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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작업에서의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을 통한 작가의 부정적 

감정의 해소 과정과 작업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감상자와 만나며 만들어

내는 내밀한 소통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은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꺼내놓

기 위해 일기장을 펴고 펜을 집어 든다. 나에게 작업을 하는 일은 이 과

정과 유사하다. 작업은 마음속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길이 되며, 현

실의 삶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나의 사적인 이야

기들은 작업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놓인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은 이들과 여과 없이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타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 

공유는 진지함보다는 유머러스한 말하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머

러스한 말하기는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선택한 중요

한 부분이었다. 나의 삶은 늘 나의 유머 섞인 말하기 속에서 우스갯거리

처럼 치부되고, 쉽고 가벼운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런 삶의 희화화는 

나의 웃음 속에 깊은 슬픔을 가둬 두게 했고 이는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작업은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촬영해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비디오라는 매체가 가지는 사후적 성질은 퍼포머와 감상

자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의 공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관객과 직접 마주하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와는 

차이를 갖는다. 그러면서도, 앞서 촬영된 영상의 러닝 시간을 편집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퍼포먼스를 보는 것처럼 퍼포먼스 촬영 시간 동안 생겨



나는 어려움과 지루함을 영상에 그대로 담아 보인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억압된 감정의 

해소로서의 정화작용을 경험하였다. 또한 녹음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처럼 자신을 다시 보며 과거의 나를 환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무언가를 내뱉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를 ‘내 몸’

이라는 소리 진동체를 통해서만 듣는 것과 같다. 목소리를 녹음해 들어

야만 타인이 듣는 내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작

업을 통해 나를 바깥으로 꺼내 놓음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내부로 수렴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로도 확장 되어 감상자에게 다양한 생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길 바랐다. 

이를 위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전 문구를 지니거나 특정 메시지

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보다는, 감상자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투사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작품 안에 남겨두고자 노력했다. 나의 작업이 작가의 

사소한 차원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개인의 

또 다른 경험과 역사와 만나면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자기노출, 감정 정화, 해소, 유머, 비디오, 퍼포먼스, 소통, 

         새로운 의미 생성

학   번 : 2015-21347 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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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감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부정적인 감정들에도 노출되기 마련인데,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들이 잘 다뤄지지 않은 경우 결국 그 주체를 변형시키기에 이른다. 

그 변형의 형태는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자기혐오 등의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난다. 변형된 개인들은 다시 원래의 자신을 찾고 상처를 치유하

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삶은 그러한 변형과 치유의 반복이 일어나

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체 회복의 시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

라,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의 경우 끊임없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극복해 왔다. ‘작업하기’는 그런 행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작업하기’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시작되며, 이 속에서 드러

나는 이야기들은 결코 대단히 심각하거나, 유별나지 않다. 대부분의 이

야기는 작고 사소한 삶 속의 사건들에서 느꼈던 짧은 생각의 단편들로부

터 출발한다. 또한 매일의 문제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각을 전면에 

던져놓음으로써 단지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

어 ‘발언’을 하는 과정이 된다.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소하는 과

정에서의 ‘발언’은 ‘나’라는 개인의 영역을 떠나 타인과 만나고 스

스로 작용하며 다층적 이야기를 생산해낸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 

삶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작업은 감상자라는 또 다

른 개인의 서로 다른 감수성과 만나며 다양하게 확장된다.   

 소설가 이청준은 “소설이란 기껏해야 한 사람이 끝없이 감당해내는 

‘헤맴’을 적는 일”이라 했다. 나 또한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소

한 사건들에서 느끼는 감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헤맴’의 과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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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작업이라 생각하며 부족

할 것도, 서툴 것도 없는 ‘헤맴’의 과정을 즐겁게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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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고백적인 자기 노출에 관하여

 

 나는 어린 시절부터 뜻하지 않게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왔다. 가정

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에서의 학대 등 직접적인 위험요인들에 지

속해서 노출되어온 까닭에 성인이 되며 BPD(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갖게 되었다. BPD는 성격장애의 하나로서 보통 성인 초기에 

시작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 BPD를 겪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 생각이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워 완충지대가 없고 자기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충동이 자주 든다. 과소비, 부주의한 운전, 물질남용, 폭식 등이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또한 BPD를 겪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감정의 불

안정성과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낀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선택한 것이 ‘내 이야기하기’였다.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점잖음이 전혀 없

는 솔직함은 때때로 준비되지 않은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며 점차 ‘내 이야기하기’의 적절한 방

법을 찾아 나갈 수 있었다. 방법이 개선되자 더 깊은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정서와 공허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

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뱉는 내 이야기는 강력한 자기 보호 요소의 하나

가 되었으며 또한 치유의 방법으로서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되

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심리치료에서는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이

라고 부른다. 자기 노출(정서 노출)이란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경험하게 

만든 스트레스나 외상과 같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 말을 하거나 글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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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치료법이다. 자기 노출은 정서 표현

과 구별되는데 정서 표현은 웃고, 울고, 화내는 것과 같은 정서 폭발이

나 정서 표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

면 자기 노출은 정서를 말이나 글, 즉 언어로 바꾸는 것으로, 자신이 경

험한 정서를 즉각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느 정도 심사숙고한 다음에 표

현하는데, 이것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 또한, 

심리학자 William b. Stiles는 자기의 고통을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표현하

는 데서 유래하는 원초적인 안도감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는 강한 스트

레스 유발 사건들은 압박감을 유발하며, 이런 압박감은 흔히 분노, 실망, 

공포, 및 후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고, 이런 정서를 노출함

으로써 ‘가슴에서 내려놓은 듯한’정화감을 맛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같은 자기 노출을 통한 정화가 시각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

의 ‘작업하기’이다. ‘작업하기’를 통한 고백적인 이야기는 시각언어

를 이용한 다양한 은유와 표현으로 나타난다. 

 눈길을 걸으면 그 뒤에 남게 되는 발자국이 필연적이듯이 내 지나온 삶에서 

작업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흔적들이었다.

 - 작업노트 중에서, 2017

1) 자기 노출 [self-disclosure]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심리학회)

2) 김교현,『자기노출의 기능』한국심리학회지 11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2,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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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품 1] <똘라 쥬니어 1세>, 혼합매체, 2010

  작업에서의 자기 노출은 대학교 1학년 때 제작한 <똘라 쥬니어 1세>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장난감을 만들어보는 수업에서 제작한 이 작품은 어

렸을 적 사용하던 침구에서 떼어낸 천으로 만들어진 봉제 인형과 대나무 

회초리가 한 세트로 구성된 장난감 키트였다. 주어진 얇은 회초리로 봉

제인형을 때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이었는데, 

당시 장난감을 시연해 보이는 평가 자리에서 이 장난감이 재미있다고 생

각한 사람은 나뿐이었다는 게 많이 아쉬웠던 작품이었다. 나중에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똘라 쥬니어를 꼭 안고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흉측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머니에 

의해 쓰레기장에 버려져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똘라 쥬니어는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나온 작업이다. 나는 

성장 과정에서 자주 가정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담임선생님께 1년 동안 심한 학대도 당했다. 학교에서 당한 학대의 과정

에서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갖은 폭언과 따돌림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알

고 계시던 어머니는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셨다. 그게 자식들을 강

하게 키우겠다는 어머니 나름의 교육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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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아픔이 단순한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툭 하고 튀어나왔다. 이 작업을 기점으로 이후의 

대다수 작업은 이처럼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문제들에서 시작되었다. 나

의 분신을 만들었던 <똘라 주니어 1세>와 같이 자기 노출의 초기 단계에

서는 트라우마의 경험이 상당이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이후 작업

에서는 점차 다양한 메타포와 유머를 사용한 간접적인 표출로서 나타나

게 된다.  

2. 개인의 삶에 반영된 사회, 사회에 반영된 개인의 삶

“나는 내 작품을 어떤 ‘이즘’으로 묶는 것에 반대한다. 다만, 아는 것에 관해서만 

얘기할 뿐이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을 위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늘 ‘나 자신’에 관해 이야기한다.” 

-루이스 부르주아

 나는 사회운동가처럼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작업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작업이 나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상처 등으

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작업의 출발은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나의 주관적 경험들과 매일의 일상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생성되거나 반영된 사회를, 혹은 사회 속에 반영된 내 

삶의 모습을 작업을 통해 표현한다. 2014년에 제작한 <서울시 노원구 상

계 9동에 사는 Kangana Maharaj의 방>에서도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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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품 2]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에 사는 Kangana Maharaj의 방 >, 

가변설치, 혼합매체, 2014

 8개월간의 인도 여행을 마친 후 제작된 이 작품은 여행 기간 동안 내가 

마주했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 대한 반항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

도를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이 기존에 인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리엔

탈리즘적인-인도 사람들은 모두 요가를 한다든지, 거지도 철학자라든지 

하는-이미지 그대로를 여행 속 많은 것에 투사시켜 바라보면서 정작 실

제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속이 상해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작업을 하며, 스스로의 평범함이 

싫어 그렇게 혐오했던 오리엔탈리즘적인 프레임-인도라는 이국적 대상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투사시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특별함을 느끼도록 역이용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나

의 모습을 깨닫고 소름 돋게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부터 시작된 작업이 간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방 <서울시 노원구 상계 9

동에 사는 Kangana Maharaj의 방>이다. 마치 인도처럼 꾸며진 이 방은 

사실 당시 내가 살던 신림동에서 산 물건들로 구성된 방이었다. 이 방은 

커튼으로 가려진 벽 뒤에 숨겨진 회전문을 통해 건너편에 숨겨진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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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건너편의 방은 교묘하게 가

려져 있어, 첫 번째 방 안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험 해 보려는 사람만이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

가게 된 소수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흥미롭게 꾸며진 바깥쪽의 방과는 상

반된 하얀 방을 만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인도에 대해 작

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는 고백이 쓰인 글과 마주하게 된다. 방을 나가

면서는 첫 번째로 보았던 방의 드러난 골조를 보게 되며 첫 번째 방이 

각목으로 대충 설치된 간이 방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어떤 문화라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적용하여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들 것이다. 문화에 대

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겪는 타인과의 관계 또한 이

와  비슷하다. 당시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에 많은 상처를 

받고 큰 회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타인을 그렇게 바

라보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 인간은 당연히 보여 지는 것만으로 판단되

어질 수 없다.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많은 관심

을 통해서만 상대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나 또

한 겉에서 맴돌며 판단하고 떠날 뿐이라는 사실이 슬펐던 때였고, ‘완

전 인도 같은 인도 방’에서 사진만 찍고 떠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이 안

타까웠던 때였다.

 이렇게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작업은 늘 하

나의 경험적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넓은 공유와 공감의 지점을 만들어 나

갔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에 연결된 것이었고, 세

상의 이야기지만, 나의 삶 속의 많은 부분들과 닮아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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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머로 말하기

 1) 농담과 유머

  프로이트는 농담(joke)이 무의식 속에 억눌렸던 사고나 감정을 나타내

는 것이고, 유머(humor)는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막는 역할을 한다

고 본다. 즉 농담과 유머의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 표출의 가능

성을 농담이나 익살로써 무마시켜 비탄 적이지 않고 해가 덜 되게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3) 이처럼 유머는 내부의 괴로움을 억압해 놓으려고 계

속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유머는 경계심을 풀게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유머는 

웃음을 통해 상대의 일상적인 방어를 무너뜨리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다. 이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유대

감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보가 개개인의 

마음속에 각기 존재할 때 유머는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 그 때문에 유머러스한 말하기는 많은 긍정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 된다. 

 나의 작품 속의 유머는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지

하거나 슬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작품에서 가볍고 쉽게 

표현되고는 하는데, 그 ‘어두운 슬픔’과 ‘쉬운 가벼움’의 간극에서 

생기는 아이러니한 감정이 유머를 만들어 낸다. 

3) 강연미,『위험 생활사건과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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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快)’와 ‘고(苦)’의 혼재

 즐거움이 있는 곳에도 괴로움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에도 즐거움은 

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언제나 ‘쾌(快)’와 ‘고(苦)’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가 크게 부각될 때마저 늘 다른 하나가 그 

속에 내재된 채 언제든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 ‘쾌(快)’와 ‘고(苦)’

의 모습이다.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늘 보이는 모

습이기에, 당연하게도 내 삶의 한 모습이 떨어져 나온 작업 또한 웃음과 

울음이 혼재되어 있다. 진지하고도 무거울 수 있는 개인의 이야기를 유

머러스하고 재치 있게 늘어놓은 작품을 보고 짓게 되는 웃음 뒤에는 뭔

지 모를 씁쓸함이 남는다. 속옷 바람으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Tera 

Nova>의 격정적인 흥 앞에서도, 얼굴에 붙은 온갖 쓰레기들을 얼굴의 

움직임만으로 뜯어내는 <The little things I do>의 우스꽝스러운 행위들

에서도 왠지 모를 슬픔이 보인다.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몸을 흔드는 사

람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안쓰러울 정도로 애쓰는 <The 

little things I do>의 얼굴 앞에서 자기 연민의 감정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나의 작업에서 짓게 되는 웃음의 색깔은 그저 밝지만은 않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애매한 지점에서, 채도 낮은 불편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

4. 포착하고 기록하기

 1) 일상의 이야기

 

 작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을 수 있는 삶의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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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때론 작은 일, 때론 큰 

일들에 대해 기록한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어서 의미가 있고 큰 일은 

큰 일이어서 의미가 있다. 생각을 남기고 특정한 시기의 자신을 기록하

는 것에 있어 문자보다 시각 이미지를 쓰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편하다. 

이런 포착과 기록으로서의 작업은 학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강하니

의 2, 2분, 2주, 2달, 2년>같이 스스로의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수

집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현물 기록으로부터 심리적 괴로움 속

에서도 웃고 있어야만 했던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뜨거운 전기 프라이팬 

위의  돌부처로 표현한 <하니 부처>,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에 

사는 Kangana Maharaj의 방>처럼 그 당시 겪고 있었던 정체성의 혼란과 

내부적 갈등을 일종의 무대 장치로 재현해 낸 것까지. 나의 삶과 그 속

의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치환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참고 작품 3] <강서라의 2, 2달, 2주, 2일, 2초>, 

머리카락, 때, 침, 손톱, 플라스틱 용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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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품 4] <하니 부처>, 전기 프라이팬, 문경석, 스컬피, 2011

 

 일기처럼 일상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것에 있어 모든 사건을 시시콜콜 

남기는 것은 아니다. 작품제작으로까지 이어지는 주제들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

야기이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

는 외모와 관련된 이슈였다. 그러다 보니 기존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요

구되는 여성의 이상적 외모와 내가 가진 외모가 매우 다른 것에서 오는 

좌절감과 소외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를 떠나 현대 사회의 수많은 다른 여성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노출하고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힘

들었던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현재의 순간들에 대한 것이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 두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구

성하는 한 부분이기에 지속해서 현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무의식 속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채

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는 한다. 이런 과

정을 통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하고 바라보며 더 나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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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과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서 이 주

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했다. 

2) 들어가기와 나오기

 작품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이 시작되면 나는 늘 퍼포머의 자리에 선다. 

나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기’는 내가 작업 

에 완전하게 몰입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첫 퍼포먼스 기록 영상인 2014년 작 <풍선 공포증>에서 나는 길이 3m

의 방에 들어가 50분가량 끝없이 풍선을 터뜨렸다. 풍선을 무서워했던 

나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온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그 

긴긴 시간을 3m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 안에서 완전히 몰입한 채 풍선

을 터뜨렸다. 

[참고 작품 5] <풍선 공포증>, 싱글채널 비디오, 49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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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a Nova>에서의 신들린 듯한 춤사위에도, 108배를 쉼 없이 하는 

<업장 소멸을 위한 108배>에서도 나는 온전히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는 작업에서 완전히 나와 영상 속의 나를 

마주한다. 마치 내가 신나게 떠드는 목소리를 누군가가 녹음해서 들려줄 

때의 기분처럼, 그 행위에서 나오고 나서의 사후적 감상은 이상하고도 

새롭다.

 들어가기와 나오기는 작품 제작과정 뿐 아니라 감상의 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감상자가 유머러스한 작품을 처음 마주할 때, 쉽게 경계를 

풀게 되고 작품에 집중하며 몰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곧 

영상속의 반복되는 행위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며 처음에 느꼈던 재미에

서 점차 빠져나오게 된다. 감상자는 서서히 작품에서 나오며 안쓰러움, 

씁쓸함,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작품 속의 작가에게 자신을 대

입하며 공감하기도, 위로받기도 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은 체험되는 존재이지 결코 분석되거나 비교되는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일련의 작업 속에서 드러나는 ‘나’는 관객에게 분석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레비나스가 언급한 대로 체험되는 존재로서 개입되어있

다. 체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작은 

시도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이는 우리 사이의 작은 공감과 받아들임의 

시작이 된다.  

- 작업 노트 중에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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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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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업장소멸을 위한 108배>, 싱글채널 비디오, 32분, 2015



- 17 -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의 나의 별명은 ‘슈퍼 뚱땡이’였다. 그 누구도 

진짜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늘 ‘슈퍼 뚱땡이’었

고, 수식어는 ‘영어도 못하는 멍청이’. 그 별명이 죽도록 듣기 싫었지

만, 친구가 없던 나는 그 별명을 들으면서라도 그들과 놀기 위해 매일같

이 놀이터에 살았던 기억이 있다. 성인이 되어 이제는 아무도 나를 그렇

게 부르지 않았지만,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로 살을 빼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108배였다. 당시 

108배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소영 다이어트로 소개된 후 유명해져  

살을 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던 운동이었다. 본래 108배는 

불교 수행의 하나로, 중생의 근본법뇌인 108번뇌를 사라지게 하여 마음

의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써 행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본래의 맥락으로부

터 떨어져 나와 기존의 수행의 의미를 잃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으로만 

여겨지는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이어트 108배가 본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

트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만들어 평화와 행복이라는 불교의 108배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간다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유는 다

르지만 그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108배를 완수할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로운 지점

을 표현하기 위해 108배를 촬영한 영상을 옛날 무성 영화의 형식으로 편

집하고 중간 중간에 절을 하면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기록해 넣었다. 진

지하게 절을 반복하는 모습과 무성영화의 경쾌한 피아노 소리, 즐거운 

듯 보이는 칼로리 표시는 오묘한 조합이 되어 보이지 않는 평화와 행복

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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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Sleekiwi>, 싱글채널 비디오, 9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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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것을 그것 자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인가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은 매끄럽게 다듬고 교정한

다. 영상 속의 키위는 여성용 면도기와 눈썹 면도용 칼에 의해 그 털을 

모두 제거 당한다. 슥, 삭,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그 기괴하고도 잔인한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

을 보며 질문을 했었다. ‘왜 멀쩡한 키위의 털을 깎고 있나요?’ 그렇

다면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콧수염 난 여자들, 그리고 겨드랑이 털

이 난 여자들을 보면 우리는 왜 불편한가요?” 우리의 강박, 매끄럽게 

만들려는 강박, 여성에게 드러난 남성성을 제거하려는 그 마음. 그것은 

결국 자연을 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에서 시

작되는 것이다. 그 태도는 남성 주체의 시각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시작된 폭력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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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예쁜 얼굴>, 싱글 채널 비디오, 2분 30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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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얼굴, 낮은 코, 납작한 이마, 두꺼운 목은 내가 한평생 ‘찐

빵’, ‘빵떡’, ‘만두’, ‘못난이 인형’소릴 듣게 했다. 나는 나의 

얼굴이 싫었고 창피했다. 그렇게 성장기를 보내고 난 후 나에게 생긴 것

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었다. 늘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얼굴상과 나의 얼굴을 비교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그

대로의 나를 인정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검은 배경 앞에 위치한 내 얼굴의 일정 

부분에 검은색 물감을 칠해 생겨난 착시효과를 통해 한국에서 이상적이

라 여기는 여성의 옆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쁜 옆모습은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균열을 일으키고, 삐뚤빼뚤하게 칠해진 검은 

얼룩으로 가려져 있던 정체가 탄로 난다. 그러고는 웃는다. 계속해서 웃

는다. 인위적으로 칠해놓은 까만 얼룩들을 지우기 위해 물수건으로 얼굴

을 닦는다. 지우려는 노력은 되려 얼굴 전체를 더럽히게 되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는다. 까만 물감이 여기저기 번져 지저분하지만 동그란 얼굴은 

제 얼굴을 찾아 웃음을 짓는다. 지우고 웃고 지우고 웃는다. 지우고 울

고 지우고 우는 건지도 모르겠는 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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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Armpit pots>, 디지털 프린트, 2016

[작품 4-1] <Armpit  pots> 세부, 디지털 프린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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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2015년 여름, 수영을 다니기 위해 10회에 걸쳐 영구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에는 대부분의 털이 없어지고 몇 가닥 정도만이 

남게 되었다. 10회에 9만원. 9만원이면 평생 겨드랑이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시술을 받았다. 그러고 몇 개월 후 

갑자기 겨드랑이털에 대해 생각이 났고, 갑자기 ‘혹시 언젠가 다시 겨

드랑이에 털이 많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 어쩌지? 이미 얘는 시술

을 받아서 다시는 털이 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막심한 후회가 밀려왔다. 평생 다시는 나지 않는 생물학적 죽

음을, 9만 원에, 그렇게나 쉽게 실행했던 것이다! 수회의 레이저 제모를 

한 겨드랑이는 더 이상 털이 자라나지 않는 죽은 땅이 되었다. 전처럼 

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듬성듬성 그나마 남은 몇 가닥만이 고개를 비

죽 내민다. 겨드랑이를 촬영한 후 확대해서 크롭한 사진에는 과거 털이 

났던 흔적으로서의 털구멍이 남아있다. 더 이상 털을 생산해 내지 못하

는 털구멍은 마른 땅의 갈라진 틈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제모 후 남게 

된 삭막한 겨드랑이를 위해 안타까운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생물

학적 죽음을 맞은 나의 풀밭’을 사진으로 찍어 영원히 시들지도, 자라

지도 않는 겨드랑이 화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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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얼굴 뜯기>, 싱글 채널 비디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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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는 흙이 발려있고 나는 그 흙을 뜯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

다. 영상 속의 나는 손을 이용해서 흙을 뜯을 수 없다. 오직 얼굴 근육

만을 최대한으로 사용해 얼굴의 흙을 제거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해도 

뜯어지지 않는-도저히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부분들에서 끝끝

내 흙을 뜯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성취되지는 않는다. 얼굴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나는 깨닫는다. 우리 얼

굴에서, 그것이 삶으로 확장되었을 때, 삶의 많은 부분 또한 이러리라. 

겹겹이 쌓인 적층된 삶의 부산물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 붙어있다. 어느 

날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뜯어내려 노력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매일 

쓰던 부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말라붙은 껍데기들만을 떨어낼 

수 있을 뿐이다. 손이 닿지 않는 많은 부분은 스스로 답답한 표피를 뜯

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다. 그렇다면 떨어내려는 

시도 속에서 나는 언제나 실패하는가? 적어도 나의 통제 하에 모든 것을 

두고 쉽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이런 배움 후에는 쓰지 않던, 

퇴화된 근육 재생의 훈련이 시작된다. 어느 날엔가는 많은 부산물들을 

덜고 가벼워진 걸음을 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전

까진 그저 깨닫고 움직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눈썹을 올려도 보고 턱을 

최대한으로 벌려도 보고 찡그려도 보는 시도 속에서 얼굴은 상당히 일그

러지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흙이 떨어져 나갈 때는 살

에서 마른 흙이 떨어져 나가 아프고,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떨어내고자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턱 근육이 아프

고 안면근육에 경련이 인다.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시간의 반복이

다. 그렇지만 흙이 떨어져 나갈 때는 답답했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 쾌

감을 느끼고 안면을 과장되게 움직일 때는 이상한 자유로움이 들어 쾌감

을 느낀다. 그 과정은 고(苦)와 쾌(快)의 반복이지만 배움의 과정이라 즐

겁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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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The little things I do>, 싱글채널 비디오, 2018



- 27 -

 이 작업은 1년 전에 했던 <얼굴 뜯기>에 이어서 진행 한 작업이다. 영

상 속의 나는 얼굴에 붙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을 사정없이 떼어낸다. 

입김을 이용해 후후하고 불어 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표정으로 근

육을 움직여 떼어내 보려고도 한다. 뜻대로 쉽게 되지 않아 성이 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 행위를 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에 어떤 것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붙어있는지 알 수 없다. 

그저 얼굴의 감각만으로 느끼고 얼추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얼굴에 붙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결코 쉽지 않다. 이는 우리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 지나온 삶의 길 어디에선가 붙어서 지금껏 달고 돌아다닌, 언

제부터 함께였는지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붙어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

에서 그 무게를 느끼고 표피를 감각하여 그 존재에 대해 얼추 짐작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덜어내고 가

벼워지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삶에서도, 영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온 힘을 다해 그것들을 떼어내려 노력한다. 이 처절한 

노력은 “the little things I do”라는 제목 아래 사소한 ‘작은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느낌과는 꽤 이질적이다. 매일같이 해 나가는 것이기에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이 ‘작은 일’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작은 전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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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Tera Nova>, 싱글채널 비디오, 7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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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지 않고 받

아들여질 수 있을지, 기존에 존재하는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나 스스로가 나의 몸을 남성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라

보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외모에 대한 수많은 트라우마

로 긴 시간을 괴롭게 보냈는데, 늘 내 몸을 보기 싫은 몸, 뚱뚱한 몸, 여

성스럽지 못한 보기 싫은 몸이라고 정의 내렸었다. 이는 남성 주체의 시

각에서 해 온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고 나 또한 그 폭력의 

언어로 나의 몸을 정의 내리고 있던 것이었다. 문득 이런 식으로는 언제

까지나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나를 있

는 그대로 인정하기,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기의 자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제가 이 작업으로 발전되었다. ‘자신감을 가지

기’,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완벽하지 않은 신체일지라도 자신 있게 인

정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Terra Nova의 신나는 노랫소리

에 맞춰 속옷 바람으로 ‘막춤’을 추게 되었고, 여기서 드러나는 나의 

참을 수 없는 흥과 그 유쾌함이 감상자들에게도 마음 좋은 웃음을 줄 수 

있길 바랐다. 또한, 감상자가 앞에 놓인 작가의 통통한 몸이나, 출렁이는 

뱃살에 눈을 돌리기보단 그 자체의 너무나 유쾌한 모습에 반했으면 했

다. 그렇게 나는 Terra Nova(새로운 땅)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서의 작

업을 시작했다. 이상화되지 않은 여성의 몸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제시되

고 그 안에서 자기 좋은 대로 타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나는 일종의 통쾌함을 맛보았는데 이

러한 통쾌함은 정말 신기하게도 타인의 시선 아래서 고통받아왔던 이제

까지의 나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선사해 주었다. 동시에 그것을 관람

했던 수많은 주체의 시선들은 그 ‘자신감 있는 유쾌한 흔들기’앞에서 

그들의 주체적 미적 기준이 끼워 들어갈 틈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간단

하게-그러나 나에게는 살면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이기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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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도 어렵게-주체시각의 무력화와 자기사랑이라는 시도의 첫걸음을 시

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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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나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자기 노출은 요즘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점

차 익숙해져왔다. 초기 소셜네트워크였던 싸이월드에서는 공개된 곳에 

자신의 일기를 쓰고, 생각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더 쉽고 빠르게 자신의 생각

을 타인과 공유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오늘 내가 겪은 일, 오늘 내

가 느낀 감정, 나의 기쁨, 나의 분노 등 솔직한 감정들이 웹상에서 서로 

만나고 뒤섞인다.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PNAS)에 발표한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부의 다이애나 타미르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 사생활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

를 하여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일상사를 털어놓

을 때 우리들의 뇌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어 심리적으로 

무언가 빈 부분이 보충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나 또한 작업을 통해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을 털어놓고 

공유하며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경험하고 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적 부자유의 극복과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표출하고 풀어내는 것을 통해 서로가 공감하는 

상황들에 대해 함께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랐다. 또한 문제를 공유하는 일

은 감정의 정화뿐 아니라 내 문제를 나로부터 꺼내 놓고 객관적으로 바

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회피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문제들

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대상화 하

며 내면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4) 김형자, <사람들은 왜 SNS에 사생활을 털어놓을까>, 시사저널, 2018.5.1,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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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기 노출로서의 작업이 개인의 문제를 해소하고 

정화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생겨난 유대감 속에서 서

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 

 마치 상처에 붙인 커다랗고 화려한 캐릭터 반창고 같아. 상처라서, 흉터라서 

창피해서, 가리려고 했는데, 화려한 반창고를 붙여보니 보호도 되고 시각적으로

도 귀엽고 즐거워. 다들 예쁘다고 칭찬해 주던데? 패션이 된 상처 자리의 반창

고... 상처에 멋진 색의 반창고들을 붙여 가는 게 나에겐 이제 즐거운 일이 되었

어.

 - 작업노트 중에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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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olving Negative Emotions and 

Communicating through 

Self-Disclosure in Work

Kang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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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study deals with the dissolution of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artist through self-disclosure in the work, and the study of 

intimate communication that the artist encounters with the viewers in 

their daily existence.

 Today, many people open a diary and pick up a pen to let out and 

unravel the things that could not be shared with any other person. 

Creating my work is a similar process at hand. I unravel the stories 

that are pent up within through my works. However, unlike diarie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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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tories are placed in the public through the process of 

exhibition. Rather than tackling a problem alone, I believe that the 

same problem could be resolved through a transparent communication 

with others. In this way, my art develops by sharing an intimate 

relation with the reality of life. In this unfolding, sharing a problem 

happens through humorous speaking rather than on a serious note. 

Humorous speaking is an important aspect that I have chosen as a 

survival tool to overcome darkness and suffering. My life has always 

been mocked in my humorous speech and has been treated in an easy 

and light manner. This caricatured life of mine kept the deep sadness 

in laughter and it was naturally revealed in the work. 

 Most work involves taking a video of the performance and displaying 

the results.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is performance and 

that which involves facing the audience within the same time and 

space.  The media as video helps both of the performer and audience 

concentrate on each individual space without being conscious of one 

another’s physical presence. 

 A purification happened as a result of releasing my suppressed 

emotions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series of works. 

Hearing my recorded voice, I had the opportunity to look back at 

myself and recollect my past. Words that are not expressed verbally 

and kept inside is like listening to my voice only through the sound of 

my body. Just as I could listen to myself as a third party through the 

recordings, it is through my works that I could stand objectively and 

look back at the various problems I had faced.

 In addition, it was hoped that the process of self-reflection w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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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converge to the inside but also expand to the outside, leaving 

room for the viewers to think on this work in various ways that in 

turn would make it more meaningful. To do this, I tried to leave a 

space in my work where each viewer could project his or her life, 

rather than imparting a specific message. Although the work started 

from the artist’s trivial point of view, I hope that it creates an open 

ground for new ideas and meanings by meeting personal experiences 

and histories of individuals.

Key Words : self-disclosure, purification, resolving emotions, humor,     

              video, performance, communication

Student Number : 2015-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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