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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은 작업을 형상 너머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고, 이

를 ‘마음 담기’와 ‘마음 닿기’의 개념을 사용해 이해하고자 한다.

물질에 ‘마음 담기’는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을 물질을

통해 의식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실천이다. 이를 통해 본인은 ‘마음 닿기’,

즉 의식하지 못하는 본인의 마음 혹은 다른 생명체의 마음과 교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마음 닿기’가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은 몸의 감각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물

질적 재료에 마음을 담거나 다른 생명체의 마음에 닿아보려고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2016년에는 ‘흙 만나기’,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는

‘닭 만나기’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감자와 빵의

형태를 한 흙덩어리들이, 2017년에는 닭과 지내면서 본인이 느낀 것들을

담은 기록물과 드로잉이 나왔다.

이렇게 진행된 작업과 완성된 작품을 돌아보며 본인의 작업과정의 특

징과 자주 등장하는 소재를 읽어낼 수 있었다. 온몸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했기에 본인이 선택한 위의 작업 과정에서는 육

체적 수행이 강조된다.

작업 행위와 그 결과물은 단순성과 반복성의 경향을 띤다. 단순성과

반복성은 물질을 대면하면서 나타나는 본인의 내적반응을 풍부하게 변주

할 수 있는 기본 틀의 역할을 한다. 본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하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행위 속에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인의 작업에서 단순성과 반복성은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 선택한 재료와 대상들은 생명체의 삶을 유지 존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이 모티브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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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전개

2016년, 흙 만나기

2016년에 선택한 물질은 흙이었다. 흙은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재

료이자 본인에게 어릴 적부터 익숙한 재료였다. 흙은 우리가 밟고 서있

는 땅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가변적인 재료라는 점

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졌다. 우선 흙덩어리 10개를 작업실에 옮기고, 매

일 아침 그곳에 가서 저녁까지 흙을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었다. 딱히 무

엇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목적 없이 그러기를 반복했다. 그 일상은 만

족스러웠다. 아침에 집을 나와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기 전까지 ‘오늘은

어떤 형태가 나올까’ 하는 설렘이 있었고, 그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생각

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이 있었다. 삶에서 요구되는 억압적

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몸과 물질이 만나는 경험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다.

흙 감자 (스튜디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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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감자의 형태가 나왔다. 큰 흙덩어리를 땅

에 쳐서 길게 만든 후에 그것을 주먹만 한 크기로 떼어내었다. 손으로

몇 번을 주무른 후 양손에 흙덩이를 감싸 쥐었다. 이런 다음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찔러 얕은 구멍을 낸 뒤에 다시 감싸 쥐었다. 이렇게 해서 감

자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완성된 ‘흙 감자’를 큰 선반 위에 차

곡차곡 올렸는데, 수분을 머금고 있어 촉촉해 보였다. 마치 본인의 손에

서 탄생한 생명 같아 보였고, 농부가 된 느낌이 들었다. 본인은 그 느낌

이 만족스러웠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또 한 달 정도 지나자, 세 포대자루에 들어 갈 수 있을 양의 흙 감자

를 만들 수 있었다. 포대에 들어있는 흙 감자는 농부들이 수확한, 혹은

마트에서 파는 감자의 모습과 유사했다. 무언가를 수확했다는 느낌이 들

었고 이러한 자신감과 확신이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인

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음식도 만들고 싶었다.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

지 않고 손과 땅바닥의 평평한 면으로 만들 수 있는 단순한 형태를 원했

다. 이러한 생각으로 흙을 치대는 중에 직육면체 형태의 흙덩이가 나왔

다. 이것은 식빵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색을 닮아 있었고 수분을 머금은

흙의 촉촉함이 갓 구운 빵의 신선함을 담고 있는 듯 했다. 빵을 닮은 부

분 뿐 만 아니라 식빵의 형태와 질감, 꽉 찬 흙덩어리의 무게감 역시 마

음에 들었다. 또한 ‘흙으로 만든 식빵’이라는 것이 ‘흙 감자’와 같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식빵 형태의 흙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빵의 형태를 만들 때에는 바닥에 앉아 최소한의 도구와 몸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큰 흙덩이를 그대로 바닥에 치고 굴려서 형태를 만

들었고 흙을 늘려서 나오는 모양으로 빵의 질감을 만들었다.

위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아침 관악산 자락에 있는 작업실로 가

는 길은 마치 수행을 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행자의 길처럼 느

껴졌다. 관악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를 방어하는 외벽 역할을 했다고

한다. 흔히 '산으로 간다'는 말은 속세 즉 사회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

다. 그런데 그 '산’이 사회의 요충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흥

미롭게 다가왔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는 당시 본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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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뉴욕에서 학부를 보내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본인은 동시대 미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듯 했다. 이국땅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했다는 소외감과 무

력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자신을 보

며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행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관악산에서 흙 빵 만들기 퍼포먼스>, 사진기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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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에서 흙 빵 만들기 퍼포먼스>, 사진기록, 2016

본인은 관악산의 흙을 퍼다 가공된 점토에 섞어 식빵의 형태를 만들

어 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하루는 관악산에 올라가 제빵사 복장을

입고 흙으로 빵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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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닭 만나기

흙 감자와 빵 작업을 일 년 동안 지속하자, 그 틀이 더 이상 스스로

에게 자극이 되지 않고 작업 행위는 단순노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뿌리내릴 새로운 틀을 찾아 나섰다.

2017 봄: 양계장, 사진기록

(닭들을 처음 만난 날)

본인은 몇 년 전부터 닭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닭에게 관

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형 마트 육류 코너에서였다. 그곳의 닭들은 같은

모습으로 줄지어 포장되어 있었다. 개별성이 상실된 채 획일화된 생명은

현대인의 자화상 같았다. 날개를 가졌지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비대해

진 모습으로 날지 못하고 땅에 발 묶여 살다가 지금은 상품이 되어 있었

다. 깃털이 벗겨지고 머리가 없이 포장된 닭의 모습에서는 살아 있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생명이 상품같이 취급되는 이 시대의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렇게 소비

되는 닭을 나의 스튜디오로 데리고 와 같이 지내 봐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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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데려오고자 하는 닭은 자연에서 방목해 키우는 닭이 아닌, 자

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닭이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의 닭

을 찾던 중에 지인을 통해 한 산란계 양계장에서 닭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닭을 데리고 오기 전에 본인은 닭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에 대

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 닭을 태우

고 다닐 카트와 작업실 내부에 닭들과 같이 지낼 닭장도 만들었다. 그리

고 양계장에 방문했다. 양계장에서는 45만 두의 닭들이 배터리 케이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에게 주어진 넓이는 A4 용지만 했다. 그

곳에서 30일이 막된 수탉 한 마리와 암탉 두 마리를 작업실로 데리고 왔

다. 이것은 자연에서 수탉이 한 마리 이상 많게는 스무 마리의 암탉을

거느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다. 아주 균형 잡힌 비율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숫자에서 타협했다. 그리고 이 닭들에게 이

름을 붙여 주었다. 수컷은 ‘꼬꼬’, 등에 깃털이 많이 빠진 암탉은 ‘꾸꾸’,

그리고 마지막 암컷은 ‘까까’.

2017년 봄: 닭장 스튜디오, 사진기록

(닭들을 작업실에 데리고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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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 닭장 스튜디오, 사진기록

본인은 인간에 의해 소비되는 닭에게 인간세계를 보여주고 싶었고,

매일 닭을 소비하는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닭을 보여주고 싶었다. 본인

스스로는, 식품으로서 소비하던 닭을 개별적인 생명체로서 만나고 싶었

다. 닭들이 케이지에서 벗어나 개별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작품으로 담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과 바람에서 닭들을 본인이 만든 카트에 태워 도시

를 돌아 다녔다.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 나가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예

술작품이 있는 미술관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세 네 차례 밖을 데리고

나갔는데, 닭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닭들은 본인이

만든 카트 안에서 반나절 동안 있으면서 피곤해 보이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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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퍼포먼스 영상 및 사진기록

(닭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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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닭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을 작품으로 담고 싶었

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결국 많은 난관을 불러왔다. 종이 다른 존재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닭은 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표정이 없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닭들의 생각과 감

정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본인의 선험적인 판단들을 버리고 닭들

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세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닭들을

데리고 밖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본인이 닭들과 지내면

서 관찰하고 느끼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아래는 그러

한 관찰의 결과를 적은 노트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닭 만나기’, 다이어리, 2017-18

“닭은 우리에 가두어 놓으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나에게 할

당된 스튜디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은 우리지만, 그것도 답답해하는

듯하다.”

“요즘 닭들을 우리에서 풀어준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닭들이 달아

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영역이 있어서 그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해가

떠 있을 때면 꼬꼬가 꾸꾸 까까를 데리고 우리 밖 한 30미터까지 돌아다

니면서 풀을 뜯고 땅을 파서 벌레를 찾아 먹는다. 수탉은 암탉들이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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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동안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암탉들을 지켜준다.”

“닭들은 날갯짓을 하며 점점 더 높은 곳을 뛰어오른다. 이제는 책상 위

에도 쉽게 올라간다. 닭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몸을 최대한 써서 세

상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인간이 온갖 것을 먹어보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물질 또는 기

계와 같이 생각하는 동물인 닭도 인간과 다르지 않다.

이 닭들을 데리고 온 배터리식 양계장에서는 모든 닭들이 A4용지만한

공간에서 평생을 산다. 그 안에서의 닭은 날개를 펼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 인간세계도 똑같은 것 같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이 되

는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 욕구들은 지켜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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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 산책, 사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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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논의

마음 담기, 마음 닿기

본인은 살아있는 존재를 ‘물질’에 ‘마음’이 ‘담겨’있는 형태라고 본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근원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형상의 물질 속에 들어가 분리되었더라도 서로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닿는다’는 것은 소통, 이해, 공감하는 것을 말

한다. 그리고 이 ‘닿기’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몸의 감각을 통해 가능하다

고 믿는다. 즉 어떤 존재를 열심히 바라보고 만지면 그 존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어렸을 적부터 이어져온 듯하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

면, 본인은 무언가를 유난히 뚫어져라 바라보는 아이였다고 한다. 방앗간

에 가면, 한참 동안이나 분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본인은 아직

도 그 붉은 분쇄기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것은 할머니 댁에 있었던, 페

달을 밟는 수동식 재봉틀과 비슷하게 묵직한 쇠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

다. 분쇄기에 연결된 검은 고무벨트의 움직임, 콩이 빻아지는 소리, 콩가

루가 철판을 거쳐 고무 대야에 담기는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지

금도 본인은 어떠한 물건을 열심히 보면서 그것이 주는 직감적인 느낌과

감각을 통해 그것이 존재하게 한 배경과 만든 이에게 다가가는 느낌을

받는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얼굴의 생김새와 차림새,

손동작과 표정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얼굴 특히 눈동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다른 존재의 눈을 응시하면, 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건들을 볼 때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

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다.

본인은 물질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러면 우리는 감각하는 것을 통해 물질 속에 담겨있는 마음에 닿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본인에게 미술이란 물질에 마음을 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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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작품이란 제작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미

술작품을 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물질적 도구나 수단으로

여길 수 있지만, 본인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단지 보여지는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형상을 넘어 보는 이

의 마음에 닿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러한 생각과 바람에 대한 의심

이 있어왔다. 비물질적인 마음을 작품이라는 물질에 담는 것이 과연 가

능할까에 대한 의심이었다. 본인에게는 작품이라는 물질적 존재가 한 개

인의 정신과 닿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 혹은 그 것에 미치지

못하는 물질덩어리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마음을 물질에 담을 수 있는지는 본인에게 중요한 질문이다. 만약 그

것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인 세계가 물질을 통해 다

른 존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한 존재의 마음이, 다른

존재의 마음에 얼마나 닿을 수 있는 지다. 이러한 ‘마음 닿기’가 가능하

다면 본인은 그것을 작품에 ‘마음 담기’를 원했다. 본인의 첫 시도는 흙

을 대면하는 것이었다. 본인의 마음을 담겠다는 생각으로 흙을 대면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뜬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뜬 구름을

많이 잡았다. 한 한달 가량 흙을 주무르면서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쏟아

져 나왔지만 이내 다 다시 치대어 큰 흙덩이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기에

서 몇 가지 큰 흙덩이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빵의 형태를 한 흙덩이였다. 그 형태가 본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곳에

본인의 마음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빵 모양의 흙덩이는 본인이 어릴 적 성당에서 처음 드렸던 영성체 예

식을 떠 올리게 했다. 성체를 먹는 예식은 어린 시절 본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당시 본인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은 성체라는 물

질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를 담고 있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교에서 빵을 나누어 먹는 예

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몸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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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한 개인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자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체의 의미는 예술작품

과 맞닿는 면이 있다. 본인에게 작업이란 성체와 같이, 본인의 육체를 대

신하여 외부 존재에게 본인의 마음을 담고 뻗어나가려는 시도처럼 느껴

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흙 빵들은 마치 본인

의 분신들 같았다.

작품을 제작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

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 뿐 만 아니라 제작자 본인도 해당된다. 매

일 흙을 만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가늠되지 않는 본인의

마음을 더듬어가며 물질화해내는 과정 같았다.

육체적 수행성

본인은 몸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와 닿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세계를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책이나 누군가의 말을 읽고 듣는 것보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태도는 작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상 혹은 물질과 몸이 만나

는 일상’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 후에 본인의 몸을 그 안에 던져 넣는 형

식으로 드러난다. 미리 짜여진 대본과 각본이 없이 배우에게 무대소품만

주어지는 연극과도 같다. 그 다음에 본인은 의식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몸과 물질이 만나는 순간에 전념한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의미, 목적이나 목표도 미리 설정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설계하기보다 몸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고, 의식은 그 이후에 본인이 무엇을 한 것인지 살펴보고 배우는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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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의식하는 나’의 존재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존재를 더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작업적 선택에서 순간적인 힘, 움직임과

이끌림에 집중한다. 그런 맥락에서 ‘매일 흙 만나기’를 통해서 감자와 식

빵의 형태가 나온 이유 혹은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식적

으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우연적으로 나온 그 형태를 향한

끌림에 집중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단순성과 반복성

본인은 선험적 지식보다 감각을 통해 질문하고 본인의 믿음을 확인한

다. 즉 감각을 통해, 물질 안에 마음을 담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본인

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온몸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그 조건의 특징은 단순성과 반복성이다.

예를 들어 <흙 감자>, <흙 빵>에서는 ‘흙 만나기’, <닭 드로잉>에서

는 ‘닭 만나기’라는 단순한 조건을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조건 혹은 규칙이 설정되면 본인은 그것을 반복 수행하면서 즉흥

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이것은 음악의 ‘원형’과 ‘규칙’을 이해하

면서 기존의 멜로디를 변형하고 리듬과 화성을 자유롭게 재창조하는 재

즈와 닮았다. 예를 들어 ‘흙 만나기’ 작업을 할 때에 본인은 매일 반복되

는 단순한 규칙 안에 있었다. 작업실에 가서 흙을 반죽하고 형태를 만들

고 작업실을 청소하는 일까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빵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

다. 식빵 모양의 흙덩이는 직육면체의 형태 위로 둥글게 솟은 빵 모양을,

모카빵 모양을 한 흙덩이는 타원형의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윗부분

의 표면은 빵이 갓 구워져 나왔을 때의 바삭 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

흙덩이들에는 흙을 다루면서 매 순간 변하는 본인 내부의 상태와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이 그대로 담겨 있다. 흙이 늘어나는 길이나 땅에 치대어

졌을 때 생기는 모양이 매번 달랐고, 흙덩어리에 남는 손자국도 항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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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본인은 모든 빵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하나하나 각기 다른 고유함

이 있다는 점에 매료되었다. 본인이 느끼는 이러한 다양함과 풍부함은

단순함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업에 드러나는 단순성은 본인이 뉴욕에서 경험한 주류 미술계의 현

란하고 과시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뉴욕은 거대한 현대미술의 축제

장 같았고 작품들은 화려하고 거대했다. 하지만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이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 그 공허함은 작가가 예술을 하는 의도나 본

인에게 주려고 하는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았다. 그러

한 미술은 본인의 삶과 너무 멀리 느껴졌고,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중

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는 가끔 한국에 돌아와 가족들과 친가에

내려가곤 했다.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나의 친가는 모든 길이 흙 길이고

밤이면 개구리와 귀뚜라미가 울고 달빛에 의지해서 길을 걸어야 하는 시

골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선 것에는 별 가치가 없는 곳이었다. 번쩍거리는 뉴욕사

람들의 삶을 보다가 한 순간에 시골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타임머신

을 타고 몇 십 년을 뒤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

면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혹은 근원적으로 모두가 같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또한 농사를 짓는 시골마을 사람들의 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가의

일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느꼈다. 생명유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

하고 가장 필요한 요소들만 남은 것을 단순함이라고 생각해볼 때, 농사

를 짓는 시골마을 사람들의 삶은 단순하다. 그리고 언뜻 그 노동은 매일

반복되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곳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그 사람은 노동을 통해 경험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변화

하고, 변화하기에 그 노동은 매 순간 새롭고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것들을 느끼면서 보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

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요즘같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옮



- 17 -

겨 다니는 시대에는, 한 가지 일을 오래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의미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본인이 한국에 돌아 왔을 때 제일 먼저 만졌던 재료가 흙이었던 것도

이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흙은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의

가장 원초적인 재료이자 모든 존재들이 밟고 살아가는 물질적 기반이다.

이러한 재료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형태적인 것과 대상으로까지 이어졌

다. 본인이 선택한 감자, 빵 그리고 닭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닿

아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감자와 빵을 만들고 닭의 똥을 치우는 일은

시골사람들의 일과 닮아 있다. 이것은 내가 시골마을 사람들의 밭을 갈

고 소의 여물을 먹이는 행위와 같이 인간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일이 뉴

욕의 현대예술가들이 작업실에서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에 기반

하고 있다.

음식, 생명

본인의 작업에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생활과 관련된 소재와 직

업이 모티브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작업에서는 감자, 빵, 닭

이 모티브로 사용되었고 농부, 제빵사, 양계업자의 직업적 행위가 사용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학부 때 했던 본인의 작업에는 간

장, 옥수수, 코코넛 등의 음식이 주요한 모티브로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 자기 외부의 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음식이란 문명의

허영이나 과시를 벗어나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생명체로서의 자기 존재

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예술과 철학, 종교, 고귀한 가치와 도덕, 미사여구

들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헐벗은 몸뿐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다뤄진 감자, 빵, 닭은 모두 기호식이나 별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필

수적이고 보편적인 식재료이다. 감자의 경우 콩과 더불어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5대 식량의 하나이며 빵은 유사 이래 인류와 함께 해 온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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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식이다. 닭의 경우, 본인은 생명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해 닭을 선택

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대인에게 대표적인 음식이다. 닭은 한국인

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이며,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음식은 물질로서 나와 따로 독립해 존재하지만 먹는 행위를 통해 육

체로서 나의 일부가 된다. 먹는 행위는 마음이 있는 나와 물질이 연결되

는 의식이자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는 행위이다. 그리스

도교의 빵과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도 이와 유사하다. ‘인간의 몸을 위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하늘의 양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제빵사가 성직자와 같이 고귀한 직업으로 여겨졌

다.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을 신성시하며 소박한 삶을 중요

시했던 칼뱅주의의 영향이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화가가 자신의 자화

상을 제빵사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다.

본인은 이러한 미술사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의도 없이 ‘흙 만나기’에서 흙으로 빵을 만들었고, <관악산

에서 흙 빵 만들기 퍼포먼스>에서는 제빵사의 복장을 입고 흙으로 빵을

만드는 본인의 모습을 자화상처럼 영상으로 담았다. 본인에게 음식이란

신성한 노동의 결과물이자 소박하고 겸손한 삶의 상징이다. 이러한 생각

에는 본인의 종교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 같다.

음식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과 유사하다고 느낀 작품은 반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1885)과 <감자 바구니>(1885)이다. <감자먹는 사람

들>(1885)에서 반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둥

글게 모여 앉아 찐 감자를 먹는 모습을 그렸다. 여기에서 감자를 나눠먹

는 장면은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빵을 나눠 먹는 <최후의 만찬>과 닮아

있다. 사람들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힘들게 노

동해서 수확한 음식을 나눠먹고 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감자

는 노동의 신성함과 그것을 나눠먹음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 고흐는 자루에 담긴 감자도 그렸다. 이 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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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빈센트 반 고흐,

<감자먹는 사람들>, 캔버스에 유화,

82 x 114 (cm), 1885

참고 자료 2. 빈센트 반 고흐, <감자

바구니>, 캔버스에 유화,

45 x 60.5 (cm), 1885

에서 감자는 농민들이 노동을 해서 일궈낸 수확물인 동시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식이기도 하다. 반 고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노동과

음식에 대한 기독교적 상징에 영향을 받았을 듯하다. 본인의 <약 한 달

간 감자 형태로 빚은 흙덩이들>에서 등장한 감자는 반 고흐의 감자와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이 굉장히 감각적인 사물이라는 부분도 생각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은 물질 ‘닿기’가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은

몸의 감각에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물 중

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몸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 인지하는 것이 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음식을 만지고 자르고 냄새 맡고 씹고 맛을 본

다. 때문에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다채로운 감각적 기억을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감자와 빵을 생각하면, 방금 찐 따끈한 감자의 냄새, 빵 굽는

냄새, 빵을 손으로 잡고 뜯을 때의 촉감, 입에 들어가 씹히면서 점차 달

라지는 질감, 그리고 미감을 느낀다. 그런 측면에서 음식만큼 우리가 몸

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경험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물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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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기술

흙 만나기, 2016

작품 1. <흙 감자_약 한 달간 감자 형태로 빚은 흙덩이들>, 흙, 포대, 2016

흙 치대기 작업에서 감자와 식빵의 형태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 졌다.

<약 한 달간 감자 형태로 빚은 흙덩이들>이라는 흙 감자의 작품의 부제

를 통해 이 작업은 작가 본인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만든 감자 모양

의 흙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먹 크기의 흙덩이들이 세 개의 붉은

색 자루에 나뉘어 담겨 있다. 포대는 묶여 있지 않고 입구가 살짝 열린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다. 이 포대들은 농산물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 것

들이다. 마치 농산물이 종이박스에 담겨 유통되기 전의 상태, 농부가 과

일 혹은 야채를 수확 할 때 사용되는 자루 같다. 열린 자루 안으로는 감

자의 크기와 모양새가 비슷한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구워지지 않은 흙덩이다. 모든 자연물이 각기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과 같이 이 흙덩이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있다. 흙덩이의 색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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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자의 색을 닮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흙이

묻은 감자를 접하기 때문이다. 땅에서 캐낸 작물의 경우 대게 흙이 묻은

상태로 유통되는데 그 흙과 이 작품에서의 흙이 주는 느낌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흙덩어리들은 더 감자 같다는 사실감을 준다.

작품 2. <흙 빵_약 두 달간 빵 형태로 빚은 흙덩이들>, 흙, 스테인리스 선반

92 x 36 x 181(cm), 가변설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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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흙 빵_약 두 달간 빵 형태로 빚은 흙덩이들>, 2016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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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관악산에서 흙 빵 만들기 퍼포먼스>, 단 채널 영상 (00:05:15),

가변설치, 2016

<흙 빵> 작업은 두 개의 스테인리스 선반에 빵 모양의 흙덩이들이

놓여있는 작품이다. 이 선반은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양

이다. 여섯 층으로 나눠져 있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의 평평한 곳

은 철사 살로 이루어져 물건을 올렸을 때 밑면이 보일 수 있게 되어있

다. 선반의 좁은 면이 마주하게 두 선반을 길게 붙여 벽 쪽에 위치하도

록 설치되어 있다. 이 모습은 마치 상점에 물건들이 진열되어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이 선반 위에는 총 48개의 흙 빵들이 놓여 있는데 왼

쪽에 위치한 선반에는 식빵 모양을 한 흙덩이가 놓여 있으며 오른쪽에

위치한 선반에는 모카빵 모양의 흙덩이가 놓여 있다. 모든 빵은 각기 다

른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 흙덩이들은 빵의 질감과 본인이 흙을

다루었던 몸짓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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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만나기, 2017-18

작품 4. <닭장 스튜디오>, 나무, 철망, 방수포, 사료, 물, 횟대, 책상, 의자, 종이,

태양열 전등, 양초, 만원경, 모기 퇴치기, 물티슈, 600 x 200 x 270(cm), 가변설

치, 2017-2018

논문에 실린 위의 사진은 장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닭

만나기’의 한 장면이다. 이 프로젝트는 본인이 30일된 양계장의 닭 세 마

리를 데리고 와 키우면서 관찰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본인의 행위와

닭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닭을 키우는 구조물이다. 현재 이 구조물은 실내에

있었던 본인의 예전 작업실에서 야외로 옮겨져 현재 작업실 건물 옆 공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으로는 산이 있

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

는 길목에 가까이 있어 누구나 쉽게 들어 올 수 있다.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 오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

고 찾아오거나 우리 밖을 돌아다니는 닭을 따라 이곳까지 들어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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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은 6m x 2.7m x 2.7m 의 크기로 세 마리의 닭이 사는 닭장이라

고 하기에는 아주 큰 공간이다. 이곳 안에는 닭장이 갖추어야 할 닭이

잠자는 곳, 횟대, 모이통, 급수대, 암탉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 이외

에도 본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글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과 랜턴, 양초, 모기퇴치 약 등이 들어있는 서랍도 있다.

본인의 일과는 이렇다 매일 날이 밝아 오면 닭장의 닭들을 풀어주고

날이 어두워지면 닭들을 닭장에 다시 넣어준다. 본인은 닭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료와 물을 닭장에 채워주고 닭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

한다. 닭들이 커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남긴다.

최근에는 닭들을 위해 닭장 뒤로 상추도 심었다. 닭장이 위치한 곳의 토

양이 비옥하지 않아 상추가 잘 자라지는 않았지만 닭들이 상추를 먹었

다. 주말 농장을 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닭들이 좋아하는 각종 채소를 받

아 닭장에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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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국립현대미술관 관람하기>, 단 채널 영상 (00:05:53), 가변설치, 2017

작품 6. <닭과 지내기>, 단 채널 영상 (00:19:04), 가변설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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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닭들을 데리고 도시에 나갔을 때 촬영한 영상 작품 <국립현

대미술관 관람하기>는 미술관을 배경으로 한 퍼포먼스 영상 작품이다.

단 채널 영상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두 개의 카메라 시선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카메라는 닭을 태운 카트를 밀고 가는 본인을 담았고 두 번째

카메라는 카트 안에 설치되어 마치 닭의 시선에서 본 장면처럼 닭과 주

변화경을 화면에 담았다. 이 다른 두 시선은 서로 교차되게 편집되었다.

영상은 닭을 태운 카트를 밀고 국립현대미술관을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

해 전시장을 돌고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작품 <닭과 지내기>는 본

인이 닭들과 함께 닭장 스튜디오에 지내면서 담은 영상이다.

<닭 드로잉>은 총 50개의 드로잉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36cm x

48cm 크기의 수채화 종이에 잉크, 만년필과 붓으로 그려졌다. 글은 만년

필로 쓰여 졌고 그림은 만년필 혹은 붓으로 그려졌다. 각각의 드로잉은

투명 비닐 파일에 넣어져 허리 높이에 설치된 1.23m x 4.90m 크기의 합

판 위에 놓여 있다. 날짜가 적힌 각각의 드로잉들은 시간 순으로 한 쪽

끝의 방향에서 맞은편의 반대 끝까지 두 줄로 연결되어 있다. 드로잉은

관객들이 직접 손으로 들어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드로잉의 내용은 본인

이 닭들과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느꼈던 점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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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닭 드로잉>, 종이에 잉크, 36 x 48(cm) 50장, 가변설치, 2017-18

작품 7. <닭 드로잉>, 2017-18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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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본인이 작업을 통해 목적한 것은 무엇이고, 그러

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작업 형식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소재를 통해

물질에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지 알아보았다.

본인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나온 작품이 본인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본인에게 이야기해주길 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한 자리에서 공을

마구 던지는 사람 같다. 그 공이 어딘가에 닿아 그 곳의 이야기를 들려

줬으면 좋겠다.

전시장에 놓여있는 본인의 작품들과 본 연구를 통해 작업을 다시 되

돌아보며 예술 작업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쉬웠던 것은 작품 하나만으로는 본인의

공이 던져지는 방향만 알 수 있을 뿐 공이 닿는 곳의 이야기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다. 공을 던지는 사람만이 공이 던져지는 곳을 보

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던지는 사람과 던져지는 공만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어쩌면 본인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시장에 내 놓은 작품들은 닿지 못한 공들로 보이

기도 했다.

본인은 ‘예술 활동’이 궁극적으로 예술가가 스스로를 알아가고 변화시

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면에 있어 본인은 본인의 작품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예술

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더 관찰자의 입장에

서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친절은 본인에게 부족한 듯하

다.

본인은 스스로에게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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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당분간 지금까지와 같이 본인에게 절실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확

인하고 본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될 듯하다. 그러나 연구를 통

해 발견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의식하고 고민함으로써 향후 작업의 방향

을 모색해가는 것 또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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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Putting Mind on

Material Through Sense

Sukki Son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see my artistic practice as an attempt to approach the mind

beyond the visible form, and seek to understand my practice using

the concepts of ‘putting mind’ and ‘mind reaching’.

‘Putting mind’ in matter is the practice of transposing what is in

the subconscious, which is not perceived by the self, into

consciousness by using a material object. Through this, I attempt to

communicate with my own subconscious self, or the mind of other

beings - this is ‘mind reaching’. If such ‘mind reaching’ is possible, it

would have to be achieved through the senses.

Therefore, I set the conditions that allowed me to concentrate on

my senses, while attempting to ‘put my mind’ into a physical

medium, or ‘reach the mind’ of another being. In this context,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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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conditions such as ‘touching the soil’ in 2016 and ‘living with

chickens’ from 2017 to 2018. The results were lumps of clay potato

and bread in 2016, and records and drawings of my mind while living

with chickens from 2017 to 2018.

By review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my work, I was able to

identify the recurring themes and features. Because I aimed to create

conditions that allowed me to concentrate on my senses, the selected

works mentioned above place an emphasis on physical performance.

The actions and outcomes of the conditions and praxis of my

work have simplistic and repetitive tendencies. Simplicity and

repetition serves as the basic framework for the varying expressions

that result from confronting the material. I value the simple, repetitive

actions that ordinary people carry out every day to stay alive.

Simplicity and repetition in my work are based on this perspective. In

the same vein, the materials and objects used in my work often play

an important role in basic sustenance.

keywords : material, sense, mind, ordinary, repeatability,

simplicity, life, food

Student Number : 2016-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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