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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나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에 질문을 던지고, 일상의 사

물을 통해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작업을 연구해왔다. 사물은 삶의 실제 

속에서 쓸모와 유용성을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산물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개인의 역사와 함께 엉켜있다. 생

산과 유통이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창작자와 최

종향유자뿐만 아니라 자본과 이데올로기까지도 사물의 쓸모에 관여된다.

이 연구에서 나는 이러한 사물의 다면성에 대한 관심이 어떤 동기와 

과정을 거쳐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시도해본다. 우선 현장

을 내밀하게 관찰한 후, 포착한 주제를 함축할 수 있는 사물을 정한다. 

그리고 그 사물의 동시대적 맥락 및 주제와의 개연성, 사물이 만들어지

는 과정에 집중하고, 이것을 작업의 직접적인 소재로 사용하거나 그 사

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완성된 결과물은 주제를 돋보일 수 있는 

요소와 함께 설치되어 사물이 본래 품고있던 인상을 낯설게 드러낸다. 

혹은 화이트큐브를 벗어나 다시 현장에 노출되어 현실세계에 개입한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물은 반지, 목걸이, 브로치 등의 장신구(<모방과 

속임수>, <베트남 프로젝트>), 향꽂이(<귤쨈, 마그마>), 액자(<흙을 돌보는 

시간>)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이거나 현장에서 건진 인터뷰와 

액세서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편집한 단채널 비디오(<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이다. 액세서리, 귤, 액자와 같은 사소한 소재를 통해 소

비피라미드와 대량생산시스템과의 충돌을 시도했고, 을지로 재개발, 외

할아버지의 치매 등 나와 밀접한 소재에 대한 반응으로 주제를 심화시키

고자 하였다.  

주요어 : 사물, 쓸모, 제작, 개입

학  번 : 2018-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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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유튜브로 레시피를 배우고 인스타그램으로 지구 건너편 친구에게 

댓글을 다는 중에도, 중국 정저우鄭州와 선전深圳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

Foxconn에서는 직원 130만여 명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움직인다. 맹렬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이곳에서는 제품 테스트를 위해 반

복해서 버튼을 누르는 기계를 설계하는 대신, 최소임금 근로자들이 밤새 

버튼을 눌렀다. 쓸모 있는 사물에는 세계가 함축되어 있다. 재료와 도구, 

만드는 이의 태도, 쓰는 이의 목적까지 촉각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물은 어떤 미술 장르보다도 직설적이다. 

본교 대학원 2학기에 수강한 <현대공예문화론>에서 허보윤 선생님은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순수 미술 작가는 사과를 그리고, 공예가는 사

과를 키운다.”고 하셨다. 나는 어느 쪽일까. 나는 사과 상자에 인쇄된 

농장 주소를 검색해보거나 농부의 이름에서 그의 생김새를 상상하는 것

을 더 흥미롭게 느낀다. 이 사과와 저 사과가 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

지, 토종 품종인지 개량된 수입종인지, 사과 한 알의 가격은 지난 30년

간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기에서 파는 사과는 주로 누가 사 가는지 엉켜

있는 이야기를 찾다 보면 세상의 틈이 보인다. 잔뜩 쌓여있는 사과 더미 

사이로 내가 만든 사과가 들어갈 틈을 찾는다.   

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풍경을 관찰하고, 당연하고 익

숙해 보이는 흐름과 구조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세상과 나, 나와 관

객을 매개해줄 매체로 그 풍경과 관련된 사물을 찾는다. 사물은 그 자체

로 직접적인 모티브이자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내 가치관

을 은유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업을 통해 나는 작가로

서 일상 풍경에 개입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 세상

의 톱니바퀴 사이로 빨려 들어가길 바란다. 

이 글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주요 작업을 통해 바라본 세상과 배웠던 

것들을 풀어놓은 작업일지라고 할 수 있다. 작업의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대면하는 것은 당시 작업을 하며 

느꼈던 막막함과 한계, 즐거움과 성취감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개인적

인 관심이 작품을 통해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험이 갖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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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보는 글이기도 하다. 

·일러두기 : 작품 제목은 < >, 전시 제목은 《 》,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단행본은 

『 』로 묶었다. 



- 3 -

작업의 전개 

 

1. 짝퉁 액세서리의 여정 

이 세상엔 가성비 높은 상품들이 넘쳐난다. 나는 학부 시절 금속공

예과 수업을 들으면서 반지, 목걸이, 꽃병, 벽장식, 선반 등을 직접 만들

었고, 내가 만든 결과물과 똑같은 쓸모를 가진 공산품에 대해 관심을 갖

기 시작했다. 금속공예과를 졸업한 2010년 전후 중저가 상품을 파는 프

랜차이즈 매장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이유였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소비주축이 된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1)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2) 2005년 유니클로

Uniqlo를 시작으로, 2008년 포에버 21Forever 21, 2010년 에이치앤엠H&M 등 

세계적인 스파SPA 브랜드3) 의 국내 첫 매장이 서울 명동에 문을 열었다. 

1년을 52개의 마이크로 시즌Micro-seasons으로 나눠 매주 새로운 옷을 선

보이는 스파 브랜드는 소비자가 가능한 많은 옷을 최대한 빨리 구매하는 

것이 목표였다. 매장에 빽빽하게 걸려있는 옷은 현기증을 일으켰다. 뿐

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을 5,000원 이하로 파는 다이소4), 1,000원짜리 김

밥을 마는 분식집,  2,900원에 수입산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들

어섰다. ‘예스1000’, ‘젬스토리’, ‘못된고양이’5) 등 1,000원짜리 

1) 1982년~2000년 출생자.

2) 유윤정, “불황의 상징 ‘1000원숍’...스타벅스보다 잘 나가는 다이소,” 조선비즈 

(2019.9.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5/2019091501293.html

3) 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의 줄임말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고

도 한다. 생산단가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의류를 자체생산·자체 소매하

는 생산·소매 유통 겸업 방식이다. 

4) 현재 정식 회사명은 (주)아성다이소. 1992년 창립한 이후, 1997년 생활용품 브랜드 

‘아스코 이븐 프라자’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100호점, 2006년 300호점, 2010년 

600호점을 돌파해 2019년 기준 매장 수는 1,361개를 넘었다. 매장 내 상품의 

70~80%를 2,000원 이하로 유지한다. 노승욱, “불황에 뜨는 기업 다이소…4년 만에 

매출 두 배,” 매일경제 (2020.5.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5/472205/ “연혁-기업소개,” 

(주)아성다이소  [검색 2020.5.15]; https://www.daiso.co.kr/web/info/info3.php 

5) 각각 2006년, 2006년,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 1호점을 시작했다. 예스1000과 젬스토리

는 문을 닫았고, 못된고양이는 2020년 현재 해외 지점까지 사업을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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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액세서리 전문점도 지하철역 지하상가와 번화가에서 인기였다. 이

런 가게에서는 바구니 가득 액세서리를 담아도 몇만 원을 넘기지 않았

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무언가를 마주하면, 필요한 것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다는 환경에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얄팍하게 포장

되어있는지 알기에 씁쓸했다.

하루는 저가 액세서리 가게가 여러 채 나란히 붙어있는 명동 번화가

를 지나는데 하얀 백열등 조명 아래 걸려 있는 수백 개의 귀걸이들이 시

선을 사로잡았다. 바구니를 들고 불나방처럼 귀걸이를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곳의 귀걸이는 내가 작업대에서 

몇 주에 걸쳐 힘들게 만들었던 ‘작품’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었다. 그

러나 싸구려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와 비슷하게 느

껴졌다. 대충 본드로 붙여 만든 것들, 오래 끼고 있으면 귓불이 가려워

지는 것들, 가짜 보석들, 내 서랍장을 채우고 있는 반짝이는 것들이었다. 

지금도 쇼핑을 퍽 즐기진 않지만, 남과 나의 옷차림을 비교하기 시작하

던 중학생 때부터 나다운 게 뭔지 모르던 20대 초반까지 옷과 액세서리

를 사는 일은 피곤한 일이었다. 값나가는 브랜드는 꿈도 못 꿨지만, 남

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걸 사기 위해 매장을 헤집고 다니는 내 모습이 

싫었다. 내게 세상은 값비싼 것을 흉내 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피라미드 같았다. 나는 지켜보던 액세서리 가게로 들어가 점원이 

건네주는 바구니에 귀걸이를 잔뜩 담았다. 커다란 진주가 넘치는 본드에 

붙어있는 것, 도금이 벗겨진 것, 유명한 곰돌이 캐릭터를 어설프게 흉내 

낸 것처럼 모방 욕구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들을 골랐다. 이것들이 어

떤 재료와 기법, 효과, 모양을 모방했는지 관찰할수록 몸을 장식하고 자

기를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서 대중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표상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액세서리, 주얼리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시와 동조

라는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이것들은 구매능

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상품 가치의 차이가 크다. 또한, 생활필수

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취향, 계층의 척도로 이용되

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구매능력이 취약한 계층에서는 부유

층의 표식을 모방하려는 욕구가 강한데, 이 때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가 값싼 모조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작업노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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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모방과 속임수>를 위해 수집한 액세서리

설치이미지 《목소리들》(KCDF 갤러리, 2018) 

그렇게 <모방과 속임수> 시리즈가 시작됐다. 나는 흉내 내기 위해 

만들어진 액세서리 중에서도 가장 가짜다운 것들을 모았다.(도판 1) 수집

한 액세서리는 크게 3가지였다. 우선 고가의 재료를 흉내 낸 액세서리

로, 저렴하게 대량생산되는 인공 재료를 사용해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품질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 것 많다. 유리와 인공 큐빅을 가공해 다

이아몬드의 광채를, 레진을 굳혀 원석의 질감을, 에폭시 본드로 칠보의 

매끈함을 모방한다. 도금이 과하게 번쩍이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플라스

틱 보석이 박혀있는 경우도 다반수다. 두 번째는 소위 ‘짝퉁’6)으로, 

고가 브랜드의 스타일을 베낀 복제품이다. 국내에서‘3대 결혼반지’라

고 별명이 붙은 티파니Tiffany, 까르띠에Cartier, 불가리Bvlgari 반지나 국민 

백이라 불리는 루이비통Louis Vuitton 로고 등을 복제한 제품은 원본과 유

사한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특정 집단

을 상징하는 기호도 즐겨 모았다. 성조기 모양 귀걸이, 해병대 반지, 명

문대학교 배지 등으로 집단의 소속감과 권위를 각인시키고 타 집단과 차

별성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이런 상징적 사물이 황학동 벼

룩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팔리는 모습을 보고 내용은 빠지고 기표만 남

은 껍데기라고 느꼈다. 

6)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표준어. 국립국어원 [검색 2020.5.15]; 

https://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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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것들은 실리콘으로 각각의 틀을 만들고, 틀에 파라핀 왁스를 

부어 똑같은 모양으로 수십 개씩 복제했다. 파라핀 왁스는 녹는점이 낮

아 쉽게 녹고 빠르게 굳었다. 나는 이 특징을 이용해 왁스를 쪼개고 조

합한 후 완성된 왁스를 주물 공장에 맡겼다. 왁스 원본은 주물 과정에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은 하나씩만 만들 수 있으며, 복잡하

고 부피감 있는 형태 때문에 완성된 결과물을 다시 실리콘으로 틀을 만

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량생산된 저가 액세서리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로치와 반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가 액세서리는 결과물의 원본

이 되며 결과물인 작품은 대량생산품의 복제품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작품 1) 원본과 복제품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특징이 뒤섞이는 

것이다.   

 

(작품 1) <모방과 속임수 no.2012-08>

정은 (상단 로듐 도금, 하단 황화칼륨 착색) 8x7x2.3cm, 2012

이 장신구들은 “유통 구조에 노출되면서 작업의 맥락은 새로운 국

면에 접어”들었다. “미술관, 백화점, 패션잡지, 컬렉터, 즉 자본이 부여

한 예술의 가치를 획득”하며 “고급 예술의 유통망에 노출되기 시

작”7)했기 때문이다. 패션잡지 보그Vogue Korea에 4페이지에 걸쳐 등장한 

것이 시작이었다.(도판 2,3) 개인전 《모방과 속임수》 인터뷰를 통해 작업 

7) 심소미. “가짜가 진짜인 시대에서의 예술이란, 액세서리 기행,” 2016 가창창작스튜

디오 프로그램 결과집 - 보내다 (가창창작스튜디오, 20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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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왼쪽 반지는 <모방과 속임수 

no.2011-20>(정은, 6.5×8×5cm, 2011), 

오른쪽 반지는 <모방과 속임수 no.2011-34> 

(정은, 13.2x8.7x5.5cm, 2011) 이다. 보그 

(서울:두산매거진, 2012.9), 553.

(도판 3) 모델의 <모방과 속임수> 

마스크는 브로치 여러 점을 연결한 

것이고, 팔찌와 목걸이는 샤넬의  공방 

컬렉션 라인이다. 보그 (서울:두산매거진, 

2012.9), 556. 

맥락을 파악하고 있던 서영희 스타일리스트의 연출과 구본창 작가의 촬

영으로 진행된 화보였다. 짝퉁 샤넬 로고가 꽂혀있는 반지 <모방과 속임

수 no.2011-20, no.2011-34> 등은 샤넬에서 2012년에 발표한‘공방 컬렉

션CHANEL METIERS D'ART’ 목걸이와 함께 모델의 소품으로 쓰이거나 초

고가 브랜드의 구두와 함께 테이블을 장식했다. 

이후 다른 패션잡지의 에디터와 스타일리스트로부터 ‘반짝이고 볼

드한 작업’을 촬영 소품으로 찾는 연락이 이어졌다. 보그에서 《모방과 

속임수》에 대한 별도의 작업 설명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을 통

해 작업을 접한 이들은 화려한 겉모습에 우선 관심을 가졌다. 나 역시 

별도의 부연설명 없이 작품 협찬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화보촬영에 관여

하게 될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 모델 등 참여자가 만들어낼 반응을 지

켜보려는 숨은 의도이기도 했다. 작업은 과시적이고 화려한 형태를 강조

하는 구도와 조명을 받으며 여러 차례 패션잡지에 실렸고, 압구정과 가

로수길 편집숍, 명동 신세계백화점 12층 쇼케이스에 진열되기도 했다.(도

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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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명동 신세계 백화점의 <모방과 속임수>, 2016

영문 제목 <Imitation & Deception>과 ‘팬던트’를 직역한 중국어 

‘人造幻象坠饰’는 ‘인공적인 환상 팬던트’라는 뜻이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 동대문 액세서리 종합시장, 고속버스터미널 지

하상가, 관악구청 앞 벼룩시장, 황학동 벼룩시장 등 저렴한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발견한 저가 액세서리는 유통 피라미드의 상위 플랫폼에서 새

로운 소비재로 등장했다. 양극단의 상품 진열방식과 주된 소비층의 경제

적 능력은 현저하게 다르다. 100원에 산 반 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짝퉁 목걸이는 벼룩시장에서 은박 돗자리 위에 수북하게 쌓여있지만, 

<모방과 속임수> 시리즈는 유리 진열장 안에서 할로겐 불빛 아래 빛났

다. <모방과 속임수>의 반지와 목걸이, 브로치는 이처럼 전혀 다른 방식

으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장의 끝과 끝을 관통하며 새로운 구조

를 만들었다. 쓰임에 목적이 있는 일상 사물인 동시에 기존 소비 사이클

을 교란시키는 실험의 매개체가 된 것이다.“유통을 거듭하며 의심 없이 

고급 미술로 치장되어 나가는 싸구려 복제품의 여정은 자본주의 시스템

에서의 성공적인 자기 신화를 상기시”키는데, 이는 “가짜마저도 진짜

로 전환시키는 자본의 구조로부터 추동된다.”8) 위에서 아래로 퍼져나가

는 패션의 일반적인 사이클9) 이 작업의 개입으로 전복되는 역설적 상황

8) 심소미. 31.

9) Rudolf von Jhering, 『법의 목적』, 2권, 라<이프>치<히>, 1883년, 234~238페이지. 

Walter Benjamin,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2005), 267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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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덫> 

황동 (24k 금 도금), 10×8.5x27cm, 15.5×12.7x25cm, 2011

이 벌어진 것이다.10) 

이후 나는 <모방과 속임수>의 제작 방식을 토대로 형태와 색감에 변

화를 준 여러 작업을 발표한다. <덫>은 과장된 크기와 구성, 진한 금 도

금을 통해 소비와 모방 욕구를 표현한 오브제로, 한 개의 작은 반지에서 

수백 개의 액세서리가 쏟아져 나오는 모양이다.(작품 2) 

10)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능력은 곧 권력이자 계급이다. 다수의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의 

소비 행태를 동경하고 모방하는데, 이것은 상위계층의 소비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소비재든 유행이 되어버리면, 상위계층은 ‘도망가는 새’

처럼 하위계층과 차별화하기 위한 새로운 소비재를 찾아간다. 상위계층의 과시와 하

위계층의 모방과 동조가 거대한 소비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작업노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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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정원의 기적 no.2013-16>

정은 (황화칼륨 착색), 천, 폴리에스테르, 조화, 페인트, 29x18x4cm, 2013

<정원의 기적> 시리즈는 아파트 단지에 심겨진 대나무를 통해 느낀 

바를 무채색의 색감과 광택 없는 질감으로 나타냈다.(작품 3) 

“… 담장을 따라 푸른 대나무가 빼곡히 심어졌다. 시멘트 숲속에 대

나무라니! 바람 부는 겨울, 흰 눈을 맞으며 흔들리는 대나무는 너무

도 아름다웠다. 올해 어느 봄날, 나는 처음으로 아파트 공터를 구르

는 대나무 이파리 몇 장을 주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조

화造花 이파리였다. 그동안 대나무와의 사이에서 느꼈던 교감을 어떻

게 수습해야 하나. 혼란스럽고 허탈했다. 

무수한 가짜들이 진짜가 있을 수 없는 곳들을 대신한다. 할아버지 댁 

거실에 걸려있던 이발소 그림이 그러하며, 예식장 천장에 걸려있는 

숱한 샹들리에가 그러하다. 그동안 내가 수집해온 싸구려 액세서리 

수백 점의 침묵들에 나는 연민을 느낀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중략)… 눈을 맞으며 흔들리던 푸른 대나

무는 정말 가짜였을까.” - 작업노트, 2013

반 년 가까이 조화 대나무를 살아있는 대나무로 착각한 경험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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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액세서리와 상위 플랫폼의 그것을 ‘가짜-진짜’, ‘복제품-원

본’이라고 구분 지었던 스스로의 태도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소비 피

라미드에 촘촘히 포개져 있는 각각의 좌표를 입체적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꽃시장에서 파는 조화 중, 계절 별로 인기 있는 것

들을 구입해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브로치 뒷장식을 달아 조화弔花의 역

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싸구려, 가짜, 짝퉁’등의 이름으로 불리

며 쉽게 소비되고 빠르게 버려지는 복제품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더하는 

시도였다. 원본과 복제품을 수직적 구도의 대척점으로 두지 않고, 수평

적 구도로 보기 시작한 <정원의 기적>은 2018년 <베트남 프로젝트>의 계

기가 된다. 

<나는 엄마에게 금이 좀 있는지 물었다>(작품 4)는 수집한 액세서리 

자체를 전면에 배치하고 레진으로 표면을 코팅해 길거리 액세서리가 지

닌 물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업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금의 

성질을 흉내 낸 여러 액세서리는 금빛에 대한 동경이 이미지로 드러난 

사물이다. 어린 시절 머릿속을 맴돌았던 이상적 풍경은 수집한 액세서리

의 재조합을 통해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브로치로 구현되었다.  

“나는 엄마에게, 가지고 있는 금이나 보석이 좀 있냐고 물었다. 엄

마는, 그런 게 있겠냐고 했다. 잠시 후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더니 장

롱 서랍에서 분홍색 복주머니를 들고 왔다. 내가 돌잡이 하던 날 들

어온 금반지 뭉치였다. 

이상했다. 이 금반지가 롯데월드에서 보았던 신밧드의 동굴 속 금은

보화보다 더 붉게 반짝일 텐데, 난 이것들이 기억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내 머릿속은 온통 신밧드의 보석뿐이었다.”- 작업노트, 2018

<흔한 착각> 시리즈는 덩어리가 큰 실내장식·의류장식용 액세서리

를 작업의 중심에 배치한 작업이다.(작품 5) 이 액세서리들은 주로 다이아

몬드 등 귀금속에 세팅되는 보석 커팅을 흉내 내지만 유리나 플라스틱으

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지고 플라스틱 주입구, 거푸집 절개

선 등 대량생산 공정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는 이런 흔적을 결과물에 남

기고 각 요소를 과감하게 구성해 시각적 재미를 강조했으며, 황화칼륨 

착색을 통해 부피와 깊이감이 드러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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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나는 엄마에게 금이 좀 있는지 물었다>

수집한 액세서리, 레진, 정은 (황화칼륨 착색), 10x12.5x3cm, 2018

(작품 5) <흔한 착각> 

정은 (황화칼륨 착색), 7x7.5x6.5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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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작업은 결과물을 “고급예술의 유통망”11)으로 편입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고 관찰한 지점을 다시 작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최범은 이런 작업 양상에 대해 “그것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는 공예가 무엇인가를 묻는 작업”12)이

라고 언급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공예의 궤도

를 벗어난다고 말한다.13) 이는 “공예의 신체성을 의심함으로써 오늘날 

공예와 소비 문화가 맺고 있는 음험한 관계, 나아가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위계와 속물성을 폭로”14)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도화된 

공예·패션 플랫폼 밖으로 작품이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어졌고, 이후 작업의 주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1) 심소미. 31.

12) 최범, “공예를 묻는 것과 예술을 하는 것: 오세린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업,” 

한국 디자인의 문화와 전환 (파주: 안그라픽스, 2019), 231.

13) 최범. 232-235. 

14) 최범.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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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품시장에서 자본주의를 묻다  

2016년, 대구에 위치한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1년간 지내면

서 중국 항주杭州에 위치한 레지던시 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생

겼다. 구글맵으로 항주 주변을 찾아보던 나는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

어진 도시, 이우義烏를 접한다. 이우는 대외 무역 비율이 지역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소상품이 유명하다. 

1982년 노점상들이 모인 호청문시장湖清门市场이 문을 연 이래, 2002년 10

월 지금의 실내무역시장 ‘푸톈시장福田市场15)’ 1기가 개장했다.(도판 5,6) 

푸톈시장은 이후 5기까지 세워져 여의도 면적의 반 정도인 400만 평을 

차지하면서 유엔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인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

상품 도매시장’이 되었고, 매일 평균 20만 명의 바이어가 이곳을 찾는

다고 한다.16) 62,000여 부스에서 40만 가지 물건을 212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기 때문에 “이우가 없으면 다이소도 없다”는 국내 중개상들의 

홍보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푸톈시장은 정부 기관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이 

관리하고, 도매상의 가족이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17) 또한 크고 작은 공장이 이우 전역에 퍼

져있기 때문에‘도매상품 위조의 수도Wholesale Counterfeit Capital’18)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행을 빠르게 따라간다. “실제 소나무와 자연의 눈

송이가 아닌 크리스마스 장식there’s not a (real) pine tree nor (natural) 

snowflake in sight ”19) 처럼 인공 재료로 만든 공산품이 넘쳐난다. 내가 이

15) 정식명칭은 국제상무성国际商贸城.  

16) Guo Mu, “The Yiwu Model of China’s Exhibition Economy,” Provincial China  

Vol. 2, No. 1, (2010.9): 92.

17) Yi-Chieh Jessica Lin, Fake Stuff: China and the Rise of Counterfeit Goods, (New 

York: Routledge, 2011), 44.

18) 중국 위조산업에 대해 “소매든 도매든, 위조는 도시 전체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언급한다. Bob Simon, “The World's Greatest Fakes : Chinese Copies Are Making 

Their Way Back To U.S.,” CBS news (2004.1.26) 

https://www.cbsnews.com/news/the-worlds-greatest-fakes-26-01-2004/

19) 이우에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장식의 60%를 생산한다. 

   Oliver Wainwright, “Santa's real workshop: the town in China that makes the 

world's Christmas decorations,” The Guardian (2014.12.12)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architecture-design-blog/2014/dec/19/sant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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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더욱 관심이 간 건 “주얼리 도매를 위한 파라다이스Pradise for 

jewelry wholesales”20)라는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수집한 길거리 

액세서리가 주로 이우에서 생산되고 거래된다는 정보를 여러 곳에서 얻

었기 때문이다.21) 

 
(도판 5) 푸톈시장 1기 (2016년 5월 17일 촬영) 

(도판 6) 길 건너에서 바라본 푸톈시장 2기. 왼쪽과 가운데 초록색 기둥이 각각 41번, 37번 

출입구. 이처럼 1기부터 5기까지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있다. (2016년 5월 17일 촬영) 

eal-workshop-the-town-in-china-that-makes-the-worlds-christmas-decorations

20) “Yiwu Jewelry Market,” Yiwu Amanda Intl Group [검색 2020.5.15]; 

https://www.yiwuen.com/yiwu-market/yiwu-international-trade-city-district-1/yiwu-jewel

ry-market

21) Yiwu Amanda Intl Group에 따르면 푸톈시장의 ‘Top18 Markets in Yiwu’의 1위를 

주얼리가 차지한다. 그 뒤로 조화, 장난감, Art & Crafts(크리스마스 장식, 결혼용품, 

도자기, 크리스탈, 액자 등), 가방, 시계, 우산이 뒤를 잇는다.  

  “Yiwu Market”, Yiwu Amanda Intl Group [검색 2020.5.15]; 

https://www.yiwuen.com/yiwu-market?gclid=CjwKEAiAk8qkBRDOqYediILQ5BMSJAB40A5

UDQbQx-VXCZ3peu8bANy9NKDndikRE8qR7Do6q1EdphoCd0Xw_wcB



- 16 -

(도판 7) 항주 중앙역 

(2016년 4월 20일 촬영)

<모방과 속임수>를 통해 경험한 세계가 물건이 소비·유통되는 영역

이라면, 이곳은 그 물건이 진열되기 이전의 세계다. 하지만 소비가 생산

과정을 보정補正하거나 수정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

산과정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처럼,22)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대중

의 욕망이 ‘도매상품 위조의 수도’이우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우와 내

가 액세서리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과 국경이라는 공간

적 거리를 축소시켰고, 내가 사는 세계의 이면을 직접 탐사하고 싶은 마

음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인터넷으로 이우에 대해 잘 알 만한 사람들을 찾았다. 주로 사

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시장조사를 나가는 무역상이 많았다. 그러던 중 

액세서리 사업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운영자 ‘서

쪽남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본인의 공장이 베트남에 있으며 

중국 청도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이우에도 내게 푸톈시장을 안

내해줄 직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 포트폴리오를 본 그는 베트남 공장

에서 디자이너로 일해보라는 농담 같은 제안과 함께, 우선 이우의 현장

답사가 잘 풀리도록 현지 직원을 연결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덕분에 

나는 교류프로그램 기획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었고, 4월부터 3

개월간 항주에 머물게 된다. 

교류프로그램에서는 항주 외곽의 아파트와 작업실, 약간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호수와 녹차밭으로 유명한 항주를 즐기기에 따뜻한 봄이었고, 

가을에 열릴 G20으로 도시 전체가 부산하게 느껴졌다. 의무적인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내와 주변을 오갈 수 있었다. 마침 항주와 이

우는 상하이-북경 고속열차가 지나

가는 길목이었다.(도판 7) 항주에 도

착한지 2주 쯤 지났을 때, 나는 서

쪽남자가 알려준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구문화재단에 

소속되어있는 작가 오세린인데, 작

업에 대한 소재를 얻을 겸 이우 시

장을 보고 싶습니다. 가이드를 해줄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우에 가

22) Arnold Hauser, 예술의 사회학, 최성만 옮김 (서울:한길사, 198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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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괜찮을까요?”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는 길게 묻지 않고 굉장히 반가

운 목소리로 자신이 당분간 이우에 있으니 도착 전날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통화 품질이 안 좋았던 건지, 김 사장 

귀가 잘 안 들렸던 건지, 나를 ‘이우 시장님을 만나러 대구문화재단에

서 파견 온 직원’으로 착각했단다. 그 바람에 김 사장은 나와 처음 만

난 식사 자리에 본인과 친한 남 사장, 심 사장까지 데려왔고, 이후 이들

은 소중한 인터뷰이가 된다.(도판 8) 

나는 중국 체류 기간 중 세 번에 걸쳐 이우를 방문한다. 푸톈시장에

는 한식 뷔페가 있을 만큼 한국인 바이어와 공장주가 많았고, 덕분에 푸

톈시장과 하청공장(도판 9,10)을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

이 기존 디자인을 흉내 내 액세서리를 만들고, 한국, 일본, 남미 등 도매

시장으로 그것들을 수출했다. 

“계속 카피의 카피에요. 명품, 그다음에 패스트패션, 그 밑에 브랜드

들 따라가고…저희는 인스타Instagram 보고…”(박 사장)

“신주를 취급하는 집에서 이런 (모양의) 제품이 있어요. 이거를 반

제품으로 바이어 A한테 보냈는데 좋대. 근데 B 바이어가 (그 반제품

을 보더니) 얘도 좋대. 그럼 겹치는 거죠. ……나중에 매장에 가면 

H&M 매장에도 걸려있고 포에버에도 걸려있고.”(하 실장)

“네, 액세서리는 가짜야. 기본이 가짜야. 모조품이잖아. 액세서리가 

이미테이션 주얼리라고.” (남 사장)

중국을 가기 전 내 주변의 ‘창작자’는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대부

분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림, 일러스트 등 자신의 창작물이 불법으로 

복제, 생산되는 일에 치를 떨었다. 이런 이유로 이우에서 만난 새 친구

들의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내심 그들은 절대 악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나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남이 만든 것을 베끼는 행위가 이

들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시스템의 산물Product of a system’23)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본이 곧 능력인 패션은 대중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폭군

적 성격’24)을 지닌다. 따라서 상류계급을 지향하는 중간계급으로서는 

23) Adrian Forty,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허보윤 옮김 (서울: 일빚, 2004), 78. 

24) Rudolf von Jhering, 『법의 목적』, 2권, 라<이프>치<히>, 1883년, 234~238. Walter 

Benjamin, 아케이드 프로젝트, 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2005), 2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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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고가 상품을 대신할 것들을 끊임

없이 찾는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저렴한 재료와 인건비로 물건을 생

산하며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득을 취한다. 이런 구조가 오늘날의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것이다.

(도판 8) 남 사장과 심 사장의 인터뷰 장면. 중국 이우 시내의 호프집이다. 

인터뷰는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에 쓰였다. (2016년 4월 23일 촬영) 

(도판 9) 이우 외곽의 액세서리 공장. 영세한 작업장이 주거지와 뒤섞여 이우 전체에 퍼

져있다.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 10여 명이 작업하는 땜 공장이다. 건물 건너

편에 기와를 얹은 전통가옥이 마주하고 있다. (2016년 4월 23일 촬영)

(도판 10) 이우 도심의 액세서리 공장. 다가구 주택 2층을 개조해 공장으로 운영한다. 

(2016년 5월 16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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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채널 비디오 <푸톈福田을 가로지르며Walking across Putien>25)(작품 6)는 

액세서리를 사러 이우를 방문한 바이어로 가장한 나와 조선족 통역사가 

푸톈시장의 여러 매장을 돌아보는 장면을 편집한 작업이다. 영상에서 얼

굴이 등장하지 않는 매장주인과 직원은 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은 후 하청

업체에 일감을 넘기는 중간 상인이다. 이들은 노련하지 못한 모습으로 

흥정을 하는 내게 다양한 반응을 드러낸다. 

(작품 6) <푸톈福田을 가로지르며> (스틸컷)

몰래 카메라를 편집한 단채널 비디오, 21분, 2016 

(주인 a) “저희는 직영 매장이 있고 여기서 모든 디자인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 디자인을요.” 

(주인 b) “(다른 공장이랑 다르게) 저희는 다 순금 도금하거든요. 코

팅도 한 거라서 도금이 벗겨지는 걸 더 보호해줘요.” 

(주인 c)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좋은 품질로 주문하고 싶으면 만들

어줄 수 있어요.” 

(주인 d)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낯이 익네요. 당신한테도 1원 50에 

드릴게요.”

푸톈시장의 경쟁력은 저렴한 물건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고, 날림으

로 만드는 공정에 대해 까다롭게 굴면 오히려 “이쪽 일 처음 하는 거예

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바이어나 그들이나 상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니

기 때문에 낮은 품질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당연하다. 

25) *영상 전체 보기 https://youtu.be/ePPILdyIq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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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e) “몇 달 지나면 처음 착용했을 때보다는 색이 어두워지

죠.”

(주인 f) “도금은 일반적으로 나온 후 한, 두 달 가면 끝나요.”

(주인 g) “그럼 80전짜리 물건을... 1년씩 쓰실 거 같나요. 다들 그렇

게 안 쓰잖아요.”  

이곳의 액세서리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 직전까지만 반짝이면 된

다. 수십만 개씩 거래되는 현장에서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개인으

로 존재할 겨를은 없다. 하지만 다수의 욕망을 얄팍하게나마 채워주는 

푸톈福田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지탱하기 위해 복을 심고 가꾸어 수확하

는, 오늘날의 복의 땅이다. 이 때문인지 영상 속 내 모습은 “‘자본의 

시장’에 개입된 적이 없었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으로 가득 차 있”으

며 “마치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타고 20여 분 동안 환상의 나라로의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여행담”26) 같은 인상을 준다.    

중국에 머물던 중, 나는 서쪽남자로부터 베트남 동반Đồng Văn에 위치

한 그의 공장에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중국의 많은 공장들이 

더욱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으로 옮겨간다고 

접했던 터라 새로운 풍경을 볼 기회라 생각하며 망설이지 않고 하노이행 

비행기표를 끊는다.27) 나는 이 여정에서 동반공업단지 내 액세서리 생산

업체인 카스KAS Fasion co., ltd.를 방문하게 되고, 카스와 주변 풍경을 카메

라에 담는다. 단채널 비디오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The birds 

trashed their head to fly>28)는 이우에서 만난 남 사장의 인터뷰와 함께, 이

26) 조새미, “공감의 길목에서 선 목소리들,” 목소리들 (서울: means press, 2018) 5. 

27) 베트남 입국날짜를 서쪽남자에게 알린 순간부터 서쪽남자는 내 연락을 받지 않고, 

나는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서도 강퇴당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액세서리 

업계에서 30년 이상 실무를 맡아온 잔뼈 굵은 전문가이긴 하나, 중국 청도에서 운영

하던 공장이 파산한 후 베트남으로 넘어와 액세서리 공장에 취직한 직원일 뿐이었다. 

인터넷카페 상에서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해주면서 베트남의 공장이 

자기 소유인 척처럼 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서쪽남자

가 소개해준 이우의 김 사장 때문이었다. 서쪽남자가 잠적한 후, 김 사장은 베트남의 

액세서리 업체 카스의 이정우 사장을 소개해준다. 이후 놀랬던 일은, 서쪽남자가 하

필 카스의 생산팀 직원이었기 때문에 카스 방문 첫 날, 서쪽남자를 마주친 것이다.

28) 교류프로그램 결과보고전 <액세서리 기행>(Zhe Mu Hui Art Space, 항주, 2016) (가창

스튜디오, 대구, 2016)에서 <남사장 이야기>(13분 49초)라는 제목으로 1차 편집본을 상

영했다. 이후 2차 편집본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11분 43초)가 <싱글채널

비디오-오세린>(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7)에서 상영되었고, 10분 35초 버전의 최종 

편집본은 개인전 <반짝임을 나열하는 방식>(세움아스트페이스, 서울, 2017)에서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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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동반의 공장 풍경, 노동자의 손, 푸톈시장의 분위기를 편집한 작업

이다. 프레스, 절단, 용접, 아연 주물, 황동 주물, 땜, 연마, 체인 생산, 도

금, 보석 세팅, 포장, 상품진열의 순서로 영상이 나열되는데, 이는 액세

서리가 생산되는 일반적인 공정으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촬영되었다. 

 

(작품 7,8)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 (스틸컷)

단채널 비디오, 10분 36초, 2016~2018 

나는 똑같은 형태를 끊임없이 복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의 손을 부각했다.(작품 7,8) 화면에서 노동자의 표정, 목소리, 일상

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현장의 소란스러움, 짜증과 웃음, 고단

함이 프레임 밖으로 물러나면서 노동자의 노동은 17~18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한 오토마톤Automaton29)이 몇 가지 동작만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처

되었다.  *영상 전체 보기 https://youtu.be/Z73pcWQekRU   



- 22 -

럼 묘사된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과 재료가 중심이 된 화면은 배경

음악으로 들리는 전자음악과 프레스 기계의 반복적인 소리에 맞춰 뮤직

비디오의 장면처럼 지나간다.

이러한 구도는 18세기 중반에 출판된 디드로Denis Diderot와 달랑베르

Jean-Baptiste Le Rond d’Alembert가 편집한『백과전서Encyclopédie』30) 의 도

판과 유사하다.(도판 11) 당대의 장인적 기술과 기계를 다룬 『백과전서』

는 ①재료와 재료의 산지, ②재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 및 그것

을 만드는 방법, ③이를 만드는 도구 및 기계에 대한 설명과 그림, ④작

업자가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 ⑤전문용어의 정확한 정의 등을 제시하는 

취지에 맞춰 도판을 실었다.31) 따라서 기계, 도구, 원자재 등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상세히 그린 반면, 장인과 노동자는 일부 순간의 시점

으로만 묘사했다. 디드로가“직공weaver이 날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여길 정도의 완전한 질서”32)를 지향했듯, 작업장 전경과 노동자의 모습

은 연극무대와 배우처럼 인위적이다.(도판 12) 『백과전서』의 클로즈업 

컷에서 예쁘장하고 우아하게 정지한 노동자의 손은 지식인들의 정치적 

이상이 투영된 노동자의 삶이 “미적으로, 그리고 몽환적으로” 그려졌

다고 볼 수 있다.33) 도판 속 작업장이 사회적 악惡과 공포가 제거된 초

29) 정교한 부품의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자동기계인형. 기계 시스템

만으로 작동하지만 마치 인형(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설계되었다. 과

학과 이성이 신앙을 대신하기 시작한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했고, 19세기부터 대량생

산된다. 조민경, 이주은, “18세기 오토마톤에 구현된 인간모방의 테크놀로지,” 영상

문화 제31호 (2017): 29, 31-32.  

30) 전체 제목은 『백과전서, 또는 과학, 기술, 직업에 관한 체계적 사전』이다. 1751년 

첫 권이 출판된 이후, 본서 17권, 도판 11권으로 1772년 완간되었다. 도판 72,000여 

점, 도해 2,500여 개가 수록되었다. 과학과 철학을 통해 계몽된 시대를 주장했던 계몽 

철학자들의 신념이 집약된 프로젝트로, 『백과전서』보급을 통해 산업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노동과 기술이 중심이 된 책이지만, 주된 독자는 장인과 노동

자가 아닌 지방 관리, 법률가, 학자였다. 홍성욱, “보편적 지식의 집대성을 통한 사

회 진보 프로젝트,” 백과전서 도판집: 인덱스 (서울: 프로파간다, 2017) 8, 30.

   국내에는 해설을 제외하고 도판만을 뽑아 수록한 『백과전서 도판집』(프로파간다, 

2017) 이 출판되었으며, 아래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영인본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ARTFL Encyclopédie project (영어/프랑스어) https://encyclopedie.uchicago.edu/ 

Encyclopédie de Diderot et d'alembert (프랑스어) https://xn--encyclopdie-ibb.eu/

31) 홍성욱, 26.

32) Glenn Adamson, 공예의 발명, 김정아, 문유진, 박중원, 임지연 옮김 (파주: 미진사, 

2017), 57. 

33) Roland Barthes, "Les Planches de l'Encyclopédie,” (Euvres complétes Ⅳ, Paris: 

Seuil, 2002, 41. 윤경희, “『백과전서』도판집 가이드,” 백과전서 도판집: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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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백과전서』에 묘사된 횡기 

고블랭 태피스트리 - 날실의 틈으로 북을 

왔다 갔다 하는 작업『과학, 인물, 기술에 

관한 도판집 제7권』(1711) p.2368 (출처: 

ARTFL Encyclopédie project)

(도판 12) 『백과전서』에 묘사된 

아연성형기술 

『과학, 인물, 기술에 관한 도판집 제 

7권』(1711) 

(출처: ARTFL Encyclopédie project) 

현실적인 세계와 유사한 것처럼,34) 나 또한 중국과 베트남에서 목격한 

유통·생산시스템의 실체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남 

사장의 격양된 목소리로 영상을 가득 채운다.  

“인간은 쥐새끼야. 인간이 뭐 대단한 줄 알아? 비겁하고, 남의 것 

모방하고, 그렇게 발전한 게 인간이야. 인간은 추악해.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내 물건이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씩 팔려나갈 때, ‘나 해냈구

나’하는 자부심을 느껴.” 

“나 창조하는 사람이야. 찍어낼 뿐이지.”

-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 남사장의 인터뷰

(서울: 프로파간다, 2017), 78.에서 재인용 

34) Roland Barthes, 43-47. 윤경희, 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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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자기 삶의 방식을 민망하리만큼 당당하게 옹호하는 그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익명화된 손의 실체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대신 쾌락적이고 아름다운 사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상

품이 화려하게 포장되는 다국적 자본의 활동 무대에서 개인의 문제 및 

부의 양극화, 환경·노동 문제 등 사회적 이슈는 화면 밖으로 편집되어 

생략된다. 이는 소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화는 최대의 자유

와 최대의 억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은 구조적으로 상대에 

예속되어 있”35)음에도 그 관계를 매 순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나

는 남 사장의 외침과 노동자의 손을 통해 어떤 기준이 각자의 삶을 가로

지르는지 질문 던질 뿐이다. 

 

35) Julian Stallabrass, "세계화의 균열,” 신자유주의시대의 글로벌라이제션과 미술 (서

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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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동반공업단지. 카스에서 근처 한인식당 가는 길. (2018년 1월 25일 촬영)

3. 대량생산의 무대에 참여하다 

2016년 베트남 동반에 머문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었지만, 광활하게 

펼쳐진 동반공업단지의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나는 이우의 김 사장 소개

로 2016년 5월에 카스의 이정우·류양선 사장을 하노이에서 만났고, 동

반 시내의 호텔에 머무르며 카스와 주변 협력공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동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하남성Ha 

Nam 듀이 티엔Duy Tiên에 위치한 행정단위다. 이우가 1980년대부터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넓게 발달한 것에 비해, 동반공업단지는 전형적

인 농촌마을에 들어선 정부주도의 계획부지라 공단 주변으로 끝없이 펼

쳐지는 논, 바나나 농장, 오리농장을 쉽게 볼 수 있다.(도판 13) 420만 평

에 네 개의 공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36) 한국, 일본, 중국 등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중소규모의 협력·하청업체가 모여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한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래처인 글

로벌기업 본사와 베트남 정부의 감시 때문에 복지와 청결 상태가 상대적

으로 좋다. 2016년 방문 당시 카스처럼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곳도 20여 

36) 한글로 된 공단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 공단, 산업 

클러스터,”INVEST HA NAM [검색 2020.5.15];  

http://invest.hanam.gov.vn/ko-kr/List/산업-공단-산업-클러스터/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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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이상 되었다.(도판 14,15) 

(도판 14,15) 베트남 동반공업단지 인근의 액세서리 공장. 

위 공장은 용접을 하고 아래 공장은 납땜과 조립을 한다. (2016년 5월 31일 촬영)  

이곳의 액세서리 공장들은 카피캣copycat37)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떤 

샘플이라도 일주일이면 대량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유통·

판매 브랜드의 디자이너, 바이어가 본국이나 중국에서 제작한 샘플 실물 

및 스케치를 이곳 공장으로 보낸다. 공장에선 그 샘플과 똑같은 모양의 

샘플을 만들어 바이어에게 보내고, 이후 단가와 품질 승인이 떨어지면 

수량과 데드라인에 맞춰 대량생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카스에서 주로 생

산하는 A브랜드의 액세서리는 개당 도매가 70센트에서 1불 50센트 사이

로 넘기는 것이 가장 많으며, 매장에서는 15불에서 40불의 소비자가격으

로 판매된다. 도매가에는 재료비와 인건비, 공장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

37)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제

품. 국립국어원 [검색 2020.5.15]; https://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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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오픈샘플open-sample’을 바이어에게 

먼저 제안하고 판매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정우 사장은 내게 작업이 망하면 여기에 디자이너로 취직하라

는 말을 농담처럼 했다. 대부분 생산이 유통업체에게 끌려가듯 진행되다 

보니 오픈 샘플 하나만 잘 나와도 소위 대박이 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돌아온 나는 그의 농담을 <모방과 속임수>와 연결하면 어

떤 개입이 가능할지 가늠해보았다.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마주했던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와 달리, 

구체적인 장소에서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 마주할 

경험이 궁금해졌다.   

디자이너가 아닌, 공예가로 이곳에 개입할 수 있다면 생산의 세계에

는 어떤 갈등이 생길까. 저가 시장에서 “고급예술의 유통망”으로 역주

행한 작업이 다시 대량생산의 세계로 추락한다면 어떤 마찰이 발생할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들의 판단기준에 맞춰 내 작업이 차용된다면, 본

래의 모양과 재료가 어떻게 변형, 강조될까. 이곳에서 만들어진 작업이 

이 세계를 벗어나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예상되는 작업

과 결과물은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벗어날까. 이 세계의 외부인이 아

닌 내부인, 혹은 중간자로서 더 내밀하게 기록하고 싶었다. 

나는 2016년에 관찰한 풍경을 염두에 두며 이정우 사장에게 프로젝

트를 제안했고 <베트남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 협력 협약서(도판 16,17)를 

주고받으며 일정을 짜기 시작했다. 작가의 반지(원본)가 변형·대량생산

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대량생산시스템에 깊게 개입해보고, 공장 측은 

새로운 아이디어, 곧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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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 오세린-카스 작업 협력 협약서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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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오세린-카스 작업 협력 협약서 (2), 2018 

나는 은으로 만든 반지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1, 

no.02, no.03, no.04, no.05, no.06>을 준비했다.(작품 9,10,11,12,13,14) 반지는 

<모방과 속임수>의 방식대로 작업했고, 내가 만든 작업과 공장에서 만들

어질 최종 결과물의 낙차를 키우기 위해 큰 부피와 복잡한 구조를 의도

했다. 여섯 개 반지 모두 손가락을 감싸는 고리의 폭이 넓기 때문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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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얹어지는 무거운 상단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준다. 특히 <베트남 프

로젝트 made in Korea no.4, no.5>는 손가락 두 개에 끼우는 반지로 상

단을 더 큰 구조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착용자의 손가락 굵기에 따라 

고리의 지름을 넓히고 줄이는 게 수월하도록 오픈링38) 구조로 만들었는

데, 이 구조는 끊겨있는 양쪽으로 각각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어 레이어

가 교체된 복잡한 형태가 가능하다. 형태뿐만 아니라 재료의 낙차도 적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1, no.02, 

no.03, no.4>에 다이아몬드(도판 18), 진주, 14k 금 등을 세팅했다. 

(도판 18)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4>의 다이아몬드 보증서.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된 후, 구혜원 컬렉터로부터 다이아몬드, 진주, 호박 등의 보석을 

빌렸다. 자세한 내용은 구혜원-오세린 간의 <작업 협력 협약서>에 명시했다.  

38) 손가락을 감싸는 고리의 한 점이 끊겨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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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1>

정은 (황화칼륨 착색), 6.5x5x4cm, 2018

  

(작품 10)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2>

정은 (황화칼륨 착색), 다이아몬드, 14k 금, 11.5x6x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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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3>

정은 (황화칼륨 착색), 진주, 7x6.5x4cm, 2018

(작품 12)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4>

정은 (황화칼륨 착색), 다이아몬드, 14k 금, 진주, 7x4x3.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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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5>

정은, 6x9x5cm, 2018

(작품 14)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Korea no.06>

정은, 7x9x5.5cm, 2018 

베트남에 머문 기간은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였고, 카스

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공단 내에 머물 수 있었다.39) 카스에는 두 개의 

39) 기간 동안 작성한 작업일지는 2018년부터 6월 25일부터 7월 28일에 열린 《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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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있는데, 2층 건물의 메인 공장에서 회의, 디자인, 샘플 제작, 아

연 주물, 연마, 조립 등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른 공장은 메인 

공장 바로 옆에 있는 1층 건물로, 주물과 연마를 위한 기계가 있었다. 

내가 지냈던 기숙사는 이 건물 옥상에 있었다.(도판 19) 중국과 한국에서 

온 직급이 높은 직원들을 위한 숙소였다. 방 한 칸과 화장실이 딸린 숙

소에는 침대, 책상, 스탠드가 있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창문을 

열면 주변 공장들의 지붕과 저 멀리 바나나 농장이 보였다.(도판 20) 기차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근처 공장의 기계 소리가 밤새 들렸다.

(도판 19) 기숙사. 왼쪽 첫 번째 문이 내가 쓰던 숙소다. (2018년 1월 26일 촬영)

  

(도판 20) 카스 기숙사 마당에서 바라본 동반공업단지 (2018년 1월 26일 촬영)

  

    

터》 (신한갤러리 역삼) 전시도록에서 볼 수 있다. <베트남 프로젝트>의 메이킹 필름

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전체 보기 https://youtu.be/R-TWo56p0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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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업은 생각처럼 수월하지 않았다. 외부인으로 촬영과 인터

뷰만 진행했던 2년 전과 달리, 공장 설비와 노동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내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팀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협

조적인 이정우 사장과 달리 공동사장으로 있는 류 사장, 그리고 2년 전 

나에게 정체를 들킨 생산팀의 서쪽남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당장 

성과가 없는 일을 일반적이지 않은 공정으로 제작하는 것이 귀찮아 보였

다.     

“막상 와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내 작업에 상업적인 요소

가 너무 적어서, 베낄 게 없다는 거다. …… 샘플실에 있는 수천 개

의 목걸이, 귀걸이들을 봐도 튀는 건 없다. 내 걸 카피해봤자 기존 

바이어들은 싸고 안정적인 것만을 찾을 거라는 것. 둘째 공장 내에 

디자이너가 없다. …… (그림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캐드(3D 프로그

램) 기술자나 원본 조각가만 있다. …… 셋째, (카스에서) 액세서리가 

생산, 판매되는 비율이 귀걸이가 50% > 목걸이 30% > 팔찌 15% > 

반지 5%라는 것. 난 반지만 만들 생각이었는데. 샘플실의 네 벽을 가

득 채운 23개의 캐비닛 중 반지는 ‘한 칸의 반’뿐이다.” (1월 22

일 작업일지)

    “서쪽남자는 구정 전까지 너무 바쁘다며 내일 짐 싸서 가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한다.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고.” (1월 22일 작업일지)

카스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있지만 자체 디자이너가 없었다. 주문 

들어오는 물량을 기한 안에 맞추는 것도 빠듯한 탓에 새로운 걸 시도하

는 게 어렵다고 했다. 저가 액세서리 생산업체에서 독창적인 걸 만들더

라도 금세 다른 업체가 비슷하게 모방하며, 생산공장에서 주체적으로 유

통 루트를 뚫더라도 판매에서 막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정우 

사장은 생산보다 영업을 담당하기 때문인지 장기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정도 시도는 손해 볼 게 없다는 말이었다. 

“이정우 사장 : 다만, 일부 바이어들이 독특한 걸 원하기 때문에 어

떻게든 팔 루트는 있다. 팔리는 건 아무도 모른다. 1월에 생산/개발 

파트가 한가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오케이 한 것.” (2018년 1월 



- 36 -

24일 작업일지)

 “내가 눈치 보는 걸 알아채셨는지, 오늘은 모두들 호의적이다. 어

차피 내 드로잉이 생산팀의 상무님(**남자)이나 원본 제작 공인을 거

치면 카스 스타일로 변형이 될 거니, 카스를 신경쓰지 말고 드로잉을 

진행하란다. 이곳이 주문 양이 큰 물건은 10-20만 개씩 찍어내는 대

량생산 공장이란 걸 다시 한번, 눈으로, 이야기로 인지하고 나니, 돈

의 논리로 기계가 돌아가는 이곳이 내 프로젝트에 애당초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쏟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금은 

그저 이 공장에서 내 작업의 카피캣이 한 점이라도 제대로 나오길 

바랄 뿐이다.” (2018년 1월 24일 작업일지)

결국 내가 내 작업의 부분을 참고해서 팔릴만한 디자인으로 스케치

를 그리면 이를 생산팀에서 보완해 샘플을 만들기로 했다. ‘생산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 즉 이곳의 설비와 노동력을 이용해 높은 이윤이 발생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가 액세서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명

품 브랜드의 스타일을 베끼지 않는다. 바로 위 단계의 상위 브랜드를 참

고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유행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단계를 

통해 섬세하고 복잡한 부분은 서서히 제거되고, 결정적인 특징만 단순하

게 남는다. 이런 생태계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

이 큰일이고, 이미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찍어내는 것이야말로 이윤을 

보장하는 경제적인 선택이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이틀 내로 8점 정도의 

샘플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가져간 반지에서 생산성이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 이틀간 스케

치를 했다.(작품 15) 서쪽남자는 보통 디자이너들은 한 달에 2,000장 정도

를 그린다며 내 속도가 느리다고 면박을 줬다. 생산 설비가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쩔쩔매는 내 모습에 쓴웃음이 나왔다. 

서쪽남자와 이정우 사장은 7점을 골라 재료를 정하고 몇 군데 수정을 한 

뒤 3D 스케치 기술자와 원본 조각가에게 넘겼다. 복잡한 형태는 다른 업

체에 3D 프린트를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카스에서는 기술자가 컴퓨터로 도안을 그리면, CNC 기계40)가 주석판의 

40)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한 수

치로 절삭 공구의 움직임을 자동 제어한다. 회전축이 많을수록 정밀해지고, 입체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카스에서는 윗면을 깎아내는 작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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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을 깎아내고 원본실 조각가가 이를 추가로 가공하는 방식이다.(작

품 16, 도판 21) 완성된 주석 샘플은 카스 공장 내 아연주물실에서 원심주

조기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된다. 원심주조기는 한 번 회전할 때마다 20

여 개 이상의 똑같은 모양을 뽑을 수 있고 작업 속도가 빨라서 저가 액

세서리 업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정우 사장은 아연 반

지 3~400개 만드는 건 몇만 원이면 가능하다며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

보라 했고, 나는 재료비를 대신해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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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베트남 프로젝트: 스케치>, 종이에 연필, 각 27x29cm, 2018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3D스케치 기술자와 원본 조각가에게 맡겨보기로 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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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3D 프린트를 

위한 도안 작업.

<베트남 프로젝트: 메이킹 

필름> (스틸컷), 단채널 

비디오, 5분 4초, 2018

(도판 21) 카스 기계실의 

CNC 기계. 입력값에 맞춰 

주석판을 깎는 모습.

 

“아침에 가보니 CNC로 만들기로 한 반지 세 종류가 이미 CNC 커

팅을 마치고 세공실에서 작업 중이란다. 모양새를 보곤 투박함에 화

가 날 정도였다. ... 내 드로잉이 더 구체적이어야 했다. ... 처음 이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보다 이 공장엔 내 작업을 카피해 재-디자인할 

역할이 없고, 공장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내 작업은 상업성이 떨어지

고 난해하다. ... 내 작업을 던져만 놓으면 그 시스템에 맞게 빨려 들

어가겠다고 생각한 게 만만한 생각이었다. 이곳의 방식은 훨씬 합리

적이다.”(2018년 1월 30일 작업일지)  

나는 3D 프린트와 CNC 방식 외에도 내가 직접 왁스를 맡길 수 있도

록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주물공장을 찾아갔다. 카스에서 하청을 주는 

공장이어서 그런지 친절히 과하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나는 카스에서 월

마트에 납품했던 반지 샘플을 모아 <모방과 속임수> 방식으로 황동 주물 

반지 세 점을 만들고 이를 대량생산해보기로 한다. 이 주물공장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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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작업하는 반지에 비하면 입체적인 모양이지만 이곳의 작업비용을 내

가 지불하기로 해서 진행에 큰 무리가 없었다. 공장 노동자의 인건비가 

월 150달러 정도라 한두 명이 까다로운 초반 작업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애당초 기획에선,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에서 상업적 아이디어

를 얻은 대량생산 공장이 주체였다. ... 하지만 10만, 20만 단위의 정

해진 개수를 수백 종류 납품해야하는 이 곳은 전쟁터고, 나는 내가 

상상한 공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 과정에서 기계 공정을 처음 접하

는 내가 그린 드로잉은 한 단계씩 공정을 넘어가며 재현이 어렵다는 

걸 배웠다. ‘팔릴 수 있을까. 주문받을 수 있을까.’ 모두 다 아는 

당연한 세상의 방식을, 스스로 이 입장에 서보고야 안다.”(2018년 2

월 1일 작업일지)

“... 오늘 왁스 120개 나올 줄 알았던 (현대캐스팅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작업은 기대와 달리 시작도 못 했다. 모양이 입체적이라 몰드를 

칼로 째는 것도 힘들고, 그 몰드에서 왁스가 제대로 나오지도 못한

다.” (2018년 2월 2일 작업일지)

“오전, 황동 주물 공장에 세 번째 왁스를 맡겼다. 첫 번째, 두 번째 

작업이 공장에겐 까다로워서, 세 번째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으

나, 담당 부장님 말로는 기존 타 브랜드 반지보다 생산단가가 두 배 

이상 들어갈 거라고 한다.” (2018년 2월 3일 작업일지)  

 

“카스가 다음 주 선적 물량을 맞추느라 야근에 다른 공장에서 공인

들을 빌려오기까지 정신이 없다 보니 내가 내 작업을 챙기지 않으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직접) 아연캐스팅 개수를 맞추고, 알을 

물린다. 공장 하루 공인비가 20만 동(약 만원)인데, 만 원어치보다 더

딘 속도로 내가 직접 해야 하니 속도가 안 난다. 어제, 오늘은 종일 

황동 캐스팅 공장에서 두 번째 왁스 작업과 씨름했다. 생김새가 복잡

해서 손은 많이 가고, 자연스레 완성도에 관대해진다. 7시까지 왁스 

작업을 하고 나면, 밤 10시까지 야근인 카스에 와서 이쪽 일을 마저 

한다. 예술적 의미, 이곳에서의 역할을 생각할 틈은커녕 손 씻을, 거

울 볼 틈도 없다.”(2018년 2월 8일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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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Vietnam no.05>　작업 과정.　

원심주조기로 뽑은 반지는 도금 후 본드로 인조 스톤을 붙이기로 했

다.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Vietnam no.04, 05>에는 <베트남 프로젝

트 made in Korea no.04>에 물려있

는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크기의 인

조 다이아몬드를 펜치로 물리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Vietnam no.05>(작품 17)은 도금 

후 음각이 된 부분을 검은색 에나멜 

물감을 채워 넣어 앤티크한 느낌을 

줘야 했는데 이 세 가지 공정이 일

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밤엔 공인들과 스톤(유리) 세팅을 하다 보니 10시가 되었다. 에폭

시 본드를 아주 조금씩 홈 속에 넣은 후 스톤을 일일이 이쑤시개나 

면봉으로 안착시키는 것. 카메라 렌즈로 바라볼 때보다 직접 몇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건 머릿속의 생각 회로를 바꿔놓는다. 상

황과 배경을 분석하려던 태도는 사라지고, 작업에 불량이 없게끔 신

경 쓰며 편한 자세를 찾는 게 우선.” (2018년 2월 9일 작업일지)

“ 공장은 다음주 선적 기한이 쫓겨 오늘도 옆 공장에서 공인 50명

을 데려왔단다. 사장이 보여주는 주문 시트는 장당 17종류씩, 50장이 

넘는다. 작은 시도를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짐을 꾸리는 밤, 부슬비에 

공단 전체가 습하고 차갑게 뒤덮여 흐리다.”(2018년 2월 10일 작업

일지)

작업 시간이 부족해서 본드로 인조 스톤을 붙이는 작업은 반 정도밖

에 못 하고 한국에 가져왔다. 마지막 날 붙여놓은 반지도 건조기에 들어

갈 시간이 없어서, 쟁반에 조심스럽게 담아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문화원 

김영 큐레이터의 집에 맡겼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

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허탈했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생산시스템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견고한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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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Vietnam no.01, no02, no03, no04, no05, no06> (부분)

아연, 황동, 모조 다이아몬드, 2018

 

동반에서 만든 반지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Vietnam>는 총 9종

이었다.(작품 18) CNC 기계로 깎은 후 아연주물로 뽑은 4종, 현대캐스팅에

서 황동주물로 뽑은 3종,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뽑았으나 동반에서 작업

하기에는 너무 섬세해서 대량생산이 곤란한 샘플 2종이었다. 그중 대량

생산과 판매 가능성이 있는 아연 주물 3종과 황동 주물 3종은 약 100개

씩 주물을 맡겼다. 이 6종은 두세 점씩 공장 샘플실에 남겨두었다. 6종

의 반지는 껴봤을 때 착용감에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인체에 무해

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연주물로 뽑은 3종은 도금이 쉽게 벗

겨졌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본드로 붙인 모조 다이아몬드가 몸체에서 떨

어졌다. 황동주물 반지는 일부 착용자의 경우 손가락이 파랗게 물들었

다.    

나는 한국으로 가져온 600여 점을 개인전 《반짝임을 나열하는 방식 

How to arrange glitter and gold》과 단체전 《트릭스터Tricksters》에서 화려한 

장식장 안에 내가 만든 반지와 함께 전시했다. 전시장에는 공장에서 그

린 스케치와 협약서, 메이킹 필름, 그리고 단채널 비디오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도 전시했다. 개인전에서 지하 1층에 전시된 장식장

은 내장된 할로겐 조명과 어두운 전시장 조도 때문에 더 돋보였다. 반지

를 올려놓은 받침대는 고가의 예물 반지를 판매하는 쇼룸에서 빌려왔으

며, 다이아몬드의 보증서도 함께 두었다.(작품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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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베트남 프로젝트> 

설치이미지《반짝임을 나열하는 방식》(세움아트페이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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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베트남 프로젝트: 가격 리스트> 

《반짝임을 나열하는 방식》(세움아트페이스, 2018) 

(작품 20) <베트남 프로젝트> 

설치이미지《트릭스터》(신한갤러리 역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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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만든 <베트남 프로젝트 made in Vietnam no.04, 05>의 

모조 다이아몬드는 조명 때문에 실제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거렸고, 관

객은 어떤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의 그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베트

남에서 만든 반지를 9,800원부터 89,800원의 가격으로 팔았으나 장식장 

안에는 가격표를 일일이 붙여놓지 않았다. 대신 보증서 옆에 모든 작업

의 가격이 적힌 액자를 걸었다.(작품 21) 썸네일 사진 없이 배치 순서에 

맞춰 가격을 적었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관객의 수고

가 필요했다. 이러한 설치요소는 백화점 등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클리셰를 재연한 것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 사물

의 가치를 계산하려는 관객의 판단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였다. 

영문 제목 ‘How to arrange glitter and gold’은 영미 속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41)에서 따왔다. 소중해 보인다고 모든 게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이 속담은 <모방과 속임수>,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

앤다>, <베트남 프로젝트> 등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떠오른 질문을 은유

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 모조 다이아몬드와 보증서에 표기된 진짜 다이아몬드

가 생산, 판매되는 과정은 대립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가 거대 자본

과 욕망으로 귀결되는 점은 동일하다. 나는 이 구조의 대안을 밖에서 찾

기보다 그 내부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봄으로 새로운 서사를 시도했

다. 실제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틈

을 드러내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41) 직역하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유래했다. 2막 7장에

서 모로코 왕자가 금궤, 은궤, 납궤 중 금궤를 열어보곤 해골 안에 들어있는 두루마

리를 읽는 장면과 함께 등장한다. “‘빛난다고 다 금이 이다, / 그런 말을 여러번 들

었겠지. / 나의 이 겉모습을 보려고 / 많은 이가 목숨을 팔았다. / 금빛 묘엔 구더기만 

들어있어.” William Shakespeare,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전집1, (최종철 옮

김) (서울: 민음사, 201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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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에 대한 작은 반응 

향꽂이로 쓸 수 있는 <귤쨈, 마그마Mandarin jam, Magma>는 2019년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을지로에 위치한 상업화랑에서 열린 단체전에 설치했

던 오브제다. 2019년 1월 3일 새벽 4시, 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포스팅

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작가 최황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모집 공

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을지로 일대 도시재생사

업에 대한 입장과 함께 “공공 미술”형태의 프로젝트를 함께 할 “문화

예술계 여러분”을 모으고 있었다.  

 

(도판 22) 도심부 제조업의 분포 현황 (출처: 서울시(2015) 136.)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도심부 제조업이 밀집된 세운상가 일대를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들자는 ‘다시-세운’사업으로,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일대 세운상가42) 군이 해당한다.  이 

지역은 블록 내부가 조선 600년 동안 자연 발생한 좁은 길들로 엉켜있

다. 193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상가, 제조

업, 일부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밀집했다가, 1945년 2차 대전의 공중폭격

42) 세운상가는 세운상가(현대상가·세운상가가동), 청계·대림상가, 삼풍상가·풍전호텔, 

신성·진양상가 등 남북으로 쭉 이어진 4개 건물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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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비해 종묘에서 필동까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해 너비 50m, 길이 

1,180m의 빈터(소개공지)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판잣집이 들어섰다가 

1968년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기능의 세운상가를 세워졌

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개발로 각종 상점이 떠난 자리에, 전기·전

자제품 매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제조업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

추며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로 발전 했다.43)(도판 22) 공구, 금속, 아크릴, 

유리, 인쇄, 전자 부품 등 다양한 소형 점포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

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재료와 도구를 사고 작업을 맡기기 위해 수시로 

오가는 곳이다. 주문을 받은 기술자가 각 공정단계에서 다른 기술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분담 제작을 하면서 지역 내 여러 업종이 상생하는 관계

를 만든다.    

세운지구에 재개발 바람이 분 건 1995년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해 통

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종

로·중구 세운상가 일대 43만 8585㎡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부

터다. 2009년 녹지축의 1단계 구간인 현대상가가 2009년 5월에 우선 철

거됐으나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

획>44)으로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전면 철거 방식이 일부 존치하는 방향

으로 수정되어 8개 지역 171곳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한다. 하지만 도시

재생법45)에 따르면 도시쇠퇴의 기준을 인구감소, 사업체 치탈, 건축물 

노후로 보아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도시의 보존과 지속 가능성보

다 도시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46) 세운 3-1,4,5 구역에 

43) 송아라,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계획에 있어 ‘보존’논의의 형성과정과 주요 쟁점 

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16, 24-27.

44) “아카이브 - 정책자료 - 202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서울도시재생포털  

[검색 2020.5.15]; 

https://uri.seoul.go.kr/surc/archive/policyView.do?bbs_master_seq=POLICY&bbs_seq=511

45)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도시재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2020.5.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9567#0000

46) “쇠퇴의 주요 기준이 되는 20년이라는 시간 기준의 건물 노후도 그렇다. 

도시재생특별에 의한 쇠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지역이 쇠퇴 

지역이라고 서울시가 보고 있다.”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도시재생? 그 시절 

‘재개발’과 얼마나 다른가,” 오마이뉴스 (2019.12.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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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이 설치되고 건물이 철거되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부터였다. 이

곳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소유자의 75%

만 동의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

가 빨랐다. 시행사는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상인들에게 2억에서 최대 

3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하며 이주를 종용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퇴거당한 상인들 11% 정도는 여러 이유로 폐업했다.47)48) 내가 문제의식

을 느끼기 시작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석 달 만에 350여 

개 점포가 사라졌다.(도판 23,24) 

“전시에 참여한 동기는 객관적 판단보다 사적인 마음이 컸다. 을지

로와 종로를 자주 지나던 나는 도심 한복판에서 금융업이나 서비스

업이 아닌 제조업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에 묘한 쾌감을, 30년 이상 

가게를 꾸려온 사장님들에게 동료애를 느꼈다. 청계 4가 사거리에 5

층 높이의 철거막이 세워진 날, 나는 종로3가의 주물공장에 작업을 

맡긴 후 버스정류장을 가느라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포크레인이 건

물을 부수는 풍경은 마치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한편으론 

사람들을 밀어내는 내 모습 같기도 했다. 뒤처짐에 대한 불안을 느끼

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서울.” - 작업노트, 2019 

47) 청계청을지로 보존연대, “박원순의 재검토 선언...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019.12.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706

48)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와 이 지역 주민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4, 5구역 도시환

경정비사업 추진의 적법성 여부 및 주민 권리침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4,5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적법성 여부 및 주민 권리침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검색 2020.5.15];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5742319/세운재정

비촉진지구-감사청구-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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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세운 3-1구역에 설치된 철거용 가림막. (2019년 1월 21일 촬영) 

(도판 24) 철거 중인 세운 3-1구역. (2019년 1월 28일 촬영) 

그렇게 모인 예술가는 심승욱, 오세린, 일상의실천, 정용택, 차지량, 

최황, 한정림, CMYK 총 8팀(11명)이었다. 우리는 첫 회의에서 박원순 서

울시장의 전시행정과 문화·예술관의 현상을 작품 소재로 삼아 우리 스

스로를 ‘박원순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규정하면서 박 시장을 미술 작

가로 데뷔시키기로 한다. 어시스턴트를 자청하는 작가들이 영상, 사진, 

공예, 설치, 미디어 인터렉티브 등 각자의 장르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을 60대 중견작가로 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을지로 143번지에 위치한 

상업화랑에서 2019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박원순개인전》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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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 을지로 일대 분양광고

(2019년 2월 13일 촬영) 

(도판 26) 세운 3-1구역에 들어설 

복합용도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조감도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상업화랑과 인근에 모여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2월 중순이 되자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내걸렸다.(도판 

25) 광고 속 조감도49)(도판 26)에는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을지로 특유의 역사와 분위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진행되는 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

군을 도태시키는 사회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시공사와 토지 소유

자, 관련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작업을 풀어갈

지 고민하던 중 같이 사는 룸메이트로부터 소재를 얻는다. 

“지난가을 룸메이트로 은정 씨를 만났다. 지질학 연구소의 대학원생

이었던 그는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은정 씨는 내

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지질학자다. 그의 전공은 지구 속 마그마인

데, 대학교 지하 연구실에 있는 용광로로 아주 작은 마그마를 만든다

고 했다. 마그마는 지상으로 분출하기 전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잔뜩 

49) “신규사업-진행중인 프로젝트-세운 3-1,4,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복합시설,” 한호

건설그룹 [검색 2020.5.15]; http://www.han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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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는다. 그리고 폭발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돌도 되고 산

도 된다. 조곤조곤 설명하는 은정 씨는 즐거워 보였지만, 연구소로 

출근할 때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다. 

은정 씨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제주도에 계신 그의 부모님은 겨울 

내내 귤을 보내주셨다. 이웃에서 얻은 귤이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했

다. 나는 공짜 귤을 실컷 먹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공짜라니! 이 귤들

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귤, '파치'라고 했다. 다 자라지 못한 밤

톨만한 귤, 덩치가 너무 큰 사과만한 귤, 쭈글쭈글 시든 귤, 굴러 떨

어져 터진 귤...... 100킬로 이상의 파치가 우리 집으로 왔다. 두 박스

씩 배달이 왔고, 다 먹어갈 때 즈음이면 다시 두 박스가 왔다. 우리

는 겨우내 파치 귤을 먹었고, 은정 씨는 겨우내 마그마를 만들었다. 

어쩌지 못해 남겨진 상처들은 베란다 박스 속에서 하얀 곰팡이를 피

웠다. 

1월 6일, 일요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여는데 달콤하고 더운 

기운이 훅, 풍겼다. 커다란 냄비에서 노르스름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

다. 그리고 그 앞에 잠옷 차림의 은정 씨가 서 있었다. 하루도 빠지

지 않고 연구실에 나가던 마그마 박사가 부글부글 귤이 끓는 냄비를 

젓고 있었다. 나는 은정 씨를, 은정 씨는 나를 쳐다보았다. 버리기 직

전인 귤을 전부 갈아서 설탕과 함께 졸이고 있다고 했다. 귤색 거품

을 걷어내면서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천천

히. 은정 씨는 주걱으로 냄비를 젓고 또 저으며 말했다. "이렇게 졸

이다가 물속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끈적하게 떨어져 풀어지지 않는

데, 그때가 완성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먹다 남은 파치로 이렇게 귤

쨈을 만든다고 했다. 은정 씨는 온종일 귤껍질을 까던 엄마와 남동생 

이야기를 하며 뜨거운 쨈을 한 숟가락 건넸다. 입안 가득, 진한 새콤

함이 퍼졌다. 나는 식탁에 턱을 괸 채 베란다에서 곰팡이 꽃을 피우

다 버려진 파치를 생각했다.” - 작업노트, 2019  

나는 우리집 베란다에서 썩어가는 귤부터 작업실로 옮겼다. 과일가

게에서 버리기 직전인 물러터진 귤을 얻어오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귤을 줍기도 했다.(도판 27) 심하게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건조기에 하루 정도 넣어서 표면에 수분이 없도록 충분

히 말렸다. 그리고 초콜릿이나 양초를 만들 때 쓰는 실리콘으로 틀을 만

들고 그 틀에 왁스를 부어 똑같은 모양의 왁스 귤을 만들었다. 귤의 겉

면에는 무언가 흘러내려 바닥에 고인 느낌을 주었다. 마그마나 귤쨈,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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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서울대입구역에 버려진 귤

(2019년 1월 29일 촬영)  

농, 혹은 눈물처럼 보였다. 그

리고 향을 꽂을 수 있도록 작

은 구멍을 냈다. 향을 피우는 

행위는 도시에서 밀려난 것

들, 내가 그동안 밀어낸 것들

에 대한 미안함과 위로이자 

뒤처져도 공존할 수 있는 세

상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나는 모양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귤 다섯 개를 골라 광

을 내고 24k 금으로 샛노랗게 

도금을 했다. 그렇지 않은 스무 개는 황동 상태 그대로 두어 자연스럽게 

변색이 되게 하거나 까맣게 착색을 했다. 스무 개의 귤은 바닥에 작은 

박스를 두고 그 위에 올렸고,(작품 22, 23) 금귤은 가슴 높이로 설치한 선반

에 올려두었다.(작품 24)  

(작품 22) <귤쨈, 마그마> 황동, 나무, 페인트, 가변크기, 2019

설치이미지《박원순개인전》(상업화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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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박원순개인전》전시전경 (상업화랑, 2019)

오른쪽 구석에 <귤쨈, 마그마> 20여점이 놓여있다. 

(작품 24) <귤쨈, 마그마> 황동 (24k 금 도금), 나무, 페인트, 가변크기, 2019 

설치이미지《박원순개인전》(상업화랑, 2019) 

“한 명의 공예작가는 원재료가 갖는 귀함과 그것을 연마하는 과정

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빛나는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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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귀함이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빛

을 받아 반짝이는 금귤과 빛을 받지 못하는 색이 변한 귤의 조각들

은 같은 곳에 모여 있지 않았다. 점점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서 보이

지 않고 있다. 서울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하는 걸까?”50) 

1년 후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을지로 4가 n/a 갤러리에

서 열린 《soft walls, dry fruits》에서는 크기를 키워 청동 오브제 

<Untold day>(작품 25)를 만들어 전시했다. 갤러리가 있는 곳은 2014년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5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재생사업으로 전환된 곳51)으로, 갤러리가 위

치한 골목 전체가 철공소, 금속 자재상 등으로 가득하다. <Untold day>는 

귤뿐만 아니라 버려진 바나나 껍질, 썩은 석류와 키위, 멍든 사과, 버려

진 딸기, 그리고 깨진 아스팔트 덩어리 등을 모아 만든 형태이다. 이 작

품은 재개발로 철거된 건물 앞마당에서 가져온 시멘트 덩어리 위에 놓였

다.

  “나는 프레임 밖에서 건져낸 풍경을 논리적으로 나열할 수 없었

다. 이유를 모르는 무표정, 썩어가는 과일의 흠집, 깨진 아스팔트의 

단면, 정돈되지 않은 변두리. 이들은 묘하게 닮아있었다. 그리고 도시

의 불안과 잡음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제가 있었다.” - 작업

노트, 2020 

50) 차지량, “개인의 절망과 희망,” 《박원순개인전》 서문, 2019. 

5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산업으

로 전환된다.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

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지헌, “을지면옥 건물 없어진다...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해제,” 연합뉴스 

(2020.3.4)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19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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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Untold day> 청동 (황화칼륨 착색), 시멘트, 2020

  설치이미지 《soft walls, dry fruits》 (n/a 갤러리, 2020)  



- 56 -

5. 가족, 그리고 흙을 돌보는 방식  

포천 대대울에서 벼농사, 배추 농사를 지어온 외할아버지는 7년 전 

치매에 걸렸다. 노래를 잘해 상두꾼으로 상여 앞에서 선창을 했고, 모내

기 민요 ‘포천 메나리’52)의 전수자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

린 후 농사를 짓던 고향 대대울을 떠나 근처 가산면에 있는 아파트로 이

사해 매일 주간보호센터에 다닌다. 가족들은 센터에 다니기를 거부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가 센터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무형문화재 선

생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통장에 월급을 넣어줬다. 큰 글씨로 써진 

가사집과 명찰도 만들었다. 

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의 가족사에 개입하고 싶다고 느낀 건, 엄마

와 할아버지의 전화 통화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궁금할 때마다 

장녀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치매 초기엔 대대울에 있는 할아버지 

소유의 밭이 잘 있는지 묻는 정도였는데, 치매가 심해질수록 남의 땅이

나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상가 건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대대

울 전체가 본인 것이라 생각하는 등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엄마를 찾았

다. 할아버지에게 땅과 집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가장의 

사회적 욕망 같았다.53)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구체적이

고 사실적인 거짓말을 보태 할아버지의 망상이 사실인 것처럼 대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대대울 고향 사람들은 땅도 많고 자식 농사도 성

공한 할아버지를 몹시 부러워했다. 나는 몇 년에 걸쳐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대화를 지속하는 엄마의 모습이 부모를 섬기는 정성과 사랑의 차

원을 넘어선 예술적 행위라고 느꼈다. 대화의 내용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대화의 실체는 진실로 가득 차 있

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엄마만의 방식은 천천히 사라

지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서사의 세계로 소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외갓집에 갈 때마다 카메라를 챙겼다. 할아버지는 집 위치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면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야 했다.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와 아

52) 포천 지역의 대표적인 논매기 노래로, 2000년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35호로 선

정되었다. 할아버지는 몇 해 전까지 메나리 회원으로 활동,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다. 

53) 오세원, “패브릭하우스,” 《패브릭하우스》 도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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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단지를 걸으며 영화를 찍자고 했다. 할아버지에게 나는 영화감독이

었고, 할아버지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무형문화재 노래 선생님이었

다. 할아버지의 망상과 기억상실이 근사한 현실로 가공되는 대화는 슬프

지만 유쾌했다. 

(도판 28) 대대울 옛 외갓집 (2018년 10월 9일 촬영)

종종 차를 끌고 대대울에 가보기도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곳

을 떠나면서 이웃 사람에게 싼값에 집을 넘겼고, 그 후 대대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빈집이긴 하나 주인이 있는 집이니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쓰러져가는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 정도였다. 하루는 지금

의 집주인의 연락처를 얻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 안에 들어가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란 철문 손잡이에 묶인 굵은 철사를 풀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 문이 열렸다. 

어린 시절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남아있는 곳, 엄마와 이모를 키워

낸 곳,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억이 멈춰있는 곳, 대대울 외갓집. 초가을이 

시작된 10월 마당은 여름 내내 자란 잡초가 사람 키보다 높이 가득 차 

있었다.(도판 28) 집을 보호하려는 듯 도깨비바늘과 넝쿨이 가득해 지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잡초 위에 널빤지를 덮어 길을 만들었다.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니 기억 속 외갓집이 그대로 있었다. 가을 노을빛이 반투

명한 슬레이트 벽 사이로 새어 들어올 뿐, 할아버지가 떠나던 그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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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멈춘 듯 고요했다. 미닫이문을 열고 대청에 들어가니 눈에 익은 물건 

몇 개가 먼지를 덮은 채 아직 남아있었다. 텔레비전이 놓여있던 장식장, 

엄마가 어릴 적 학교에서 만들어온 퀼트 액자, 이제는 시간이 가지 않는 

자명종, 용 장식으로 띠가 둘린 거울. 어린 시절 외갓집 대청에서 잠을 

잘 때면 올려다보던 것들이었다. 나는 이곳의 풍경을 영상으로 남겼고 

엄마와 할아버지의 전화 통화 속 목소리를 함께 입혔다. 

(작품 26) <담바구> (스틸컷), 단채널 비디오, 7분 30초, 2019 

 

대대울 외갓집에서 동네 뒷산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할아버지

가 50년 이상 농사를 짓던 움묵골이 나왔다.(작품 26) 고추밭과 배추밭이

었던 이곳은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먼 친척이 묘목을 심어놓고 가끔 

와본다고 했다. 집 앞 텃밭에서도 더 이상 내 기억 속의 채소가 자라지 

않는다.(작품 27) 나는 할아버지의 DNA가 묻어있을 것 같은 땅을 둘러보

며 작업의 재료가 될 만한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곳의 흙을 플

라스틱 통에 담아봤다. 겉에 덮인 흙은 한 뼘 정도 걷어내고 속에 있는 

흙을 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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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대대울 흙을 여러 차례 씻어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 (2018년 10월 20일 촬영)

(도판 30) 걸러낸 고운 모래. 

(2019년 8월 12일 촬영) 

(작품 27) <담바구> (스틸컷), 단채널 비디오, 7분 30초, 2019 

“가져온 흙을 고무대야에 옮겨 센 물살로 씻는다. 정신없이 떠오르

는 썩은 낙엽, 퇴비, 작은 플라스틱 조각, 식물 뿌리를 여러 번 흘려

버린다.(도판 29) 다시 물을 가득 채우고 남은 흙을 휘젓는다. 뭉쳐있

던 흙 알갱이가 부서지며 흙탕물이 생긴다. 모래와 흙이 바닥에 가라

앉고, 남은 흙탕물은 더 큰 통에 쏟아낸다. 여러 차례 반복한다. 큰 

통에 가득 찬 흙탕물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그저 뿌옇다. 그렇

게 반나절을 기다리면 고운 진흙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물이 맑아진다. 위층의 물을 천천히 따라버리면 진흙만 남는다. 이 

진흙에 다시 물을 넣어 저어주면 점성이 있는 흙물이 된다. 고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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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 물의 양을 조절해 흙물의 

비중을 맞추는 과정. 

(2019년 8월 24일 촬영)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모래는 체에 걸러 물기를 빼고, 돌멩이와 굵은 

모래는 걸러낸다. 마지막 남은 고운 모래(도판 30)는 햇볕에 바짝 말

린다.” - 작업노트, 2019

어떤 공간이든 물건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된다. 우리 삶에 영

원한 것은 없지만 흙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입자를 크기별로 분류하는 

것은 땅이 품고 있는 할아버지의 반세

기 세월을 조심스레 더듬으며 다시 생

기를 불어넣는 의식 같았다. 고운 모래

를 조형토와 섞어 구우니 알갱이마다 

다른 색으로 반짝이며 빛이 났다. 그 

위에 고운 흙물(도판 31)을 바른 다음 높

은 온도에 다시 구우면 표면이 자색을 띤 진한 갈색으로 코팅되었다. 은

은하게 광택이 흘렀고 견고해졌다. 농사짓던 흙이지만 점성이 좋아 유약

으로 쓸모가 있었다. 나는 대대울에서 흙을 더 가져왔고, 같은 방식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11개의 액자를 만들었다. 몇 개의 액

자는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배추, 무, 고추 등의 꽃 모티프로 화려하게 

장식했고, 일부에는 할아버지 이름 ‘이병진’과 ‘무형문화재’ 글씨를 

써 기념비처럼 만들었다.(도판 32) 액자 같은 ㅁ자 형태는 가운데가 뚫려

있고 바닥에 닿는 면이 넓어서 흙이 건조되는 동안 가장자리에서 안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전체모양이 뒤틀리거나 꼭짓점부터 갈

라지는 경우가 잦았다. 가마에 넣을 땐 멀쩡했던 게 구워지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다시 만들지 않

고 그대로 두었다. 모든 액자는 1차 소성 후, 비중을 맞춘 고운 흙물에 

덤벙 담가 표면 전체가 대대울의 흙으로 골고루 덮이도록 했다.(도판 33) 

입체적인 장식 때문에 돌출된 부분은 흙물이 상대적으로 얇게 발린 곳은 

에어 스프레이건에 흙물을 넣어 한 번 더 도포했다.(도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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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액자를 흙물에 담근 직후. 

(2019년 8월 24일 촬영)

(도판 34) 스프레이건으로 흙물을 도포 

후 건조시킨 액자. (2019년 9월 7일 

촬영)

(도판 32) 1차 소성이 끝난 액자. 

고추꽃과 리본장식, 할아버지의 

이름‘이병진’,‘무형문화재’ 

글씨를 흙으로 빚어 붙였다. 

(2019년 7월 26일 촬영)

할아버지의 흙을 작업의 주재료로 쓴다는 건 제작 차원에서 볼 땐 

기성 재료보다 효율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일이지만, 주제와 가장 밀

접한 요소이기 때문에 작업이 더 깊이 있게 전달될 수 있음을 알았다. 

우리가 구입하는 가공된 재료가 본래부터 그러한 것은 없을 것이다. 금

속 재료상에서 파는 은판이나 황동봉은 어느 나라 광산에서 채굴한 것을 

제련한 것일 테고, 화방에서 파는 종이는 몇 살 먹은 어떤 나무를 베어

와 펄프로 만든 것일 테다. 대대울 흙을 재료로 쓸모 있게 만드는 과정

은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주변의 재료를 관심 있게 보도록 했다. 

또한 농사를 짓던 흙이 구울 수 있는 흙으로 새로운 쓸모가 더해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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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일상 속 익숙한 대상이 작가의 개입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음을 

배웠다. 

(작품 28) <담바구>, 단채널 비디오, 7분 30초, 2019

설치이미지《패브릭 하우스》(씨알콜렉티브, 2019)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엄마와의 통화, 대대울의 풍경, 호미로 흙을 

캐는 내 모습을 편집해 단채널 비디오 <담바구>를 만들었다.54)(작품 26,27) 

그리고 이 작업과 11개의 액자를 2019년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씨

알콜렉티브에서 열린 기획전 《패브릭 하우스fabric house》에 <흙을 돌

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치했다. 합판으로 벽을 세워 외부와 차단

된 방을 만들고, 방의 한쪽 벽면에 단채널 비디오 <담바구>를 상영했으

며 비어있는 옛 외갓집에서 가져온 멈춘 시계와 오래된 액자를 곳곳에 

두었다.(작품 28) 액자와 오브제는 합판 벽 겉면에 걸었다.(작품 29) 3개의 

액자가 걸리는 벽 부분은 구멍을 뚫어 방 안에서 상영되는 <담바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작품 30) 액자 8개에는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엄마

가 내게 들려준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이야기를 적었다. 연필로 새기

고 페인트로 지우는 것을 반복해 글씨가 뚜렷해 보이지 않도록 했다.(작

품 31,32)

54) ‘담바구’는 담배의 옛말이다. *영상 전체 보기 https://youtu.be/Fu5bsE3OF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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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30) <흙을 돌보는 시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흙으로 만든 도자 액자, 나무 

합판에 페인트와 연필, 가변크기, 2019

설치이미지《패브릭 하우스》(씨알콜렉티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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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32) <흙을 돌보는 시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흙으로 만든 도자 액자, 

나무합판에 페인트와 연필, 가변크기, 2019

설치이미지《패브릭 하우스》(씨알콜렉티브, 2019)

“어떤 액자에서는 영상이 보인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액자가 걸려있는 벽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으며, 그 안에서 또 다른 

벽면으로 영상이 투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어두운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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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가가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가져온 서예 액자, 자

명종 시계, 어머니가 학생 시절 만들었던 자수 작품이 있다. 

액자를 통해 영상을 보는 것은 불편하다. 열쇠 구멍보다는 크지만 편

안히 보기에 액자의 크기는 너무 작고, 높이도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다. 작가는 우리에게 그 액자 크기만큼의 시야만을 허락해준 것

이다. 작가는 시종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쓴다.”55)

    

액자가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의 망상 속 이야기다. 액자는 

할아버지의 망상과 실제 세계의 경계선이 되며, 부수적인 것임에도 할아

버지의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 섞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마치 

할아버지의 전화 통화에 장단을 맞춰주는 엄마의 거짓말처럼 말이다. 

  

55) 조새미,“절망에 반대하는 감각지각,”(CR기획전: 패브릭하우스(fabric house) 평론) 

2019 씨알콜렉티브 연례보고서 (재단법인일심, 2020),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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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본교 대학원 2학기에 수강한 민복기 선생님의 <재료학>에서‘저가 

액세서리 산업에 쓰이는 합금 재료와 관련 이슈 조사’라는 제목의 소논

문을 제출했다. 나는 이 과제를 통해 산업용 금속재료인 백납Pewter, 배

빗 메탈Babbitt metal, 아연 합금Zinc Alloy 등을 조사했고, 경기도 성남의 아

연합금 공장을 방문했다. 여기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낙동강 상류

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가공된 순도 99.99%의 아연이 이 공장에서 

합금 된 후, 카스를 비롯한 베트남 액세서리 공장 등으로 수출된다는 점

이었다. 석포제련소는 일제 때부터 아연 광산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호

주와 캐나다에서 수입한 아연 광석鑛石을 제련하는 공장만 남아있다. 추

가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된 건 지난 30년간 제련소의 존립을 둘러싸고 정

부, 기업, 환경단체, 주민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었다. 나는 상품이 생산되는 경로에서 집단과 개인의 목소리는 휘발되고 

상품만 남는다는 점이 이 시대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작업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

고 시작된다. 삶에 매몰되어 살아지는 대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사는 세

계는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익숙해 보이는 풍경과 사물을 낯설게 보는 

순간, 일상은 소재가 된다. 저가 액세서리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

의 욕망을 발견했고, 수 만점의 반지를 찍어내는 또 다른 세계의 창작자

를 관찰하며 뻔해 보이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다. 버려진 귤을 통해 적

자생존의 도시 생태관에 대해 아쉬움을 담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우리 

가족만의 방식을 흙으로 액자를 만들어 표현했다. 나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에 질문을 던지고, 사물을 통해 세상에 개입하는 작업

을 연구해왔다. 사물은 삶의 실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쓸모와 유용성을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산물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개인의 역사가 얽혀있다. 생산과 유통이 국경과 지역을 넘

어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재료와 도구 창작자와 최종향유자뿐만 아니

라 자본과 이데올로기까지도 사물의 쓸모에 관여된다.       

<모방과 속임수>는 치장과 자기표현을 위한 액세서리로부터 시작되

어 소비구조의 전복을 시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중국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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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현장을 맞서서 탐사하고 생산구조를 관찰하는 작업으로 확장되

었다. 양극단의 경험은 공예가로서 생산과 유통과정의 틀에 개입한 <베

트남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현장과 내 작업의 변수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 과정의 세부 요소들

도 결과물과 동격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경험했다. 을지로 재개발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귤쨈, 마그마>와 치매에 걸린 외할아버지와 가족을 

들여다보는 <흙을 돌보는 시간>은 각각 향꽂이와 액자 등의 사물을 매개

로 활용하면서 감정의 전달을 시도했다.     

일련의 작업은 계획적으로 나온다기보다 현장을 내밀하게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다. 그리고 포착한 지점을 함축할 수 있는 특정 사물

을 매개로 정하고 그것의 동시대적 맥락 및 은유적 개연성을 살펴본 후, 

이를 작업의 소재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물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택한다. 나는 이러한 특징이 작품 전체에 관통함을 확인하고 어떤 요소

가 작업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인 상황과 작업노트

를 시간 순으로 나열했다. 글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이 본래 가지

고 있는 쓰임과 맥락을 넘어서 새로운 통찰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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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tting Involved with World 

Through Objects

Oh, Serin

Major in Metal smith

Faculty of Crafts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ve questioned at familiar sceneries that can be found around 

us, and researched works to get involved with world through daily 

objects. An object exists for the use or utility, but as a social product 

it is tangled with small and big problems and one’s personal history. 

Toda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made across the border and 

region, and not only the creator and the consumer but also capital and 

ideology influence the object’s use.

In this study, I attempt to expand my interest in an object’s 

various facets into social sphere through certain motives and process. 

After observing a site, I choose an object that implies a subject. Then I 

focus on the production process and contemporaneity in context or 

probability of the object. This has become an immediate material or 

process of my final works. The completed works are presented with 

the subject and radiate unfamiliar impression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itation & Deception> and <Vietnam 

Project> (the jewelry works such as rings, necklaces, brooches, etc.), 

<Mandarine jam, Magma> (the incense holder), and <Time to Care for 

Soil> (the frames) are the objects can be found and used in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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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deo work <The Birds Trashed Their Heads to Fly> is obtained by 

recording an interview or progress of producing jewelry pieces. I 

endeavored to express conflicts between “consumption pyramid” and 

mass production system by using daily materials such as accessory, 

mandarin and frames. Furthermore, by deriving audience’s response, I 

attempted to deepen my intimate subjects, such as re-development in 

Euljiro and dementia of my grandfather.

keywords : object, usefulness, production, intervention
Student Number : 2018-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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