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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는 입체조형으로 표현된 구름의 제작 배경과 과정이 서술되어 있

다. ‘판단유예한 현실’은 가장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만

든 조어이며 그에 따라 제작한 연구 작품은 가상 이미지이다. 현실에 대해 

판단을 유예함은 본인이 세계와 현실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제시한 하

나의 방법이다.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지금 직면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외계(外界)로부터 수많은 이미지, 소리, 냄새, 

촉감 등 다양한 감각과 정보를 순간적으로 수용한다. 이때, 대부분 정보는 

확정되지 않고 판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본인은 이러한 

사이에 껴있는 공간을 '판단유예의 현실'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속에서 자

유롭게 머물 방법을 모색하였다.

구름은 파란 하늘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한다. 연구자는 구름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 묘사하지만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

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연구 과정에서 관찰한 구름은 자연현상으

로서의 구름이기도 하고 관념적인 구름이기도 하며, 물질이기도 하고 이미

지이기도 하다. 본인은 판단유예한 구름의 여러 양상을 스티로폼이라는 재

료를 통해 표현하였다. 

본인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상상 공간’에 대해 알 수 없는 강한 믿음

을 가지게 되었고, 실체가 없는 강한 확신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하여 

입체 조각(Sculpture)을 연속하여 만들었다. 결과물은 각각 온전한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구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Piece)이기도 하다.



‘판단유예’를 통한 작품제작의 의도와 물리적 과정은 비교적 서술 가능하다. 

그러나 물질화하여 나타난 결과물은 여전히 개인의 주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라는 소재를 통해 판단유예 된 현실을 구현

해 봄으로써 물질과 물질 이면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상상하고,  

그 세계에 내재하는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성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판단유예, 현실, 조각, 구름

학  번 : 2015-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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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논문은 감각이 잠시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그

러한 공간을 ‘판단유예한 현실’로 칭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상에 대

한 확정된 시각 이미지와 의미를 유보하고, 닮음을 기반으로 연속하여 물질

화하는 방법을 통해 조각적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에 서술된 조건과 과정은 본인이 ‘판단유예한 현실의 문제’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잘 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본 연습문제이다. 결과물들의 개

별 형태는 각각 구별되어 온전해 보이는 조각(Sculpture)이자 연구 과정에서 

빠져나와 드러난 조각(Piece)이다. 

본인은 판단유예의 현실과 닮은 대상으로 구름을 선택하였고, 스티로폼을 

구름과 닮게 표현하였다. 때로 현실, 구름, 스티로폼이 어떠한 작용으로 인

해 강하게 연관되어 표현되었을 때, 세 대상의 관계가 진실하다고 느끼곤 

한다. 그러나 판단유예한 현실, 구름, 스티로폼은 물리적으로 전혀 섞여 있

지 않다. 시지각 공간과 닮은 구름은 잠시 스티로폼 덩어리에 머물러 보일 

뿐이다. 이들은 고정되기 이전, 잠시 유예된 상태로 보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판단유예한 현실’라는 개념을 한정

하고, 판단유예의 공간으로 다루게 된 배경과 방법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구름과 판단유예의 현실이 닮은 점을 서술하고 연구작품 제작에 사용된 재

료와 연구작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관찰한 현실을 물질로 확인하고 비물

질화 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비물질화 한 결과 연구 작품은 입체 조형 즉 

조각 형식을 갖는데, 동시에 잘게 나누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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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유예한 현실

2-1. 연구 범위의 한정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이미지, 소리, 냄새, 촉감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다른 정보들이 동시다발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각의 폭격에 짓눌리지 않는다. 보고, 듣고, 맡고, 만지고, 느꼈지만 그 모

든 것을 일일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외계(外界)로부터 

정보가 내부로, 몸속으로 들어왔음은 분명하다. 자신의 신체가 경험한 것이 

분명한 사실로 남아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는 그 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사

이에 위치한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무한할 것이다. 우리는 생존과 안

정을 위하여 우선 처리할 감각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미뤄 두는데, 선택한 

감각만을 해결하기에도 바쁜 나머지 미뤄둔 감각들을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릴 뿐이다.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지금 직면한 사실’1)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실은 앞서 서술한, 많고 바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작동 과정을 ‘판단유예’라고 설정한다. ‘판단유예’란 말 그대

로 판단을 미룬다는 말이다. 이때 ‘유예’는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판단할 여지와 결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확

정 짓지 않고 잠시 그러한 상태 안에 머물러 판단을 만들어가는 시간 또는 

공간을 강조하는 의미로 ‘유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판단 유예

한 현실’(이하 현실)은 가장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만든 

조어이며 그에 따라 제작한 연구 작품은 가상 이미지이다.

1)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 대사전 ‘현실’ 제 1 항목에서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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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단유예의 방법

모호함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야생의 피식자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포식자가 덮쳐올 상황을 예비한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연에서 느끼는 모호

함의 위협을 앎의 축적으로 극복해왔다. 앎이란 모호함을 예측 가능한 범주

에 넣음으로써 명확해진 안정의 감각이기도 하다.2) 생존의 차원에서 ‘왜’보

다는 ‘어떻게’라는 접근이 안전하게 느껴진다. 현실에는 수많은 요인이 내재

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만약 몸의 장기 중 하나인 눈(眼)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눈이라는 

현실에 내재한 갖가지 요인과 상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눈의 기능은 

눈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

문은 관찰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단순화한다. 눈이 작동하는 조건과 양태

를 찾는 것이다. 

판단유예의 방법으로서 ‘왜’에서 ‘어떻게’로의 이행은 모호함을 적정선에서 

수용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떻게’는 ‘왜’라는 근원적이고 모호한, 

뭉쳐진 질문의 시점을 잘게 나누어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3)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라는 분절하거나 깎은 질문은 ‘왜’로 환원하거나 통섭하지 않는다. 

어떻게 라는 질문은 단지 관찰로 시작하여 관찰로 끝난다. 어떤 현상/현실

을 관찰할 때 그것들은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4)

2) 예를 들어 고전 역학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필연적인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그러한 

법칙을 자연 현상을 성공적으로 풀이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많은 경우, 어떠

한 가설과 실험이 믿을만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오차범위 내의 예측 성공률을 필요로 

한다.

3) 일상생활에서 작은 예를 들어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상대를 향해 이유를 묻는 

질문은 막연하고 모호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기까지의 전후 상황을 나눠 관

찰하면,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4) 이와 비슷한 접근으로 화학자의 질문을 예로 들 수 있다, 화학자 로얼드 호프만Roald 

Hoffmann에 따르면 천연 물질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일까’보다는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 한 생명체는 수백만 년 동안의 

자연의 무작위적인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로

얼드 호프만,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까치, 1996, 21-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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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왜’에서 ‘어떻게’라는 전환을 시각 조형의 측면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미 또는 이야기를 진행하기 이전에 감각이 머무는 장면

을 매 순간 나누어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다. 관찰자의 눈은 닫히지 않는 

문과 같다. 눈이 보는 세계는 어떤 한 지점으로 수렴하지 않고 무한히 증가

하는 세계이다.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정확한 관찰인지 왜곡된 

상(象)인지, 눈에 맺힌 상이 부분인지 전체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안

구에서 뇌 사이의 공간을 거친 후에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감각한 현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될 

때 혼란스러워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도대체 실제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

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오하게 느껴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오한 

느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은 현실과 이미지의 불합치는 극복해야

만 하는 난제가 아니라 그러한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특이한 자

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였다. 

고대원자론자들은 허공이 없다면 원자의 장소에 따른 움직임(장소 운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만약 모든 것이 꽉 차있다면 운

동은 불가능할 것이다.’5) 현실과 이미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또는 그러

한 느낌은 관찰자가 운동할 수 있는 허공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관

찰자가 개입하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현실도 이미지도 아닌 그 

사이의 공간이다. 따라서 관찰자는 대상들을 대함에 있어 자신이 본 조건에 

따라 두 사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성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안

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5) 장 살렘, 『고대 원자론』, 난장, 2009,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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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전개 

3-1. 구름

본인은 판단유예한 현실(시각세계)을 어떻게 인지했고 관찰했는지 확인할 

필요를 느꼈다. 시각세계의 구조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가장 닮

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중 하나인 구름을 관찰하고, 관찰한 구름을 물질로 

다시 표현하였다. 그 후 물질화한 구름을 다시 관찰하였다.6) 본인은 연구과

정에 있어 구름이라는 대상과 스티로폼이라는 재료가 유예된 상태로 현실과 

평행하게 묘사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회전하고 있는 공의 회전축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린 그 회전축은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7) 객관적인 형태

가 없지만 그것의 존재에 대한 강한 추측은 있는 대상은, 바로 그 대상이 

형태가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관찰자 자신이 대상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확

인하기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느꼈다는 감각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감각된 과정과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감각한 대상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

더라도 실재인지 상상인지 확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본인은 

이때 결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유예된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낼 방법을 찾

고자 하였다.

연구작품들은 확실하다고 감각되기도 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현실

6) 닮음을 찾음과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또는 표현욕구)는 보편적인 현상이

다. “사람들은 닮음을 만들어 낸다(...) 먼저 이 인간적인 것, 즉 표상 만들기가 존재한다. 

이어서 표상을 실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참이나 거짓으로, 믿을 수 있거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내리는 일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세계가 오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오는 것이다.” (이언 해킹, 『표상하기, 개입하기』, 한울, 

2005, 236-242p) 구름을 표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때로 

보편적일 수도 있고 특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구름의 선택 과정과 물리

적 표현 과정역시 아주 보편적이거나 아주 특수할 가능성 모두를 지닌다. 

7) 로버트 롤러, 『기하학의 신비』, 안그라픽스, 1997,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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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관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설정한 연습문제이다. 현

실과 구름은 양가적 성질 즉 확실함과 모호함의 공존, 위치, 지시 없음, 단

순함 등의 성질을 공유하는 듯하다. 

구름은 의미를 지시하지 않고 형태와 색을 관조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구름이 태어나고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맑은 날 하늘을 보면 뚜

렷한 윤곽선이 없는 파란색으로부터 흰색까지 색의 음영 변화 이외에 보아

야 할 다른 요소가 없다. 단지 거대한 파란색 평면을 바탕으로 흰 명암이 

느린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만을 반복한다.8) 생성과 소멸의 단순 반

복, 조형 요소의 단순화는 구름에 관찰자가 특정한 의미를 두려는 욕구를 

지체시켜 준다.

구름은 자연현상으로서의 구름이기도 하고 관념적인 구름이기도 하며, 물질

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하다. 구름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이다.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대류의 특정 조

건에 의해 일정량 이상 뭉치면 인간의 눈에 구름으로 관측된다.9) 이때 구름

은 단지 개별 알갱이이면서도 동시에 대상과 묶여서 구름으로 불리게 된 관

념적인 대상으로 있게 된다. 하늘에서 응결되어 서로 가까이 접해있는 물방

울들의 무게를 한 덩어리로 동시에 잰다면 그 무게는 엄청나겠지만 지면에 

서 있는 인간에게 구름은 평면에 펼쳐진 이미지로, 편평하고 가볍게 느껴진

다. 

한없이 수평 수직으로 뻗어 나간 하늘은 인간이 가늠하기 힘든 공간이다. 

구름이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를 가짐에도, 구름은 대류의 흐름을 구체

8)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험에 의존한다. 당신은 오직 단순한 색만을 볼 뿐이

다. 얼룩처럼 보이는 검은색과 회색이 결국에는 사물의 어두운 면을 가리키며, 멀리 떨어

진 사물의 색은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는 오직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배운 바 있

는 상징의 실제 양상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햇빛아래 잔디는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존 러스킨, 『존 러스킨의 드로잉』, 

오브제, 2011, 26p) 

9) 위키피디아, “구름”항목,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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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

적으로 보여준다. 구름은 땅 위 공기의 흐름이 뭉치고 퍼지는 과정이 하얗

게 산란하여 드러나고 우리는 머리 위 높은 상공에서 드러난 이 구름의 형

태와 움직임을 통해 하늘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에 구름이 형성되는 

높이에 따라 관찰자와 하늘의 거리도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안개가 꼈을 

때 가장 가까우며, 적운(뭉게구름), 권운(새털구름)의 순서로 점차 멀어진다

고 느낀다.

지구-대기-우주를 연속하는 공간의 겹으로 볼 때, 구름의 물리적 위치는 

눈꺼풀의 위치와 닮아있다. (참고 도판1) 안구는 눈꺼풀로 덮여 있고 이 눈

꺼풀의 개폐에 따라 관찰자가 감상할 수 있는 외계外界의 이미지가 달라진

다.10) 구름의 수명은 평균 10분으로11), 눈꺼풀의 작용을 생각해 보았을 때, 

10)

   이는 사실이기도 하면서 본인의 상상한 현실이기도 하다. 해가 뜬 시간, 밝은 파란색을 

띈 하늘은 무한히 펼쳐진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갇힌 공간이다. 해가 뜬 낮은 대기

권을 경계로 밝은 파란색과 우주의 어둠색이 나뉜다. 그러나 해가 진 눈 감은 밤이 되면 

우주의 어둠을 가리던 밝은 하늘색이 사라지고 경계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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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얼룩 즉 구름은 얼룩덜룩한 형태를 가진 눈꺼풀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물질을 이용하여 구름을 표현하는 과정

에 영향을 준 듯하다. 본인은 때로 구름 표현에 있어 재료의 표면을 얼룩진 

색으로 가공하였다.

11) 개빈 프래터피니, 『구름 읽는 책』, 도요새, 2014,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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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료

본 연구의 연구작품은 주로 스티로폼, 합성 섬유, 비닐, 실란트, 우레탄 레

진과 같은 화학 합성물질로 제작되었다. 이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널

리 쓰인다. 오늘날 이러한 인간이 합성하여 만든 화학 재료들은 일상생활에

서도 조형재료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연구작품 제작에 사용된 화학물질

들은 주로 구름의 시각적 질감이나 색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12)을 선

택하여 사용했지만, 일정 부분은 구름과의 연관성보다 개인의 취향13)을 우

선하여 선택하였다.

스티로폼14):  스티로폼은 흰 알갱이들이 압축되어 모여 있는 형태이다. 입

자의 모임이라는 성질은 구름과 쉽게 연결된다. 또한, 제작자의 입장에서 스

티로폼은 비교적 가벼운 물질로 느껴진다. 만약 석재나 목재 등의 전통적인 

재료를 이용해 인체 크기로 조형을 만든다면 기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하다. 그러나 스티로폼을 사용해 제작한다면 외부의 개입 없이 개인의 역

량으로 통제 가능하다. 또한 날카로운 도구나 열기구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

게 가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벼운 무게감과 빠른 제작속도는 비교적 생각 

속도를 잘 따라주는 편이고, 언제나 쉽게 수정 가능 한 상태라는 점 역시 

매 순간 바뀌는 형태, 구조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티로폼이 가

벼운 물성임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크기가 커지면 무거운 무게감(느

낌)으로 쉽게 변환시킬 수 있다. 즉 다른 재료와 비교하여 가벼움과 무거움

을 오가기 쉽다. 두께가 얇을수록 가벼운 느낌이 들고(판재사용) 두꺼워질수

록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무게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스트로폼 원판 

12) 화학물질은 다양한 질감과 색으로 생산되지만 그중 흰색, 입자, 부드러운 느낌, 빛의 투

과와 같은 물성을 지닌 재료를 선택하였다.

13) 본인은 흰색, 작은 알갱이. 부드러운 질감, 반투명한 색 등을 보거나 만질 때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낀다. 

14) 스타이로폼 (영어: styrofoam) 또는 스티로폴 (독일어: Styropor)은 발포폴리스티렌이라

는 플라스틱의 상표명이다.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수지이다. 다량의 작은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매우 가볍다. (위키피디아, “스티로폼 항목”,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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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x90x60cm)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천, 비닐 : 얇고 부드러운 판재이다. 이 재료들은 주로 구름의 형태를 세밀

하게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하늘색으로부터 구름의 색

으로 이어지는 음영의 표현에 한계가 있다. 열선을 이용해 스티로폼을 

1mm 단위로 아주 얇게 저미면 가볍고 연약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저민 면의 장점이자 단점은 내구성이 매우 약하고 열가공의 흔적으로 구

멍이 균일하지 않은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면이라기보다 불균형한 격자 모

양이 된다는 점이다. (때로 이 불균형한 격자 질감은 제 역할을 하기도 한

다) 따라서 스티로폼의 형태와 질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진 보조 재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균일한 반투명 면을 표현하는데 희거나 

반투명한 색의 합성섬유 샤와 비닐을 이용했고 균일하지 않은 격자 모양에 

내구성을 더한 소재로 거즈 면을 사용하였다. (작품 3, 5, 6)  

실란트: 본인이 사용한 실란트는 반투명한 흰색이고 약간의 탄력을 가진 물

질이다. 주로 건축에서 틈을 메워 밀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보통 플

라스틱 원통형에 포장되어 판매되는데, 밀봉된 원통 입구를 열고 실리콘 건

에 끼워 사용한다. 용기에 든 내용물에 따라 무초산형, 부틸 실란트, 아크릴 

실란트 등 다양하지만, 본인이 사용한 목적은 실란트의 반투명한 흰색과 실

란트를 건에 끼워 짜내는 방법 때문이다. 실리콘 실란트 역시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스티로폼에 직접 사용하여도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으며 접착력이 

우수하다. 또한, 좁은 입구를 통해 나오는 실란트는 얇은 반투명한 흰 원통

형으로 압력조절을 통해 점적인 표현과 선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점적이고 

선적인 입체가 덩어리를 타고 모양을 만드는 동작은 두 눈이 움직여 운동 

표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닮았다. (작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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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코트, 우레탄, 레진, 각종 코팅제,15): 핸디코트는 원하는 부분에 바르면 

자연 경화되며 단단해지고, 우레탄과 레진은 경화제를 섞어 바르면 딱딱해

진다. 이 견고함은 밀도가 낮은 스티로폼을 사용 할 때 개별 알갱이가 움직

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티로폼 덩어리에서 형태가 확정

된 면과 모서리, 자주 부딪혀 마모되는 면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작품 

1, 2, 8, 9) 조형물에 적당한 내마모성을 덜거나 첨가하는 것은 본인에게 꽤 

중요한 문제인데 안구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도 특유의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이미지는 쉽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충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낡은 상태로 최초의 모습을 유지하기도 한

다. 

15) 연구작품 제작에는 주로 스티로폼 전용 코팅제(RESINTRON SN8207), 시바툴(Sibatool 

424), 폴리졸 수성 바인더, 아크레탄 (Acretan Clear) 투명색을 사용하였다.  아크레탄을 

제외한 스티로폼 전용코팅제, 시바툴, 폴리졸을 사용하면 제작 과정에서 스티로폼의 원형

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견고함을 만들 수 있다. 아크레탄은 그 후 유광/무광과 같

은 최종 질감표현을 추가할 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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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작품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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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만들어지고 있는 구름>, 55x55x30cm, 스티로폼, 레진, 흑연가루, 실란트, 

핸디코트, 2016 



- 14 -

작품 2. <구름>, 90x25x100cm, 스티로폼, 레진, 우레탄, 핸디코트, 도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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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구름의 무거움과 가벼움>, 160x90x90cm(가변크기), 스티로폼, 레진, 연필, 천, 

핸디코트, 2016



- 16 -

작품 4. <구름의 이동>, 90x25x50cm(가변크기), 스티로폼, 레진, 우레탄, 핸디코트, 

도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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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얼룩덜룩한 조각>, 60x25x1.5cm, 스티로폼, 핸디코트, 레진, 합성섬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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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구름의 음영과 투과>, 100x170x30cm, 스티로폼, 합성섬유, 거즈면, 도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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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구름>, 97x97x180cm, 캔버스, 오일바, 알루미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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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보이는 하늘과 덩어리(맑은 날)>, 60x60x90cm, 스티로폼, 핸디코트, 반짝이는 

안료, 도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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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상승기류와 뭉게모양>, 60x90X175cm, 스티로폼, 핸디코트, 유화, 오일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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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상승기류와 뭉게모양>, 60x90X175cm, 스티로폼, 핸디코트, 유화, 오일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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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각적 표현

4-1. 사이에 끼운 조각 (Sculpture)

현실을 표현하고자 할 때 글, 말, 몸짓, 그리기,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

이 있다. 본인은 그 중 만들기, 즉 입체조형(sculpture) 제작을 선호하며 

특히 덩어리진 형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구름의 표현 역시 덩어리진 형

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본인이 관찰경험과 신체경험의 사이를 일치시키는

데 촉각을 가장 안정적인 감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때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안구

와 뇌는 무게를 가진 물질이지만 이 장기들이 제공하는 이미지, 사유와 같

은 것들은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물질인 몸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생각이나 이미지는 물리적인 바닥이 없이 관찰자와 평행하게 맞

닿아 있다. 물리적인 기반이 없음은 관찰자 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

엇에 잠식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유사한 공간에서 유사하게 벌어지는 일은 차이가 작기 때문에 대조가 어렵

다. 본인은 이 차이를 벌리는 방법으로 삼차원 입체 공간(물질)을 이용한다.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체험/감각을 재현하는 일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무엇이 맞고(그 느낌에 가깝고) 틀린 지(그 체험과 얼마나 멀리 떨

어져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쉽다. 

왜곡의 정도를 줄이려는 방편으로 본인은 연구 작품 제작의 크기를 제한하

였다. 인간에게는 신체의 한계에 따른 ‘보기 쉬운 시각 크기’와 ‘개인이 통

제 가능한 크기의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상이 인간의 시야 크기보

다 크다면 대상의 부분이 누락되고, 대상이 너무 작다면 확대하여 볼 도구

가 필요하다. 확대하여 본 시각이미지는 만질 수 없다. 또한 감각이 온전히 



- 24 -

개인의 것임을 고려할 때, 표현을 정밀하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홀로 제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듦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인은 연구 작품의 

크기를 약 ‘얼굴 크기’에서 ‘서서 두 팔을 최대한 벌린 높이와 너비’ 사이로 

제한하였다. (작품 1, 2, 3, 4, 5, 6, 7, 8, 9 크기 참조)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조형물은 비로소 그릴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작품 

7의 경우,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든 조형물 (작품 6)을 다시 모방하여 그

린 그림이다. 본인에게 현실의 구름을 곧바로 평면에 그리는 일은 어려웠고 

흥미롭지 않았다. 대신, 만져서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의 드로잉은 쉽고 편

안했다. 그림의 크기 역시 앞서 서술한 제한요건, 약 ‘얼굴 크기’에서 ‘서서 

두 팔을 최대한 벌린 높이와 너비’ 사이 크기로 진행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도 물감을 묻히는 붓보다는 물감 자체가 응고된 형태

로 제작된 오일바(oil bar)를 선호하였는데, 안료를 직접 손에 쥐고 그림으

로써 조금 더 만지듯 그린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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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잘게 나눈 조각 (Piece)

만진다는 일은 전체를 조망하기를 미루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대상을 

만져서 감각하겠다는 것은 대상을 더 잘게 나누어 보기로 한다는 선택일 

수 있다. 대상을 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손(촉각)과 눈(시각)이

다. 우선 손은 물리적으로 대상을 나눈다. 손의 크기만큼만 대상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감각된 손 크기만큼의 면적은 한 ‘점(點)’으로 볼 수 

있다. 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눈은 안구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상과의 거

리에 비례하여 점이 형성된다.16) 독일의 조각가이자 미학자인 아돌프 폰 힐

데브란트(Adolf von Hildebrand)는 눈이 두 안구의 운동으로 전체 형상을 

잘게 나누는 과정을 예리하게 설명하였다.

“ 관찰자의 관점이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두 눈의 시선이 각도를 잃고 평행을 

바로 보는 경우에, 그는 전체 형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전체 형상이 조형적 

작용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순수하게 이차원적이다.

...그러나 관찰자가 대상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주어져 있는 대상을 보기 

위하여 그는 다양한 위치와 두 눈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 이때 그는 전체현상을 

한 눈에 보지 못하고, 두 눈을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두 눈의 측면

운동에 의해서만 형상을 조립할 수 있다. 즉 전체현상 대신에, 두 눈 운동에 의하

여 결합되는 여러 가지 개별 현상이 나타난다. (...) 결국 그는 항상 하나의 점만을 

정확하게 시각초점으로 옮기고 일종의 운동행위라는 형태로 이 다양한 점들 사이

의 공간적 관계를 체득 할 수 있을 만큼 시각인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는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로 만져보는 것으로, 즉 일종의 운동행위로 변형되었다

.”17)

16) 눈과 대상의 관계를 경관 공학에서의 ‘시각크기’로 예를 들어보겠다. 경관 공학 연구자

들은 명산을 바라보는 최적의 양각과 수평각을 연구해왔다. 히구치 다다히코의 산의 시

각 크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풍경을 볼 때 ‘보기 쉬운’ 시각크기는 연직각으로 10도, 

수평각으로는 20도 까지라고 한다. 대략 팔을 쭉 뻗었을 때 주먹의 시각크기가 약 10도 

이고, 주먹을 폈을 때 20도이다. (나카무라 요시오, 풍경의 쾌락, 2007, 26p) 여기에서 

경관공학자가 말하는 ‘보기 쉬운’ 시각크기는 ‘두 눈의 시선이 각도를 잃고 평행을 바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최소 단위’이다. 이는 눈의 크기 또는 대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 

각도 또는 안에 대상이 들어오면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인지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17) 아돌프 반 힐데브란트, 『조형 미술의 형식』, 민음사, 1989,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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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의 형태와 성질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운동감은 온전히 관찰자와의 

거리와 관계하며 만들어진다. 이때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두 눈을 정지

시키고 본 전체상과 관찰자가 대상에 다가가 부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으로 이동하여 본 개별 형상은, 같은 대상으로부터 비롯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닮아 있지 않다. 그러나 정지된 눈과 운동하는 눈의 관찰은 서로를 암

시하고 관찰자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구름은 물질을 통해 잘게 나뉘어 표현된다. 제작된 구름은 관찰한 구름의 

셋에서 네 가지 정도 특징을 합쳐 만들어졌으나 제작 이전에 미리 특징을 

결정하지 않았다. 구름의 주요색인 흰색과 구름의 구성요소가 입자인 점을 

바탕으로 하여 멀리 평평한 하늘에 이미지로 인지되는 구름과 물질인 구름 

사이의 교차하는 특징들을 추가하였다.

이 경우 점, 선, 면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무게조절을 시도해보거나 판재를 

이용하여 구름의 입체감을 평면적으로 치환해보며 현실의 구름과 물질인 스

티로폼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판재로 가공한 스

티로폼에 물질의 판판함보다 더 평면적이고 가벼운 형태인 ‘원○ 모양 드로

잉’을 그려 넣으면 스티로폼이 더 가벼워 보이는지 실험해 보기도 하였다. 

(작품3) 

다른 시점에서, 접히고 펼쳐지는 성질을 구름표현에 응용하였다. 경첩은 주

로 판□ 모양 물체의 모서리에 붙어 물체가 접히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

는데, 크기가 큰 물체를 효율적으로 접어서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한

다. 경첩의 기능이나 작동 방식은 구름이 이동하는 성질이나 구름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중립적인, 결정하지 않는, 적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지점과 

닮았다고 느꼈다. (작품3, 4)

과거에 알게 된 구름에 관한 과학적 사실 또는 구름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

은 이미지가 되어 흰색 물성과 엮였다. 예를 들어 화학식을 화학 모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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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하는 과정을 따라해 화살표나 도형을 이용하거나, 기류의 상승운동

을 물리적으로 고정된 기둥으로 표현하였다. (작품9) 또, 옅은 파란색을 하

늘색이라고 부르는 점에 착안해서 구름이 떠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데 색을 

넣어보기도 했다. 이때 본인은 하늘과 옅은 파랑은 '붙어있다'고 표현한다. 

(작품8) 어떤 기억을 가졌는지에 따라 서로 더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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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

구름 조각(sculpture-piece)의 형태로 나타난 스티로폼은 그것이 구체적인 

개별형상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완전하지만 결국 현실의 구름 전

체를 표상하지는 않는다. 표현된 구름은 제작 당시의 순간 이미지 또는 사

물 그 자체로 남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인 구름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어

쩌면 구름 표현을 거듭하며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정교한 느낌’뿐일지도 모

른다. 

“'나 마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묻는다. '진짜 마술?' 사

람들이 진짜 마술이라고 하면 기적이라던가, 성인의 행적, 초자연적 힘 같은 걸 뜻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아니, 눈속임 요술들 말야. 진짜 마술 말고.'라고 답하게 

된다. 진짜 마술이란 다른 말로, 진짜가 아닌 마술을 뜻한다. 반면에 실재하는 마

술, 즉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 마술은 진짜 마술이 아니다. ”                    

                                            리 시겔, < 마술의 그물 中 >18)

판단유예의 현실이 감각되고, 그것이 구름과 닮아 보이고, 구름이 스티로폼

과 닮아 보이는 마법은 조형된 조각에 있지 않고 온전히 개인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느껴진다. 실제로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현실, 구름, 스티

로폼이 교차하여 진짜 마술이 일어나는 시간은 순간이고, 대부분의 시간 동

안 조형된 스티로폼은 눈속임 요술로 존재한다. 마술은 외계의 일이 아니라 

온전히 내부의 일이며 결국은 과정의 문제이다. 

본인에게는 구름 표현의 성취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없다. 또한 

구름과 표현된 결과물이 얼마나 닮았는가는 아직 중요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심리적 정황, 즉 결과물을 보았을 때 ‘구름인 것 같다

18) 다니엘 데닛: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Dan Dennett at TED2003 에서 인용, 

www.ted.com, BH Cho번역, 2003. 02, 05:5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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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의 강도 차이’만을 가질 뿐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값

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과 촉각경험 또는 그 외 감각들 사이에서 벌어지

는 과정에 대해 과학적 탐구와 조형표현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함을 느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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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현실에 대해 판단을 유예함은 본인이 세계와 현실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 제시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눈과 손을 통해 무한히 쏟아져 

들어오는 감각에 대한 본인의 작업적 태도를 다루었다. 감각이 입력되는 눈

과 뇌사이의 물리적인 공간은 닫혀있는 동시에, 그 사이 공간에서 무한히 

증가한다. 본인은 신체공간에서 무한히 증가함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

지만 또 다른 현실이라고 느꼈다. 본인은 이러한 현실을 즐겁게 관찰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판단유예한 현실을 통해 시각세계와 물질세계를 연결하는 시도에서 

구름을 떠올렸다. 구름은 물성을 가진 조각과 잘게 나눈 조각적 표현을 통

해 연속하여 제작되었다.

‘판단 유예’를 통한 작품제작의 의도와 물리적 과정은 비교적 서술 가능하

다. 그러나 물질화하여 드러낸 결과물은 여전히 개인의 주관에 머무를 가능

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라는 소재를 통해 판단유예한 현실을 

구현해 봄으로써 물질과 물질 이면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상상하

고,  그 세계에 내재하는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흥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 ‘interest'는 사이를 뜻하는 라틴어 ‘inter’와 존재

를 뜻하는 ‘esse'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19)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고 

막연히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 있음은 때로 불안한 감정을 수반하지만, 위협

이 주는 긴장감 덕분에 흥(興)이 나기도 한다. 이러한 흥을 기반으로 판단

유예한 현실을 지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19) 로얼드 호프만,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까치, 1996,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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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ulptural Expression of Reality 

that Is yet to Be Decided

Hyunbin Kwon

Department of sculp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making the three-dimensional cloud. ‘Reality that is yet to be 

decided’ is a term coined personally to portray a common 

phenomenon, and the work produced based on this thought is a 

virtual image. The notion of deferred judgment regarding reality 

is a method of individually recognizing and processing the world 

that we live in. 

  The most basic definition of reality is the ‘certainty that is 

faced now.’ Even while standing still, we receive endless senses 

and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through images, sounds, 

smells, and texture. Most of the information is yet to be 

confirmed, which seems to stay in the area of judgment. 

Personally, this transitional space is named ‘reality that is ye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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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ecided’ by which I have investigated ways of freely remaining 

in this state.

  The cloud continuously appears then disappears into the sky. 

The researcher sees the cloud but does not wish to discuss the 

meaning behind it. The cloud represented in this work is a 

natural phenomenon, an abstract notion, an object and an 

image. I expressed such various aspects of the cloud that is yet 

to be judged as a reality using Styrofoam.

  I have come to strongly believe in an intangible imaginary 

space, and in order to feel a sense of security from the 

conviction that is without substance, I continuously produced 

sculpture. While this work is formally complete in its own right, 

it is also a fragment of the cloud. (The Korean word "조각

(sculpture)" and "조각(piece)" are homonyms.)

  The motivation and physical process of the work can be 

described, however, the materialized object can still remain in 

the personal realm of judgment. Despite this, by constructing a 

reality that is yet to be decided through the form of a cloud, one 

is able to feel and imagine the matter and the world behind that 

matter, and enjoy the ambiguity inherent in that world.

keywords : Deferred judgment, Reality, Sculpture, Cloud

Student Number : 2015-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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