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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부분 실재와 환상은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다. 실재(實在)는 실제로의

존재를 일컫는 것이고, 환상(幻想)은 현실적이지 못한 헛된 생각이나 공

상이다. 반면 본인의 작업에서 쓰이는 단어인 환상은 위에서 언급한 통

상적인 환상에 대한 의미와는 다르게, 둘레 환(環)에 형상 상(象)을 쓰는

환상(環象)으로, 주위를 둘러싸는 일체의 현상에 대한 의미에 더 가깝다.

본인에게 이번 연구의 제목인 ‘실재하는 환상’은 실재와 환상의 이분적인

개념보다는 작업 안에서 같은 형식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실존하는 작업

전체를 둘러싼 일체의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과학자와 음악가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

진다. 과학자들은 원자나 에너지같이 형태가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염원을 가지며, 그것을 언어나 기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또한, 음악

가들은 보이지 않는 음을 신비스러운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유학

생활을 통해 프랑스어와 한글의 언어가 단순한 언어적 차원으로만 해석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국어인 한글에 의해 설계된 본인의 사

고로부터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느껴온 새로운 인지적 차원 때문일

것이다. 본인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의 기능으로만 해석되어야 할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일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본인은 본인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현상을 뜻하는 특정 언어인 ‘ㅁ’[미음]

을 만들게 되었다. ‘ㅁ’은 한글의 언어체계로부터 온 것이며, 음성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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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이라고 발음된다. 이것은 본인에게 한글로 몸, 물질, 마음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며, 사각의 형태로부터 작업의 내부와 외부, 안과 밖

의 관계를 인지하게 한다. 이리저리 놓여 있는 여러 작품이 전체로 보이

는 형상과 그 형상을 둘러싸는 띠를 감지할 때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

다. ‘ㅁ’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지만 본인의 감각을 통해 읽히

는 작업의 새로운 언어이자 실재하는 환상(環象) 공간이다.

작업 안 모든 구성 요소는 본인이 가지는 개인의 미적 이념을 실천하

기 위한 정서적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가가 미세하게 벗어난 음

정이나 박자를 조율하며 전체 곡을 완성해 가듯이, 본인 또한 작업의 작

은 구성 하나하나를 잘 조합하고 배치해가며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작업 안 모든 것은 순환하는 공기, 물, 소리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본인

의 행위를 통해 동적이고 정적인 균형감, 흐름, 반복에 따라 쌓이는 밀도

를 만든다. 이것들은 본인이 ‘ㅁ’[미음]을 지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

이며,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내면

에서 작용하는 인지구조나 경험 때문에 형성된 관념과 관련되어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념이 만들어지게 된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ㅁ’

에 관한 내용과 본인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안과 밖으로 ‘ㅁ’이 형성되어

온 형성과정, ‘ㅁ’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관람객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ㅁ’이 관람객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내용을 마무리 지었다.

주요어 : ㅁ[미음], 공기, 물, 소리, 흐름, 환상(環象) 공간

학 번 : 2015-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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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 쥬샤오메이(Zhu Xiao-Mei, 1949- )1)라는 피아니스트의 다큐멘터

리를 접한 적이 있다. 영상 속 쥬샤오메이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한다. 바흐의 곡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

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다. 본인은 그녀의 연주를 감상하는

동안 황홀하다 할 만큼 깊은 감동을 했다. 영상 속 모든 장면은 본인이

작업을 통해 겪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비슷한 인

상을 주기 때문이다.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 진 그녀의 두 손이 흐르는 소리를 만들어 낸

다. 그녀의 감겨있는 두 눈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악보를 읽고

있음을 알게 한다. 연주를 감상하는 동안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녀가 연

주하기 위해 가졌던 지나간 시간 속 수많은 과거와 다양한 감정들이 느

껴진다. 영상 속 관객들은 연주자 쥬샤오메이를 바라보지 않고, 관객들끼

리 서로 마주 보며 앉아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무대를 정면으로 바라

보도록 놓인 관객석의 형태가 사라진 모습이며, 관객에게 단순한 감상을

필요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

까지도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

본인이 작업 할 때 쓰는 공구들은 마치 그녀에게 있어서 피아노인 듯

하다. 본인이 개별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각각의 주제는 그녀의 여러 악

1) 쥬샤오메이 (Zhu Xiao-Mei, 1949- )는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1984년부터 프랑스에서

정착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다. 2014년까지 파리 고등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베이징 음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 무대를 펼쳐나가고 있다. “Zhu

Xiao-Mei", <Wikipedia>, 2018년 1월 3일, <http://www.wikipedia.org./ (2008.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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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속 음표와 같으며, 본인이 공구와 재료를 통해 작업을 만들어 내는

일은 그녀가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다. 본인이 작업에 마음

을 담고자 하는 일은 그녀가 눈을 감아 연주를 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으며, 또 본인의 작업 안에서 관람객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

이 움직이길 바라는 것은 그녀에겐 그녀와 그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흐르는 움직임으로부터 그 안에 초대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다.

본인에게는 교회 안 쥬샤오메이와 관객 주변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느

껴진다. 쥬샤오메이가 연주를 하기 위해 가졌던 모든 사건과 감정이 보

이지 않는 힘으로 남아 그녀의 연주 소리와 만나 흘러 움직이는 것이다.

무대를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기보단 공간 안에 남겨져 있는 기운을 느끼

고 있는 관객들의 마음이 이러한 흐름을 더 극대화 시키는 거 같다.

쥬샤오메이의 영상 속에서 순환적으로 돌고 있는 앞서 말한 이러한 공

기 속 움직임은 본인에게 틀을 갖는 하나의 형상적 공간으로 보인다. 이

것은 본인의 개별 작업에서도 공통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외부(보통의 현

실)와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인의 작업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흘러가듯 진행됐다. 의식이 고정

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각각의 작품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다.

[1. ㅁ[미음] ]에서는 불어와 한글의 언어적인 구조에서 느낀 점과 본

인의 작업을 ‘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 2. 반 demie ]에서의 본인의 위치는 안도 밖도 아닌 중간 지점이다.

아직 ‘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준비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



- 3 -

로 집이나 건물을 짓기 전, 현장 주변에 여러 건축 자재가 쌓여있는 모

습과 비슷한 풍경이다. 니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 기초의 시작, 자연에

서의 경험, 조율, POR POR POR, IRD IRD IRD, La représentation, 미

술이 아닌 무대: 무용 ]라는 이야기 소재를 각각 'ㅁ‘을 만들어가는 추상

적인 재료로 대하며 서술하였다.

[ 3. 안 DEDANS ]은 이전 과정에서의 재료들을 토대로 구축된 ‘ㅁ’

안으로 본인이 들어가며 진행된다. 불어에서 ‘DEDANS’이라는 뜻은 내

부적인 실제의 위치에 대한 의미인 ‘안’이라고 해석되지만, 또 다른 비유

적 표현으로 내면의 ‘마음’이다. 프랑스 작곡가들은 악보의 음악적 표현

에 음악용어가 아닌 프랑스어로서의 ‘dedans’을 표기해 그 구절은 좀 더

깊숙한 내면을 표현하라는 지시를 남기기도 한다. ‘DEDANS’의 두 가지

의미와 같이 본인은 ‘ㅁ’ 안에 실질적으로 있으며 이 부분을 좀 더 내면

적으로 이해하며 바라보고자 [ 작가의 부재, 자리가지기, 일하기, 안과

밖, 환상 활동 ]이라는 주제를 통해 풀어냈다.

[ 4. 밖 DEHORS ]은 ‘ㅁ’ 안으로 들어갔던 본인이 밖으로 나와 ‘ㅁ’

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 어릴 적 기억, 물의 흐름,

소리, 마음, 막, 다시 니스로 ]를 통해 밖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ㅁ’에

대한 인상을 서술했다.

[ 5. 안과 밖으로 넘나드는 관람객 ]은 마지막으로 ‘ㅁ’과 관람객에 대

한 글이다. ‘ㅁ’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관람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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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ㅁ [미음]

본인이 작업을 새로운 형상적 공간으로서 바깥세상과 분리해 하나로

묶인 무게가 있는 것으로 느끼기 시작한 계기는, 5년간의 프랑스 유학

시절에서 자주 쓰던 어떤 표현으로부터이다.

<mise en scène>이라는 표현이 있다. 불어와 한글에서 '연출'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불어에서 <mise en scène>의 mise는 mettre의 동사 (놓

는다)로부터 왔고 장소 앞 전치사 en과 scène(무대)라는 단어가 합해져

만들어진 표현이다. 직역하자면 ‘무대에 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불어에서는 [ 어떤 것 ]을 드는 듯한 무게감과 무대라는 공간이 느껴진

다. 여기서 말하는 [ 어떤 것 ]은 연출의 의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다. [ 연기자, 연기자의 연기, 의상, 소품, 조명, 음악, 연기자끼리의 상호

간 믿음도 있을 것이며, 수많은 연기자와 작가의 연습과 경험들이 담겨

있다. ]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져 무대 위에 놓이는 것이다. 반면 번

역된 한글의 단어인 ‘연출’에서는 이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불어에서는 <mise en scène>의 단어배열을 그대로 가지고 온 다른

여러 표현이 있다. 그중 하나인 <mise en espace>는 본인이 작업을 해

오면서 늘 가지고 온 언어적 소재이다. <mise en scène>을 무대연출이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단어 espace(공간)를 통해 공간연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 설명과 같이 [ 작업의 모든 것 ]을 공간에 놓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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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한글 단어인 ‘공간’이 갖는 일반적인 느낌을 설명하자면, 사

방을 향해 멀리 사라지는 것과 같지만, <mise en espace>라는 언어적

소재를 통해 사라지는 공간에 관한 느낌을 언어와 작업으로 붙잡아 두고

자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듯 몇몇 불어 단어와 표현들에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같

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느낌을 받아왔다. 번역된 한글

의 단순한 의미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불어를

한글의 언어적인 해석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해당 언어에 본인의 마음

적 해석을 더하여, 본인만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본인은 불

어와 한글의 성립된 언어로서는 읽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본인의 작업을 표현하는 언어인 ‘ㅁ’[미음]을 만들게 되었

다.

‘ㅁ[미음]’은 본인의 모든 개별 작업을 공통되게 뜻하는 본인의 새로운

형상적 공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작업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완

성된 언어를 찾지 못해 한글의 초성인 ‘ㅁ’을 사용하기로 했다. 표현하지

않을 수도 없고 표현한다고 해도 적절한 언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ㅁ’은 완성된 언어나 모양보다는 성립하지 못한 언어구조로서 본인의 작

업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불완전한 언어인 ‘ㅁ’은 사방이 막혀 있어 한

정된 공간을 갖는 네모라는 형태의 상징적 의미를 작업에 보태며, 어떤

밀도와 질량이 느껴지는 덩어리와 같은 공간으로 흩어지려는 공기를 묶

어 둔 곳이라 할 수 있다. 즉 ‘ㅁ’ 안에는 본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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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 demie

니스에서

기초의 시작

본인에게 미술에 대한 기초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 니스의 미

술학교 빌라 아르송(Villa Arson)을 다니면서 습득한 것이다. 결국, 작업

의 기초는 ‘니스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의 시작은 시장용 손

수레를 끌고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다. 우스갯소리일지 모

르겠으나 오늘은 어떤 쓰레기들을 줍게 될까 하며 설레하던 기억이 있

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 가를 만들기보단 밖에서 쓰레기를

찾으러 다니는 날들이 많았다. 열심히 쓰레기들을 모으다 보면 왠지 마

음에 드는 것들을 찾게 된다. 가끔 어떤 것을 두고 마음에 든다는 이야

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주운 소재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기보단,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기초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에서의 경험

니스에서는 주말이면 산이나 바다로 갔던 기억이 가득하다. 처음 니스

에 갔을 땐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잊고 지냈던 자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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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거제도에서 도시로 전학 오던 날, 시골에서 왔다고

수군대며 놀리는 친구들로부터 거제도는 나에게 금기어가 되었다. 시골

이나 자연은 내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십 년 정도의 도시 생활 후 이십 대 초반 프랑스 유학을 통한 니스에서

의 삶은 이런 나를 다시 변화시켰다. 니스의 야자수 나무, 깨끗한 물, 푸

른 산 그리고 공기가 어릴 적 거제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니스

의 환경이 어릴 적 거제도에서의 추억이 좋았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의외의 도시인 니스에서 고향을 만나고 니스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조율

니스 도심에서 모은 쓰레기와 주변 산을 다니면서 주워온 자연으로부

터의 여러 소재들이 있다. 버려진 쓰레기와 단순한 자연의 소재가 본인

의 작업 공간으로 들어온 뒤부턴 ‘재료’가 된다. 재료는 분류라는 것 없

이 여기저기 섞여 놓여 있다. 그중 녹슨 철 기둥과 마른 나뭇가지가 나

란히 놓여있는데 다른 성질의 재료지만 닮아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

다. 음악으로 보자면 다른 두 분야의 선율이 잘 어울리는 것이다.

본인이 재료를 가지고 하는 일은, 마치 음과 음을 조율하여 마음에 있

는 소리를 하나의 곡으로 조합하는 음악가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

율이 되지 않았을 땐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고 조율이 잘 되었을 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일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좋은 소리를 만

들어 내기 위해 조율하는 일을 단번에 해내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재료와 재료의 조율을 하는 일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음 저 음 맞춰가며 삐걱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난 후에야 안정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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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음을 재료 일부로 보기 시작했던 것과 여러 음이 모여 하나의

곡을 이룬다는 생각은 정확히 니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POR POR POR, IRD IRD IRD

본인에겐 작업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POR POR POR>와 <IRD IRD

IRD>가 있다. 첫 번째는 <POR POR POR>이고, 음성 발음으론 ‘뽀흐 뽀

흐 뽀흐 ‘라고 한다. 두 번째는 <IRD IRD IRD> ‘이에흐데 이에흐데 이에

흐데’이다. 첫 번째는 POR이 반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RD가 계속해

서 반복되는 형식이다.

POR의 P는 <Pratiquer>, O는 <Observation>, R은 <Réflexion>을 뜻한

다. 한글의 의미로 P는 <실행하다>, O는 <관찰하다>, R은 <깊이 생각하

다>이다. <POR POR POR>는 앞 조율에서 이야기했듯 재료와 재료를

조율해나가는 식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리저리 재료끼리 맞대어

보는 P 실행단계를 지나 조율이 잘 되는지를 관찰하는 O 단계,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음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는 R 단계가 있다. 그리고 다시

P 실행의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반복된 형식을 갖는다. <POR POR

POR>는 작업을 대하는 본인의 첫 번째 방식으로 작업에 마음을 담는

일과 같이 본인의 내면적 작용을 키우는 방법과 같다. 

두 번째 방식은 <IRD IRD IRD>로 I는 <Idée>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이고, R은 <Réalisation>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D는

<Discour>로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다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I <Idée>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IRD

IRD IRD>는 첫 번째 방식이었던 <POR POR POR>에서의 내면적 작용

을 키우는 것과 달리 개념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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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먼저 계획한 후, 실천하는 방식이다.

<POR POR POR>와 <IRD IRD IRD>는 본인이 니스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익힌 것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다. ‘뽀흐 뽀흐 뽀

흐’와 ‘이에흐데 이에흐데 이에흐데’라는 언어의 반복된 형태로 마치 본

인의 마음에 새겨진 문구와 같은 것이다. 예로 본인의 작업이 같은 제

목2)으로 여러 번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반복된 형식의 작업방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적 작용 방식 : POR P

개념적 접근 방식 : IRD I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때때로 새롭게 조합된 반복의 형태로 사용되기

도 한다. 예로 IPOD나 POI와 같이 작업 방식이 길어지거나 다르게 반복

되는 것이다.

La représentation

본인은 불어로 작업을 설명할 때 <mise en espace>와 같이 자주 써온

또 다른 표현이 있다. <La représentation>이다. 이 단어를 한국어로 번

역하면 ‘나타냄, 표현’이고, 미술사나 철학에선 ‘재현’이라는 번역을 통해

2) LA MACHINE 2013 작업과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2015-2016 작업은 각각

네 번에 걸쳐 다르게 구성했고, HM 공간과 2017과 ㅁ에 관하여 2017은 두 번에 걸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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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반면 국어사전이나 미술사에선 본인이 생각하

는 <La représentation>에 대한 의미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본인이 느

끼는 <La représentation>은 앞에서 설명했던 본인의 두 가지 작업방식

인 <POR POR POR>와 <IRD IRD IRD>와 관련이 있다. 본인에게 <La

représentation>은 작업의 내면적 작용인 <POR POR POR>와 개념적 접

근인 <IRD IRD IRD>을 통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내포하는 것

이다.

또, 본인은 <La représentation>에 ‘re'와 같이 단어 앞에 붙은 접두사

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re'가 붙은 단어들을 접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움직이는 어떤 것이 다시 반복된다

는 ‘re'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쥬샤오메이의 바흐작품 연주는 변주곡3)이라는 형

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연주는 첫 번째 주제곡을 시작으로 30개의 변

주된 곡을 연주한 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제곡으로 다시 돌아와 1시

간 동안의 연주를 마무리한다. 비록 그녀의 연주는 끝났지만, 마지막 주

제곡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본인에게 그녀의 연주는 계속 지속한

다는 의미를 남기기도 한다. 음악에서의 변주곡 형식은 본인이 작업을

대하는 태도와 많이 닮아있어 매우 흥미롭다.

3) 변주곡이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리듬이나 선율 등에 변화를 주어 만든 악곡을

말한다. 변주라는 것은 한 번 나타난 소재(주제, 동기, 작은악절 등)가 반복할 때 어떤

변화를 가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변주된 소재는 당연히 원형과 다른 상태에 있으나

변주의 빈도가 높고 낮고 간에 원형의 연결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주제가 극단적으로

변주된 결과 원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중에 원형과의

관련성이 어떤 형태로든 잠복하여 있다. “변주곡", <Wikipedia>, 2018년 1월 3일,

<http://www.wikipedia.org./ (2008.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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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La représentation>은 과거로부터 흘러와 계속해서 흘러간

다는 암시적 의미를 포함한 현재의 것을 뜻한다. 변주곡의 주제가 시작

과 끝에 놓임으로써 느껴진 지속의 의미는 지구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세

상의 모든 물과 공기가 순환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공기에 대해

스무 살이 지나 언젠가 한 번 눈을 감은 채 손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

아가보던 경험이 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하던 놀

이와 비슷한 경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몸을 움직인다는

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몸을 조금 더 무겁게 가라앉혀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본

인의 몸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맞닿아 있는 공기와 만나게

된다. 바람에 실려 본인을 스치고 지나가는 공기, 햇살에 담겨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기, 물을 머금고 있는 공기와 같은 것들이다.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땐, 본인의 몸 주변을 감싸 돌고 있는 공기가 느껴진다. 몸의 부피

와 무게감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공기들이 본인을 둘러싸며 맴돌고 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갈 땐, 물 안을 걷는 듯하다. 공기를 밀어내며 가로질러

가는데 공기가 몸에 부딪혀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눈을 떠

보니 많은 것들이 새롭게 느껴진다. 눈앞에 보이는 의자 사이로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 물체의 무게나 형태 재질에 따라 공기를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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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 La Machine -네 번째, 세부

이런 공기에 관한 느낌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작업을 풀어가는 과정 안

에서 기본적인 작업방식을 만들었다. 나뭇가지 끝을 철판 안으로 놓기보

다는 철판 너머로 튀어나오도록 한 것은 작업 안 공기의 흐름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도판 1]

미술이 아닌 무대, 무용

미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 생각하며 꽤 오랜 시간 지내왔다. 음악과

무용은 아주 어릴 적 잠깐 배웠던 게 다이지만 본인에겐 왠지 기술과 같

이 느껴졌다. 음악은 단지 악보를 외워야 하는 일로 악보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였고, 무용은 유연성을 키워야 하는 스트레칭이나 체육과 다르지

않았다. 본인에게 미술은 스케치북 위에 마음을 표현하는 일로 음악, 무

용과는 달리 유일한 예술이었다. (음악을 달리 느끼기 시작한 것은 서론

에서 ‘쥬샤오메이의 연주’와 관련해 이야기했다.) 안무가인 ‘피나 바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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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a Bauche (1940-2009)’ 4)를 알게 되면서 본인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그녀가 올린 무대를 관람한 뒤, 무용

가이자 안무가인 그녀의 열렬한 팬이 된 것이다. 좋아하는 미술가에 대

해 발표하는 시간엔 미술가가 아닌 무용가 피나 바우쉬 Pina Bauche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피나 바우쉬 Pina Bauche가 자신의 작품

카페뮐러(Café Müller)에서 눈을 감고 연기를 펼치는 장면에선 본인이 공

기를 통해 경험한 일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공기를 느낀다는 일은 무용

에서 기술이나 기교가 필요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회화나 조각품같

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대 위의 소품, 연기자의 표정, 제스처, 몸짓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품이 갖는 공기를 실질적

인 장소 즉, 무대라는 틀을 기준 삼아 순환하여 돌게 한다. 무대라는 널

빤지 위에 놓여 그녀의 작품이 공기와 섞여 순환하여 밀도가 높은 하나

의 형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4) 피나 바우쉬 (Pina Bauch, 1940-2009)는 독일 출신의 안무가이다. 그녀는 “나는 무용

수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더 관심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안무가 개인의 내면을 끌어내 이를 통해 무대를 완성해 나갔다. Jochen

Schmidt(2002), 『Pina Bauch』, Ullstein TB-V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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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품소개

니스에서의 일들은 본인이 ‘ㅁ’을 짓는 데 필요로 했던 각각의 추상적

인 재료처럼 느껴진다. 보잘것없는 쓰레기가 된 물건에 마음을 담는 일,

자연에서의 맑고 경이로웠던 경험, 하나의 음을 만들어 내며 물건을 배

치하는 일, 공기를 느끼는 일 등이 손에 잡히지 않는 재료들로써 ‘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La Machine> [참고 도판 2, 2-1, 3]은 이러한 추상적인 재료를 담아

만든 니스에서의 작업이다. ‘ㅁ’이 만들어진 첫 작업이지만 ‘ㅁ’에 대한

본인의 의식이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 1. 반 demie >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La Machine>에서의 대부분 재료는 본인이 작업하기 전 평소에 모아

두었던 것들로서 자연물을 포함한 녹슬거나 낡은 알루미늄, 철과 같은

공업용 재료들이다. 녹슬어 가는 것들은 자연을 그리워하다 갈색의 자연

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 도판 2] 앞서 ‘반 demie - 조율’

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본인에게 녹슨 철과 마른 나뭇가지, 녹슨 나사

와 도토리 껍질이 서로 닮아있다는 인상은,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와 풍

경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월든5)의 수필 저자 소로우가 숲속 철도 길을

5)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대표적 수필집이다.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

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2년에 걸쳐 시도한

산물이다. 대자연의 예찬인 동시에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있다. 헨리 데이

비드 소로(2011), “월든”, 강승연 옮김,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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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며 철이 풍기는 특유 냄새와 함께 걷는 게 좋다고 했던 책의 한 구

절은 작업에 영감을 주었다. 시계추 박자에 맞춰 낙엽이 흔들리고 나뭇

가지를 꽂은 상자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흙을 분쇄하는 기계가 있고,

풀이 자라는 곳도 있다. 니스에서의 경험이 추상적인 소재가 된 것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작업 속 모든 사물은 ‘기계’ 또는 ‘부품’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 된다. 호스를 통한 물로 이러한 기계들을 연결해 물이 다

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론 전기모터에 의해 돌아가는

기계들이지만, 본인에겐 공간 전체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의 힘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참고 도판 2] La Machine – 네 번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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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2-1] La Machine - 네 번째, 나뭇가지, 나사, 도토리, 전기모터, 풀,

철판, 수조, 물통, 물호수 등 가변설치, 2013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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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3] La Machine - 세 번째, 나뭇가지, 나사, 도토리, 전기모터, 풀, 철

판, 수조, 물통, 물호수 등 가변설치, 2013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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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DEDANS

[참고 도판 4] 실기실내에 본인자리

자리가지기

‘공간’은 아무도 없는 빈 곳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범위

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자리’는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 일부 공간을 가

리키는 말이다. 만약 ‘자리’가 심적인 감각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자리’는

본인이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ㅁ’을 표현하기에 가장 가까운

한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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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의 학생들은 작업실에서 자리를 분배하는 일로 학기를 시작한

다. 각자가 작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진다. [참고 도판 4] 공간에 실질적

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기준 삼아 책상이나 가

구를 배치해 각자의 자리를 가진다. 각자의 자리는 꼭 그 주인과 같아서

각각 다르게 생기고 다른 성격을 갖는다. 또 재미있게도 다른 냄새를 풍

기기도 한다.

[참고 도판 5] 디터 로스(Dieter Roth)의 작품

작가의 부재

독일 현대미술관의 전시장 어느 작품 앞에 한참을 머물다 온 적이 있

다. 디터 로스(Dieter Roth, 1930 -1998)의 작품이다. 꽤 큰 전시 공간 중

간에 규모가 큰 조형물이 놓여있다. 조형물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작가

의 작업실 한 곳을 보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설치작품

주위엔 작가의 작업실에서부터 온 작업대들이[참고 도판 5] 여기저기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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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다. 큰 공간에 왠지 작가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테이블 위에 공구들

은 작가가 방금 막 올려놓은 듯하고, 구석에 모여 있는 와인 병들은 작

가가 어젯밤 마시다가 놓은 것만 같다. 작품을 마주하고 있는 본인은 전

시장 중간에 설치된 큰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작가의 모든 행동과 시

간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외출부재6)가 느껴지는 것은 인상 깊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일하기

본인의 작품은 늘 스스로에 의해서 관리되고 조정된다. 주인의 역할이

기보단 도와주거나 돌봐주는 사람으로써의 역할이 적절한 듯하다. 만약

본인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소홀해진다면 작품은 시들어버린 꽃과 나무처

럼 제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된다.

정원사는 부지런히 정원을 가꾼다. 어느 정도 일을 했다 싶어 뒤돌아

서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난다. 니스학교 빌라 아르송(Villa Arson)에서 본

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학교 내의 정원사 아저씨들이 제일 바쁜 사람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려 보자면 그렇다. 프랑스의 정원

사들은 가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하며, 근원적인 흐름 위에 일상을 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붙들고 있는 시간과는 달리 흘러가는

시공간을 느끼며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의 일은 훌륭한 작품 그 자체이

다.

6) 외출부재 (外出不在) : 밖에 나가서 집안이나 제자리에 없음 “외출부재”<네이버 한자

사전>, 2017년 12월 7일, <http://m.dic.naver.com/ (2018.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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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활동

작업하다 보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들어

도 들리지 않는 것과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로써 느껴지는 경험과 같은 일이다. 작업엔 보이진 않아도

흘러 움직이는 게 있어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흐릿한 형체의 사람들

이 나타나기도 하며, 마치 연극이나 영화가 펼쳐지듯 많은 일이 내면에

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 활동은 본인의 모든 작업에서 나타난

다.

과거 중세시대에 납, 철, 구리와 같이 매우 흔한 금속을 금으로 만들어

내려고 한 연금술사의 일이 있다. 납이나 구리를 달걀노른자와 소의 똥

과 섞어 열을 가하는 실험을 평생을 해왔던 연금술사의 일이 누군가에겐

어리석은 허황한 것으로 비춰 보이겠지만, 본인에겐 금을 만들고자 하는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의미보단, 눈에 보이지 않은 현실을 심리적인 활

동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롭다.7)

7) 연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현대 과학에서 쓰는 이성적인

논리를 적용하지 말고 연금술 자체의 가치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금술도 세계를 반영

하는 모습 중 하나고, 따라서 연금술이 가진 치밀하지 못한 논리성이라도 그것이 세계를

반영하는 한 측면이라면, 세계에 이 치밀하지 못한 논리성이 한 측면으로 있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에른스트 페터 피셔(2015),『과학 한다는 것: 세상과 소통하는

교양인을 위한』, 김재영,신동신,나정민,정계화 옮김, 반니, 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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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밖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ㅁ’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작업의 안과 밖이 잘

구분되어 느껴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한글의 초성 ‘ㅁ’과 같이 완전히 둘러 막혀있는 또 다른 모양으로 ‘ㅇ’

이 있다. ‘ㅁ’은 앞서 이야기했던 본인의 작업 공간을 일컫는 표현이고,

‘ㅇ’은 본인의 작업인 ‘ㅁ’의 안과 밖을 포함한 지구라는 거대한 공간이

된다. 지구의 모형은 원구가 사각의 형태를 포함하는 식이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론에 기반을 둔 케플러의 데생 [참고 도판 6]으로부터 이러

한 본인의 생각은 더 확고해진다. 본인에게 ‘ㅇ’은 지구이고 ‘ㅁ’은 지구

안의 별도의 세계로서 본인의 작업을 의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참고 도판 6] 케플러의 뎃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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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품소개

< DEDANS 안 >에선 ‘자리가지기’와 ‘작가의 부재’를 통해 본인이

갖는 실질적인 공간의 규모와 무게를 경험하였고, 그 안에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남겨질 수 있는 작가와 본인의 부재 가능성에 대해 질

문하였다. ‘일하기’에서는 작업 안에서 본인의 일이 정원사와 같이 새로

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길 원했으며, ‘환상 활동’에선 본인의

작업이 논리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을 바

라보며 이뤄진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안과 밖’에선 본인에게

‘ㅁ’이 안팎으로 선명하게 느껴짐에 대한 것을 서술했다.

[참고 도판 7]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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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 51-202 >는 실기실 안 본인의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작업이다. 보이지 않는 경계에 따른 자리의 면적과 본인의 자리

안에 빼곡히 차 있는 무거운 입자를 가지는 공기의 무게를 직접 드러내

고자 함이었다. 작업 안 공기는 본인의 한숨과 기쁨, 여러 재료, 공구들

과 같이 [작업의 모든 것]과 교류했기 때문에 무거운 질량을 가진다. 공

기를 가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리가 갖는 크기의 실질적인 틀을 만들

고, 벽돌을 들어 올려 작업하며 작업 안 공기의 무게를 물리적으로 느끼

는 것이다. [참고 도판 7] 계단형식의 틀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상·하의

움직임은 자리의 규모를 확장한다. 높은 곳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자연에

서의 경이로웠던 경험과 비교될 순 없지만, 떠오르는 순간을 피할 수 없

다. 작업이 끝나면 전시공간에서 빠져야만 했었던 남은 재료들과 공구들

이 계단 밑 작품 안에 그대로 놓인다. < 작업대 51-202 > [작품 1, 1-1,

1-2]는 작업을 진행했던 실제 장소의 크기와 그곳의 공기를 그리고 사용

했던 공구나 재료들을 작품 속에 담아두어 본인의 부재가 느껴지길 바란

것이다.

[작품 1] 작업대 51-202, 벽돌, 각재, 모래, 식물, 물, 공구 등 가변설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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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작업대 51-202,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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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작업대 51-202, 세부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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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8] Rachel Whiteread

Ghost 1990 Plaster on steel frame

영국의 작가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 1963 - )는 다양한

형태의 겉면과 빈 형태의 안면을 석고로 떠내는 작업[참고 도판 8]을 한

다. 우리의 눈에 고정된 형태로 보이지 않았던 공간을 물질로 변형시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녀의 그러한 작업은 본인에게 영감이 되어

적극적으로 공간과 공기와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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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부탄을 바닷속 성게 이도록 돕기 위한 장치 > [작품 2, 2-1, 3],

[참고 도판 10]는 열대과일인 람부탄의 겉모습이 바다 속 성게와 매우

닮아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언급한 본인의 작업 활동의 일부인 ‘환상 활

동’을 통해 시작하게 된 작업이다. 람부탄의 주변 환경을 바닷속 성게와

같이 만들어 준다면 람부탄이 성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한 것이

다. 작품 전체를 작동원리[참고 도판 9]를 갖는 하나의 장치로 만들고,

람부탄이 성게로 변화하도록 작동시키기로 했다. 본인은 작품이 잘 작동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작품을 유의 깊게 대하고 다뤘다. 물이 잘 흐르

고 있는지, 람부탄 나무라고 가정된 틀 위에 잎은 잘 자라고 있는지, 람

부탄은 부패하지 않고 성게로 잘 변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다. 전시 기

간에도 자라난 풀을 관리해주고, 부족한 물을 채워주는 등 작품이 잘 흘

러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본인은 작업 안에서 이러한 장치

의 작동을 실제와 같이 바라보며 정원사 같은 조정자의 역할로서 람부탄

을 성게로 변형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안에서의 일

은 본인에게 또 다른 작업을 위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게 해준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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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1. 람부탄 나무의 뿌리 내리기 작용.

나뭇가지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 보면 바닷소금(천일염)을 만날 수 있을 것

이다. 바닷소금에 나뭇가지를 내려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장치하였다.

2. 람부탄 나무와 물의 합성작용

흰색의 얇은 튜브를 통해 람부탄 나무 주변으로 물이 흐르게 했다. 소금으로

부터 영양분을 받는 람부탄 나무가 물과 접촉해 합성작용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람부탄 나무의 나뭇잎이 물속 해초로 변성작용

1-2 과정을 거친 람부탄 나무를 바닷물 염도와 일치하는 물 안으로 들어가도

록 했다. 람부탄 나무의 초록 잎이 물속 해초로 변성작용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적절한 물의 온도와 염도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

한다.

4. 1-2-3단계의 순환작용

해초가 키워지고 있는 물을 람부탄 나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흰색 튜브로

다시 순환하도록 했다. 람부탄 나무가 해초, 바닷물, 바닷모래와 같은 요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5. 람부탄 열매가 성게로 인식되는 작용

1-2-3-4단계의 작동은 람부탄이 성게이게 돕기 위해서이다. 람부탄 열매가 성

게로 변성하는 데에 필요한 주변 요인, 환경들을 구성해 람부탄 열매가 성게

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도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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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 첫 번째 >, 람부탄, 천일염, 해초,

풀, 물, 수조, 모래, 공구 등 가변설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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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 첫 번째 >, 세부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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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0] <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 두 번째 >, 람부탄,

천일염, 해초, 풀, 물, 수조, 모래 등, 가변설치, 2016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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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 세 번째 >, 유화, 캔퍼스, 모래,

물, 호스, 람부탄 등 가변설치, 2016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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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공간[작품 4, 4-1, 4-2], [참고 도판 11, 11-1, 11-2]은 학교 실기

실 본인의 자리와 전시장에서 공간설치작업과 퍼포먼스를 통해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작업이다. 학기 초 작업실에서 바닥에 붙여진 테이프의 표

시대로 각자의 자리를 배정받았다. 본인의 자리를 두르고 있는 테이프

자국은 ‘ㅁ’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듯하다. 본인은 실기실 자리와 전시

장을 각각 본인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라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했다. 작

업 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조금 더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길 바라며, 시

멘트로 작은 벽을 만들어 공간을 부분적으로 분할시켰다. 본인에게 작업

공구나 재료들은 작업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작업 공간 안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곳곳에 놓여 있는 오브제들은 마치

무대 위의 다양한 악기들과 같이 느껴진다.

마른 나뭇가지로 난로부속품인 열판을 긁는 일은 스스로 무대 위의 어

느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또, 책상 위

에 쇠구슬을 굴리거나 구리판에 담긴 물을 휘젓는 일은 어릴 적 놀이를

연상시킨다. 작업 안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며 이동 경로를 남기는 것은

공기의 흐름을 이리저리 변하게 하는 무용가들의 제스처나 움직임과 비

슷하다. 또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밀싹을 관리하며 바라보는 일은 작

업에서 느껴지는 생명감을 더 부각하는 거 같다. 본인은 본인의 이러한

일과 움직임이 작품 안에 그대로 남겨지길 바란다. 보이지 않는 실체로

서 본인이 부재한 시간에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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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 HM 공간 - 첫 번째 >, 설치 및 퍼포먼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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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 HM 공간 - 첫 번째 >, 시멘트, 유리, 철, 알루미늄, 나뭇가지,

물, 돌멩이 등, 가변설치, 2016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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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 HM 공간 - 첫 번째 >, 세부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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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1] < HM 공간 - 두 번째 >, 설치 및 퍼포먼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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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1-1] < HM 공간 - 두 번째 >, 시멘트, 철, 나뭇가지, 물, 밀싹,

공구 등, 가변설치, 2017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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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1-2] < HM 공간 - 두 번째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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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밖 DEHORS

어릴 적 놀이

조카의 놀이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본인의 기억 속 어릴 적 행동이 떠

오른다. 조카는 끌어모을 수 있는 집 안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 집을 짓

는다. 장난감 상자, 식탁 의자, 플라스틱의 유아용 피아노, 쿠션들은 조카

에겐 집짓기에서의 벽돌 같은 건축 재료일 것이다. 조카는 자신의 집짓

기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자신의 집이 너무 근사한다는 듯 만족에

미소를 짓는다. 매번 다른 모양과 크기의 집이 지어지는데 매일 다른 상

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조카를 보고 있으면 가끔 매료된 듯 입이 벌어

질 정도이다. 나름 거기엔 출입문도 있어 들어갈 땐 ‘똑똑’하거나 ‘띵 똥’

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시늉을 해야 한다. 초대받은 본인은 조카의 집에

서 함께 연극을 펼친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먹기도 하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눈다. 조카의 놀이를 보자니 본인의 어릴 적 놀이와 너무 닮아

있어 신기하다.

본인의 어릴 적 놀이는 6살 조카의 놀이와 비슷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상하고 행동하며 연기를 펼치는 일이다. 큰 물건들을 모아 벽

을 만들고 공간을 구성해 그 안을 출입하는 것인데 본인만의 공간으로

그 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어떨 땐 그 공간이 시장이 되고

은행이 되고 또 다른 집이 된다. 야외에서도 이런 놀이는 계속됐다. 집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잎줄기를 가르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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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둥과 잎줄기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공간은 생각보다

얼마나 큰지 친구 네 명에서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였다. 캐릭터가 그려

진 색종이가 보물이라며 버드나무 속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돌멩이로 풀

잎을 찍으며 요리를 하기도 한다. 본인의 어린 시절 놀이는 대부분 이런

식의 ‘공간 놀이’였던 것이다.

성인이 된 본인은 어린 조카의 말과 행동에 영감 받으며 감동한다.

(실제로 조카로부터 영감 받아 작업한 작업으론 :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2016 라는 작업이 있다) 조카의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과 다름

없고 춤이 주는 느낌은 피나 바우쉬의 안무와 다르지 않다. 조카의 순수

한 질문이나 이야기는 위대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왠지 모를

미묘함을 느낀다. 어린 시절 놀이가 현재 본인이 작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물의 흐름

작업에 자주 등장하던 물통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내 작업

에서 물과 물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La machine

2013 >에서는 물 호스를 작업 전체에 연결하거나 통과시켜 마치 물을

통해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설치작업을 했고, <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2015 > 작업에선 해초가 키워지고 있는 물이 람

부탄이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 순환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 HM

공간 2017 >에선 물통에 여과장치를 달아 물이 흐르게끔 하고 전시 기

간 중 물통에서 직접 풀을 씻는 일을 하기도 했다. 작업별로 각각의 다

른 이야기와 주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물은 본인의 작업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소리를 만드는 소재였다.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

면 작품 속 공기의 흐름이 동시에 느껴진다. 물과 물소리, 공기가 어우러

져 작업 안에서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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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작업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소리에 대해 생각했

다. 물에 관한 느낌은 결국 소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물이 흐르는 것

과 같이 소리도 흘러가는 것임이 분명하다. 본인의 작업엔 물소리를 포

함해 다양한 소리가 있다. 시계추 흔들리는 소리, 나뭇가지 꽂은 상자가

철판 위를 지나가며 미끄러지는 소리, 모터로부터 나뭇가지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 모터로부터 소금이나 모래가 돌아가며 내는 소리, 물 안에 거

품이 생기며 나는 소리, 나뭇가지로 철판을 긋는 행위로 인한 소리, 돌로

바닥을 치는 행위에서 나오는 소리, 쇠 구슬을 굴리며 나는 소리다. 소리

는 작품의 고정적이고 시각적인 것인 것에서 흐름이 강조되는 곳으로 흘

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면 진동뿐이지만, 심리적으

로 보면 진동과는 다른 마음의 영역이다.

막

지구의 외기권은 지구 안 공기가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을 말한다.

원형의 형태로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뜻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구가 원형의 형태로 둘러 외부와의 경계를 갖는 점이 본인의 작

업과 닮아있는 듯 느껴진다. 정확한 경계를 가려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 속 순환적인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형상적 공간의 띠를 감각

한다는 것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안과 밖을 다르게 느

낄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해오면서 실질적

으로 작업의 안과 밖 경계를 인식해왔다. 이것은 규모를 갖는 각각의 작

품을 공간 안에 배치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작품들 사이 간격을 조절하

며 작업 공간의 전체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다. [참고 도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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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12]

‘ㅁ’의 범위를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형식으론 < ㅁ에 관하여 - 두

번째 > [작품 7]에서와 같이 음향 강도에 따른 소리의 확장이 있다. [참

고 도판 13]

[참고 도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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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하며, 마음에 의해서 만

들어진다.”8)는 것과 같이 본인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ㅁ'이 공간과

마음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니스에서 일은

마음의 재료가 되었고, 이러한 재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본인

의 비현실적인 위치와 역할을 경험한 것 또한 마음을 따라가는 일이었다

고 할 수 있다.

'ㅁ'을 성립된 언어나 명확한 기호로써 나타낼 수 없었던 이유는 보이

지 않는 힘, 표현하기 어려운 것, 경건함, 숭고함이라는 특질을 갖는 내

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ㅁ'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원자나 분자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통해 세계를 관찰하는 과학자나 심리를 파악하

는 심리학자가 아니고서는 'ㅁ'이 보이거나 느껴진다고 하기에는 불가능

하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가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9) 는 훌륭한 구

절에 포함되지 못하는 느낌으로 본인에겐 안타까운 일이다.

8) ‘법구경’에 나오는 붓다의 말씀. 안도 오사무(2010), 『심리치료와 불교』, 인경스님,

이필원 옮김, 불광출판사, p.31, 재인용
9)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신’에서 생전에 인류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

이 신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신으로 등극하는 사람들의 직업으론 아픈 사람

을 위해 치료하며 봉사하던 의사나, 예술가들이 있다. Bernard Werber(2004), 『Nous

les dieux』, Editions Albin Mi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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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작품소개

< 3. 밖 DEHORS >에선 어릴 적 놀이에 대한 기억이 지금의 본인 작

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작업에 흐르는 물소리로부터 작업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으며, 소리는 마음의 진동과도 같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주를 공부해온 언니로부터 과거에 많은 천문학자

가 우주를 관찰하다 자신의 내부 공간까지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그들은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온 상상력을 동원해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었다.

< 물-질: 막을 올리다 > [작품 5]는 전시장의 왼쪽 벽면 아래부터 전

시공간을 따라 초기작업부터 나열된 형식을 통해 작업의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HM 공간 2017, 람부탄이 성게이도록 돕는 장치 2016, 작업

대 51-202 2015, La machine 2013 순이다. 각각의 다른 시기와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낸 작업이지만 바깥세상과 작업 안 세상을 다른 곳으로 느껴

왔다는 공통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작은 조약돌에 물을 묻혀 작품 주위로 물길을 만들어 내는 일을 ‘물-

질’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벽면과 거의 맞닿아 있는 작업이 ‘물-질’을

통해 투명한 막으로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공간 속 위치를 가지기를 바라

는 것이다. ‘물-질’을 하는 동안 바닥에 그려지는 물길은 물 자국을 통해

순간의 흔적으로 남기도 하지만 곧 사라져 불투명함으로 희미하게 남겨



- 47 -

진다.[참고 도판 16]

‘물-질’은 작업이 ‘ㅁ’이라는 환상 공간에 자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일

이다. 행위를 통해 본인의 마음을 작업에 남기는 것이다. 이것은

DEDANS 에서 이야기한 <작품 안에서의 일하기>와는 다른 경험이다.

'ㅁ' 밖으로 나와 '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행위로써 종교에서 행하

는 의례나 의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ㅁ’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자 했던 행위는 신기하게도 또다시 본인의 마음에 ‘ㅁ’을 더 강하게 새기

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형식적이거나 작위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마음으로부터 만들

어낸 행위는 소리를 통해 작품 안에 계속해서 남겨진다. 작업 안의 소리

로부터 'ㅁ'을 바라봤던 경험이 행위를 통해 본인과 본인의 마음을 작업

에 남기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다.

[참고 도판 14] < 물-질: 막을 올리다 >, 설치 및 퍼포먼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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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 물-질: 막을 올리다 >, 돌, 철, 공구, 유리병, 흙, 나뭇가지, 철, 시멘

트 등 음향가변설치, 2017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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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에 관하여 - 첫 번째 > [작품 6, 6-1, 6-2]는 이번 논문과 동시에

진행된 작업이다. 논문에서와같이 본인이 작업 밖에서 전체 작품을 바라

보는 일과 비슷한 경험을 만든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작업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서 소리만 추출해 헤드셋을 놓은 단상을 제작했다. 관람객

에게 고정된 이미지인 사진과 따로 분리된 소리를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

도록 했다. 여태까지 작업 안에서 관람객이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요구해왔던 것과는 달리, 작업 밖에서 본인의 작품을 바라보며 관람객이

자의적으로 이미지와 소리를 연결해보는 내적인 시간에 집중하도록 바라

는 것이다.

[작품 6] < ㅁ에 관하여 - 첫 번째 >, 음향, 헤드셋, 사진, 액자 등, 가변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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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1] < ㅁ에 관하여 - 첫 번째 >, 세부 (위, 아래 :책 14.60×23.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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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에 관하여 - 두 번째 > [작품 7-1, 7]는 건물 바깥에서 진행한

야외작업이다. ‘ㅁ’에 대한 의미를 더 넓게 가져보고자 실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작업했다. 본인의 행위가 남긴 소리를 시멘트로 만든 단상 위 4

개의 스피커에 틀어 놓았다. 야외는 일반전시장과 같은 물리적인 벽이

없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한 범위를 확장한다. 마치

숲속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을 때 느껴지던 숲속의 광활함과 같다. 스피

커를 통해 흐르는 소리는 어느 순간 최대지점까지 다다른다. 말하자면

음향 강도로부터 소리가 끝나는 지점이다. 바로 이 지점까지가 본인이

느끼고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의 형상적 공간 ‘ㅁ’이다. 야외에서의 ‘ㅁ’은

따뜻한 햇볕과 푸른색의 하늘, 맑은 별빛, 새소리를 포함하고 있어 더 신

비스럽게 보인다.

[작품 7-1] < ㅁ에 관하여 - 두 번째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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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 ㅁ에 관하여 - 두 번째 >, 시멘트, 스피커, 음향 야외설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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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ㅁ을 넘나드는 관객

관람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본인의 작업에서 느껴지

는 진동의 울림이 있다. 마치 그것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몸통

위로 활을 켜며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활의 밀고 당기는 움직임이

몸통의 안쪽 동그란 공간과 만나 공기의 진동으로부터 의식의 울림을 만

들어내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 ‘ㅁ’을 넘나들며 관람하는 관람객이 없다면 ‘ㅁ’은 기능

하지 못하는 악기와 다름없다. 실제로 본인은 ‘ㅁ’을 만들어 오는 과정

내내 관람객과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왔다. 작업 안 관람객이 앞으로 걸

어 나가거나 허리를 낮추거나 앉아보거나 서서 기대어있거나 들어오는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으로부터 공기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며, 흐르고 있

는 공기가 관객과 만나 ‘ㅁ’에서 더 큰 진동체의 진폭을 만들어내길 바라

는 것이다.

본인은 평소에 자연과 과학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해 작업하는 프

랑스 출신의 작가 Pierre Hugue로부터 많은 인상을 받아왔었다. 최근에

그의 작업이 본인에게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던 사실은 그의 회고전을 영

상으로 보게 되면서이다.

Pierre Hugue는 자신의 전시장 입구에 안내원을 세우고 그에게 전시

장으로 입장하는 관람객의 이름을 물은 뒤 전시장 안으로 이름을 외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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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 관람객은 외쳐지는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자신이 중요한 임무를

받아 전시장으로 보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영상 속 관람

객의 반응이나 표정, 당시의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인에게도 그렇듯이 Pierre Hugue도 관람객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오늘날의 미술이 관람객과의 소통과 그들의 참여가 중요해진 것이 사실

이지만, (관람객의 참여가 곧 주제인 작품들이 허다하게 느껴질 정도이

다.) Pierre Hugue의 태도는 관람객의 단순한 참여나 소통을 바라기보

단, 그들이 그의 작품을 유한하게 만들어 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과 위

치를 부각하는 거 같다.

본인이 원하는 작업 안 관람자의 역할은 움직이는 것이다. 물과 소리

가 흐르는 것과 같다. 몸과 시선뿐 아니라 더 나아가선 그들의 마음마저

작품과 함께 흐르길 바란다. 이것은 본인의 작업을 유연하게 만들어 하

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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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본 연구는 본인의 경험과 작업을 바라보는 개인적 관찰을 통해 드러난

실재하는 환상 공간 ‘ㅁ’[미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환상

공간 ‘ㅁ’[미음]은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업 전체를 둘러싸는 일체

하는 현상이며, 2013년부터 2017년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흘러온 본인의

삶과 작업으로부터 만들어진 관념과 의식에 대한 표현이다.

본론에서는 본인의 작업을 ‘실재하는 환상 공간’이라는 완성된 언어적

표현과는 달리 성립되지 않은 불완전한 언어구조로서 ‘ㅁ’[미음]이라고

쓰기로 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자 했다. ‘ㅁ’[미음]을 만드는 기초가 되

는 추상적인 재료를 가지게 된 경험과, ‘ㅁ’[미음]의 안과 밖으로 들어오

고 나가는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입장을 단편적인 주제를 통

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자 했다.

사람들 모두는 각자의 환상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의 안과 밖으

로 들어오고 나감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가끔 자신의 익숙한 공간에 늘

들리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나 그곳의 놓인 물건의 모습과 그 공간의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일은 바로 이러한 환상 공간 안으로 들어

옴이 인지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은 실재하는 자신의 환

상 공간을 자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자신의 감각적인 부분을 잘 신뢰

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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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관람객이 본인의 작품을 작가의 내부에 대한 심리적인 단서라

고 추측할 수 있길 바라며, 작품 너머에 있는 본인의 관념과 만나 내적

으로 자신만의 환상(環象)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ㅁ’과 같은 형식을 경

험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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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related to real

Hwan-Sang space

about ㅁ

Ryu, Minhae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word ‘Hwan-Sang’ is generally used to translate as

fantasy in English, which is the opposite of reality. It is

something that produced by the imagination, namely the idea

about doing something that is far removed from normal fantasy.

On the other hand, the word ‘Hwan-Sang’ used in my work is

different from the usual Hwan-Sang ‘fantasy’ mentioned above.

It means the perimeter ‘HWAN’ and shape ‘SANG’ by Kanji

and closer to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that surrounds it.

The subject of my study ‘A real Hwan-Sang’ can be

interpreted as ‘Any of the phenomena surrounding the entire

work that actually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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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interested in new languages created by scientist and

musician. The scientist has a desire to understand that there is

no form such as atom or energy and want to express it

through language or symbol, and Musician also expresses

invisible sounds in his own mysterious language. As for me,

language is not merely a function to convey the meaning, but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heart as looking at the world.

In the end, I have come up with a specific language,

‘ㅁ’[mieum] which means a phenomenon that has been felt in

my work. ’ㅁ’ which is pronounced ‘mieum’ by voice comes

from the language system of Hangul. This reminds me of the

words such as body, substance, and heart in Hangul, and

recogn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work from the form of a square. It also contains the

entire shape of the various works lying around, and the way

they perceive the band surrounding the shape. ‘ㅁ’ is a very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but it is a new language

entitled ‘real Hwan-Sang space’ to be read through my senses.

All elements in the work consist of emotional experiences to

practice the aesthetic ideals of the individual. As the musician

completes the entire song by coordinating the minor offsets and

pitches, I also make a whole work by putting together and

arranging each small composition of the work. Everything in

the work creates a dynamic, static balance, flow, and density

that builds up through repetitive acts of air, water, sound and

repetition. These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me to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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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and are related not only to what is visible, but also to the

idea that has formed because of the cognitive structure or

experience that I have had from my childhood.

In this graduation thesis, I tried to convey the contents of a

real Hwan-Sang space ‘ㅁ’[mieum] revealed through personal

observation of my experience and work. Hwan-Sang space

‘ㅁ’[mieum] is a phenomenon that surrounds the whole unseen

work. It expressed my thoughts and consciousness that flow

continuously from 2013 to 2017.

I also strove to explain the reason why I described my work

as ‘ㅁ’[mieum] as an incomplete language structure which was

not established unlike the complete linguistic expression of ‘real

Hwan-Sang space’. I would like to talk naturally about the

experience of having abstract materials which were the basis of

making ‘ㅁ’[mieum], the view of the audience as well as my

own experience of going in and out of ‘ㅁ’[mieum] through a

fragmentary theme.

People have their own Hwan-Sang space, they have lived to

come in and out of it repeatedly. Sometimes the sounds you

hear in your familiar space are heard louder, or the objects

placed there are clearly visible, or the smell of the space is

more clearly felt. This is a moment when it is recognized that

it enters the space of a Hwan-Sang. But unfortunately, people

do not often feel their real Hwan-Sang space because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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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rust their senses.

I hope that the audience can guess that my work is a

psychological clue to the inside of the artist, and they are also

able to experience ‘ㅁ’ through my work as they meet my ideas

and recognize my own Hwan-Sang space internally.

keywords : ㅁ[mieum], air, water, sound, flow, Hwan-Sang

space.

Student Number : 2015-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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