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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사회를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는 복잡하고 거대한 대

상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정보들로

구성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로 인해 그 맥락마저 헐거워지고 정보들

도 맥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분리된 정보는 기존의 이성적 틀만

으로는 해석하기 힘들게 되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각자의 경험과 지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한다. 가변적인 현대의 인간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자연을 볼 때

처럼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그것은 ‘놀이적 몰입’과 ‘관조’를 통한

대상의 지속적 관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대상에 주목했을 때, 대상 본연의 속성들을 열린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

었다. 대상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존재 가능한 독립적인 자율적 객체

(object)일 수 있으며, 관찰자의 탐구를 통해 그 본래의 속성들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본다.

‘감각을 통한 대상의 재구성’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관찰자의 움직임

을 통해 대상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파악한 대상의 성질들을 작업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 대상을 보는 시각에는 당연히 관찰자의 취향이 반

영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습득된 취향은 미적

경험으로 승화되어 대상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각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얻은 감각적 기억들은 감각상태(sensations)

즉, 느낌이나 인상과 같은 것으로서 대상에 대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쌓

여져 그 나름의 연결관계-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듯 대상의 성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맥락은 기존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용도적 맥락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새로운 맥락은 대상의 우연한

발견과 체험을 통해 얻은 것과 조형적 시각으로 파악한 측면을 함께 구

성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작품을 분별하는 정형화된 기

준을 넘어서 의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주의(attention)와 관조, 공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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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파악되는 대상의 솔직한 본질과 가깝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 새

로운 맥락과 기존의 맥락을 결합하여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대상

을 세상의 하위 구성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별적 객체

로 인식함으로써 본래의 대상이 가진 ‘단면적 실재’에 가까이 가고자 한

시도였다.

연구자는 드로잉을 통해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상의 관찰

은 지나가며 스쳐보거나 엿보는 방식과 같은 유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

루어졌다. 그것은 어떤 의도를 배제하고 대상을 보는 것으로써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각을 통해 기

억된 대상의 감각적 속성들은 드로잉을 통해 표현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림일기로부터 시작한 기록 방식은 파편화, 감각 소통, 조합과

재조합의 과정을 거치며 나름의 표현방식을 찾아 나갔다.

작업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신발, 간판, 지도였다. 이 소재들은 각각

개별적인 객체인 동시에 서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연구자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의 압축된 형태의 모델로써 인식하게 하였다. 신발은 분해와

재조합의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소재로써 선택되었

다. 간판은 감각의 놀이를 통한 ‘대상과의 소통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도는 신발과 간판 작업에서 발전된 ‘경로’와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

다.

작업이 심화하면서 대상의 복합적 속성- 즉 의미의 가변성과 다층성

을 표현하기 위해 해체적 조합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는 대상

의 본래 특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후반부 <지도 작업>

을 통해서는, 대상을 해석하는 기존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연구자 스스

로가 파악한 대상의 경험적 인상과 조형적 측면 등 다양한 맥락들을 하

나로 결합해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기존 맥락의 세부 문맥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맥락을 재구성하여 보다 더 실재에 다가서고자 의도하

였다. 설치작업을 통해 실제 장소나 세계지도를 대상으로 가상적 상황을

연출한 일련의 작업들, 영상매체로 디지털 이미지의 몽타쥬적 특성을 확

장한 애니메이션 형식의 이미지편집 작업, 신체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영



- iii -

상에 개입시켜 가상적 공간으로서의 영상을 실제 공간의 영역으로 끌어

낸 작업도 모두 같은 선상의 작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에서 파악한 내용을 표현한 일련의 작업에 담긴

주제와 의미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적 사고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가진 자유

로운 감각적 본성을 확장함으로써 세상을 구성하는 연결고리로서의 ‘대

상의 또 다른 실재’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맥락으로 연결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고자 한다.

주요어 : 대상, 감각, 맥락, 재구성, 실재

학 번 : 2007-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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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동기

현대사회는 한 개인이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하고 거대한

대상이다. 그 복잡함과 거대함은 현대사회가 생산하는 수많은 정보에 의

해 더 극대화되고 있다. 그 안에서 개인은 정보들 간의 맥락을 이해함으

로써 그가 속한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시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 획득한 정보들의 맥락을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정보들의 맥

락마저 무력화시킨다.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맥락과 새

로 만들어지는 맥락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조

건이 필요하다.

기존 체제의 분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하며 사회는 점

점 다원화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정보와 새로 생산된 정보가 뒤섞이게 되고 사회는 규정하기 힘들 만큼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엉킨 그물처럼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철학자인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단일한 객체 중심의 사유를 제안

한다.1) 하먼은 예술작품을 예로 들며, 그것의 구성요소를 세분하며 아래

로 파헤쳐 들어가거나 사회·정치적 효과를 찾아 위로 탐색해 올라가는

것으로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관계들의 매개

체로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의 주체적 자율성을 인정했을 때 사물 본연

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술가는 변화하는 사회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는가? 이차대전 이후 현대미술은 급변하는 사회적

1)그레이엄 하먼, 『비유물론』김효진(역)(서울: 갈무리, 2020), pp. 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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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응하여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였

다. 1960년대 후반의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는 주변에서 흔히 발견

되는 일상적 소재들을 통해 현실의 사회적 모순을 ‘있는 그대로의’ 즉물

적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당시의 이탈리아는 외부적으로는 소련의 동유

럽 침공과 미국식 소비주의의 유입에, 내부적으로는 남부의 빈곤과 가톨

릭의 전통, 그리고 급격한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의한 사회 변동과 모순

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은 환원적 작품 형식을 통해 사회적 복잡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2)

1980년대의 한국 민중미술은 급격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과도한 물질

욕망과 소외되어가는 노동자들의 삶, 비민주적 독재사회의 부조리를 고

발하였다. 그들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며 사회비판과 변화에 적

극적으로 앞장섰다.

90년대 이후에 와서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다변

화되며 정치·사회·문화적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도 이전에는 없었던 세계화, 이주, 성 소수자 권리 등의 이슈들이 분출되

었고 이를 반영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

인 탈모던의 시대에는 특정 흐름이나 사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는 개별적 이슈들이 작가들 각자의 목소리나 연대를 통해 작품에 반영되

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작업을 되돌아봤을 때 작업의 주제

와 의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창작 태도와 관점을 재정립할 필

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자의 작업에 나타났던 의미의 모호

성을 탈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에 있어서도 선택과 결

정을 유보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이러한 작업방식은 작업의

방향성을 종종 잃기 쉽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실타래처

럼 얽혀있는 작업의 주제와 의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창작자로서의 본

래의 입장을 회복함으로써 작업에 더욱 정진하고자 한다.

2)Angela Vettese, “Italy in the Sixties: A Historical Glance”, Arte Povera; The Great

Awakening, Kunstmuseum Basel(Ostfildern; Hatje Cantz, 2012), pp.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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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 주제의 개념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의도가 감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작업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이라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상태로부터 그 기

저에 흐르는 맥락의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의 실재적 단면에 접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 사회를 단단하고 견고한 짜임새를 가진 고정된 것

으로 보기보다는 흐트러지고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상태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상의 대상을 관찰하는데 있어서도 가볍게 스쳐보는 태도

를 취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상을 변화하는 유기체로 보는 것이며 인간

의 이성 위주의 시각보다는 대상이 주체적으로 드러내는 자율적 상태를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이 자연에 속해 있는지, 인간사회에 속

한 것인지에 따라 그 보는 방식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은 자연을

볼 때 각자의 자율적 감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한다. 가령

들판의 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그 생명체가

드러내는 본연의 특성을 느끼고 교감한다. 하지만 인간사회를 파악할 때

는 직관적 경험보다는 이성적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파헤친다. 현대의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도 자연의 대상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의 목적에 맞춰 재단하려 한다.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정보들의 맥락

은 복잡해지고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해석할

수 없는 갑갑함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연구자는 인간사회를 파

악할 때에도 자연을 이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관적 감각을 우선으로 사

용할 수는 없는지 반문하게 된다.

대상의 직관적 경험을 통해 얻은 감각적 요소들은 대상이 가진 매개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서 대상이 내포하

고 있는 실재의 단면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사회의 대상

과 정보들 역시 기존의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조형성을 갖춘 미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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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인식은 대상을 실질적 기능성

과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배제하고 순수한 조형적 상태로 봄을 의미한다.

가령 신발의 표면은 일종의 종이나 캔버스의 바탕일 수 있고 그 표면 위

의 상표는 순수한 조형성을 띤 형태나 이미지일 수 있다.

연구자는 관념적인 것이 감각적인 차원과 분리돼 있지 않다고 본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사고와 지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것의 본체를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

다.3)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각적인 것이 관념적 사고보다 더 효과적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비행기의 항로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

려지는 시각적인 하나의 선의 형태가 항로에 대한 많은 양의 설명보다

그 특정 항로의 구체적인 특성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해 이성적 사고가 아닌 직관적 경험으로 대상의 자율적

속성인 감각적 특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존 맥락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

구성함으로써 미적 실재로서의 대상의 모습을 인식하고자 한다. 다변화

하는 인간사회 속에서 기존의 관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감각을 통해

유동적인 자세로 세상을 봄으로써 개인의 개별적 시각을 회복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창작 및 발표한 작

품을 중심으로 한다. 실제 박사과정 기간은 2007〜2009년이나 작업의 소

재, 내용, 그리고 형식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분류해본 결과, 2012년까지

의 작업이 이에 해당하여 수료 후 3년 기간 동안의 작업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연구의 소재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 그 시발점을 언급하

3)루돌프 아른하임, 『시각적 사고』, 김정오(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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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과 미국에

서의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중에 창작한 일부 작품들도 부분적으로

연구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연구기간 동안 발표한 작품들은 평면과 입체

오브제, 디지털 프린트, 영상 등의 매체로 제작하였으며 그중 지도 소재

를 활용한 오브제 설치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론의 구성은 먼저 작업의 주제 부분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소

재 선택과 작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새로

운 매체로의 확장을 통해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장의 구성과 내용 및 기술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장 ‘실재의 자각과 감각의 회복’은 전체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서 이후 전개되는 소재 선택과 작업양상, 매체 확장의 근거와 이

유를 밝히는 내용을 담게 된다. 1절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의한 개

인과 사회의 다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문제의식을 끌어내고

자 한다. 2절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놀이에 기반한

대상과의 ‘유동적 거리두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율적 객체로서의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감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다. 그로부터 얻은 요소들의 재구성을 시도함으로써 대상이 드러내는 본

래의 감각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기존 맥락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대상의

실재적 단면을 인식하게 된다.

III장 ‘대상의 탐색과 발견’은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의 출발지점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먼저 드로잉에 나타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지를 살펴본다. 1절에서는 엿보

기와 스쳐 지나가며 보기 등의 감각-운동을 통해 유동적인 상태에서 대

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1997∼99년에 그린 학부와 석사과정 시

기의 드로잉을 주된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드로잉은 ‘그림일기→파

편화→대상과의 상호작용→조합을 통한 종합화’의 단계를 통해 구체화

된다. 2절에서는 자율적 객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압축된 모형으로써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소재로써 ‘신발, 간판, 지도’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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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장 ‘대상의 조합과 맥락의 재구성’은 작업대상이 내포한 복합적 측

면의 인식으로부터 논의가 출발한다. 1절에서는 이미지의 다층적이고 가

변적인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대상이 해체적 방식의 조합을 통해 구체화

되는 과정을 볼 것이다. 2절에서는 조합된 지도 오브제를 바탕으로 맥락

의 재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상이 가진 여러 맥락들의 결합과 맥

락 안의 문맥의 교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구성의 과정과 그 양상을 살

펴볼 것이다.

V장 ‘대상의 연결과 확장’에서는 작업이 설치와 영상으로 확장되는 이

유와 그 구체적 양상을 오브제 작업에서 확인된 대상의 연결체적 속성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1절에서는 IV장에서 인식한 자율적 객체로써의 대상

을 토대로 작품들 간의 다양한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확장된 구성체’

와 ‘매개체’로써의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탐구한다. 2절은 작업의 매체적

확장으로써 설치와 영상작업에 대해 살펴본다. 1항은 설치작업에 관한

것으로서 가상의 경로와 시점을 축으로 한 지도 공간의 확장을 통해 감

상자와 작품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시도한 내용을 다루게 된

다. 2항에서는 영상 애니메이션 작업에 나타난 몽타쥬적 속성을 통해 디

지털프린트 작업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항에서는 영상작업에

서 신체 일부분의 등장과 목소리의 삽입을 통해 가상적 공간을 외부의

실제 공간으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논문의 기술방식에서는, 각 장마다 이유와 근거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

으로 어떤 구체적 탐색과 시도를 하였는지를 작품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논문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나열적 서술 형태를

피하고 유기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데, II장의 내용을 논문의 중심축

으로 하여 해당 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른 장으로도 이어지게 함으로

써 논의의 연속성과 심화를 꾀할 것이다. 가령, II장에서 언급한 유기적

거리두기는 III장의 이동을 통한 대상의 탐색으로 이어지고 V장의 설치

에서의 경로의 이동과 영상의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또한, II장의 자율적

객체로서의 대상은 IV장 대상의 복합적 속성과 맥락의 재구성에서 본격

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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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실재의 자각과 대상의 인식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서 청년기를 보낸 연구자의 미적 취향과 창작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

다. 오렌지족과 압구정동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청년 문화는 풍족해진 부

를 바탕으로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더 자유롭게 이루어졌

다. 대중적으로는 대형 나이트클럽보다는 소규모의 록카페가 남들과 다

른 개별적 취향을 더 잘 반영해 주었다. 또한, 자유로운 해외여행의 경험

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다각화되었다. 그것은 그 이전

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 인식의 접근법이 요구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아

직 개인의 개별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존중받고 있지는 못했다.

연구자는 개인의 생각과 집단 전체의 사고가 상충하는 과도기적 사회

속에서 개인의 시각과 사회적 시각 가운데 어느 것이 연구자 본래의 시

각인지 의심하게 되었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돈되지 않은 재래시장과 오래

된 주택가의 골목길 등의 정제되지 않은 도시경관이 오히려 포장되지 않

은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1. 실재의 자각

사회적 변화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에서부터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실존

적 고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되돌아보면, 정

체성을 하나의 고정된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 연

구자는 이러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

을 바라보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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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적 자아 정체성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일인 방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며 일

관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는 가명을 쓰거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며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인

지 알기 어려우며 온라인상에서와 실제 공간에서 중 어느 한쪽을 택하기

보다는 각각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모아 조합한 총체가 그 사람의 본 모

습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범죄 영화에서처럼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좇아 남겨진 단서들을 하

나하나 모아 재구성하듯, 실제 공간과 온라인상의 공간을 포함한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모아 맞춰봤을 때 비로소 본 모습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일체화된 하나의 정체성보다는 분화되고 파편화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분화된 것들 간의 관계 설정을 끊임없이 재조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특정

공간에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내면에서 파편화돼 있지 않았나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타인의 시선에 관한 관심과 거부의 상반된 심

리의 공존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가진 정신적 특성 중 하

나인 ‘자아분열’ 현상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을 동시에 바라는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상반돼 보이지만 실은 그 기저에

서 서로 강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4)

4)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프로이트의 ‘자아분열’ 개념을 생각하였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외부 현실이 어떤 욕구를 방해할 때 자아 안에 두 가지의 심리적 태도가 공존하

게 된다. 그중 하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부인하면서 욕망을

지속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두 상태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존한다는 점이

다. 이 개념은 ‘인격의 이중화’, ‘이중 의식’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장 라플랑슈·장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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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주체의 분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

인간의 상반된 심리가 작용하여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연구자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의식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형성되기 시

작했다. 교실 안에서 같은 반 또래 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에 따

라 행동방식과 태도를 정하였다. 점점 성장하면서 또래의 인정과 선생님

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에게는 오히려 반발하는 심

리도 커졌다. 그리고 타인의 범위도 주변 사람들에서 나를 둘러싼 집단

과 사회로 확장되어갔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반응, 상반된 심리의 생성,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태도와 입장 등이 쌓여가면서 그것들 모두가 나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정체성의 단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은 결국 외부로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것

은 의식한 시선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인데, 외부 현실에 불편함을 느끼

고 차단하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면 밖의 현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

습을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얻고 싶은 기대심리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고 의식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거나 모두가 바라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다.

자끄 라깡(Jacques Lacan)은 인간의 욕망과 충동을 구분하였는데, 충

동은 만족을 얻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 지지만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5) 욕망의

대상은 인간 심리에서의 내재적 결핍에 근원하기 때문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모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외부로 자신을 투사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

현대인들은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욕

망을 대리 충족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일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나 연예인들을 모방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삶을 똑같이 누

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 <존 말코비치 되

트랑 퐁탈리스『정신분석사전』임진수(역)(파주: 열린책들, 2006), pp. 362-363.
5)서동욱, “라깡과 들뢰즈”,『라깡의 재탄생』김상환·홍준기(편)(파주: 창비, 2015), pp.

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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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Being John Malkovich)>에 잘 묘사되어 있다.

〔참고도판 1〕의 포스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영화배우인 존 말

코비치의 가면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서 있는 모습은 정형화된 삶을 사

는 인간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존

말코비치라는 유명 배우의 머릿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한

다. 가난하고 무료한 삶에 지친

주인공은 말코비치의 몸 안에 머

물며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 자

아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개인

의 의식이 타인에 의해 지배당하

는 상황 속에서 군중들은 주인공

에게 돈을 주고 말코비치의 뇌에

들어감으로써 잠시라도 유명인의

탈을 쓰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

는 행동을 하게 된다. 마치 가면

을 쓰고 다른 행동을 하듯 말코

비치라는 유명인의 페르소나를 대리 체험해 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유사 체험은 현대에 와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지 중심의 SNS를 보면 현실에선 이루기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넘

쳐나고 있다. 이미지 게시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외모나 환경을 연출하고 구독자의 부러움과 호응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

을 반복 재생하면서 점점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온라인상에서의 익

명성은 이러한 현상의 확산을 더욱 쉽게 해준다.

익명성 뒤에 숨은 채 어느 때는 증오에 찬 댓글을 쏟아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을 취한다. 온라인 공간 안에서 개

인은 가명, 익명, 비공개 등 여러 상태로 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참고도판 1〕 〈존 말코비치 되기〉

영화포스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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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 개인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그가 취하는 다양한 모습들 간의 관계나 맥락에 더 큰 비중

을 두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라는 한 개인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모습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다고 본다. 한 개인의 분화된 의식의 파편들은 여러 상황에 존재하며 그

부분들을 다시 모았을 때 비로소 한 개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한 장소, 어딘 가를 방문하며 품게 된 생

각,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연히 한 행동 등 그 개인성이 드러난 상황들과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다. 여러 경로로 모여진 의식의 파편들뿐만 아니

라 그것들이 기반하고 있는 각기 다른 상황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분

들을 연결해야 하나의 총체화된 정체성의 모습을 제대로 구성해낼 수 있

을 것이다.

개인의 모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사물들에서

도 드러난다. 사물에 대한 욕망은 취향의 반영으로서 사회·환경적 조건

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성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세상의 사물들에서 인간 내면의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대상들은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상품이나 간판 등인

데, 복잡하고 속내를 파악하기 힘든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단순한 대상

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

〔도 1〕에서 작업의 소재가

된 신발의 경우, 처음에는 규

격화된 디자인과 용도를 띤

대량생산품이지만 그것이 상

점의 진열대에 놓이고 판매가

되어 사람들이 신고 다니게

될 때는 개별성을 갖춘 것으

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동일한

〔도 1〕〈아디다스; 박성환 어린이〉, 2007,

혼합재료, 신발길이: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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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평범한 아디다스 운동화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개인이 신으면서

그 외관 모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은 사람의 내적 상태까지도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세상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불

규칙하며 가변적이다. 대상의 파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여러 번 지나치며 반복하게 된다. 감각적 읽기가 여러 번 누적되며

그때마다 새로운 대상의 인상이 쌓여나가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거리

를 걷고 있거나 움직이는 차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대상의 특성을 직관적

으로 파악하곤 하는데 이러한 시·공간적 한계가 오히려 대상을 지레짐작

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감각에 의한 판단과 분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사물들에서 시작된 인상 파악은 점점 확대되어 무형의 관습이

나 이념에도 적용되고 그로부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의 확대는 사회를 다양성과 획일성이 공존하는 상태로 바라

보게 한다.

2) 사회의 다양성과 획일성의 공존

파편처럼 드러나는 정체성의 단면을 찾기 위해 시작된 사물에 대한 관

찰과 기록은 점점 주변 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감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고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어 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관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사

고방식 또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지위나 권력의 상하관계에 의해 암묵

적으로 획일적인 방식을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양성과 획일성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양립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평소에는 획일성을 개별적 다

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집단의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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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결속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획일성이 사회에서 개인으로 수직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수시로 나타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대상의 미시적인 관찰을 통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연구자

가 이동하는 경로를 여러 대상들로 형성된 하나의 ‘연결체’로 보게 된 것

이다. 그것은 개별 대상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의 관계

에 따라 그 경로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더 나아가

사회도 이러한 대상들처럼 서로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른 사회와 매번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본

다.

사회적 맥락의 가변성의 예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 매체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동일 사건에 대한 보도 사진에서 각 매체마

다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나 대상을

찍은 각도와 초점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사진 속 사건이 얼마든지 다르

게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동

시에 비교하며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맥락의 차이점들을 자주 발견

하게 된다.

이제까지 사회적 다양성과 획일성, 그리고 맥락의 가변성을 현대사회

의 주요 특징으로 보았다. 다양성은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 따라 연결되

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획일화된 시각으로 바뀔 수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전후 관계를 엮어내

는가에 따라 내용의 결론이 달라지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한 일인 방송이나 급하게 직조한 짧은 동영상 등을 손쉽게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매체 이론가인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는 디지털화된 시대

에는 구분되었던 여러 매체들의 특성들이 하나의 환영적 인터페이스로

귀결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

다.6)

6)프리드리히 키틀러, 『축음기, 영화, 타자기』유현주·김남시(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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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종교적 분쟁과 갈등을 담은 동영상물 등이 순식간에 사회

나 집단 전체를 획일화된 시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

다. 전통적인 활자 매체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위주로 한 디지털 매체

로 전환되면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그와 동

시에 깊이 있는 고찰보다는 단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

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의 표출이 가능한 시대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치·경제·문화적인 분리를

한층 더 고착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성과 획일성의 상호관계는

현대인들이 즐기는 놀이와 스포츠 취미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가문화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힐링의 기능과 함께 우

리가 고착된 관습과 통념들에서 벗어나 유동적인 생각을 갖도록 변화시

켜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층 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구분

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영국에서처럼 상류층과 중산층, 노동계

층 간에 영어 사용에 있어 발음의 차이가 있다든지, 상류층들이 폴로와

테니스, 중산층들이 주로 럭비를 즐긴다면 노동계층은 축구에 열광하는

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놀이와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여행 등 삶의 전반에 걸쳐 계층 간

구분의 벽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집단 안의 결속을 강화해 서로를 구분하는 획일성

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놀이를 통해 각

기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점들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계

층 간 구분의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

하는 만큼 계층 구분의 획일성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9),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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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인공기〉, 1999, 혼합재료, 구 마로니에 미술관(서울, 대한민

국)

〔도 2〕의〈인공기〉작업은 다양성을 개인의 의견으로, 획일성을 집

단의 원칙이나 관념 또는 사상에 대입해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북한 깃

발인 인공기는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공산주의를 상징한다.

이러한 인공기에 대해 우리는 고착된 관념을 가지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

고 있는 한 그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것을 획일적인 판단의 한 예로 상정하고 깃발의 조형적 해

체와 재구성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관객에게 작업은 감각으로 파악된

요소들을 재구성한 하나의 조형물이면서, 여전히 적대적인 이념적 맥락

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인공기’일 뿐이다. 전시장에서 작품의 제목을

보기 전과 후의 관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다양성과 획일성 간의 미

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획일성은 비단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과 직결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소위, ‘지잡대, 금수저·흙수

저, 강남좌파’ 등의 자극적 단어들에서 드러나는 획일화된 시각의 근원에

는 계층에 따른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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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 때보다 높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고르게

퍼져나가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편중하는 식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 최

근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앞서 살펴본 스포츠 놀이 문화의 계층 간 구

분처럼 경제적 순환이 계층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발생한 현상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획일화된 시각의 양산은 결국 현대인의 정신적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현대사회에서 빈곤한 계층

은 물질적 토대 없이 정신적 안정을 누리기 힘들고 부를 가진 계층도 채

워지지 않는 내적 욕망에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

계층 간의 단절 속에서 개인은 욕망의 결핍과 정신적 불안을 겪게 되

고 그것이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외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상황을 한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며 그것이 개선되는 데

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

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진적인 변화나 한순

간의 전복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동적 시각의 바라보기와 같은 점

진적 시도로 그 변화가 서서히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대상의 인식

앞서 1절에서 개인의 다원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다양성 뒤에 숨겨진

획일성의 강화와 그 폐해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시각적 경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시도가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변화된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고리들의 다양성에 더욱 밀착하는 방식으로써 대상과의 유기적 거리

두기를 제안하고, 이를 창작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세상의 보다 구체적

실재에 다가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1) 대상과의 유기적 거리두기



17

현대사회는 다각도의 과학적 통계와 예측을 통해 내일의 삶에 대해 다

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선택의 다양성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

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선택을 유보한 채 앞으로 나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하루하루를 늘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현실에 대해 말할 때는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가변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고착화된 시각

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게 된다.

먼저 이성적 태도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고도로 발달한 체계로서의 현

실을 인식하게 하며 그러한 체계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7) 다른 한편으로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

풍요 속에 개인의 자존감이 존중받고 있다고 보지만, 개인들은 상대적

결핍과 심리적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의 빠른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대인이 처한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회 인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놀이’에서 나

타나는 행동방식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 속 대상들에 가까이 접근

하고자 한다. 놀이는 인간 고유의 특징으로서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유리알 유희>에서 그려지는 이상적 세계를 유지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8) 소설 속에서 놀이는 미래의 정신적으로 고도화

된 사회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는 방법으로써 인식되는데, 소설의 주인공

은 유희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찾는 방식을 제시한다.

헤세는 20세기 전반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목격한 물질 중

심 사회의 정신적 피폐함에 대한 반성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연구자

는 이 소설을 통해, 놀이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순수한

7)미셸 푸코는 19세기 감옥의 모습에 관해 기술하면서 그것이 단지 범죄자들, 정신병자

들, 부랑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인의 삶을 통제

하는 공간적, 제도적, 담론적 조직망으로서의 하나의 도시체계로서 분석해내고 있다. 미

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오생근(역)(서울: 나남출판, 1994), pp. 440-441.
8)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희』박환덕(역) (파주: 범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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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상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놀이를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만 봤던 것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보게

된다.

놀이(play, jeu, Spiel)는 사회적 순화의 역할과 함께 흥미진진함과 몰

입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로제 카이

와(Roger Caillois)는 댓가를 바라지 않는 무상성(無償性)을 놀이의 주요

특징으로 보고 우연과 규칙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였

다.9)

연구자는 먼저 ‘놀이하는 동안의 태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레고조립

놀이의 경우, 어린아이들은 설명서의 이미지와 자신의 감각적 해석 간에

긴장된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하나 블록을 맞춰나가고, 그 놀이에 몰입하

게 되면서 원래의 설명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물을 조립해내기도

한다. 카이와의 분류를 레고조립 놀이에 적용해 보면 그것은 ‘미미크리와

루두스’ 즉, 모의와 규칙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놀이 밖의 실제 세상을 파악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놀이를 즐길 때의 ‘몰입과 관조의 중간적 상

태’를 주변 사물을 관찰하는데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카이와가 중국의

놀이 개념 중, 유(遊)와 희(戲)의 특성을 설명한 것과 관련된다. ‘유(遊)’

는 연날리기와 같이 한가로이 공간을 거니는 유동적 상태를, ‘희(戲)’는

변장이나 모의의 놀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10) 놀이 행위자는 적극적으

로 놀이에 몰입하는 ‘희’의 상태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놀이로부터

한발 물러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의 상태를 취하며, 이의 반복

을 통해 놀이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9)카이와는 놀이를 아곤(Agôn, competition), 알레아(Alea, chance), 미미크리(Mimicry,

simulation, 모의, 흉내), 일링크스(Ilinx, vertigo, 어떤 행동에 의한 쾌락)의 네 종류로 분

류하고 그 각각이 파이디아(Paidia, 즉흥과 희열의 원초적 힘, 무질서와 변덕, 어린이다운

놀이)와 루두스(Ludus, 이유 없이 어려움을 추구하는 것, 파이디아에 반대하여 놀이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나 규칙을 부여하는 것)의 증감 정도에 따라 우연적일

때와 규칙을 지킬 때로 세분하였다.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이상률(역)(서울: 문예

출판사, 2003), pp. 35-70.
10)위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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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놀이하는 사람이 갖는 참여자와 구경꾼의 양면적 태도의 상

호작용에 주목하고 대상의 관찰과 창작과정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제 세상에서는 대상을 파악하는 놀이의 구경꾼으로,

작업실에서는 대상으로부터 파악된 요소들을 새롭게 조립하는 놀이 행위

자로 역할을 바꾸어 참여하는 것과 같다.

또한, 놀이는 원초적 본능과는 다른, 인간 문명의 산물인 문화에 앞서

는 예술적 경험이란 점에서 미학적 개념으로 인식 된다. 철학자인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놀이 행위자 이전의 상태로서

‘놀이함’의 행위 자체와 놀이의 질서 구조에 관해 설명하였다.11) ‘행위 자

체로서의 놀이’는 끊임없는 반복 운동으로써 능동과 수동의 중간태적 상

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질서 구조로서의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

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서 놀이 행위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다머의 놀이 개념은 이상적 인간 교육에 있어서의 미적 역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von Schiller)의

이론에서 연유된 것이다. 실러는 이상적 인간론의 개념으로서 아름다움

을 통한 감각충동과 형식(이성)충동의 조화를 말하였는데, 여기서 아름다

움은 유희충동을 통해 발현되게 된다.12) 그의 유희충동의 중간 매개적

특징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유희적 방식을 통

해 감각과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상의

실재적인 상태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박사과정 동안 놀이로서의 작업과 생존으로서의 일이 얽혀있는 삶 속

에서 연구자는 삶의 목표 없이 부유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

였고, 정해진 틀 안에서보다는 우연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11)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 1』이길우·이선관·임호일·한동원(역) (파주: 문

학동네, 2012), pp. 151-163.
12)“감각충동이 대상을 받아들여 자신이 규정 받기를 원하고, 형식충동이 스스로 규정함

으로써 자신의 대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유희충동은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 그대로

를 느끼고자 하며, 감각이 받아들이는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임건태, “실러

의 미학; 아름다움과 유희하는 인간”,『서양근대미학』서양근대철학회(편)(파주: 창비,

2012), p. 337.



20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인간의 관계가 의도된 이성적 행동에

속한다면, 이동 중에 마주치는 대상과의 교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다. 마주친 대상들은 각기 다른 것들이지만, 공통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연구자의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하나의 심상(心像, image)이라고

볼 수 있다. 기억에 저장된 대상의 이미지적 속성은 끊임없이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하나의 물고기처럼 연구자의 지각과 감각의 상태를 끊임없이

활성화한다.

본 글에서 연구자는 대상의 실재적 상태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써, 먼

저 놀이하는 동안의 태도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희’와 ‘유’의 상태인 관

조와 몰입이 반복되는 상태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 인간 내면의 감각충동과 형식충동 사이의 중간적 상태에 주목

하였다. 그것은 대상의 감각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유희충동으로

발현되어 진다. 연구자는 이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점을 감각과 이성의 ‘중

간적 상태’라 보고, 이를 대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가 취하는 방

식으로써 ‘유기적 거리두기’라 명명하고자 한다.13)

이러한 대상과의 ‘유기적 거리두기’는 세상 바깥의 대상에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연구자의 지각과 감각의 상태를 활성화하며 세상을 파

악하는 것이다. 가령, 지하철역 통로의 벽면에 설치된 안내 지도판을 주

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 구성으로

서의 미적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순수한 평면작업으로 보기도 하며, 그

것을 하나의 기호와 이미지의 놀이판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13)‘유기적 거리두기’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태도로써 놀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놀이 참여자와 놀이 구경꾼의 시각을 함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 참여자의 몰입

이 대상과의 밀착이라면, 구경꾼의 관조는 대상에게서 떨어져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몰입과 관조’는 대상과의 간격을 유동적으로 했을 때 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연구자의 대상 파악 방식을 ‘유기적 거리두기’라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그

것은 고대 그리스의 ‘테오리아(Theoria 관조하다, 바라보다)’와 연결된다. 테오리아는 주

체가 대상을 직관하는 것을 뜻하는데, 대상과 떨어져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테오로스(Theoros 참여자, 바라보는 사람)가 “현실적인 참여로서, 행위가

아니라 감수하는 것’, 즉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빠져들어 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앞의 책, p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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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거리두기를 통한 대상의 관찰 방식은 연구자의 작업 태도에 있

어 경직된 시각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에 의한 피로가 쌓여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창작 방식은 하나의 탈출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

다 열린 시각으로 대상의 확장된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

2) 감각의 회복을 통한 실재의 인식

앞서 언급했듯이, 대상의 파악은 이성적 판단만으론 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세상의 실제 모습은 이성적 질서를 넘어선 차원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헨리 밀러(Henry Miller)의 소설

〈북회귀선〉은 연구자가 주변의 대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파악해 나가는

데 있어 감각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도록 해주었다.14)

자전적인 구술의 방식으로 쓰인 그의 소설은 작가 자신의 파리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한다. 책을 읽으며 느꼈던 난해함은 그 끝과 시작을 알

수 없는, 작가의 내면과 현실을 오가는 초현실적인 특성에서 오는 것이

었다. 주변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의식에 관한 기술이 끊임없이 교차하

고 중첩되는 상황은 마치 깊이 묻혀있던 현실의 실체를 발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겉은 화려하나 그 속은 모호한 알 수 없

는 이미지들의 복합체이기에, 그 이미지들 아래에 있는 어떤 체계나 원

리에 접근한다는 것은 더 난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인 이미지

들이 계속 변화하는 것에 따라 그 하부의 체계도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변적인 상태를 파악 불가능한 혼돈으로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실제적인 정보가 생성되는 상황으로 받아들

인다면 그 가변적 요소들도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기존

의 사고 작용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대상을 감각을 통해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서론에

14)헨리 밀러, 『북회귀선』정영문(역)(서울: 문학세계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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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행기 항로의 특성이 ‘선’의 모양과 형태를 떠올려 파악했을 때 더

잘 이루어지는 예를 언급하였다. 그것은 감각된 요소와 기억 속의 이미

지, 그리고 기존의 정보들을 적절히 연결해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특히, 선의 조형적 측면과 지각

과 기억을 통한 새로운 감각적 요소들의 발생이 대상의 또 다른 실재적

단면을 드러내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

‘감각을 통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우선 감각(sense)이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 정보들을 구분해 보면, 하나는 그 대상이 어

떤 개념적인 특성을 갖고 존재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에 관계된 지적

인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으로부터 전달되는 감정이나 느낌, 인

상 등의 영역이다. 이때 전자의 영역은 지각(perception)에 속하고 후자

는 감각상태(sensations)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감각작용은 각

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있으며 감각상태는 지각작용에 동반되

어 부수적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지각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슨(James Gibson)은 감각의 영역

과 지각의 영역을 분리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데 감각은 지적 과정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각도 감각의 성질을 인지하지 않

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15) 특히 그는 지적 개입 없이 감각만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빛의 구조화(광-배열)와 그에 따

른 대상의 표면이나 형태의 변화에 의해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16)

연구자는 이제까지 대상을 보는 데 있어 이성에 의한 사고적 측면이

더 중요시됐고 감각적인 것은 부수적이고 비체계적이며 오히려 대상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축소돼 왔다고 생각한다. 감각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며 불명확한 상태에 머무는 것일 수 있지만, 직관적

으로 대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17) 이를 바탕으

15)제임스 깁슨, 『지각체계로 본 감각』박형생·오성주·박창호(역)(파주: 아카넷, 2017),
pp. 22-24.

16)위의 책, pp. 312-332.
17)현상학자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은 사물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음영

(陰影, Abschattung)’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사물을 마주했을 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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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고 작용을 거치지 않고 감각기관을 통해 파악된 요소와 기억에 저

장되는 정보를 토대로 한 작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일정한

지역을 매일 이동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대상을 스쳐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상이 기억에 남게 됨을 인지한다. 그

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상들이 하나의 맥락을 형

성하게 되고 그로부터 대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다. 이로부터 대상을 빠르게 훑어보거나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등의 운

동적 요소가 대상과의 유기적 거리두기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대상을 파

악하는 또 다른 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일련의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관찰자의 움직임과 감각적인

요소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대상이 애초부터 갖고 있던 본래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오감

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신의 자율적 체험의 느낌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해석되고 매체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하거나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것도 휴식보다는 점점 퇴화하는 대상과의 감각작용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에서

휴면 상태에 있던 본래의 자율성을 회복함으로써 대상의 실재적 단면을

발견하고자 한다.

감각을 통한 대상 파악은 사고보다는 직관적 측면이 강조된 관찰 방식

이다. ‘감각화한다’고 하면 대개 개별적 대상을 표면적으로 선, 면, 도형,

색 등의 요소로 단순화하여 구성하고 배치하는 조형화의 과정으로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창작자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이성적 사고

보다는 인간이 가진 감각의 경험에 중점을 두어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른하임의 ‘사고와 지각의 상호작용을 통한 본체 파악’

나는 사물의 윤곽 같은 것인데 후설은 그것을 곧 사라지는 느낌이나 인상으로 보지 않

고 사물의 특유한 존재 방식으로서 인식하였다. 연구자는 감각하는 것도 가변적이고 한

시적인 인상이 아니라 음영처럼 대상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레이엄 하먼, 『쿼드러플 오브젝트』주대중(역)(서울: 현실문화, 2019),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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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아른하임의 경우, 주로 그림 등의 예술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면 연구자는 이를 세상 바깥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확장하

고자 한다.

감각을 통한 직관적 대상 파악은 단순히 감각적 인상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일체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일종의 개인의 맥락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본다

면 그것은 미적 취향과도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18) 왜냐하면, 그 맥

락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적 취향을 통해 구체화한 미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미적 취향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오

랜 기간에 걸쳐 습득되는 성질의 것이다. 연구자의 경우, 어린 시절 재래

시장과 시내 중심부 상가 지역이 연결되는 지점에 살았던 것과 서울에

와서도 비슷한 지역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만나는

곳에 거주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를

가보면 재래시장과 현대화된 쇼핑가가 아직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배치 형태를 살펴보면 쇼핑상가나 백화점이 넓게

정비된 길을 따라 조성돼 있고 안쪽의 여러 갈래의 골목길을 따라 재래

시장 지역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쇼핑가에 있는 상품들이 주로 세

련되고 서구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재래시장 지역에서는 특히 여러 스타일

을 흉내 내고 짜깁기한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미적 수준의 차이를 떠나 상점의 외관, 상품의 진열, 물건을 사고 판매

하는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두 지역은 상반된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

은 일종의 대중적 스타일과 소수 특정의 스타일이 한 개인의 의식 속에

서 공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취향의 특성은 상반

되는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그것은 조형적으로 거친 재료 그

대로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형태의 변형, 여러 번의 가공과 채색을 거친

것이며, 여러 소재가 순서 없이 뒤섞여 있는 듯 보이지만 물질적인 것과

18)삐에르 브루디외(Pierre Bourdieu)는 미적 성향, 예술 작품, 미적 의도 등을 교육에 의

한 ‘재-생산’과정의 순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삐에르 브루디외, 『구별짓기 上』, 최종철(역)(서울: 새물결, 2006). pp.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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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적인 것, 그리고 기호적인 것을 경험의 순서에 따라 정교하게 연

결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경험한 대상을 어떤 특정의 것으로 규정짓

지 않게 함으로써 그것의 여러 의미적 단면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상에 대한 해석의 확장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연구자는 미적 판단의 변화는 대상을 보는 것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이전 시기의 예술작품에

서 꾸준히 시도되어왔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초상사진을 소재로 한 앤

디 워홀의(Andy Warhol)의 《마오

Mao》시리즈〔참고도판 2〕는 실크스

크린 판화와 회화기법이 혼합돼 있는

데, 본 작품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것

은 의도된 표현방식을 통해 작품의 소

재가 된 대상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지점이었다.

왼쪽의 판화작품에서 머리나 입술

부분에 잉크가 외곽선 밖으로 새어 나

온 것이라든지, 다색판의 사용, 프린트

의 그래픽한 느낌, 그리고 자유로운

드로잉 선 등은 당시 대량생산 매체로

서의 실크스크린 기법과 고급예술로서의 추상표현주의적 필치의 결합으

로 보인다. 연구자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가벼우면서도 교묘한 결합 방식

이 대상의 복제적 속성과 감각적 인상을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작품은 1970년대 당시의 대상을 보는 시각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마오쩌둥의 초상사진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이념적 대상이다. 워홀은 그 이미지를 이데올로기의 시각이 아

닌 미적 시각으로 바라보려 하였다. 그리고 그 시각은 고급예술로서의

회화와 대중적 인쇄물의 미적 감각을 결합한 것이다.

미적 기준을 통한 대상의 경험은 예술품에 한정되지 않고 세상 밖의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신념이나 믿

〔참고도판 2〕 앤디 워홀(Andy

Warhol), 《마오 Mao》,

1972-74, 캔버스에 실크스크린,

아크릴릭, 잉크, 127 x 106.7 cm,

테이트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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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리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본 것을 판단한다.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판단기준에 따라 해석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받

아들인다. 철학자인 노엘 캐럴(Noël Carroll)은 미적 경험에 있어 그것이

대상으로부터 객관적 미적 속성을 발견해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경험

자의 내적 사고나 느낌을 대상에 투사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다.19) 이를 종합했을 때, 연구자는 미적 경험과 미적(조형적) 속성을 구

분하기보다는 서로 맞물려있다고 보며, 미리 정해놓은 세상을 보는 기준

이나 개인적 신념, 이성적 사고 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지각으로

서의 감각을 통해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조형적 속성을 통한 미적 경험을 실제 대상에 적용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참고도판 3〕의

사진 속 안내판은 충남 보령군의 바

닷가 주변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공사 중인 상황을 알

려주는 낡고 망가진 간판 임에도 불

구하고 구도, 색과 형태의 배치, 즉흥

적 필치, 감각, 텍스트의 사용, 재활용

미술 등 여러 조형적 측면을 생각하

게 한다.

본 대상에서 임시물로써의 안내판

과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의 두

측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것은 안내판이 제기하고 있는 사회

기능적 역할과 조형적 감상 대상으로

서의 역할이 상호 연관돼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바닷가의 외진 구석

에 방치돼 있던 이 안내판은 연구자의 조형적 판단을 통해 안내판의 기

능과 함께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도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허름한 간판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속성은 직설적이고 재료 자체에 가

19)노엘 캐럴, 『예술철학』, 이윤일(역)(서울: 도서출판 b, 2019). pp. 298-299.

〔참고도판 3〕버려진 간판, 2019

(충남 보령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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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는 점에서 나이브 아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한 경향의 작가들은 주로 아마추어적 표현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

로 대상을 재현함으로써 대상의 소소함과 진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들의 꾸밈없는 표현과 연구자의 미적으로 가공된 표현방식은 서로 상

이하지만, 대상의 솔직함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대상으로부터의 감각적 경험을 작업을 통해 드러내는 과정은 경험된

감각과 기억을 점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른하임은 지

각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기억은 지각보다 더 유동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기억은 이미 저장된 기존의 지각된 흔적들을 끊

임없이 변경시키며, 이를 통해 지각된 것을 보완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다.20)

먼저 스쳐 지나가며 파악한 대상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옮겼다

면, 그다음에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여 처음의 작업과 조합한

다음, 다시 상태를 살펴보고 추가적 표현을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갔다. 일

차적으로는 대상에서 지각된 것을 빠르게 드로잉하고, 이차적으로는 그

드로잉을 매개로 떠오르는 또 다른 기억의 이미지들을 연결해 나가는 것

이다.

〔도 3〕〈스태노 노트북〉, 1998, 서울대 미술대학 구내(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오른쪽부터 실제 메모장 커버, 드로잉, 석판화

20)루돌프 아른하임, 앞의 책,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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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방식은 작품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겨진다.

〈스태노 노트북〉〔도 3〕는 메모장의 커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

업에서 실제 메모장의 커버는 그것에 기록되고 낙서 된 흔적을 매개로

기억 속 이미지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표현방식에 있어

원 이미지에서 드로잉으로, 드로잉에서 다시 석판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

해 지각된 이미지와 기억의 연쇄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참고도판 4〕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골목길의 간판을 촬영한 것

이다. 연구자는 본 간판 앞을 자주 지나가며, 전체적인 레이아웃, 감각적

색상배치 등 여러 조형적 요소를 관

찰함과 동시에 간판의 낡은 흔적, 글

자체의 어눌함, 구식 스타일의 상표

디자인 등을 유심히 보았다. 이는 일

차적으로 감각적인 차원에서 대상을

파악한 후, 이차적으로 파악된 감각

적 요소들이 대상이 발견된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어떤 연결고

리를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대상을 선택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데, 대상이 가진

감각적·특성이 꾸밈없는 본래 그대

로의 상태를 느끼게 하고, 대상이 위

치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경우

일 때 선택하게 된다. 대상 주변의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대상이 속해

있는 기존의 맥락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파악 이후 재구성을 위해서는 대상을 기존의 용도로서의 맥락

에서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 연구자의 작품에서 조형적 미완

결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감각적 완결성이 현실

에서 어떤 실체를 숨기거나 포장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한 역설적

비판이다. 오히려 세련되지 않음, 어눌함을 부각함으로써 대상의 실제 모

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일상적 사물을 조형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미니멀 작가들의 시

〔참고도판 4〕월곡동 길 가의 간

판, 2020(서울 성북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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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평론가인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

는 1960, 70년대 서구 미니멀 아트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미술과

사물성(objecthood)을 구분하여 보느냐는 점에 주목하였다.21) 프리드는

그들이 모더니즘 회화의 특성인 캔버스로부터의 환영과 어떠한 상관성도

거부하면서 미술을 일반 대상의 사물성과 구분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미니멀 작가들의 이러한 즉자적(literal) 태도

가 작위적 체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미술 작품을 연극적인 것으로 퇴보

시켰다고 본다.

연구자가 프리드의 미니멀 작품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주목한 부분은

미니멀 작가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미술 작품을 포함한 세상의 대상을 바

라보는 시각이다. 프리드의 글에서 언급되는 미니멀 작가의 미완성된 유

료도로와 버려진 활주로에서의 체험은, 앞서 간판에 대한 논의에서, 인위

적 변형을 가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간판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완성된 도로와 버려진 비행장에서 느껴지는 상태는 간판에서처럼 그

기능적 역할이 사라짐으로써 드러나는 대상 본래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프리드는 그것을 작위적 체험으로써 미술과 구별

되는 속성으로 이해했지만, 연구자는 그 작위적 체험이 우연히 발견됐다

는 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솔직한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우연성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시각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나이

브한 경향과도 맥이 닿을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미니멀 작가들의 작위적 연극성이 오히려 미술작품을 바라보

는 고정된 시각의 틀을 와해시키고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한

다. 반면, 그들의 즉자적 태도는 오히려 과도한 인위적 개입을 통해 작품

을 단순한 재료 덩어리로 축소했다고 여겨진다.

기능적인 간판을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대상으로 보는 것

21)이영준, “미술과 사물성”,『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이영철(편)(서울: 시각과 언어,

1997), pp. 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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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것을 예술작품과 같은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술작품을 분별하는 것은 교육과 심미적 훈련으로 형성된 미적(조형적)

속성이며, 그것은 대상을 솔직한 그대로의 상태로 보거나 관찰자 내면의

반영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다.22)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대상이 가진 감각적 성질들을 모두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은 감각적 성질들의 가변적 요

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감각적 파악은

공간과 시간적 조건이나 환경적 차이에 의해 언제든 달라지지만, 그것이

대상의 물질적 속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또한, 대상이 속해 있는 사

회적 맥락과 실재적 성질은 감각적 성질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유

지된다는 점에서 대상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것은 마치 있는 그대로의 간판, 그 자체와 같은 것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변화되지 않는 독립된 객체(object)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연구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대상이 속한 맥락의 견고한 틈

을 확장함으로써 그 대상의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감각된 의미들을 동등한 상태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관된 시각 없이 시기마다 변화하는 유행을 그때그때 따르는 것처럼,

흔히 감각적인 것은 본질보다는 겉모습의 변화에만 민감한 비판적 시각

이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가변적이며 비합리적이

고 가볍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온 이 감각적 차원이 어쩌면 대상의 본래

모습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주변 사물의 감각적 경험과 그

것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채집, 그리고 놀이방식을 통한 그 이미지들

의 재구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대상의 ‘감각적 표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대상을 보다 열린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파악을 통해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먼저

세상의 실재(實在, reality)는 여러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하먼은 대상을 ‘감각객체와

실재객체, 감각성질과 실재성질’로 구분하고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

22)노엘 캐럴, 앞의 책, pp. 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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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대상의 인식 방식을 제안하였다.23) 세상에서 마주치는 대상들

은 관찰자에 따라 수많은 감각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재구성

한 작업은 결과적으로 감각들의 집합체이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영

역에 속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구체적 사물과 무형의 요소들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임스 깁슨에 의하면, 감각은 ‘능동적인 탐색기’의 역할을 하며 대상

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한다.24)이러한 능동적 감각활동의 회복을 통해

연구자는 의식 밖으로 나와 비로소 대상과 조형적으로 통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로움과 개방적 사고의 시대

에 살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고독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과

도한 경쟁은 개인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욕망을 느끼게 하고 결국 사회와

단절되면서 소외에 빠지게 한다. 만약 우리가 경쟁 사회와 거리를 두고

소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대상들 안에서 세상의 실재적 특성을 발견하고

자 한다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적 주체로서의 의식을 회복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23)하먼은 대상(객체) 자체의 존재론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각하기 위해 대상 너머의

또 다른 실체를 가정하기보다는 대상 자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상의 본질 획득을

강조한다. 그는 ‘실재객체, 감각객체, 실재성질, 감각성질’의 네 가지 측면이 서로 연결되

어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4중(quadruple) 구조를 제안하며, 감각객체를 통해 이 구조가

활성화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철학사에서 본질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

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후설의 지향적 객체, 하이데거의 도

구존재’ 등이 상호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레이엄 하먼, 앞의 책. pp.

92-96.
24)제임스 깁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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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상의 탐색과 발견

II장에서는 가변적 상태의 대상에서 그 내부의 단면적 실재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능동적 대상 파악을 통한 감각의 회복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제 인식이 작업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이동을 통한 탐색

현실의 상태는 무료함의 반복일 수도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끝

없는 불안일 수도 있다. 그것은 거시적인 시점에서는 패턴화된 삶일 수

있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불규칙한 변화의 차이와 유사점을 감지해

나가는 능동적인 삶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대상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1) 엿보기를 통한 관찰

연구자는 이동 중 상태일 때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얻게

된다. 차 안에서 몸은 좌석에 고정돼있지만 차의 빠른 움직임이 감각을

활성화해 신선한 아이디어나 막혔던 생각이 잘 풀리도록 도와준다. 일정

한 속도와 소음이 지각작용과 사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다. 이동 중 빠르게 스치며 보게 되는 대상에 대한 인상은 일종의 기

록처럼 쌓이게 되고 의식 속에서는 복합적인 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

하게 된다.

관찰의 주된 방식인 엿보기는 보는 대상 앞에 멈춰선 상태에서 정면으

로 하나하나 따져 살펴보는 것의 반대에 가깝다. 그것은 오랫동안 습관

화된 연구자 특유의 관찰 방식에서 연유한다. 어린 시절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내색하지 못하고 슬쩍 엿보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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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중을 확인하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런 식의 훔쳐보기는 성인이 되

어서도 계속되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고쳐져야 할 행동방식이지만, 창작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상을 파

악하는 방식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엿보기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빠르게 스쳐보기,

길을 걸으며 주변을 훑어보기, 간판을 보거나 외부의 소리를 듣고 따라

읽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행위들은 일종의 움직임과 감각활동이

연결되어 대상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 파악 방식은 오히려 대상에 대한 착시나 오해 등을 일으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역으로 그 잘못된 방

식이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깁슨은 ‘간과하여 보기’

나 ‘눈치채기 실패’ 등의 지각적 결함이 일상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행동

이며, 이를 통해 전통적 지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25)

관찰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관련하여 모리스 메를로-퐁티는(Moris

Merleau-Ponty) 바라본다는 행위를 통해 사물의 진정한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몸과 외부의 사물이 연결된 상

태를 지속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눈을 통한 대상의 지각에 있어 사

물의 이전 상태를 뜻하는 선(先)사물 개념에 대해 말하는데, 선사물 또

는, 외눈 이미지는 양쪽 눈으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잔재와 같은 것으로 진정한 지각이 아니라고 말하였다.26) 하지

만 연구자는 양쪽 눈을 통해 온전히 사물을 바라보기 전, 외눈 이미지를

통해 오히려 대상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대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그 대상에 대한 많은 양의

올바른 정보를 얻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행위의 주체인 관

찰자가 어떠한 움직임을 취해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보

를 얻을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엿보기를 통해 얻은 정보

는 대상을 파편화시켜 맥락으로부터 분리한다.

25)앞의 책, p. 459.
26)모리스 메를로-퐁티,『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남수인·최의영(역), (서울: 동문선,

2004),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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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5〕는 이동 중 택시 문에 있는 로고를 빠르게 관찰한 순간

을 보여준다. 흰색, 녹색, 붉은색, 말과 원, 그리고 텍스트 등은 감각적

인상들인데 이것들은 이 택시가 중국 신장의 투르판이라는 도시에 있다

는 사실과 함께 기억에 저장된다. 녹색과 붉은색, 달 모양의 원, 말의 이

미지가 위구르족 자치구라는 정치체제, 초원이라는 지리적 특성, 무슬림

문화권이라는 고리들과 연계돼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다.

〔참고도판 5〕왼쪽: 차에서 본 택시, 2019(투르판, 중국 신장)

오른쪽: 거리의 간판, 2019(서울 송파구, 대한민국)

한편〔참고도판 5〕에서 오른쪽의 사진은 거리를 지나가다 마주친 간

판인데, 연구자는 간판의 글자들을 ‘찹-호-쑥-오-토’ 나 ’떡-떡-떡‘, ’스-

뎅-트‘ 등 여러 방향으로 읽으며, 그 이미지를 기억 속에 저장하였다. 이

기억방식은 마치 예술작품을 볼 때 그 조형적 요소들을 구도나 시선의

흐름을 따라 파악하는 것과 같다. 각 음절들이 연결돼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 사선, 삼각형 등의 다양한 시각적 흐름을 의식 내부에서 만들고 그

흐름에 따라 기억하게 된다.

감각요소, 대상이 속한 맥락, 그리고 미적 흐름을 기준으로 내면화된

대상에 대한 정보는 실제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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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도 4〕〈간판놀이〉, 1999, 혼합재료, 서울대 미술대학 구내(서울, 대한민국) 전

시장면

오른쪽:〔참고도판 6〕 건물 안의 상호 안내판, 2018(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간판놀이〉〔도 4〕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본 대상들을 모아 구성한 작업이다. 왼쪽의〈간판놀이〉와 오른쪽의

〔참고도판 6〕을 비교해 보면, 대상을 연결하고 구성하는 특성들을 확

인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일정한 단위의 간판들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는 유사하지만, 배열의 기준에 있어 왼쪽에서는 레고놀이처럼 부분 조각

들을 색과 이미지에 맞춰 조립했다면, 오른쪽에서는 정보전달과 편의성

에 따라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벽면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 간판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지각

은 그것을 개별적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집합체로 지

각하기도 한다. 그것은 개별적인 것을 하나의 전체로써 조망하는 것과

같다. 〈간판놀이〉의 경우, 마치 자연에서 멀리 있는 숲을 보듯이 원근

법적 조망을 바탕으로 하여 부분 조각들을 배치한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간판을 보는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정

보를 가진 간판에 집중하여 보게 된다. 그것은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패턴화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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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일률화시키고 있지 않나 반문하게 된다.

대상을 엿보고 지나치며 뒤돌아보거나 소리로 흉내 내 읽는 등의 다양

한 감각 운동은 연구자를 고정적으로 굳어진 관찰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은 개별 대상에 대한 한정된 보기가 아닌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며

대상을 보는 시각을 갖게 하였는데, 이는 대상으로부터 파악되는 감각적

인상들 간의 연결관계에 주목하게 하였다.

대상의 엿보기와 그것을 통한 연결관계의 파악은 외양적인 구성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도상해석

(iconography)을 통해 내재된 비가시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27) 그

는 그림에 나타난 도상을 중심으로 ’인식→분석→해석‘의 단계를 통해 그

림 외관의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종합적 상태를 직

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의 경우처럼, 연구자의 대상 관찰은 주변

사물들을 현대의 도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단계적 탐색을 통해 대상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그리기를 통한 기록

이동을 통한 탐색이 대상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한 첫 출발이라면, 그

것의 기록은 탐색에서 얻은 인상들을 연결하고 구성하는 것의 시작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제 세상에서 포착된 요소들을 드로잉북에 옮기게 되는

데, 그 기록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요소들을 빠르게 그리고 적는 식으

로 진행된다.

드로잉은 대상에서 주목한 주요 부분으로 채워진다. 그것은 객관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축약된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 가

깝다.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크로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실로 돌아

와 머릿속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찰과 그리기 사

이의 시간적 간극은 대상을 옮기는 데 있어 전체보다는 부분을, 통합적

이기보다는 해체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27)신준형, 『파노프스키와 뒤러』(서울: 사회평론, 201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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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방식은 그림일기를 쓸 때와 유사점을 갖고 있다. 평소 그날의

인상 깊었던 일을 기록하는 그림일기 형식의 드로잉을 꾸준히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스치는 이미지들을 그리게 되었다. 앞으로 살펴볼

드로잉들은 시기적으로 1997∼99년 사이에 그려진 것들인데 그것들은 채

집한 인상들을 파편화시키고 다시 조합하며 종합화시키는 단계로 진행하

게 된다.

〔도 5〕드로잉 세부장면 1, 1997〜99

〔도 5〕의 두 드로잉은 내용적으로 일상에서 마주친 소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려내는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왼쪽

의 드로잉을 보면 인물, 옷, 구두, 선글라스, 상표 등의 여러 그림이 있지

만, 그것보다는 쓰인 문구들이 더 잘 눈에 띈다. 외모에 대한 비하라던

지, 여성에 대한 언급 등 다소 편향된 생각을 드러낸 것인데, 이것은 일

기처럼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

의 자전적 구술에 가깝다.

그에 비해 오른쪽의 드로잉의 경우, 처음 봤을 때 뭔가 각 이미지 간

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하기 힘들다. 오른쪽의 드로잉도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모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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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는 왼쪽의 그림일기와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왼쪽

에서 각각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그림이라면 오른쪽의 경우는 다섯 개의

이미지들이 각각 떨어져 있음으로써 어떤 전체 중 일부 또는, 부분 조각

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구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도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왼쪽의 경우, 끊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

간다면 오른쪽에서는 각각의 부분이 파편화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기억

들을 파편처럼 흩어뜨림으로써, 드로잉을 봤을 때 본래의 내용 순서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의도한 것이다.

〔도 6〕드로잉 세부장면 2, 1997〜99

인체나 사물 등 형태를 가진 대상과 함께 텍스트 또한 연구자의 드로

잉에서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도 6〕의 두 드로잉은 간판이나 소

리를 듣고 그에 대한 감각화를 시도한 것이다. 왼쪽의 드로잉은 한 글자

를 보고 읽었을 때 떠오른 직관적 인상을 표현한 것이다. 드로잉은 글자

의 모양을 알루미늄판을 잘라 종이 위에 조합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성

씨(性氏)인 박(朴)을 발음할 때 갖게 되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시

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드로잉에서는 거리에 있는 간판이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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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과 위치를 위주로 연구자가 지각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간판의

글자에서 주목한 것은 의식 속에서 조형적 시각에 따라 재배열했을 때

파악되는 재밌는 발음과 글자의 형태가 하나의 형상으로서의 반복하는

리듬감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 두 작업을 봤을 때 글자 특히,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 글자가 지시하는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것과 음성적

인 것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7〕왼쪽:〈이디욧트〉, 1998, 석판화, 100 x 70 cm

오른쪽:〈스태노 노트북〉, 1998, 석판화, 100 x 70 cm

대상으로부터 파악한 감각적 요소들을 종이에 옮기는 작업이 반복되면

서 먼저 드로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흐름과 배치를 어느 정

도 머릿속에 정하게 되었다. 〔도 7〕의 왼쪽 판화에서 이미지들은 앞서

본 드로잉들과 비교했을 때, 화면의 구도와 시선의 흐름이 먼저 고려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의 구성은 글자의 형태와 배치, 얼굴 형상과 선

적인 형태의 연결 등에 신경을 써 이루어졌다.

오른쪽 작품에서는 왼쪽의 경우보다 구성적 측면을 좀 더 발전시켜 보

았다. 기존의 일차 드로잉들과 인쇄물에서 가져온 부분을 중첩했는데, 낙

서와 같은 검은색 글자와 그 번진 흔적을 인쇄물 이미지 위에 콜라쥬 하



40

듯이 재조합하였다.

드로잉 작업은 실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파악되는 감각적 긴장감을 잃

지 않도록 신속히 기록하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작업이 반복되면서 차츰

단계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억된 이미지를 바탕

으로 조합하면서 그로부터 연상되는 유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드로잉 작업들은 이후 판화나 디지털

프린트, 영상 작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드로잉의 단계적 변화과정을 도표로 만

들어 보았다. 〔표 1〕에서 드로잉의 양상은 그림일기에서 시작해 ‘기억

의 채집, 지각과 감각의 상호작용, 이미지의 조합, 재조합’의 순으로 변화

하고 있다. 표에서 주목할 점은 맨 처음의 ‘그림일기’ 단계에서 나머지

단계로 넘어갈 때 그리기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

다. 그림일기가 말 그대로 이야기의 전달을 위한 시각적 설명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 외의 ‘파편적 기억의 채집’과 ‘감각의 상호작용’, ‘이미지의

조합’의 단계에서는 이야기보다는 분절된 이미지의 조각들을 펼쳐놓는

것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외관상 그림일기 방식으로 그려진 드로잉도 여러 이미지나 텍스트의

조합으로서 다른 드로잉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

기의 목적과 그 이후의 형식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표에서는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실제 작업에서는 각

각의 단계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해 갔다.

감각적 인상의 생생한 기록을 목적으로 시작된 드로잉에 대해 연구자

는 특별히 그것을 ‘그리기’라 명명하고 싶다. 그것은 드로잉이라는 미술

의 형식 안에 있지만 길을 걷기, 스쳐보기, 흉내내기, 감각하기 등에서처

럼 실제 일상에서의 삶의 활동으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

러한 그리기가 없다면 기억들은 쉽게 잊히고 말았을 것이다. 대상의 관

찰과 기록을 일상적 행위로서의 그리기로 다시 인식함으로써 보다 미시

적인 대상의 감각적 접근과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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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 단계 특징

그림일기

하루 동안의 일을 이미지와 텍스트

를 종합하여 설명함.

그림은 양식적으로 회화와 일러스트

의 중간적 성격을 보여줌.

파편적 기억의 채집

여러 대상의 일부분을 한 화면에 나

열함.

부분조각(파편)의 상태로 인식함.

여러 감각의 상호작용

텍스트 이미지의 경우 현장에서 시

각적인 것과 음성적인 감각을 활용

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기억함.

이미지의 조합
이미지들을 구도와 시각적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함.

재조합

일차적으로 그려진 이미지들과 그것

으로부터 새롭게 연상되는 이미지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화면에서 일차 이미지들 간의 모호

함과 의미적 단절이 발생함.

〔표 1〕드로잉의 단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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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의 발견

주변의 탐색과 기록이 행해지는 동안, 특히 반복적으로 시선이 가게

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신발, 간판, 지도이다. 이 소재들에 관심을 두

게 된 이유에는 연구자가 나고 자란 환경적 요인이 크다. 이것은 연구자

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걷게 된 길 주변의 특징들을 집약하고 있다. 전

통 재래시장의 끝에 위치한 집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상가 거리를 지나고

도청과 관공서가 모여있는 학교에 도착하는 길은 이십여 분 정도가 소요

되는 짧은 이동이었지만, 그것이 한 개인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형성하

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신발, 간판, 지도는 각각이 자율적인 객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세상을

구성하는 연결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자의식의 표상으로서의 신발에

서 외부 세상과의 소통의 경로인 간판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지도를

통해 그것이 하나의 구성체로서의 축소된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신발은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로서의 관찰자를 뜻하며 동시에,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동차, 기차, 비행

기 등의 교통수단도 이동의 소재로써 작업에 나타났지만, 관찰자가 직접

착용하는 가장 밀접한 대상으로써 신발을 이동의 소재로 선택하게 된다.

간판은 현대사회의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는 비물질적인 디지털을 정보

의 대표적 모습으로 떠올리지만, 오히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간판에서

집약되고 단순화된 정보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지도는 세상의 축소판으

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지도에서 정보들은 시각적인 기호와 이미지들의

구성으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점을 세상을 파악하는 다양한 맥락들의 존

재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보았다.

1) 신발; 자의식의 발견

신발을 주 소재 중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연구자가

가장 갖고 싶었던 첫 번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신발을 그리거나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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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

신발에 대한 욕망은 기억을 거슬러보면 6〜7세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

관심은 특정 상표와 디자인을 갖춘 ‘나이키’라는 메이커의 출현을 통해

의식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신발은 감각적 통로를 통해

연구자의 의식 속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대상이다.

신발을 통해 자의식의 감각적 측면을 인식하게 된 것은 신발을 소유하

게 된 후와 그 이전 내적 상태의 변화를 비교하면서인데, 오히려 신발을

사기 전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꼈었던 것 같다. 연구

자는 원본의 신발, 실체로서의 신발보다는 그것의 시뮬라크르를 더 열망

했던 것이다.

〔도 8〕〈성환표 신발〉, 2000, 헬로아트 갤러리의 쇼윈도(서울, 대한민

국) 전시장면

〈성환표 신발〉〔도 8〕은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신발에 대한 욕망을

실제 쇼윈도로 이용되었던 곳에 전시함으로써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발을 통해 드러난 연구자의 감각적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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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발은 연구자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동일화된 대상으

로서 연구자의 자의식을 대변하는 사물이다. 신발이 개인의 내적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

고 직관적으로 평소 작업실에서 신던 흰색의 나이키 농구화를 벗어 작업

의 오브제로 사용하게 되었다.

〈아디다스 해체하기〉〔도 9〕,〔도 10〕는 연구자가 신고 있던 나이

키 운동화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한 작업들을 한데 펼쳐놓은 것이다. 직

접 신던 신발을 절단하고

분해함으로써 신발의 상품

성과 기능성이 사라진 후에

도 여전히 신발에 남아있는

그 고유의 대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작업과정에서는 운동화의

꿰맨 부분을 뜯어내고 신발

의 겉가죽, 안쪽의 깔창, 아

웃솔, 상표 등으로 분해하며 얻은 조각을 다른 조형적 요소나 재료와 함

께 조합하였다. 분해와 재조합의 과정은 놀이와 같은 것이다. 새롭게 조

합된 작업들과 함께 신발 상표가 발전하는 과정을 그린 드로잉, 긴 각목

에 신발 형태를 붙인 오브제, 상표를 광고 현수막처럼 표현한 천 그림

등을 제작하였다. 그것들은 전시공간을 신발 대리점처럼 보이게 하는 부

속 장식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 관람자는 신발 가게에 온 듯

한 착각의 상태에서 전시된 신발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

대상 자체로서의 신발의 실재를 인식하도록 의도하였다.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신발이라는 대상을 보며 지각한 감각들이 신발

의 해체를 통해, 얽혀있던 상태에서 분리되어 다른 감각과 결합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하나의 사물이 그것의 용도를

상실했을 때 사물 본래의 성질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하였다.28) 신발을

28)마틴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40선』성원선(역)

〔도 9〕〈아디다스 해체하기〉, 1999, 세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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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아디다스 해체하기〉, 1999, 서울대 미술대학 구내(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은 신발 본래의 용도를 잃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신발이 가진 사물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신발을 사용하고 관찰한 소

유자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2) 간판; 세상과의 소통 경로

신발이 그 기능성의 상실을 통해 소유자 정체성의 단면을 드러내는 역

할을 한다면, 간판은 관찰자의 내면과 바깥세상 간의 감각을 주고받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동 중 길가에 있는 다양한 간판들을 마주치면서

그것이 외부 세상에서의 길을 안내하거나 상호를 알리는 역할에만 머무

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주: 미진사, 2014) pp. 377-393.



46

간판 틀 안의 글자와 조형적 형태들은 내면 의식을 자극하여 새로운 감

각 작용의 흐름을 유발하는데, 그것은 간판 속 단어의 의미적 차원과 글

자들의 색과 형태, 크기, 배치 등의 조형적 차원이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생수박 밭딸기〉〔도 11〕는 경기도 장흥 유원지의 한 국도변에서

발견한 조그만 세움 간판을 소재로 한 것이다. 간판의 외관은 따로 사진

을 찍거나 기록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

억에 각인될 정도로 조형적이다. 글자체에

서 느껴지는 솔직함과 ‘수박과 딸기’라는

단순한 전달내용이 직관적 인상만으로도

대상을 재현하기에 충분하였다. 연구자는

글자들이 띄어쓰기 없이 같은 간격으로 배

열되어 있어 원래의 단어가 쓰인 세로 방

향이 아닌 가로나 대각선 등 여러 방향으

로 단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간판의

흰색 페인트로 대충 칠한 바탕과 80년대식

반공표어 글자체, 그리고 선명한 붉은색과

파란색의 대비 등의 조형적 요소들이 관찰

자가 원래의 정해진 의미가 아닌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 간판을 파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간판들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것들을

하나의 예술적 대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최신 디자인의

현대식 간판보다는 오래된 간판에서 조형적 특성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표면의 페인트층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거나 낡고 헤진 간

판의 표면은 표현적인 붓질로 칠해진 표현주의적 회화나 데콜라쥬 작품

의 표면과 동일한 미적 속성으로 느껴진다.

예술적 대상으로의 간판 인식은 그 외관의 선과 색, 그리고 질감적 특

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간판 표면층 아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꾸며지지 않은 재료 그대로의 나무나 철판이 주는 솔직함에 주목하

〔도 11〕〈생수박 밭딸

기〉, 1999, 나무판 위에 아

크릴릭, 안료, 밀랍, 약 30

x 1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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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간판의 겉면 아래에서 감각되는 나무, 철판, 플라스틱 등의 재료적

속성이 대상의 본질적 용도성과 주변 공간과의 맥락을 검토하게 하고 이

를 통해 대상의 실재적 측면에 접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

로 연구자는 간판의 위치와 높이, 그 지지대 등 간판의 구조적 특성을

작업에서 나타나도록 시도하게 된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회화

에서 ‘감각의 이동’으로서의 회화의 새로운 측면에 관해 설명하였다.29)

베이컨이 시도했던 ‘감각의 층들 간의 이동’은 대상을 고정된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질적인 이동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내적 속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이컨의 회화는 재현을 통해 우리에게 지각된 감각의 층을 인식시키

고 더 나아가 감각의 층들 너머 대상의 실재를 직시하도록 이끈다. 연구

자는 베이컨의 경우처럼, 주변의 간판에서도 표면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층들 너머의 실재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낡고 오래되거나 미

적으로 조악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간판일수록 오히려 관찰자가 고정된

조형적 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대상의 드러나지 않았던 단면을 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도판 7〕의 사진 속 간

판은 예전에 살던 남산 주변에

설치돼 있던 길 안내 표지판이

다. 4호선 회현역을 나왔을 때부

터 보이는 이 표지판들은 집으로

가는 경로에 맞춰 연속적으로 배

치돼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고 보게 되는 표지판들은 길을

안내해주는 기능보다는 여러 감

각 층들이 유기적으로 중첩돼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

면에 기억되는 감각적 요소와 외부 세상에서의 표지판의 물리적, 환경적

29)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하태환(역)(서울: 민음사, 2019) pp. 48-49.

〔참고도판 7〕 회현동의 표지판, 1999, (서

울 중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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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도 12〕〈남산가는 길 〉, 1999, 구 마로니

에 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남산가는 길〉〔도 12〕는 실제 간판을 제작해 그것과 관찰자 간의

감각적 소통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내면 의식 속에서는 표지판에 쓰

인 ‘PARK’이라는 단어에서 ‘박’이라는 성(性)을 떠올리고 판의 ‘NAM

SAN PARK’을 영문 이름인 ‘SEONG WHAN PARK’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표지판 안의 선이나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거나 낙서를 그 위에 중

첩함으로써 표지판의 경로 전달 역할을 없애고자 하였다.

또한, 작업을 위해 실제 간판을 제작한 공업사에 의뢰하였는데, 그것은

원 간판이 이미 작품으로서의 형식과 미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기성품과 같은 간판을 전시장 안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 관

람자들이 대상의 본래적 의미와 작품과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도록 의도

한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것이 감상을 위한 예술작품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곧 간판의 내부와 외부를 관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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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수 감각 상태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간판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

다. 연구자가 실제 거리에서 느꼈던 감각적 인상과 주변 맥락과의 관계

를 관람자도 체험하기를 바랐으며 이로부터 그 감각적 대상 너머의 또

다른 실재를 발견하도록 유도하였다.

3) 지도; 기호들의 집합체

신발과 간판이 자의식의 반영과 대상과의 소통에 관련된다면, 연구자

는 지도를 세상이 기호를 통해 분류되고 색인화되어 하나의 지표적

(indexical) 공간으로 재맥락화된 세계로 본다. 지도에서 발견되는 산맥의

등고선, 하천의 푸른색, 도로와 경계선, 각종 기호, 지명 등은 세상의 대

상들을 하나의 상징화된 요소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지도 안의 요소

들은 인간 지각의 해석을 한번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비물

질적인 속성을 띠고 있지만, 네트워크화된 현대사회에서 세상의 다른 물

질적인 대상들과 구분 없이 동등한 객체(object)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를 본격적인 작업의 주 소재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발이나 간

판 이후이지만, 사실 지도에 관한 관심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로 받게 되는 사회과부도를 사회나 지리

수업 때뿐만 틈날 때마다 다시 들여다보곤 했고, 그 안의 지도를 따라

그리거나 여러 정보들을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 그 자체였다. 이

런 관심이 더 극대화된 것은 집에서 구독하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부록으로 삽입돼 있던 지도들에서인데. 당시 그 지도들에는 산맥 등의

표현에 사람이 붓으로 직접 칠한 느낌이 남아있었고 판화작품에서처럼

미세한 물질적 층을 표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참고도판 8〕의 지도는 16세기에 제작된 지도로서 과학적 측량으로

제작되기 이전 지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지도에서 지형과 좌표 등의 지

리적 요소보다 권력자의 모습과 문장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지도가 권력자의 세계관과 자신의 지배 영역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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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그 지도

가 제작된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고대부터 현대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지

도마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달랐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같이 인간의 상상에

존재하는 이상적 공간의 표현부터 대항

해 시대 이후의 과학적 측정에 의한 실

증적인 공간의 표현까지 넓은 스펙트럼

을 갖고 있다.

지도에 관심을 두게 된 또 다른 이유

는 현대에 와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

포맵(infographic map, 정보지도) 에 있

다. 그것은 정치, 사회, 군사, 보건, 음식,

여행 등 다양한 주제와 시시각각 변하

는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대부분 정보라는 것이 활자

위주의 이성적인 분석과 해독의 능력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인포맵은

〔참고도판 9〕의 지도에서 보듯, 그러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의 지각과 사고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해

준다.

정확한 과학적 측량에 기반한 현대의 지

도보다 그 이전 시대의 지도에서 당시 사람

들의 현실 인식이 보다 자유롭고 상상적임

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리적 지식의 전달

보다는 내면의 상상과 현실 인식이 혼합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인

포맵을 보면서 느낀 점은 감각을 통한 직관

적 파악을 통해 오히려 정보와 의미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참고도판 8〕 후안 데 라 코

사, 세계지도 중 중동부분,

c.1500

〔참고도판 9〕 인포맵, 연

합뉴스에서 발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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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경로찾기〉, 2004-05, 디지털 프린트, 대안공간 풀(인사동, 서울, 대한

민국) 전시장면

〈경로찾기〉〔도 13〕은 디지털 프린트를 이용해 제작한 작업이다.

그것은 출력한 각각의 프린트를 퍼즐처럼 이어 맞춘 것인데, 이로부터

개인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세계지도를 만들게 되었다. 미국 유학 시

절 한국에서 가져왔던 영한사전을 보며 그 앞 뒷장에 있는 영국과 호주

지도를 보면서 작업을 구상하였다. 작업은 미국에 있으면서 영어라는 것

이 나의 전 인생에서의 행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영어의 발상지인 왼쪽의 영국에서 출발

하여 또 다른 영어권 국가인 호주에 도착하는 것을 하나의 여행 경로로

하고 그사이에 포장지를 구겨 만든 또 다른 영국 지도와 연구자 내부의

마인드맵, 그리고 경로를 뜻하는 전선줄 이미지를 배치하여 지도가 하나

의 회화작업으로 느껴지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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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속성 감각적 층위
현실에서의

상태

지도이미지

조형요소,

감각상태

조형적으로

고려되어

만들어진 것

고급 비물질

재료

보조용 재료,

재활용품

임시적, 부수적 저급 물질

〔표 2〕지도이미지와 지도작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비교

연구자는 지도를 그 안에 선, 색, 기호, 이미지, 그림, 텍스트 등 감각

을 자극하는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로 채워져 있어 다양한 작업을 위한

보고(寶庫)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감각 요소들을 현실 밖으로 가지

고 나와 실제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과 결합해 보고자 하였다.

지도 이미지들이 비물질적인 기호라면 현실의 재료들은 물질적이고 조

형적으로 가공되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에 가까운 것들이다. 비물질적 상

태의 정보인 지도를 물질적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내면 속 이미지를 실

제 세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오브제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재료로 선택된 것은 주로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 후 쉽게

버려지는 재활용품 들이다. 나무나, 플라스틱, 철사, 스티커, 끈, 우레탄,

유토, 스크랩한 지도조각 등은 그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

는 지도를 물질적 대상으로 오브제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미지에서 느껴

진 감각들이 물질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2〕

는 지도와 지도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대비되는 특성들을 비교한 것으로

써 비물질적 정보인 지도가 어떻게 물질적 대상으로 전환되는지를 각각

의 특징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도 14〕의 작품들은 지도의 감각적 요소들과 현실의 재료들을 결합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합의 예를 시도한 것들이다. 먼저, 물질



53

〔도 14〕

①〈지도 속의 지도〉, 2007, 혼합재료, 서울대 문화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②〈표본화된 지도〉, 2007, 혼합재료, 서울대 문화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③〈흘러내린 지도〉, 2007, 혼합재료, 서울대 문화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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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물질화된 지도〉, 2007, 혼합재료, 서울대 문화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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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내용 의도 및 특성

① 지도 속의 지도

-이동의 상황을 지도를

통해 나타내려 함.

-한반도와 바퀴 달린 신

발은 이동의 주체를 상징

함.

-재료들의 결합

-끈 더미는 이동의 경로

를 뜻함.

② 표본화된 한반도

-한반도 지도를 잘라 종

이 드로잉을 전시할 때처

럼 나무판 위에 핀으로

고정함.

-지도의 정보를 제거하

고 지도 자체의 감각적

상태(종이 재질, 표면 질

감)를 강조함.

③ 흘러내린 지도

-여러 지도를 합성하여

상상의 지도처럼 만들고

그 위에 부유하는 이미지

들을 표현함.

-재료의 감각적 요소를

부각함.(색조각, 스티커,

미니어처 등)

-주로 놀이용 기구에서

느껴지는 감각요소임.

④ 물질화된 지도

-지도 위의 지명이 물

위를 떠다니는 상황,

-길을 찾기 위해 해도

위의 정보를 더 이상 신

뢰할 수 없음.

-보는 각도에 따라 지도

표면에서 보이는 것이 달

라짐.

(투명액체 물질과 해도

위의 경로들이 따로 보

임)

〔표 3〕지도 제작에서의 비물질적 감각과 물질적 감각의 결합

적 감각과 물질적 감각을 결합한 경우는 ①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지도의

감각요소를 처음부터 물질로 바꾸어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나무판과 흰

색 우레탄, 바퀴, 끈 등의 속성과 기능이 다른 재료들을 결합함으로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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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감각이 더욱 강조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반대로 지도의 물질적

특성과 재료의 비물질적 속성을 결합한 것이다. ②에서 지도를 원 바탕

종이에서 오려내고 다시 가위로 자름으로써 지도의 정보는 제거하고 지

도 표면과 종이 재질의 물질적 감각요소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는 감각요소의 수준에 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하고 있는 지도

와 재료를 결합했을 때 감각의 수준의 층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③의 경우처럼 하나의 놀이판의 상태에 가까운데, 지

도가 가진 조형성과 다양한 재질의 재료가 합쳐져 놀이용 기구에서 느껴

지는 감각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앞의 여러 경우의 결과를

고려하여 비물질적 감각과 물질적 감각이 공존하는 상태의 감각을 재현

하였다. ④의 작업에서 지도판은 보는 각도에 따라 해도판의 감각적 요

소들이 강조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료의 감각적 특성-물과 액체의 흐름-

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제작된 총 네 개의 작품들의 내용과 의도는〔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지도 작업에서 특히, 물질적 속성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은, 지

도를 실체가 있는 대상으로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사회과부

도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도들에서 느꼈던 종이 재질의 감촉과 인쇄

된 색과 형태의 상태는 실제 지형에서 경험하는 특성과 감각적으로 긴밀

히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프린트 작업에서 두꺼운 크래프트지

에 여러 번의 젯소를 칠하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 프린트의 잉크

가 균질하지 않게 흡수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신발로부터 시작돼 간판과 지도로 이어진 대상에 대한 탐구는 결국,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대상과

관찰자와의 일방적 관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대상들 간의 연쇄적인 상

호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된다. 대상들 간의 관계에서 연구자도 하나의

대상으로써 그 관계의 부분에 속하게 되며, 대상에 속하는 범위도 비물

질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 내면의 사고나 관념에서 특정의 소소한 물

체나 부분조각, 자연물과 인공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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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상의 조합과 맥락의 재구성

신발, 간판, 지도를 통해 드러난 대상에 대한 탐구방식은 작업이 진행

될수록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신발, 간판, 지도가 한 작업에

동시에 등장하여 서로의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요소가 첨

가되면서 다면적인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창작자로서는 서로 다른 영역

에 있는 것-의미, 재료, 이미지, 사고 작용-을 모두 동일한 범주에 속한

다고 보고 이를 하나로 조합시켰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것들이 혼재된 상태로 보이므로 결국, 작품의 의도를 쉽게 파악

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각기 다른 계열을 동등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창작의 원리-작업과정의 주요 특성-에 대한 부분을 명

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창작의 원리에 관련하여서는 두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대상의 복합적 속성의 인식과 그에 따른 해체적 조합의 실행에 대해 살

펴보고, 2절에서는 대상에서 발견되는 여러 맥락과 그 관계를 인식하고

맥락들의 결합과 문맥의 교란을 통해 재구성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

다.

1. 대상의 속성과 조합

1) 대상의 복합적 속성

존 버거(John Berger)는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30)에

서 현대의 광고 사진과 과거의 유럽 회화작품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

30)필자가 읽었던 판본은 동문선에서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발간한 책이었고

이후, 2012년에 열화당에서 최민의 번역으로 재출간 되었다. 이 책과 함께 존 A. 워커의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도 작업에 대한 전반적 시각 형성과 소재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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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표면화되는지

를 설명하고 있다. 존 버거의 영향으로 대중매체 산물로서의 이미지와

그것에 투영된 현대사회의 진짜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시

기 권력화된 남성적 시선에 관심

을 가지면서, 일상에서의 관음증

적 시선(voyeurism)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도 15〕

에서 특정 신체의 움직임의 강조

와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불평등

한 성 의식을 가진 남성적 시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

만 이와 별개로 대상을 순간적으

로 지나가며 본 감각적 기억을 기

록하는 관찰 방식은 이후의 작업

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드로잉의 소재가 길에서

마주치는 여성에서 점차 신발이나

간판으로 옮겨 가면서 사람과 사

물, 글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특히 간판 글자를 원래 의미대로 읽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뒷모

습이나 신발처럼 그것을 대상의 감각적 상태 자체로 파악하려 했기 때문

이다.

드로잉을 마친 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원 대상과 드로잉 간의 관계

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원 대상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한, 드로

잉은 대상의 어떤 감각적 이미지일 뿐이며 관찰자 자신의 의식 세계를

반영한 기억 속의 심상일 수 있다. 또한, 드로잉을 판화로 옮겼을 때 복

수의 프린트들은 원본 드로잉의 복제된 상(像)에 해당한다. 대상과 드로

잉, 그리고 그것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의문과 가정들은 결국 대상과 이

미지적 속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한다.

〔도 15〕 드로잉북에서 발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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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상이 인간의 지각과 사고의 영역을 거치면서 그 속성이 조금

씩 변화해가는 것은, 완벽했던 대상이 어떤 통로를 지나면서 잠재되었던

이미지적 속성이 표면화되어 다른 상태로 변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를 대상의 잠재된 상태와 가변적 속성으로 보게 된 근거는 그것

을 하나의 기호로 인식하면서부터이다. 기호로서의 이미지에 관한 생각

은 작업 대상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본다면,

신발이라는 하나의 대상은 가죽, 고무, 상표 등의 재료적·조형적 요소와

신발의 기능과 역할 등의 의미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신발을 하나의

이미지로 본다면, 그 구성 요소들은 신발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

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표와 기의 들은 인간 내면 의식에 머물러

있다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의식 밖으로 나오게 된다.

〔도 16〕왼쪽: 신발작업 일부, SpaceZip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전시세부장면

오른쪽: 신발 밑창, 서울대 문화관(서울, 대한민국) 전시세부장면

이러한 사유에 근거했을 때, 신발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가변적 이

미지로써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원하는 의미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 16〕의 신발작업의 경우, 발을 보호하고 운동을 하

기 위한 용도로서의 원래의 기의를 버리고 이동 장소와 경로의 흔적을

새로운 기의로 채택하였다. 우레탄과 천으로 조합된 신발과 유럽 지도

모양의 상표, 투명 우레탄 밑창과 색실은 새롭게 부여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기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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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와 기의는 단일의 기호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요소인데 이를 함께

섞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세상에 나왔을 때 보는 이는 그 의미

의 모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표와 기의 관계를 기존과 다

른 방식으로 재설정하고자 한 시도에는 여러 이론적 영향이 있다.

이론적 탐색과 작업으로의 적용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 이론을 보

면, 소쉬르는 언어의 형식적 체제(language, 랑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언어를 음성이미지(기표)와 뜻(기의)이 결합한 기호들의 체계로 파악한

다.31) 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필연적인 것이 아닌 ‘느슨한 상태의 우

연적 결합’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호의 의미는 단지 기표들의 차이에서

온다고 하였다.32)

위 이론을 토대로 연구자는 작업 대상을 기표와 기의의 결합 관계로

보고, 기표를 기의에 정착하지 않고 부유(浮游)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떠

다니는 기표’로서의 기호의 의미에 착안하여 몇몇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기호놀이> 〔도 17〕의 경우, 어떤 한 단어에서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의미 없는 단어로 만들기도 하고, 기표에 해당하는 간판들이 다양한 모

양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왼편의 경우, ‘MANY

GODS’라는 단어는 의미 없이 글자 순서를 바꿈으로써, ‘MY DOGS’가

되기도 하고 좌우 반전을 통해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도 된

다. 오른편에서는 표지판을 하나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 가정했을 때,

아직 그 내용물을 담지 못한 빈 간판의 다양한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

31)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역)(서울: 민음사, 2006).

한편 소쉬르와 함께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

(symbol)’을 통한 이미지 속성의 분류도 연구자가 간판과 상표의 작용방식을 연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32)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예전 작업들에서 고민했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의 ‘연쇄

적 이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이미지의 연쇄적 변화상태는 기표의 분화과정 안

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가령,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가 있을 때, 그 기표는

다시 새로운 기표와 기의로 나뉘고 다시 그 기표도 나뉘는 분화의 과정이 연속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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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로서의 기표 자체를 드

러내고자 한 것이다.

〔도 17〕〈기호놀이〉, 2007, 나무 위에 멀티왁스, 에어 스프레이, 김진혜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기표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탐색은 대상의 이미지가 가진 가변적 속성

을 바탕으로 진행한 하나의 놀이이다. 그것은 이미지의 새로운 측면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대상의 구체적 속성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내면의 추상적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지

를 ‘떠다니는 기표’의 상태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게 해

주리라 기대했지만, 실은 동어반복 상태에 머무르고 만다. 이에 본래의

대상으로 돌아와 그것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내용과 관찰자가 새롭게

파악한 의미와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았다.

우선, 신발과 간판, 지도가 일차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각각 아디다스

테니스화,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목록, 지하철 노선도에 대응한다.

이차적 내용은 대상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의미

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악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감성을 느끼게 하는 뉴트로 스타일, 어설픈 글자체가 보여주는

솔직함, 새로운 경로의 생성과 그 복잡한 구조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 번째

내용 즉, 감각작용을 통해 파악된 맥락에 주목하였다.

물론, 관객은 대상을 보는 것 만으로 세 번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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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연구자는 세 번째 내용을 대상의 제3 의미라 보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와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확신하지만, 그 변화된 맥락

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관객은 그 의미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작업에 있어서 제3 의미의 강조는 원 대상이 뜻하는 일차적 의미와 비

교했을 때 그 층위에 있어 어떤 위상학적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

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의 이미지 분석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르뜨는 〈이미지의 수사학〉33)에서 〔참고도판 10〕의 광고물을 가

지고 이미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이미지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

분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세 번

째 의미와 그것이 두 번째 의미와 맺는

관계성이다. 그리고 그 관계성은 대상의

의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

로서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

준다. 그의 의미 분석과정을 도표로 나

타내면 〔표 4〕와 같다.

표에서 광고에 등장한 여러 이미지들

은 개별적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연결된 구성체로써 세 개 층위의 의미들

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2차와 3차 의미

에서는 이미지들이 더 유동적으로 연결

과 분리를 하며 주어진 맥락에 종속된

것이 아니 자율적인 상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바르뜨의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는, 작업과정 중 대상의 이미지로부

터 유추되는 끝없는 의미의 연쇄 순환에서 벗어나 이미지 최초의 의미와

현재의 변화하는 의미 간의 전후 관계를 다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부터 연구자는 이미지에서뿐만 아니라 완결된 작품도 재코드화를 통

33)Roland Barthes, Trans. Stephen Heath, Image-Music-Text(N.Y.: Hill and Wang,

1977), pp. 33-51.

〔참고도판 10〕Panzani 광고물,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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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래 의도한 의미로부터 또 다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분 의미의 속성 예 특성 이미지와의 관계

1차
언어적

(linguistic)

광고의 문구,

캡션 등

설명, 정보

전달

-정박(anchorage)

이미지의 다의적 특성을

통제하고 의미를 고정함.

-중계(relay)

영화의 경우 대사가 장면

의 숨겨진 의미를 예측하

게 도와줌.

2차

상징적

( s y m b o l i c ,

iconic)

이미지에서 파악

되는 문맥, 유추

되는 여러 상징

적 의미들(이탈

리아풍, 여유로운

점심 등)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코드화됨

내포된 이미지

(connoted image)

3차
글자 그대로

(literal)

이미지에서 보이

는 대상 자체들

(토마토, 시장가

방, 후추 등)

순수하고 순

진한 상태,

비가시적

외연화된 이미지

(denoted image)

〔표 4〕Panzani 광고에 나타난 의미와 이미지의 관계

실제 작업의 양상을 살펴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대상의 상

징적 의미와 글자 그대로의 의미 사이의 중간 연결의 지점이다. 그것은

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분리의 반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드

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대상들 간의 ‘연결과 분리의 반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

행되어 질까? 〈한반도; 지도조각놀이〉〔도 18〕에서 여러 방식으로 가

공되고 채색된 나무와 가죽 조각들이 배치돼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지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물결과 같은 낙엽송의 나뭇결 표면 위에

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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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한반도; 지도조각놀이〉, 2009, 낙엽송 위에 혼합재료, 90

x 122 cm

표면 위의 대상들은 그것의 모양(shape)과 배치된 위치, 그리고 바탕

의 나뭇결에 따라 여러 시각적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대상들을

매개로 한 하나의 조형적 경로로서, 연결과 분리의 과정을 통해 어떤 대

상으로부터 출발해 다른 대상에 도달하게 된다. 작업에서 세 개의 한반

도 나뭇조각은 일종의 출발점의 역할을 하며 감상자의 감각적 파악을 기

준으로 대상들 간의 조형적 유사성과 의미적 연결성을 함께 고려하며 다

음 순서의 대상을 찾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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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다층적 의미구조의 분석을 통해 왜 파악된 대상의 성질들을

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대상의 복합적 속성의 발생은 지각된 성질들이 ‘떠다니는 기

표’와 같기 때문이며, 다른 성질들과 연결 및 분리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의미의 경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상

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대상들 간의 연결과 분리를 시도하였다. 그리

고 그것은 조형적·의미적 측면에서의 연속과 단절이 교차하며 진행되는

식의 해체적 조합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2) 해체적 조합

작업에 있어 해체와 조합의 특성은 신발을 소재로 한 작업에서 드러나

기 시작했다. 신발의 부분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패턴의 밑 본을 얻기

위해 기성 신발의 해체과정이 있었고, 그 후 패턴 조각을 결합하는 과정

에서 조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해체와 조합의 관계에 관

한 생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 켤레의 신발을 효율적으

로 제작할 목적으로 신발의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반복적으로 조립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도 19〕에서 볼

수 있듯, 점점 신발작업은

주로 이동과 경로의 흔적으

로서의 신발을 표현하기 위

해 겉면 위에 경로를 상징

하는 박음질을 하고 이동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신발

을 낡고 망가진 것처럼 만

드는 것으로 변화해갔다.

작업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신발의 상태는 가

〔도 19〕〈이동의 경로가 남겨진 신발들〉,

2007, 혼합재료, 신발길이: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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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조각들과 밑창 및 여러 부속물로 이루어진 결합체이기보다는, 낡고

헤어져 해체된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완성된 신발은 다시는 신발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훼손된 모습이지만, 신발의 일부

속성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의 접합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조형적 재구

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적 조합을 조형적 재구성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은 지도작업에서이다. 그것은 특히 여러 지도들을 결합하는 과

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도 모양의 조각을 만들거나 그 위에 지

도 이미지를 그리거나 새긴 후 그것들을 다시 조합하면서 결합 부분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조각들이 서로 어긋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지도 조합의 방식은《펼쳐진 지도/접

혀진 도시》전의 작업들에서 다양하게 시도되

었다. 〔참고도판 11〕은 전시의 리플렛으로써

실제 지역을 여행할 때 구매했던 포켓맵의 디

자인을 빌려 제작한 것이다.

본 전시의 기본 개념은 여행 중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포켓맵을 ‘펼치고 접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서 착안하였다. 낯선 장

소에서 길을 찾기 위해 수없이 포켓맵을 펼쳐

보고 다시 접었던 기억은 여행 기간의 물리적

이동과 연결되어 하나의 여행 전반에 대한 경

험으로 인식하였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이동하는 것이 감각을 통한 지각적 경험이라

면, 지도를 펼치고 접는 행위는 의식 속에서 일어난 개념적 경험에 가깝

다. 그리고 지각적 경험과 개념적 경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

적으로 연결되며 여행의 과정을 하나의 유희적 체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도판 11〕

《펼쳐진 지도/접혀진 도

시》, 전시 리플렛,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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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2〕 ① EasyFinder 포켓맵 (NY: Buffalo, USA), 2004

〔도 20〕②〈지면-도시〉, 2009, 디지털 프린트, 45.7 x 40 cm

③〈흩어짐-도시〉, 2009, 디지털 프린트, 40 x 47.5 cm

④〈접힘-도시〉, 2009, 디지털 프린트, 52 x 3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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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펼친다’라는 것을 지도 안에 모여져 있는 조형요소와 기호들을

흩어뜨리는 것으로, ‘접는다’라는 것을 도시처럼 인위적으로 공간을 구획

하고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을 배치하여 조합한다는 의미로 전시 전체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상 하에서 개별 작업들을 제작하였는데, 그

것은 방식에 있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시도한 방식은 분류와 배치의 변화를 위주로 조합을 진행하

고 최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원래의 기능적 지도와는 다른 감각적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도판 12〕와 〔도 20〕의 작품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된 작업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는

데, ①원 상태의 실제 지도에서 그 안의 ②텍스트와 기호들을 삭제하고

③조형요소들을 각각 분리하여 한 곳에 나열한 후 그 조각들을 ④마구

뒤섞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 ②, ③, ④는 각각 여기서 나타난 특성은 조형성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조합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조형성의 기준이 된 것은 선, 면, 형태,

색으로서 그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가 최대한 느껴질 수 있도록 각 요소

들의 배치와 구성에 집중하였다. ②의 경우 구체적인 도로명과 지명이

제거되어 있지만, 여전히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며 지도로

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③, ④에 와서는 더 이상 지도의 속성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두 작업 모두 일종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데, ④가 ③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형적 구성에 대한 심화가 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일반적인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던 피에트 몬드리

안(Piet Mondrian)의 경우, 실제 나무를 단순화한다든지 맨해튼의 빌딩

과 거리를 한정된 조형요소로 축약하는 식으로 원 대상으로부터 불필요

한 부분을 점점 소거해 나갔다. 하지만 본 작업의 경우에는 단순화나 축

약 없이 원래 있던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추상 작가들이 취한

이러한 단순화의 방식은 일종의 ‘환원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그러한 환원됨 없이 대상의 조형적 심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물론 원 지도에 있는 텍스트를 제거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지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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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을 조형적 요소로 재해석한 것이기에 별도로 더 단순화할 필요성

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부터 ①의 맵이 지도가 아닌 하나의 조형

적 구성 그 자체로 보았으며 작업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에 남아있

는 연결의 맥락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도 21〕〈화물짐, 접이식 다리, 지도판〉, 2008-09, 혼합재료, 지도판

크기: 94 x 97 x 120 cm

두 번째 방식은 다양한 모양의 조각판들을 계속해서 쌓아 이동 불가능

한 상태 직전까지 조합하는 것이다. 〈화물짐, 접이식 다리, 지도판〉

〔도 21〕에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감각요소들은 일종의 파편화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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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형태로 조각판들 위에 나타나게 된다. 작업은 우선 퍼즐 맞추기 놀

이를 하는 식으로 시작되었다. 각각의 조각들은 방문했던 지역들을 뜻하

는데 여정의 순서에 따라 조각들을 찾아내고 맞추어 나가게 된다.

조각들을 결합할 때는 서로 어긋나게 쌓아나갔는데 그것은 실제 이동

할 때의 상황처럼, 그 공간이 평탄하지 않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

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나무판의 각도를 다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다양

한 각도에서 공간을 볼 때 생기는 시점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소재와 재료에 있어서는 지도 모양의 조각들 이외에 끈, 천 조각, 전선

줄, 경첩, 접이식 다리, 나무운송상자 등 다양한 사물들을 사용하였다. 여

행 중 짐을 포장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연상될 수 있는 소재들을 작

업에 포함해 나간 것이다.

그것은 조합된 작업 자체를 하나의 주체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

하는 것인데, 작업이 한정된 요소들의 조합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처럼 자신에게서 새롭게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이 창작자가 정한 최종적인 모습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 재현을 넘어 관객의 의식 속에서 ‘감각과

사고의 상호작용에 의한 재구성’이 지속하도록 함을 의도하였다.

한편 작품을 보았을 때, 단계적인 진행보다는 한 번에 조각 더미를 쌓

아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폐품이나 일용품 등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했던 앗상블라주(assemblage) 작업을 떠올릴 수도 있다.

완성된 작품의 상태를 연상했을 때, 공사장 주변의 폐목재 더미와 입체

적 미술작품 사이의 중간지점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 지점은 어떠한 선

입견이나 훈련된 미적 기준 없이 감상자가 자신의 지각적 판단을 중심으

로 작품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조합이 진행될수록 작업은 해체적 모습에 근접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작품 완성의 지점을 불완전한 상태의 지속 가운데 관객의 지각 활동이

극대화되는 순간에 두었기 때문이다. 작품은 지형적 표시나 도로, 경계선

등의 정보들과 그것들 간의 다양한 연결을 제시하지만, 그 연결의 맥락

을 파악하는 것은 감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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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체적 특성은 작품의 완성을 하나의 열린 결말의 상태에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창작자 자신도 감상자처럼 작품을 볼 때마다 또 다

른 의미를 찾아내도록 요구한다. 지각적 경험과 기존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층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해체적 조합은 대상으로

부터 출발한 기억의 정보들을 작품의 형태로 소환함으로써 내면 의식 속

의 발상과 표현이 상호작용을 통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 이르게 한다.

2. 맥락의 재구성

1) 사회적 맥락과 조형적 맥락의 결합

본 절에서는 새로운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대상의 사회·정

치적 맥락과 감각적 성질들이 형성하는 미적 맥락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떤 관점이나 시각도 처음부터 고정적이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는 유동적이고 유연했던 것이 점점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주류의

시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대상의 의미를 정하게

된다. 사회·정치적 시각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동의로 형성된 것으

로서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현재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상태로 있으면서 새롭게 등장

하는 관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맥락의 재구성은 기존의 사회적 시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반복적인 ‘이탈과 복귀’를 통해 그것과 개별 행위 주체자의 시각을 하나

로 연결하는 데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대상의 복합적 속성에서 각각

의 속성들이 ‘연결과 분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의 새로운 측면을 파

악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개인의 시각과 사회·정치적 시각은 취향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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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은 단기간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습득을 통해 한 개

인의 본성의 한 부분으로 내면화된다. 연구자는 평소에는 개인적 취향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도 미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취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편이다. 그것은 다소 아웃 사이드적인 성격이 반영되는데, 여행지에 가면

만듦새나 색상이 유치한 기념품을 고르거나, 형편없는 디자인의 전단지

나 광고물 사진을 찍곤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련되고 전위적인 스타일의 가구나 명품시계의 디자인을 선호하기도 했

다.

대중 취향과 고급 취향이 한 개인의 의식에 공존하는 이유는 각각의

취향이 서로 다른 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 취향은

재래시장 주변에서 성장하며 만들어진 경험적 감각으로서, 그것의 미적

수준이 낮음에도 유년 시절의 향수와 연결되기에 긍정적인 미의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고급 취향의 경우는 주로 세련된 명품이나 미술사적 가치

를 인정받은 예술품에서 파악되는 조형적 요소들이며 사회적으로 편입되

고 싶어 하는 상위계층의 미의식을 나타낸다.

대중적 디자인과 소수 특정 계층의 오뛰 꾸뛰르 스타일을 동시에 선호

하는 것은 어떤 취향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 이론34)에 근거해 본다면, 연구자의 관심은 주로 미적

장(champ, field)의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고 특히, 창작과정에서 두 개의

개별 취향들이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 습성체계)로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취향의 세련된 미적 기준의 추구는 현대사회의 견고

한 계층 구분 속에서 상위계층이 가진 ‘문화자본’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취향에서 드러난 서로 반대되는 시각은 작업에서도 자주 나타

난다. 작업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조형적으로 많이 고려된 표현을 택하기

도 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 자체의 상태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 안에서의 상반된 취향의 공존은 자라온 환경에서 체득된 대상을 있

는 그대로의 상태로 보는 시각과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통해 형성된 조형

34)삐에르 브루디외, 『구별짓기 上, 下』최종철(역)(서울: 새물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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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을 보는 시각에서의 경험적인 측면과 조형적 기준에 의한 측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학자인 노엘 캐럴이 구분한 일반 대상에 대한 미

적 경험과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미적 속성을 기준으로 작업을 살펴볼

수 있다. 낡은 신발이나 구식 간판, 재활용된 플라스틱이나 공사용 폐자

재와 같은 것은 애초부터 예술작품의 심미적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다. 대상 그 자체 그대로의 물질적 상태를 작업에 가져오려는 것은 대상

에 대한 미적 경험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형태를 다

듬고 색을 칠하며 가공한 재료들은 오히려 미적(조형적) 속성에 따라 만

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미적 경험과 조형적 속성의 시각은 실제 작업과정에서는 구분

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이미지를 그리고 채색

하는 것과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 자체를 조합하는 과정을 교차·반복하면

서 하나의 종합적 콜라쥬의 상태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방식은 196, 70년

대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작업에서 나타

난 여러 이질적 사물들의 결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콤

바인 페인팅〔참고도판 13〕은

대중적 이미지와 기성 오브제,

그리고 회화적 붓질을 조합한 것

이다. 그것은 단일한 표현방식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

해 나갔던 그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여러 이미지와 오브제,

회화적 기법들을 중첩하며 서로

충돌하는 상태를 부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물감의

〔참고도판 13〕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Canyon〉,

1959, 혼합재료, 207.6 × 177.8 × 6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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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색감과 표현적 붓질은 개별적인 이미지와 오브제들을 이어주는 연

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색과 붓질의 회화적 요소는 라우센버그의

개인적 몸짓으로서 실험적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던 그의 신체적 움직임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차용한 이미지와 오브제들

간의 또 다른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22〕〈이동의 경로〉, 2009, 관훈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설치장면

라우센버그의 경우, 회화적 요소가 작업의 맥락을 형성시키는 연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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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역할을 하였다면 연구자의 작업에서는 경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붉

은색, 검은색의 색 띠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의 경로〉〔도 2

2〕는 이동 중 우연히 열린 여행용 가방에 있던 가상적인 지도상자의 모

습을 표현한 오브제 작업이다. 그것은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천과 비닐 위에 실의 박음질로 가공된 색

띠와 여행 가방용 벨트는 나무를 감싸고 묶어주며 전체 오브제를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한다.

조형적으로는 〔도 22〕의

작품의 앞면에서 색 띠의 선

적인 표현을 통해 정면성이

강조되고 있다면, 작품의 뒷

면에서는 〔도 23〕에서 보듯

위로 향한 알루미늄판 오브제

를 이용해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의 앞면과 뒷면은 각각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속성

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면에서

형성되는 여행 전의 복잡하고

분주한 상황이 뒷면의 여객기

모형을 통해 여행의 출발로

이어지는 맥락을 나타낸다.

또한, 작품의 아래에 있는

운송용 화물상자는 견고한 구조와 각종 주의표시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

서의 규격화된 이동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본 작품은 여행 중

경험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의 ‘경험적 측면과 미적(조형적) 속

성, 그리고 현대사회의 시각에서의 이동의 측면’이 하나로 재구성되는 과

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흔적은 정리되지 않은 채 작업의 외

〔도 23〕〈이동의 경로〉, 2009, 관훈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작품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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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여행’이라

는 경험적 대상으로부터 파악된 여러 파편적 이미지들을 의식 밖으로 꺼

낸 것이다. 그것들을 경로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해 나감으로써 화물상

자, 여행용 가방, 여객기라는 각각의 대상을 새로운 재구성된 맥락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도 24〕〈우편박스에서의 이동경로〉, 2008, 혼합재료, 43 x 8x 39.5 cm

〈우편박스에서의 이동경로〉〔도 24〕는 우편용 화물상자 위에 직관

적으로 떠 오른 화물 비행기의 경로를 표현한 작업이다. 작업의 바탕이

된 대상은 손잡이가 부착된 항공용 나무상자였다. 그것은 포장과 운송이

라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진 대상이다.

화물용 나무상자를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그로부터 파악된 감각적

요소들을 조합해 작품에서와 같은 나무 오브제를 만들었다. 그것은 미적

경험의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물상자가 운송되는 비행

경로를 선과 색의 조형적 요소로 파악하여 표현하였다. 이때 그 표현은

미적(조형적) 속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본 작업에서는 우편상

자, 나무 오브제, 조형적 선이 하나로 결합하여 통합된 맥락을 이루고 있

다고 하겠다.

정보 과잉의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독립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점점 잃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정치적 맥락으로부터의 시각의 확장을 필요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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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상 본연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취향은 사회적으로 습득

된 것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개별적 특성이기도 하다. 상반된 성향이 공

존함을 깨달은 것은 작업과정 에서이다. 표현의 선택에 있어 그것은 경

험의 측면과 조형적 속성의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리고 최종적으로 이 두 측면과 현재의 사회적 측면의 결합을 통해 작업

은 완성된다. 완성된 작업은 독립적인 오브제의 형태를 띠며 대상의 사

회적 맥락, 대상 본래 경험의 맥락, 그리고 조형적 맥락이 연결되어 재구

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2) 문맥의 교란

〔도 25〕《불시착》, 2006, 키미아트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맥락의 재구성에서 시도한 또 다른 방식은 두 대상 안의 일부 요소를

바꿈으로써 그 대상들이 기반하고 있는 맥락의 불완전한 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지도라는 하나의 큰 맥락 아래에서 그 안에 존재하는 여

러 문맥들 중 일부를 교란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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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연구자는 인간사회에서 지도라는 것을 여러 사실적 판단의 기준이 되

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맥락이라 전제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뒤바꿈으로써 견고한 맥락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에서 교란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의 경계선이나 방위표시 등이다. 그것들은 지도의

체계를 받쳐주는 주춧돌 같은 것으로써 특별히 지도 안에서도 다른 요소

들보다도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문맥을 교란한 첫 번째 시도는 지역의 경계선 분할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불시착》〔도 25〕에서 벽면의 양측에 있는 두 오브제는 한반도

와 미국의 지도를 가져온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지도 안의 상황인데 왼

편의 미국 지도는 한국의 도 경계를, 오른편의 한반도는 미국의 주 경계

에 따라 분할된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을 나누는 것은 그 국가 나름의 정치·역사적 특성

을 고려한 것이고 오랜 시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국가 간

의 경계선을 고착된 시각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봤고 그것이 원래의 지도

에서 분리되어 다른 국가에 적용됐을 때 발생하는 의미의 변화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과 미국의 실질적 관계를 대등하게

보기는 힘든데 특히 사회·정치적 체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있

어 미국의 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업에서는 경계

선을 미국의 체계를 상징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분할

함으로써 앞서 말한 한국과 미국의 현실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반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한다거나 지도의 상하좌우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재료에 있어서는 놀

이용이나 임시 모형 제작용으로 사용되는 컬러 유토를 사용하였다. 이것

은 감상자가 앞서 의도한 내용에 있어 감각의 통로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작품 제목을 〈Republic of America〉나 〈United

States of Korea〉라 하였는데, 일종의 말놀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영어

명을 합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글자를 보고 읽는 청각적 감각을 통해 의미

에 다가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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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교란의 방식은 지도의 방위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흔히 국가

들의 관계를 말할 때, ‘동과 서’, ‘남과 북’ 등 방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가 많다.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거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동서 관계’라든지, 부와 빈곤의 양분된 상황을 뜻하는 ‘남북문제’ 등이

있겠다. 연구자는 이러한 큰 담론보다는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진 않지

만 오랜 시간 고착화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극동’은 그러한 관점에서 발견한 것이었는데, 지리적인

위치를 말할 때 ‘극동아시아’, ‘극동에서 온 한국인’ 등 주로 한국을 지칭

할 때 이 단어는 쓰이고 있다. 작품〈극동-극서〉〔도 26〕는 이에 관한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된 작업이다.

〔도 26〕〈극동-극서〉, 2007, 혼합재료, 33 x 49 cm

작품에서 한반도와 영국은 서로 인접해 배치돼있다. 실제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면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으로 표현되어 있다.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새로웠던 것은 세계지도가 태

평양을 중심으로 그려지지 않고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를 근거로 왜 그들이 한반도를 극동(Far East)이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한국이 극동이겠지만 반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다면 영국이 극서에 위치할 것이다. 극동과 극서가 근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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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방위표현에 나타난 서구 중심 세계관의 은폐

된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조형적으로는 분홍색의 폼보드 위에 지도

조각들을 배치하여 퍼즐을 맞추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놀이적 상태에서

작품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도 27〕〈두 개의 한국; Red-Blue〉, 2007, 혼합재료, 54.5 x 35 x 2 cm

〈두 개의 한국; Red-Blue〉〔도 27〕에서는 한반도가 좌우로 반전되

어 표현되어 있다. 푸른색이 남한이라면 붉은색은 북한을 뜻한다. 작업방

식은 액체 상태의 투명 우레탄 안에 색실을 계속 겹친 후 경화시킴으로

써 고착된 상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색실은 각각 이념을 상징하는 푸

른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였으며 실은 핏줄로 환유 되는 민족으로서의 동

질성을 나타낸 것이다. 좌우의 한반도가 약간 겹치게 한 것은 이념적 대

립과 그 구분이 경계선처럼 명확히 이뤄질 수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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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상의 연결과 확장

1. 대상의 연결체적 속성

문맥의 교란을 통한 재구성은 지도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는데, 그것은

지도 안의 정보들이 시각적 요소로 표현되어 있기에 가능하였다. 시각적

요소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의미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전달해 준다.

연구자는 그 의미전달을 넘어서 그 자체를 대상으로 관찰했을 때 또

다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대상이 사회·조형

적 맥락의 재구성과 문맥의 교란 과정을 거치며 일종의 연결체로써 활성

화되는 것이다.

작업과정에서 인식한 대상은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만 따라가지 않는

능동적 모습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대상으로부터 지각된 요소들과 기억

속의 이미지들, 그리고 대상의 용도적 성격들이 새롭게 조합되고 구성되

면서 그 상태가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작업을 통해 기존 사회적 맥

락에서의 ‘이탈과 복귀’, ‘연결과 분리’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변화

는 더욱 분명해진다. 대상에 대한 경험적 파악의 반영과 조형적 속성의

발굴이 사회적 의미에 묶여있던 대상의 자율성을 풀어준 것과 같다고 생

각한다.

연결체로서의 대상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감각적 성질들을 생성하고

외부로 발산하면서 다른 대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간다고 볼 수 있

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세상의 대상을 그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행위소(actant)로써 파악하였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감각,

사물, 자연, 인공물 모두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객체로써 보는 것이며,

대상이 다른 본질적인 실체로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가 구체적 존재임을

말한다.35)

35)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김효진(역)(서울: 갈무리, 2019) pp. 27-33.



82

작품은 독립적 행위소로써의 대상의 상태를 드러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작품들과 연결되게 된다.

〔도 28〕《펼쳐진 지도/접혀진 도시》, 2009, 관훈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설

치장면

〔도 28〕은 《펼쳐진 지도/접혀진 도시》전의 설치장면으로써 작품들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전시장에서 바닥의 두 입체 오브제는 각각

상자 위의 접이식 다리 위에 놓여 있으며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주 보고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의 〈화물짐, 접이식 다리, 지도

판〉에서 출발한 시선은 맞은편의 〈이동의 경로〉로 연결되고 이어서

그 뒤편의 평면 오브제인 〈부서진 지도들〉과 천장에 매달린 신발들로

이어진다. 감상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브제들의 재료적, 조형적, 의

미적 연결고리들을 찾아 나가게 된다.

연결관계는 하나의 단선적 흐름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오브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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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발했느냐에 따라 시선의 흐름은 바뀌며 나뭇조각의 모양과 지도의

형태, 끈 등 구성요소들 간의 공통점과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연결 순서

는 변경될 수 있다. 각 오브제들의 배치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

지지만, 그것들 간의 연결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은

작품들이 주체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작업과정에서 연구자는 주로 형태적 연상과 시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들 간의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개별 작품(대상)들

이 하나의 연결체로써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앞서 II장

‘감각의 회복을 통한 실재의 인식’에서 그레이엄 하먼의 4중 구조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본 작품들은 그의 네 가지 객체 특징 중, ‘감각객

체’와 ‘실재 성질’이 연결되어 하나의 현실의 상태에서 존재 가능한 형상

(eidos)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36)

〔도 29〕〈유기체의 도시〉, 2011, 영상설치, 한빛미디어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전시

장면

36)그레이엄 하먼, 『쿼드러플 오브젝트』주대중(역)(서울: 현실문화, 2019)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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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 작품을 통한 연결적 속성의 탐구에서 또한 중요하게 드러난 것

은 경로에 대한 것이다. 경로는 그 자체가 이동과 연결을 의미하면서 또

다른 경로의 생성과 확산을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유기체의 도시〉〔도 29〕에서 보이는 선들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를 간판 위에 투사한 것이다. 노선도는 도판에서처럼 네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며 반복된다. ①의 경로는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된 지하철 노선

을 보여준다. 그것은 ②에서 경로가 단절되는 상태로 전환한다. ③에서는

각각의 선들이 빛처럼 분산되며 경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④에서는 경로가 세포처럼 복제되고 증식하며 무수히

많아지는 상태를 보여주게 된다.

지하철 노선도는 지도 중에서도 시각적 압축과 조형적 단순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의 물리적 경

로의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별적 대상으로서의 현대인들을 매개하는 연

결체로서 인식되었다. 연구자는 그것의 속성을 들여다봤을 때, 현대인처

럼 그 연결의 네트워크도 고정돼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생명체처럼 단절과 분산, 복제와 증식을 반복하며 세상을 재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관찰된 대상의 감각적 속성을 드로잉과 판화를 거치며 파편화된 요소

들의 연합으로 재배열한 것, ‘신발, 간판, 지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

상의 축소판으로서의 연결체를 구상한 것, 그리고 대상의 해체적 조합과

문맥의 교란을 통해 대상들의 맥락을 재구성한 일련의 진행 방식은 대상

을 그것이 속한 맥락으로부터 떨어뜨려 자율적인 객체로서 인식한 것이

다.

자율적 객체로서의 오브제는 인접한 오브제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체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오브제는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

면서 동시에 다른 오브제들과 연합하여 더욱 ‘확장된 구성체’를 형성한

다. 또한, 경로는 이러한 확장된 구성체를 매개시키는 것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며 연결의 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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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인식의 확장

1) 설치; 지도 공간의 확장

작업은 작품들 간의 유기적 연결관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

갔다. 그것은 전시장을 가상의 지도 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오브제들을 배

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전시장을 하나의 골목길이라 가정하고

작품들을 배치함으로써 감상자가 길의 좌우를 둘러보며 개별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 길을 빠져나온 후 의식 속에 그 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남도록 연출하였다. 두 번째 방식은 개별적인 작품 감상 이전에 원거리

에서 작품을 조망하듯이 볼 수 있도록 원근법적 투시를 고려하여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의 특징은《길동맵핑》〔도 30〕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

나고 있다. 작업의 소재가 된 지역은 작업실이 있었던 서울시 강동구 길

동의 두세 블록의 지역이다. 골목 상가들과 주택들이 뒤섞여 있고 상가

지역도 재래시장과 가까워 상가의 경관이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다. 작

업실은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주변의 시끌벅적한 소음들이 늘 작업실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러한 어수선함이 작업의 해체적 측면과 맞닿는 부

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길동맵핑》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복잡함’이다. 먼저 이 ‘복

잡함’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먼저 그것이 어떤 조

형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각형의 간판을 하나의

기본 형태로 하여 그 안에 길가에 있는 상호명을 나타내는 방식을 떠올

렸다. 그리고 작업실 앞 건물을 해체하는 장면, 길을 지나는 행상의 목소

리, 작업실 안에서 임의의 설명서를 읽고 있는 나,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 등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하

는 것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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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길동맵핑》, 2009, 송은 갤러리(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정비되지 않은 길동 거리 안에서 상가들과 차량, 그리고 사람들이 뒤

섞여 만들어지는 상황은 정비되지 않은 복잡함과 흩어져 있음 그 자체이

다. 일반적으로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질서 없고 마구 뒤섞여 있는 부정

적 상태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보자로 하여금 자신만의 새로운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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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발터 벤야민(Balter Benjamin)의 산보객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벤야민의 도시 연구가 20세기 초 유럽의 가장 선진화된 아케이드 거리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반대로 길동 거리는 21세기의 한국에서 아직 개발되

지 못한 새로운 것 없는 거리일 뿐이다. 벤야민이 가장 발전된 도시 공

간에서 새로움의 기준을 찾아내고자 했다면, 길동 거리를 통해 낙후된

외관에서 현대인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평범한

거리의 간판들 앞을 이동함으로써 대상에 내재한 본래의 감각적 상태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목의 대상은 거리의 간판이다. 먼저 작업실이 있는 거리의 주변 건

물들을 대상으로 간판들을 조사하였다. 간판을 분류하는 것은 하나의 건

물을 하나의 사각 알루미늄 틀에 대응시키고 건물에 있는 실제 간판명을

틀 앞면에 나열한다. 건물들은 제각각이지만 일정한 규격의 알루미늄 틀

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건물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이기보다는 최소화된

형식의 텍스트로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참고도판 14〕에서 보듯 간판 텍스트는 26개로 이루어져 있다. 텍스

트는 주변 건물의 가게 이름과 그 주인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게 주인

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에 관심 두게 되었다. 그것

은 선생님 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인데, 왠지 선생님과 사장님이라는 호

칭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도 한국 사회 저변에 깔린 서로 대비되는 어떤

이분법적인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된다. ‘선생님-사

장님’처럼 유사한 관계로 사용되는 단어를 분류하여 6개의 틀에 담았다.

연구자는 간판을 생각이나 주장을 가장 축약해서 담는 형식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그 형식은 사각형과 흰색 바탕의 형태로써 구체적 대상이

된다. 하나의 형식과 구체적 틀로써의 간판은 여러 사회적 문구와 결합

함으로써 현 사회의 다양한 맥락이 교차하는 연결 매개체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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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14〕 간판문구의 분류, 《길동맵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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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 당시 언론매체에서 많이 사용되던 단어들을 프레임에

옮겨 보았다.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들은 상업적 용도의 간판들이지만 가

끔 ‘가정집’, ‘개조심’ 같은 다른 성격의 알림판이 붙어있기도 한다. 그리

고 그 단어들은 경고나 주의 등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

〔참고도판 15〕 전시설치 계획도,《길동맵핑》, 2009



90

이러한 발상에서 대중 미디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 중 다소 선정적

이고 논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whatever, 스와핑, 패러다임, 딴짓, 유재석, 대원외고, 주체’ 등의 단어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드러내는 파편 조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모

인 총 42개의 간판은 실제 전시장에서 하나의 도면을 따라 일정하게 배

치되게 된다.

〔참고도판 15〕는 전시장에서 총 42개의 간판 오브제가 어떻게 배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시장의 입구 안쪽에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탑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그것은 주로 작업실이 있던 2층에

서 밖을 내려다보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42개의 간판은 바닥에서

150cm 정도의 눈높이로 맞춰 매달았다. 실제 거리에서는 우리의 눈높이

보다 높게 간판이 걸려있다. 그것은 간판과 바라보는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전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높이를 낮춤으로

써 감상자가 근거리에서 그림을 보듯이 간판을 보도록 한 것이다. 전체

의 간판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하나의 통로를 만들게 된다. 이제 관

객은 이 통로를 걸어가며 간판을 가까이서 만져보기도 하고 자세히 관조

하며 길동 거리를 ‘감상’하게 된다.

‘맵핑’이라는 전시의 제목이 암시하듯, 지도제작자의 관점에서 길동 거

리를 탐사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것은 특정 지역에만 유용한 지도 안내서는 아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

나 장소에 상관없이 걸으며 정보를 흡수하고 사고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보편적 장으로서의 공간에 주목하고 그것을 맵핑 즉, 지도화하고자 한

것이다. 간판의 설치를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점은 ‘경로’라는 것이 하나

의 독립된 대상으로서 관객에게 사고작용을 일으키고 동시에 그 고유의

구성 체계를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였다.

길동 거리를 재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시장에 실제의 거리를 건설

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원적으

로 허구일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거리라는 무형의 대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와 움직임, 감각 등은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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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집중된 간판들의 시선〉, 2010, 혼합재료, 김종영 미술관(서울, 대한민

국) 전시장면

두 번째로 시도한 설치방식은 원근법적 시점을 적용하여 관람자가 작

품을 멀리서 조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집중된 간판들의 시선〉

〔도 31〕은 앞서 《길동맵핑》전을 위해 제작했던 간판들을 가지고 재

설치한 것이다. 전시된 공간은 김종영 미술관에 있는 틈새 공간인데 공

간 자체가 양쪽의 방사선이 한곳에 모이는 투시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

다. 간판을 설치한 후 느낀 것은 간판을 천장에 매달았을 때와는 다르게

텍스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간판이 갖는 조

형성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성을 동시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준다고 보았

다.

이러한 원근법적 시선은 또한 벽면에 지도조각을 배치할 때도 적용된

다. 오브제가 임의의 한 점에서 출발하여 점점 확산하게 함으로써 작품

을 보는 단일 시점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틀로부터 해체돼 나오는

지도들〉〔도 32〕에서 세계 여러 국가 모양의 지도조각들은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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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점 방사되는 느낌을 주도록 배치한 것이다.

〔도 32〕〈틀로부터 해체돼 나오는 지도들〉, 2010, 김종영 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전시장면

설치 작업을 통해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 감상자와 작품 간의 소통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감상자가 가상의 경로를 걸으며 이

동하고 본인의 시점을 조정하며 작품을 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작품

자체가 드러내는 자율적인 속성들을 감상자 스스로 지각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재구성된 간판은 원 대상으로부터 얻은 감각적 요소들을 알루미늄판과

텍스트를 통해 물질과 비물질의 조합으로 만든 오브제이다. 전시장에 설

치된 42개의 간판은 각각이 독립된 오브제이면서 경로와 시점의 맥락에

의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객체(object)들이다. 연구자는 오브제

작업을 자율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연결관계망 내의 구성요소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일률적인 간판에서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형

태와 색을 가진 각 나라의 지도는 이러한 독립적 주체와 관계망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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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측면을 구현한 것이다.

2)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몽타쥬적 연결

애니메이션 작업은 디지털 프린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디지털

프린트 작업에서 격자 선으로 분할된 이미지 창, 출력한 이미지들의 배

열 과정 등은 애니메이션에서의 편집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대형 프린트 작업을 위해 프린트의 출력 크기에 맞춰 이미지를 분할한

후 벽에 프린트를 구성하여 배열했을 때 인식한 것은 일정한 단위로 나

눠진 이미지가 공간적으로 구성됐을 때는 프린트가 되고, 순차적으로 배

열됐을 때는 시간적 움직임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디지털 프린트와 애니

메이션은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전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프린트의 디지털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스틸 이미

지의 몽타쥬적 유사성이었다. 그것은 디지털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이미

지 모두 레이아웃과 편집의 과정에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마디의 역

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정한 단위로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프린트 작업에서의 분할(分割)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가령 어떤 대상

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분절적으로 구성하거나 연속시키면 평면

작업이 되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이 되는 것이다.

‘분절된 이미지의 연속’으로서의 몽타쥬를 바탕으로 스틸 이미지를 활

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가공의 지표로부터〉〔도 33〕은 수집

한 스캔한 세계지도 이미지와 인터넷에서 수집한 여객기 이미지, 그리고

오브제 작업을 스캔한 이미지를 소스로 하여 만든 2분 20초 길이의 영상

작업이다.

작업은 한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태평양과 북미대륙을 거쳐 그린란드

에서 도착한 후 실종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의 제작방식은 기본적인

소스 이미지를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편집기의 타임라인에 연속시킨 후

각각의 이미지에 간단한 움직임을 주는 것이다. 가령, 여객기 조종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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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가공의 지표로부터〉, 2007, 싱글채널비디오, 길이(2분 20초)

〔도 34〕〈신발, 경로, 그리고 경계〉, 2012, 디지털 프린트, 198 x 300 cm

클로즈업 프레임이 살짝 이동하게 함으로써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덜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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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느낌을 준다든지, 태평양을 바탕 이미지로 하고 그 위에 이동하는

여객기를 중첩해 여객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비

행기 소음 등의 효과음을 추가시켜 실제감을 주었다.

디지털 프린트 작업인〈신발, 경로, 그리고 경계〉〔도 34〕와 비교해

보면 이미지의 중첩, 소재, 구성 등 구조적인 측면과 아울러 내용적인 부

분에서도 공통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매체임에도 불

구하고 공통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분절과 연속성의 개념적 측면을 공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작했던 오

브제를 화면에 등장시켰다. 애니메이션의 배경 장소나 일부 소품으로써

오브제를 사용하면서 영상 공간 안으로 더 많은 소재들을 가져오게 되었

다.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가상의 영역이라고 볼 때, 그 안에서 등장하는

대상들은 실제 세상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질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영상; 가상 공간의 실제화

설치작업이 골목길의 경로와 원근법적 시점을 통한 공간 구성이라면,

영상작업은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몽타쥬적 편집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

로운 요소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시도한 방식은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영상 안에서 대상과 대

상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연구자가 직접 등장하는 것이었다. 〈연결 연

습 Linkage 1-2〉〔도 35〕는 《펼쳐진 지도/접혀진 도시》〔도 28〕전

에서 전시된 오브제 작품들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의 작업

이다. 영상에서 오브제들은 일종의 무대 소품으로써 가상의 활주로, 산

맥, 지도 등을 상징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상 속 장면들은 마치 어린아

이가 장난감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노는 모습을 촬영한 것과 비

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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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연결 연습 Linkage 1-2〉, 2009, 싱글채널비디오, 길이(3분 7초)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움직임’에 관한 것이었

다. 영상을 동적 이미지(moving image)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상은 카메

라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Man with a Movie Camera〉〔참고도판 16〕에

서처럼 촬영자가 영상에 직접 등

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37) 영화

에서 촬영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등장 했다면, 작품에서는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영상에 나타난 것

이다.

가상의 활주로 위에 놓인 비행

기들을 보여주던 장면에서 갑자

기 불쑥 등장한 손은 영상 속 가

상적 공간에 대비되는 현실 공간

37)레브 마노비치, 『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역)(서울: 생각의 나무, 2004).

〔참고도판 16〕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 1929, 길이(1시간 20분) 〈카메

라를 든 사나이 Man with a Movie

Camera〉



97

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상에서는 여객기의 엔진 소리, 전선줄 끝으로 나

무표면을 긁는 소음 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는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의 실제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분절된 이미지가 연속되며 만들어지는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은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지각 속에서는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미지의 연속된 흐름은 영상이 시작될 때는 인식하지만

곧 그것을 잊게 된다는 점에서 의식의 내부 영역에 속한다면, 신체의 움

직임은 감상자의 직접적 반응과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감상자가 이미지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실 직관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영상에서의 두 번째 시도는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의 연속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가 신체의 개입을 통해 감상자가 영상에서 빠

져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본 시도에서는 텍스트의 개입을 통해 영상에서

탈출하도록 하였다. 텍스트를 영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구자의 목소리

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영상에서 어떤 글자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특정 단어들을 읽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감상자가 영상에

서 빠져나와 화면 밖 현실을 인식하도록 한다.

〈텍스트로서의 길동 Gildong as My Text〉〔도 36〕은 ‘브리타’라는

정수기 회사의 제품설명서를 읽는 과정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설명서의

페이지들을 스캔하여 분절된 이미지의 단위로 전환하였다. 이미지들을

연속시켜 실제 설명서를 읽을 때의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영상은 카메

라가 설명서 겉표지의 단어들을 따라 움직이며 시작된다. 페이지를 넘긴

후 나레이션처럼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순서대로 읽어 가는데 어느 순간

부터 한국어 부분을 읽는 목소리와 영어 부분을 읽는 목소리가 오버랩된

다.

이제 문장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작성된다. 가령 나레이션의 한

부분을 적어보면, ‘귀하의 정수기를-best results-활용하기 위해-follow

the instructions-설명서를-carefully-읽어 주십-시오’와 같다. 단어를 찾

아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점점 가속되며 카메라는 단어를 클로즈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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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텍스트로서의 길동〉, 2009, 싱글채널비디오, 길이(2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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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여주고 있다. 영상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질문-queries-質問

-Fragen’ 순으로 읽으며 ‘질문-에-answer-드릴-것입니다’로 끝나게 된

다.

우리는 흔히 영어를 섞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 대화에서는 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처럼 그것을 받

아적어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기 힘듦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을 할 때는 감각을 통해 그 음성 이미지를 파악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품설명서의 텍스트는 의미를 전달하는 사고

의 측면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감각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본 작

품에서는 텍스트의 이미지적 측면을 영상에 가져왔다. 텍스트 위에 목소

리를 넣었을 때 그 음성의 특성에 맞춰 이전의 이미지들의 연결방식에서

새로운 연결방식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작업에서 텍스트를 읽는 목소리를 하나의 움직임을 가진 것으로 보

고, 그 목소리가 영상 내부의 세계와 외부의 현실 세계를 이어주도록 시

도하였다. 영상에서 목소리는 하나의 직관적 감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 영상 속 텍스트를 따라 읽다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의 지각은

글자를 읽는 사고의 영역에서 직관적으로 소리를 느끼는 감각의 영역으

로 이동하게 된다.

움직임과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영상의 가상적

영역을 실제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손의 움직임과 텍스트를

읽는 목소리는 실제 공간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한다. 비행기나 텍스트가

영상의 화면에 등장함으로써 원래의 물질적 속성을 잃게 되었다면 신체

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통해 그 본래의 물질적 감각은 회복된다. 그것은

실제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경험을 하도록 의도한 것이

다.

연결체로서의 대상의 인식과 그것의 확장으로써의 설치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작업은 실제 세상에서의 대상의 실재적 상태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대상은 고정된 물체들이 아니라 맥락화되어

있고 지각작용을 유발하는 무형의 비물질적 상태에 가깝다. 연구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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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경험과 작업을 통한 재구성을 통해 순간 소멸해버리는 대상의 본래

적 상태를 놓치지 않고 드러내고자 하였다.

설치작업에서는 이러한 대상의 실재적 모습이 조형적인 오브제들을 통

해 공간적 구성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경로와 원근

법적 시점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공간의 성격을 나타냈다. 영상작업은 대

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상의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

다. 비물질적인 디지털 이미지와 현실의 물질적 신체와 목소리를 엇갈리

게 함으로써 실제의 영역과 가상의 영역이 공존하는 현대인의 의식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감각적 파악을 통해 대상의 또 다른 실재적 측면을 드러내고자 했던

구상은 작업의 진행을 통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과 인식의 확장

을 가능하게 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파편화된 드로잉으로부터 해

체적 조합과 설치, 그리고 영상의 방식으로 확장되었으며, 의미적 측면에

서는 개인의 조형적 취향으로부터 맥락의 확장 및 재구성 과정을 거쳐

연결체로써의 대상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지극히 작은 일부로서의

대상과 그것의 속성들이 현 세상의 구조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연

구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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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고도로 발달하고 네트워크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표피적인 삶

에 익숙해지고 있다. 인스턴트적 소비문화와 온라인 소통은 이러한 현상

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우리의 시각도 변질

시키고 있다. 촌스럽고 낡은 과거의 대상들이 뉴트로 스타일이라는 이름

으로 다시 유행하는 현상은 잊혔던 과거에 대한 향수일 뿐만 아니라 본

래의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대상의 관찰로부터 시작된 작업은 신발과 간판을 거쳐 세계의 축

소판인 지도로 이어졌다. 신발은 자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간판은 세상

과 소통하는 경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들은, 세상 속 대상들의

기호화된 형태의 모음인 지도를 통해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하였다. 그것

들은 서로가 이어진 하나의 연결망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발,

간판, 지도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변적인 대상은 놀이적 방식을 통해 경험했을 때 그 본래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다. 놀이의 참여자와 구경꾼처럼 대상과의 유기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대상의 다양한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관찰자의 이동과 움직임을 통해 파악되는 것으로서 지각과 기억을 통해

감각적 요소로 저장되었다. 또한, 그것은 대상이 가진 기존의 기능적 맥

락과 함께 감각의 요소들로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맥락들을 생각하게

하였다.

감각적 속성들과 맥락들은 해체적 조합과 맥락의 교차를 통한 재구성

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주체적

객체이면서 동시에 연결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대상을 경험하고 창

작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대상이 가진 본래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며,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화석화되어가는 인간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그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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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였다.

대상의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복합적 속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복합

적 속성은 지각된 이미지의 형태로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기억 속의

이미지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적 의미, 상징화된 은유적 의미, 그리고 코드화되기 이전 상태의 의

미 등이다. 그것들은 파편화된 상태로 기억 속에 흩어져 있으면서 공존

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속성은 조합의 과정을 통해 해체적이고 다면

적인 성격의 오브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표현방식에서는 해체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품 과정에서의

해체적 조합은 나무판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과 미적 기준으로 발견된

오브제들, 그리고 여러 번의 가공을 거친 조형적 형태들이 하나로 결합

한 상태를 보여주었다. 각각의 특성들을 퍼즐을 맞추듯 조립하여 나갔고

미적 취향과 조형적 기준에 따라 그것들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맥락의 형성과 그 재구성

이었다. 하나의 대상 안에는 여러 맥락이 공존하는데 그 맥락들을 하나

로 통합된 구성체로 만들거나 맥락 안의 세부적 문맥의 교란을 통해 대

상 본연의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상들이 인간

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인

식할 수 있었다.

대상의 연결체적 속성과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확장의 측면에서는 설

치와 영상을 매개로 하여 사회와 개인이 연결되는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

였다. 설치를 통해서는 가상의 경로를 매개로 대상들을 하나의 구조체로

바라보고자 하였고, 영상에서는 실제적인 움직임과 목소리를 통해 영상

안의 가상 공간을 외부의 실제 공간으로 끌어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주제와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하

였다. 주제는 이동을 통한 경험을 통해 대상 본연의 감각적 속성을 파악

하는 것이었고 작업은 대상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맥

락들을 조합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제 의식과 창작 행위

를 토대로 대상이 가진 세상의 구성체로서의 단면적 실재에 접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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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의 주제 및 의도와 소재, 표현방식, 매체 등 작업

전반에 관한 것들을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을 통해 어떠한

의미적, 구조적, 표현 방식적, 맥락적 특성을 형성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재정립된 작업의 목표 및 의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창작을 통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주요 개념적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아직 그 표면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인의

미적 취향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과 맥락의 연결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작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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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 through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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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seeing the modern society as a complex

and huge object that constantly releases information. The context for

understanding society is composed of information, but too much

information looses the context and the information is also removed

from the context. This separated information has become difficult to

interpret with the existing rational framework.

When we look at nature, we intuitively grasp and understand it

through our own experiences and perceptions. In order to grasp the

modern human society that is variable, it is necessary to have a fluid

attitude as when looking at nature, and I think it is possible through

continuous observation of objects through 'playful immersion' and

'contemplation'. In this way, when we focused on the real object, we

could experience the nature of the object from an open perspecti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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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sidered that the object can be an independent autonomous

object that can exist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that the

original attributes can be perceiv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observer.

To summarize the 'reconstruction of the object through the senses',

the experience of the object through the movement of the observer is

revealed through the work. Obviously, the viewer's taste was

reflected in the view of this object. In addition, tastes acquired by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or a long time are sublimated into

aesthetic experiences and serve as criteria for distinguishing and

selecting objects. The sensory memories obtained from objects

through perception are such as sensations, that is, feelings or

impressions, and are accumulated as the experiences of objects are

repeated to form their own connection-context.

In this way, the context created by the nature of the object is

different from the purposeful context of the existing object. The new

context is formed by constructing the aspects obtained through the

accidental discovery and experience of the object and the aspects

grasped through the formative perspective. It is close to the canonical

nature of the object grasped by attention, contemplation, and empathy

that operates regardless of intention beyond the standardized standard

of discriminating art works. Based on this, the new context of the

object and the existing context were combined to reconstruct it. It

was an attempt to get closer to the “cross-section reality” of the

original object by recognizing it as an individual object free from the

view of the object as a sub-element of the world.

The researcher worked in earnest through drawing. Observation of

objects was accomplished through fluid movements such as passing

and peeping. It was intended to grasp the honest state of th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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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is by excluding the intention and looking at the object. The

sensory attributes of objects remembered through perception went

through a process of change of expression through drawing. The

recording method, which started from the diary, went through

fragmentation, sensory communication, combination, and recombination

to find out its own expression method.

The main objects of the work were shoes, signs, and maps. Each

of these materials is an individual object, and at the same time, by

forming a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he researchers

recognized the world as a model of a compressed form. Shoes were

selected as a material that reflects the 'individual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process of disassembly and recombination. The signboard

reveals the 'communication method with the object' through the play

of the senses, and the map contains the meanings of 'path' and

'movement' developed in shoes and signboard work.

As the work deepened, the deconstructive combination method was

actively attempted to express the complex attributes of the

object-variability and multi-layer of meaning. This is part of an

effort to reveal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In addition,

through the latter part of <Map Work>, various contexts, such as

the existing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interpreting objects and the

empirical impression and formative aspects of the objects that the

researcher himself grasped, were combined into one and

reconstructed. Furthermore, the intention was to reorganize the new

context in a way that disturbs the detailed context of the existing

context to reach more reality. Through a series of installations, a

series of works that create a virtual situation on a real place or a

world map, an animation-type image editing work that expands the

montage characteristics of a digital image with a video mediu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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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ement and voice of the body which are intervened in the

moving image, the work of pulling the moving image in a virtual

space into the real space is also a work on the same 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ubject and meaning

contained in a series of works expressing the contents grasped by

the subject. The researcher tried to see 'another reality of the object'

as a link that constitutes the world by expanding the free sensory

nature of human beings, beyond understanding the society through

existing rational judgment or logical thinking through work. Through

this, I want to get a perspective to see the world connected in

various contexts.

keywords : object, sense, context, reconstructio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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