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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작품론은 개인의 몸이 사회 문화적 규준이 새겨지는 장소이, 

지만 육체의 수행을 통해 각자의 젠더 정체성을 실현하는 가능성의 공간

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례로써 나의 몸을 활용한 미술 , 

작품과 여성으로서 나의 인식의 상호 연관성을 단계별로 추적 및 정리하

는 글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육체의 수행은 나의 일상의 맥락에. 

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가로서의 나의 변화된 태도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주요 방법론인 단계를 나누어 . 

나의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서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인 

젠더 가 하나의 의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처해 있는 (gender)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 

이 작품론은 나의 몸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몸의 전유에서 출발하여 

가족제도에 속한 딸이라는 역할을 가진 몸을 거쳐 사회적으로 규정된 , 

여성의 신체에 이른다는 과정을 전제한다.        

나의 몸을 작품에 사용하는 동기는 나의 삶의 필수요건인 나의 

신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지만 나의 몸이 개인적인 전유물에 머무, 

르지 않고 여성의 몸이라는 인식으로 확장되는 계기는 다양한 여성주의 

작가들과 이론가들의 작품과 문화 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는 . 

본 작품론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연구했던 작품과 이론을 나의 작업과 

연결해보면서 미술사적 맥락에서 나의 신체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장하

고 동시에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차이점을 나의 위치성과 내, 

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의 차별적인 특징으로 그려내고자 했

다.  

 내가 와 참 잘했어요 에서 몸을 활용하는 <Sticky Wings> < !>

방식은 강박적인 행위를 통해 나의 몸에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버텨내는 

것이었다. 이 작품들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힘들었던 나의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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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반복적인 신체의 , 

수행과 카메라를 거울로써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거울. 

로 사용된 카메라는 나르시시즘 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러(Narcissism) , 

한 나르시스트적 태도는 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작동할  수 있는 개

인의 소유물이라는 당시의 몸에 대한 나의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

만 두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나와 비슷하게 미술 작품에서 여성의 몸

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고 참고하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몸을 개인적인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 

어나서 미술사적으로 여성의 몸이 활용되는 작품들에서의 비판적 의식, 

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내가 참고한 여성 미술가의 . 

작품은 주로 년대와 년대의 퍼포먼스를 통한 것이 많았기에 이1960 70 , 

를 나의 삶에 완전히 대입하기에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

가 많았다.   

따라서 나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내가 

사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 

의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던 가족에서 딸의 역할을 비판적

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몸이 가족 제도에 속한 딸이라. 

는 젠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 <

서 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에서 여성 작가의 관점에서 해> < , >

석한 딸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수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장녀라는 정체

성을 재규정해보고자 했다 현실의 상황을 재해석하여 직접 퍼포먼스를 . 

행하는 것은 작품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체화하는 경험이었으며 이를 카, 

메라로 촬영해 기록하는 것은 나의 경험을 개인적인 수준에 두지 않고 

미술 작품이라는 맥락에 편입시켜 내가 생각하는 여성 역할 수행을 현실

화해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전통적이고 이분법적인 나의 가. 

족의 삶의 양태가 특수한 것이 아닌 내가 사는 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축, 

되어 온 가부장적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체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는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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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으로서 여성 작가인 나의 관점을 찾고자 했다 앞선 연구 과정에서 . 

나는 내 몸이 여성 미술가이자 딸 대한민국 여성이라는 구체적인 젠더 ,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중첩된 공간임을 인식하였다 나의 신체를 통해 . 

다층적인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미술가의 입장에서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와 사건들에 깊이 공감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 

라서 자기소개하기 에서는 년 월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에 대한 < > 2016 5

문제의식을 다루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에서는 성별감별을 , < , >

통한 여아의 선택적 인공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이 작품들. 

에서 카메라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녹화하고 전시장에서 재생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발언을 기록하고 확

산시키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리하여 나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는 카메라. 

의 의미를 여성 감독들의 사적 다큐멘터리 영상 장르와 연관지어 설명하

고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정서인 애도 의 감정을 개인의 감정, ‘ ’
의 수준에 규정하지 않고 버틀러가 주장하는 애도의 정치적 힘과 가능성

과 연결하면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성작가의 발언을 구축하여 나의 작

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표는 몸에 대한 나의 인식변화와 작업

에서의 신체를 활용하는 방식의 관계를 찾고 이를 분석하면서 사회와 개

인 그리고 미술 창작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 . 

나에게 있어서 몸을 매개로 한 작품과 나의 삶의 의미를 개인적인 수준

에서 제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문맥에서 재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몸은 일상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계. 

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 . , 

작품론은 하나의 주제 의식의 흐름 안에서 미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여성의 몸을 통해 작가로서 작품을 구현해나가는 , 

과정을 통한 작업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나는 직관과 감각에 의존했던 부분이 많았던 나의 년간의 작업2

이 미술 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을 실현했던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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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다 그래서 본 논문을 통해 작품과 여성주의 이론 미술사의 접점을 . , 

찾아보는 것은 작업을 하고자 했던 나의 시도에 사회적 미술사적 의미, 

를 부여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경. 

험에서 의식화된 몸과 젠더라는 출발점을 분석적으로 재점검하는 본 논

문의 방식은 내가 속한 사회와 나의 작업 간 관계의 차별성을 보다 발, 

전적으로 연결하는 다음 단계의 전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주요어 : 젠더 여성의 몸 퍼포먼스 미술 개인의 인식과 몸 역할을 수, , , , 

행하는 몸 육체의 수행, 

학  번 : 2015-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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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나는 여성이라는 젠더 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gender)

수행을 통해 구축된다는 구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젠더가 개. 

인이 속한 시대적 문화적 현실에서 체험적으로 구축되고 실천된다는 구, 

성주의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1) 여기서 내가 말하는 육체의 수행이란  

개인의 몸이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경험의 주, 

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나는 신체의 수행성을 . 

통한 젠더 형성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몸과 몸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사

회문화적 젠더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작업을 년부터 2015 2017

년까지 진행하였다 따라서 작품 창작에서 나의 몸은 개인의 자유 의지. 

를 표현하는 살아있는 실체인 동시에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 대 여성 딸 예술가라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역할들로 구성되었20 , , 

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대학원 과정 년간 나의 신체는 직접적인 표현. 2

의 도구이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 

 내가 몸을 작품 창작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출발

점은 현실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답답함과 불안의 감정을 미술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비교적 단순한 바람에서였다 나는 개인적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과 고민을 오래 하기보다는 숨이 찰 때까

지 달리거나 끝없이 걷는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경우가 많

았다 몸의 활동을 통해 고민하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던 체험은 신체. 

를 수행적으로 활용한 작품창작으로 이어졌다 물론 작업을 통해 일상에. 

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의 , 문제로

부터 야기된 답답함과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은 일종의 심리적인 

해결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작품에서 강박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 

것은 특정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자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 

1)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서울 인간사랑 , , ( ), : , 2003, 『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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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의식으로 기능했다 일상에서는 무의식적이고 무. 

의미하게 흘러가는 반복적인 육체의 행위를 작품 창작의 방식으로 포섭

하면서 일상의 영역에 속해있던 신체 활동을 예술의 범위로 확장시킬 ,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적인 해소와 믿음을 형성하는 초기 작업에서 나의 

신체는 항상 최전선에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작품에서 적극적인 신체의 . 

사용은 현실적 이해관계 규범 개인적인 소심함 등으로 실제의 삶에서 , , 

자유롭지 못한 나와 나의 신체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작품 . 

창작에서 적극적인 신체적 수행의 경험이 나의 실제의 삶에 전이되어 능

동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미술

작품과 삶의 관계가 일방적이 것이 아닌 상호적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작품과의 관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은 개

별 작업의 분석을 넘어서 대학원에서 진행한 전체 작업을 포괄적인 과정

으로써 의미를 부여하여 그간의 작업 활동을 반추하고 보완하는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론에 해당하는 본론 에서는 나의 작품에서 왜 나의 신체, Ⅱ

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내가 나의 신. 

체를 보편적인 몸으로 인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의 신체라는 ,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내가 참. 

고하였던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여성의 몸에 대한 문화이론을 통해 나의 

인식의 변화 과정과 작품 창작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론 에서는 대. Ⅲ

학원 년간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작업 변화 과정을 시기적으로 세 2

개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구체적인 창작 동기와 작품, 

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년간 진행했던 나의 작품들은 공. 2

통적으로 카메라로 몸을 촬영해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카메라와 . 

나의 신체의 활용방식을 연결해서 작품의 방법론을 찾고 의미화하기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몸이 완전히 스스로에게 속해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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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기 때문에 내 몸의 물질성을 시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카메. 

라는 나의 몸을 비추는 사적인 도구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거울로써의 ‘
카메라 로 구분 지었고 정신분석학에서 설명하는 나르시시즘 의 개념을 ’ , ‘ ’
통해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한 가족의 장녀라는 제도적이고 규범적. 

인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품으로부터 출발하는 두 번째 단

계에서는 젠더 역할을 해석하는 방식을 위한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나는 퍼포먼스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 

으로써 카메라에 관해 서술하고 나아가 카메라는 수동적인 기록의 매체, 

를 넘어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촉발할 수 있으며 경험의 

현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사회. 

에서 목격한 일부 여성에 가해진 사건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서의 여성'

의 신체 로 인식하였고 여성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이자 여성작가의 ' , 

의미가 교차하는 몸을 통한 발언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 

본 단계에서 나의 매체의 활용 방식을 여성 감독들의 목소리를 구축해 

온 사적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와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내 발언이 공동체, 

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 애도를 통한 여성주의의 목소리를 구축하는 행동

의 일환임을 주장하였다.  

년간의 비교적 짧은 작품 활동 기간을 분석하기 때문에 나의 2

몸에 대한 인식과 여성주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타인의 관점에서는 단계

별로 명쾌하게 나누어져 있기보다는 혼재되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여성주의 이론의 전개 방향을 고려하여 세 가지 과정으로 나. 

의 몸을 해석하고 작품 창작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나의 삶과 여성, 

주의의 역사를 함께 분석해 보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삶이 . 

설령 여성주의의 발전과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나의 현실적 상황을 여

성주의 문맥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여성 작가인 나의 입장을 정리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여성주의 이론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활성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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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과 오용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이에 따라 여성주의를 이론적 차원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업이라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현실에 적용해 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 

문맥에서 여성 미술가로서 입장을 반성하며 점검하는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문제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아닌 문제 해결을 위

한 자발적인 실천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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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과 젠더 수행성. Ⅱ

본고에서 다룰 지난 년간의 나의 작업들은 주제와 사용한 소재 2

및 재료의 측면에서는 각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나의 몸

의 행위와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자신의 몸과 . 

젠더를 인식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작점을 서술하는 것은 이, , 

후 본론 에서 다룰 작품들의 제작 동기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Ⅲ

가 될 것이다 물론 나의 몸을 작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출발점은 일상. 

에 속한 나의 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고민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성, 

의 몸을 다루는 미술 작품들과 문화 이론을 공부하면서 작품에서 나의 

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발언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 

장에서는 나의 작품 창작에서 왜 몸이 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는가를 

논하고 나아가 년간 작업을 발전적으로 형성하면서 참고하였던 여성주, 2

의 이론과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몸과 젠더에 대한 관점의 형성 1. 

나는 나의 몸이 평균 체중을 초과하면 그것을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잉여이자 잔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잉여와 잔여 , . 

취급을 넘어서 평균 몸무게를 넘은 나의 몸 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 . 

나의 신체의 일부분 나의 몸 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때로는 스스‘ ’
로에게 살이 쪘다 둔하다 뚱뚱하다 등의 자기 부정과 혐오의 감정을 ‘ , , ’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에게 몸의 물질적 상태는 내가 나를 . 

한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 및 자신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나는 음식 섭취로 인해 몸무게가 늘어나면 잔여 몸무게들을 , 

없애기 위해 강박적으로 움직여서 무게를 낮춰왔다 섭취에 따라 몸무게. 

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인간 신체의 원리이나 나는 이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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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확인하며 대한민국 평균 여성의 체중과 비교해왔기 때문에 평균 체중

을 절대치로 나의 신체는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해야하는 , 

물질 그 자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몸이 불변하고 고귀한 ‘ ’ .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었다. 

건강을 위한 표준 체중을 넘어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는 나의 신장과 같은 여성의 미용체중을 유지한다는 목표는 나163cm 

에게는 근 년간 당연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참고 도판 그10 . ( 1) 

러나 나에게 절댓값이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목표로 기능하는 

평균 체형 및 미용 몸무게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닌 사회의 구, 

성원들이 만들고 인정한 집단적 합의라는 의미를 지닌 수치이기도 하다.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여성들의 몸과 비교하, 

며 유사함을 좇는 노력은 사회가 요구하는 몸의 형태를 스스로 체화하는 

끝없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평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몸의 형. 

태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즉 나는 가족 연애 결혼 직업 등의 삶의 . , , , 

다양한 절차에서도 평균적이고 이상적인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살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생각을 기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대한. 

민국 여성 평균의 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내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대, 

한민국 여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 

문에 표준 미용 체중을 위한 나의 부단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균질, 

적인 삶을 어떻게 개개인의 욕망으로 내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

나의 사례일 것이다.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적인 몸이 되고자 했던 나는 내가 속한 세

대에서 가장 흔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인 인 가족의 장녀이며 한국의 모4 , 

든 의무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이다. 

한국의 여성으로 사회제도에 안착한 나의 상황은 계속해서 사회적 평균

에 고정되어야 하는 내 몸이라는 물질적 토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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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구글 검색 화면 캡쳐 ( 1) 

그러나 이렇게 제도에 안착하여 있는 나는 대학원 과정 동안 작가로서  

발언하고자 하는 나만의 특수한 지점을 찾고자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대한민국 여성의 규범화된 삶 속에서 작가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 

도출해낸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반추하도록 했고 앞으, 

로도 이와 같은 평균의 삶을 목표로 할 것인지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가 되고자 하는 나는 나의 발언 지점을 . , 

찾기 위해 질문하게 되었다 왜 나는 나의 몸의 형태와 삶을 대한민국. ‘
의 여성 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가 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인’ ? 

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안착하고 안착하려고 했? ? , 

던 나의 가족 제도 사회가 과연 작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에도 , , 

지속하여야만 하는가?  

나는 위와 같은 질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이 스스, 

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자 불만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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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했던 나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자

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가족과 사회 제도를 개인이 쉽게 바꾸. 

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임시적이거나 감정. 

적으로나마 대답하기 위해 사회 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내가 스스

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몸을 변화의 매개로 상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

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일상의 규범에 포섭되어 있으나. , 

내가 원할 때는 작품 내에서 변화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

성 역시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는 일상의 삶에서 지속해서 평균. 

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나의 몸이 아닌 작가로서 작업 안에서 능동적으, 

로 변화할 수 있는 몸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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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작품과 이론으로 보는 여성의 몸 2. 

엘리자베스 그로츠 는 뫼비우스의 띠로서의 (Elizabaeth Grosz) 『

몸 에서 여성의 몸은 사회제도의 의미화 과정 및 권력의 질서에 밀착되』

어 사회 문화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즉 그로츠에 따르면 몸, . 

의 이미지는 몸 일반에 대한 공유된 사회 문화적 개념들의 결과이자 “ -

특정한 몸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가족적 환상이며 인간 상호 간에 초래

된 환상의 결과”2)라고 할 수 있다 그로츠의 이러한 논의는 여성들의 .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본질주의 입장을 여

성의 몸의 가능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이다 즉 사르트르. 

의 실존주의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본질주의에서의 성차는 

자연의 법칙이나 신이 부여한 속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 

본질주의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존재론적인 불변성을 강조하고 남, 

성으로 대변되는 인간 주체가 남근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이성 및 정신을 

통해 여성의 몸에 부여되었던 속성인 자연이나 물질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본질주의의 주장 유효성을 그로츠는 사회적 규. 

준이 새겨지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여성의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면

으로 비판하는 것이다.3) 그렇기에 그로츠는 여성의 몸이 수동적으로 사 

회 문화 제도의 각인만이 새겨지는 장소가 아니라 몸들 그 자체로 특, , 

정한 환경하에서 저항과 투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4) 역시 강조하 

고 있다. 

그로츠의 논의를 바바라 크루거 의 작품을 통해 Babara Kruger

확인해볼 수 있다 크루거는 주로 광고 잡지 등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 , 

2) 엘리자베스 그로츠 ,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 임옥희 역 서울 여이연, ( ), : , 『 』
2001, p 187.

3) 엘리자베스 그로츠 성적 차이와 본질주의의 문제 페미니즘과 미술 윤난지 , , , 
역( ), 2009, pp. 224-225.

4) Elizabeth Grosz, “Space, Time, Perversion: Essays on the Politics of 
Bodies”,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5,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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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바바라 크루거 무제 우리는 움직이( 2) (Babara Kruger), < : 

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비닐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 1983, , 

가변크기. 

여성들의 이미지들을 확대 과장하여 차용하고 짧은 어구와 함께 결합, , 

한다 즉 크루거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대중들이 바라보고 소비하고자 하. 

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욕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크루. 

거가 사용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그로츠가 주장하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사회 문화적 개념들이 새겨진 장소로서의 몸의 이미-

지에 관한 명료한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크루거의 작품 무제 우리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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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Untitled : We Have Received 

참고 도판 에서 여성은 응시의 대상이며 소Orders Not to Move>( 2) , 

비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사진과 결합하여 . 

사용하는 텍스트는 할 포스터에 따르면 여성을 종속시키는 남성적 주시“
를 반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상형에 굴복하는 여성적 동일시를 차단하, 

는 작용 으로 기능한다” .5) 따라서 크루거의 작품 구조는 동시대 자본주 

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가 소비되고 응시되는 현상에 대한 , 

관찰과 비판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크루거의 . 

여성 이미지가 드러난 작품이 여성의 신체가 일반 광고에서 소비되는 방

식이 아닌 비판적이고 투쟁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 

문제의식을 가진 미술 작품이라는 특수한 재현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로츠와 크루거를 통해 나는 내가 사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하, 

에서 나의 신체가 어떻게 명명되고 젠더화되며 규범화되고 있는지에 대, 

해 연구해보고자 했다 즉 나의 신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 

라 나와 내가 속한 사회의 시선과 제도를 드러낸다는 점을 파악한 순간

은 몸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는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여성상에 대하여 문제의

식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츠가 말하는 저항과 투쟁. 

의 장소의 의미를 함축하는 몸을 시도하는 것과 크루거의 작품들처럼 작

가가 속해 있는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여성 작가로서 비판적으로 여성의 

몸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을 대학원 과정 초반부터 시도하는 것은 내게

는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에리카 피셔 리히테가 육체에 규정된 존재의 상태는 없으며 육- “
체의 존재함이란 바로 되어감 과정 그리고 변화라고 본다, , .”6)라고 주장

5) 할 포스터 , 미술 스펙터클 문화 장치 조주연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 , ( ) , 『 』
2012, p 211. 

6) 에리카 피셔 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김정숙 역 서울 문학과 지성 - - , , ( ), : 『 』
사, 2017,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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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같이 나는 나의 몸이 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의 상태에 , 

놓여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을 

인정하면서 사회 문화제도 안에서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작품 

제작에 나의 몸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따라서 나. 

는 여성주의 이론과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품 제작에 나의 몸을 드

러내는 것이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미술사의 궤적과 , 

사회의 현상을 묶어 낼 수 있는 매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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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에 대한 인식 변화와 . ‘ ’Ⅲ

신체를 활용하는 창작 방식의 관계

몸이라는 출발점1. 

개인에게 전유된 신체 1) 

대학원 과정 초반에 진행했던 작업인 . <Sticky 

와 참 잘했어요 에서 나는 내 몸이 나의 의Wings>(2015) < !>(2015)

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전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몸을 표, 

현의 도구로 이용해 보고자 했다 즉 나는 신체가 필요에 따라 기능을 . 

더하거나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 

과정에서 나의 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움직임을 

이용하고자 했다 반복적인 움직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작업 내에. , 

서 나에게 압력과 부담을 주는 행위들이 마치 힘든 운동을 끝마치고 난 

후에 느끼는 개운함과 성취감과 유사한 느낌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감에서였다 한편 나는 당시 무용 등의 전문적인 신체의 훈련과 .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기에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비교적 일상적, 

인 움직임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하. 

나의 자세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서사가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보다

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동작을 정하고 그것을 지칠 때까지 반, 

복 유지해 보는 것이 나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에서 나는 접착제와 테이프를 몸에 붙여 날갯<Sticky Wings>

짓하는 행위를 촬영하면서 신체에 날개 라는 기능을 날갯짓을 하는 행‘ ’
위로 추가해보고자 하였다 나는 이 작품에서 몸에 본드와 접착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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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설치장면( 1) <Sticky Wings>, 2015, 

도판 스틸 컷 ( 2) <Sticky Wing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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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스틸 컷 ( 3) <Sticky Wings>, 2015, 

바르고 끊임없이 날개 짓을 하며 날개 모양을 만드는 비디오와 도판 ,( 2) 

테이프로 만든 날개의 모양을 위해 버티는 내 모습을 촬영하여 도판 ( 3) 

두 개의 채널로 제시한다 이후 진행했던 참 잘했어요 에서 나는 나. < !>

의 얼굴과 손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잉크 없이 압력만을 주어 찍고 ‘ !’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제시하면서 신체를 도장이 찍힐 수 있는 종이와 

같은 물질로 상정해 보고자 했다 도판 나는 몸에 압력을 주어 잉크 .( 4) 

없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반복적으로 찍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몸에 ‘ !’ , , 

새겨진 도장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버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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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참 잘했어요 디지털 프린트 가변크기 ( 4) < !>, 2015, , 

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전시하였다 도판 두 작품들에서 소재가 되.( 5,6) 

는 날개 와 참 잘했어요 도장은 각각 자유와 상승으로 여겨지는 구체‘ ’ ‘ !’ 
적인 상징이자 유년 시절에 칭찬을 받고자 했던 나의 욕망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나는 작품에 사용한 접착제와 도장을 실제의 용도에 . 

맞게 이용하지 않고 몸에 날개를 부착하고 흔적을 새기는 등 나의 신체

에 외부의 작용이 개입하는 표현방식으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나의 강. 

박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비록 정서적으로라도 나에게 압력을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

고자 했다.  



- 17 -

도판 참 잘했어요 설치장면( 5) < !>, 2015, 

도판 참 잘했어요 영상 스틸 컷 ( 6)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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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업이 진행된 공간은 나의 신체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성격을 알기 어렵다 지시적인 흔적이 . 

없는 공간에의 내 몸은 그야말로 주인공이자 유일한 것으로 등장하지만, 

그림자 얼굴의 부분 손바닥 등만 노출하면서 감정이나 관계 등 개인적, , 

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마치 움직이는 조각처럼 조형적으로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나의 신체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변형할 수 있. 

다는 믿음과 그리고 날개와 칭찬 도장이라는 상징과 이를 활용한 조형적 

결과에 전적으로 기대고자 하는 비교적 단순한 태도와 연결된다 결국. , 

작품에 드러나는 단순함은 작업을 진행할 당시 구체화 할 수 없었던 주

제 의식과 연결되고 나의 상태가 어떤 사건이나 제도보다는 감정적인 , 

것에 가까웠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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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로써의 카메라와 나르시시즘2) (Narcissism) 

마이클 러시는 그의 저서 뉴미디어 아트 에서 스튜디오 퍼포『 』

먼스의 대표적인 작가 비토 아콘치 를 영화나 비디오의 (Vito Acconci) “
프레임이 외부세계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며 일차적 재료인 자신의 신, 

체와 내밀하게 연결된 공간인 소위 격리실 에 자신‘ (isolation chamber)’
을 놓는다”7)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와 참 잘했. <Sticky Wings> <

어요 를 창작한 첫 번째 단계에서 스튜디오라는 격리실에 혼자 존재하!>

면서 나의 신체 활동을 스스로 기록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이에 따라 나는 마치 카메라를 스스로를 비추고 확인하는 거울처럼 사용

했다고 생각했다 카메라를 거울처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나의 상. 

태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것이며 내가 어떠한 몸의 움직임을 가졌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거울로 외모를 확인하는 방식은 . 

내 삶에서도 매우 일상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 , 

로의 외모를 점검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와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투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작가 마리. 

나 아브라모비치 의 퍼포먼스 예술은 아름다워야 (Marina Abramovic) , <

한다 예술가는 아름다워야 한다, Art Must Be Beautiful, Artists Must 

참고 도판 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작Be Beautiful(1975)>( 3) . 

품에서 작가는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 예술가는 아름다워야 한다 라“ , .”
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머리를 빗는 행위를 보여준다 나는 이 . 

작품에서 퍼포먼스를 촬영한 도구인 카메라가 마치 화장대에 있는 거울

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작업과 연결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 

고 작품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가의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격정적

으로 변하면서 신체를 단장하는 행위에서 몸에 압박을 가하는 강박적인 

행위로 변화한다 나는 이러한 작가의 강박적인 행위를 내가 경험해왔던 . 

이상적인 몸과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에서 파생되는 압박감과 연결하여 

7) 마이클 러시 뉴미디어 아트 심철웅 역 서울 시공아트 , , ( ), : , 2003,  p.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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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공감했다. 

또한 나는 카메라를 거울로 사용하는 행위가 자신의 외모와 신

체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르시시즘 이(Narcissism)

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르시. 

시즘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기의 육체 자서 자기의 정신적 특징“ , , 

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리비도가 쏠려 있는 상, 

태이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8)

참고 도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 예술가( 3) , < , 

는 아름다워야 한다 싱글 채널 비디오 >, 1975, 

8)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993&cid=40942&categoryId=315

31, 2020,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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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의 작품에서 나의 몸은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주인공으로 기능. 

한다는 점에서 나르시시즘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카메라를 거. 

울로 사용하면서 나르시스트적 행위를 수행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에서 나의 몸을 녹화하는 것은 내 모습을 노출하여 관객의 관심을 유도

하고자 하는 욕망을 함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나르시스트적인 욕망은 누, 

군가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지속해서 판단하고 수정 및 편집을 하는 

작업방식에서 구체화된다 결국 나는 나에게 주어진 적대적인 현실을 인. 

식하여 수용나면서도 작업 활동을 통해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환상

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나의 작업에서 드러난 나르시시즘을 개인적인 . 

맥락과 감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결국 자기애의 좌절이라는 나르키소스 

신화의 맥락에 기대는 것이라는 위험이 있다.9)

로잘린드 크라우스 의 비디오 자기애의 (Rosalind Krauss) : 「

미학 은 나르시시즘이 자기도취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저항, 」

이자 반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크. 

라우스는 거울로써의 카메라가 반영하는 이미지가 나르시시즘의 작동방

식과 유사하다고 보았는데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나르시시즘은 단지 표, 

면에 비친 반사로 한정하여 보기보다는 대상과 인간 경험 간의 객관적 ,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재복사 의 반사성이 반사와 공존하는 경험으로 ‘ ’
설명한다는 점에서 도취적인 나르시시즘과 성격적으로 분리된다고 설명

한다. 10) 나아가 크라우스는 나르시시즘을 나르시시즘이 반사를 지향 “
하는 자기애적인 충동을 거역하고 사실성을 단언할 수 있을 때 나르시, 

시즘은 세계와 세계적 상황이 괄호를 동시에 벗겨내는 하나의 형식으로 

설명 한다” .11) 나는 이러한 크라우스의 관점을 통해 아브라모비치의 예 ‘

9) 나르키소스는 저주로 인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현실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 , 
자신의 모습을 따라가 물에 빠져 자살한다.  

10) 로잘린드 크라우스 비디오 자기애의 미학 베트코크 편저 채장석 , : , , 「 」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비디오 예술 서울 인간사랑( ), , : , 1995,  『 』

pp.106-107.
11) 위의 책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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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아름다워야 한다 예술가는 아름다워야 한다 라는 반복적인 대사, .’ 
가 예술 작품 내에서 여성의 몸이 읽혀왔던 역사에 대한 작가의 발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이 발언들이 강박적으로 행위를 반복하는 작. 

가의 신체와 함께 제시되면서 수동적이고 아름다워야 했던 예술 내에서

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브라모. 

비치의 작품은 작가의 신체를 개인의 소유물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이고 , 

역사적인 매개체로 상정하는 듯 보이며 그 결과로 그녀 자신의 신체를 , 

고통과 극한의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밀어 넣는 것이 될 수 있다.12) 이 

를 통해 나는 작품의 구조 안에서 나의 신체가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었

더라도 종국에는 여성의 몸 그 자체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 

되었다 다만 앞서 서술했듯 몸에 대한 작업의 출발 단계라고 할 수 있. 

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감정의 해소이자 회피의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점

에서 개인적인 상태에 몰입하고자 했던 나의 태도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 

이 시기의 작업에서의 체험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회피했을 뿐 해결하지, 

는 못했다는 점에서 내게 더욱더 답답한 현실을 체감하고 고려하게 했

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몸을 개인적인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 

신체를 활용한 창작 방식이 나의 사적인 영역과 여성 미술가로서의 발언

이 중첩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12) 박미성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경계의 신체 현대미술사연구 현대미 , , , 「 」
술가학회, 2014,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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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몸2.  

가족제도의 젠더화 1). 

    

년에 진행했던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와 2016 < >(2016)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는 나의 몸이 가족 제도에 속< , >(2017)

한 딸이라는 주어진 정체성을 수행한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즉 가족 . 

내의 딸인 나의 다층적인 역할에 대해 인지하였고 내가 문제시했던 감, 

정들이 내가 딸이라는 정체성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갈등 관계가 있다고 

파악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가족 내. 

에서의 장녀의 역할과 여성 작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나의 몸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보여주고자 했다 왜냐하면 당시 나는 일상에서의 . 

딸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 작가로 실현하고자 하는 , 

나의 사회적인 역할과 상충하는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나영은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에서 년 현재 , 2020「 」

대와 대의 한국의 여성들을 년대 소위 민주화 운동을 이끌20 30 “70-80

었던 세대의 자녀들로 진보적 여성운동의 성과로 가꾸어진 토양 위에 , 

성장했고 핵가족과 도구적 가족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가족 내 성차별을 

비교적 겪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젠더 위계적 사. 

회구조 안에서 점차 비가시화되는 일상적 젠더불평등을 온라인 공간 곳

곳에서 체험한다.” 13)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세대에 속해있으면. 

서 가부장제의 수혜 속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로 내가 체험한 가족 내에서의 삶은 대 여성이라면 이렇게 살아‘20,30
야 한다 는 가정과 규범적인 삶의 서사 속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나’ . 

는 여성 작가로서 나의 삶이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에 머

무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대학 진학 후 취업 결혼과 출산 . , 

13)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 , , 2016, p 「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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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시리즈 중 첫 번째 ( 7) < > , 2016, 

싱글채널비디오, 8‘ 32“

도판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시리즈 설치장면 ( 8) <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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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시리즈 중 두 번째 설치 장면( 9) < > , 2016, 

후 양육이라는 대한민국 여성의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양태이자 생

애 주기에 따른 과업들을 여성작가로 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 여성이자 장녀인 나의 역할과 내가 . 20

되고자 하는 작가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은 당시 나에게

는 매우 모순적이고 어렵게 느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의 몸은 전통. 

적인 성의 역할과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여성 작가의 역할이 부딪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충돌. 

하는 지점을 나의 몸으로 상정하고 작품에서의 나의 몸을 통해 내가 수, 

행해왔던 다양한 역할을 드러내면서 내가 겪어야 했던 혼란한 상태에 대

해 발언해보고자 했다.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도판 에서 나는 부모님이 각자 < >( 7)

나의 가정에서 맡으신 요리와 기계를 고치는 노동에 대한 설명을 녹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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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시리즈 중 세 번째 설치 ( 10) < > , 2016,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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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두 분의 설명을 주어 목적어 동사로 분리하여 임의로 결합한 지시, , , 

문을 만들었다 나는 본 작업에서 요리도구와 공구들로 가득 찬 작업실. 

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딸의 역할을 동시적이면

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본 작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 

부모님이 수행하는 남녀의 전통적이며 이분법의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장녀인 내가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기대에 대한 반응으

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장녀인 나는 부모님 세대의 전통적인 남녀의 . 

이분법적인 역할과 희생의 혜택을 전유하고 있지만 부모님처럼 전통적, 

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모순된 삶이 본 작업의 출

발점이 되었다 당시 나는 부모님이 수행하시는 이분법적인 노동을 당연. 

시하지만 부모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관에 입각한 진로, , 

결혼관 즉 여성의 삶에 대한 견해차로부터 오는 갈등들을 설교나 세대 , 

차이로 여겼었다 동시에 나는 예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살아가. 

면서 일상에서의 착한 딸 과 멀어지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 ’ , 

는 성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일상의 노동에 대한 무능력함 역시 깨닫게 

되었다. 

본 작품에서 나는 표면적으로나마 부모님의 지시문을 따르며 작

품의 주인공으로 퍼포먼스를 이끌어가기보다는 가족 내의 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랐다 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 

통해 평소 내가 문제시 하고자 했던 이분법적으로 나뉜 성 역할을 두 분

의 목소리를 동시에 따르려고 시도하는 나의 신체적인 수행으로 연결하

고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불완전하고 다소 엉뚱하게 제시되면서 . 

가족 내에서 전통적으로 나누어진 노동 중 어떤 것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없는 나의 자폐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즉 나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 

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세대와는 달리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 

당하거나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동시에 아버지가 수행하시는 노동은 남성이 하는 역할이라고 , 

배워왔기에 배제되었다 지시문의 형식을 통해 나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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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고 도판 페이스 와일딩 기다림 퍼포먼스 장면( 4) , < >, 1972,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말씀해왔던 위계적인 지시구조를 형식적으로 유지

하면서 미술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부모님의 ,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도 아니기도 하다 나는 위 작업에서 세 번의 퍼, . 

포먼스를 진행하였고 그 퍼포먼스를 녹화한 세 개의 촬영 영상과 그 퍼, 

포먼스의 결과로 만들어진 요리와 비슷한 형태의 완성품을 사진으로 인

화하여 제시한다 도판 .( 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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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출신의 작가인 페이스 와일딩 의 기다(Faith Wildng) <

림 참고 도판 은 여성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기다(Waiting)(1972)>( 4)

림의 연속 반복이라는 자작시를 의자에 앉아 분간 읽는 퍼포먼스이, 15

다 이 작품은 여성의 삶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규정되는 것에 대한 비. , 

판적 시선을 담고 있으며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행위로 사회의 시선이, 

나 규정으로 인해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행위를 수행하지 못함 을 보‘ ’
여주면서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나를 위한 두 개의 . <

지침서 는 와일딩의 작품과 같이 부모님으로 대변되는 타인의 기준에 >

속박된 나의 행동을 재연하지만 두 분의 목소리가 조합된 지시문으로 , 

인해 혼란한 상태 그리고 그 지시문을 완벽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가족제도라는 현실의 상황 속에 속한 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언하고자 했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에서 나는 네 명의 가< , >(2017)

족 구성원들의 증명사진을 확대하여 조각의 흑백 퍼즐로 만들어 1,000

물리적으로 가족들의 증명사진을 해체할 수 있게 했다 네 명의 퍼즐은 . 

성별 상의 이유로 포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여동생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분해되었고 결국 여동생의 모습만 완성된 후 아버지 어머니 나 여동, , , , , 

생 남동생의 순서대로 배치된다 이 작품은 증명사진과 퍼즐 합치는 방, . 

법론을 통해 나는 실존하지 않는 이의 얼굴을 만든다는 명목 하에 현재 

존재하는 이들의 모습의 부분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 

과적으로 인의 모습은 완전한 이미지를 잃게 되지만 여동생의 모습은 4 , 

두 조립된 완전한 상태로 제시된다 도판 즉 나는 가족들의 모습은 .( 11)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없는 여동생의 모습을 완성된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유와 사연으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여동생

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본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사회와 가족 내에서의 피해자였던 

여동생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 대신에 살, 

아 있다는 부채 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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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도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작품의 부분( 11),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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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내에서 살아왔던 생애를 반추하게 했으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 

성 차별적인 구조를 나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14) 

즉 나는 본 작업에서 여동생의 모습을 찾아나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의 외적인 형태를 분해하고 나 자신의 모습과 여동생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나의 생애가 매우 우연적인 기반에서 시작되었다, 

는 것과 그렇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 작업에서 퍼즐을 맞추는 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대, 

한민국 여성이자 가족 내에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얼굴 없는 딸들의 

모습을 찾는 여성 작가로서의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14) 출생성비는 출생여아 명에 대한 출생남아수로 표시되며 우리나라의 출100 , 
생성비는 년 이후부터 차츰 높아지기 시작해서 년에는 을 기1980 1993 115.6
록하였다 특히 첫 아이의 경우 백 명의 여아 출산 시 명이며 둘째의 .  1 110 , 
경우 명 이상 셋째의 경우 명 이상 넷 째 출산의 경우에는 백에 130 , 170 , 2
이른다 이는 자연적 출생성비의 평균인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106 ,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들에서 인위적인 요인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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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현장화를 위한 기록 방식2). 

나는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에서는 요리를 시작하고 완성< >

하는 신체의 수행을 서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영상을 사용하였다 나아. 

가 카메라를 기록 매체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을 관찰하고 주관적인 관“
점에서 일상을 재구성하는 창작행위로써 사실적인 현장화”1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즉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해 나의 작업에서 새로운 현실을 , 

연출하여 신체로 수행하였다 작가가 구성한 연출을 직접 행한다는 것은 . 

작업을 실제 일어나는 사실16)로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기록된 영상을 , 

보는 관객들에게도 작품이 작가에게 일어난 사건이자 현실로 보이게 한

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두 개의 지침서 에서 카메라의 . < >

촬영 방식은 관찰자의 시선에 머무르기보다는 작위적인 상황을 유발하, 

고 그것이 가진 기록의 특성을 통해 작업의 현장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에서 나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합쳐진 . 

지시문을 수행하고 카메라로 기록하는 과정이며 스스로 사건을 만들고, 

나의 실제의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딸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가족제도에 대한 나의 비판적 태도를 . 

작업으로 현실화해보는 것은 내 삶을 타인이 기대하는 딸이라는 역할 수

행에 국한되지 않게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신체와 역. 

할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노출되는 작가의 모습과 위치는 작품의 제“

15) 서현석 스스로를 향해 카메라를 든 사람들 한국언론학보 , , , 2006, p 「 」
118.

16) 사실 이란 ‘ ’ 기본적으로는 시간상 공간상 실재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존재, 
또는 사건을 의미한다 실제적 경험적 개체적인 것으로 환상 허구. , , , , 
가능성, 필연성 당위성 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사실은 , .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환상 허구와 구분되며 자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을 법한 일 혹은 있어야 할 일의 의미를 지니는 ' ' ' '
진실 와 구분된다 문학비평사전' (truth)' .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202&cid=60657&categoryId=60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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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던 고정된 실체 가 아니라 (being)

창작행위의 효과로 구성된 유동적인 과정의 한 경과 라는 (becoming)”
서현석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17)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에서는 증명사진 이라는 관습< , > ‘ ’
적으로 규정된 사진 형식을 통해 나와 가족을 사회적인 규범에 맞추어 

기록된 것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필립 뒤바는 그의 저서 사진적 행. 『

위 에서 사진에서 이미지를 존재하게 하는 행위 밖에서는 더 이상 그 , “』

이미지를 생각할 수 없다 사진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 , 

다도 진정한 도상적인 행위이다”18)며 즉 사진은 글자 그대로 인화물, “
일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의 상황과 그것을 있게 한 원인 밖에서는 더 

생각할 수 없는 무엇 즉 실행 중인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무엇, . 

은 이미지 행위와 동시적이며 동질체적인 것이다- .”19)라고 역설한다. 나

에게 증명사진을 촬영 당하는 행위는 신체의 일부분을 주어진 규칙에 맞

춘 이미지 행위이면서 나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증명하고 실존하고 있- , 

다는 경험이기도 했다 나는 본 작품에서 증명사진이 한 사회에 공인된 . 

시민이자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공

통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신, 

체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라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이러한 경험이 자신들의 실존 경험과 존재하

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와 대비되어 느껴지기를 바라는 의도로 증명사진

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오은경은 마사키 후지하타. (Masaki 

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현실과 작품 안에서의 가상현실간의 관Fujihata)

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현실 또한 서로 구속력을 가지면서도 동일한 차원으로 수렴

17) 위의 글 , p 139
18) 필립 뒤바 , 사진적 행위 이경률 역 사진마실, , , 2005, p 12.『 』  
19) 위의 책 ,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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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은 오히. 

려 가상공간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한편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관찰을 통해 현실 자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20) 

결국 나는 카메라를 활용한 기록의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과 사

진 퍼즐을 통해 나의 작품들을 경험을 현실화하는 공간으로 상정하였다. 

작품에서 퍼포먼스 행위를 카메라 앞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는 것은 실제

적인 경험을 촉발하면서 나의 현실과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 고찰할 기

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더해서 나를 위한 두 개<

의 지침서 에서 등장하는 도구는 더 이상 신체에 부착되어 조형적으로 >

기능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요리도구와 공구이기 때문에 실제의 , 

사용법을 익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작업들에서 드러나는 신체. 

의 행위는 첫 번째 단계의 작품에서 내가 수행했던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동작이 아닌 요리라는 일상적이고 서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에서 사용된 형식은 증명사진< , >

과 퍼즐의 결합이다 증명사진은 규격을 제한하며 각종 증명서 등에 필. , 

수적으로 필요한 한 개인의 공인된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여기. , 

에서 사진이라는 기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과 제도에 부합하도록 사

람들의 신체를 형식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퍼즐은 완결된 이미. 

지를 물리적으로 해체 및 조합할 수 있는 조형 방식이다 나는 퍼즐이 . 

전체가 아닌 일부 조각만으로도 이미지의 완결성에 대해 은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퍼즐을 사용하여 새로운 가족의 얼굴을 만드는 . 

것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합성 과 달리 퍼즐 조각들이 물질적으로 어디‘ ’ , 

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 

나는 얼굴 사진과 퍼즐이라는 형식을 합치면서 신체를 나에 의해 점유된 

표현의 도구나 자율적 영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따라서 본 . 

작품들은 사회문화적인 제도 속에서 여성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하는 몸

20)  오은경 뉴 미디어 시대의 예술 연세대학교 출판부, , , 2008, p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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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본론 의 몸이라는 출발점 에서 소개한 작업에서 몸의 사용이 1 ‘ ’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위 두 작업에서 몸의 사용은 , 

구체적인 계획과 섬세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즉 나는 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업 내에서 스스. 

로 조건을 설정하는 제작자이자 체험하는 연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고 실천하는 . 

방법론은 작업 내에서 나의 행동이 미술 작품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

을지를 고민하게 했다 따라서 나는 요리와 공구를 다루는 행위에 집중. 

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행위를 합치면서 생기는 행동의 불일치를 퍼포, 

먼스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하면서 나의 문제의식을 시각화하고자 했

다 또한 퍼즐을 맞추는 행위에서도 내 목표는 이미 완성된 명의 얼굴 . 4

사진 퍼즐을 분해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고 정해져 ‘
있는 이미지를 맞춘다 라는 퍼즐의 일반적인 목표를 뒤틀어 내가 가진 ’
여성이자 딸로서 문제의식을 수행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 

통해 나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나에 의해 전유된 몸이라는 첫 단

계의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제도에 속해 있는 딸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인

지하고 개인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중첩된 공간으로 나의 몸을 문제, 

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두 작업은 내게 자의식과 타자의식의 문제를 반. “
영”21)하는 것이었다 즉 나에게 퍼포먼스의 수행방식의 의미는 개인적. 

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관습 제도 시스템과의 상관, , , 

관계에 놓인 개인의 의지 와 자유 의 한계선을 측정해가는 통로로 인‘ ’ ‘ ’
식”22) 되었다 .    

궁극적으로 두 번째 단계의 작품의 방법론은 나의 몸을 딸이라

는 개인적인 역할과 여성 작가라는 사회적인 역할을 동시에 기입하고 있

21) 백영주 테칭 시에의 생애작업에서 나타나는 시간성과 매체성 한국기초 , ‘ ’ , 「
조형학회, 2012, p 214.

22) 위의 글 ,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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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본 작업의 출발점은 장녀의 역. 

할을 수행하는 나의 고민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개인의 서사로써 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한국사회의 가족제도의 불합리함과 연결

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시각화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성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에서 가부장제에 관해 . 

문제의식을 느끼는 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의 신체가 외상의 . “
의미를 회피하려는 격리와 동시에 그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개방이, 

외상의 감정적 영향에 맞선 방어와 더불어 그런 감정적인 영향의 산출이 

함께 이루어지는”23)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작품에서 제시 . 

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현실화하면서 일상의 

문맥이 여성 작가인 나의 태도를 잠식하는 것을 방어하고 나아가 일상, 

에서의 나의 의식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나. 

의 일상의 궤도에서 출발하였지만 평균으로 존재하던 나의 익명성을 여, 

성 작가로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고자 하는 용기를 주었다.

23)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옥 조주연 최연희 역 서울 경성대학 , , , , ( ), : 『 』
교 출판부, 2013,  p 211.



- 37 -

공적 영역으로써 여성의 몸3. 

여성공동체와 나1).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몸의 움직임을 통한 조

형적 표현과 개인적인 감정 해소보다는 나의 신체가 사회적이고 제도적, 

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와 감각을 촉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년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 사건2016 24)이후 이어진 강남역 10

번 출구에서의 추모 운동은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나영은 강남역 번 출구에서. 10

의 추모 운동의 의의를 “사실 여자인 내 몸 곳곳에 새겨진 고통스러운 ‘ ’ 

기억을 상기하는 장이자 폭력을 통해 여성이 되는 경험을 공유하는 장, 

이다 침묵하던 피해자에서 공감된 청중으로 거듭난 이들이 타인의 아픔. 

과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며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 라고 설명하고 ”
있다.25) 마찬가지로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한 명의 여성으 

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공감대와 연대감을 느꼈고, 

추모 운동을 통해 다른 여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함께 발언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무게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과. 

정에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주변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존재 가능

성조차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폭력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 

성별 감별을 통한 여아에 대한 인공유산이 대한민국의 공적 사건일 뿐만

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내에서도 실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내. 

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또 다른 차원에서 나의 삶과 동

24)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2016 5 17
동의 상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대 남성이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30
건이다 피의자는 명의 남성이 화장실에 출입한 후 이후 화장실에 방문한 . 6 ,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였다.      

25)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문화와 사회, , , , , 「 」
2016,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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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것이 아닌 나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 . 

나는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영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 

이전에는 무관심했기에 비가시적으로 여겼던 한국 여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나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 

의식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도판 자기소개 하기 용산역 스틸컷( 12) < - >, 2016, .

자기 소개하기 에서 나는 강남역 번 출구 용산역 도판 < > 10 , ,(

전쟁기념관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이크 대신 소음 측정기를 12)  DDP, 

들고 성별 이름 가족 관계 직업 가치관 등 나의 정보가 담긴 여섯 가, , , , 

지 문장으로 나를 소개한다. 작업을 구상하는 초반 단계에서는 쇼핑몰, 

기념관 역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나의 몸의 반응을 각각 기록하는 것이 ,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 

나와 사회적인 사건이 교차하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작업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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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자기소개 하기 강남역 번 출구 채널 비디오( 13) < - 10 >, 2016, 4 , 2‘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따라. 서 강남역 번 출구라는 10

사회적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도판 한( 13) 

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우연히 살아남아 현존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해 ‘ ’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마이크 대신 사용한 소음측정기는 . 

데시벨 이라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나의 목소리의 크기(db)

를 치환한다 이 작품은 내가 한 사회에 속해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 

신 있게 큰 목소리로 대중들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 

소임과 내가 되고자 하는 여성 미술가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공공장소에서 발언해보면서 나의 신체적 반응인 목소리의 , 

크기를 기록하는 것을 작업의 방법론으로 선택했다 이는 가족 제도 내. 

에서의 딸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정체성, , 

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촉발되는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 여성 작가의 태

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갖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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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판 에드리안 파이퍼 카탈리시스 퍼포먼스 기록( 5) , < >, 1970, 

공공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통해 나의 몸에 새겨진 사회적 문맥

을 묻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형식과 의의는 미국의 여성 미술가 에드리언 

파이퍼 의 카탈리시스 참고도판 라는 작(Adrian Piper) < Catalysis>( 5)

품과 연관지어 설명 될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길거리 지하철 미. , , 

술관 서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퍼포먼스에서 끈적끈적한 흰색 페, 

인트로 칠 주의 라고 쓴 옷을 입고 고급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가거나‘ ’ , 

커다란 트림 소리가 녹음된 카세트를 가지고 도서관에 방문하는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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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인종과 젠더에 

대한 통념과 의문에 혼란을 제기한다 이러한 작가의 퍼포먼스 방식은 . 

대중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초래하는 것이었고 이런 행동들이 작가 자신, 

에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커다란 성격의 변화를 초래했다 라고 말한‘ ’
다.26) 나 역시 이 작품을 진행하기 전에는 공공장소에서는 대중이라는  

익명의 집단에 묻혀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파이퍼처럼 나를 익명의 집단에서 분리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를 실천

하는 여성이 되어보고자 했다 이러한 수행적 행위는 사회의 분위기에 . 

발맞추고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불편했던 나의 이전 성향에 반하, 

는 행위였으며 여성으로 발언한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과 의미를 체험적

으로 인식해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하기 는 나에게 개인. < > , 

사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이후 여성 미술가의 입장과 정, 

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즉 이 작품을 계기로 . 

나는 여성 미술가인 나의 신체가 사회적 통념을 체감하는 공적 영역이라

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공적 영역으로서의 나의 신체는 나의 의지를 전. 

적으로 배제해 나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여성들, 

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한 역할과 규범으로부터 나라는 개인이 예외가 되

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젠더 정체성은 나의 개인적. 

인 사건이나 성향으로 규정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여성들과의 연결 속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해

에 이르게 된 것이다. 

26) 트레이시 워 저 심철웅 역 예술가의 몸 미메시스 ( ), ( ) , , 2007 p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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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위한 매체와 애도의 정치성2). 

앞에서 서술했듯이 나는 자기소개하기 에서 여성 미술가이자 < >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나의 존재와 삶에 대해 발언하고자 했다 이. 

러한 나의 태도를 작품의 제작 방식 즉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전시장에서 재생시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본 영상 작품에서 나는 공공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나의 신. 

체를 통해 사회정치적 문맥과 관계를 맺기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 . 

과정에서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행인들의 시선이 나의 신체의 반응에 크

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것이 작품의 주요한 구성이자 맥락이 될 수 ,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 카메라는 이전의 작품과 . 

같이 나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

과 행인들의 반응을 함께 기록한다 즉 행인의 시점에서 촬영하는 카메. 

라의 활용 방식은 거울이라는 친숙하고 사적인 도구라고 여겼던 첫 번째 

단계에서의 매체에 대한 인식을 탈피하고 나의 발언과 신체가 처해있는 , 

상황과 장소를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발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찍는 영상 촬영의 의미는 많은 여성 

감독들이 이뤄온 사적 다큐멘터리의 의의와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나의 작업은 사적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형식의 서사적 측면과 길

이 전시 방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기에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장르와는 , 

구분되어 미술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 다큐멘터리는 역사. 

와 정치 사회적인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의 기능 및 역할을 주관적, 

인 기록과 사건으로 옮겨오는 것으로써 촬영 주체인 감독이 카메라를 , 

나 로 향하게 하여 스스로의 삶과 경험에 관해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 ’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나의 영상 활용 방식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김숙현과 이효민에 따르면 사적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는 자기 자신. 

과 타인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상호 작용을 기록하면서 침묵하던 대중의 

일원에서 공감된 청중으로 거듭나며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며 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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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27)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본 작품에서 . 

여성공동체의 일원인 여성 작가로 느끼는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발언하고

자 하였기에 자기를 소개하는 행위의 과정과 현장을 그대로 녹화하여 제

시했다 이러한 기록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의 촬영 행위는 사적 다큐멘. 

터리의 형식적 특성인 카메라의 촬영 대상을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는 것

과 닮아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서사를 다루어서 정치적 , “
의의를 찾는 것‘28)이라는 목표 의식을 공유한다 또한 여성 감독들의 자. 

기 서사를 통한 사적 다큐멘터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이, 

지 않는 여성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대안적인 여성 정체성을 규

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29)는 점에서 나의 작품이 다큐

멘터리라는 형식과 장르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 

는 의미 생성의 측면에서 매우 닮아있다. 

남인영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주의 영상매체의 제작 역사는 가”
부장제에 의해 정의되고 묘사되고 설명되어온 여성들을 보기와 말하기, , 

의 주체로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는 탈역사화되고 탈목소리화된 여성. 

의 위치에 맞서 살아있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목소리 를 구축하’ ‘
려는 시도”30)이다 탈목소리화된 존재가 아닌 여성의 목소리 를 내는 . ’ ‘
능동적인 발언자로 자립하고자 하는 자기소개하기 에서의 나의 모습< >

은 이전 단계의 영상 작품에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수동적, 

인 딸의 위치를 수행하는 모습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기소개하기 의 나의 목소리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되어 변환되< >

고 각 문장마다 데시벨의 크기가 기록된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는 나의 . 

27) 김숙현 이효민 사적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경향 및 특성 신진 여성 다큐 , , 「
멘터리 감독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디어젠더 문화, , , 2018, p 47」

28) 위 글 , p 50 
29) 위 글 , p 59. 
30) 남인영 타자들의 목소리 한국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의 사, ' ' :「
운드와 이미지의 관계 영상예술연구, , 2008, p.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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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및 신체의 반응에 따라 데시벨의 수치에 변동이 생기게 만든다. 

결국 타인이 보기에 나는 내가 외치는 주체성에 대한 의문과 불안을 여

전히 남겨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발언은 영상이라는 기록의 방식을 , 

통해 전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면서 나의 목소리와 발언을 지속

시키면서 확대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작가인 나 역시 한 명의 청중으. 

로 나의 목소리를 반복 청취하면서 스스로의 발언과 시도를 각인하였다. 

따라서 나는 카메라에 의해 기록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확산

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카메라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미술가의 입장을 

확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31)에 속한 나는 카메라로 나의 행동

을 녹화하여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대중 앞에서 나의 서사를 노출하는 것

이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인 기록의 성격을 넘어서 정치적 의미를 지닌

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녹화된 디지털 . 

영상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 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platform)

가능성을 가지며 이러한 노출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토론, 

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공공장소에서 발. 

언하는 행위를 직접 촬영하고 이름 모를 타자에 의해 촬영 당할 수 있, 

다는 불안에서 파생되는 부담감을 감수하고 여성의 문제에 대해 의식적

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상 방법론을 통해 이 작품은 . , 

나를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여성 미술가이자 발언하는 여성 시민에 위치

시키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1) 디지털 생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
는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은 학교나 특정 운동집단 을 통해서‘ ’
가 아니라 를 통해 의식의 확장을 경험해 왔다 다양한 사람들과 접속하SNS . 
면서 역차별 담론의 과잉과 허구를 깨닫게 되고 다층적 문제들을 일상적으, 
로 공유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익히고 부당함을 인지하는 시각을 넓혀 간
다 사적인 체험을 나누면서 공감과 상호지지 이에 기반한 연대의 가능성도 . , 
확인해 왔다. 
네이버 지식 백과 및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 차별 인용( , , p. 171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80866&cid=42111&categoryId=4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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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소개하기 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은 나< > < , >

의 신체를 통해 애도라는 정동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애도( )哀悼 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다“ ”32)라는 뜻이다. 

불확실한 삶 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슬픔으로부터 정치를 만들어낼 “『 』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물으면서 애도는 자신이 겪은 상실에 의해 ” “
자신이 어쩌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때 비로

소 일어난다 아마 애도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결. 

과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이리라”33)라고 주장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애도는 상실에서 기인한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애도라는 감정이 가진 정치적 성격을 통해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34) 그러나 대한민국에 

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애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희생자의 모습이 가시, 

화되어야 공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추모를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서초동 주점 살인 사건 이후 여성. 

들의 슬픔과 공감대는 여성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감을 촉발했고 이에 , 

따른 추모 행동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과 공감을 발언할 수 있게 

하는 장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는 년 하반기에는 . 2016

내 성폭력 이 확산하면서 미술계 내 성폭력 등을 말할 수 있는 “#00_ - ”
분위기에 일조하였으며 잦아드는 듯했던 이 추세는 헐리우드 배우들의 , 

캠페인 소식이 전해지자 새로운 국면을 맞“#MeToo”, “#Time’s Up” 
게 되었다 현직 검사 시인 연극인 기자를 비롯한 전문직 여성들이 조. , , , 

직이나 집단 안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

다.35) 즉 여성들의 애도의 마음과 여성 공동체의 연대는 사회 전반 

32)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0.09.28.>

33)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역 경성 , : , , 『 』
대출판부, 2008, p 47. ,

34) 앞의 책 , p 57-58.
35) 신상숙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통합적 접근의 모색 페 , - , 「 」

미니즘 연구, ,2018,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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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서울 타임스 후이 갤러리 샤틴 홍콩 전시장면( 14) , 2019, ( , ) , 《 》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

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기반 속에서 자기소개하기 에서 나< >

의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애도의 물결과 정치적 의식에 합류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나는 이러한 애도의 정치성이 가지는 힘을 목도하면서 대

한민국의 년대 성별 감별을 통한 인공 유산에 대한 피해자들 즉 나8,90 , 

의 여동생을 포함한 많은 지워진 여아들은 모습조차 없고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기에 애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신체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 

다고 여기게 되었고 미술의 방법론을 활용해 사라진 여아들의 모습을 , 

가시화할 기회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미술의 시각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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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 안에서 본 사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애도로 나아

가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했다 도판 그렇기에 본 작품의 방법론.( 14) 

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 를 나의 신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나의 신‘ ’
체가 능동적 해석과 주장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본 단계에서 내 몸 안에서 개인과 공적인 사건의 . 

교차점을 찾고자 했으며 애도라는 감각에서 시작하여 사회와 여성의 몸, 

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면서 내가 속해있는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을 현실화하고자 했다 내가 여동생에게 깊은 . 

슬픔을 느끼는 것은 한 가족의 딸로 겪은 나의 삶의 경험에서 시작되었

다 그러나 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가족사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 

한국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사건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자기소. <

개하기 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과 같은 작품들을 창작한 > < , >

단계에서 나의 몸이 내가 속해있는 사회의 공적 공간임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그 공적 공간인 신체를 통해 목소리 를 내며 사회를 변화시킬 ‘ ’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능동적인 공공의 일원이기를 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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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Ⅳ

 본 논문에서 나는 년간의 작업들을 신체에 대한 인식과 표현 2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작품창, 

작에서 나의 몸의 활용을 여성주의 문맥에서 의미화 하고자 했다 따라. 

서 나는 작품에 드러난 나의 몸을 본론 에서 세 개의 과정으로 구분하Ⅲ

고 나의 몸과 젠더를 규정해 왔던 근거와 변화과정을 여성으로 나의 몸, 

에 대한 인식과 카메라의 활용 방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했다 본 논문. 

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나의 신체적 경험은 주로 일상생활의 의미에 

포섭되어 있지만 작품 창작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신체의 , 

일상적인 의미까지 다시 정의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게 하며, , 

작업과 일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삶의 경험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 

미술 작업은 작가의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제작과 전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가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 

이러한 체험은 내게는 중요한 삶의 사건이자 지표로써 작품 제작 후의 

작가이자 일상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를 사회화시키는 동력이 되

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원 초반에는 답답함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몸이라도 

움직여 작업을 진행한 적이 많았다 따라서 나는 이 단계의 작업들에 어. 

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 작. 

성의 주요 주제인 여성의 몸을 페미니즘 미술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작품에 등장하는 신체와 자기 인식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과거에 간

과한 작품의 의미와 문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논문의 작성은 나에게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진행한 작업을 과거. 

의 의도에 고정하기 보다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용기를 획득, 

하면서 그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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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나의 여성적 젠더 정체성은 마치 분절된 것처럼 보였던 나의 작

업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이었음을 발견한 것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얻

은 결론적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는 년간의 작업과 나를 여. 2

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젠더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 

몸에 부여된 여성 정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 연결 지어 보, 

면서 내가 원하는 여성의 역할을 발견하고자 했다. 

결국 단계별 구체화와 과정을 따라가는 본 논문의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평범하고 균질적인 상태에서 살았다고 믿었던 인식 상태

에서 벗어나 한 사회와 미술 공동체에 속한 작가로 나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자기 인식의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내가 여성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된 것은 이에 부흥. 

하는 능동적인 여성의 삶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변화과정

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년간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2 , 

자기인식의 변화는 삶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제 의 성 에서 2『 』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

지 않는다 여자가 된다. ."36)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인 젠

더를 통해 여성은 되는 것 이라고 한다면 젠더 트러블 에서 보부아‘ ’ , 『 』

르를 독해하는 주디스 버틀러에게 젠더는 시간 안에서 점차 반복되고 수

행된 행동이 만드는 양식이다.37) 내가 판단하기에 나의 몸의 행위는 보 

부아르의 되기 와 버틀러의 하기 사이의 어떤 것이다 보부아르에 따‘ ’ ‘ ’ . 

르면 나는 이미 여성이 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여 받아들인 딸이자 대‘ ’ , 

한민국 여성이라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그. 

렇지만 여성 작가로 작품에서의 실천과 수행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여성

36) 시몬 드 보부아르 제 의 성 이희영 역 동서문화사 , 2 , , , 2009, p 30. 『 』
37)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 , , , 2008, p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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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과 삶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은 버틀러에 따르면  하고자, ‘ ’ 
하기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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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male Body and the Body 

as Performative Medium: Female 

consciousness and the 

Transformative Process in Art 

Practice

 

Park, Hyunjin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y work, I claim an individual’s body as both a site 

inscribed with social and cultural norms and a space of 

possibility where one’s gender identification is fulfilled through 
bodily performance. To support this claim, I trac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y own awareness as a woman and my 

performance work. The performativity of body addressed in this 



- 57 -

paper transcends the ordinary roles ascribed to it and instead 

serves as a basis for inspecting and analyzing a series of 

changes in my own attitude as an artist. The multifarious 

approach to the change in my notion of body results in the 

observation that gender as a social construct is much a more 

flexible category than a fixed one. Following this observation, my 

work is predicated on the course where my take on my own 

body goes from the personal to the familial to the social.  

             The process in which the notion of my own body as 

private entity expands into the social one that recognizes my 

own body first and foremost as female body is grounded in the 

work produced by a number of feminist scholars and artists. 

Therefore, I attempt to expand the significance and the 

possibility of my own body in the art historical context by not 

only making connections between my own work and the 

aforementioned feminist work both theoretical and artistic but — —
also taking into account my own position and the situation in 

which I find myself, which reveal meaningful differences and 

separates my work from those of my predecessors’. 
             In Sticky Wings and Well Done!,a series of compulsive 

acts are imposed on my own body. The work initially was an 

attempt to express the affective state of frustration that had no 

clear source, which later manifested in a series of repetitive 

actions and the use of a camera as mirror. The use of a camera 

as a mirror is linked to a narcissistic attitude that takes one’s 
body as personal property at one’s disposal. This attitude, 

however, changed as I discovered and made references to a 

number of work by other woman artists who engag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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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body, which enabled me to move beyond using my body 

as a tool for personal expression and develop a critical take on 

the way in which the female body is employed in the art 

historical context. At the same time, most of the work I 

discovered and made references to were the performance work 

produced in the 1960s and 70s, whichwere slightly anachronistic 

for my purpose. 

             To develop a more concrete and specific practice, I 

sought to examine the role of women in my own time and place, 

during which I came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role of daughter—
the one that had shaped my own identity as woman. The 

observation that my body was linked to the identity of daughter

the one based on the institution of family led to — — The Two 

Guidelines for Me and Nowhere to be Found, Anywhere to be 

Found, the two works in which I attempted to redefine the 

identity I was ascribed with as the oldest daughter through 

performance. The performative aspect of the work allowed me to 

experience a new form of embodiment, whereas turning it into a 

video form implied the transition from the personal context to 

the art historical context in which I sought to flush out what I 

took to be ideal womanhood. During this process, I came to 

realize that the traditional and binary form of family was part 

and parcel of the patriarchy that had been in place for a long 

time in our society.

             I also sought to develop my own perspective as a 

woman artist who takes on the collective identity of Korean 

women. My body is an intersection where my identity as an 

artist, a daughter, and a Korean woman converge, and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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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an opportunity to relate to and speak up about the 

gender issues and problems in our society as an artist. For 

example, Introducing Oneself addresses the Seocho-dong 

femicide in 2016, and  Nowhere to be Found, Anywhere to be 

Found examines the problem of sex-selective abortion. Both of 

these video works where I speak up about women’s rights are 
meant to be displayed in the art space, which will serve as both 

an archive and a vector for dispersal. In both of these works, I 

explore the political potential of mourning as I draw from the 

genre of first person documentary.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apture the 

link between the personal, the social, and the artistic practice, 

and discover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my notion of body and the ways in which the body is employed 

in my own work. In my work, I seek to redefine the significance 

of my work that takes as its medium my body and its history 

while refusing to reduce it to the personal. The body is a 

flexible entity, and, therefore, it is not apt to examine the work 

that deals with the body through a single theoretical lens. 

Rather, I choose to analyze it by revealing the way in which I 

create my work with my own female body.    

             In the past two years, I mostly relied on senses and 

intuition when creating work, which was part and parcel of the 

process in which I attempted to develop my own artistic 

practice. The attempt to locate the link between my own work, 

feminist theory, and art history implies  imbuing my work with 

social and art historical significance. The reexamination of the 

concepts of body and gender that I was able to exper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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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y opens up the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the distinct 

features of my work in relation to the society to which I belong. 

 

keywords : Gender, female body, performance art, individual 

perception and body, body to play a role, performance of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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