humor)가 감상자로 하여금 감상 시점 이전까지
는 지나쳤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색의 통로를 열어주고, 내가 드러내
고자 하는 세상 속의 문제점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ri Bergson, 1859-1941)은 희극
적인 인물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공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
다. 사람들은 희극적인 인물의 입장에서 그의 몸짓과 말, 행위들을 취해
보기도 하고 그에게서 재미와 우스꽝스러움을 발견했을 때는 웃음을 선
사하는 인물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는 웃음에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보다도 긴장 이완의 효과
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의 삶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계속 관계를 유지
해 나가고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은 지적인 긴장의 끊임없는 노력
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는 상상을 짜 맞추는 일
은 단순한 놀이와 휴식의 성격을 띠게 된다. 희극적인 상황은 이러한 놀
이의 성격이 강하고 사람들은 놀이와 어울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
는 데 이러한 연상 작용은 우리가 사고하는 피곤함으로부터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23) 베르그송의 연구처럼, 나는 내 작품 속의
유머 체계를 통해서 작품을 처음 접하는 감상자가 긴장을 이완시키고 감
정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淑海主乙>(그림16)속 한자 문장의 음절만을 읽는 과정에서 깨닫는 한
글 문장의 뜻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쉽게 나눌 수 없는 대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과장하여 보여주는 것은
각각의 표구가 취하고 있는 필요이상의 심각한 태도에 웃음이 터져 나오
게 하고 평소에 갖고 있던 기억 속 유사경험을 들추어내 감상자 에게 작
가와 같은 체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다.

23)

앙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역 (서울: 세계사, 2007),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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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40cmx100cmx3개

나는 대상에 대한 고정된 인식과 사생활 속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유
머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작업재료가 된 수칙과 이에 대한 작가
의 심상이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겼다. <淑海主乙>이 결국 작가가 만들어
낸 언어유희라는 것을 알게 된 감상자는 하나하나의 음절을 맞추어가는
작품 감상 방식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흥미가 작품 감상의 주안점
인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에서 듣게 되는 절제된 어조로 진행되는 여성 연기자
의 해설에는 비속어와 구어체가 포함되어 있다. 음향 보조 장치 또는 안
내인을 통한 작품 해설은 미술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체
험해본 경험인데, 나는 그러한 개개인의 경험 안에 훈련된 말투와 설명
으로 해설을 들려주는 전문인에 대한 신뢰, 나아가 해당 작품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미술기관들의 자료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했
다. 그리고 미술 비전공자들의 비전문적인 작품 감상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해설문으로 각색하고 이를 미술제도 내의 작품해설 형식으로 만듦
으로써, 이러한 신뢰의 구조를 전복시키고자 했다. 엄숙한 태도로 작품
관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와 어조를 들을 때, 관객은 기이한 상황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술
작품 감상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람
체험은 감상자에게 미술관의 어떠한 점이 진지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
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관람을 통한 의문이 확장
되면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 다시 말해 미술제도로 대변되는 관련 시
설에 대한 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 재고는 미술작품에 가격
을 책정하게 만드는 미술담론 역시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본인
의 주장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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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빨간 원 안에 만화 캐릭터가 있다, 녹청색, 옥색으로 귀와 코가 채색
되어 멀뚱하고 띡꺼운 표정을 짓고 있는 캐릭터는 희한한 음영처리, 빤딱
빤딱 광이 나는 효과, 코주부나 여우같이 존나 톡 튀어나와 있는 주둥아
리가 그 특징이다. 2011년 당시 25세였던 대학생 최 씨는 마이티 마우
스, 미키마우스 등 다양하게 해석되는 작가의 회화를 한편으로 아톰 같기
도 하지만 정확히 아톰 같진 않고 뭉툭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황당함과
부담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토마토로 규정했다.
장 씨는 그들의 초상화는 뻔한 결과물로 완성되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냄으로써 현대 사회에 대한 은근한 풍자 같지만 그러한 풍
자도 시대가 지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를 통해, 앤디워홀을 따라한
느낌을 주며, 내 얼굴에는 어느 총각을 넣을까라는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본 그림인데, 마를린 몬로에 케네디가 있는 데 뭐 어쩌라구 라는 의
미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코 있는 부분이 불분명해서 보고 있으면 답답
하다는 인상을 교묘히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 <오늘날의 미술> 오디오 내용 중 -

<THE DOCUMENTARY>의 경우, TV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려와 나의 의도에 맞게 그 구성요소들
-화면, 음향, 자막-을 분해하여 가공하고 재조합했다. 영상은 가까운
지인들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꾸미는 한편, 자막과 음성은 출
연 인물들의 사소한 불만과 내용과는 무관한 유행가 가사로 이루어져 서
로 대치된다. 다큐멘터리에서 흔히 등장하던 전문가들의 학구적인 외향
과 진술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인상, 그리고 이 인상이 만들어내는 역사
적인 인물을 평범한 주변인의 모습으로 만듦으로써 전문적인 외형을 띠
고 있는 작품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균열을 갖고
있는 픽션 다큐멘터리가 뜻밖의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줄 수 있
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유발했던 희극적 요소에 대한 잔상이
감상자에게 남아 다른 미술 관련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도 해당 장르가
갖고 있는 형식의 진지함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념에 대한 비평적 시각
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앞에서 서술했듯, 풍자가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성격은 웃음이

- 67 -

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감상자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즉, 감정의 이완작용이 작업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만들
고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찰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
다. 나는 또한 대상을 공격하는 주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지적
표준을 밝힐 필요가 없는 풍자의 특징에 주목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자
신의 표준을 명시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감상자들에게 내
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어조의 성격과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풍자의 수준은 풍자가와 감상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수긍될
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특성이 감상자에게 전달될 작
품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MONOLOGUE>와 같이 내가 겪었던 실제 경험이 사회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생각에서 제작한 경우는 감정과 기억의 여과 없
는 적용이 진정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필수요건이지만, <淑海主乙>, <오
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와 같은 작품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제의 무거움에 가
벼운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나의 의견을 간편하게 파악하는 견인차 역할
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상의 강박증, 고상함으로 장식된 미술에
대한 인상은 많은 이들이 한번쯤은 접해보았을 경험이다. 나는 각 소재
가 가진 무게와 한계를 개인적 경험에서 발현되었기에 두드러질 수 있는
개별성과 교조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자율성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불안감은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고 이를 다
루는 작품은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어야 된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생각에 거리를 둠으로써 작
품을 제작하였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피상적인 내용보다 개인의
삶을 이루는 실제 요소들에 감상자들이 쉽게 반응한다고 여겼기 때문이
다. <淑海主乙>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삶을 구성하지만 유해하거나 부도
덕한 것으로 치부되어 생략되던 요소들이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
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과 <THE DOCUMENTARY>와 같이 제도 비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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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띠는 작품이 시사적인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술계가 자본과 유착
되는 과정에 대한 미술사 연구와 실상에 대한 분석, 작가로서의 확고한
관점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미술계의 구조 자체에 실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 보편성과 객관성은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학생 신분에서 겪은 제한된 경험과 길지
않은 연구기간이 사람들이 미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념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의 두 중심축을 이루는 ‘미술’과 ‘대중’을 염
두에 두었을 때, 아직은 미숙한 시각을 갖고 있는 내가 대중의 표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소재에 대한 태도가 감상자의 이해를 돕는다고
보는 개인적인 견해와도 연관된다. 나는 주제를 감상하며 발견하는 현실
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작품의 인상을 계몽적으로 만들고 감상자에게 위
화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감상자들이 평소 느껴오던
인상과 유사한 지점을 다루고 있는 작품임을 드러냄으로써 자발적인 감
상과 공감을 유도하고자 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과 동일한 선
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인물을 통해 주제를 조명함으로써 인물로 대변
되는 대중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미술 관련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
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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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淑海主乙>, <MONOLOGUE>, <오늘날의 미술>, <THE
DOCUMENTARY>, <작업조건>을 중심으로 수집과 풍자의 방식을 이
용하여 현재까지 겪어온 경험을 의미화하고 인상 깊었던 현상에 대한 견
해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대한 관찰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표현을
분석해 보았다. 나는 주변을 살펴보고 거기서 작품을 위한 소재를 찾아
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 대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인식을 되돌아보
고 사라져가는 주체적인 시각과 의견들을 되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작품에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
내고 작가의 행위에 동기로 작용했던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낸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현상들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가에 따라 개인이 갖는 입장이 달라진다는 전제 하에 ‘주변에 대한 관
심’을 구체화하여 작품을 위한 소재를 선택했다. 나를 둘러싼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본인의 삶을 관찰하는 것에서 현재의 사회현상까
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의문점들을 그 다음
작품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자본주의체제에 대
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과 형식으로 실체화된 결과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작업 전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 현상과 연관
짓는 작품들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관찰하고 이로 형성된
인상을 표현하여 미술계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출하는 작품들을 두 개
의 주제 군으로 정리하였다.
주변에 대한 생각을 작업으로 진행한 <淑海主乙>은 생활 규칙을 지키
려 애쓰는 나의 모습을 한자표구를 이용하여 희화화함으로써 젊은 세대
의 현황을 제시하고자 했고, 형에 대한 감정과 현재의 상태를 영상작업
으로 풀어낸 <MONOLOGUE>는 가족관계에서의 불화와 소통의 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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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고자 했다.
현재의 미술계를 관찰하고 이를 작품으로 제작한 예들 중,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관에서의 작품 감상행위에 빗대어 현대미술작품의 가치를
각기 다르게 분석하는 대중과 미술제도의 괴리 상황을 드러냈다. <THE
DOCUMENTARY>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속성을 비틀어 미술가
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내는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두 작품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와 미술가
를 우상화하는 대중매체를 풍자함으로써 현재의 미술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띄게 되는 자본화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작
업조건>은 각 작품들을 거치며 형성된 주제와 작업 전개 방식의 개선
시도 자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소재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현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대상을 판단하고 맥락을 구성하는 행위로써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다. 주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해당물을 수집하는 작업방식은 관련 소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
의 충분한 축적에서 오는 공통점을 드러내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뒷
받침하는 데 이용되었다. 나는 경험이 투영된 정신적, 물질적 대상을 모
으고 가공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상자들은 작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
상에 대한 실제 예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풍자는 내가 속한 현실과 그 안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소재의 모순된 요소를 드러내는 작품의 주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나의 작품이 개인적 관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웃음을 통하여 대
상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공감이 시작되고 감상자
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
에 선택된 것이다.
수집과 풍자를 거쳐 조형적 결과물을 내놓는 작업 과정을 통해 현실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서 나오는 입장을 드러내고 세상과 삶에 대한 주체적
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내 작품의 목표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미술을 전공하며 발견하게 되는 여러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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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실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작품
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경우에 따라서는 무겁고 진중
하게, 때로는 가볍고 유쾌하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내가 느끼는 세상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바람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나의 관심사와 태도에 대해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대
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보편적이고도 확고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
지 못하고 전반적인 작품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스스로 느끼는 결
점이다. 또한,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작품의 공통된 개념과
작가로서의 차별성을 단순히 ‘여러 매체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는 개인
적 특성’과‘주제와의 적합성’으로 한정 짓는 논리는 작품에 대해 더
욱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수직적이고도 수평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간사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와 여기에서 도출된
화두를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드러냄으로써 그 보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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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3>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4>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5> 淑海主乙, 2010년, 한지 위에 붓글씨,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6> MONOLOGUE,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3초
<그림7>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그림8> 오늘날의 미술, 2011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그림9>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그림10> THE DOCUMENTARY, 2010년, Single Channel Video,
9분
<그림11>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2>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3>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4>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그림15> 작업조건, 2012년, 서울대학교 우석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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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bservation of
Surrounding
through Collecting and Satire
and its Critical Expression
- based on my works -

Min, Joon-hong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acts concealed in the repetitive life we live in interest me
because I see the cause of many incidents and phenomenons in
the present where all seem so peaceful. When a question arises
in the act of observing the cause, I often inference its reason
and process. Once I grasp the irrational situation from the
process

of

consciousness

investigation,
and

desire

it
for

allows

me

expression.

to
By

explore
sharing

my
one's

opinion from this daily observation with another,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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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 my point of view about the world.
There are diverse ways to express this and it is only the
natural result of my personal interest and the intimate method I
choose to practice them. The curiosity about various artistic
expressions have affected my life and contemporary art gave a
great impression on me.
Society is a background to look for my medium yet I limit my
focus in 'surrounding' directly connected to me because the
whole society is some what comprehensive. 'Surrounding' could
mean the slice-of-life, which imposes mental problem and
influence from mass media. some examples of art indicate found
in the field and by utilizing these symptoms as material, I try to
give criticism about the drawbacks of post-capitalism modern
society.
In <SCHEDULER>, I try to express young peoples's anxiety in
life by making
a caricature of my self-discipling, using chinese character form
of family motto.
In <MONOLOGUE>, I use video device to unfold the story of
my emotion toward my older brother and the present state of
my feelings to reveal the absence of conversation and the
disorganizes symptoms we see in modern family.
<TODAY’S ART> is an audio installation to present the gap
between people and the current art system. I alluded to people's
appreciation in museum.
In

<THE DOCUMENTARY>, I try to induce suspicion about an

awareness of an artist and prestige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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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of <WORKING CONDITIONS>, I try to express the
change in my understanding as an artwork itself. All these
examples are the reflection of my attitude toward phenomenon in
art area.
Demonstrating my personal stance by proceeding to collect,
erected by subjective standard is the method of work that finds
the basis from efficient accumul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is
way, I thought the appreciator could feel the sincere attitude of
an artist.
Satire is the primary method to expose negative aspect of
reality. They fine their way in several laughingstock works. It is
my

attempt

to

use

satire

to

obtain

sympathy

through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yond my personal interest.
Purpose of my work and decisions made present my opinion
through modeling outputs that come from the act of collecting
and satire. Through observing the surroundings and discovering a
number of problems in a situation, I express the irrationality of
modern society in my artistic work. I intend to share my
consciousness and the will to improve with others.

Key words : conscious observation, critical thinking, surrounding,
signifying the experience, family, mass media, art, signifying by
collect, criticism by satire
Student number : 201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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