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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의 작업은 자신의 경계면이자 세상과의 접촉면인 피부를 의식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임의로 설정한 표면의 앞뒷면에 작은 알갱이들을

걸쳐둠으로써 차단되어 있지 않은, 투과가 가능한 경계면을 제시하며, 이

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부를 열려있는 공간으로 가정한다.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경계면이 접근 불가능한 벽이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한 접촉면임

을 확인하는 것은 곧 본인과 세상이 필연적으로 단절될 수 없음을 증명

해주는 일이었다.

또한, 본인은 그러한 피부를 작품에도 부여한다. 작품도 본인처럼 세

상과 마주할 것이기에 그것이 고립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열린 공간으

로서의 표면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본인은 작품에 피부를 부여하는 과

정에서 재료의 선택, 손의 사용, 시간의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는

데,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재료를 만져나가며 그것이 본인과 닿아있음을

지속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작업재료와 작가 본인이 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과 작업은 만지고, 만져지며 서로에게 반응하였다. 이것은

물리적, 심리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선택된 산업재료는 이러한 밀

착과정을 거치며 작가 본인의 온기를 전달받은 피부를 가지게 되며, 본

인은 그러한 물질을 점차 자신과 대등한 존재처럼 여겼다.

밀착되어있던 물질이 작품으로 완성되면, 다시 본인과 분리됨과 동

시에 피부를 가진 몸 또한 부여받게 된다. 즉, 본인이 살아가는 세상 속

에 부피를 차지하는 존재로 함께 놓이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

품의 상태변화는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이 되는데, 예컨대 산업재료의

산화 과정은 마치 피부의 노화처럼 시간을 머금으며 진행된다. 본인은

그것을 자신과는 다른 단위의 삶이라 인식하여, 완성된 작품을 살아가는

자소상이라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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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작품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여러 단위의 삶이

부여되는데, 본인은 작품 각각의 삶에서 고립이 아닌 끊임없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연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인이 필연

적으로 세상과 닿아있음을 확인해나갔던 과정과 닮아있다. 작품과 본인

은 살아가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유사성을 갖는다.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여 물질에 ‘피부와 몸’을 부여해주는 것은 결국 그것에 자

신의 삶을 다시 투영해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 본인의 손이

재료와 첫 접촉을 하는 순간은 자신의 삶을 인식해나가는 시작점이 된

다. 본인은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이 접촉 가능한, 열려있는 경계를 가지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의식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피부, 경계, 상호작용, 덩어리, 삶

학 번 : 2014-22740



- iii -

목 차

제 1 장 들어가며 ························································· 1

인간은 섬이 아니다 ·································································· 1

제 2 장 작업의 전개 ··················································· 3

(1) 작품의 피부 ········································································· 3

(2) 물질, 손, 시간 ··································································· 12

(3) 덩어리 ················································································· 17

(4) 만짐/만져짐 ······································································· 21

제 3 장 마치며 ···························································· 31

누구를 위하여 손은 움직이는가? ········································ 31

도판 목차 ······································································ 32

참고문헌 ········································································ 33

Abstract ········································································ 34



1

제 1 장 들어가며

인간은 섬이 아니다.

“나 자신이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개개인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본인은 자신이 ‘혼자만이 전체이며 완전한 섬’이 되어야만 하는지,

육체적으로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은 스스로가 감내해

야만 하는 숙명인지 고민한다. 하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류에 속해있

기 때문에 완전하게 고립될 수 없다는 존 던의 말은 세계와의 연결성을

느끼게 해준다. 단절됨을 느끼더라도 본인이 세상과 다시 닿을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은 사실 땅과 닿아있다. 아니, 섬

은 곧 땅의 일부가 된다. 바닷물에 의해, 바람에 의해 표면이 끊임없이

만져지지만, 그것의 움직임은 고립이나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걱정보다

는 지속적인 반응과 변화에 주목하게 해준다. 본인은 이처럼 닿아있지

않다고 느꼈던 존재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순간 위안을 얻

는다.

본인의 작업은 섬이 대륙과 이어져 있음을 인식한 후 안도감을 느꼈

던 과정과 닮아있다. 인간, 혹은 어떤 상황의 메타포로 작용하는 섬은 본

인의 작업에서 피부(표면)와 몸(부피)을 부여받아 의인화된 덩어리로 제

시된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의 조건을 설정하여 선택

한 재료에 그것을 대입한 후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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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만져진 물질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한다. ‘섬’은 일종의

자소상이 되며, 본인은 ‘나’ 그리고 자신이 의인화시킨 ‘물질’이 필연적으

로 세상과 닿아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해나가고자 한다.



3

제 2 장 작업의 전개

1. 작품의 피부

- 피부라는 경계의 인식

섬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자신의 시

선을 거리를 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바다와 땅을 투과하여 그

안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확장해 나갔다. 바다 표면과 섬이 만나는 경계

의 내부를 들여다본 것이다. 항상 존재하고 있던 대륙과 섬의 연결성은

그러한 투과성, 즉 내부와 외부가 오고 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시선을

가진 후에야 인식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섬을 정의하는 것에서 고립과

단절됨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은 그 과정을 섬이 된 자신에게

다시 적용하여, 본인의 경계면을 투과성을 가진 확장된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시작점에서 본인은 자신을 고립되어 하나의 완결성을 가

진 존재로, 피부라는 경계면이 세상과 본인을 완벽하게 차단해주어 혼자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정했는데, 본인이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단절을 확인해야 했다. 본인은

그 경계 지점에 존재하는 피부에 주목하였다.

거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피부는 사람이라는 형태를 완결시켜주는 완

벽한 차단막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물리적 경계인 피부를 좀 더 확장된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몸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반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그 표면을 바라보았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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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땀구멍을 통해 내부와 외부가 닫혀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부는 호흡하고 있었다. 흡수하고, 배출한다. 피부는 본인과 세

상을 단절시키기 위한 차단막이 아니었다. 오히려, 몸 내부와 외부가 유

기적으로 얽혀 교류하는 생동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몸이라는 내부와 세상이라는 외부의 경계에서 피부는 양면이 모두

닿아있는데, 안쪽 면이 인체 내부를 빈틈없이 덮고 있다면 바깥 면은 동

시에 모든 면적으로 세상과 만나고 있다. 그 경계는 안과 밖 모두에 속

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과 세상 사이에 자리 잡은 피부는 본인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부분이자 신체의 가장 끝에 위치한 곳이 되며, 본인과

맞닿아있는 세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피부는 본인을 감싸고 있는 외부세

상의 가장자리가 된다.

또한, 열려있는 공간으로 세상과 맞닿아 있는 피부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만, 그 접촉면은 결코 접근 불가능한 결계가 아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보호의 개념은 어항의 유리와 같은 물질로서의 단절이 아닌

안전하게 지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위험한 요소들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점차 이러한 열린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안팎의 접촉과 그

만남의 확인에 조금 더 집중하였다. 사실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도

자신의 발을 보며 몸이 무언가와 닿아 있음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종종 닿아 있다는 감각이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본인이 피부라는 경계면을 의식함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을 가시화시켜 자신이라는 존재와 세상이

닿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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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진열장1>, 95✕78cm, 실리콘, 공예용 끈, 2014

[작품1-1] <진열장1>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많은 부분이 이미 눌리고

헤진 에어캡을 넓은 면적으로 떠내어 그 공간 공간마다 포도씨 끈(실

끝에 석고를 조금 바른 후 노란 염료로 코팅한, 공예용으로 쓰이는

알갱이 끈)을 넣은 작업으로, 앞면은 노란 알갱이들이 심겨 있고 뒷면은

짧게 잘린 끈이 나열되어 있다. 본인은 표면의 앞뒷면에 덩어리들을

걸쳐둠으로, 차단막으로써의 표면이 아닌 무수히 많은 알갱이가

안팎으로 뿌리내린 채 존재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경계면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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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 <진열장1> 앞면

[작품1-1] <진열장1> 뒷면

처음 에어캡을 캐스팅한 실리콘에 노란 덩어리를 심기

시작했을 때 본인은 단순히 그 덩어리의 나열에 집중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표면에 어떻게 덩어리를 존재시킬

것인지 덩어리의 형태, 크기를 선별하여 하나하나 심었고,

나란히 나열되어있는 형태를 보며 마치 수집광이 수집된

물건들을 보며 좋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소유욕을 자극했던 작은 피지 덩어리는 확대되어

인공적인 하나의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몸에서 배출되어 나온 덩어리는

더럽다고 느껴짐과 동시에 버려진다. 하지만 그것의 부피가

클수록 내 몸속에 그 큰 부피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에

순간적인 감탄을 자아내며 이상하게 버리기 아깝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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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 덩어리들은 너무 미미해서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만다. 본인은 가끔

그것을 휴지 한 장에 펼쳐 핀셋으로 하나씩 나열시켜 본다.

작업을 통해 그 미미한 존재를 과장하고, 미화되고 매끈해진

덩어리, 보기 좋은 덩어리로 대체시켜 진열된 상태를 보고

싶었던 것일까? 처음 내가 느꼈던 양극의 공존,

혐오스러움과 쾌감이라는 감정은 조금씩 둔화되어 버렸다.

내 몸에서 세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고 마는

존재에게 약간의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압출되어

나온 덩어리에 단발적인 쾌와 혐오를 동시에 스쳐 지나가듯

느끼고는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는 과정을 잠시 미뤄본다.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열된 존재를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자.

- <진열장> 작업 中, 작업 노트에서 발췌

본인은 [작품1-1] <진열장1>을 진행하며 음각의 공간마다 자리를

차지하는 작은 알갱이 저마다의 존재를 의식했다. 경계면에 대한

인식에서 더 파고들어 그 경계면의 내부와 외부가 차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예를 들어 땅의 표면을 관찰함과

동시에 그 표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경계면에

존재시킨 물질들 또한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 제목 또한

<진열장>이 된다. 경계면에 알알이 박혀있는 알갱이들은 하나의 표면

안에서 각각의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자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군상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같은 표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독립된

객체들의 군집으로 보인 것이다. 작품의 표면은 곧 하나의 세상이

되었다. 또한, 각각의 덩어리들은 표면에서 곧 분리되어 나올 가능성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본인은 점점 경계에 걸쳐있는 물질들

또한 마치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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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2] <진열장2>, 19✕22✕1cm, 실리콘, 사람 모형, 2014

[작품1-2] <진열장2> 세부 사진

[작품1-2] <진열장2>는 [작품1-1]에서의 알갱이를 인체형상으로 대

체시킨 작업으로, 반투명 실리콘으로 떠낸 에어캡에 축소된 인체모형을

심은 것이다. 본인은 실리콘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심어진 알갱이들을

직접적으로 의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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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은 [작품1-2] <진열장2>를 진행한 후 덩어리의 직접적인

의인화에 사용된 인체모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물질을 어떻게 의인

화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하였다. 본인은 다시 덩어리의 형태에서

직접적인 인간의 모습, 구체적인 형상을 덜어내었다. 또한, 덩어리를 인

격화하는 과정에서 공업 용품 그대로의 표면이 아닌, 본인의 손이 최대

한으로 개입된 재료의 표면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1-3] <진열장3>, 35✕35cm, 실리콘, 아몬드, 2014

[작품1-3] <진열장3>은 지름3cm의 에어캡을 반투명 실리콘으로 떠

내어 그 안에 껍질을 깎은 아몬드를 심은 것이다. 기름진 아몬드의 둥근

속살은 본인이 바랐던, 생명을 가진 덩어리의 모습과 닮아 있었고, 쌀겨

와 같은 아몬드의 점은 직전의 <진열장2>의 머리 부분, 예컨대 어떤 존

재의 끝부분을 표현하기에도 충분했다.

연작으로 진행된 작품, <진열장1, 2, 3>에서 본인은 경계면을 열려있

는 공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덩어리 알갱이를 점차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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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 부여되는 피부

본인이 제작한 덩어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세상과 마주하게 되며, 그

것은 하나의 존재이므로 본인처럼 외부와의 접촉면을 가진다. 결국 본인

은 재료를 만지는 것과 동시에 재료에 의해 내 몸이 만져지면서 서로 연

결되고, 마주하고 있는 두 존재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본인의 피부와 물질의 표피는 서로 감각한다. 누르면 눌리고 만

지면 반응한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있어 재료에 온기를 전달하여 인격화

시키는 일은 결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 온기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옴을 느끼며 지속해서 만져나가는 것은 곧 본인이 무언가와 닿아있

음을 끊임없이 인지하게 해주었다. 작품에 표피를 만드는 것은 피부를

부여하는 일이며 세상에 던져질 덩어리에도, 그리고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본인에게도 어떠한 접촉을 감각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작품2] <뽑힌 후의 동산>, 50✕50✕5cm, 메모리폼 스펀지, 땅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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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뽑힌 후의 동산> 세부 사진

[작품2] <뽑힌 후의 동산>은 재료와 온기를 주고받음을 느끼며 작품

에 피부를 부여했던 첫 번째 작업으로, 본인은 메모리폼 스펀지를 핀셋

으로 한 자밤씩 뽑아내며 스펀지의 표면을 동그스름한 동산 형태로 만들

어나갔다. 표면(피부를 부여하는) 작업이 끝난 후 생겨난 둥근 양각들의

끝부분에는 땅콩을 조각하여 작품의 경계면에 심어놓았다.

이 작업에서 본인은 좌대 또한 작품과 같은 재질인 메모리폼 스펀지

로 제작하여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좌대와 작품으로 구분 지어 주는 것

은 본인이 부여한 피부의 유무에 있다. 이미 산화되어 변색된 작품은, 갓

제작된 뽀얀 상태의 좌대 위에 놓인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늙어가

는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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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손, 시간

- 재료, 도구, 시간의 설정

<재료>

본인이 선택한 재료는 주로 실리콘이나 스펀지와 같은 산업

재료이다. 이는 본인이 만졌을 때 체온을 머금을 수 있는 재료로, 본인은

그것을 ‘온기가 전달되는 물질’이라고 말한다. 또한, 부드러움을 가지는

이 재료들은 본인이 압력을 가했을 때 눌리고, 덩어리 일부가 조금씩

뽑히는데, 이를 본인은 재료가 자신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가공이나 물질 특성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재료 본연의

표면을 최대한 날것(raw)의 상태로 유지한다. 재료의 덩어리 그 자체로

피부를 만들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산업재료는 산화되고 손상되는데, 본인은 그것이 마치 생명체가

노화되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지도록 설정하고자 했다. 풍선

같은 경우에 헬륨가스로 인해 부풀어 있던 라텍스 표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피가 줄어들며 쪼그라든다. 탱탱함을 잃고 울퉁불퉁해진 그

‘피부’는 본인이 산업재료에 한 번 더 감정 이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인은 재료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탄생부터 손상까지 측정되는

시간을 하나의 삶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은 본인이

부여하고자 하는 작품의 삶의 단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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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여러 재료의 물질은 본인의 손으로 만져지면서 피부를 가진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손과 그 연장으로서 핀셋 등의

도구가 사용된다. 도구에 대한 경험에 대해 에린 오코너(Erin

O’Connor)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쥐고 있는 손바닥을 통해 의식하는 대롱의 무게감은 점점

사라졌고, 그 대신 대롱의 중간 지점을 걸쳐놓은 선반 가장

자리를 느끼는 감각이 향상됐다. 그다음에는 대롱 끝에 당겨

붙는 유리 액체의 무게에 대한 감각이 향상됐고, 마침내 유

리잔 성형에 필요한 만큼의 흡입량을 느끼는 감각이 향상됐

다.”1)

핀셋을 들고 재료의 표면을 보며 조금씩 뜯어나갈 때 본인은 위와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순간 본인의 손에서 핀셋으로 그리고 또 작품의

표면으로 전해지는 압력을 감각하는 것은, 마치 물질과 본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맞닿아진 채 온기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오코너의 경험처럼 중간자의 존재는 사라지고 전달되는 감각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상태로, 본인은 그 감각 안에서 도구로서의 핀셋과 손 사이의

거리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핀셋은 재료와 손 사이에 위치하지만 손

에 더 가깝다. 중간자인 핀셋의 존재는 어느 순간 손과 합쳐지며 생략되

는데, 그것은 예민함을 극대화한 손끝, 도구로서의 ‘손’의 확장된 끝이 된

다.

1) 리처드 세넷,『장인』(21세기북스, 2010), p.2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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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오코너가 말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무언가의

일에 몰입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느끼는 의식은 사라지고, 심지

어 우리 몸 자체도 잊은 상태가 된다. 즉 지금 일하고 있는 물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인은 결국 손에서 핀셋으로, 그리고 덩어리로 만들고자 하는 재료

까지 하나로 묶여, 그 안에서 주고받아지는 감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움

직인다. 거리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온기는 재료로 전달되고 다시 그 온

기가 본인에게 전해져 오면, 닿아있는 것과 본인의 체온은 비슷해지며

그 순간 물질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 마주한다. 더 깊게 느껴나가

다 보면 그것이 마치 나의 또 다른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합일의 순간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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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직접 작품의 피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은 그것이 소요되

는 시간에 대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시간의 온전한 향

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즘엔 예전처럼 온 생을 다해 직접 자신의 손

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마치 ‘장인’과도 같은 개념이 꼭 작가를 대변

하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시

간을 사용해나가고자 한다. 손이 재료와 닿음으로 인해 감각하고, 감각을

지속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의해 본인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이데

거가 ‘손은 생각을 위한 기관이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을 하

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성립 가능하다. 작가로서 무언가를 만지는 행위

를 하는 것은 직접 느끼는 순간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은 즉

스스로 감각하며 생각을 해나가는 시간의 소유이다.

본인의 손을 거쳐 생명력을 부여받고, 인격화가 된 덩어리가 세상에

던져지기까지는 작가로서의 본인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이다. 본인

에게 있어 ‘작업을 하는 사람’ 즉,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가의 역할은 계

속해서 만져나가는 움직임을 직접 행하는 것에 있다.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앎에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길 바라는 욕심에서 기인하

였다. 그리고 본인은 시간 그 자체로도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시간 덕분에 본인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느끼고, 왜 그러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며, 질문하고 답한 후 수긍하고 다시 의심한다.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반복적이지만 시간이 흐르기에 매 순간이 새롭다.

또한, 시간은 작업과 본인 사이의 거리감을 설정해준다. 재료로서의

물질과 본인이 닿아있는 시간을 지속하는 것은 곧 본인과 작업의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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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될 수 있게 해준다. 재료를 직접 만짐으로 인해 만지는 본인과

만져지는 대상의 경계가 섞여지면서 재료와 본인과 도구는 한 몸이

된다.

시간을 온전히 본인이 쓰는 것은 작가로서의 자신이 최대한으로

작업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은 우연에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덩어리에 최대한으로 간섭한다.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했던 전통 조각가들이 재료에 자신의 체온을

닿음으로 ‘생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본인 또한 작업을

진행하며 자신과 거의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 물질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다시 본인과 분리해 놓는다고 해도 여전히

감정이입이 가능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신이 작업을 진행해나가며

그것과 밀착되어 느꼈던 친밀감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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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덩어리

작업과정에서 본인과 한 몸이었던 물질은 피부를 갖게 되면서 하나

의 독립된 객체로 분리된다. 즉, 제작된 결과물은 본인처럼 피부와 몸을

가진 덩어리로 세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 애정을 담아 본인과 닮은 피부와 몸을 설정해 주는 것은, 의

인화된 작품이 고립되지 않은 채 본인 이외의 사람 그리고 작품이 살아

가게 될 세상과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가볍게 만져지고, 놀려지는 일방적인 닿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길

바란다. 본인이 작업하며 그것과 접촉해있음을 지속해서 느끼기 위해 자

신의 손을 계속 움직인 것처럼, 작품 또한 무언가와 닿기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작품3] <덩어리들>, 가변 설치, 풍선, 헬륨가스, 메모리폼 스펀지, 실리콘, 2016



18

[작품3] <덩어리들>은 헬륨 풍선에 스펀지 다리를 만들어 붙인 것으

로, 스펀지의 끝부분에는 실리콘을 발라 바닥과 닿았을 때 탄성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본인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헬륨가스양, 스펀지

무게의 미세한 다름을 이용하여 각각의 덩어리에 움직임의 속도를 설정

하였다. 천장에 붙어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덩어리의 삶은, 헬륨 가스의

빠져나감으로 인해 곧 가라앉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전시장 곳

곳을 누빈 후, 바닥에 중심을 잡고 서 있다가 이내 쓰러지며 그 짧은 생

을 마감하게 된다. 덩어리는 제시되는 순간부터 공기의 흐름, 사람의 움

직임이 일으키는 바람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 본

인은 무대 위 배우의 움직임을 설정하듯, 작품에도 일종의 움직임을 만

들어주고자 했다.

본인은 직접 관람객이 작품에 접근해올 수 있는 만남의 장 또한 제

시하였는데, 작품이 주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관람객에게 다가가야 한

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과 관람객이 상호작용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작품에 본인이 부여한 피

부의 질감이 관람객을 유혹하고, 몸을 부여한 덩어리의 부피와 형상이

관람객에게 그것이 그들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랐다. 작품은 가만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람들

이 다가오게끔 만들어진다. 본인은 만남의 장소로서의 공간을 모란디의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풍경처럼 덩어리들의 도시 모습으로 설정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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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침입자를 기다리는 덩어리들의 고요한 도시>

가변설치, 메모리폼 스펀지, 2016

[작품4] <침입자를 기다리는 덩어리들의 고요한 도시>는 메모리폼

스펀지 덩어리의 표면을 핀셋으로 한 자밤씩 뽑아나가며 온기를 전달한

피부를 부여하고, 덩어리의 몸 내부에 쇠 추와 종을 넣어 만져진 순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오뚝이들을 같은 재질인 메모리폼 스펀지 위

에 놓은 작품이다. 관람객이 작품이 놓인 공간 안에 들어가 바닥 면을

밟으며 걷는 순간 덩어리들 또한 움직이게 되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관

람객은 침입자인 동시에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덩어리들을 반응하게

해주는 존재로 작용한다.

덩어리들의 도시는 결코 적이 아닌, 긍정적인 침입자를 기다리게 된

다. 침입자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저 고요한 도시처럼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입자들의 접촉이 그들을 쓰러지게 하지

는 않는다. 만져지고, 움직이게 되고, 소리를 내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사실이 본인에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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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작품 또한 본인처럼 세상과 닿아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덩어리에 ‘중심 잡기’라는 움직임의 형태를 부여하였다. 덩어리들

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들의 만져짐으로 인해 움직

인다. 서로가 서로에게 움직임을 선사한다. 그토록 기다려온 움직임이지

만 잠시 흔들린 후 다시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며 다음의 움직임을 기다린

다. 고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상

과 반응해 움직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관람객들 역

시 자신의 발걸음이 고요했던 작품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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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짐/ 만져짐

본인은 작업하며 작품을 만지고, 그것에 의해 만져지며 상호 작용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지고, 만져진다. 본인은 그것에 물리적, 심리적

영향 모두를 포함해서 말한다. 만지는 주체와 만져지는 객체는 서로 닿

아있는데, 섬이 곧 육지이듯,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해 그것은 결코 단절

될 수 없다. 본인은 자신이 작업과 형성했던 이러한 연결 관계를 다시

작품과 관람객, 작품과 그것이 놓인 세상 사이에서 발견해보려 한다. 작

품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롯이 세상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본인에게 일종의 고립과 같이 느껴졌다. 물론 시각

적으로도 닿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처럼 여겨졌다. 본인은 작품이 무언가와 시

각에서 촉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확장된 감각으로 닿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관람객은 작품과 닿기 위해 직접 몸을 움직인다. 작품을 향해 다가

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과 접촉해봄으로 인해 동시에 작품에 의해 만

져진다. 반면, 작품은 관람객의 다가옴을 유도하고, 그들에 의해 반응하

길 기다린다. 본인은 이러한 움직임이 정말 일방적인 닿음의 상태가 아

닌지 다시 의문을 품어보았다. 본인은 작품을 ‘살아가는 자소상’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과 필연적으로 닿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가 다가오길 기다리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작업에 개입하듯, 작품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발적

으로 움직여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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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1] <Ready to Pop>,

가변설치, 에코플렉스 겔, 메모리폼 스펀지, 모터, 낚싯줄, 2015

[참고작품1] <Ready to Pop> 세부 사진

[참고작품1] <Ready to Pop>은 뽑혀 나올 가능성을 남겨둔 덩어리

를 모터와 낚싯줄로 연결해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던 작업이었다. 본인은

덩어리가 걸쳐있는 경계면에서 뽑혀 나오기 직전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

을, 작품이 놓인 바닥과 마주하는 천장에 모터를 설치하여 설정해 보았

다. 본인은 작품 자체가 주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자 했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의 ‘모터’는 철저하게 외부동력이었다. 기계

에 의한 움직임은 인위적이었고, 마치 진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척을 하는 가식처럼 느껴졌다. 뽑힐 듯 말 듯, 들렸다 놓였다

하는 물질은 그저 기계에 붙잡혀 있을 뿐이다. 또한, 분명 존재하지만 없

는 척 하는 낚싯줄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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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2] <Couch Potato>, 19✕14✕17cm, 풍선, 메모리폼 스펀지, 모터, 2015

주체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덩어리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며 작품

내부에도 모터를 설치해보았는데, [참고작품2] <Couch Potato>는 라텍스

스펀지로 만든 작은 소파에, 노출된 지 오래되어 쪼그라들고 작아진 풍

선을 올려둔 것으로, 그 둘이 닿는 경계 내부에 모터를 설치하여 삶이

끝났다고 생각됐던 풍선 덩어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본 작업이다. 본

인은 덩어리에 큰 움직임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TV를 바라보며 소파

에 몸을 기대어 숨만 쉬고 있는 듯한, 아주 소극적인 움직임이라도 스스

로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또한 모터에 의한 움직

임이었기에 결코 자체동력이 될 수 없었다.

두 작업을 하며 본인은 점차 임시로 만들어낸 생명체가 취할 수 있

는 주체적인 움직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작품은

관람객에 의해 만져짐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직접 다가가 그들

을 만질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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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Ready to be Plucked up>

가변설치, 에코플렉스 겔, 와이어, 메모리폼 스펀지, 쇠 추, 노끈, 2018

[작품5] <Ready to be Plucked up>은 모터라는 외부동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원형으로 떠낸 실리콘에 뽑혀 나올 듯한 덩어리를 심은

후 그것을 무거운 쇳덩어리와 와이어로 연결하여, 러그로 덮은 스펀지

위에 둔 작품이다. 바닥 면인 스펀지를 밟으면 쇳덩어리가 내려가며 실

리콘 덩어리를 끌어 올린다. 작품의 움직임은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만

생긴다. 본인은 [작품5] <Ready to be Plucked up>을 진행하며 작품이

지니는 움직임을 피동과 능동 사이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 짚고 넘

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과연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만

지고, 영향을 주어 움직이게 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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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신이 작품과 닿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진짜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보았다. [작

품5] <Ready to be Plucked up>을 진행하며 본인 또한 작품처럼 누군가

자신을 움직이게 해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하게 된 것이다. 과연 본인은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주체적으로 움직이

고 있는가?

그러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지고 만져지는 것의 경계는 섞

였다. 본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움직여지는, 피동과 능동의 구분

또한 모호해졌음을 느꼈다. 스쳐 지나가는 세상 요소 중 무엇이 본인을

만졌는지, 무엇이 본인을 움직이게 하였는지 과연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

식할 수 있을까? [작품5] <Ready to be Plucked up>에서 작품은 사람이

스펀지를 밟아주어야만 움직이지만, 사람은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것에 다가가는 움직임을 행하는 것이다.

마치 그저 빈 주머니처럼 느껴진 자신이 세상 요소 중 무엇을

담았는지, 주머니에 어떤 것이 들어와 그 무게에 의해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구분하기 힘듦에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걸쳐있는데, 본인은 그 사이에서 그저 떠다니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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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3] <그림자 덩어리>, 410✕250✕240cm, 풍선, 랲, 2012

문득 그러한 구분이 허무하게 느껴지던 순간이 있었다. 그건 너무

일상적으로 하늘의 구름을 본 후였다. 눈부심을 느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구름의 그림자가 자신을 어느새 스치고 지나갔음을 알아

차리게 되었다. 우리는 간혹 구름의 그림자가 선사한 시원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지나간 후 쨍한 햇볕과 마주하고 나서야 본인이

직전까지 구름 그림자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본인을 스쳐

지나가는 세상 요소들의 경계는 마치 구름 그림자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가 멀어진다. 아마 본인을 만지고 스쳐 지나가는

세상 요소 중에 가장 커다란 부피를 가진 것이 구름의 그림자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최소한의 감각으로 다가온 움직임이기도 했다. 외부의

것들이 끊임없이 본인을 만지고 지나가는 것은 어쩌면 이렇듯 구름

그림자의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본인은 하나하나 그 움직임을 구분하기보다는, 크게 두 갈래의 방향

성으로 움직임을 잡아본다. 하나는 본인으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방향

이고, 또 하나는 외부 세상에서 본인에게로 다가오는 방향이다. 전자의

출발점은 ‘나’이다. 마치 뽑혀 나가기 직전의 피지처럼 피부를 경계로 세

상과 몸속에 걸쳐 있다가 밖으로 나가 세상과 만나게 된다. 후자의 출발

점은 구름과도 같은 위치에 설정된다. 범위가 넓으며, 파악하기 힘들지만

분명 외부에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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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그림자 방석>

서울대학교 관정관 옥상 설치, 220✕220✕120cm, PVC, 2016

지금까지의 작업이 첫 번째 출발점에 해당하였다면, [참고작품3]

<그림자 덩어리>와 [작품6] <그림자 방석>은 두 번째 출발점으로부터 시

작된 작업이다. 전자가 피지 덩어리에서 점차 부피를 키워나가, 생명력을

부여받은 임시적인 몸으로, 본인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확장해나가며 다

가갔다면, 후자는 외부로부터 본인에게 점차 축소해오며 다가온다.

[작품6] <그림자 방석>에서 본인은 사람을, 태양이 떠 있는 하늘과

그 햇빛이 닿는 땅 사이에 위치시켜 직접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위치시켰는데, 이전에 했던 [참고작품3] <구름 그림자>에서 본인을 스치

고 지나갔던 그림자 덩어리를 본인이 직접 구름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싶

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흘러가던 구름은 고정된 몸으로 대

체되었고, 그 아래 생겨난 그림자는 본인이 가만히 있음과는 상관없이

해의 흐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변형되며 움직임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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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공기주머니 쿠션은 닿아 있지만 동시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었는

데,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였고, 그 움직임을 끊임없이 의식하기 위한 관람석이 되었다.

임시적인 몸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한계를 인식한 후 진짜 사람을,

열려있는 경계를 가진 작품 속에 심어보았더니 −본인이 직접 덩어리가

되어보니− 자신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본인

은 이제 진짜 사람 또한 하나의 덩어리로, 본격적으로 제시한다. 실내에

설치한 [작품7] <나만의 방>은 실외에 설치했던 [작품6] <그림자 방석>

에서 사람이 직접 하늘과 그림자 사이의 구름이 되어봄과 같은 방식으

로, 직접 작품의 열려있는 경계에 걸쳐진, ‘심어진 물질’이 되어 진짜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로 작품 속에 존재한다.

본인이 설정한 두 갈래의 방향은 곧 만짐/만져짐이다. 그리고 두

시작점 설정의 목적은 결국 다시 그것이 본인이 세상과 닿아있는

경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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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나만의 방>, 테이크아웃 드로잉 설치, 220✕220✕220cm, PVC, 2016

[작품7] <나만의 방>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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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멍 때림의 순간을 생각해본다. 수많

은 세상의 요소들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상태, 그것은 나를 열어 두는지 닫아 두는지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잠시 생각과 생각의 연결고리

가 흐려진 그 틈에서 정적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의 머무름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나를 감싸는 주변은 계속해서 움직이

기에 나는 그 흐름을 응시하고 반응하게 되며 다시 그 속으

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애매한 고립과 의도치 않

은 방해의 움직임을 설정하고 관찰하고자 한다.

투명한 덩어리는 접촉을 기다린 채 열린 공간에 놓이게 되며

누군가 온몸으로 작품과 맞닿는 순간 기능하기 시작한다. 작

품 내부로 들어간 몸은 물질과 밀착되며 그로 인해 외부와의

거리가 확보된다. 얇은 막이 생기지만 동시에 적나라하게 보

이며 내부의 사람과 외부의 세상은 서로의 위치에서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 의식하거나, 혹은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은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중심을 잡고 잠시의 정적 속에 부유해보길 바란다. 곧 생기

는 움직임이 그 정적을 깨기 전까지 혼자만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소유한 척 해보자.

-

하늘과 마주 보는 공간 또는 카페와 같은 열린 장소에서

사람은 섬처럼 작품 속에 가둬진 채 떠 있게 된다. 온몸은

투명 쿠션 안에 들어가 있는 동시에 외부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모호한 경계 안에서 고요히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멍하게 앉아있는 순간에도 구름은 흘러가고 그림자는 나를

스치고 지나가며 사람들은 왔다 간다.

- <그림자 방석>, <나만의 방> 작업 中, 작업 노트에서 발췌



31

제 3 장 마치며

누구를 위하여 손은 움직이는가?

본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덩어리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자소

상으로 바라보며 감정이입하고 그것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

인해나간다. 본인을 직접 볼 수 없기에 자신과 동일화 과정을 거쳤던 존

재를 다시 분리해 관찰하여 그것을 통해 다시 본인의 삶을, 더 나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투영하여 바라보고자 했다. 작품의 삶은 곧

본인의 삶처럼 여겨지기에, 본인에게 있어 산업 물질에 처음 손을 뻗어

나가는 첫 접촉의 순간은 그 모든 삶의 시작점이 된다.

본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지는 행위를 하며, 나에게 만져짐 당한

덩어리를 세상에 내놓는다. 만지고 만져지는 덩어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접촉과 움직임을 탐구한다.’라고 작업하는 자신

을 정의 내리곤 했다.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지속해서 만져나

가는 일이며, 동시에 세상과 닿아있음을 계속해서 느껴나가는 일이다. 그

것은 작가로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본인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을 대입한 작품 또한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는다. 존 던의

시가 본인에게 위안이 되는 것처럼, 본인의 작업 또한 작품과 마주하게

되는 사람에게 어떤 닿아있음의 위로를 안겨줄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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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rtworks on

Reciprocity Perceived through

Contact

Yang, Hee Ye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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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begins from an awareness of the skin, which acts as

a boundary and, at the same time, a surface through which one

makes contact with the world. The placement of small grains on the

front and back of a surface presents a permeable boundary, thereby

supporting the assumption of one’s skin being an open space. The

depiction of one’s boundary surface as an approachable contact

surface instead of an inaccessible wall demonstrates that one cannot

be completely cut off from the world.

The above notion of the skin has also been integrated into the

work. Since the work too will inevitably encounter the world, its

surface was designed as an open space to prevent isolation. Th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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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volved in assigning a skin to the work include the choice of

material, the use of hands, and the experience of time. My

relationship with the materials is strengthened by touching them with

my hands and fully experiencing them through continuous contact.

The work and I engaged in mutual interactions,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by touching and being touched. In this process, the

selected industrial materials attained a skin infused with my warmth,

and I gradually perceived them as equal beings to myself.

When the materials become a piece of work, they are separated

from me, and assume a skin and body of their own. That is, they

gain presence in the world as an entity that takes up volume. The

changes to the work with aging become traces of time. Similar to the

aging of skin, the oxidation of industrial materials, is a process that

unfolds over time. This was perceived as a life of a different unit,

and labeled as the self-portrait of a completed piece of work.

The work presented in this paper is assigned a life of different

units depending on material, as part of an attempt to discover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between each life and the outside world.

This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how I confirmed my own point of

contact with the world. The work and I are similar in that we are

both living masses. I have invested time and affection in assigning

“skin and body” to materials, and this is aimed at projecting my

own life onto them. As such, the moment my hand comes into first

contact with a material is the starting point to gaining awareness of

my life. By observing the work’s life, I seek to enhance my

awareness of how I am interacting with the world through the open,

permeable boundary of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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