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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환경보호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의 제시며, 서

로의 공존을 위한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연을 보

호한다는 개념은 인간의 사고(思考)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러한 현상에서 본인은 오늘날의 인간 중심적인 환경보호와 마주했

다. 본인은 환경보호의 목적이 왜곡되는 지점에서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순의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현태(現態)를 바탕으로 인

간의 모순된 태도를 이미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였다. 본인

은 자연이 가진 내재적인 가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

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발현되는 현상을 보았으며, 환경 문제가 문

화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의미와 의도가 훼손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서 현상이 지닌 본래의 의

미를 본인과 타인에게 상기시키는 방향을 탐구하며, 본래의 목적

을 자각함과 동시에 오늘날의 환경보호라는 모순적 요소를 타인

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 작업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환경문제 현상들과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터넷 영상과 기사, 뉴스 등

의 요소 위주로 관찰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소재가 내포하고 있는

이상 현상들에서 본인의 모습과 현대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본인은 다양한 환경 문제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이

슈가 되고 있는 인류세로서의 닭과 미세먼지 현상에 주목하게 되

었다. 닭의 사육을 위해 과도하게 투여된 항생제와 치킨 소비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병아리가 음식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통해서 인류세, 공장화 사육, 치킨 문화에 주목해, 닭의 뼈와

고기를 수집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박제된 오브제나 영상을 통해

현상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통해서는 현대



인의 자기 위안, 인간의 이기심 등의 현상을 토대로 방독면, 흡연

실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미세먼지 마스크가 패션과 주거 공간 그

리고 개인적인 모순의 현상을 관찰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이 바라보는 환경문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모순

된 태도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모순된 태도들을 통해 끝내

는 환경 보호가 실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기도 하다. 본 작업은 본인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만들어내

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익

숙함과 편리함이라는 원인이 도덕적인 딜레마를 만들어 이를 회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모순은 발생하였다. 환경문제를 이미지화한

본인의 작업을 통해 현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한

다.

주요어 : 인간의 모순적 태도, 인간중심적 환경보호, 인류세, 닭,

미세먼지

학 번 : 2016-2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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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인은 일상 속에서 어색함 없이 사용되다 사라져버리는 신조어들

몇 년, 몇 달 사이에도 바뀌어버리는 상호(商號)에서 사회의 빠른 변화를

실감한다. 과거 추억으로 남아 있던 장소는 흔적으로 발견되고, 무수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한다.

오늘날 사회 변화를 나타내는 ‘개혁, 진화, 혁신’과 같은 단어들은 도전적

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로부터 미래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

로 바라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

어로 현재에 대한 불안정한 개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미완성된 모습이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움의 추구, 발견과 발명에 대한 집중은

한 꺼풀만 벗겨내도 현실의 다양한 면모에 대한 결여를 드러낸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회적 경향은

대부분 자연 파괴와 결부되어 있다. 문명의 발전은 자연의 파괴를 전제

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의 공생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자연

의 훼손이 따르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자연과 인간의 동화(同化)는 슬

로건으로 자연 친화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것이 아닌 옛것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인공적인 조경을 삼가고, 자연의 상태로 동산과 정원을 만들었던 소

쇄원(瀟灑園) 1)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한 예를 보여준다. 건축적 가

치에서 소쇄원은 오늘날처럼 건축물의 가치가 효율성과 효과적인 면적의

사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쇄원의 담벼락은 시냇물

의 흐름을 막지 않은 채 담장을 새워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다.

1)소쇄원, � “소쇄원 瀟灑園”,�

http://www.soswaewon.co.kr/bin/minihome/neo_main758.htm?seq=9979&_aldo=11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원림이

다. 한국 민간 원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명승 40호로 지정된 곳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순응,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서 경관의 

아름다움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문화유산의 보배이다.

http://www.soswaewon.co.kr/bin/minihome/neo_main758.htm?seq=9979&_aldo=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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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쇄원은 건축물 주변의 지형과 기후 등이 서로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는

지, 얼마나 자연을 고려했는지의 여부 또한 건축적 가치에 포함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근본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

이 자연 친화성임을 알려준다. 인간이 느끼는 안락함과 편안함은 소쇄원

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에서 더 잘 발견되었으며‘자연 친화적’이라

는 의미 역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

보호 역시 자연에 초점을 맞춘 생태 중심의 환경보호로 변화되어야 한

다. 인간과 자연의 상생(相生)을 보여주는 소쇄원의 사례는 인간이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큼, 개개인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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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중심주의의 시각화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류의 운명이 어두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인은 생활 속 개인의 자기

진단이 자연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이켜 보는 순간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의 자연은 인간의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

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자

연을 대하는 것이 실태이다. 과거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던 땅은

개인의 사유지가 되었고 인간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식물을 보

존, 멸종시키며 인간을 제외한 대다수 생명체의 자유 범위를 축소시켰다.

심지어 상품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물과 공기마저 상품으로서 재

화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본인은 변화하는 환경의 모습을 통해 현재

의 자연보호가 인간 중심적으로 놓여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주체와

대상’, ‘목적과 수단,’이라는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로 자리 잡아, 자연과의

상생이 사라져 가는 것을 발견했다. 과학 시대라 불리는 현대는 인간이

가진 사고(思考)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

간에 의해 자연의 가치가 결정된다. 본인은 오늘날 자연의 불안정한 미

래를 시각화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환경보호를 작업의 배경으로 두고,

이를 통해 인간의 모순된 태도를 찾는 것을 작업의 시작점이자 과정으로

두었다.

인간중심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에서 나온다는 사고방식으로

인간 이외의 대상들을 자기 동일화의 과정으로 끌어들인다. 이로 인해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 선택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며 정당화된다.

인간중심주의는 근대 인간중심주의 사상의 대표로 거론되는 칸트의 목

적론적 자연관 2) 에 주목하여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이

2)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은‘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다르다’로 해석된다. 정성

관의「생태관의 현대적 조명」에 따르면 칸트가 인간중심 주의자라는 이유로 환경문제

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칸트의 도덕철학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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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긴

다. 20세기에 들어, 각 영역의 학자들은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자연

을 상위개념에 두어 비 인간중심주의 개념을 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환경보호 활동 역시 인간중심주의의 모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

편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도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

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의 일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계기가

생기게 될 때, 개인은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인 예시로, 플라스틱 생수

병에 관한 경험을 들 수 있다. 생수병은 물을 담고 있는 용기(容器)다.

그러나 물을 다 마시고 갈증이 해소된 이후에는 쓸모없는 것으로 인지된

다. 즉,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인식하지 않았다가 쓸모가 없어지고 난 뒤에

야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비로소 버려지는 대상이 생수병이다.

물론 플라스틱이 자연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생수병을 버리는 행위를 주의 깊게 인지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본인의 행동이 환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발된 모순 행위였다. 이러한 발견은 다양한 환

경 보호 활동, 특히 플라스틱 수거와 환경 정화 캠페인을 시행하는 동시

에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주목하게끔

만들었다. 이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이어졌

다.

이 계기로 자신의 가치관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의 모

순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

다. 본인의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몇 가지 사건에서 발현되었던 심리,

행동, 인지 등의 변화를 확인해보았고, 이후 각 사건에서의 판단과 결정

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혹은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

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 (사물) 들에 대한 도덕적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

며, 자연 대상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인간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말했다.(정성관, 「생태관의 현대적 조명」,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4, 44-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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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결정이었는지를 구분해보았다. 이에 따라 객관적 지표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라는 개체에서의 모순은 ‘편리함’ 혹은 ‘익숙함’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인간이 겪는 도덕적 딜레마 현상을 인간의 모순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은 생수병을 상세히 관찰하고 판단하여 깨닫게

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은 새로운 경험이라 표현하고 싶다.

어떤 쪽으로든 한번 마음 정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면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기까지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감정에 더욱 무게를 싣는 사람은

의식의 변화를 보다 잘 수용한다. 하지만 두 영역은 서

로에게 익숙하며 경쟁관계나 시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변화를 잘 수용하면서도 판단력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보통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여겨진

다. 3)

위와 같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른 시차로 발생한

다. 이 새로운 경험을 현대가 표방하는 자연보호와 그 이면의 인간중심

주의라는 모순성을 알아채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일상에서 플라스틱병의

예시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현대 자연보호 활동의

모순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그 모순을 짚어내

고 가시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개별 인간의 경험에서 다른 시차로 발

생하는,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순 발견의 순간들을 한 점으로 모

으고자 했다. 개인의 시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와 같이 인간의 모순성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경우, 객관적인 관

찰을 통해 대상을 직접 노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

를 통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이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

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의 ‘닭’ 작업에서는 닭의 뼈와 살을, ‘미세

먼지’ 작업에서는 마스크와 방독면을 사용하여 모순된 두 현상을 병치,

3) 클라우스 보셀만,『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진재운 옮김,도요새, 

199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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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함으로써 문제점을 직접 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본인은 변화하

는 현대의 과학 문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에서 순수성을 느

꼈으며 이러한 현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은 인간이 자

연으로부터 어떤 이해를 추구하며,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상기(想起)

시키고자 하였다.



- 7 -

2.1 모순 현상의 확장

오늘날 문명의 이기(利器) 속에서 잊혀 가는 가치를 재발견하여 개인

의 행복을 복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미니멀라이프라 칭한다. 미니멀

라이프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피상적 관계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

중하는 생활방식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지양하고 삶의 불필요한 요소

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인은 미니멀라이프의 최소화 행위에

서 ‘이미 가졌던 것’을 버리는 현상에 논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 또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불필요한 관계와 물질을 규정하

며, 이를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자원을 재낭비하는 역설을 가진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현상은 특히 유례없이 풍족한 자본을

누리는 현대에 두드러진다. 이에 미니멀라이프의 ‘버린다’라는 행위는 실

상 ‘감추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미니멀라이프 역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모순 행위라 해석했다. 본인은 불필요한 경제활동을 지

속하는 현대 인간의 모순된 행위를 작업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오늘날 넘쳐나는 자본은 생산된 재화를 기반으로 현대인의 자유로운

구매, 소비의 배경이 되지만, 이를 유행과 문화의 현상으로 확장ㆍ변질

시켜 과소비 현상을 촉진하고 과열시켰다. 유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소

비를 촉진한다. 하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대상을 주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밴드왜건 효과 4) 라 한다. 예를 들

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유명 연예인과 함께 등장 시켜 이를 본 소비

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행하는 상품을 소비하게 한다.

4)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8292,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

대 차다. 악대 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

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들이 불어

나는 현상을 비유한다.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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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양떼 효과 5) 는 유행이 시작되고 난 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소극적 소비행위로 나타난다.

본인은 이 두 가지 방식이 과소비와 낭비를 지속하게 만드는 현대사회

특유의 소비문화로, 인간의 모순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소비

자가 따라 하는 유행의 현상은 껍데기에 치중된 삶을 만들며 자원의 낭

비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모순 현상이 비단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발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밴드왜건효과

와 양떼효과는 친환경 농업,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과 같은 환경친화적

인 문화를 주류로 자리 잡게 하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환경보호

를 앞세운 기업의 이익 창출과 정치적 수단, 패스트-패션과 같은 비이상

적인 형태의 확장이 동시에 발견된다는 점에서 위의 이점 역시, 표피적

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

경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모순된 태도를 표현하는 소재로 밴드왜건

효과와 양떼효과를 작업에 반영하였다.

닭을 사용한 작업인 <인류세>, <황금 병아리>, <닭 回 인>을 통해서

사육의 공장화 문제, 항생제 과다 투여, 과 밀집된 치킨 체인점 등, 식품

으로서 닭의 소비량 증가와 닭이라는 종의 개체 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모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환경문제에 가려진 닭 사

육 문제를 되짚고자 하였다.

본인은 미디어와 인터넷에 언급되어 이제는 관용어로 굳어지고 있는

신조어인 ‘야식은 치킨’, ‘치킨에는 맥주’, ‘ 치느님 6)’등의 표현이 치킨 문

5) 양떼효과(Herding effect),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7454

한무리에서 혼자 뒤처지거나 동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따라하는 현상. 특정브랜드의 옷

이나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제품을 사용하려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증시에서는 밴드왜건 효과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양떼

효과는 뒤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치킨과 하느님의 조합어로 어떤 음식보다 대단하며 만능으로서의 치킨을 이르는 과장

법이다.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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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드러내는 슬로건이 되었다고 느낀다. 이는 유행에 의존하는 소비로

식생활의 다양성을 편협하게 만들고, 소비자가 치킨 외의 다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원하지 않는 사람까

지도 유행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고, 이는 다시 닭의 소비를 촉진하는 결

과를 낳는다. 또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닭을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식보

다 치킨이라는 음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지적하고

자 한 현상은 인간에 의한 닭의 가축화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닭 개체

수의 증가, 식(食) 문화 속 유행이 이끄는 치킨 소비량의 급증을 통해 변

화한 닭에 관한 인식이다. 본인은 닭이 재화의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로

영계가 도축되며, 죽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닭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현상을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미세먼지 마스크 작업은 양떼효과를 적용하였다. 미세먼지가 대기오염

으로부터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마스크

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은 구

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단 효과보다도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마스크를

만드는 데에 급급하기 시작했다. 상품 경쟁력을 위해 본래의 목적인 미

세먼지 차단 효과는 미미한 마스크를 대량생산한 것이다. 결국 색과 디

자인이 다양한 마스크는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야 하는 본래 목적

이 상실된 것을 느낀다.

본인은 패션 마스크로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바라보며 소비를 촉진하는 유행 현

상이 마스크 착용의 의미를 퇴색시켰음을 느꼈다. 경제활동만을 우선하

는 행위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흐리게 하며, 또 다른 왜곡 현상을 낳는

다. 이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오늘날 환경문제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개인

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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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방하는 행위

환경에 대한 인간의 모순적 사고와 행위를 주제로 작업하며 본인 역시

환경 보호의 일반적인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 모방의 행위와 그

과정 또한 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모방은 주로 본

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본인의 변화한 심

리와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대조해

자연환경을 대하는 현대인의 모순성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발견한 변화는 세뇌였다. 실제로는 본인과 관련이 없는 집단

에 가상의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세뇌가 시작되었다. 환경운동

을 하는 집단이 가진 의무감을 그에 소속되지 않은 자신에게 부여하여

환경운동의 정의와 가치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미미한 심리적 변화로

부터 출발한 의무감은 대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확장되어 갔다. 그러한

변화는 타인에게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의식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인지시키는 본인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세뇌를 통해 환경 운동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자

그간 작은 습관이 일으켰을 커다란 환경 변화가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

에 그간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정당화는 자신

의 행동을 미화하는 자기 위안의 과정을 만들었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현상을 ‘다수가 그렇게 행위 한다’와 같이 일반화시켜 모순을 만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었다. 행동을 미

화하고 일반화로 희석하는 행위는 본인의 내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도덕

성과 윤리의식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또한 실제로는 환경보호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음에도 환경에 대해 작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

게 되어 솔직하지 못한 괴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환경운동을 모

방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환경운동의 방법과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본인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행동 제어를 유발하였다. 모

방의 행위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도덕적 딜레마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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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하였다. 환

경운동에 대한 모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굴레 속에 머물

게 하였다. 이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 ‘나’에서 ‘우리’로 질문의 대상이 확장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본인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

의 해답이 인간에게 있으며 개인에게 내재한 모순의 발견이 환경과 인간

의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접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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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닭에 대한 관찰

생명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생명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인 것과 같이, 동물의 일생은 동물의 것이며, 그 생

명 역시 동물이 주인이다. 그러나 가축으로 분류되는 소, 닭, 돼지의 경

우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닌 인간 식생활을 위한 식품으로 점

차 변화되었다.

인간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육류가 과거의 고급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육류 소비량의 증가는 가축의 개체 수 증가

를 불러왔다. 무자비한 가축의 살생과 공장화된 양식의 형태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며 가

축은 인간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닭의 경우 브

로일러라는 육계의 형태로 진화해 식용 부위가 비대화 되고 반대로 뼈는

축소되는 형태가 되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육계로 완벽하게 탈바꿈

되었다. 현재 가금류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한 종에 속하며, 매년

650억 마리의 닭이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현 지구상에는 약 230억 마리의 닭이 상시로 사육되고 있다. 일반적인

양계장의 경우 대략 5만 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난다. 알에서의 부화 이전

부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닭장 속에서 길러지며, 하루 5번의 먹이

가 제공되고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가능한 닭장에서 살집을 불리고 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영국 왕립 오픈 사이언스 (Royal Society Open

Science) 캬리즈 베넷 연구팀 7)에서 발간한 인류세 8) 연구에 의하면 닭의

7) 캬리즈베넷 연구팀이 발간한 학술지는 인간으로부터 재구성된 육계의 생물권에 대한

연구로 1961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에서 소비된 가축 (닭, 돼지, 소)의 수치를 도식화하

였고, 공장화된 닭장 속에서 길러진 오늘날 육계의 뼈를 고대의 닭의 뼈와 비교한 기록,

20세기 들어서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 육계 (브로일러)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arys E. Bennett, “The broiler chicken as a signal of a human reconfigured

biosphere”, RoyalSociety Open Science, Volume 5, Issue 12, 2018, p8)

8) 인류세 (人類世),“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
000811132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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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는 오늘날 인류가 ‘존재했었음’을 증명할 지표가 된다고 한다. 또한, 현

대의 인류는 먼 훗날의 우리가 “Chicken People”9) 이라 불리게 될 가능

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확산하였던 문화 양상으로 시

대를 특징 지어 나타내는 표현이다. 토기를 사용했던 석기시대 이후를

“토기 문화”라 지칭했던 것처럼 닭의 화석이 새로운 지질시대 진입과 동

시에 닭 시대(Age of the Chicken)라는 표현으로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

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씨는 조류의

뼈는 다른 동물들보다 약하고 무르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 어려운 편이

지만 현재의 육계는 (브로일러)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쓰레기 매립

장 속에서 미라처럼 굳어버린 닭 뼈가 발견될 정도라고 한다. 현재 닭의

뼈는 그 분포 영역이 넓고, 많은 양이 발견될 수 있어 인류세의 표준 화

석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한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닭의 뼈 화석을 통

해서 닭이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무자비한 개량과 양식 속에서 닭의 살은 인간에게 식품으로서

양분이 되고 있지만, 닭의 뼈가 오늘날 인류가 ‘존재했었음’을 알리는 지

표로 남겨질 것이다. 토지 부족 시대에 인류의 장례 문화가 화장(火葬)의

방향으로 바뀌고,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고 있는 닭의 뼈들은 땅속에

묻힌다. 먼 훗날 이 땅은 상위 포식자였던 인간의 흔적은 사라지고 닭이

인류세로 남아 주객이 전도된 현상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본다. 본인은 이

시대가 인간의 세상이 아닌 닭의 시대였다고 생각해 본다. 이 시대를 대

표하는 것이 닭일 수 있다는 인류세 의 연구 결과는 현대인의 자의적 인

지와 실제 상황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자연 파괴의 하나이

자 모순이라 생각한다.

크뤼천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로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환경체계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
우게 된 시대를 뜻한다. 시대 순으로는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지질시대 최후의 시대
이자 현세인 충적세에 이은 것이다.

9) “Future Humans May Call Us the 'Chicken People,' and Here's Why”, Live
Science, 2018.12.12,
https://www.livescience.com/64280-chickens-taking-over-world.html (접속일: 201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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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품 1. <인류세>

작품1 <인류세>, 닭 뼈, 관 액자, 87.5 x 75.5 x 7cm, 2016

닭을 먹는 과정을 포함해 닭의 뼈를 수작업으로 해체하는 것이 인류세

작업의 시작이자 과정이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며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

닭을 먹는 것과 뼈를 얻기 위해 닭을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이 작업 이전에, 본인에게 닭이란 양과 맛을 가지는 살코기였기 때

문에, 뼈는 살코기의 양만큼 따라오는 불필요한 부산물이라 여겼다. 하지

만 작업을 위해 다시 닭고기를 마주하자 그 뼈의 양은 본인이 평소 생각

했던 것과 다르게 소량임을 체감하였다. 작업으로 인해 집중의 대상이

고기에서 뼈로 바뀌자 닭의 뼈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세 현상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닭 뼈를 얻기 위해 치킨을 직접 먹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는 인간이 닭을 소비하는 형태가 본인이 닭을 먹는 행위로써 재현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직접 닭을 먹어서 나오는 뼈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

인이 닭을 주제로 작업하는 이유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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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인류세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이 작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이 되

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류세의 명명이 소수가

아닌 인류 전체를 포함한다는 점에 다시금 주목하였다. 작업을 위해 일

부러 뼈를 찾겠다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그 뼈를 찾아내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식품의

섭취에 따라 생겨난 부산물인 ‘버려진 닭 뼈’를 재료로 사용하기로 하였

다. 양계장이 공장화되어 생명을 제품처럼 생산하고, 그 끝에 우리들의

식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주택,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

레기통에서 닭 뼈를 수집하였다. 2013년 한국의 환경부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확대 시행하여 닭 뼈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되었지만, 반신반의

하며 열었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닭 뼈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삼계탕 집을 방문하여 닭 뼈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다른 음식물들과 달

리 닭 뼈는 잘 썩지 않아 보존 상태가 좋았다. 닭 뼈들은 비누를 물에

풀어내어 단시간 동안 삶아 남은 살점을 제거하고 이물질을 없애는 작업

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집한 닭 뼈는 이미 조리가 완료된 것이라는 전

제를 두었기 때문에 장시간 삶으면 뼈가 부서질 수 있음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 이물질을 제거한 닭 뼈들은 음식물 건조기에 넣어 말

린 후, 햇볕에 2차 건조 작업을 하였다. 인류세 작업을 위한 소재를 마련

하며 본인이 평소에는 쉽게 자각하지 못하던 다양한 감상을 겪었다. 이

는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과 같은 것이었다. 작업을 위해

닭을 작위적으로 먹었던 초기에는 양계장의 닭 생산을 촉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본인이 인류세 작업을 위해 채집한 닭 뼈들은 황금색 관 액자 안에 설

치되어 있다. 이는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화이트 큐브 안에 전시된 값어

치 있고 소중하게 다뤄지는 작품들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황금색 액자를

통해 역사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닭 뼈가 재탄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싶었다. 동시에 닭 뼈들

을 질서 없이 담아놓았고, 가까이에서 바라보아야만 그 형태가 조류였음

을 짐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황금색 관 액자를 통해 부여되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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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와 닭 뼈라는 일상적이며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

는 소재를 마주치게 함으로써 모순을 표현하고자 했다.

[참고 도판 1] 저스틴 지냑의 NYC Garbage

인류세 작업에 대한 예시는 뉴욕 아티스트 저스틴 지냑(Justine

Gignac)의‘NYC Garbage’ 작업의 의미와도 상통하다. 그가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서 판매했던 Garbage 시리즈의 작업들은

“특별한 날 혹은 그 장소에 존재했던 물건의 잔해가 추
억이 더해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기념할 만한 시공간
적인 기념품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것을 간직
하는 것을 재해석한 작업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이 있는
기념품이자 상징물이 되었다.” 10)

닭 뼈 작업은 저스틴 지냑의 작업과 같은 맥락으로 좁은 우리 안에서

갇혀 지내왔던 시간을 담았고, 죽어서도 닭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

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인류세 작업은 인간을 지구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자 역

할에 인간을 놓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놓여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지,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고,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는 존재라도 그것

10) “뉴욕 ‘쓰레기큐브’…발상의 전환”,<에너지경제>,2014.12.30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15468> (접속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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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치를 부여하고 다시 바라보는 순간에 문제 인식이 시작되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소중함의 감정은 사라져 가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에서 발현된다. 닭의 뼈를 모으고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인류

세의 모습을 담고자 했으며, 액자 속의 뼈들은 태어나는 순간 인간에 의

해 가치가 정해진 닭의 삶을 비추는 동시에 동물에게 삶을 부여하는 인

간의 이기심을 보여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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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2. <황금 병아리>

작품2 <황금 병아리>, 치킨, 압축 비닐백, 액자, 30 x 37.5 x 2cm, 2019

오늘날 치킨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가금류 식

품업종의 거대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한다.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본인은 치킨을 통해 육계의 진화,

공장형 집중 사육, 닭의 질병을 막기 위해 쓰이는 항생제 등 ‘치킨’의 식

문화에 가려진 닭의 이면에 집중하였다.

본인은 30일 남짓 자란 병아리가 ‘치킨'으로 둔갑하는 과정이 황금만

능주의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병아리가 재화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영원할 수 없는 대상에서 영원을 염원하는 행위는 마치 화폐

가 가진 그 가치로 인해 화폐가 종이가 아닌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로 여

겨지는 것과 닮아있다. 한 유기체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생의 과정은 단

지 재물로만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닭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리

하는 치킨과 관련된 신조어들은 다양하다. ‘야식은 치킨’, ‘치킨에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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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치킨을 신격화하는 ‘치느님’, 치킨을 감별하는 사람을 뜻하는 ‘치믈리

에’ 등의 신조어들은 일종의 슬로건으로 치킨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자 하는 전략으로, 대중들에게 치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치킨은 닭의 영문 표기법이 아닌 특정한 방식의

닭 요리로서의 ‘치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닭은 동물의 한 개체라기

보다 음식의 형태로 문화에 자리 잡은 것이다. 본인은 치킨이 재화의 가

치로 인지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튀긴 닭 위에 식용 금박지를 입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흔히, 치킨 체인점에서는 주로 8호, 9호의 생닭을 조리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매한 체인점 치킨의 닭 다리는 8호 생닭의 크기

에 미치지 못하는 병아리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작업을 위해 닭 다리를

식품 압축기에 넣어 산소 유입을 최소화하여 빠른 산패를 막았고 밀가루

튀김이 되어 있는 껍질에 식용 금박지를 덧붙여 껍질 위의 또 다른 껍질

이 씌워지도록 하였다. 과 밀집된 치킨 체인점들은, 치킨 위에 다른 양념

을 덧바름으로써 유행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한다. 이는 재화를 목적으로

비롯된 인간의 탐욕이자 욕망이라 생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 특히 어린 동물이 인간의

유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모습에 동정심을 느낀다. 하지만 동

물이 가공육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를 기꺼이 맛있는 음식으로 받아들

이는 모습에서 인간의 모순성을 느꼈다. 판매자는 병아리가 재화의 가치

를 가지고 있고, 이를 높여주는 수단으로 치킨 위에 튀김 코팅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본인은 위의 치킨을 구매해 황금을 입히고 액자에 박제

시킴으로써 오늘날 ‘치킨’ 문화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고자

했다. 치킨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부패가 진행될 수 있고, 미라화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채로 치킨을 비닐로 밀봉했다. 이는 병아리 치킨

이라는 현상이 훗날 사라져버린 문화가 될 수도, 고착될 수도 있다는 점

을 고려한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의 상태로 치킨을 두고자

하였다. 황금 치킨이 부패해 포장된 비닐 막을 뚫고 나오는 결말로 작업

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도 병아리 치킨은 산패되지 않고 미

라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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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작품 3. <닭 回 인>

작품3 <닭 回 인 >, 단 채널 비디오, 2분 7초, 2019

2014년 대한민국에 첫 조류 인플루엔자 11) 바이러스(이하 AI)가 발발

한 당시, 많은 농장에서는 닭과 오리를 산 채로 매립하고 폐기하였다.

AI는 그동안 자애롭지 못한 양식 방법에 반란이라도 하는 듯, 인간에게

도 전이할 수 있게 형질을 변화시켰으며, 죽음의 바이러스로 여겨졌다.

당시 AI는 인구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흑사병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명적이었다.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인류를 피

해야만 했던 조류들을 반대로 인간이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11)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animal/prevent/ani_birdflu.jsp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
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
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에서 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 기구(OIE)에서
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
고 하도록 되어있다.

http://www.qia.go.kr/animal/prevent/ani_birdfl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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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처럼 여겨졌다.

‘닭 回 인’의 回는 순환을 의미하며 한자 ‘回 (돌아올 회)’를 사용하여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回에서 보게 되는 사각의 이미지는 텔레비전

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 매체의 틀을 떠올리게 했다. 사각의 틀이 두 번

겹쳐진 回의 형태는 사회적 현상 안의 또 다른 현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와도 맞물린다.

작품 3-1 <닭 回 인 > 영상 세부 사진

영상은 총 2분 7초의 길이로 제작되었으며, ‘육식의 반란 3 팝콘 치킨

의 고백’, ‘예고된 재앙, 조류인플루엔자’, ‘뉴스 조류인플루엔자 파장 닭·

오리 소비 불안’ 등, AI가 발발한 당시의 상황을 중계하는 영상을 사용

하였다. 이 영상들은 AI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영상의 배경이 되는 음악은 한국 민요의 ‘새타령’이다. 새와 함께 봄의

경치를 노래하는 민요로, 인간과 새의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노래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본인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죽음을 맞이한 닭을 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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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용하게 추모하기보다는 민요 ‘새타령’과 함께 영상을 보여줌으로

써 현상을 희화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오늘날 매체를 통해 환

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이것을 피상적으로만 느끼며,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 심정적 깊이에 대해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벼운 느낌으로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닭

의 죽음이 불러온 한 농가의 몰락으로, 농민의 죽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을 표현하고자 새타령의 전주 부분 (1분 40초)에 농민의 울음소리를

삽입하였다. 농민의 음성의 내용은 ‘1,500만 원만’이라고 흐느끼며 내뱉는

다. 본인은 슬퍼하는 농민의 울음소리가 생명체인 닭을 잃은 슬픔보다는

재화를 잃은 상실감으로 느껴졌다.

영상은 AI가 일어났던 시점부터 질병 확산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며, 전주를 기준으로 영상의 앞부분은 닭들이

양계장 안에서 과 밀집된 상태로 자라나는 모습을 비추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져 조류들

이 땅속에 묻히는 장면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스로 인해 토양 오염이 야

기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동시에 영상 하단에 시청자의 문자 메시지 참

여를 촉구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는 ‘국민 소통’ 방

식을 담았다. 하지만 시청자 메시지는 실상 개인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가상적 소통 감을 전달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자 메시지는 소통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는 오늘날의 현대

인을 표현한다.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메시지들은 현상을 정확히 짚

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반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

였다. 과열된 현상 속에서 위로와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자 하지만, 실제

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인이 발견한 현대사회 속 인간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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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관찰

미세먼지는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온 폐해 중 하나이다. 즐

비하게 늘어난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환경보다는 효율이 고려되

었기 때문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여과되지

않는 새로운 먼지가 나타났다. 먼지보다 작다는 의미에서 ‘미세먼지’라고

불리며 이보다 더 작아 곧바로 폐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초

미세 먼지’의 발견은, 오늘날 산업 발전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치명적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공략으로, 연구 기업의 설립과 기업의 제품 활성화를

위한 이슈 등, 다양한 사회 문화에서 줄곧 등장하고 있다.

현대인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는 정보 홍수라 불릴 만큼 무수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으며, 그만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

게 얻어진 정보는 빠르게 휘발되며 그마저도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만을

과장하여 받아들이고, 원치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특

징을 보인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지

되는 과정을 거쳤다. 환경 문제에 미세먼지가 거론되기 시작할 때 대다

수 사람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반

복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고, 심지어 ‘국가적 재난’으로 불리기 시작

하자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늘날 ‘미세먼지’는 환

경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단어가 되었고, 대기 오염의

대표적인 단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본인은 미세먼지와 과거 오존층 문제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대

중매체에 보이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처럼, 오존층 파괴가 이슈였던 당시

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 교과서와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오존

층 파괴로 인해 인류가 겪을 심각한 문제를 보도했다. 특히 오존층 파괴

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아, 정부는 프레온 가스를 발생시키

는 기기를 제한하고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 이

후 프레온 가스와 관련된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봄과 동시에 환경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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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성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처방안은 ‘냉장고 문을 빨리 닫읍시

다’와 같은 개인적 실천 변화에 머물렀다. 이는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범국

민적 운동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와 같은 법률적 제도화

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방안과 같은

차례를 밟은 사례들은 이전에도 많았다. 현재도 환경 문제는 개인에게

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법률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한 규

제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한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느낀다. ‘대비하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대응’하는 상황은 환경 문제들이

다뤄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눈에

보이는 피해나 불편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두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시적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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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작품 4. <껍질1>

작품4 <껍질1>, 방진복, 15 x 20 x 1.7cm, 2018

비탄스럽다. 숨도 못 쉬게 바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다는 말들이, 정말 숨도 못 쉬는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황사… 황사는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았
다. 그깟 모래 먼지 바람, 마스크를 쓰면 그만. 사오월
에 이따금씩 귀에 들리는 이야기 공장이 열심히 돌아
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 어느덧 여름
이 온다는 알림. 그 정도 딱 거기까지……난 카페의 창
가 자리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며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
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마스크를 쓴 듯 안 쓴 듯
한 사람들 모습을 보며, 마스크를 썼다는 안도감에 자
기 위안을 하는 ‘나와 너’ 도 보았다. 흡연자들 얼굴에
씌워진 마스크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낀다. 핸드폰의
미세먼지 재난 알림 소리가 무섭게 울어댄다. 처음엔
불안하고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젠 일상생활인 듯
가볍게 확인하고 넘겨버린다. 집에 가는 길, 우리 옆집
을 다시 짓는 노동자들을 보았다. 무엇을 얻기 위해 무
엇을 잃고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 허망하다.

작업 노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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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1>은 일반적인 재난 사태를 대비하여 비치해 놓은 방독면의 형

태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방독면은 생물 작용제, 화학 작용제, 방사능 작

용제 등으로 분류된다. 즉, 국가적 재난과 공공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방독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독면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

분 공공장소로 가장 일상적인 장소가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작업의 주제와 상통한다고 보았다. 기존 방독면의 형태를

모방하는 동시에 ‘무겁다, 위협적이다, 위해 하다’는 방독면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가벼운 소재로 변화를 주어 기존 방독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껍질 1>은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에 쓰이는 것과 같은 방진복을 사용

하였다. 작업은 기존 방독면을 초안으로 하여 방진복 천으로 입체를 만

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천의 특성에

의해 <껍질 1>은 방독면의 형태를 하고 있음에도 말랑함, 흐느적거림,

연약함이 느껴지는데, 이는 인간이 환경 재난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제

를 표현한다. 본인은 현재 시중에 판매만의 목적을 가진, 따라서 미세먼

지 차단 효과가 전혀 없는 마스크를 마치 방독면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의 모습을 떠올린다.

인간의 골격에 맞춰 만들어진 방독면은 현대인에게 일종의 껍질이다.

이를 다시 천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현대인의 모순성을 다시 한번 실

감하였다. 미세먼지를 피하고자 쓴 마스크가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위안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이 기만적 행

위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점은 현대인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을 얄팍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했

다.

<껍질 1>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의 기만과 횡포 등의 믿지

못할 진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믿어서는 안 되는 진실 또한 포함하고 있

다. 이는 오늘날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삶을 표현하기도 하며, 재

화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고 속이는 인간의 모순성을 가리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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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품 5. <껍질2>

작품5 <껍질2>, 천, 약 15 x 20 x 1.7cm, 가변설치, 2018

마스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

다. 하지만 용도와 다른 방식, 가령 범죄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마스크를 착용한 유명인의

모습을 모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더불어 연예인의 마스크 착용

을 모방한 이들을 다시 한번 모방하는 2차 모방까지 일어나고 있다. 유

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모방을 모방하게 되는 양떼 효과가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 안대와 같은 소품은 질병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화되어

있는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도 재화의 가치를 가진다. 가상공간에서 마스

크는 패션, 유행의 목적을 가진 채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자

는 단지 ‘예쁘다’라는 치장의 이유로 구매한다. 이는 인간이 상대방의 행

동 양식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통해 무리 짓기를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천 방독면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

소는 본인의 취향이다. 환경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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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기준에서 예쁘다, 보기 좋다고 느껴지는 천으로

방독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의도였다. 본인이 선택

한 각각의 천은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어, 같은 패턴으

로 제작했음에도 각기 다른 형태로 완성되었다. 천의

종류에 따라 완성품의 크기 또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만들면서 개의치 않았다. 형태 역시 방독면으로

보이는 그 정도를 원했다. 본인에게 여러 가지 천으로

만든 방독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작업 노트 中

작품 5-1 <껍질2> 작품 설치 전경

<껍질 2>는 <껍질 1>을 만든 뒤 느꼈던 감상을 모티브로 작업 되었

다. <껍질 1>은 실제 판매되는 미세먼지 마스크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

였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인간의 위

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껍질 2>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천으

로 만들어, 오직 개인의 개성을 부각하는 것의 목적만을 가진다. 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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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개성과 미를 타인에게 표출함으로써 하나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

유행을 따르는 행위와 닮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다 같은 인

간이라는 동질성을 표현하고자 같은 방독면을 사용하여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였지만 천의 재질에 따라 각각의 방독면은 형태의 차이를 조금씩

보여준다. 즉, <껍질 2>의 방독면들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해 ‘같다’는 범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으나, 재질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로 인해 ‘다르다’

는 범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은 그룹으로 묶이고 싶어 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차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동시에 달라

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성과 개성을 동시에 드러나는 모순 현

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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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작품 6. <흡연실>

작품 6 <흡연실>, 미세먼지마스크, 비닐하우스 뼈대,

400 x 200 x 200cm, 2018

<흡연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중,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KF(Korea

Filter) 등급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용도 이외의

다른 기능은 없지만,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마

스크다.

마스크로 만들어진 흡연실은 비닐하우스의 뼈대를 사용하여 골격을

잡았다. 외부의 해로운 공기 유입으로부터 보호될 것 같지만, 동시에 엉

성하고 허술한 느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작업은 시각적으로 안과 밖의 공기 유입이 차단될

것처럼 보여 막힌 공간으로 보이며, 마스크 소재로 차단막을 구성하였

기 때문에 공기의 출입이 가능하여 실제로는 막힌 공간이 아님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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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흡연자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흡연하는 모순된 모습

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강압 때문에 흡연 사실을 밝히는 것

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흡연실의 출입을 꺼리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흡연하게 되는 모습을 반영

한 것이다.

흡연실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 장소이

자 담배 연기의 누적으로 인해 공기 오염이 심한 곳이기도 하다. 흡연

자들 역시 흡연 구역을 꺼리지만 심각한 환경 공해를 만드는 원인을 흡

연자들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모순 현상이라 생각했다. 더

불어 미세먼지 마스크가 거리나 공공장소와 관계 맺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연실 작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활동을

마친 후 주거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스크와 옷 등에 묻어있는 미

세먼지는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

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고자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실내

에 들어서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상은 흡연하지 않지만 2차 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비흡연자의 모습

과도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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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1 <흡연실> 작품 설치 전경

미세먼지 마스크로 만든 <흡연실>은 실제 흡연실로 활용되어 야외 장

소에 설치되었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일종의 안전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가 끝내 불편한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모순성을 드러낸다. 처

음 흡연실을 설치하였을 때는 담배 연기가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취

의 상태였다. 이때는 미세먼지 먼지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용이 거듭될수록 차단막에 담배 냄새가 배기 때문에

실제 흡연실과 같은 환경으로 변하며 의도 한 대로 더욱 무익한 공간이

된다.



- 33 -

4.4 작품 7. <낙서>

작품 7 <낙서>, 얼굴 사진, 핸드폰 그림판, 캔버스,

각 100 x 110 x 110cm,가변설치, 2018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주변인, 사물, 유명한 장소에 낙서하는 행위

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생각해보았다. 이는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지워내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의 잠재의식에 자리한 불만족스러운 욕구와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회상을 표현하는 방법

이기도 하다.

낙서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남기고자 했던 기록의 수단으로 시대를 보

다 날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

한 원인으로 낙서는 종종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기록되기도 한다. 낙서

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기보다는 사적인 관심이나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적이며 역사

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사회에서 낙서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바탕이

되어 개인에게 놓인 상황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되

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의 상상은 이러한 무의식을 끌어내 현실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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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큰 영향을 미친다.

<낙서>는 본인의 얼굴에 다양한 마스크를 낙서로 씌운 작업이다. 이

는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시에 훗날 마스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신의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으며,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가미한 작업이

었다. 오늘날의 마스크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생

필품 중 하나로 상상이 아닌 일상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본인의 얼굴에

낙서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핸드폰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도구인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

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대방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작업 도구로 사용하였다. 핸

드폰은 현재 많은 사람에게 상용화되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실제로 하는

행위다. 낙서장 또한 핸드폰의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사용인

들을 제외하면 잘 쓰지 않는다. 핸드폰 속 낙서장은 본인에게 환경문제

의 현상 같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마스크가 어떤 이에게는 필수 되는

용품이지만 이는 개인의 선택이다. 본인은 핸드폰과 마스크가 현대인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물건으로 자리 잡아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핸드폰으로 낙서를 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되는데, 이는 이전

의 낙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원래 물건이나 이미지에 다른 도구

로 낙서를 하고 나면 그 낙서를 지우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낙서는 이미지 위에 새로운 이미지 레이

어를 덧씌우는 방식이다. 따라서 낙서의 바탕이 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복원이 쉽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핸드폰의 낙서는 기존의 이미지

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에는 배경이 지워지는 것으로 보이지

만, 기존의 배경은 없어지지 않은 채 존재한다. 본인의 얼굴 위에 마스크

를 덧씌운 낙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회피한다 해도 결국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게 되는 의미를 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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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낙서를 통해 가려질 뿐이
다. 오염된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마
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을 부정한다고 하더라
도, ‘나’는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계속해서 덧씌워질 것이다. 배경으로 자리
잡은‘나’는 낙서에 의해 가려질 수 있지만, 사라질 수는
없다. 현대인에게 환경 문제는 마스크를 그려 놓은 레
이어와 같이 형태를 달리한 채, 쉽게 덧씌워질 것이며
문제의 근간이자 원인이 되는 인간은 이러한 현상 뒤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 작업 노트 中-

작품 7-1 <낙서> 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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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작업은 보는 이에 따라 ‘마스크’를 쓴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낙서 사이로 배경이 되는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스크 모양의 낙서가 덧씌워졌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본인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인물이

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실제 마스크의 모양

을 닮은 선과 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낱 낙서에 불과하다. 이러한 질

문은 현실에서도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세먼지의 여과 기능이 없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

람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하면 미세먼지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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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본인의 환경문제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모순된 현상의 근간이 자본주의

경제활동에 있으며, 소비를 촉진하는 여러 현상 중에 유행이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오늘날 환경 문제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순점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유행이 모순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모순

된 행위를 부추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모순 행위의 포착

과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결국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그

로 인해 후기 작업으로 나아갈수록 이전 작업에서 느낀 심리적 현상들을

작업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생태 재앙의 시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오늘날, 인간의 편리

를 위해 만든 이기(利器)들이 환경오염의 형태로 돌아와 인간에게 영향

을 끼치고 있다. 인간이 동물에게 미쳤던 영향은 질병으로 되돌아왔고,

산업의 발달에서 생긴 환경오염 문제는 인간 중심적인 환경보호로 변질

하여 환경파괴의 가속을 가져왔다.

작업은 인간의 모순된 태도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본인은 모순된

인간의 현상을 관찰하고 고발하는 방법으로 환경문제에서 발생하는 인간

의 모순된 현상을 시각화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이를

다시 묻고 현재 상황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각 개인에게 환경의

문제가 인식되고 이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자발적 변화를 관찰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

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환경보호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지만, 이것

을 행위로 진전시키는 것은 결국 관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간은 급격한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한편 모순적으로 인간의 순수성이 간직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 중요성을

인간에게 상기(想起)시키는 것만으로도 자연은 회복될 수 있으며, 인간

행위의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인의 작업은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 38 -

미술 영역의 시각적 표현은 현상을 단순히 바라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현상에 균열을 내어 지적, 정서적인 감응을 불러일으킨다. 본인의 작업

역시 환경과 연결된 모순 현상을 포착, 연구하여 시각화한 미술 작업이

다. 작업에 반영된 일상적 현상이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환경에 대

한 감응을 불러일으킨다면 관찰자의 내적 변화가 행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인류의 당면 과제이자, 미래를 살아갈 모든 인간

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

가 환경문제이다. 그런데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여전

히 환경보다도 인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모순 현

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는 이러한

모순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인은 이러한 모순성의 순간들을 발

견하고 계속해서 작업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작

업은 이러한 환경과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일으키는 모순에 중점을 두었으

며, 앞으로 더 심층적인 영역에서 인간 행위에 일어나는 모순을 관찰, 연

구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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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in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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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a suggestion

of how human beings live together with nature and a choice by

human beings for mutual coexistence. Today's nature is being

changed and chosen by humans, and, based on the fact that it

arises from the center of human thinking rather than from the

equal position of both, today's human-centered environmental

protection could be identified. The phenomenon of contra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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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xamined, which was created by humans at the point where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distorted, and this study

was done with the aim of creating an image of

humans’contradictory attitude based on such present condition. It

was witnessed that the manifestation of human selfishness from

humans using the inherent values of nature as a means, therefore

the focus of the study was on the process of the destruction of

the meaning and inten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ver the

course of transforming environmental problems into the culture.

Through my work,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henomenon has

been explored in a way that reminds me and others of such a

meaning. Also, it has been attempted to specify the way to inform

others about today's environmental problems while being

self-conscious of the original purpose.

In this research, the observations centered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that were of personal interest as well

as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changes such as internet videos,

articles, and news. In the abnormality that each material implies,

my own image  and the contradictory attitude of modern

people were discovered. The issues of the chicken and fine dust

phenomenon as two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Anthropocene among today's diverse environmental problems

grabbed my attention. In particular, the problems from the

overuse of antibiotics for chicken breeding and the use of chick as

food ingredients owing to the prevalence of chicken consumption

drew the attention of Anthropocene, factory breeding and chicken

culture, which ultimately led me to create the process of collecting

chickens’ bones and meat, and to record the phenomenon via

stuffed objects and video images. Though the fine dust problem,

the form of a gas mask and a smoking room was creat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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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the phenomenon of modern people’s self-consciousness

and human self-centeredness. Also, the research looked at the

phenomenon that the fine dust mask enters the phenomenon of

fashion and living space, and personal contradiction.

Although this research was begun with exploring

contradictory attitudes of modern people based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from my observation, yet, it also contains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doubts as to whether environmental

protection actually exists ultimately based on contradictory

attitudes. This work was a time to reflect on and check back the

contradictory attitudes created by modern people including myself.

The contradiction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rying to avoid

the dilemma made by the causes of familiarity and convenience. I

hope that with my work that imaged environmental

issues, the proper problem recognition and ethical judgments are

made by modern people in the direction that remind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henomenon.

Keywords: Human’s contradictory attitudes, Human center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tropocene, Chicken, Fine dust

Student Number: 2016-2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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