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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체 이미지의 조합을 통해 상상 개체 를 조형하여 미시“ ”
적인 신체 감각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내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나는 신체와 생물의 부분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조형 요소로 

바꾼 뒤 이들을 조합하여 실재하지 않는 개체를 형상화한다 또한 개체 , . , 

하나를 단위 삼아 형상에 변화를 주어 증식시켜 개체 무리를 만든다 이. 

와 더불어 다양한 색상의 형상을 벽면에 찍거나 입체로 만들어 설치로 

확장해 상상의 세계를 유희적으로 표현한다.

내 작품에 등장하는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엔가 존재할 법

한 생물과 같은 인상을 준다 낙서할 때 무의식중에 끄적거린 형상 하나. 

를 입체 조형물로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였더니 보는 이에게 감정이 있, 

는 개체로 보이게끔 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언어와 문자를 매개하지 . 

않고 구체적인 생물을 재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의 , ,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기체와 관련된 이미지 연상을 한다는 사실이 흥

미로웠다 이를 계기로 나는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다양한 방법. , 

으로 조형하며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확장하였다. 

한편 나는 인체와 다른 감각 기관을 가진 생물의 몸이나 그들의 부분, 

을 닮은 형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심은 일상에서 숨기. 

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신체 감각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다 나는 . 

최소한의 기관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개체를 상상함으로써 모든 유기체

가 공유하는 생명 활동의 근원인 자극과 반응 에 관한 이미지를 제작한‘ ’
다 이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몸에 대한 감각을 환기하고 존재. , , 

하지 않는 개체에 대한 환상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가 상상하는 개체는 식물과 인체 등의 살아있는 형태를 암시하는 

생물 형태적“ (biomorphic) 이미지에 속한다 생물 형태적 형상은 동식물” . 

과 인체의 최종적인 분화 형태를 암시하기보다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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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게 한다 나는 어디로 자라날지 모르는 미분화된 개체 형상에 변. 

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담아낸다 현실의 대상을 떠올릴 만한 단서를 명. 

확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감각을 지닌 생명체에 대한 각기 다른 

상상을 자극하려 한다.

나는 기존의 생물 형태적 이미지가 추상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

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로 보이게 하도록 일정한 조형 방법을 거친다 이. 

때 전체적인 몸을 이루는 기관과 단면은 색 면으로 몸 안팎의 감각기, , 

관을 연상시키는 털과 촉수는 곡선의 요소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몸의 .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구멍이나 개체 표면의 점무늬는 점의 요소로 , 

바꾼다 색 면 곡선 점의 요소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어디서 본 듯하면. , , 

서도 동시에 생소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개체를 만든다, .

또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개체 하나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정, 

하고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며 개체 수를 늘리기도 한다 각 개체에 변, . 

화를 주면서 증식시키는 방식을 통해 생물의 변이를 표현한다 이를 통. 

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생명체는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 

독자적인 개별자임을 암시하고자 한다.

나는 개체군이 살아가는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넓은 벽면에 

개체 형상을 실크스크린으로 찍거나 오브제를 만들어 공간에 설치하는 , 

방식을 택한다 개체의 실루엣에 높은 채도의 화려한 색상을 입힘으로써 . 

미지의 계( )界에 대한 자유로운 연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누구나 . 

알아볼 수 있는 친숙한 재료와 사물로 투박한 만듦새의 개체군을 섞어 

한 공간에 등장시킴으로써 유희적이고 직관적인 감상을 끌어내려 한다.

본 연구에서 나는 생물 형태적 요소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시

각화하는 여러 가지 조형 방법을 알아보았다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 

미분화된 개체에 대한 집착의 기저에 생명체의 본능적인 감각과 관련된 

이미지 연상을 끄집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상에서 숨겨진 . 

신체 감각과 관련된 세계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 몰입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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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신체 이미지 생물 형태적 유희적 상상 개체 이미지 연상: , , , , ,

추출과 조합 변이와 증식 단위의 반복        , , 

학  번: 2017-2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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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보드에 에나멜 페인트 템페라 페인트             , , 

잉크 끈 금속 벨트             , , , 54 x 68.6 x 23cm, 

개인 소장 뉴욕              , ························································· 15



서 론I. 

부풀어 오른 모양 튀어나온 모양 솟아오른 모양 구멍이 뚫린 모양 , , , 

등 나는 어떤 모양을 바라본다 나의 눈을 사로잡는 모양은 어딘지 엉, . 

뚱하게 생긴 것들이다 대체로 예상하지 못한 부위에 있거나 어떤 무늬. , 

가 표면의 특정 부위를 뒤덮고 있는데 이런 외양은 나에게 시각적인 쾌, 

감을 불러일으키고 조형 욕구를 자극한다, . 

나는 년부터 나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모양의 부분을 조합하여 실2015

재하지 않는 개체의 형상1)을 상상해 왔다 이를 조형하는 행위는 현실에. 

서 나에게 가해지는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한다 나는 . 

인체와 다른 감각을 가진 개체를 상상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시각

화한다 나에게 있어 상상 개체를 형상화하는 일은 어느 곳에도 분류되. 

지 않는 새로운 종을 자의적으로 창조해 내는 놀이 와 비슷한 행위이, ‘ ’
다 놀이할 때 놀이 밖의 현실을 깨닫는 순간 흥이 깨져버리듯이 나는 . , 

작업을 작업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조형을 하는 순. 

간에는 주변 상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즉흥성과 몰입의 순간을 가장 중

시한다 나에게 있어 조형 활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을 . 

지닌 활동이 아니라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실과 분리된 세계를 만들어, , 

이를 나와 다른 감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목

적의 활동이다.  

나는 실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상상하게 이끄는 이미지의 

마법 같은 힘이 흥미롭다 나는 시각 미술을 통한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을 시작으로 조형 언어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구현한다 특히 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행위에 있어 모두가 신. , , 

체를 가진다는 공통된 사실을 빌어 대안적인 소통의 창구가 열릴 것이, ‘ ’ 
라 믿는다. II 장을 통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상상하기 시작한  , 

1) 본 논문에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생명체의 형상을 상상 개체 라  “ ”
  명명할 것이다.



이유를 되짚어 보면서 비약적인 상상을 통해 숨겨진 신체 감각을 환기, 

하는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나는 대상의 외관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기보

다 대상의 부분적인 모양들을 추출하여 조형 요소로 둔갑시키고 이들을 , 

조합하여 어디에선가 보았을 법한 생물의 형상을 만든다 장에서는 . III 

내가 구현한 생물 형태적 이미지가 어떤 조형 요소로 인하여 정지된 화

면에서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에 개체 형‘ ’ . , 

상 각각의 부분을 조형 요소의 단위로 해부하고 생물 일반의 생명 활동, 

의 징후와 나의 감각 경험을 연결 지어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체 하. 

나를 단위로 삼아 증식시킨 작품들을 분석하여 개체군 내의 유사성과 개

별성을 어떻게 동시에 표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이를 드, 

러냄으로써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나는 상상 개체가 활동하는 서식지를 확장하기 위해 이들을 작은 화

면으로부터 탈주시킨다 그리고 비약적인 상상의 세계를 꾸밈없이 드러. 

내어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는 유희적 성격의 세계로 제시할 방법을 찾, 

는다 장에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형상을 벽면에 반복적으로 찍는 . IV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그 효과를 밝히고 친숙한 사물로 오브제로 만들, 

어 소리 나는 영상과 함께 설치한 이유와 그에 따른 효과를 기술할 것이

다.

본 논문을 통해 대학원 재학 기간인 년 하반기부터 년까지의 2017 2019

작품을 분석하여 이후 조형 활동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년에 제작한 작품들의 밑바탕이 된 년의 작품은 참고그림 으2017 2015 < >

로 표기할 것이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상상II. 

상상의 구멍 1. 

나는 작업을 통해 다른 세계에 가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곳에 가기 . 

위한 수많은 통로 중 하나로 구멍이 생각난다 이상한 나라로 가기 위해 . 

앨리스는 토끼 굴에 떨어졌고 루시는 옷장 속 구멍을 통과하여 나니아, 

를 발견했다 어릴 적 좋아하던 디지몬 어드벤쳐에서 선택받은 아이들은 . 

디지몬 세계로 가는 웜홀(wormhole)을 통과하여 파일섬에 떨어졌다 나의 . 

작업 또한 다른 세계로 가는 구멍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나의 구멍은 공책의 여백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을 빼곡히 그

리면서 나타났다 참고그림 공책에 필기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 1). 

모양들을 끄적거리는 것은 잠깐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역, 

할을 했다 낙서하는 시간은 마치 다른 시공간의 세계에 다녀온 것처럼 . 

느껴지곤 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백지나 여백에 검은 선을 표. 

시만 하는 건데 어떤 존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때 주어진 여백은 하. 

나의 세상으로 낙서를 통해 배출하는 형상은 그 속에 던져진 독립적인 , 

개체로 생각했다.

딴청의 목적으로 그린 모양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 공책의 여백으로부

터 나오게 되었다 년 가을 나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홀로 타지생활. 2015 , 

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언어장벽으로부터의 단절감을 처음으로 느꼈는. 

데 어디에다 심정을 토로하지 못한 채 답답한 나날을 보냈다 수업 시, . 

간 도중이나 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을 죽이면서 무언가를 끄적거리는 

행위를 이어나갔다 언어를 쓰지 않고 표정이 없는 개체들의 모습을 보. 

고 있자니 문득 내지인의 시선에는 이들과 내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작품 주홍 베개 이야기 를 제작하여 나와 전. < >

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언어와 문자를 매개하지 않는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참고그림 ( 2).



검정 선으로만 이루어진 형상을 가시가 돋아난 주홍색 덩어리 한 쌍

의 입체로 바꾸고 현실 세계에 연출하여 찍은 사진을 전시한 결과 보, , 

는 사람들에게 의인화를 통한 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구체적인 . 

예를 들면 한 덩어리만 있으면 외로워 보이는데 한 개 더 있어서 다행“
이다 라는 것과 같이 주홍 형상에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귀 한 짝.” , “
이나 콩팥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의 신체에서 떨어져서 새로 

마주한 세상에 적응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 같다 와 같이 무생물로부터 .”
신체의 기관을 연상하고 대입하여 하나의 개체로 보는 식이었다 언어를 . 

통해 배출하지 못하여 응어리진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거쳐 

다양하게 언급되는 현상이 흥미로웠다. 

당시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한 이후 나는 추상에 가까운 형상이 하, 

나의 생명체로 연상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각각의 형상이 주인공이 되어 

등장하는 세계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현실의 물. 

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체 간에 위계나 우열 관계가 없으며 외부, , 

와 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통제와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 

나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바람을 개체 형상이 득실거리는 이미지

로 구현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 만족감은 어린 시절에 상상화를 그. 

리며 느꼈던 주술적 의미에서의 유희적인 느낌과 비슷하다 놀이의 연장. 

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머릿속 상상이 그림의 이미지를 통해 눈앞에 

실현될 때 마법과 같은 순간을 경험한다 나는 마법과 같은 순간을 성인. 

참고그림 낙서의 예시[ 1] 



이 되어서도 이어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다 이때 작업을 하는 시간과 작. 

품을 통해 표현한 세계는 또 다른 고립된 현실이자 대안적인 세계가 된

다.

참고그림 주홍 베개 이야기[ 2] < >, 2015, 

천 솜 못 디지털프린트 가변 크기, , , , . 



신체 이미지의 위계에 관한 의문2. 

나는 나의 이해력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감각을 지닌 개체의 외

양에 관심이 간다 인간의 시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면 제자리에 달려 있. , 

어야 할 것 같은 감각 기관들이 예상 밖의 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나. 

는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과 같은 생물의 외양이나 맨눈으로 볼 , , 

수 없는 미생물의 시각 자료를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낀다 인간의 기준. 

에서 퇴화한 것이라 여겨지는 미분화된 생물의 몸의 구조와 감각 기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신체 감각의 유한성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촉진한다.

나는 나의 신체를 규정하는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개인에게 . 

부여되는 출신 국가 인종 성별 나이에 따른 구분은 개별 신체의 독특, , , 

한 특징을 단일한 기준으로 묶어버리는데 이로부터 나는 답답함을 느낀, 

다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학습을 받지 않은 상. 

태를 떠올리고 극단적으로는 세상에 나타나 생명을 얻은 최초의 모습을 , 

상상한다 아직 인간의 형체로 분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것은 개인. 

으로 단정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의 개체이며 원초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세포처럼 보이는 개체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잠재력‘ , ’ 
을 지니며 그 자체로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모르는 개체의 형상에 인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바람을 , 

반영한다 이러한 환상은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힘을 갈망하는 욕구에. 

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학습된 시각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생명 활동을 지속하는 

미분화된 개체와 내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더 나아가 이. 

들과 내가 합체된 순간을 상상하는 것을 즐긴다 다음은 그러한 상상의 . 

과정을 시각화한 도식이다 표 ( 1).

우선 나는 인간과 다른 감각을 지닌 생물이나 유기체를 닮은 대상을 , 

관찰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의 표면에 자라난 무수히 많은 털을 보고 (1). 



털이 집중적으로 자라있는 내 신체의 특정한 부분을 떠올린다 이때 . 몸

에 대한 감각에서 기인한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데 , 

이와 동시에 대상의 털은 곧 나의 털이 된다 나는 대상의 한 부분만(2). 

을 확대하여 외관상의 조형적인 요소를 선별하고 인간도 아니고 대상도 , 

아닌 형상으로 재조합하여 또 다른 개체를 상상한다(3).

이미지 연상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작품의 예시로 포르모 셰이피언스<

(Formo Shapience) 연작 중에서 산타는 혀 를 들 수 있다 그림 > < > ( 1).2) 여덟  

개의 붉은 형상들이 쑥색의 경사진 면에 비스듬히 자라나 있다 금방이. 

라도 꿈틀거릴 것 같이 생긴 형상들은 꼿꼿이 선 상태로 경사를 타고 오

르려는 움직임을 암시한다 이 개체들의 형상은 꽃잎의 형상에서 비롯하. 

였다 나는 헤벌쭉하게 벌어진 자목련의 꽃잎으로부터 축 늘어진 혀를 . 

연상하고는 이상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이상야릇한 감정은 곧바로 혀로 . 

옮겨갔다 곧이어 금방 떨어질 것만 같이 생긴 꽃잎으로부터 입속 근육. 

에서 잘려 나와 스스로 움직이는 혀를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속 꿈틀거릴 것처럼 생긴 개체들은 표정이 없어 감정을 드러내

지 않으며 문자를 매개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극과 반응의 활동만, 

2) 포르모 셰이피언스“ (Formo Shapience) 는 모양 형태 색이 존재의 전부인 동” , , 

식물종이다 이 용어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 “ (Homo Sapience) 에서 ”
착안하여 자의적으로 만든 합성어로 영어 단어 형태, “ (Form) 와 형” “ (Shape) 을 ”
변형한 조어이다.

표 신체 감각적 연상을 통한 상상의 과정[ 1]   

나

대상

(1) (2) (3)

또 다른 형상

나

대상



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이들은 생긴 대로의 본능적인 모습 그대로 이미. 

지에 안착해 있다 나는 이러한 개체들에 대한 상상을 통해 몸에 관한 . 

자극과 반응의 미시적인 세계를 눈앞에 끌어오는 것을 시도한다.

또한 나는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내장감각을 뒤집어 밖으로 드러, 

내 보이는 이미지를 상상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쉽게 터놓지 . 

못하는 부끄러운 신체 감각의 경험을 상상 개체를 조형하면서 해소한다. 

예를 들어 판화 모음집 털 심은 데 털 난다 의 경우에는 생리에 관한 , < >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피가 덜컥 흘러나. 

왔던 생리의 불쾌한 첫 경험을 떠올려 터무니없는 상상을 전개했다 첫 . 

그림 포르모 셰이피언스 [ 1] < Formo Shapience 중 > 

산타는 혀< >, 2018 디지털 프린트, , 42 x 29.7cm .



번째 작품 털 심은 데 털 난다 에서는 < I> 자궁의 해부도를 참고하여 형

상에 변형을 주었다 그림 기관 자체에 털을 심거나 나팔관에 구멍을 ( 2). 

뚫어 미생물들이 터져 나오는 상상을 하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 

오는 생리에 관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다음 신경질 난 것 에서는 월경 전 증후군< > (PMS)을 떠올려 보았다

그림 편두통과 두통은 짜증과 신경증을 유발하였다 나는 머리가 잔( 3). . 

뜩 부풀어 오른 개체가 자궁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는 상상을 하였다 개. 

체의 머리 부분에는 촉수들이 삐죽빼죽 자라나 있는데 촉수를 통해 신, 

경 물질을 마구 내뿜고 있다 호르몬 때문에 느끼는 현상임을 아는 데. 

도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상상 개체에 돌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 

수 있었다.

그림 털 심은 데 털 난다 종이에 석판[ 2] < I>, 2017, , 

털 심은 데 털 난다 판화 모음집36.5 x 45cm, 1/5, < > .



자궁 비우기 은 자궁이 위치한 구간의 장기의 단면을 단순화하여 < I>

자궁이 사라져 버린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림 생리를 끝내고 ( 4). 

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금방 몸 상태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마치 자궁이 일정 기간 지워졌다가 주기가 돌아오면 다시 존재감을 발휘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자궁 비우기 를 자궁의 휴면기로 상상. < I>

했다면 자궁 비우기 에서는 주변 장기들이 해체되고 자리를 이탈하, < II>

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이는 생리 직전의 상황을 상상한 것이다 그림 , ( 5).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비약적인 상상의 전개로 나타난 개

체들은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의 해소를 위한 대리물과 같은 역

할을 한다 불쾌한 신체 감각의 경험을 반영한 작품을 제작한 이후로 생. 

리를 할 때마다 이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별거 아니라 여기며 가볍, 

게 웃어넘기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림 신경질 난 것 종이에 동판 손색칠[ 3] < >, 2017, , , 37.5 x 29cm , 

이미지 크기 30 x 20cm 털 심은 데 털 난다 판화 모음집, 1/5, < > .



그림 자궁 비우기 종이에 목판[ 4] < I>, 2017, , 

털 심은 데 털 난다 판화 모음집32 x 42cm, 1/5, < > .

그림 자궁 비우기 종이에 목판[ 5] < II>, 2017, , 

털 심은 데 털 난다 판화 모음집42 x 32cm, 1/1, < > .



그런가 하면 나는 신체 부위의 통증에서 출발한 감각을 과장하여 전

체 화면에 확대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가슴 구멍 의 경우에는 유방의 . < > , 

단면을 제멋대로 상상하고 세포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그림 ( 6).

누운 자리 에서는 변형된 유방의 종단면을 상상하고 그 안에서 꿈틀< > , 

거리는 촉수 형태의 신경 다발이 내부 감각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착하였

다 그림 두 작품 모두 비논리적인 상상을 거친 과장된 표현을 통해 ( 7). 

원인 모를 통증에 대한 분풀이를 한 것이다.

일상에서 금기시하거나 숨기는 신체와 관련된 이미지는 인간으로서 

가장 솔직한 부분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화적인 코드와 함께 엮

이어 음지의 영역에 숨어 들어간다 특히 성장하면서 당연하게 학습한. , , 

성( , sex)性 을 터부시하는 태도에 스스로 의문을 품는데 이에 가벼운 마음, 

으로 다가가고자 유희적인 태도로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암시하는 형상, 

그림 가슴 구멍[ 6] < >, 2019, 

종이에 수채 크레파스 색연필 반짝이 가루 모루 털, , , , , 30.3 x 45.2cm .



을 상상한다 나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 연상의 터무니없는 측. 

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어 관객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애써 숨, 

기는 신체 감각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게 만들고 싶다.

그림 누운 자리[ 7] < >, 2019, 

종이에 수채 크레파스 연필 반짝이 가루, , , , 30.3 x 43cm .



상상 개체의 형상화III. 

내가 상상한 개체는 대체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형상을 암시하는 생“
물 형태적(biomorphic)” 이미지와 유사하다 .3) 미국의 비평가 로렌스 알로 

웨이(Lawrence Alloway, 1926-1990)는 년대 뉴욕 화단에 대거 등장한 1940

생물 형태적 회화 작품의 경향을 묶어 생물형태주의“ (biomorphism) 의 흐”
름 아래에 위치시킨다 그는 생명 생명 현상 또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 “ , , 

관계나 연결 을 나타내는 연결형 바이오” “ (bio) 와 유기체 또는 그 일부” “ , 

의 형태와 구조로 구성된 특징 을 드러내는 단어 형태학” “ (morphology) 을 ”
합친 복합어로 생물형태주의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생물형태주의 예. , 

술은 자연 및 생물에서 인간 형태의 유사성을 고안한다.4) 

나는 생물 형태적 이미지가 인체와의 형태적 유사성을 불러일으킨다

는 점에서 기이한 추상“ (eccentric abstraction)”5)으로 불리는 작품의 형상

이 떠올랐다 에바 헤세. (Eva Hesse, 1936-1970)나 리 봉테큐(Lee Bontecou, 

1931-)의 작품은 회화의 이차원과 조각의 삼차원을 넘나드는 형식 실험

3) 생물 형태적 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 “ ” ‘ (bios, βιο) 와 형태를 의미’
하는 몰피‘ (morphe, µορφή) 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미지는 ’ . 추상

적인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식물과 인체 등의 살아있는 형태를 암시하거나 환

기시킨다. 예술 용어 검색“biomorphic”, ,

검색일 2021.4.23. https://www.tate.org.uk/art/art-terms/b/biomorphic  

4) 알로웨이는 생물형태주의를 아르누보와 르동(Odilon Redon, 1840-1916)의 몽상

적 이미지 그로테스크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 무의식과 신화 등에 이르     , , , 

는 광범위한 판타지   (fantasy) 전통의 연속으로 여긴다 . Lawrence Alloway, 

   “The Biomorphic Forties”, Artforum 4(1) (September 1965), 18.
5) 년1966  루시 리파드(Lucy Lippard, 1937-)는 피쉬바흐 갤러리(Fischbach Gallery)

에서 이 이름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그녀는 기이한 추상 을 전개하는 작가. “ ”
로 헤세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1911-2010) 리 봉테큐 브루스 나, , 

우만(Bruce Naumann, 1941-)을 그룹으로 묶었다. Lucy Lippard, Changing: Essays 

in Art Criticism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71), 100; Lucy Lippard, 

"Eccentric Abstraction," Art International 10, no.9 (Nov. 1966). 정연심, , 「리 봉테큐 

(Lee Bontecou) 회화의 조각적 확장 : 」, 『미술사학』, 재인용23(2009): 145-146 . 



을 하는 듯이 보이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감각, 

을 추상 형상에 담아내는 것처럼 느껴져 흥미롭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에바 헤세의 회화적 , ‘
조각 혹은 조각적 회화 에서 내가 ’, ‘ ’
관심을 두는 부분은 비평적 시각에서

의 형식적인 담론이 아니라 생물 형

태적 형상 자체에서 즉각적으로 풍겨 

나오는 진지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분위기이다 참고그림 중앙에 튀어( 3). 

나온 장치를 조작하면 두 동심원의 

부위가 꿀렁거리며 회전할 것만 같은 

인상을 준다 정적인 형태이지만 금. 

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 보이는 모

순적인 상태는 기이하면서도 동시에 

인체와 닮았기에 친숙하다.

나는 어떠한 조형적인 요소가 서로 대비되는 상반된 상태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정지한 개체가 마치 움직이는 생명체. 

와 같이 여겨지게끔 하는 지점을 찾는다 궁극적으로는 생물 형태적 형. 

상에 움직임을 내재한 성격(character)을 추가하여 변화하려는 독립된 개, 

체의 상태를 드러내는 조형 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명체로 보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의 형상을 

뽑아내고 이들을 조형 요소로 단순화한다 구체적으로 기관과 단면은 색. 

면으로 털과 촉수는 곡선으로 구멍은 점으로 바꾼다 나는 세 가지 조, , . 

건을 조합하여 개체 한 마리를 형상화한다 때로는 한 마리를 단위로 삼. 

아 반복과 변주를 통해 증식시켜 개체가 무리를 형성하도록 구성하기도 ,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계. ( )界를 확장하기를 시도한다 .

참고그림 에바 헤세[ 3] (Eva Hesse), 

파티클보드에 <2 in 1>, 1965, 

에나멜 페인트 템페라 페인트, , 

잉크 끈 금속 벨트, , , 54 x 68.6 x 

개인 소장 뉴욕23cm, , .    



개체 하나 추출과 조합 1. : 

기관과 단면  1) 

기관(器官, organ)은 개체의 전체적인 몸체를 구상할 때 출발점이 되는 

소재이다 나는 일상의 대상으로부터 생물의 기관처럼 보이는 형체를 찾. 

는다 생명 과학 분야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는 유기체로 정의된다 나의 경우에는 .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내부적인 기능이나 역할보다는 표면상 드러나는 

특징과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유기체의 전체 구조로부터 일부를 떼어. 

내어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상상을 , 

한다 떨어져 나간 개체의 잘려나간 부위에는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다.

포르모 셰이피언스 연작 중 기어 나오는 것들 의 경우에는 창자처< > < >

럼 생긴 개체를 상상했다 그림 창자 같은 형상은 스스로 근육을 움직( 8). 

여 연동운동을 할 것처럼 보인다 머리인지 항문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을 . 

잘라냈더니 하얀 개체들이 튀어나와 화면 밖으로 향해 기어간다 이와 . 

비슷하게 초록을 절단하면 에서는 어떤 식물의 줄기를 절단했을 때 드< >

러나는 모습에 대한 상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두 부분으로 나뉜 ( 9). 

표면으로부터 드러난 선형의 다발은 꾸물거리며 움직일 것만 같다.

두 작품 속 개체 모두 큰 덩어리 형상을 먼저 상상한 다음에 바깥의 , 

표면을 이루는 무늬와 털을 덧대어 유기체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때 . 

단면은 내부에 감춰져 있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들춰내는 역할을 

한다 생물을 잘라내어 단면을 드러내는 상상은 일반적으로 불쾌한 감정. 

을 불러일으키지만 나는 이러한 학습된 감각을 전복시키고자 한다 생물. 

의 단면을 잘랐을 때 연상할 수 있는 핏빛 색감을 알록달록하고 발랄한 , 

색감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유기체의 내부 감각에 대해 이질적이면서도 친

숙한 감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포르모 셰이피언스 [ 8] < Formo Shapience 중 > 

기어 나오는 것들< >, 2018 디지털 프린트, , 42 x 29.7cm .



한편으로 나는 특정한 기관을 떠올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개체의 기관

을 상상하며 그리기도 한다 꼴 을 제작할 때에는 사람의 형상을 묘. < I>

하게 닮은 형상을 떠올렸다 그림 두 개체의 덩어리를 먼저 생각한 ( 10). 

다음 각 기관의 부분에 피부를 이식시키듯 물감을 덧대어 그렸다 각각 , . 

신체의 머리 부분을 연상시키는 구조를 넣은 뒤 밑으로 이어지는 몸체, 

의 부분에서는 앙상한 줄기로 이어지게끔 했다 머리의 눈 코 입에 해. , , 

당하는 위치에는 기능하지 못하는 기관을 그리거나 구멍을 뚫거나 털을 , 

심었다 이들의 표면에는 색 점과 색 선으로 이루어진 무늬를 군데군데 . 

그려 넣음으로써 갑자기 생긴 두드러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피부 감각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림 포르모 셰이피언스 중 [ 9] < Formo Shapience> 

초록을 절단하면 디지털 프린트< >, 2018, , 29.7 x 42cm.



그림 꼴 합판에 유채[ 10] < I>, 2019, , 167 x 94cm.



털과 촉수2)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에는 털과 비슷하게 생긴 기관이 있는‘ ’ 
데 이들 대부분은 생존하는 데에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을 한, 

다 예를 들어 우리 귀에 존재하는 기계수용기는 감각모 세포. , (hair cells)

를 통해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치 정보를 뇌에 전달한다 피부에 . 

자라난 외부의 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않는 몸속의 털, 

그리고 더 작은 단위의 털을 닮은 세포를 떠올려 보면 털과 같은 모양으

로부터 미시적인 생명 활동을 연상할 수 있다.

털의 외양과 기능을 생각하여 상상의 가지를 뻗어 나가면 촉수가 떠

오른다 촉수는 인간과 전혀 다른 감각기관을 가졌을 것 같은 외계 생명. 

체를 상상할 때 빼먹지 않고 연상되는 기관이다 촉수는 열등하다고 여. 

겨지는 무척추동물이나 절지동물의 감각기관이지만 내가 감지할 수 없, 

는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어서 흥미롭게 느껴진다 촉수에 대한 . 

연상은 경직된 신체의 감각을 말랑말랑하게 해준다.     

나는 거의 모든 개체의 특정 부위에 털과 촉수를 심는다 작품 꼴 . < II>

에서는 촉수가 달린 구형의 개체들이 서로를 탐색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림 촉수의 형태는 남성의 성기를 곧바로 연상시키지만 이와 동( 11). , 

시에 코끼리 코나 혀와 같은 다른 기관을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개체들. 

이 서로에게 어떤 자극과 반응을 가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

체적인 해석은 보는 사람이 이미지를 마주하였을 때 느끼는 거부감의 ,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성적인 요소를 넣으면서도 한 방향으로만 읽히는 . 

지점을 피함으로써 터부시하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각기 다른 촉수 를 ‘ ’
발동시켜 보았으면 한다.

한편 똥꼬털 드로잉 의 경우에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항문에 자라< >

난 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림 열 가지의 개체들은 ( 12). 신체를 이루

는 안팎의 기관들이 서로 뒤엉킨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신체의 겉. 

과 속에 달린 털과 구멍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어지는 신경회로 생식기, , 

의 모양 등을 혼합해 만들어 낸 개체이다 그리는 과정에서는 형상 자체. 

에 주목하여 검은색 붓펜만으로 곡선의 요소를 강조했다 붓펜의 굵기에. 



그림 꼴 합판에 유채[ 11] < II>, 2019, , 167 x 90cm.



변화를 주며 각 개체의 부분을 묘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 부위에 , 

자라나는 털 뿐 아니라 과학 교과서에서 보았던 생물 해부도 단면에 달

린 털과 복숭아에 달린 솜털 양귀비 꽃봉오리에 촘촘하게 삐져나온 털, 

의 모습이 한 데 뒤엉켜 떠올랐다 곧이어 다양한 길이와 굵기의 털을 . 

상상하며 부분적으로 크고 작은 털의 군락을 그려나갔다 밖으로 드러내. 

지 않는 인체의 기관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요, 

소를 교묘하게 덧붙이면서 화면을 즉흥적으로 채워나갔다 그 결과 인체. 

도 아니고 실재하는 동식물도 아닌 형상이 나타났는데 기능하지 않는 , 

기관과 털의 과장된 합성은 만화에서 볼 법한 돌연변이 괴물의 모습을 

띤다 여러 생물 형태적 요소로 융합된 몸을 형상화하여 금기시하는 신. 

체 이미지의 범주적 경계를 모호하게 흐트러뜨리고자 했다.

구멍과 점  3) 

우리 몸의 안팎의 기관과 표면의 피부는 온갖 구멍의 집합체이다 모. 

든 생물은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물질을 받아들이고 배출하는 순환의 출

입구가 필요한데 이 출입구는 필연적으로 구멍이 뚫린 형태로 보인다, . 

그림 똥꼬털 드로잉 트레팔지에 붓펜 각 장[ 12] < >, 2019, , 54.5 x 39.4, 10 .



구멍은 작게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크게는 생명체를 밖으로 내, 

보내는 통로의 역할도 한다 나는 개체의 표면에 구멍을 점으로 바꾸어 . 

그리거나 개체의 몸 자체에 구멍을 남기는 방식을 사용하여 체액이나 , 

호르몬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포착한다.

분홍 머리들 작품에서는 산호를 닮은 분홍색 개체들에 기공과 같은 < > 

형상들이 달려있다 그림 기공을 통해서 푸른색의 분비물이 빠져나가( 13). 

고 있다 나는 이들을 머리 라 이름 지어서 머리와 몸이 분리가 덜 된 . , “ ” , 

미분화된 상태를 드러내고자 했다 머리카락의 부분에는 가시 같은 형상. 

을 빳빳하게 세우고 몸통 부분에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배출하는 기공에 , 

초점을 맞추도록 묘사하여 최소한의 기능만을 강조하였다.

신체에 있어 구멍과 관련된 부위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학습한 연

상 작용으로 인해 여성의 성기가 떠오른다 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 

면적인 구분에 의문을 품고 성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상상, 

그림 포르모 셰이피언스 중 [ 13] < Formo Shapience> 

분홍 머리들 디지털 프린트< >, 2018, , 29.7 x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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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암수가 결합한 상태의 개체를 떠올린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의 .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나는 주변부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구멍 자체에 관한 

인식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드로잉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다. 주황 구멍< >

은 검정 바탕의 반짝이는 타원에서 흘러나오는 주황색 구멍을 그린 작품

이다 그림 어디에 뚫려 있는 구멍이 아니라 구멍이 그 자체로 개( 14). ‘ ’ , 

체가 되어 흘러내린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다 제목을 염두하고 . 

보면 주황색 물질로 변화한 구멍이 흘러내리는 것이지만 그려진 화면만 , 

보면 두 개의 검은색 구멍에서 주황색 물질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인

다 흘러내리는 위치와 방향성을 보면 두 눈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 

황색 눈물로 연상할 수도 있다.

그림 주황 구멍[ 14] < >, 2018, 

종이에 수채 크레파스 반짝이 가루, , , 45.2 x 30.3cm.



- 25 -

파란 구멍 의 경우에는 개체의 단면을 상상하고 이를 확대한 장면을 < >

그렸다 그림 화면 우측의 형광 핑크 단면을 보면 군데군데 파란 연( 15). 

근처럼 생긴 구조가 있다 연근에 뚫린 구멍 안팎을 녹색 촉수가 넘나들. 

게 하거나 단면 층 뒤로 흰 배경을 남겨서 파란 구멍 을 인식하는 것에 ‘ ’
대한 조형적인 실험을 해 보았다 시뻘건 줄기 에서는 배출구로서의 구. < >

멍을 통해 분비물이 솟구치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림 이 드로잉은 ( 16).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두 구멍을 뚫은 뒤 그로부터 , 

빨간 줄기가 중력을 무시하고 위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핑크 호스 의 경우에는 화면의 밖에서 안으로 관< > , ( )管  형태의 개체가 마

주 보고 있는데 두 구멍으로 빨간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다 그림 구, ( 17). 

멍을 통해 어떤 물질이 흘러내리거나 솟구치거나 삐져나오는 상황을 , , 

확대하여 형상화함으로써 다양한 몸에 뚫린 구멍의 속성을 강조해 보았

다.

그림 파란 구멍[ 15] < >, 2019, 

종이에 수채 크레파스 색연필 반짝이 가루 모루 털, , , , , 45.2 x 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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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뻘건 줄기[ 16] < >, 2019, 

종이에 수채 크레파스 연필 반짝이 가루 모루 털, , , , , 45.2 x 30.3cm.

그림 핑크 호스[ 17] < >, 2019, 

종이에 수채 크레파스 연필 반짝이 가루 모루 털, , , , , 36 x 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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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구멍을 점으로 단순화하기도 한다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표면. 

을 멀리서 보면 점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멍은 개체의 표면에서 . 

움푹 팬 곳이나 물방울무늬의 연상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사람은 특정한 

면적에 모여 있는 점을 볼 때 징그러운 감각을 경험한다 한정된 공간에 . 

점이 모여 있어 가까이서 보니 벌레가 득실대고 있는 장면을 보고 흠칫 

놀란 적이 있다 대상에게서 느낀 감각은 피부에 전이되어 주로 부정적. , 

이고 낯선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구더기가 득실대는 모습에서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일상적으로 신체에서 느끼지 못하는 시체에 대한 이미지를 연

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나 득실대는 움직임과 형상 자체. 

를 지긋이 바라보면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의 이미지로의 전환도 가능할 , 

것이다 이렇게 주변의 맥락으로부터 대상을 떼어내어 그 형상이나 움직. 

임 자체에 집중하면 학습된 감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낯선 . 

감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존재를 그 ‘
자체 로 인정하게 된다 나는 ’ . 개체마다 서로 다른 점의 무리를 부여하여 

어느 부분으로 인해 쾌감과 불쾌감을 자아내는지 알아보았다.

나는 꼴 를 제작하면서 징그러운 감각과 유쾌한 감각을 동시에 경< II>

험하였다 그림 ( 11). 꼴 에 등장하는 개체의 부분을 확대하면 개인의 < II>

경험에 따라 특정 부위의 혐오스러운 느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나의 경우 첫 번째 세부 사진 속 점무늬는 나머지 ( 18). , 

점무늬보다 더 징그럽게 느껴지는데 이는 촉수 형상의 피부에 작은 점, 

이 드문드문하게 굴곡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찍혀있기 때문이다 가운데 . 

사진의 부분에는 크고 작은 점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첫 번째 사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징그러워 보인다 마지, . 

막 사진 속 분홍 촉수의 표면에는 비슷한 점의 군락이 세 부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찍혀 있어 첫 번째 사진 속 점들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무늬, 

처럼 보인다 이처럼 나는 같은 종으로 보이는 개체군 내에서도 개체마. 

다 조금씩 다른 표면을 묘사하여 모순적인 감각을 동시에 환기하는 지점

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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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무리 변이와 증식2. : 

나는 개체 하나를 단위 삼아 반복과 변주를 통해 개체 수를 증식시킨

다 같은 종. ( )種으로 묶이는 생명체는 편의상 동일한 이름으로 명명될지

라도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든 개체는 독자적인 존재이다 이를 나, , . 

타내기 위해 나는 개체를 단위로 만들어 반복적으로 그리되 형상에 변, 

화를 줌으로써 각각의 개성을 드러낸다 조형 과정에 있어 변화를 줄 때 . 

가장 중시하는 것은 손의 감각에 의존하여 의식적으로 이전에 만든 형상

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알로웨이는 . 생물 형태적 예술

에서 자연은 단일한 유기체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형태의 집단일 수도 , 

있고 떼를 지어 서로 엉키면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6) 나는 단일 

한 개체와 무리를 오가는 생물 형태적 이미지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같은 

군에 속하는 개체의 형태를 최대한 다양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나는 진. 

화 과정에서 발현되는 변이( )變異의 속성보다는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한 

외양을 조형한다는 의미에서 변이 의 상태를 표현한다‘ ’ .

개체의 변이와 증식을 표현한 작품의 예시로 눈깔의 행방 을 들 수 < : >

있다 그림 ( 19). 제목 눈깔의 행방 에서 눈깔 은 눈알 과 색깔 을 합“ : ” “ : ” “ ” “ ”
친 조어로 내가 개체에 부여한 이름이다 제작 당시 고채도의 형광 색, . 

6) Lawrence Alloway 앞 간행물, , 19.

그림 그림 의 세부 [ 1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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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매일 마주하며 드로잉을 했는데 작업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형광 , 

잔상이 찰나에 시야를 가려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 감각은 그림 속 개 . 

체가 내 눈을 뽑아 훔쳐 갔다는 상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개체가 변신, 

을 통해 화면을 옮겨 다니면서 내 눈을 피해 도망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형상을 어느 정도까지 다양하게 변주하여 그릴 수 있는지 궁금했

다. 작품을 멀리서 보면 형광을 포함한 고채도의 색 띠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화면 간 간격으로 인해 격자가 강조된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각 . 

화면에 생물 형태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개체들이 모두 다른 모습을 하

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화면 하나 즉 단위 하나는 색 면과 검. , 

은색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유기적인 곡선과 색깔이 각 개체의 모. 

양이고 성질인 셈이다. 형상이 끝없이 변해나갈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

해 색 띠의 단계가 이어지도록 의도하였다 그리고 증식의 잠재력을 품, . 

은 또 하나의 계‘ (界)’로 여겨질 정도로 개체 수를 늘리었다.

그림 각 눈깔의 행방 켄트지에 실크스크린 붓펜[ 19] < : >, 2019, , , 14.5x10cm, 

장 우석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설치 장면6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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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부분[ 20]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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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의 부분[ 2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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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시로 작품 뿌직 에서는 글라스데코, < > 7)를 짜는 방식으로 변

이를 주어 개체수를 늘려보기도 했다 그림 ( 22). 나는 즉흥적으로 떠오르

는 형상을 부담 없이 마음껏 배출하고자 취미 미술 재료인 글라스데코, 

를 선택하였다 나는 떼었다 붙였다 하기 편한 정도의 작은 크기로 단순. 

한 세포의 형상을 제조했다 튜브를 짜면서 들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 

점액질을 연상시키는 끈적끈적한 액체 그리고 재료 특유의 냄새가 어우, 

러져 새로운 생명체를 배양하는 느낌이 들었다.

7) 문구 기업  “아모스 에서 나온 글라스데코 는 튜브에 들어있는 액체 (AMOS)” “ ”
물감이다 물감을 필름지에 짜고 말리면 스티커처럼 굳어서 유리와 같이 매. 

끈한 재질의 바탕에 옮겨 붙일 수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 반투명 스티커를 . 

만들어 유리창을 꾸밀 수 있으므로 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1990

적 가정에서 한 번쯤 써 봄 직한 익숙한 취미 미술 재료이다 특히 사용 가, . 

능 연령대가 세 이상으로 표기된 걸 보아 손 근육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3

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재료이다.

그림 뿌직[ 22] < >, 유리창에 글라스데코 반짝이 가루 가변 크기2019, , , , 

서진 아트 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설치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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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세포 모양에서부터 사지나 기관이 발달한 분화된 모양까지 다, 

양한 개체의 모습을 상상하며 개체 수를 늘리다 보니 무의식중에 반복, 

적으로 만드는 형태들이 있었다 크게 분류하여 임의로 명명하자면 원 . “
형태(A) 고리 형태”, “ (B) 아령 형태”, “ (C) 자 형태”, “X (D) 긴 꼬리 형태”, “
(E) 삼발이 형태”, “ (F) 방망이 형태”, “ (G) 로 나눌 수 있다 그림 나는 ” ( 24). 

이러한 기본 형태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 서로 다른 개체로 존재하는 상

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부분적으로 성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짜. , 

내기도 했는데 재료의 화려한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묘하게 형태에 , 

변화를 줌으로써 성적 이미지에 대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편견 없는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연출하고자 했다 그림 세부적인 변( 25). 

화를 줄 때는 본체가 되는 형태에 길쭉한 선적인 요소를 추가하거나 형

형색색의 점을 찍었다 그림 특히 검은색 점은 카메라 눈 으로 분화( 26). , ‘ ’
되기 이전의 안점의 상태를 암시하는데 미분화된 개체로 보일 수 있는 , 

그림 그림 의 세부[ 23]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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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변이와 분화가 가져

온 현재 생물의 모습은 진화의 최종 단계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나는 .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옛 시절 인간 출현 이전의 동시다발적이고 수평, 

적으로 이루어진 세포 분화의 폭발적인 순간을 상상하였다 미분화된 개. 

체의 형상은 인간을 제외한 생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

은 나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개체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일반적인 미생물을 암시하는 형상과 , 

이상야릇한 형상을 대등하게 섞어 한 층의 유리창에 펼쳐놓음으로써 관

객 각자가 또 다른 이미지 연상 놀이를 하게끔 유도하였다 또한 제작 . , 

과정에서의 즉흥적이고 유희적인 행위를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물감 튜브를 짜면서 들린 소리와 방귀 뀌는 소리를 연결 지어 뿌직 이“ ”
라는 의성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그림 의 기본 형태 예시[ 24] < 22>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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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중 의 변이[ 25] < 24> (G)

그림 그림 의 분화 예시[ 26]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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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에서 벗어나는 즐거움IV. 

단위의 반복을 통한 화면의 확장1. 

나는 이미지가 단일하고 작은 화면에 머무르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크스크린 판화 기법을 활용하여 내 신. 

체보다 큰 벽면에 형상을 찍어 내리거나 작은 화면의 수를 늘리어 드로, 

잉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화면을 이루도록 만든다 나는 형상을 부, . 

담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단위를 만들고 이를 증식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스로 규칙과 틀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반복적. 

으로 단위를 늘리는 방법은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 

차이 를 즉흥적으로 구현하는 순간의 반복을 통해 벗어나기 의 연속적‘ ’ ‘ ’
인 과정을 추구한다 나는 규칙을 정하고 그 속에서 이미지의 변주를 반. 

복함으로써 과정에서의 유희적인 특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복수의 원본을 찍어내어 한정부수(edition)를 내는 일반적인 판화

의 목적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손의 힘으로 밀대. (squeezee)를 찍어 내

려 이미지를 표현하는 실크스크린의 방식은 누름틀(printing press)의 높은 

압력이 필요한 다른 판화 기법과 달리 종이 크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 

롭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큰 화면의 이곳저곳에 형상을 반복적으로 . 

찍어 마음껏 단위를 증식시킬 수 있다.

종이나 합판과 같은 한정된 화면에 개체를 그려 넣을 때는 형상에 여

러 가지 조형 요소를 조합하여 개체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묘사하였

다 이와 다르게 실크스크린을 사용할 때는 한 층. (layer)의 면으로 개체를 

단순화하여 찍어 내는데 이를 통해 개체를 이루는 형상 자체를 더 강조, 

하고자 한다 그림자 연극에 쓰이는 인형의 실루엣. (silhouette)이 캐릭터의 

본질을 암시하는 것과 같이 내가 상상한 개체군 또한 실루엣만 남아 구, 

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미지에 대해 자유로운 연상이 가능하도록 만

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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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을 강조한 개체 무리를 큰 벽면에 확장하여 표현한 작품의 예

시로 프리 프리 프리 를 들 수 있다 그림 나는 제판 과정에 있어< , , > ( 27). 

서 틀 하나당 개체 한 마리의 형상을 부여하여 하나의 단위로 만들었다

그림 ( 28).8) 서로  다른 무리가 조화롭게 유영하는 듯 보이는 화면을 만

들기 위해 같은 틀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회전시키면서 찍어 나갔다 개. 

체들을 겹쳐 찍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지 않도록 조율하며 긴 벽, 

면을 채움으로써 서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한 시기에 수평적으로 공존

8) 실크스크린의 제판 과정에서 찍어낼 이미지는 감광을 통해 만든다 틀을 씌 . 

운 그물막 내부의 보라색과 파란색 부분은 빛을 받아 감광이 되어 막힌 상태

이다 형상이 드러난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하여 감광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 

실루엣형상대로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을 통해 밀대로 잉크를 밀. 

어 넣으면 형상대로 이미지를 찍을 수 있다.   

그림 프리 프리 프리 [ 27] < , , Pre-, pre-, pre->, 벽면에 페인트2019, , 

실크스크린 우석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설치 전경         , 120 x 1,000 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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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태계를 표현하였다.

또한 틀 하나에 두 가지 색상의 잉크를 덜고 가운데 부분을 밀대로 , 

섞은 후 찍어 내려서 개체마다 고유한 색상을 입혔다 두 색상을 고를 . 

때에는 일상에서 맨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니라 형광 색과 

함께 원색 위주의 눈에 띄는 화려한 색상을 선택했다 이때 두 색상 사. 

이에 등장하는 바림 구간을 부각하여 서로 다른 고채도의 색(gradation) 

그림 그림 제작을 위한 실크스크린 틀[ 2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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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간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강조하였다 이는 관객에게 열대우림의 동식. 

물이나 심해 해양생물의 총천연색을 볼 때와 비슷한 시각적인 쾌감을 느

끼게끔 의도한 것이었다.

실크스크린은 찍을 형상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미지를 틀이나 판에 고

정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정이 쉬운 드로잉에 비해 조형 과정에서의 , 

유연한 표현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나는 색상과 위치 그리. , 

고 기울기에 변화를 주면서 형상을 증식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의 특징을 

활용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음지의 세계는 늘 . <

움직인다>9) 설치의 일부 작품인 월홀 을 제작할 때는 여러 형상의 단 < >

위를 불규칙적으로 겹쳐 찍음으로써 서로 다른 개체의 무리가 산발적으

로 교감하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그림 벽면에 형상을 찍기 직전에 그 ( 29). 

위치와 기울기의 정도 그리고 색상을 즉흥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철저한 , 

계획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판화 제작에서의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림 ( 30).

나는 갑갑한 화면을 큰 벽면으로 확장하는 방법뿐 아니라 작은 화면 

자체의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벽면에 형상을 찍. 

을 때는 형상의 색상과 배치의 변화에 신경 썼다면 눈깔의 행방 에서, < : >

는 이전에 나온 형상이 반복하여 등장하지 않도록 의식하였다 그림 ( 19). 

실크스크린으로 고채도 색상의 배경을 대량으로 찍어 화면 단위를 만든 

다음 검정 곡선을 채워나갔다 단순한 방법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뻗어 , . 

나갈 수 있는 개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사람의 크기를 넘어서는 정

도로 군집의 크기를 키웠다.

9) 음지의 세계는 늘 움직인다 는 여러 작품이 모인 설치 작품으로 벽화 작품 < > , 

인 월홀 < Wall Hole 과 눈깔 입체 작품인 눈 공 과 눈 뱀 그리고 영상 > < >, < > < >, 

작품인 녹색섬광 < Green Rays 을 한 공간에 펼쳐 놓은 작품이다 각 작품은 > .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석. 2018 ・
박사 오픈스튜디오 설치 장면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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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음지의 세계는 늘 움직인다[ 29] < >, 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스튜디오 설치 전경, , 

그림 그림 의 세부[ 3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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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의 확장2. 

나는 평면에 존재하는 개체군이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의 공간에 생2

동감 있게 펼쳐져 있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사각형의 . 평면에 구현된 형

상을 보면 물리적인 크기와 상관없이 이미지의 내용에 곧바로 주목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 공간으로 튀어나와 물리적인 형체가 부여된 개

체들은 보는 사람의 신체와 관계를 맺어 보는 행위 를 체험 으로 확장‘ ’ ‘ ’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체군이 놓인 방식에 따라 실제 공간의 속. 

성 또한 상상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개체의 물리적인 크기와 재료를 . 

정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선택하는 일은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개

하기 전까지의 배경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

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기 이전까지의 상태가 흥미롭다 이야. 

기는 주연과 조연이 나뉘고 기승전결의 구조와 시간에 따라 서사가 진행

된다 하지만 그 이전의 상태는 아이디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엉뚱한 . 

발상이 혼재되어 어디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나는 논리적이고 촘촘하게 구성된 그럴듯한 세계보다 비약적인 사, 

고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세계를 상상한다 자의적으로 세계를 창조.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은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또 어, 

른이 될수록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터무니. 

없는 상상에 기초한 개체들을 적극적으로 공간에 펼침으로써 누구나 쉽

게 접근하고 또 즉각적인 감상을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친숙한 재료나 오브제를 선. 

택하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조합한 상상 개체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

세운다.

상상 개체군을 공간으로 확장한 구체적인 예로 설치 작품 음지의 세, <

계는 늘 움직인다 를 들 수 있다 그림 나는 새하얀 가벽과 깨끗한 > ( 29). 

바닥에 알록달록한 색채의 개체군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움직임을 암시. 

하는 형상의 개체군을 정적인 공간에 늘어놓음으로써 대조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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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자 하였다 한눈에 보더라도 질서 없는 어질러진 상태로 보이기 위. 

해 서로 다른 개체군이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며 개입하도록 배치하였다. 

벽면으로부터 튀어나온 붉은 계열의 촉수의 경우에는 바닥을 향해 고꾸, 

라지게 만들거나 말단 부분을 들쳐 올림으로써 스스로 움직일 것만 같, 

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하였다 이들을 가까이서 보면 어떤 재료로 만들. 

어졌는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벽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부분의 접합. 

지점을 보면 검은색 가발 모가 얼기설기 붙어 있고 마감이 되지 않은 철

사가 무심하게 튀어나와 있다 그림 촉수 형상의 찌그러진 부분에서( 31). 

는 만드는 과정에 쓰인 악력이 있는 그대로 노출된다 그림 나는 정( 32). 

돈되지 않은 마감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거칠고 조악한 상상의 세계를 가

감 없이 표출하였다.

그림 그림 의 세부[ 31]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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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노출은 간단한 구조로 개체를 형상화한 눈 공 에서도 드러난< >

다 그림 개체는 볼풀공 자체에 색 압정 세 개가 꽂혀 있는 단순한 ( 33). 

구조로 되어 있다 볼풀공의 윗부분에는 형상대로 오려진 흑백의 이미지. 

가 무심하게 붙어있는데 동물에 달린 눈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 . 

뒷부분에는 솜뭉치가 달려 머리카락과 같은 인상을 준다 몸체 다리. , , 

눈 머리카락으로만 조합된 개체들을 바닥에 모아 두기도 하고 떨어뜨려 , 

놓기도 하면서 군집의 불규칙한 상태를 드러냈다.

눈 뱀 의 경우에는 스타킹 안에 볼풀공과 철사를 넣어 만든 개체이< >

다 그림 스타킹의 반투명한 재질을 활용하여 내장이 훤히 들여다보( 34). 

이는 피부를 가진 생물이 연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탄력성을 이용하여 . 

금방이라도 볼풀공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몸체를 만들었다 관절 역할을 . 

하는 철사가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누구라도 쉽게 구부려서 형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림 그림 의 세부[ 3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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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눈 공[ 33] < >, 2018, 

종이에 석판 볼풀공 색 압정 반짝이 가루 솜 가변 크기, , , , , .

그림 눈 뱀[ 34] < >, 2018, 

종이에 석판 스타킹 볼풀공 철사 가변 크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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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체들을 바닥에 던져 놓듯 정신없이 배치하여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게끔 의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공간이 격식을 차릴 . 

필요가 없는 유희적 성격의 공간임을 암시하고자 했다 발에 작품이 치. 

여도 상관없을 것 같이 설치된 공간은 장난감으로 어지럽혀 있는 놀이방

을 연상시킨다 누군가에게는 볼풀공에 뿌려진 반짝이 가루나 무심하게 . 

붙은 종이 눈알로부터 개체군을 조형하면서 진지하게 장난을 치고 있을 

작가의 행위가 투명하게 상상될 수도 있다 나는 거친 조합을 의도함으. 

로써 긴장이 풀려 웃음이 새어 나오는 상황을 유도하였다. 

또한 웃음이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유도하고자 영상 녹, , <

색섬광 의 소리를 설치 공간으로 출력시켰다 그림 젤리처럼 생긴 개> ( 35). 

체들이 옹이구멍에서 밖으로 줄줄이 새어 나오면서 내는 소리는 기괴하

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공간의 분위기를 한 층 강화한다 흘러내리는 형상. 

의 순간에 맞게 기묘한 소리를 덧입히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소리가 나지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의적으로 소리를 입히는 행위를 연상시

킨다 나는 입체 조형물로 공간을 꾸미면서 어처구니없는 조합의 과정을 . 

즐겼는데 조형 행위에 있어 가볍고 유희적인 태도를 있는 그대로 보임, 

으로써 누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체험을 공유하고자 했

다.

그림 녹색섬광 스틸컷[ 35] < Green Rays> , 2018, 

단채널 영상 사운드 분 초, , 1 31 .



- 46 -

결 론V. 

본 연구를 통해 나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와 그에 따른 내용 소재를 , 

알아보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신체 이미, . 

지를 조합하여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상상하는 작업이 나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에게 어떠한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 

개체 하나와 개체 무리를 형상화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어떻게 신체 감

각의 생소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 중. 

에 느낀 유희적인 감각이 보는 이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

택한 조형 방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나에게 작업은 일상과 분리된 세계로 다녀오는 것이다 나는 개체들이 .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생긴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를 , 

상상했다 상상의 기저에는 외부의 학습을 거치지 않고 원초적인 감각으. 

로 활동하는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 또한 머릿속에서 이루어. , 

지는 상상을 조형 행위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 

는 경험으로부터 대안적인 세계 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

나는 나의 작품에 표현한 형상으로부터 생물 형태적“ (biomorphic) 요” 
소를 발견하고 그러한 이미지가 환기하는 이중적인 감각을 공유하기를 , 

시도했다 이에 신체의 외형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방식 대신에 그것. , 

을 이루는 유기체의 미시적인 부분들을 추출하고 조형 요소로 조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개체 무리를 형성하면서 작은 단위를 만들. , 

어 변주를 반복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생물 종의 변이의 특성을 내포한다

는 점을 알았다 특히 미분화된 것처럼 보이는 개체를 형상화한 이유는 . , 

기존의 과학적 분류 방식으로 명명할 수 없는 생명체나 우리 눈으로 포, 

착하지 못한 미지의 생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리고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을 거칠게 조합해 오브제를 만들고 이. , 

를 소리 나는 영상과 함께 한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은 관객에게 미술 작

품 감상을 쉽고 직관적으로 즐기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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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행위의 바탕을 이루는 터무니없는 상상은 보는 이에게 객관적이

고 명쾌한 공감을 불러내기 어려울지 몰라도 일상생활을 하며 무뎌진 , 

감각에서 벗어나 다른 감각을 지닌 생명체나 신체에 대한 또 다른 상상

을 촉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종류의 상상이 어떤 현상에 대해 .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작업이 , 

주관적인 감각과 관련된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관객이 작품을 , 

감상할 때는 각자가 다르게 느끼는 미지의 감각에 관한 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판화 회화 입체 등의 매체를 접하고 다양한 , , , 

재료를 사용하기를 시도하며 즐겁게 작업을 진행했다 작품 전반에 쓰는 . 

색상과 매체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이후의 작업과 병행할 예정이다 작. 

업 과정에서 유희적인 측면에 치우쳐 매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각 매, 

체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을 구축하기에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몰입도 높은 대안적 세계를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 

전달하는 매체와 전시 방식에 관한 내용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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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layful Depiction of 

Imaginary Beings through Various 

Combinations of Bodily Images

 Yujin Lee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my body of work that creates imaginary 

beings through diverse combinations of bodily images, in order to kindle 

the human imagination of bodily senses at a micro-sensory level. I 

capture and extract parts of imageries from a different set of biological 

beings and collage them with one another to visualize forms that do not 

exist in the real world. Moreover, I create a cluster of imaginary beings 

by distorting and multiplying single portions of an organism. I attempt to 

depict my imaginary world in a playful way by directly printing a 

diverse range of colorful shapes and forms on the wall and installing 

them in a three-dimensional way. 

Images appearing in my works are not necessarily visible to the 

naked eye, but they give off the impression that they would exist 

somewhere close to us. Previously, I created a doodle of a form,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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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n turned into a three-dimensional object. Interestingly, the final 

object gave off a sort of bizarre and obscure feeling as if it had 

humanlike emotions. It sparked a special interest in me as I observe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could mentally transform them 

into other organisms, even if I could not articulate it with words. This 

small practice led me to expand more on creating the world of forms 

that make up the images of the living creatures in my work.

I mainly focus on bodies of living creatures that have a different set 

of sensory organs from humans, or shapes that look similar to their 

body parts. Questions about basic and instinctive bodily sensations that 

most people tend to hide and regard as a disgrace in our daily lives 

give the foremost inspirations for my work. I make images about stimuli 

and reactions, which become the power source for life activities of 

every living thing. In addition to that, I imagine beings that energize 

themselves with the very least number of organs. By doing so, I want to 

call attention to bodily senses that are not fully revealed outside of our 

body and evoke fantasies about an invisible realm of non-existent 

beings.

My imaginary beings belong to ‘biomorphic images’, which imply 

living forms such as the human body, plants, etc. Biomorphic forms 

bring up images of the pre-physical differentiation state, rather than 

suggesting the final stage of differentiation in humans, animals and 

plants. I capture the potential for variation and growth in undifferentiated 

forms with unpredictable trajectories. I attempt to spark different ideas 

for each individual about imaginary living creatures with a different set 

of sensory organs. Thus, I draw images that do not resemble any 

objects in real life.

I go through a series of visualizing methods to make biomorphic 

images appear more dynamic and vibrantly moving, rather than being 

seen as static. First of all, organs and sections that form overall body 

parts are colored in full, while body hairs and tentacles are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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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curvy lines. Spots and moles on skin surfaces as well as holes that 

interconnect in and outside of the body are transformed into dotted 

elements. Therefore, I try to create alien beings that evoke a bit of a 

sense of bizarreness and unfamiliarity by extracting and combining 

various colors, curves and dotted elements. 

Secondly, I create small objects in a simple, repetitive manner so as 

to multiply the number of imaginary beings. I depict various ways to 

modify organisms by characterizing each object with a different level of 

distortions, mutations and multiplications. By doing so,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all living things are unique in their own distinctive way.

 Lastly, I directly print a countless number of forms on the wall by 

using silkscreen process, as well as exhibiting a large number of small 

objects congregated in one scene to illustrate a realm where nonexistent 

beings can live and draw breath from one another. I color them with 

vivid hues to help viewers freely imagine and explore their own 

unknown imaginary world. Also, I use familiar materials and found 

objects from everyday life so that their crude textures and rough 

structures could potentially draw intuitive, yet playful impressions from 

the observer.

In this study, I experimented with diverse ways to visualize 

nonexistent beings through diversified biomorphic elements. I found 

myself wanting to bring up the images of specific forms that are 

associated with intuitive senses of living creatures. For further study, I 

would like to keep pushing the boundaries of hidden bodily senses in 

daily life, as well as deeply immersing myself into devising different 

approaches to expression methods.

keywords : biomorphic, playful characteristics, imaginary beings, bodily 

image, extraction and combination, variation and multi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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