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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작업 연구는 비가시적인 마음의 이미지가 물리적 재료와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외부 공간으로 덩어리감을 표현해내려는 

시도들에 대해 다루었다. 내면과의 소통은 재료와의 만남으로부터 가

능해졌다. 재료를 고르는 일은 한편으로 마음을 고르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각각의 재료가 갖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구조의 다름으로부

터 각기 다른 감상과 반응을 경험하게 되었다. 재료와의 접촉을 계기

로 서로 얽히고설킨 감정의 저장고에서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감정

을 하나씩 골라 내면에서 끌어 올렸다. 수면 위로 꺼낸 감정과 재료

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작업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이

들은 묶여지고 단단해지면서 내면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마음의 이미지(심상)는 작업대 위에 올려졌다.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감상하고 만족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료와의 교감을 통

한 구체화된 영역 안에서 작업을 풀어 나갔다. 

  재료를 만질 때 온몸에서 느껴지는 전율은 다 다른 감각 형태로 전

달되었다. 질감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스한 온도를 가

진 질감은 작업에서 부드럽게 풀어나가게 되었다. 질기고 물리적 한

계를 시험하도록 하는 성질의 것은 굵직한 터치로 구성해 나갔다. 물

리적 이미지는 내면의 이미지를 관통하면서 동시에 작업의 이미지로 

전환되어졌다. 작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재료는 이미지의 궤적 위에서 

물질과 감정의 만남으로부터 체득된 심상과 계속해서 투쟁하고 화합

해 나갔다. 재료를 체감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흘러가는 감정선을 

덩어리로 발전시켰다. 복잡 다양한 관계 맺음의 운동으로부터 색의 



양감화 그리고 덩어리화 되는 감정을 구현했다. 

  색과 물질의 대응에서의 효과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을 색 뭉치의 발산으로부터 찾아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러한 관점을 시각적인 구조로 풀어내기 위하여, 덩어리의 표면 위

에 경험을 얹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본인이 감각하는 세상

을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물리적 재료와의 소통을 통해 손끝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인 즉, 우연, 속도 

그리고 실험의 표현 방법은 어떠한 물리적 재료를 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 전개해 나갔다. 더불어 물질이 갖는 색의 운동으로부터 

질감의 시각적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본인으로부터 작동되

는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 영역의 교류를 통해, 덩어리 형태에 대한 

새로운 미적인 감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랬다. 감상은 덩어리의 표

면에서 보이는 색, 형태 그리고 질감의 관계로부터 가능해졌다. 이들

이 공존하면서 드러나는 불편한 지점들은 궁극적으로 서로를 지탱하

고 이끌어 주며 상호보완 해주는 것 같았다. 본 작업 연구를 통해 본

인이 바라보고 느끼는 세상이나 대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 재료, 심상, 감정, 덩어리, 수작업, 유기체

학   번: 2015-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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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매순간 삶의 어떠한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지 깨닫는 것은 불확실 속에

서 자기검열을 통해 얻게 되는 용감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왔다. 주변 환경

은 시시때때로 내적 갈등을 유발하고 마음의 작용과 의식을 교란시켰다. 어

느 순간부터 본인은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내면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느낌적인 표현에

서 진정성을 더 깊게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작업을 하는 과

정 자체는 여전히도 세상을 바라 볼 때 느껴지는 모호함을 확신으로 바꿔나

가려는 시도이다. 

  본인의 작업은 본인과 본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

는 정서적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정서

적 욕구는 매 순간 수없이 일어났지만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에 늘 그 실체

와 본질에 대해 고민해 왔다.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을 건드려 재료에 

투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탐구 대상을 포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

고, 바로 그 순간 내면의 감성과 표현욕구의 관찰이 가능해지는 것 같았다. 

마음의 이미지 즉,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심상을 거칠지만 자유롭게 

작업으로 시각화하려 시도해 왔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내면과의 소통으로

부터 만들어지는 심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작업 과정에서 표현하는 탐구를 지

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재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와 시각적 행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작업

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물리적 매체를 통해 마음의 이미지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방법론을 알아나가는 것은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찰흙, 직물, 고무 끈, 철사, 석고 등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 질감, 형

태를 통해 이미지를 구체화 해보지만, 재료의 다양한 양상으로부터 받은 영

감을 심도 있게 작업에 잘 발현하고 있는가가 늘 고민의 핵심이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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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사용한 재료는 본인의 호기심에 의해 선택되었다. 각각의 재료가 갖는 

특이성을 공간 안에 최대한 다채롭게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면서, 각기 다른 

촉감을 이용해 재료의 질감 표현을 확장하려 했다. 목적의식을 구현하고자 

상이한 재료들을 대칭 혹은 비대칭으로 배치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구성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심상이라는 비물질과 재료라는 

물질이 만나 이루게 되는 접점을 본 연구에서의 검열을 통해 확인해보려 했

다. 나아가 그 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과 이것의 표현 방법 그리고 재

료의 색을 통한 질감의 시각적 가능성의 확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색해 보

고자 했다. 

  심상을 다양한 재료와 접합시키면서 색 덩어리의 형태로 만드는데, 본인

에게 덩어리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감각과 질량, 그리고 감정을 반영한 통

합체였다. 공간 밖으로 나온 감정의 색 덩어리 표면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터치들은 본질(내면)과 껍질(물질)의 순환으로부터 나온 흔적처럼 와 닿았

다. 양감을 가진 물감 덩어리의 구조물은 마치 공간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싶은 본인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외부로의 확장 과정에

서 색 덩어리를 아메바의 모습이나 외계 생명체 같은 동적인 모습으로 만드

는데, 이는 끝없이 뻗어 나가고자 하는 본인의 생명력 그리고 에너지의 표

출을 의미하려 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적인 구조물로써의 작업은 

본인에게 있어 세상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심상이 재료를 만나 교감하면서 덩어리의 형태로 

확장되는 전 과정을 통해 본인의 내면은 세상과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본 작업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검열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검열-미적

인 경험, 물질과 비물질의 접합, 각각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요인과 이것의 

표현 방법, 나아가 재료의 색을 통한 질감의 시각적 가능성의 확인으로부터 

덩어리를 구축시키는 시도–은 본인을 탐구하는 일을 넘어 인간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게 되는 자기 확신의 상태로 고양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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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의 단계

  심상이 재료와 만나 외부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크게 3 단계로 나

누었다. 이 행위는 마치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어 요리를 한 후, 완성된 

음식을 맛있게 섭취하고 몸속으로 완벽하게 흡수시키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

각했다. 3 단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작업들은 의도한 것과 의도하

지 않는 것의 우연성이라는 궤도 위에 불편하지만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다. 1 단계에서는 재료를 쇼핑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체

험하는 일을 통해 재료의 형상, 색채 그리고 질감을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

했다. 날것의 상태를 만지고 느끼면서 이루어지는 교감으로부터 작업은 2 

단계로 전이되었다. 2 단계는 재료와 재료, 재료와 심상의 만남이었다. 이들

을 어떻게 조합하고 결합하는지는 재료마다 갖는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구

현시켰다. 개개의 특질이 주는 느낌과 감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예상

치 못한 모습의 전개는 본인의 심상을 적극적으로 감각화하여 드러내주며, 

진정한 유희의 상태로 고양시켜 주었다. 마지막 3 단계에서는 외부 공간으

로 확장시킨 색의 양감화와 감정의 덩어리로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나온 덩어리는 재료와 충분히 놀다 나온 후의 심상의 결과물로 느껴지

게 되었다.  

2.1 재료의 탐색과 미적인 경험

  재료를 다루는 태도로부터 본인은 지각하는 세상과 호흡하며 본질의 내면

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재료와의 접촉을 통해 닿지 못했던 내

면 깊숙이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는 일은 언제나 설

레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재료는 본인의 작업 방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기성품의 속성, 질감 그리고 표면에 의해서 작업을 출발시키기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하듯 작업의 초기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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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재료의 영향을 받지만 재료가 갖는 일반적인 개념은 

최종 작업 안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기성품이나 공업품, 혹은 자연물이 

갖는 의미는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에게 재료란, 내

면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주는 피상적인 요소로 구현된 물

질로써만 인식되었다. 재료가 갖는 성질 중에 특히 질감은 물리적으로 감각

하게 해주는 일을 통해 비정형의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표면화시켜준다고 느

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재료의 질감을 작업에 있어 단지 도구가 아닌 깊

은 성찰의 결과이자 작업의 일부로 작용시키고자 했다. 

  그간의 재료 탐구는 작업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게감

이 있는 재료의 경우 작품 구조상 하단에 위치시키거나 적절한 균형감을 위

해 가벼운 재료와 배치시켰다. 본인에게는 각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선의 

형태(곡선 혹은 직선), 면의 모습, 표면의 질감 등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었다. 직선으로 구성된 재료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곡선을 선택했다. 딱 떨어지는 규정된 형태의 면보다는 완만하고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해 왔다. 평평한 면보다는 질감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표면 재

료의 사용을 선호했다. 딱딱하고 빳빳한 재료보다는 부드럽고 물렁거리는 

물성을 갖는 재료를 추구해왔다. 나아가 재료간의 관계를 넘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에 따라 작업의 방향을 정해 왔다. 

  선택한 재료들 중에 어떤 재료가 어느 순간 어떠한 식으로 개입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작업 형태는 무궁무진한 것 같았다. 본인의 심리상태와 재

료가 접촉했을 때 순간 반응하는 현상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작업 표현 

중에 가죽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추가적으로 얹은 물감은 기존의 가죽을 새

롭게 해석하려 했던 시도였다. 매순간 무의미하게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재료의 조합으로부터 하나의 조화로운 유기적인 형상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

가 강하게 작용했었다. 더불어 재료를 유연하게 전개하는 태도로부터 작업 

안에서 부분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동시에 부분 자체가 하나의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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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날것의 재료에는 본연의 색이 존재하고 있다. 색은 형태나 질감의 

부족한 표현을 보완해주고 본인의 내면의 소리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어 사용하는 시각적 재료였다. 색은 상황과 감성의 흐름에 따라 선택되어 

졌다. 색의 탐색을 통한 미적인 경험은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요소였다. 미적인 경험은 대상을 관찰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되어진 

세계가 아니라 대부분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었다. 

  미적인 경험에서 두드러지는 특색은 수작업의 흔적과 반복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다. 손맛의 매력은 재료와의 접촉으로부터 오는데, 재료를 손으로 만

지는 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또한 작업의 전 과정에 걸쳐 

감성 교류가 일어나는 감상을 받기도 했다. 수작업의 놀이를 통해 비롯되는 

흔적은 대부분 어느 정도 본인의 예상 범주 안에서 표현해왔다. 재료를 경

험하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장치로부터 오는 날카롭고 

차가운 이질감 때문이다. 도구를 사용했을 때 보여지는 재료의 깨끗한 형태

에서의 이물감이 불편했다. 본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재료에는 애착이 가지 

않았으며 외부로부터 왔다는 괴리감이 들기도 했다. 무의식적으로 물질을 

만지고 주무르려는 습성은 몸 깊숙이 배어있었다. 투박하고 서투르지만 물

질을 만지면서 본인을 투영시키는 작업 과정은 특별한 일이였다. 재료를 뭉

개고 꼬고 자르고 흘리는 등의 행위는 심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반복적인 손의 일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동시에 구조물

의 진화를 보면서 충만감도 얻었다. 재료의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표면을 경

험할 때 본인도 의식하고 있지 못한 내면의 본능을 끌어올리게 되었다. 지

속적인 핸드메이드의 반복으로부터 시야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반의 모습

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각에 포착하면서 작업을 완성해 왔다. 꾸준한 손의 놀

이는 작업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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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질과 비물질의 가로지름, 본질과 껍질의 순환 

  물질과 비물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물질은 말 그

대로 물리적인 접촉이 가능한 가시적인 것들이고, 반면에 비물질은 보이지 

않는 심상, 착상, 단상 같은 것이라 보았다. 이 둘의 가로지름 다시 말해 접

점은 작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접점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았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상황에 이입되어 느끼고 경험하는 일은 

결과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질은 순간의 감정을 투영하기 위한 재

료적 선택이기에, 본인의 참여가 있어야 재료는 비로소 작품의 일부로 들어

오게 되었다. 

  본인 안에서 다양한 욕구의 감정이 물질과 결합하는 순간 본인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미지는 비구체적이고 막연한 

느낌으로만 추론할 수 있는 무형의 모습인데, 이것을 심상이라 생각했다. 

심상은 감정과 물질이 결합하면서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

가 아니었다. 심상을 각양각색의 물질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해 보게 

되고, 이러한 탐색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마음의 이미지를 이끌어냈다. 분

노, 즐거움, 불안함 등의 감정과 뭉개고 묶고 얹히는 등의 행위는 물리적인 

탐구이자 심상을 담아내기 위한 작업의 여정인 것 같았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늘 놀이로부터 얻게 되는 유희가 깔려있다. 감정 

또한 재료로 다뤄왔다. 놀이는 괴로움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물질의 표면 

위로 올려주는 작업의 원동력이었다. 결국 작업의 이미지는 물리적 작업 행

위와의 충돌 혹은 교감을 통해 반응한 마음의 형상이라 보았다. 어쩌면 보

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것들이 더 많은 내용과 의미를 담아낸다 생각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며, 결과물로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재료의 한계를 재확인 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래서 작품에서는 물질이 본인의 주관, 감상, 그리고 직관과 함께 자연스럽



- 7 -

게 흡수되고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물질과 비물질의 지속 가능함을 

추구해 왔다. 

  물질과 비물질의 가로지름은 다시 말해 본질과 껍질의 순환과정이라고 생

각했다. 본질은 언어화 될 수 없는 진실이며, 껍질은 물질로써의 언어이자 

가시적으로 드러난 형태였다. 완성된 작업을 보면서 항시 깨닫고 바라는 것

은 본인과 재료의 본질이 피상적인 결과물로서 존재할 때 각각의 가치들이 

온전히 일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응은 각각의 본질과 껍질의 요소가 서

로 만나 양감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도출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표현에서의 절충이다. 표면화된 껍질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 상태의 기

록처럼 보였다. 본질은 느끼는 것이며 마음의 언어이자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가치 그 이상이었다. 그러므로 무정형인 본질을 본인만의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함축시켜 덩어리화 했다. 본질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적

용하게 되는 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실체가 곧 껍질이라 생각했다. 재료의 

본질을 본인의 감정과 감각을 통해 심상으로 연결시켜 가시적 이미지로 존

재하도록 전환시켰다. 본인과 재료가 갖는 본질의 명확한 차이는 모르겠지

만 이 둘의 만남의 순간을 항시 즐겼다.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거쳐 

본인이 생각하는 재료에 맞는 옷을 입힘으로써 가장 형식화될 수 있는 표면

을 통해 형태화되는 것이 껍질이라 말하고 싶다.

  본질과 껍질의 존재로부터 상호유추가 가능해졌다. 덩어리로부터 표출시

킨 감정의 형태를 인식하게 되고 역으로 감정의 분출로부터 드러난 물리적 

관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내면의 마음을 관조하는 일로부터 덩

어리를 구성하는 단단한 재료의 특질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완화되어져 보

였다. 반면에, 감정이란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감각하는 사유 작용을 통해 

비물질에서 물질로 고체화되는 감상의 형태를 덩어리로부터 얻게 되었다. 

유추는 본질과 껍질을 아우르고 있는 덩어리라는 시각 대상으로부터 얻어지

며 이러한 관계 작용이 곧 순환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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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색의 양감화와 덩어리화 되는 감정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중 하나는 표면위에 올렸던 날것의 물감 덩어

리들이었다. 물감은 색의 표현을 넘어 물질로서 기능했다. 물감은 부드럽고 

유기적인 속성을 가졌다. 얼마만큼의 양으로 짜는지에 따라 튜브 밖으로 개

방되어 나오는 것으로부터 각기 다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느꼈다. 가득 

찬 덩어리 튜브를 짤 때의 느껴지는 쾌감은 물감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

나였다. 길게 혹은 짧게 짤 때 등의 제스처마다 덩어리의 형태는 다양해졌

다. 물감 작업을 하는 여러 동기 중 우선하는 것은 물감의 양감이였다. 가

득 차있는 덩어리의 양감은 본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체증을 해소시

켜 줬다. 물감 덩어리는 본인의 작업에서 유일무이하게 손의 맛이 들어가지 

않는 재료였다. 물감을 그대로 짜서 표면 위에 올리는 일 자체에서 만족감

을 얻게 되는데, 물감을 방출하는 행위와 그것을 통해 허기진 마음을 채우

는 미감은 오직 물감 덩어리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덩어리화는 날것의 물감 질료에서 끝나지 않았다. 본인은 덩어리를 모든 

형태에서 추구해 왔다. 가득 차 보이는 덩어리는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을 

줬다. 본능에 이끌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작업 형태는 덩어리로 

귀결되어 왔는데, 이러한 유기체적인 덩어리를 제작하면서 그 안에서 교감

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감을 갖는 덩어리처럼 

보이는 작업은 마치 물감 덩어리를 확대시킨 입체물처럼 보였다. 천, 전선, 

호스, 테이프, 가죽 등의 재료들의 구성을 통해 외부로 확장되어 뻗어 나온 

듯한 입체 덩어리는 물감과는 또 다른 질량의 느낌을 줬다. 다양한 재료로

부터 구성되는 덩어리가 주는 각기 다른 양감은 새로운 미감을 찾아가는 본

인에게 언제나 신선함을 느끼게 했다. 

  덩어리는 본인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감각의 총합체였다. 덩어리는 생명

을 표현하는 본인의 또 다른 소통 방식이기도 했다. 덩어리의 형상은 표면

에서도 나타나고 더불어 질감에서도 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 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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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위로 떨어지는 형상들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감정의 입체물이였다. 작

업에서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해서 그런지 하나하나의 덩어리들은 마치 본인

의 내면의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정의 조각들이 개체화된 것 같았다. 

감정이란 이미지의 추상성은 물리적 매개물의 구체성과 만나면서 구축되어 

졌다. 덩어리 작업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각과 촉각을 복합적으로 변형

시켰다. 전반적인 작업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구조로는 마치 살아있는 생

물처럼 아메바와 같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이었다. 작업에는 

생명이 깃들어져 있고 변화가 없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생

명에는 본능적으로 나아가고 확장하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을 가시화하는 것은 본인을 들여다보는 일로써 중요한 가치를 갖는 듯 했

다. 덩어리는 서로 부조화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화를 이

루도록 제작해 나갔다. 모든 재료가 갖는 각기 다른 모습이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수면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덩어리로부터 직관적으로 

상상되는 관념을 통해 거대서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관조

하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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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과정의 발생 요인과 작용

  재료와 심상이 만나 덩어리화 되는 작업의 전 과정에서 몇 가지 요인이 

발생했다. 그것은 단계에서 드러나는 요인으로서 우연과 속도, 그리고 실험

이었다.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작업의 완성까지 이들의 표현 방법

을 다양하게 전개시키려 했다. 각각의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로

부터 질량화 되어진 덩어리 전반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부분적인 

묘사에서의 시각적 가능성(시각적 질감)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질감을 떠올릴 때는 보편적으로 촉감을 근거로 판단되기 쉽다고 생각해왔

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에서는 색의 혼용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나진 현상

에서 질감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했다. 본인의 눈은 뭉쳐지고 섞여져가는 

색의 역동성을 따라가면서 표면을 상이하게 지각하게 되는 것을 어느 순간 

느꼈다. 재료의 원색에 본인의 미감에 의해 선택한 색을 교차시키는 과정에

서 이미 질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촉각이 아닌 시각을 통해서였다. 물질이 

품고 있는 날것의 색과 그 위에 얹어나가고 중첩시키는 각기 다른 색의 인

상의 섞임으로부터 질감의 시각적 가능성을 모색해보려 했다. 

3.1 단계에서 드러나는 요인과 표현 방법

  우연, 속도 그리고 실험은 전반적인 작업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인이었

다. 각각의 요인이 과정 안에서 구현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방법들은 제각

기 달랐다. 우선 작업을 할 때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솟구치는 우

연을 중시했다.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우연은 항상 새로운 작

업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더불어 우연은 필연을 함께 수반

한다고 생각했다. 작업 과정에서의 우연과 필연은 오묘한 경계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듯 했다. 작업에서 어느 지점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필연이

냐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지만 본인의 작업 태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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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작업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는 어디까지일지 작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작업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했다. 물감을 어떻게 부을지, 어느 지점까지 흐르도록 방관할지, 어

떤 순간에 다른 재료와 결합시킬지 등의 과정 안에서 우연, 필연 나아가 선

택을 공존시켰다. 예기치 못한 물성의 반응이나 중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질

감의 재미난 흔적은 계획 하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우

연을 통한 물질간의 필연적 반응이었다. 다양하게 드러난 필연의 반응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제거할지는 작업의 맥락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우연과 

필연 또한 작업의 일부라 생각하기에 그들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싶

었다. 더 많은 충돌은 더 많은 우연을 발생시켰다. 선택은 이 안에서 이루

어지도록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다. 

  속도 또한 작업의 태도에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속도는 본인의 의식하지 

못했던 감각을 솔직 담백하게 작품의 표면 위로 올리도록 감정의 흐름을 따

라가게 해주었다. 속도에 모든 감각을 맡기면서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

면 어느새 본인의 주관적 선택에 의해 선별된 재료는 온데간데없고 손맛을 

거쳐 변형시킨 덩어리만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 속도는 순간에 느꼈던 모든 

감정을 온전히 전달해주는 일종의 감각 표현이었다. 여전히 찰나에 느낀 감

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최종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내면에 집중하고 물질의 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작업에서 심상이 문

뜩 떠올랐을 때 손끝으로 오기까지의 속도와 그 감각을 유지하며 재료와 놀

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속도의 시간차를 좁히는 것을 계속해서 모색했

다. 이것이 내면과 외면의 속도라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감성을 들여다

보며 재료에 담아내기 위해 속도와 작업을 밀접하게 연결하도록 고민하고 

시도했다. 마음을 쓰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마음을 가시화하는 일에

서 의의를 찾으려 해왔다. 마음은 감정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이 본인의 작업에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였다. 

  나아가 속도를 구성하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신나는 노래를 듣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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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본인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흥을 돋우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는 몸으로 전달되었다. 신나는 음악은 본인을 고도로 작업에 몰입시켜 줬

다. 반면 슬프거나 조용한 노래를 들었을 때는 작업의 행동반경이 좁아지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최대한 

모았다가 작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방출시켰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모든 에

너지는 소진되고 본인 자신은 안이 텅 빈 껍질처럼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

다.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되는 묘한 기분은 작업을 하게하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았다. 

  작업하는 순간에 본인은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 재료로부터 느껴지는 감각

을 마음껏 즐겨 왔다. 교감의 과정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도되는데 작업

에서 가장 많은 실험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은 낯선 색의 배치와 재료의 

배합이었다. 기성품이나 자연물에 찰흙이나 물감을 붓고 바르거나, 단단한 

호수에 부드러운 천을 조화롭게 연결하거나 혹은 물과 물감을 섞는 등 재료

의 성질을 다르게 해석해 또 다른 이질적인 재료와 결합시켰다. 실시간 매

체와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실험까지 이어

지게 해주었다. 

3.2 재료의 색을 통한 질감의 시각적 가능성의 확인

  우연과 속도, 그리고 실험과 더불어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각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질감이었다. 작업 안에서의 시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

았다. 시선은 관조하게 되는 대상의 전반에서 부분적인 묘사로 다시 부분에

서 전체로 경계를 이리저리 넘나든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손으로 취하

는 감각이 아닌 시각을 통해 음미하게 되는 재료의 질감으로부터 감상의 가

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질감에서 다뤘던 범주의 것은 색의 운동에서 체

득되는 시각성이였다. 색이 서로 흡수하고 반발하며 맺어가는 교류 작용을 

통해 눈의 시선을 모아주기도 하고 분산시켜 주기도 했다. 고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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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바라보기의 유연함으로부터 색은 색으로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체감했다. 즉, 본인이 상상하는 색의 운동의 시작은 바라보는 현

상에서 자연스럽게 직관하게 되고 반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각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했다. 색을 직관할 때 감각의 촘

촘한 조직 망 안에서 이완과 수축, 반동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

다. 더불어 색의 표현으로부터 얻어진 시각성은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에서 여러 감각과 호흡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본인은 시각에 만약 형태가 

있다면 동그란 구일 것이라 가정해 보았다. 원형이었던 시각은 대상을 인식

하는 감각 기관을 관통하면서 주름이 생기고 찌그러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등 형태에 변형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다. 이로부터 평평했던 원형의 시각은 

뭉개지면서 질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시각에서의 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시각으로 출발한 색은 촉각으로 감각되는 질감

의 색으로 순환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본인에게 시각을 통해 질감을 얻는다는 것은 곧 색을 통해 질감을 느낀

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 작업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질감의 가능

성으로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먼저 물리적 대상이 곧 색 자체의 덩

어리였다. 유성 점토라는 재료는 색이 대상 그 자체라는 논지를 잘 설명해 

주었다. 유성 점토라는 물성 덩어리가 발산하는 색으로부터 질감을 느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각은 대상의 색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질감을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대상이 원래부터 소유하는 색으로 제작한 다양한 색의 혼

용을 통한 구조적 표현은 나아가 대상을 새롭게 인지시켰다. 색이 물질이라

는 명제로부터 시각은 깊어지고 질감은 살아났다. 이로부터 이들은 지속적

으로 순환하면서 하나의 시각적 결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는 

나무의 표면 위에 물감 덩어리를 올린 작업이었다. 대상을 아우르는 본연의 

형태 위에 색을 덮음으로서 대상의 실재감과 색의 겹침의 실재감을 함께 엉

키도록 해보려는 시도였다. 물감이 가지는 두께감과 성질이 얹혀지면서 새

로운 질감으로의 인식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대상이 원래 갖는 구조도 다르

게 지각하게 되었다. 작업의 안과 속이 되는 대상에 색을 칠한다는 작용의 



- 14 -

기능을 올림으로서 시각적으로 다르게 표현해보려 했다. 여기서의 색은 물

감 따위의 안료를 말하는 동시에 실질적 대상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대상의 

표면 위에 드러나는 질감에 색이라는 물리적 덩어리를 짜서 얹음으로써 색

을 통한 시각적 범주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대상이 갖는 본연의 색

과 얹은 색의 중첩으로부터 발생한 시각의 표현은 이 둘이 만나는 표면적 

질감의 겹침으로부터 발현했다. 물리적으로 맞닿는 지점으로부터 색의 질감

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시각을 넘어 촉감 할 수 있는 질감으로 시각

적 가능성을 확장시켜 준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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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작업은 본인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했다. 여기서 말

하는 정체성이란 본인 스스로의 존재를 규명함과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었다.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거듭하며 자아의 근

원을 파악하는 것은 작업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결론이었다. 물론 자아의 본

질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구와 실험을 통해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마음과 행위가 동일시 될 때 본인을 가장 편하고 행

복한 상태로 이끌어 줬는데, 본인은 이 순간 정서적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서적 행위의 결과로부터 나온 창작물은 새끼를 치듯 파생되어 본인의 심

리상태와 표현 욕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추상형태로, 

실재하지 않는 모습을 띄는 덩어리들을 보면 마냥 기분이 좋아졌다. 

  재료의 탐색과 응용은 일상에서 이루어졌다. 길을 걷다 흥미로운 매체를 

발견하면 멈춰서 살펴보고 집으로 가져와 분석했다. 시각과 촉각은 예민해

지고, 주의 깊게 대상을 느끼고 분석하면서 어떻게 본인의 작업 세계와 연

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영감을 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형상을 제작하는 일은 마치 안개 속 숲속을 걸어갈 때 본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재료는 세상

과 본인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였다. 본인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조

형적 탐구를 추구했고, 미적이고 감각적인 성격을 작업에 입혀 나갔다. 작

업은 계획에 의해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분석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

인 감각에 의해 드러났다. 작업에서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은 즉각적으로 반

응하는 본인의 고유한 기질을 통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며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고 믿고 있다.   

  재료라는 물리적 소재가 없었다면 과연 본인의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존재

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재료를 손에 쥐었을 때 그것들이 전달해주는 느낌

은 다 달랐다. 재료는 감정의 기폭제가 되어 접하자마자 반응하도록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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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물질이었다. 공업용 고무 끈을 만지고 잡아당길 때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묶고 얽매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 고무 끈의 울퉁불퉁한 표면은 

찰흙에 새기거나 물감에 찍어 질감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고무의 색도 마찬가지여서 색의 톤에 따라 어떤 위치에 꼬을 지를 고민하게 

했다. 이러한 개별적 선택은 본인의 오감과 직관을 거치면서 실행되어 왔

다. 재료가 없다면 감정 표출도 불가능했지만 직관과 즉흥의 감성을 가진 

본인의 존재가 없다면 재료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

다. 결국 본인의 개입과 재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등가성을 가진 

작업의 요소인 것 같았다. 

  논문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본인은 작업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직시해 보려 한다. 때때로 본인은 스스로를 내면의 잠재된 열망이 외부로 

나오기 위해 이용되는 단지 도구화된 물리적 육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

곤 했다. 재료를 만지면서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의 충돌은 손맛을 통해 구체

화되는데 이 지점에서 본인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

인의 손과 눈은 물질을 접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로봇에 배터

리를 끼워주어야만 작동을 하듯이.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머릿속에서 작

업 계획은 절대 그려지지 않았다. 주체가 본인인지 재료인지, 본인의 주도

로 작업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가 이끄는 대로 본인은 작업에 사용

되는 도구일 뿐인지 간혹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작업의 외피와 내면의 구조적 그리고 관념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덩어리의 내용물을 채워 나가면서 이것이 단지 

양감을 형성하는 소재라고만 보지 않았다. 안과 외피에서 다루는 재료는 때

로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내부를 가득 채운 구성물 또한 재료를 표현

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 생각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내부가 겉으로 보여

지는 부분보다 작업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글기도 

하고 혹은 촘촘히 짜여 지기도한 덩어리 안의 조직 체계는 때로는 외피

에서 묘사하는 표현만큼이나 매력적이었다. 외피는 나이테 등의 형성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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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깥쪽을 아우르고 있는 나무껍질 같기도 했다. 덩어리를 잘랐을 때 

보여지는 단면의 다양한 양상으로의 전개는 앞으로의 작업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라 생각한다. 내부와 외부의 작업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내부를 밖으로 뒤집었을 때 본질과 껍질의 전환도 가능해질 거

라 예상해 본다. 내부 구성물이 오히려 우연을 통한 발생이고 외부를 이

루는 표면은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작

업에서는 겉과 속의 다름에 대한 차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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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설명
[작품 1-1] 

작품 1-1) <Belong To>, 유성 점토, 100x80x40cm, 2015

  지문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유토(유성 점토)의 물성은 본인

이 가장 즐겨하는 작업이다. 유토는 극단적인 상이성을 갖는 재료라고 

생각했다. 유성의 성질이기에 살짝만 터치해도 표면의 질감과 외관의 자

유분방한 변용이 가능했지만 동시에 형태의 영구함은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그러한 유토의 장점과 단점을 수렴해서 유토만이 가지는 시지각적 

감각을 작품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유토는 다른 재료와 충돌하며 화

합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부조화 속에서 이질적인 감상을 불러 일

으켰고, 예상치 못한 유토의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해 작품의 일부로 가

지고 올 수 있었다. 재료가 갖는 다양한 모습은 물론 어디에도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특성까지 작품을 표현하는 매개물로서 응용하려 했던 

것이다. 첫 번째 이미지의 작업 초반에는 유토로 구성된 작은 모형의 모

뉴먼트를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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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 To> 세부

  유토를 만지는 순간 뭉개고 반죽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라 그것을 동그

랗게 뭉치고 말았다. 기름 성분으로부터 서로의 색이 섞일 것을 알았기 때

문에, 은폐되어 있는 내부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작업 공간에서 눈에 띈 빵 

칼로 덩어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색이 혼용된 내부의 모습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경이로웠다. 파편화시킨 조각들은 제각기 개성 있는 모습과 색의 

혼합으로 드러났다. 덩어리 조각을 축으로 구조물을 구축해 나갔다. 마치 

조각상이 좌대 위에 있듯 각각의 형태에서 지형적 높이, 단면의 경사, 굴곡

의 흐름 등 전체적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또한 색은 유기적이고 자연스럽

게 맞물려가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도록 배치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각각

의 덩어리들이 서로 기대며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본인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은 감상을 받기도 했다. 즉, 덩어리화시킨 이미지는 본인

과 재료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정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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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2]

 
작품 1-2) <타일>, 유성 점토, 210x195x15cm, 2016

  [작품 1-1]의 작업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또 다른 작업으로 재구성한 시

도가 [작품 1-2]이다. 동일한 재료와 처음 작업을 구성하던 형태의 일부분

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작업은 분명하게 다른 작업으로 재탄생 시켰다. 먼

저 구조를 구성해 나가는 작업적 태도에서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구조물이 

아닌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평평한 면의 형태를 보며 작업을 심화시켰다. 이

러한 면 덩어리는 기존의 수직으로 서있던 유토를 납작한 수제비와 같은 수

평적 양상으로 재해석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부터 발현되었다. 혼용된 

색 면의 중첩은 앞에 놓은 덩어리를 새로운 맥락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처음 작업에서 지탱하고 있는 구조적 틀에 집중했다면, 이 작업에서는 색의 

놀이에 좀 더 집중했다. 표현에 있어서는 색 면의 경계와 세부 묘사들이 더 

확연히 보여지도록 제작했다. 덩어리와 색 면 사이의 거리로부터 이미지간

의 독자적이고 우연적인 긴장감을 끌어내기 위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각각을 놓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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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세부

  행위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토의 장점과 형태의 보존이 지속적인지 

못하다는 단점은 본인의 심리상태와 밀착해 있는 것 같았다. 본인은 작업에

서 지속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본인에게 작업에서 표출되는 이미지는 감정

처럼 순간적으로 느껴지고 스쳐 지나가는 존재와 같은 가변적인 이미지였

다. 작업은 감정의 초상화라 생각했다. 초상화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의식을 

넘어 무의식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탐구를 통해 구체화된 감정의 투영물이

었다. 작업간의 배치 또한 유동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색, 질감 그리

고 형태라는 껍질을 통해 시각화된 다양한 감정들은 여러 모습들로 전이되

었다. 하나의 작업은 또 다른 작업의 모태가 되어 종이 번식해 나가듯 A, 

A-1, A-2, A-3, A-4 등으로 발전시켰다. 작업들이 개별성을 갖게 하는 

동시에 각 작업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다양하게 조합하려 했

다. 이로부터 또 하나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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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작품 2) <시각성을 통한 질감 표현>, 유성 점토, 190x120x30cm, 2017

  유토를 반죽하고 널찍하게 펴 만들면서 바라보게 된 형태와 색은 시각적 

구성을 색다르게 해본 작업이었다. 작업의 초반에는 단색으로 넙죽한 반죽

을 만들다가 자연스럽게 색을 섞어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여러 색을 혼합하기 시작했다. 평평한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

럽게 섞여 나온 색에서 질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다수의 덩어리들을 제작해 

전체적으로 펼쳐 놓아 보니, 색을 통해 새로운 질감을 가시화 하는 일에 대

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열하는 방식으로 놓은 반죽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혼용된 색의 다양한 모습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

다. 오히려 구조물로 겹겹이 쌓아올려 색의 표현을 은폐시키는 것에서 감흥

이 더 크게 와 닿았다. 더불어 개별적인 덩어리 면의 크기 차이로부터 테두

리의 남는 면적에서 보이는 표현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보였다. 한 덩어리

에서 직접적으로 섞여진 색의 표현과 그러한 표현들의 중첩을 통한 구조의 

포갬으로부터 물성이 더 깊어지는 듯 했다. 하나의 뭉치로 구축된 형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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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비물질)과 점토(물질)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은 그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보다 좁혀져 보였다. 

<시각성을 통한 질감 표현> 세부

  색이 서로 뒤범벅되고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또 다른 이미지를 

탐색하도록 색과 물성을 응용하게 해주는 계기로 작동했다. 반죽하는 태도

에서 색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밀려 나온 색의 경계 지

점들로부터 조각적인 뉘앙스가 읽혀졌다. 재료의 색으로부터 발견한 질감의 

시각적 가능성의 확인이었다. 질감을 색의 배합, 농도 그리고 혼용의 정도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다. 명확한 경계의 구분과 면적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질감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서로가 결속되어지는 과정에서 물결치는 

듯한 결의 적나라한 표현은 거칠고 혼잡스러운 질감을 묘사하는 듯 했다. 

서로의 몸을 밀접하게 허락해주어 거의 하나의 색으로까지 섞여진 경우는 

질감에서 부드러운 제스처가 느껴졌다. 이처럼 색의 뭉침 정도에 따라 다 

다른 질감으로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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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의 진행 방식에 있어 규격화된 틀이 없기 때문인지 매번 작업은 신

선한 경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미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전에

는 느껴보지 못한 미감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지속적인 매체와의 소통을 통해 유지되며, 

일련의 교감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끌고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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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3]

작품 3) <곡선과 직선>, 나무, 유화 물감, 120x60x73cm, 2015



- 26 -

  자연물을 재료로 끌고 들어왔던 작품이다. 나무 몸통이라는 소재를 자연 

환경의 일부로 보지 않고 어떤 형상을 가진 구조물 자체로 보았다. 마치 캔

버스 위에 유화물감을 바르듯 나무 표면 위에 물감 덩어리들을 툭툭 발라 

나갔다.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색의 양감화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유화라는 

질료 덩어리가 입체를 덮음으로써 색 덩어리의 표현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

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형체의 표면에 얹은 물감을 통해 얻은 이미지의 풍

요로움은 바탕이 되는 나무 몸통의 각진 경계선을 완화시켜주고 밋밋한 표

면을 굴곡지고 역동적으로 느껴지게 해주었다. 덩어리를 올리는 행위는 동

일하지만 터치 하나하나의 묘사는 제각기 다르게 표출했다. 어떤 부분은 물

결치듯 한 패턴이고 또 어떤 영역은 아지랑이처럼 꼬불꼬불하게 방출했다. 

그리고 나이테를 묘사하듯 나선형 모양으로 물감을 짜기도 했다. 가로 세로

로 쭉쭉 짜여진 물감 선과 면으로 바른 듯한 발림은 입체물을 동적으로 보

여줌은 물론 다양한 실험의 흔적을 통해 자유로운 해석을 가능케 해주고 싶

었다. 나아가 자연물의 형태로부터 도출된 두툼한 입체는 의도하든 의도하

지 않든 서로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집중하게 해주는 순환의 구조를 갖게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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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작품 4) <균형 잡는 형상>, 혼합재료, 60x55x170c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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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를 쌓아 올리면서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만든 작업이었다. 이

전의 작업들이 팽창하는 형태였다면 본 작업은 수축하고 압축된 형태로 제

작했다. 표면에서 보이는 매개물인 끈으로 작업 전반의 긴장감이 느껴지도

록 엮어 나갔다. 끈은 다양한 목적으로 작업에서 전개되었다. 여러 위치에

서 비스듬히 쓰러질 것 같은 비대칭적인 형태를 잡아주고 당겨주면서 하나

의 완결된 이미지로 만들었다. 또한 몸통을 주축으로 분산된 무게를 끌어 

모아 안정된 균형감을 주도록 했다.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미

지를 응축, 제압하려는 끈의 제스처로부터 느껴지는 압박감을 완화시키고자 

팽팽하게 조여진 끈 위의 표면을 또다시 유토로 덮었다.

<균형 잡는 형상> 세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바닥은 삼면의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만 위로 올라갈수

록 표면의 경사는 더 굴곡지면서 유기체적인 형상으로 변형시켰다. 입체의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유토 덩어리를 덕지덕지 붙여나갔다. 유토를 

다뤘던 기법에 있어서는 손으로 밀고 문대면서 펴 바르는 행위를 통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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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문의 흔적을 담아내었다. 또한 색의 배치는 구조의 위치, 재료의 배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하단부에는 수채화를 바른 듯 연하고 부드러운 파스

텔 톤으로 문대고, 강렬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무채색과 삼원색 같은 계열은 

몸과 머리 쪽에 위치시켰다.

[작품 5]

작품 5) <눈사람>, 혼합재료, 250x150x170cm, 2016

  덩어리 표면을 역동적으로 전개해보려 했던 작업이었다. 기존 작업에서는 

색 덩어리가 갖는 양감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재료 자체

의 표면에 깊이를 부여해 질량을 더욱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 보았다. 이리

저리 서로 얽힌 호스의 움직임은 밖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보단 안으로 들어

오도록 했는데, 껍질의 표피에서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생김새는 역으로 공

간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작했다. 마치 내부로 파고들 듯이 본질을 향

해 무한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 같았다. 다층으로 겹치고 뭉쳐진 호스 덩

어리는 재료만으로 표면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눈사람을 만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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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덩어리 구조를 제작하면서 함께 상부를 만들어 나갔다. 하부의 질료

는 빽빽하고 무게감 있어 보이는 반면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비어 보

였다. 비대칭을 통한 조화로움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비교적 상단에 위치

한 덩어리에서 듬성듬성 보이는 구멍에 여러 형태의 부조들을 꽂고 끼워서 

매달았다. 호스 선을 골조로 삼아 그물 모양의 천을 꼬아서 엮고 실 등으로 

호스의 외관을 따라 감아 구조물을 전반적으로 더 팽팽하게 연결했다. 

  재료를 촘촘히 결집시키면서 호스 표면의 공간을 빼곡하게 채웠다. 찰흙

으로 호스간의 간격사이에 난 틈을 메꾸거나 박스 테이프로 막을 씌우듯 감

거나 또는 그물 사이사이를 리본 줄로 꿰매는 등 재료의 물성과 촉감 등의 

개별성을 반영해 각각의 놀이를 독자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리

고 조약돌에 페인트칠을 해서 랩과 천으로 만든 보자기 주머니 안에 넣어 

마치 저울질을 하듯 호스에 매달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어 철 링을 연이어 

걸었다. 선으로만 이루어진 호스에 커튼 술을 묶어 털이 난 것처럼 형태를 

변형하고 싶었다. 전선의 각피를 칼로 베어 내부에 뭉쳐있는 전선 일부를 

부분적으로 드러내면서 재료 안에서 질감의 변화를 표현해 나갔다. 전선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혼합했다. 어떤 전선의 구리는 몇 가지 색의 고무 막으

로 감싸져 있었는데 칼로 표면을 얇게 벗겨내는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게 연

출했다. 일부 전선은 두툼하게 벗겨내어 촘촘히 붙어 있는 구리가 삐져나오

게 했는데, 깎는 정도와 깊이에 따라 표현되는 전선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재료마다 갖는 특이성이 호스 작업의 표현을 다채롭게 해주었다. 결과물에

서 떨어져 나와 관찰했을 때는 꼭 입체 드로잉처럼 보였다.

  버려진 호스를 주어와 작업으로 승화시켰다. 버려진 재료를 선택해 새롭

게 조합하고 완성해 나가는 일은 본인의 작업 범주를 더 넓게 확장시켜 준

다고 생각했다. 종종 폐기장에 버려진 틀이나 망가지고 분리된 조형물들은 

작업 과정에서 부피감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를 채우는 구조물로 쓰여 졌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못 쓰게 된 것들을 줍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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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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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것들 중에서도 본인의 주관적 취향에 따라 선별되는데, 선택의 기준

은 재료를 고를 때의 기준과 일맥상통했다. 질감, 형태 그리고 구조물이 갖

는 부피감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물로 사용

되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본인의 작업적 태도를 일관되게 적용시켰다.

 [작품 6] 

작품 6) <이중적인 덩어리>, 혼합재료, 앞:140x110x70cm 

뒤:200x80x130cm, 2015

  유토 덩어리 작업이 계기가 되어 발전시킨 작업이었다. 색 덩어리의 일환

으로써 양감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를 작업으로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이

다. 초기의 작업들은 외부에만 집중했고 내부의 구성물은 가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는 물질이기에 미궁의 것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양감을 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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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부의 물질을 고민하게 되었고 어느 지점으로

부터 겉과 속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마치 유토 덩어리를 갈랐을 

때 단면에서 보여지는 색의 혼용처럼 본 작업의 양감화된 덩어리를 갈랐을 

때도 유사한 시각적 놀이가 보여질 것 같은 상상이 문득 들었다. 덩어리 안

은 구조물을 짜는 각재나 형태를 잡아주는 스티로폼 등의 틀이 아닌 본인이 

평상시 손으로 만지고 놀던 재료의 흔적물과 수집한 재료들로 채웠다. 그동

안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놀이로부터 만들었던 재료들의 결합 내지 레디메

이드들을 탄탄하게 엮음으로써 형태 내부에서 비춰지는 이미지의 미감을 고

려하며 작업을 해 나갔다. 

  표면에서 보여지는 테이프로 터치의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 기법적으로 

툭툭 붙여 나갔다. 둥그런 면에서 파편화시킨 영역마다 차별화된 시각 놀이

를 했다. 전체 혹은 부분에서 보여지는 표현의 바탕에는 미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특징을 담아내었다. 그 특징은 색의 배합, 균형적인 선의 배치, 이질

적인 질감의 조합 등이다. 불편해 보이는 재료의 결합에서 긴장과 이완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마지막에 페인트를 흘려 표면 위를 부분적으

로 덮은 것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나로 묶고 조화시키며, 부조화적인 부분

을 중화시키려 했던 의도였다. 어색한 지점들로 보이는 부분의 표현법 기저

에는 나름의 무의식을 관통해 새로운 미감을 얻어 보려 한 시도가 담아져 

있다. 

  두 덩어리 중 하나는 반원이고 다른 하나는 직각과 직선을 강조한 형태

로 만들었다. 본인은 모든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충돌하는 과정에

서의 화합을 즐겨왔다. 두 가지의 상반되는 형태는 추상성을 띄지만 구체적

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직선이 부각되는 각이 진 구조물 덩어리의 

경계선으로부터 느껴지는 딱딱함을 상쇄시키고자 테이프로 선을 굴곡지게 

붙여나갔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각각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엄연히 차별성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시각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이 아닐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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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덩어리> 세부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주변의 건축적 배경은 작업과는 무관했다. 본 작업

에서는 기둥의 패턴이 마치 직선 덩어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보이지만 작

업의 맥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직선의 덩어리와는 중첩되며 반원의 덩

어리와는 서로 교차하는 환경으로부터 공간의 울림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

는 것이 재미있고, 패턴의 반복처럼 보이는 구조가 흥미로워서 충동적으로 

작업을 공간에 위치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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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작품 7) <무더기>,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7

  공업용 고무 끈을 이용해 덩어리를 키워나간 작업이었다. 고무 끈은 유토

와 같이 손으로 만지며 촉각 놀이를 할 수 있어 즐기는 재료였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플라스틱 용기를 개별적인 덩어리 내부의 뼈대로 삼아 끈을 엮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어긋 매어 만든 그물망 같은 막 위를 토대로 또 하나의 막을 

계속해서 꼬아 올려 덩어리를 증식시켰다. 다층으로 구성된 덩어리의 겹 

한층, 한층이 거미줄처럼 서로 밀접하게 엉켜있도록 짰다. 단일한 재료

로만 이루어진 뭉치로부터 수작업의 흔적을 자유분방하게 보이도록 만들

고 싶었다. 덩어리의 형체에 차별화를 주기 위해 양감의 크기를 다 다르

게 구성했다. 하나의 덩어리를 완성하고 다른 덩어리를 제작할 때는 기

존에 완성시킨 덩어리의 형태감을 참고해 겹치지 않게 제작했다. 꼬았다

는 행위는 유사하지만 개체 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제작했다. 어떤 덩

어리는 느슨하게 묶었다면 다른 덩어리는 서로를 쫀쫀하게 잡아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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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말아 올려 만든 형태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나 외계 생

명체의 인상을 받기도 했다. 유기적인 덩어리 형태를 좋아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살아있음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작업 

형태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유기물의 형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참고작품 1) <드로잉-1>, 혼합재료, 60x39cm, 2015

  중심부에 위치한 구조물은 작업의 과정이 읽히도록 위치시킨 장치였다. 

구조물은 마치 거울처럼 양면을 서로 비춰주는 듯 보이게 구성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투영시켜 주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

은 몸의 경계를 암시해 주는 의미에서 제작했다. 벽을 기준으로 작업의 앞

이나 뒤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과정적인 부분에서의 안과 밖을 인지하면서 

덩어리들을 쌓아 놓았다. 벽이 감싸 안은 공간에서는 재료와의 물리적 교감

을 통해 심상과 맞닿는 지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맥락을 다루고 

싶었다. 안에서 보이는 덩어리들은 서로 기대고 엉켜 있도록 연결했다. 구

체적인 덩어리로 보이기보다는 막연한 뭉텅이의 느낌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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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나아가 벽을 타고 넘어가는 고무 끈의 흐름으로부터 끈과 내면의 상

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표현하고, 특정 영역 안에서 재료의 동선에 집중하려

했던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보고자 했다. 이렇게 시선은 움직임에 따라 흐르

면서 내려갔다. 바깥 면에서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각각의 덩어리 형태의 

강조였다. 

  

  
참고작품 2) <드로잉-2>, 혼합재료, 60x13cm, 2015

  구성물에서 고무 끈 외의 재료로는 반사되는 비닐 재질로 둘러싸인 직육

면체 입체와 천과 종이로 만든 추상이미지였다. 은박과 광택이 나는 분홍을 

형상물의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마주하는 이미지를 반사했기 때문이었다. 

투영되어 비춰진 희끗희끗했던 모습이 마치 덩어리를 관통하고 나온 것처럼 

흥미로웠다. 직육면체 덩어리는 벽을 기준으로 양쪽 면에서 거울을 통해 서

로 마주하는 것 같이 비슷한 위치에 놓았다. 또한 벽면에 부착하고 그린 유

기적 형상 드로잉은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와 동요를 색

과 형태를 통해 기록해 보려 했던 시도였다. 고무 덩어리를 설치하는 과정 

도중에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전반의 이미지들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잡고 끌어당기는 것 같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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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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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내 모든 관계의 형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했다. 동일한 재료에서 

출발했지만 제각기 차별화된 제스처로 양감을 풀어나가려고 했다. 더불어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구성된 공간 안에서 자립적으로 부각되도록 이곳저곳 

배치시켜 보기도 했다. 투박하게 뭉뚱그려진 무정형의 입체물을 만들면서 

전반적인 덩어리들 간의 단단한 결속 내지 통합을 유념하며 전개했던 작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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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attempts to materialize inner images 

through practices of expressing invisible images into a sense of volume 

in the outer space. It wa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one's inner self 

as one is able to find an in-depth relationship with base materials. If 

one regards the process of choosing material as equivalently valuable as 

looking into one's mind, there can be a profound relationship. As an 

artist, I have experienced non-identical appreciation and spontaneous 

reactions from multifarious structures based on the way each material is 

composed in terms of color, shape, and texture. The idea of art 

creation aligns with the concept of a claw machine game, which is 

composed and piled up with many complicated feelings. I pick up a 

feeling out of that entangled box which is reminiscent of the mind and 

use it towards constructing a piece of art. Emerging sen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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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unconsciously begin to interact simultaneously along the work 

procedure. Strongly bound feelings and materials create an inner image. 

Thus, an inner image is brought to a worktable. Not only did I satisfy 

with enjoying the image, I continued to develop artwork within the 

realm of communion. 

Expression of the senses reconciles with a touch of the material 

create diversified forms of senses throughout my body. I believed the 

texture of a material has a different level of tone. A warm- texture 

delivers with soft and flexible working process whereas durable and 

solid materials accompany with thick and blunt strokes spread on the 

surface of the artwork. Passing through an inner image, materials are 

molded into the final output. Until the work is finished, material 

consistently struggles and harmonizes alongside inner image that is 

derived from personal feelings encountered with materials. While 

experiencing the touching of material, I could develop a shape of mass 

influenced by emotion. I structuralize a mass gained from a volume 

with color. The feelings arisen from process of working affiliates with 

deep relationship based on the artwork. 

I have been making an effort to draw an analogy between 

colors and materials throughout mass of colors. To develop the visual 

structure, I start with conflating personal intuition with the surface of 

mass composed with diverse materials. Accumulated visual experiences 

have given me the skill to recognize the presence and allow me to 

understand how materials can be formed from these hands. While 

producing the piece, there are three significant elements incorporated: 

coincidence, speed, and experiment. The way of expressing those 

elements are diversely formed and organized dependent on the type of 

material utilized. Coinciding with that, I try to explore the possible 

visibility of the texture through the movement of color that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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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ossesses. In addition, I hope that realm of communion in a 

sense of visibility and invisibility can provide the freshly aesthetic 

impression from the mass structure. A certain appreciation becomes 

possible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shape, and texture out of 

a surface on the mass of material. If an awkward representation is 

shown due to the (color, shape, and texture) coexistence, they 

eventually seem to support, lead and interact mutually. With the study 

on the expression of inner image through a sense of volume in colors, I 

desire to observe the connection between the world and a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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