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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인은 물질로의 감정이입을 통해 스스로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본인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 또한 본인은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고

이로부터 기인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과정을 작업으로 드러낸다. 이러

한 작업 방식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잣대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

만의 시각을 갖기 위한 시도이자 스스로를 반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재료로 쓴 밀가루 풀과 실리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르고 비틀어지

고 바스러지는데 이러한 가변적 특성들을 관찰하며 바라보았으며, 그 과

정에서 물질들은 존재 그 자체로 다가왔다. 가변적 특성들에 감정이입

하는 과정은 곧 스스로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연민하는 것임을 발견하였

고 이를 외면하기보다는 마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나약함을 인간

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순수함으로 생각하고 작업의 과정을 통해 솔직

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실리콘을 자연의 요소와 결합하여 그

속에 투영되는 불안정함과 안정감을 바라보았다.

본인에게 자연은 생활의 터전으로써 기반의 역할을 하며, 그 질서 속

사회와 가정, 집 또한 삶의 기반이 되는 체계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

연과 집과 사회는 안정감을 제공하면서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의 가능성

을 내재하고 있다. 본인은 그중 스스로가 매일 딛고 다니는 지지기반인

땅에서 그러한 특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반의 요소에서 섬, 산, 누적된

지층 등을 작업과 연관시켰다. 나아가 이를 통해 삶에 있어서 불안은 필

연적 요소임을 깨닫고, 안정을 위한 요소로 지지체를 제시하여 상호 의

존과 균형의 태도를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 작업은 본인

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체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무제 – 물질드로잉>, <밀가루 풀의 역할>, <껍질 속 - utter

/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 <landscape sculpture>, <섬 산 절벽>,

<쌓인 땅>의 일련의 작업들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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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자신의 약하고 외

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작업에 담고자 하였다. 본인에게 있어 작업을 한

다는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발견과 추적을 통해 이해를 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고자 한다. 흔들리는 세상,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주 제 어 : 물질, 가변성, 감정이입, 안정감, 나약함, 자기 확인, 받아

들임

학 번 : 2017-2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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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상엔 성공의 방법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목표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들이 넘쳐난다. 다수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이게 되는 ‘평범한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그러한 잣대들에 맞추려 한

다. 하지만 이처럼 결과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

리석고 도태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성과주의적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나의 가치관을 찾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기는 몹

시 힘들다. 사회의 가치관과 다수의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떼어놓

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며 동시에 큰 혼돈과 불안감을 준다. 결국

타협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적당한 가면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는 사소

한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

고 비난하게 된다. 외부의 타격에 쉽게 상처입고 무너지며 스스로의 믿

음을 잃는다.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며 의심과 공허감

만 남게 된다.

정서적 약자가 되기 쉬운 이러한 환경에 본인은 더욱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러한 태도를 갖춤에 있어서 본인은 ‘솔직함’을 바탕으로 그 안의 순수함

을 바라보고 드러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수함은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의 순수함도 있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어리석음과 나약함 같

은 약점-약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스스로 마주하고 드러낼 수 있

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주체적

으로 살아가기이자 작업이다. 본인은 밀가루 풀이 주변 상황에 따라 쉽

게 변화하는 모습을 취약함으로 여겼고, 실리콘을 대자연의 요소와 연관

지어 내가 느끼는 상황을 드로잉 하였다. 즉 재료의 물질적 특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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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정 이입하여 그 재료들을 나와 동일시하고 상황(환경)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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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현대사회에서의 자기 혼란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다. 다양한 자원들, 발전된 기술들은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를 해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의 윤택한 삶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농업이 중심이었던 전근대 사회

에서, 고도의 산업발전을 이룬 근현대 사회가 되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재산, 안전, 권리, 욕구 등의 요소들이 더욱더 중시되게 되었다.1)

이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이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결핍된

양상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욜로 yolo(you only live once)’의 열

풍을 시작으로 최근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등의 정신적 건

강 증진과 결핍 해소의 이슈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넘쳐나는 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

한 책임과 확신을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것과 연관된다. 우

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렇듯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 태도 등을 타인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하

는 것을 ‘사회 비교’라고 한다.2) 이는 특히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 비교는

SNS와 같은 매체가 더욱더 발달함에 따라 자의로, 또는 원치 않게 타의

로도 이루어지기 쉽다. 경쟁사회 속 이러한 양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

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정받는 양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 속

1)정용현, “불안으로 본 도자 표현 연구”, (박사학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원, 2020), 26

2)Festinger, Leon,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954): p117–140. 한덕웅, 장은영, 한국인의 사회 비교 심리, (서울: 박영사, 2007),
p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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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인의 존재와 발전과정의 가치들을 낮게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3) 이렇듯 비교들은 긍정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기

도 하지만 개인의 자기평가, 행복감, 삶의 만족감과 같은 여러 정서적 측

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비교 상황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인지적

감정이입을 통해 정서의 비교 또한 이루어지며 부러움과 같은 감정의 변

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존감과 자아 정체감의 손실로도

연결이 된다. 사회 비교를 통한 개인의 자기 확인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와도 연관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성공’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성공적인

평범함은 하나의 결과적인 모습으로써 이를 갈망하는 것은 다수가 가지

는 보편적 기준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 구조와 기준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립하는 것에

앞서 주어지는 역할과 외부의 시선들로 인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 어

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기감(sense of self)4)을 정립하는 것

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많은 선택과 책임들이 본

인에게 주어지면서 더욱더 힘듦을 느꼈다. 본인은 대개 안정적이었던 주

변의 관계와 환경이 급변하고 극의 상황에 놓였을 때 큰 불안정감을 느

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선택들은 대부

분 본인이 스스로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역할의 보편적 기준 속에서 이루

어졌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선

택과 결과 속에서 스스로가 겉돌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자기

(self)의 형성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되며 그 속에 자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허울에 대한 무

3) 윤지혜, “사회 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수

준과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숙명여자대학교, 2015), 2

4) 변순정은 “부모화된 자녀의 자기감 및 자기수용에 대한 자문화기술지”(2018)논문에서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 코헛(Heinz Kohut 1913-1981)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감에 대

해 “한 인간이 관계 경험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라

고 말하였다.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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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속 괴리감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내면의 시각으로 스스로 바라보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다.

[참고 작품 1] Womb, 석고, 철, 45x45x70cm, 2016

스스로에 있어서 본질의 부재를 느낀 것은 작업을 통해 표출되었다.

[참고 작품 1] 이 작업은 나에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겉껍

데기뿐이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자신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력감으로 이어지며 스

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이러한 점은 작업에서도 나타

났다. [참고 작품 2], [참고 작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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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품 2] 나, 코피 천 나무, 26x14x5cm, 2014

본인은 우연히 코피를 바라보았을 때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었고 코피가 묻은 휴지들을 모으게 됐다. 스스로에게서 나온 코피를

바라보며 생소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추하고 더러워졌음에

도 묘한 애착심을 느꼈다. 나를 이루는 내부의 요소로써 그 속에서 나타

나는 시간성과 물질성은 응축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참고 작품 3] 무제, digital photo, 60x75c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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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릴 때 안락감을 위해 주어졌던 소위 ‘애착 인형’은 시간이 많이

흘러 눈동자가 바래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

었다. 마치 나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인형’이라는 사물로

인지되기 전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고 그 속에

서 주어지는 애정은 단순 인형을 향한 애정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애정

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스스로에 대한 연민, 애착과 같은 감정들의 이유를

되묻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물들이 각각의 역할과 쓰임보다는 그런

것과 무관한 하나의 존재로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사물과 교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모

습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본인을 알아가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단서로 다가왔고 스스로를 추적해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 나아

가는 방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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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의 가변성으로의 감정이입과 자기 확인

본인의 작업에서 감정이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드라

마 속 인물의 이야기와 배경을 파악하였을 때 고조되는 감정과 함께, 자

신도 모르게 몰입되어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우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 선행되는 것은 감정이입의 대상

과 마주침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주치다’를 ‘우연히 서로 만나다’

와 ‘눈길이 서로 맞닿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마주치는 것은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코피를 처음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생경함이 이러한 마주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러한 마주침이 한순간의 스쳐감이 아닌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프

리드리히 테오도르 피셔 (Vischer, Friedrich Theodor 1807-1887)5)의 저

서『비판적 도정 Kritische Gänge』에서 언급된 미(美)6)와 관련된다. 그

는 마주침과 같은 구성적‘행위 그 자체’를 미(美)로 정의하였고 나아가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 1851-1914)7)는 그러한 행위를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 바라보았다. 즉 립스의 이론과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본인의 작업에서 대상으로의 감정이입 이전에 이루어지는 마주침의

행위는 곧 스스로의 자기 가치감정의 근거인 것이다. 이렇듯 본인은 스

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 마음과 내면의 시각을 갖고자 한 의지가

투영되어 그것이 가능한 대상에게 ‘마주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다.

5) 감정이입이 미적인 개념으로 확립되기 이전, 그 개념의 의미맥락을 형성했던 헤겔주

의 미학자이다.

6) 피셔에 따르면 미(美)는 유한한 감성적 현상의 형식에 있어서의 이데(Idee, 이념)이다.

7) 처음 ‘감정이입’이란 용어를 사용한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미학자로 피셔의 미 규정의

맥락에서 감정이입 이론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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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에 대한 관찰

본인이 마주한 밀가루 풀과 실리콘은 자연의 현상에 반응하는 물질들

로 부드러운 마티에르8)의 특성을 지닌다. 부드러운 마티에르는 1960년대

에 들어서며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두된 인간의 실존에 대한 탐구와 삶의 과정 속에서 현상학적으로

존재와 세계를 지각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9) 부드러운 마티에르는 그 비

결정적인 형태와 우연성을 당시의 논리적 현실에 저항하는 방법으로써

사용되었다.10) 본인에게 있어서 부드러운 마티에르 성질의 물질은 논문

의 초반에 언급한 만연한 사회 비교와 성과주의적 프레임과 맞물려 설명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 구조를 물리적 전쟁이 아닐 뿐, 정신적

으로 한 개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과 구조가 동일하

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불안감과 위기감을 마음 한편에 지니고 살아간다. 본인 또한

오로지 좋은 결과만을 위해서 달려온 친구들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생존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그 괴리

감을 많이 느낀다. 삶의 중요한 요소로 그 질을 따지는 것에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의 약자)’이란 말이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현시

대에 생존하는 것과 개인의 가치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사회에서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물질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8) ‘부드러운 마티에르’란 단단하고 견고한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에서 벗어난 것으로, 부

드럽고 유연하거나 유동적이며 물렁물렁하고 흐르는 등의 성질을 지닌 마티에르를 총

칭한다. 예를 들면 천, 고무, 거품, 지방, 액체, 가루 등이다. (박숙영, “부드러운 마티

에르의 형태화에 의한 조각의 변모”, 조형교육, 44집 (2012): p157-182.)
9) 위의 논문, p159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만들면서 비극 속에서

인간존재의 무의미함과 회의를 느끼게 했다. 결과로 이성보다는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학적으로 ‘지금-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존재의 실재함을 확인하며

그 이유를 찾으려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드러운 마티에르의

재료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만큼 사용된 것은 유연한 형태와 상태의 변화와 관계된

다고 생각한다. 전쟁 속에서 하나의 목적이 주어지고 그것을 향해 자신을 도구화 시

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단편적인 모습, 틀로써 하나의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

닌 다각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의 재료로 이어지게 한다.

10) 위의 논문,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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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마티에르를 사용하는 것은 재질과 물질의 특성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질감의 형태를 통해, 언어로써 표현하기 힘든 감정적 생동감

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맞닿아 있다. 부드러운 마티에르를 재료로

작품에 드러낸 작가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11)는 주변

온도에 상태가 변화하는 지방을 재료로 〈Fat Chair〉(1964)[참고 작품

4]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나무 의자 위에 지방을 쌓아두고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재료에서 일어나는 변이 현상들을 하나의 통합과 공생의 개념으로

치환하여, 마티에르의 자국을 사고와 지식을 나타내는 요소로 나타내었

다. 또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1931-)12)는 가공되지 않은 공업

용 펠트 천을 사용하여 그것이 중력에 의해 마티에르가 ‘스스로 만드는

(autoproduction)’ 과정을 탐구하였다.13) 재료의 속성에 따른 우연적이고

비결정적인 형태를 ‘재료 자체의 제작(the making of material itself)’으

로 얻어진 형태임을 말하였다.14) 이렇게 마티에르가 그 속성으로 만들어

내는 질감과 형태를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작품의 주제와 연관시키는 것

은, 의도적으로 재료를 내버려 두는 태도와 연관이 된다. 이렇듯 재료와

제작과정의 단계가 중요시되는 것은 프로세스아트(Process Art)와도 이

어진다.15) 에바 헤세(Eva Hesse 1936-1970)16)는 라텍스, 끈, 천과 같은

11) 펠트와 기름 덩어리를 모티프로 전위적인 조형 작품과 퍼포먼스를 발표한 20세기 독

일 태생 미국 화가이다.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행동적인 예술관과 자유

지향으로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12) 미국의 조각가이며 개념주의 예술가로, 미니멀리즘을 이론과 작품으로 정립하였으며

행위미술, 반 형태미술, 과정미술, 대지미술, 설치미술 등 현대미술 전반에 걸쳐 왕성

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13) Sandler, I.(1990). Le Triomphe de l'art americain, Les anées soixante(Tom 2),

Paris: Édition Carré. 박숙영, “부드러운 마티에르의 형태화에 의한 조각의 변모”, 조
형교육, 44집, (2012):166. 에서 재인용.

14) Morris, Robert, "Anti-Form", Artforum 6, n° 8, April, (1968): p.35.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5) 과정을 드러내는 작업 방식은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와도 연관된다. 백영주는

“프로세스 아트의 조형 전략과 방법론적 특성”(2020)의 논문에서 “과정의 경험구조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프로세스 아트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그 속 발현되

는 창작자의 의식과 전개되는 여정 자체를 부각시킨다고 하였다.(p.198) 결과적으로

매개로의 재료와 그 물리적 특성은 과정의 주된 구성 요소로, 비평가 올브라이트

(Thomas Albright)는 ‘변화의 행위, 그 자체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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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마티에르를 사용하여 그 속성을 시간 속에서 형태와 의미의 변

화 과정을 강조하며 작품에 드러내었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물질의 지향성에 순응하며 바라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재료에 충실하기(truth to material)17)”와 연관된

다.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y Spencer Moore 1898-1986)는“모든

재료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재료를 통하여 어

떤 개념(idea)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조각가가 직접 작업을 하면서 재

료와 적극적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18)고 말했다. 본인은 헨리 무어가 가

진 작업 태도에 있어서 조각(carving)을 하며 그 과정에서 나무의 결과

(Archer, Michael, Art since 1960, (London: Thames and Hudson), 2002, p61.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16) 독일 태생의 미국 조각가로 그녀의 작품은 부드러운 조각의 범주에도 속하며 라텍스

고무, 끈 등의 재료의 부드러운 물성과 형태, 자연스러운 배열과 감각적인 공간 연출

로 제시된다.

17)“조각작품의 유기적 형태와 그 재료의 유기적 변화과정은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잘린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옮김, (서울 예경 2009), p172.

18) Herbert, Read, Henry Moore, Sculptor (London: Zwemmer, 1934), p29. 위의 책에

서 재인용.

[참고 작품 4] 요셉

보이스, 지방의자

Fat Chair, 나무, 의

자, 지방, 철사,

90x30x30cm, 1964

[참고 작품 5] 로버트

모리스, 무제, 검정 펠

트, 크기 미상,

1967-68

[참고 작품 6] 에바 헤세,

Contigent, 라텍스, 유리섬유, 거

즈, 350x630x109cm,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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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 재료의 특성을 마주하고 그와 상호작용하며 직접적인 조각을 생

각하였다는 것에 연관지점을 보았다. 이 기반에 있는 진실성은 에바 헤

세의 작업 태도에서 또한 볼 수 있다. 그녀는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1938-)19)가 작품 제작을 하는 과정 속의 행위들(당기기, 끌어올리

기, 밀기)과 같이 그녀의 작품이 과정의 부분과 연관되어 있냐는 질문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작의 과정으로써 인지하며 하진 않지만 진실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과정에 있

어서 자신이 사용하는 어떠한 것에도 솔직하고, 가장 덜 가식적으로 작

업하고 싶다고 했다.20) 이는 곧 그녀가 작업에서 재료를 다루는 태도와

도 직결되는데 그녀는 재료를 컨트롤 할 수는 있지만 바꾸고 싶지 않으

며 오히려 조금만 개입하기에 과정을 지닌 물질들이 중요하게 된다고 말

했다.21) 본인은 이를 솔직함을 전제로 한 물질과의 관계 맺기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에 솔직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 태도이자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앤 해밀턴

(Ann Hamilton 1956-)은 그녀의 작품 <The event of a thread>(2012)

의 작가 노트에서 모든 만듦의 행위는 생각 그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인

지하고 이에 집중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22). 그렇기에 자기 생각을 물

질과 관계 맺으며 그 변화과정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는 것에서, 솔직함

은 스스로에게 솔직한 것과 같다. 모든 작업의 행위가 솔직해야 하는 이

19) 미국의 미니멀리즘 조각가. 초기에는 창작의 과정 자체를 중시한 과정 미술(Process

Art)을 선보였고, 이후 철을 재료로 특정 장소에 근거한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다.

20) “I have very strong feelings about being honest,….And in process, I would like to

be true to whatever I use and use it in the least pretentious and most direct

way.”

Hesse, Eva, Mignon, Nixon, and Cindy, Nemser, Eva Hesse / Edited by Mignon

Nixon ; Essays and Interviews by Cindy Nemser ... [et Al.]. (2002). Print. p20

21) “I can control it but I don’t really want to change it.… In that sense, processing

the materials becomes important because I do so little with them. I do so little

else with the form, which I guess is the absurdity.”위의 책.

22) “All making is an act of attention and attention is an act of recognition and

recognition is the something happening that is thought itself.” Ann Hamilton

Studio. “The Event of a Thread” Full Project PDF, Last modified July 15, 2020.

https://www.annhamiltonstudio.com/images/projects/armory/AHamilton_armory_pkg_fin

al_full_res_publ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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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다. 또한 그녀는 천을 짜는 직조(weaving)를 통해 날실과 씨실이 엮

이는 것을 마치 들숨과 날숨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그녀의 작품이

공간 속 시각, 청각, 퍼포먼스 등의 여러 요소들과 참여를 통해 만나게

되며, 이러한 교차지점으로 사건(event)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언급이

된 것이다. 본인은 물질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러한 직조의 방식과 같

고 마치 숨이 오가는 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물질과 만남의 과정에 있

어서 같이 환경을 맞이하고 변화를 관찰하며 또 그것이 드러내는 모습을

감정과 함께 읽어내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교차지점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가변적 요소로의 감정이입

다른 용제 없이 존재하며 자연의 현상에 반응하는 물질에 마음이 동하

게 되는 것에는 나의 내면적 욕구와 내면의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3) 그렇기에 이러한 관계 맺기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파악의 과정은 가장 일차적으로 재료의 물성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

된다. 사실 이는 본인이 그동안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물질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 정도로 수집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물질을 파악해보

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심리와도 연관된다.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파악은 1장에서 나왔듯이 역으로 자기

혼란을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외적 경험에

서 습득하게 된 정보들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밀가루 풀과 실리콘은 처음에는

질척이고 터치에 따라 그 흔적이 그대로 남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23) 김진숙은 저서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1996)에서 선택한 재료의 촉감, 유동성,

성질 등의 요소가 선택자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그 필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한

다. 예를 들면 딱딱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모진 성질의 재료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은 선택자의 마음상태가 경직되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

다.(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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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굳어가며 그 성질에 따라 형태가 뒤틀리기도 한다. 이렇듯 물

질의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물질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본질과

존재에 관하여 생각한다. 특히 물질이 가변적 성질을 드러내며 변화하는

것은 진행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것은 물질을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았

을 때 실존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의 감정이입을 통한

물질과의 교통 속에서 생성된 의미 지점을 작업으로 드러낸다.

밀가루 풀을 각각 다른 두께로 깔아보기[참고 자료 1], 밀가루 풀을 물

에 개어 천에 부어놓기, 합판에 얇게 바르기 등 간단한 과정이지만, 이러

한 과정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은 본인이 예상했던 것

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 두꺼운 밀가루 풀은 단단히 하나로 마

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겉의 표면만 마르고 속의 덩어리들은 훨씬 느

리게 마르는 모습을 발견했다. 약 4달 동안 건조해야지만 완전히 속까지

마르게 되었다.[참고 자료 1] 또한 천에 걸러진 밀가루 풀은 천에 고체

형태의 밀가루 풀이 남고 바닥에 맑은 물이 고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물

과 밀가루 풀은 분리되지 않았고 바닥의 옅은 밀가루 풀물들은 건조되자

얇게 바스러졌다.[참고 자료 2] 특히 천에 걸러진 밀가루 풀 덩어리들은

천에 맞닿은 부분이 쪼그라들고 더욱더 빠르게 건조되며 마치 나무의 나

이테처럼 한 겹씩 겉에서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참고 자료 3] 이

[참고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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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물질을 더욱더 입체적인 요소로 바라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그라들고 겉을 딱딱하게 굳히며 속을 촉촉

하게 유지하는 형상은 마치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웅크리는, 갑옷을 입

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너무나 쉽게 그저 알맹이만 있으리라 생각한 나

의 예상이 빗나갔다. 나의 예상을 뒤엎으며 보란 듯 여러 면을 보여주는

밀가루 풀은 자기만의 길이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당당했다. 누

군가의 예상과 기대에 어긋남에도 그 자체의 모습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시간 속에 그 존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였

다. 합판에 발린 밀가루 풀 또한 얇게 붙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분리되어 떨어지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마치 스스로 존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밀가루 풀은 바

스러지고 쪼그라들며 덩어리가 갈라졌다. 실리콘은 천에 바른 후 시간이

지나자 수분 증발로 인해 말려들어갔고 기이한 형태로 오그라들며 긴 시

간 동안 그 형태의 변화를 계속했다.[참고 자료 4],[참고 작품 7] 약 30일

이 넘게 계속해서 수분이 빠져나감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들은 미세하지

만 매일 달랐고, 어느 순간이 되자 그 변화를 멈추었다. 이렇듯 천천히

오그라드는 물질의 상태 변화는 마치 첫 호흡을 하는 것과 같았고 그 진

행성은 발화하는 생명의 과정과도 같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질들이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게 영향을 받고 그것

의 본래 용도와 쓰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래 그것의 특성을 드

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스러지고 오그라드는 이러한 물질의 변

[참고 자료 2] [참고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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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은 그 용도와 쓰임의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 역할수행의 면에서 어

쩌면 단점이자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읽힐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하지

만 이러한 점은 본인에게 역할로써 불충분한 요소가 아닌, 모든 존재가

저마다 지니고 있는 하나의 취약점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자신이 환경

속에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마치 그러한 모습은 물

질의 감정, 표현이 담긴 행동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감정이

입 하는 스스로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립스는 그의 저서

『Ästhetik I』에서 인간이 미의 근거를 찾음에 있어서, 타인(대상)과 자

신을 포함하는 자연 대상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외적인 표정이나 몸짓,

즉 표현 운동들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표현 운동

에 내재해 있는 내적인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곧 감정이입(Einfühlung,

empathy)이라고 하였다.24) 립스는 감정이입을 “내가 나를 느낀다.”라고

24) Lipps, Theodor: Ästhetik. Psychologie des Schönen und der Kunst. Erster Teil.

Grundlegung der Ästhetik (3.Aufl.), Leipzig 1923. ; 김윤상. "몸 담론의 미학적 기초

로서 감정이입 -테오도르 립스의 감정이입 개념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독어독문학(구

[참고 자료 4] 과정

[참고 작품 7] 숨을 마시는 -,

천, 실리콘, 혼합재료,

18x6x26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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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며, 미적인 감정이입의 방식에 대해 “순전히 관찰을 수행하고 대

상 속에 머물면서 나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라

고 했다. 이로써 본인이 물질로의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어떠한 곳25)

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바라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앞서 말한 물질의 가변성과 함께 감정이입을 하게 되며 흘러가는 내

면의 생동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의미요소들을 가공하지 않은 채

작업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맥락에서의 관계로 이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이 작품으로써 보였을 때 갖게 되는 다

른 존재(사람)들과의 관계 맺음까지도 본인의 작업의 일부분인 것이다.

서로를 바라보고 바라보아지는 과정 속에서 공유되는 각자(각각)의 존재

의 의미를 사유하며 자신을 재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행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은 현존성과도 연관된다.26) 본래 사물은 어떠한 쓰임

과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역할이 본질로, 그 사물을 구성하게 되

고 존재 이유가 된다. 반대로 사람은 샤르트르(Jean-Paul Sarte

1905-1980)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했듯 어떠한 쓰임과 역할

을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에서 나는 사물의 본

질적인 쓰임 또는 역할이 배제된 상태의 존재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

을 느꼈다. 특히 본인이 물질의 변화를 바라보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과정 속 마주하게 된 스스로의 나약함은, 물질을 통해 가장 솔직한 시각

으로 내면을 바라본 발견이 되었다.

본인이 이러한 과정 속의 감정이입을 작업으로 가져오게 되는 방식은

시문학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시문학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

는 대상물을 통하여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기법을 사

용한다. 이때 대상물은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

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

독일문학) 122, (2012): p58.에서 재인용
25) 여기서 ‘스스로의 어떠한 곳’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바라보아지지

않은 채 ‘림보(limbo)’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된 이면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26) 백영주, “프로세스 아트의 조형 전략과 방법론적 특성”, 기초조형학연구, vol.11, no.3,
통권 39호 (2010), p200  



- 18 -

물이 감정 표현을 위해 사용하였을 때 객관적 상관물27)이 되고,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될 때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된다. 작업에 있어서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이입의 대상물인 실리콘과 밀가루 풀은 공기, 습도, 온도

와 같은 자연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가변적인 특성을 보인

다. 이러한 특성들은 본인이 두려워하는 요소들로 기피하고 있던 정서들

을 떠올리게 하였고, 개인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미확정 적인 것은 슬프

게도 외부 조건들에 취약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

렇듯 본인은 밀가루 풀과 실리콘에서 찾은 유사점을 통해 감정이입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감정이입의 과정을 거쳐 물질을 통해 스스로

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비유의 하나인 대유법적인 방식과 연관된다. 비

유에서는 원관념을 말하기 위해 보조관념에 견주어 표현하는데28), 본인

은 이를 역추적의 과정으로, 보조관념인 물질을 통해 감정이입 된 요소

를 바라보고 이로써 원관념인 스스로를 유추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밀가루 풀과 실리콘은 선택된 보조관념 물질로써 본인

에게 있어서 다른 물질과 차별되는 대표성을 띤다. 밀가루 풀과 실리콘

의 역할과 관련되는 물리적 특성과 보조재로의 성격은 개인적인 의미와

연결된다. 예를 들면 밀가루 풀과 실리콘의 접착제로의 특성은 본인에게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 특성과 같게 다가왔다. 본인은 가족과

사회에 소속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지속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그 속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매개체로 놓고 행동하곤 했다. 소위 어긋나

는 부분들을 자신의 매개 역할을 통해 이어 붙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계

속해서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스스로를 위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황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역할로 다가오기도 헸

다. 이렇듯 물질의 성격과 역할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27) 미국계 영국 시인, 극작가 그리고 문학 비평가인 토머스 S. 엘리엇이 《햄릿과 그의

문제들 Hamlet and His Problems》(1919)이라는 에세이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문구

로, ‘예술 형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 상관물의 발견, 즉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낼 공식이 되는 일단의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

이며, 이것은 독자에게 똑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28) 원관념은 비유되는 대상, 즉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뜻하고 보조 관념은 비유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관념을 말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

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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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가변적 특성은 감정이입과 함께 정서 대변의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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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감 추구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한 인지는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본인의 외

부 환경과도 연관된다. 본인에겐 늘 관계와 주변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 중 불안감은 본인이 과거에 관계와 외부 환경

에서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극명하게 보게 된 경

험으로 생겼다. 이때 본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29) 그 속에서 스스로가 무너

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는 확신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극한의 상황과 외부환경의 영향은 선택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선택은

매 순간 책임과도 연관된다. 이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 느껴졌고 스스로에 대한 나약함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더욱더 스스로를 자립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불안감을 야기했

다.30)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는 1)나약함 마주하기 와

2)불안감 받아들이기 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모습과 상

태를 직시하고 온전한 존재 확인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29)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 1813~1855)는 인간은 정신을 지니고 있어 동

물과 구분되고 그러한 지점에서 동물은 현재에서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쇠렌 키

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 (서울: 한길사, 1999), p160-163) 또한 과거의 불행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여서가 아니라 반복됨으로써 미래가 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위의 책, p267-268)

30) 정용현은 “불안으로 본 도자 표현 연구”(2020)논문에서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한길사, 1999)에서 말한 불안의 양의성의 개념(p160)을 불안과 모호성을

연결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 모호함은 불안의 본질적 요소로 “불안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 서게 되었을 때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됨은 인간을 두렵게 한다.”고 해석하였다.(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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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주하기

마주하고자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마주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면은 하나의 방어기제로 갈등과 불안으로

부터 자아를 보호하고자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물질

에 있어서 그 물질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막아버

리는 방식으로도 작업에 드러난다.

[참고 작품8] 밀가루풀의 역할 3, 밀가루풀, 비닐, 110x250cm, 2017

<밀가루풀의 역할 3>[참고 작품8]에서는 밀가루 풀을 비닐 사이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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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밀봉하여 공기 유입을 막은 작품이다. 공기의 유입이 차단된 밀가루

풀은 시간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상당히 길게 현 물질의 상

태를 유지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밀가루 풀의 특성에 있어서 취약 부

분이라 생각했던 시간과 함께 말라가고, 부서지는 현상을 지연시키는 것

을 의미했다. 이 작업을 완성하였을 땐 물질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에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완성된 작업을 바라보며 인지하게 된 부자연스러움은 ‘과연 이것을 밀가

루 풀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시간과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취약점을 숨기고자 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한테 가

지는 태도로도 볼 수 있었다.

본인은 불안의 심리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나약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시각화하여 마주하고자 했다. 그 감정들의 크기와 무게는 자신을

잠식시킬 것 같이 거대하고 무겁게 느껴졌고, 작업의 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의식적 직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크기와

연관되는 것은 작업 과정에서의 행위이다. 예를 들어 전지 합판을 사용

한 작업[작품 3]에서 본인은 밀가루 풀을 바를 때 온몸을 쓰며 큰 액션

들을 취하게 된다. 본인은 밀가루 풀을 거의 다 바르기 전까지는 전체적

인 것보다 눈앞에 놓인 부분밖에 보지 못하였다. 또한 바르는 과정에서

도 조그마한 부분에 집착하고 연연하여 이미 바른 부분을 계속해서 덧발

랐다. 마치 큰 크기의 작업을 통해 나약함을 시각화하여 마주 보려 하였

지만, 그 속에서 불안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

하는 현실에서의 모습과 같았다.

2) 받아들이기

작업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나약함을 인지하고 마주하였지만 이로 불

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불안은 스스로가 나약하다는 인

식에서 비롯되기도 하였지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기인하였다. 그렇기에 불안은 예측이 불가한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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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것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불안감을 최대한 받아들이려 노력하였

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본인은 스스로가 통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의 요소를 더하여 작업하는, 다시 말해 보장된 안정감 속에서 조금

씩 불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본인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요소는 시작부터 무섭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다. 언제 어떠한 일이 얼마나 크

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낸다는 것과 같다.

본인에게 자연은 안정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주는 대상이다. 자연은 커

다란 체계 속에서 질서를 갖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 하나의 기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

며 작은 사회인 가정(집)을 꾸리고 산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 사회의 본

질적인 배경이자 바탕이 된다. 또한 이 속의 인간사회와 가정(집)은 자연

과 같은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와 관련하여

작업한 훈데르트 바서31)는 사람에게는 5개의 피부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사람과 사회와 생물권인 지구의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존

해야 하고 자연 속에 속해있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각각 생물학적인 피

부, 의복, 집, 사회, 그리고 지구 생태계인데, 이는 사람과 사회와 생물권

인 지구의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존해야하고 자연 속에 속해있

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렇듯 본인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집을 연결된

하나의 물리적 기반이자 체계의 구조로써 바라본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 집과 사회는 모두 개인에게 자원과 질서

를 제공해 주고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안

정감과 더불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 위험

은 쓰나미, 지진과 같이 한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예측 불가함과 통제 불가함은 감당

할 수 없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러한 것은 그 강도와 규모가

31) 오스트리아의 화가이며, 건축가이다. 자연과의 공존을 주장하며 환경운동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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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변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인간이 받게 되는 타격이 결정된

다는 점이다. 삶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경계하고

대비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면에서 자연과 같이, 사회와 집이 지니고 있

는 사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다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불

시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바라보아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는 것에,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게 되는 것에 놀라지만 하나의

미션처럼 우산을 사거나 신고를 하며 스스로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전혀 통제권 안에 있지 않다.

이러한 통제권은 마치 상위에 있는 대상인 자연에 대해 하위에 있는

인간과 사회가 위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미약하다

는 점에서 그 힘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상위와

하위 위치 개념에 있어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은 하나의 순환적 체계로써

자연 – 사회 – 인간 – 자연 …으로 이어지기에, 상황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통제권을 갖고 있기도 없기도 하다. 하지만 본인은 그 어디에서

도 상위의 위치에 놓일 수 없다. 미약한 인간이자, 사회 속 여성, 독립하

지 못한 구성원의 신분은 그 안정감을 스스로에게서 생산해내 자족하기

이전에 불안감에 역으로 통제당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서 마주하고 있는 사회는 본인과의 안정감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요소가 아닌 풍

경, 땅, 섬, 산, 절벽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가져온 것은 본인이 사회의

불안 요소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의 내면을 빗대기 위함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점에서 결과

적으로 드러나는 인공적인 산물이 아닌, 근본적인 지점을 집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동양 철학 사상에서 자연과 인간을 다루듯, 자연과 생명은 맞

닿아 있고 그 근원에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져온 자연의 요소들 중 풍경은 자연이 담고 있는 의미인 ‘스

스로 그러한 것’을 관조한 것이다. 풍경은 과거 예술에서 풍경화로, 나아

가 사진기가 발명됨에 따라 풍경 사진으로 다루어졌다. 고전의 풍경화에

서 평면의 면에 입체의 자연풍경이 재현되는 것은 최대한 실물과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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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위함이다. 또한 사진은 아직 사람의 눈을 따라잡진 못했지만, 온갖

기술을 통해 실물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듯한 풍경 사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본인은 현시대에서 인간이 담은 평면에서의 풍경은 하나의 껍데

기와도 같이 느껴진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폰을 통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가보

지 못한 우주의 공간까지 사진으로 본다. 과장하자면 손바닥 안에서 고

품질로 담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높은 완성도로 잘 다듬어지고, 더

욱더 아름다운 모습의 풍경은 그것의 최상의 모습으로써 우리에게 보이

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 자연 위에서 군림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인간

의 자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술은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더욱더 선명한 재현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치 자연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과 동시에 완벽한 자연을 동경하는 듯하다. 본인이 태어나

고 자라 생활하는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풍경이 주를 이루는 건물들과 조

경을 위해 심어진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의 있는 그대로

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찾아가야 하고 그마저도 사람들에

의해 훼손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자연과 반(半)역관계로 살아가는 현시

대에서, 본인은 자연을 풍경으로써 제시하는 것에 있어 사실적 묘사보다

는 심상적 묘사를 하고자 했다. 그것은 현시대에 풍경을 드러내는 것들

이 시각적으로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실제 대상은 불온전

하다고 본인에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마치 순간의 면으로 박제되어 진행

성을 잃은 것과 같이 느껴진다.

본인은 작품에서 ‘풍경’이 아닌 ‘Landscape’ 이라 지칭한다. 이는 풍경

을 일컫는 단어인 landscape에서 접미사인 ‘– scape’의 의미를 부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scape’의 의미인 formation(형성물, 형성과정),

shape(모양으로 만들다)는 본인이 작업 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

한다. 만들어져가는 형성과정의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불안감을 내포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본인이 작업을 하는 과정을 일

컫기도 한다. 예를 들면, 풍경을 담은 본인의 작품 <Landscape

Sculpture>[작품 5]는 손바닥에 올려진 채로 그 형태를 잡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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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본인과 작품의 연결과도 같다. 재료가 굳기

전에 한 손 위에 올려놓고 형태를 잡는 것은 떨어질 것 같은 순간들로

아슬하고 위태롭다. 형태 유지가 될 정도로 굳을 때까지의 기다림은 스

스로의 손안에서 그 불안을 통제 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의 형

성 과정에서 본인은 지지체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작품의 사이즈와도 연

결되는데, 본인의 구동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이

렇듯 작업에서는 자연을 안정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통제 가능한 상황 하에 두어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

다.

가장 인간과 맞닿아 있으며, 물리적 기반으로 실제로 밟고 매일 생활

하는 곳인 땅은 자연에 있어 가장 안정감과 연결이 된다. 지반은 움직임

을 포함하고 있다. 지질학적 지각변동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움직임들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질 구조 판이 지

구 내부의 상호작용들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땅은 하나의

기반으로써 작용함과 동시에 땅 또한 수많은 누적된 지층들을 이고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섬, 산, 절벽은 각각 물에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와 주변 지변에 비해

높게 돌출한 지형, 높이 솟아있는 험한 낭떠러지를 의미한다. 본인에겐

이것들이 운동 하는, 어느 하나 고정점이 없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요소

들로 다가왔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릴 때,

절벽의 끝자락에 서서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는 그 공간이 기존의 땅과

다른 공간임을 인지한다. 땅의 확실한 생동감을 느끼며 중력에 반하는

사면과 우뚝 솟은 지형, 뭍으로 쉽게 나갈 수 없는 것을 마주할 때 이것

이 진행 과정의 산물임을 인식한다. 움직임의 상태의 흔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연의 요소에 ‘지지체’를 추가하였다. 작품에서 지

지체라는 요소는 나무의 지탱을 도와주는 ‘지주목’, ‘지주대’와 같은 맥

락에서의 쓰임이다. 일반적으로 지지체는 본체의 구조에 직관 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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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기둥, 건축 뼈대와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본인은 지지대32), 버

팀목의 의미로 그 요소를 가져왔다. 이는 본체의 내부에 포함된 것이 아

닌 외부적 지지요소임을 뜻한다. 이러한 요소는 건축에서 고딕 양식의

성당에서 볼 수 있다. 건축물을 외부에서 지탱해주는 부벽의 역할인 ‘버

트레스(buttress)’가 그러하다. 지지체는 작품의 조각들이 무너지지33) 않

고 안정적인 구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에게 이러한 지지체는 본인 스스로이자, 본인이 내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주변의 어느 하나 무너지는 것이 없으면 좋겠고 모두가

안정 속에서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는 이타적인 심리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불완전하게 서 있는 스스로의 주변에 어떠한 큰 파동을 원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아직 본인이 완

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의 내구성으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다. 마치 파도 속에 몸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그 속에서 스스로의

균형을 잡으려고 함과 동시에 본인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주변의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정서는 지지체의 형태와 구조에

서 드러난다. 뼈대는 얇고 크기는 작아, 받쳐야 하는 물체보다 훨씬 미약

하다. 아슬아슬하게 그 어떠한 지점을 맞춰야지만 비로소 지지체로써 작

용 하게 된다. 그러나 추가된 지지체들이 완벽하게 안정감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지지체들을 의도적으로 한계를 지닌 것으로 설정하

였다. 이는 불안과 안정의 경계가 서로 불가피하게 맞닿아 있으며, 우리

는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불안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중심을 찾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 세상의 모든 일과 맺어지는

인연들에 있어서 매번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힘든 것을 경험하며 모든

3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지대’ : 나무나 물건 따위가 휘거나 꺾이거나 넘어지

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받쳐 주는 대.

33) 여기서 무너짐이란 물리적 무너짐과 불안의 개념에서 어원인 ‘angh’의 의미인 압박

감에 의하여 무너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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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최대한 읽어보고자, 그 원리를 찾아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고자

한 것이다.

본인은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평가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준과

잣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최대한 외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기준이

없는 불확실함에 불안정감이 가득했다. 특히 스스로에게 큰 불안의 요소

로 작용한 것은 정서적으로 거하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들이 지닌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함이다. 그 때문에 미약한 자신의 가치관들로 세상을 마

주하는 것은 흔들리는 부표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태로 느껴졌

다. 이는 작업에 있어서 과정에서 알게 된 나약함을 마주하고 불안감을

받아들여 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내면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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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설명

[작품 1] 무제 – 물질드로잉, 조인트 테이프 실리콘, 가변설치, 2017

본인의 작업은 정확한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작업 과정에서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방식을 취한다. <무제 – 물질드

로잉>[작품 1]은 밀가루 풀과 실리콘을 재료로 처음 사용한 작업으로 이

재료들의 텍스쳐를 보고자 발라보았다. 재료들은 각각의 자리를 잡아가

는 시간 속에서 주변의 습도와 온도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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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 물질드로잉>을 구성하는 세 개의 결과물들은 동일 과정을

통해 파생된 것이다. 우측의 얇은 밀가루 풀 작업은 밀가루 풀을 망사

테이프에 바르고 떼어낸 후 그 흔적이 남은 것이다. 좌측 테이프와 망사

테이프는 밀가루 풀을 바르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밑바닥을 이루었던 것이

다.

실리콘은 말라가며 몸체로 망사 테이프의 틈을 채우고, 스스로 몸속의

수분을 뱉으며 틈을 없애고, 그와 동시에 변화한 형태로 주변 공간을 점

유한다. 오롯이 자신만으로 공간을 채우고 조율한다. 본인은 이렇듯 자연

적으로 주변 상황과 반응하며 변화하는 모습에서 예상치 못했던 발견을

함과 동시에 하나의 상업물질재료가 아닌 존재 자체로 바라보게 되었다.

미약하지만 보이는 변화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재료들의 성질들을 추적

하고 그와 동시에 물질들과 교감했다. 재료들의 기능, 주어진 역할이 아

닌 그저 물질이기에 환경에 자연스레 반응하는 모습들은 자유로움으로

다가왔고 이를 보며 본인 또한 본연의 자유를 열망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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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밀가루 풀의 역할 1, 밀가루 풀, 천, 가변설치, 100x10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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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어릴 때부터 주변 상황을 살피며 그에 맞추어 행동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했었다. 이로 인해 성장하면서 유순한 성격과 함께 유연

한 사고방식과 대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쉽게 외부

의 환경에 영향 받아 단단히 중심 잡기를 힘들어하였다. 이는 스스로에

게 끊임없이 질문과 확인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

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힘듦을 느끼고 방황한 것은 작업으로 투영되어

나오기도 하였다.

밀가루 풀은 습도와 온도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에서 영향을 받아 그

성질이 변화한다. 이렇듯 외부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특성과 그것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모습에서 본인과 유사함을 느꼈다.

<밀가루 풀의 역할 1>[작품2] 작업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

는 모습과 물과 밀가루 풀의 분리 등을 담고 있다. 물과 밀가루 풀을 개

어 거름 천에 부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맑은 물들이 바닥으로 흘러

떨어지고 밀가루 풀 덩어리만 마치 알맹이처럼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했

었다. 그러나 물에 개어진 밀가루 풀은 맑은 물과 쉽게 분리되지 않았다.

바닥에 흐른 액체도 맑은 듯했지만 작은 밀가루 입자들이 있어 결국 건

조된 후에는 밀가루 풀의 특성과 같이 얇은 껍질처럼 될 뿐이었다. 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알맹이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찾으려 했었는

데 사실 생각도, 성격도, 본인을 정의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어떠한 알맹

이로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단순히 ‘내 속에

알맹이 같은 형태는 없을 것이야’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밀가루 풀

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땐 안정감이 들면서도 당연했음을 재차 깨닫게 되

었다. 천에 남은 밀가루 풀 덩어리의 모습 또한 본인의 예상과 달랐다.

겉은 바짝 굳고 천과 맞닿은 면과 함께 쪼그라들었음에도 속은 촉촉했으

며 색의 변화와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긴 띠는 나무의 단면 위 나이테를

연상하게 하면서도 꾸덕꾸덕한 점도의 덩어리 감은 체내에 있을 것만 같

았다. 시간이 그 속에 담겨있음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것은 늘 그렇듯 변

화한다는 당연한 이치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취약하게 변화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직하게 그것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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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함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면에서 갈구했던 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밀가루 풀의 역할>은 밀가루 풀의 기능과 효용성에 관해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밀가루 풀이 그 자체로써 지니고 있는 특성과

그것을 재차 확인하고 과정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작용, 적응하는지를 바라본 작업이다. 이에 본인이 개입하는 부분에

서도 경계선을 두지 않고 작업하였다. 어떠한 정도의 개입을 하느냐 보

다 어떠한 영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궁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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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밀가루 풀의 역할 2, 밀가루풀, 합판, 200x100cm, 2017

나무판에 밀가루풀이 발라진 작업이다. 밀가루 풀이 합판 나무의 틈을

메우며 표면에 발려져 있으며 이 밀가루 풀들은 시간이 지나 마른 후 갈

라지고 비틀어지게 된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본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한 존재가 있었음과 없게 되었음을 인지한다. 마른 조각이 된

밀가루 풀들은 작은 충격에 쉽게 떨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나무판에 붙

어있다. 이러한 상황을 마치 스스로를 놓지 못하고 있는 ‘매달림’의 형상

으로 바라본다. 바라보며 연민의 감정이 듦과 동시에 ‘매달림’을 내면의

나약한 행위로 관조하게 된다.

본래 접착제인 밀가루 풀은 그 기능이 완성되는 데 필요한 B 물질의

부재에도 물질 A인 합판에 계속 붙어 있었다. 밀가루 풀은 흘러가는 시

간 속에서 마치 물질 B의 부재를 채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 역할을 충

실히 이행한다. 그럼에도 물질 B의 부재는 밀가루풀이 합판에서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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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막지 못한다. 마치 주변에서 부질없음을 이야기함에도 미련 가

득히, 자신을 희생하며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밀가루 풀이

처한 상황과 취하는 행동은 본인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왔고 스스로와

그 태도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태도를 취하게끔 하는 것

은 스스로의 가치관일 수도, 외적 상황일 수도 있다. 매달려 있는 모습에

본인은 동질감을 느낌과 동시에 떨어져 나온 밀가루 풀 조각들을 보며

후련함을 느꼈다.

본인은 이 작업을 의자에 기대어 디스플레이 하였다. 의자가 아니더라

도 벽과 같은 기댈 수 있는 모든 물체에 가능하다. 기대는 혹은 기대어

지는 액션은 작품이 보이기 위해 디스플레이 되는 일시적 멈춤의 상태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신체 구동 사이즈 보다 크기가 큰

이 작품은 이동할 때에 여럿이 옮기게 되고 작품은 타인에게 기대어 옮

겨지게 된다.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선택들과 기대는 행동, 기댐의 상황들을 본인은

부정적이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려 노력한다. 오히려 각자의 내면

에 존재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모두에게 있는 순수한 것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에 있어서 결과로서 보

이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는 자아의 순환을 이해하고 자연현

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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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껍질 속 – utter, 실리콘 pvc, 11x13x6cm, 2018

[작품 4-2]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 석고 천 철망, 160x60x6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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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스스로를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는 나약함을 이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약한 자신의 부분을 연민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부정하게 된다. 그렇기에 나약한 상황 속에서의 물질, 사람, 관계 등을

쉽게 놓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스스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과의 괴리감을 느낀다. 이러한 괴리감은 스스로에 대한 갈등의 감정을

요동치게 한다. <껍질 속 – utter>[작품 4-1] 작업과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작품 4-2] 작업은 그로부터 기인되는 괴로움이 드러난 작

업이다.

<껍질 속 – utter> 와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 의 작업 질감

표현은 괴로움의 표현과 이어진다.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 에서

는 괴로움의 거친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외부 표면에 딱딱하게 굳은 것

으로 표현하였다. 내부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외부에 보일 수 있는 나약함을 숨김과 동시에 나약한 자신

의 모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마치 용암이 덮고 지나가 버린 것처럼

시간과 상황이 멈춰버린 느낌으로 바람 하나 없는 곳에 홀로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다.

<껍질 속 – utter>은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의 내부를 상상

한 작업이다. 즉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 내부의 한 존재가 나약

한 자신을 연민하고 끝없이 노력하는 움직임의 역동성이 내벽의 질감으

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요동침에 의해 생긴 끈적함으로 존재가 느끼

는 괴로움의 정도를 시각화하였다. <껍질 속 – utter>는 연민과 노력하

는 과정의 순간을 조직을 채취하듯 일부 형상화하였다. 즉 <껍질 속 -

utter> 작업은 내부의 요동치는 순간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감정과 상황을 순간의 복합체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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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Landscape Sculpture, 천 실리콘 위 아크릴, 14x8x6cm, 2018

<Landscape sculpture>[작품 5]는 실리콘을 캔버스화 하여 그 위에 보

편적인 자연 풍경을 그린 작업이다. 우리를 품고 있는 대자연을 한 손에

들어갈 사이즈 정도로 작고, 구부러진 구조에 담고 디스플레이 시에는

작은 지지체에 앉아있는 형상으로 보이게끔 하였다. 이 구조는 우리가

기대고 사는 대자연도, 분명 어딘가에 앉아 있듯 어떤 섭리에 기대고 있

을 것이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내어주며 심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따금 안전을 제

공해주는 요소를 생각하였다. 대개 그러한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안정감

을 주는 듯하면서도 절대 영원하지 않았다. 유한한 그 순간을 잡아서 소

유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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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평온과 안전을 아슬아슬한 막대 위에 서 있

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평온함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집과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요소이면서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요소로 느껴졌고 그 안에서 안전과 평온이 오롯이 존재하는

것 또한 힘들다고 생각했다. 마치 휩쓸리는 파도 위의 부표에서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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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섬 산 절벽, 실리콘 타일 비닐, 가변설치, 2019

<섬 산 절벽>[작품 6] 작업은 거대한 자연 중 지반과 관련된 자연요

소를 가져온 작업이다. 우리가 매일 딛고 다니고, 그 위에 집을 짓고 활

동을 하는 지반은 우리와 가장 연결되어 있으며 안정감에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타일 위에는 자그맣게 각각 섬과 산 그리고 절벽을 의미하는 실리콘

덩어리들이 놓여 있다. 작은 스케일로 지반들을 만들어낸 것은 자연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오는 불안정함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스케일로 만들

어 없애고자 함이다.

이는 섬, 산, 절벽의 특성과 연결된다. 타일 위에 놓여 있는 덩어리들

을 사실상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다. 자연에서 이를 바

라보자면 마치 빙하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해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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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섬과 산과 절벽들은 해수면 밑에

도 거대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와 상반되게 오로지 위에 보이는 부

분들을 만들어 올려놓음으로써 자연의 지반이 가지는 안정적 요소보다는

취약하고 변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느낌을 나타내고자 했다. 여기서

덩어리 뒷부분의 지지체는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바닥과 접착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가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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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쌓인 땅, 실리콘 혼합재료, 39x51x29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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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땅>[작품 7]은 겹겹이 쌓아 올려진 실리콘이 지지체에 기대어

져 있는 작업이다. 땅으로 표현된 실리콘은 흐물거리며 지지체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다. 땅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기본이자 거대한 지반으로 작

은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기반의 요소이다. 이러

한 땅을 실리콘을 쌓는 방식으로 그 축적되는 요소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고 스케일이 커질수록 흐물흐물 한 형태로 만들

어냈다. 땅과 상반되는 특징을 넣은 것은 땅이 기반으로써 안정감을 갖

지만 언제든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

이다. 이에 땅 스스로도 절대적인 안정을 지니지 않으며 무엇인가에 기

대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어 서지 못하는 땅을 얇고 가느다란 지지체에 아

슬아슬하게 세워져 바닥과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 쓰러지고 설치 시에도 정확한 지점을 찾는 데 오

랜 시간이 걸린다. 본인은 이러한 형태와 설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딱 맞는 지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찾아 안착

하려는 모습이라 느꼈다. 절대적이지 않은 안정감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

정감을 주는 지지체에 얹어지고 서로에게 기대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찾

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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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내면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듯, 본인은 물질에 감정을 이입하

여 그 속에서 온전한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시

선들과 기준들에 의해 이상화된 자신이 아니라, 본인의 나약한 부분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작업 속에 과정으로 드러내

었다.

과정에서의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인 밀가루 풀과 실리콘을 통해

대유법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물질로 쓰인 밀가루 풀이 환경에 변화하

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본인이 바라보고 해석하

는 과정을 작업으로 제시한다. 또한 실리콘을 자연의 요소와 결합하여

그 속에 투영되는 불안정함과 안정감을 바라보았다. 궁극적으로 작업은

본인에게 정서적 지지체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안정감을 주었다. 나

아가 작업을 통해 불안감은 삶에 필연적 요소로 존재하기에 절대적 안정

감이란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무제 – 물질드로잉> 작업에서는 밀가루 풀과 실리콘을 사용한 물질

드로잉을 통해 자연적으로 주변 상황과 반응해서 변화하는 모습에서 감

정이입을 하였고 하나의 상업물질재료가 아닌 존재 자체로 바라보았다.

<밀가루 풀의 역할> 작업들은 밀가루 풀 그 자체로써 지니고 있는 특

성을 재확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과정을

드러낸 작업이다. 또한, 이 속에서 감정이입을 통해 스스로 나약함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을 하나의 순수함으로 제시하였다.

<껍질 속 - utter / 완전한 침묵 - utter silence> 작업에서는 나약함

을 이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난다. 나약한 부분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나약함을 부정하는 괴리감을 표현하였다.

<Landscape sculpture>의 작업에서는 안정감과 불안정함을 지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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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작은 스케일로 가져와 소유할 수 있음으로써 생기는 안정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섬 산 절벽>과 <쌓인 땅> 작업은 불안정함을 지닌 지반의 요소와

지지체의 필연성을 접목하여 그 속에서 균형과 서로 기댐을 통해 살아가

는 태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은 위의 작업들을 통해 섣불리 말하기 힘든, 스스로의 약하고 외

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작업에 자연스레 담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요즘

은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로 자신의 정제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익

숙하다. 이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지만 진솔한 면들을 상대적으로 인지하

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며, 완결의 형태로 보이기 위해 순간의 감정보다

도 그 타당성과 개연성을 따져가며 합당한 감정인지 무의식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작업을 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검열들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외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단발적인 이미지들과

자극적인 형상들이 계속해서 생산된다. 여기에서의 가변성은 가볍고, 용

이하고,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의미를 이루며, 그런 방식의 교류 속에

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즐거워하면서도 소진되고 지쳐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질의 가변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의 가변성을 이야기한다. 진지함으로 자신과 소통하게 되는 방

법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기존의 틀에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을 다시

짚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가변성에 주목하는 이유이며, 물

질의 가변성으로의 감정이입과 자기 확인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지점이

다.

특히 작업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 본인은 언어의 고정적인 뉘앙스와 유

한함에 담고자 하는 감정과 느낌이 다 표현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었

다. 하지만 작업을 하며 이러한 것은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유동적인 감

정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정의 유동성을 간과

하게 되는 것은 흔들림 속에서 고정점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 하는 것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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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좋았던 것이 한순간 싫어지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결국 본인에게 있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변적 흐름 속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발견과 추적을 통해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스스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과

직결된다. 다각면으로 바라보기를 시도하는 것은 곧 기존의 틀 밖에 자

신을 세워 자신만의 가변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주체적

인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의미지점으로 이어지며 결

과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살아있음을 모방하는 듯

한 물질주의적 성과주의가 아닌 스스로의 내적 생동감을 삶의 과정 속에

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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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ariability of

Material and Empathy in Artwork

Jung, Heeyoon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being empathic toward matter I look into the innermost

parts of myself that I hadn’t normally perceived. That is, the

process of making artwork reveals the act of facing one’s

weaknesses and resolving the anxiety. This way of producing

is an attempt to gain one’s own perspective and reflect upon

oneself which differs from the standards and criteria of society.

Flour glue and silicone dry, twist, and crumble over time. In

the process of observing this varying nature, these materials

came into being. The process of feeling empathic toward the

variability of material, I discovered, was to acknowledge and be

compassionate toward my own weaknesses, and furthermore to

embrace it rather than turning away from it. I also considered

this weakness as a pure virtue of being human and wanted to

express this frankly in my work. Furthermore, by combining



- 51 -

silicone with the concept of nature, I was able to look into the

instability and stability projected in this.

To me, nature is the foundation of life, and within this order,

our society, family, and dwelling act as a system of life. As

such, nature, our home, and society provide stability but also

have the potential of presenting unpredictable risks. This duality

is also projected in the very ground that we base our daily

lives upon. In connection, the territorial elements of island,

mountain and stratum is reflected in my work. This instability

of nature simultaneously made me realize to accept it as an

inevitable factor in life. In addition, my work presents a

supporting structure to express stability, resulting in the

manner of mutual dependence and balance. Through this

process, my work became an important emotional support

structure for me.

These notions are revealed through a series of work.

Furthermore, I wanted to convey the unconscious status which

is indescribable in words. For me, producing artwork is the

process of “working” in the sense that it is hard work

discovering and tracing oneself. In other words, it is a journey

to face everything that I feel in life and accept even my

weakest parts through my works. Ultimately, I hope to become

the person who is true to oneself in this unstable and

ever-changing world.

key words : material, variability, empathy, stability,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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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ssurance,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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