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소실되는 조각을 통한 몸의 시간성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신 종 훈



- ii -

소실되는 조각을 통한 몸의 시간성 연구 

지도교수  이 용 덕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신 종 훈

신종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문 주 (인)

부위원장 심 상 용 (인)

위 원 권 대 훈 (인)



- i -

국문초록

일상에서 사람의 몸을 보면 하나의 단일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

나 하나의 단일 대상으로 보이는 지금 그 한 사람 몸속에는 시,

분, 초 단위로 끝없이 미분된 시간들의 몸들이 누적되어 있다.

시간을 미세하게 나누어서 보면 사람의 몸은 각각의 시간마다

미세하게 다른 몸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몸들이 누적되

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켜켜이 쌓인 나이테가 나무 기둥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나무 기둥은, 그 속에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나이테를

품고 있다. 사람의 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과거

의 몸들을 현재의 몸 안에 켜켜이 품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점차 와해되고 소실되는 조각을 통해 우리의

몸에 누적되어 있는 과거의 몸들을 펼쳐 보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얼음, 드라이아이스, 연기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조

각을 제작하고, 이것이 완전히 소실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또한,

종이를 누적시켜 형상을 만들고 이를 태워서, 현재 조각의 표면

속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표면을 노출시킨다. 이처럼 조각이 소실

되는 작업과정을 통하여, 몸의 시간성을 드러내는 나의 작업은 과

거의 몸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몸과 만났다 헤어지는 사건 속에 있

음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성을 개별 몸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장하여 보면, 우

리의 몸이 각기 다른 과거를 누적하고 있는 타자의 몸과 스치듯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게 되는 무수한 상황이 계속

해서 이어진다. 이 같은 몸의 확장을 통하여, 고유한 시간성을 품

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는 일상이 전시 공간에서 관객들이 조각들

과 만나는 사건의 총체와 다름없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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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나는 인체상 제작에 매진하여 모델의 실재감을 전달하고자 한다. 작

업공간에 서 있는 대체할 수 없는 모델의 생생한 실재감이 전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전달되길 희망하는데, 전시장에 서 있는 인체상을 보면 어딘지

박제된 것처럼 보인다. 화이트 큐브 속에 보존시켜 둔 인체상은 내가 모

델과 만났던 현장감까지는 보존하지 못하고, 모델의 모습도 어딘가 탈색

된 듯 보여, 그 모습을 보는 게 편하지 않다. 모델의 실재감을 전시장으

로 옮겨내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현장의 시간과 공간성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

작업할 때 모델은 작업자와 거리를 두고 공간 속에 위치한다. 벌어진

거리 없이 작업자와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다.

<도표 1>은 일상의 시간을 극도로 미분시켰을 때 작업자와 모델 간

의 시선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 1>은 작업자 A의 개별 시간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화살표는 작업자 A와 모델 B 사이 거리를 지나는

눈빛의 이동을 4단계로 미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작업자 A가 모델 B를 본다.

‘본다’는 것은 빛의 반사를 통해 이뤄진다. 모델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작업자와 모델 사이 거리를 지나, 작업자 눈으로 되돌아오고 모델

의 상이 망막에 맺힐 때, 비로소 모델의 ‘있음’을 인식한다.

빛과 같은 속도라도, 거리(distance)를 지나는 일은 시간을 소요한다.

거리를 지나온 모델 형상은 언제나 지난 과거의 형상이다. 작업자 A는

자신과 완벽히 일치한 시간의 모델 B를 포착할 수 없다. 거리를 통해 작

업자의 개별 시간성과 모델의 개별 시간성이 미세하게 이격 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 이격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차이를 감지하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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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 6 -

공간 속에서 작업자와 거리 두고 있는 모델은 작업자의 시간성과는

미세하게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

작업자 A는 모델 B의 개별 현재에 절대 가닿지 못한다. 모델 B도 작

업자 A의 개별 현재에 가닿지 못한다. 작업자의 개별 시간 속에서 작업

자가 작업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모델 A의 현재가 아닌 언제나 과거로

달아나는 부재의 형상이다. 또한, 작업자가 진행하는 조각물 사이 거리에

서 발생하는 미세한 시간의 간극도 있다.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반영하

면, 모든 개별자들은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으로 각각 쪼개지며, 그 쪼

개짐은 무한대로 이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시간 속에서 끝없이 쪼개지며 분열하는 육체를

‘몸’이라 한다.

아래는 ‘몸’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서술한 것이다.

□ 몸

· 시간을 무한대로 미분하였을 때, 무한대로 쪼개지는 육체의 연속.

· 자신의 몸은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 속에서 실재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손과 발을 실재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 손과 발은 보고 만져서 감각된

것이다.1) 감각된 몸은 거리와 거리가 품은 공백을 통해서만 감각된다.

거리와 공백은 시간을 품는다. 감각된 몸은 과거의 몸이다.

· 몸은 거리(distance)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몸은 대상화할 수 없다.

· 자신의 몸은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 속에서도 부재한다. 포착된 몸은 과

거의 몸이다. 몸은 언제나 과거로 달아나는 몸의 부재로만 인식된다.

· 자신의 몸에 가닿는 일은 자아분열을 일으킨다. 실재하는 몸을 보려면

자신의 몸이 자신 현재의 몸을 봐야 한다. 보는 일은 거리를 통해서만

1) 모든 감각은 미분된 시공간을 끝없이 적분시켰을 때만 인식되는 것이다.

관념 속의 직선이 현실에 드러날 때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무한히 확대하면

직선이 아니게 된다. 점, 선, 면도 시공간의 차이 속에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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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거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몸은 자신의 실재하는 몸

을 볼 수 없다. 보인 몸은 자신의 몸의 과거의 몸이다. 몸의 연속성은

과거의 몸의 연속을 의미한다. 몸은 과거로 달아난다. 몸이 완전히 소실

될 때까지 무한히 달아난다.

· 자신의 몸은 감각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 그 자체일 때만 자신의

몸이다. 혹은 몸은 감각 그 자체이다.

· 몸은 ( ) 빈칸이다.

· 몸은 공백이다. 무한한 공백이라서 공백 속에 공백을 품고 있다.

·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 몸의 공백 간극은 한없이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다. 몸 경계의 거

리가 무한하게 멀어지면 공백이 된다. 몸 경계의 거리가 무한하게 가까

워지면 점이 된다. 점은 또다시 무한대로 소실된다. 몸은 소실점이다.

· 몸은 심지어 자신 몸의 경계, 표면조차도 무한한 공백으로 사라지게 한

다. 몸은 껍데기가 빈 껍데기이다.

· 몸은 공백이라서 가볍다. 몸은 자신의 공백 속으로 들어온 모든 질량을

끊임없이 미분시켜 사라지게 한다.

· 몸은 질량이 없어서 시공간을 넘나든다. 몸은 가벼워서 관념과 실재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관념과 실재의 어느 범주에 몸을 담아내기

에는 몸은 너무 가볍다.

· 몸은 시간 그 자체이다.

· 몸은 공간 그 자체이다.

· 몸은 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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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몸에 대한 나의 관점을 작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을 서술한다. <도표 1>을 통해 모델을 보고 작업하는 사람 간의 거리에

서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했다. 내가 주목하는 시간성은 이처럼 아주 미

세한 시간성이고, 또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미세한 시간

으로 접근하는 일은 아주 확대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작업으로 구현한 작업 주변의 시공간이 일상의 시공간과는

다름을 의미한다. 몸에 대한 나의 관점을 작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위치한 일상의 시공간을 다르게 전환해야 한다.

시공간을 실제로 다르게 만들 순 없기에, 전시 공간은 일상과는 다른

시·공간성을 품고 있다는 상정 아래 작업이 놓인다. 이때 관객들이 전시

공간에 들어오는 일은,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전시 공간이라는 또 다른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2) 사람들은 전시 공간에 놓인 작

업을 통해 전시장 크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꼭

관념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시장에 들어온 일상의 모든 사람들도 제각각

의 몸의 공간과 고유한 시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공간에 놓

인 작업은 관념과 실재와는 별 상관이 없다.

작업으로 전달하려는 핵심은 서로 다른 몸을 지닌 사람들이, 전시 공

간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공백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만나 사람들의 몸이

찰나로 스치는 사건성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극미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상이라는 시공간을 사는 사람들

의 감각으로는 쉽게 감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시간의

간극에 접근하여 몸의 양가성과 사건성을 주제로 삼는 것은 어린 시절부

터 누적된 ‘있음’과 ‘없음’의 반복된 사건과 이로부터 비롯된 상실감과 희

망감의 반복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

2) 일반적으로 조각물은 사각 좌대 위에 놓인다. 이 사각 좌대는 모서리를 통해 전시 공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간을 구분 짓는다. 암시적 경계는 조각물이 점유한 공

간 속으로 관객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구분선을 만들어낸다. 또한, 조각물을

제작한 작가는 좌대가 형성하는 분리된 공간을 통해 자신이 천착하고자 하는 조각물의

시·공간성을 전시 공간에서 이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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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초기에 우연히 시신의 몸을 마주하는 사건은 몸에 대한 분열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람의 실재감을 조각으로 옮겨낼 수 없다는

회의에 빠져있었는데, 시신의 몸과 조우했던 사건은 조각물로도 실재감

을 전달할 수 있다는 착각과 희망으로 이어졌다. 이후로 현재까지 조각

물을 몸의 대리물로 삼아 몸의 분열적 상태를 우리 일상의 시공간 속에

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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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가벼운 몸

학부 2학년 과정에서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는 잠이

덜 깨어 정신이 몽롱한 채로 공용 샤워장에 들어갔다. 스무 평쯤 되는

샤워실은 테두리를 따라 예닐곱 되는 개인 샤워 부스가 있었다. 입구를

열고 들어갔을 때, 인기척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줄곧 사

용하던 부스를 향해 몇 걸음 더 걸어갔다. 시선을 내리깔고 걸음 하던

중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몇 권의 책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산한 느낌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나와 똑바로 마주하고 있

는 목맨 시신의 몸을 보았다. 일상에 균열을 낸 마주침 앞에서 도망치고

픈 마음도 일었지만, 미궁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강했고, 견딜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시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 높지 않은 샤워 커튼 바에 신발 끈으로 목을 매었는데, 열권 남

짓한 책을 밟고 올라간 뒤, 책을 차서 목을 맨 듯했다. 시신의 몸은 체중

에 늘어진 탓인지, 채 넘어가지 못한 책 위에 발을 딛고 있어, 가볍게 매

달린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중력에 여실히 노출된 나의 몸과는 달라서 시신의 몸은 중력과 무관한

다른 차원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눈으로 보기에 시신의 몸은 경직이 일어나, 살아있는 몸과 미세하게

달라 보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목을 매었다는 죽음의 단서가 없다면 쉽

게 알아차릴 만한 차이도 아니었다.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나와는 어떤 다른 곳에서 완전히 이격되어

있는 듯한 죽은 자의 몸은 스산한 느낌을 자아냈다. 점차 이러한 스산함

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나를 집어삼켰고,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며 자살

한 이가 어리석다는 듯 혀를 끌끌 차 댔지만, 이는 그를 위한 행위가 아

니었으며, 다시금 온전한 의식의 합리화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자기

최면 같은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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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점〉, 55x60x172cm, 종이 캐스팅 후 그을림, 2013,

점토로 세밀하게 모델링 한 뒤, 몸을 가볍게 느껴지게 하려고 종이로 떠냈다. 
인체상 내부의 굴곡들과 세부를 아세틸렌가스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시키는 
그을음을 통해 평면화하고, 반사가 적은 검은 그을음으로 전시 공간 속에 또 다
른 몸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였다. 이는 종이로 제작한 뒤에도 남아있는 
모델의 부피감과 중량감을 최소화시켜, 모델이 품은 공간의 공백감을 전달하려
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반사가 적은 그을음으로도 모델이 지닌 부피감과 구체
성을 완전히 덜어내진 못했다. 반타 블랙이라는 적합한 물질이 있었으나, 반타 
블랙은 특정인에게만 사용권이 있는 물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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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 껍데기 몸

사실 최초에 시신을 발견하고는 나는 눈을 감고 샤워실을 벗어났다.

잠이 덜 깨어 몽롱한 상태였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나 헛것을 본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닫힌 샤워실 문 앞에 기대어 조금 진정한 뒤

다시금 샤워실 문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시신의 몸은 그대로 있었다.

귀신이나 환영이 아니고 실재였다. 샤워실이라는 공간 속에 매달린 듯,

매달려 있지 않은 듯 그렇게 있었다. 또 이는 선 듯, 서 있지 않은 듯한

착각을 일게 했다. 언급한 대로 샤워실은 넓은 공간 속에 테두리를 따라

여러 작은 샤워 부스의 공간으로 쪼개져 있었고, 시신의 몸이 매달린 샤

워 부스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일상 사람의 몸과 외

관은 똑같아 보이고, 분명 죽어있는데, 또 의식이 있는 듯 서 있고, 벌어

진 입속의 공간은 일상의 벌어진 입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공간과는 달라

서 아무런 소리도 낼 것 같지 않은, 소통이 부재한 의미 없는 공간이고,

뜬 눈도 감겨있는 듯 어떤 상도 맺힐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은 눈

도 아니고, 책 위에 맞닿은 발의 끝부분은 시신의 몸뚱이가 가볍다는 듯

어떤 긴장감도 없었고,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인 것 같기도 하

고……

시신의 몸 앞에서 하나의 몸이 수많은 몸으로 쪼개어진 듯한 분열증

적인 상태의 체험은, 작업 행위에서 하나의 틀에서 똑같지만 똑같지 않

은 동일 인물의 여러 상태를 복제하는 일로 이어졌다. 또한, 복제해서 틀

에서 빠져나온 얇은 종이 위에 또 얇게 합성수지를 투명하게 발라서, 빈

껍질에서 빈 껍질로 형상을 누적시키고, 또 틀 안의 형상의 얇은 종이에

서 또 얇은 종이로 감소시키면서 조각상을 탈형시켰다.

<우민> 연작은 한 틀에서 이 같은 몸의 복제 행위를 통해 몸의 분열

증적 상태를 재연한 것이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틀에서 틀로 몸을 이탈

시킬 때, 몸과 몸의 간극을 넓히는 행위로 여기고 작업했다. 이는 개인적

시간 속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였지만 전시 공간에서 지속성을 가

지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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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에서 몸의 소실과 이탈은 암시적으로 전달될 뿐, 내가 틀에

서 인체상 껍데기를 반복적으로 빼내며 몸의 간극이 멀어지게 했던 시간

성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전시 공간에서 몸의 멀어짐이 끝나버린

상태가 아닌 진행의 상태로 제시되려면 합성수지처럼 한번 굳고 나면 견

고해지는 재료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후로 얼음, 드라이아이스, 연기와 같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굳지 않

고, 온전히 소실되는 재료를 써서 틀에서 틀로 연속적으로 빠져나오는

몸의 분열과 시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얼음을 통해서는

전시 공간에서도 몸이 분열되며 멀어져 가는 소실감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우민〉, 합성수지, 50x90x105cm, 
2009

<우민>은 당시 가깝게 지냈던 사람
을 모델로 하여 몸의 ‘있음’과 ‘없
음’의 공존 상태를 형상화한 것이
다. 전시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을 
품은 몸이 있고, 보이는 듯, 잘 보
이지 않는 몸을 드러내기 위해 합
성수지를 얇게 펴 발라 속이 비치
게끔 하였다. 종이로 제작한 형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가며 수지를 발랐
고 중력에 의해 흘러내린 재료의 
맺힘을 이용하여 상승과 하강의 느
낌이 공존하게 만들었다. 이는 의자
에 앉아있는 듯하지만, 또 없는 것 
같은 가벼운 존재감과 공백감을 전
달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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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 연작>

<우민 두상>, 석고, 26x23x39cm, 2009

 틀에서 빠져나온 종이 위에 또 종이를 발라서 
형상을 뜨고 그 틀 속에 다시 종이로 떠내는 
반복 과정에서 드러난 우민의 두상이다. 두상이 
감소와 증식을 반복하면 최초의 구체적이었던 
형상은 점차 미세하게 추상적으로 변한다. 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과거 사람들의 형상이 점
차 흐릿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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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어지는 몸

몸이 소실되는 과정은 평범한 시간 속에서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소실은 죽은 뒤에 빠르게 나타나지만, 이는 시간의 기준을 수년 정도

로 상정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고, 우주의 역사에 비견되는 거대한 시

간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3) 몸이 감소되는 현상은 의

식이 사라지는 죽음과는 무관하게 온전히 몸으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시

간을 다 소진하였을 때 소실은 끝이 난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 몸의 소

실을 체험하려면 몸이 지닌 시간성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종이 이상의 연약한 재료가 필요했고, 얼음을 사용하여 현실에서

작업이 소실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몸을

한정된 전시 공간에 드러내기 위해서 얼음상이 자신의 크기를 감소시키

며 완전히 없어지는 성질을 이용했다.

<아워 타운>은 전시 공간에서 몸의 멀어짐을 단일 대상에서 암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사건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다.

인체상을 끊임없이 뒤로 물릴 수는 없기에 얼음이 녹아들며 형상이 점차

작아지는 상황을 통해서 관찰자로부터 인체상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

게 하였다. 이 움직임은 몸이라는 대상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비로소

멈춘다.

<Our Town>이라는 제목은 당시에 보았던 손톤 와일더(Thornton

Wilder)의 희곡 제목을 차용해서 붙인 것이다. 희곡은 1910년대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영혼이 되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다. 희곡에서는 유한한

삶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사건을 소중히 하라는 메시지가 담

겨있다. ‘우리 읍내’라고 번역되는 희곡의 제목 ‘Our Town’의 단어를 쪼

개어 ‘Hour’의 시간성과 ‘Our’의 ‘우리’, ‘Town’의 장소성을 수반하는 의

미로 받아들이고 내가 천착하는 시·공간성의 의미를 암시하고자 했다.

3) 죽은 자의 몸에서 발견되는 소실은 시간의 단위를 하루로 상정하면 느린 현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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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작업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어

작품이 어두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얼음상이 놓였던 최초의 시간에

굴곡진 표면들이 점차 매끈해지고 투명해지는, 아스라이 소실되는 매 순

간의 변화를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고자 했다.

4. 소실되는 몸

사람의 몸이 소실되는 것은 마치 거대한 강물을 담은 댐에 미세한 누

수가 발생해 아주 느리게 강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

러나 일상 시간 속에서 이는 느껴지지 않는다. 어제오늘의 고인 강물은

내일모레도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느껴진다.

전시 공간에서 미세하게 달라지는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도 강물

이 느리게 소실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처럼 어렵다.

<아워 타운>, 54x97x122cm, 얼음, 2013,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시
간의 역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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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실>은 전시가 진행되는 넓은 공간에 연기를 채우고, 이 같은 느

린 소실을 조금 더 빠르게 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주차장으로 쓰였던

넓은 공간에 연기의 유속으로 사람의 몸이 소실되는 미미한 느낌을 일정

한 모습으로 유지시키는 일이였다. 따라서 10m에 가까운 너비의 주차장

의 개방된 입구를 비닐천으로 막아 관객 정도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를 만들었다.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테스트할 때는 사람들의 출입이 적

어 사진 속의 모습대로 연출이 잘 이뤄졌지만, 전시 이후 사람들의 출입

이 잦아지자 연기의 유속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왕래 속에 달라지는 유속의 변화도 작업의 일

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누실>, 포그머신을 이용한 가변설치, 2015 

<누실>이 설치된 전시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의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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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펼쳐진 몸

일상에서는 몸이 소실되는 극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는 지금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를 감지하려면

사람의 눈이 미세한 시간에서 몸이 각각의 시간 속으로 분열되는 찰나의

간극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걸어가다 멈춘 사람의 몸은,

걸어온 방향에서부터 무한한 입자들의 잔상을 남기며 펼쳐진 것처럼 보

일 것이다.4)

<Vortex ring>은 연기 도넛 링이 느리게 공간을 가로지르며 발생시

키는 잔여물들을 통해 사람의 몸이 공간 속에서 소실되어 나가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사람의 일생을 은유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도넛 링의 출발 지점에는 5cm 크기의 검은 공이 매달려 있고, 도착

지점에 같은 크기의 투명 공이 매달려 있다. 매달린 공은 사람의 눈을

상징한 것으로 관찰자가 양쪽 공의 위치에서 번갈아 서보며, 도넛 링이

다가오고, 멀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게 한 것이다.

도넛 링이 출발하는 위치에 있는 매달린 검은 공에서 보면 사람의 몸

으로 상징된 도넛 링의 이동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도넛 링은 검은 공의 위치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없다.

도넛 링 형상의 긴 잔상 때문에, 그것은 길게 늘어난 것이지 앞서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몸으로 상징된 도넛 링은 나아가는 움직임에

따라 흩어진 꼬리의 자취, 잔상까지를 자신의 일부로 포함 시켜야 한다.

이는 몸이 무수히 펼쳐져서 늘어진 것과 같다. 따라서 검은 공의 입장에

서 보면 도넛 링은 멀어지는 동시에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4) 셔터스피드를 아주 느리게 하여 사물의 움직임을 촬영하면 이 같은 현상이 생긴다.

주로 밤하늘의 별의 모습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다. 이때 별의 모습은 잔상으로

나타난다. 셔터스피드를 더욱 느리게 하면 별은 사라지고 빈 밤하늘의 공간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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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ring>, ‘검은 공’ 위치에서 바라본 링의 모습

<Vortex ring>, 조명과 포그머신을 활용한 가변설치, 2014, 링이 발사되기 전의 공간 구조

-발사 장치의 가까운 쪽에 ‘검은 공’이, 먼 쪽에 ‘투명 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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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지점에 매달린 투명 공에서 보면 이 현상이 역전되어 나타난다.

도넛 링은 투명 공을 향해 다가오는 듯 보이지만, 그 잔상 때문에 멀어

져 가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까움과 멂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

태를 통해 몸의 양가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가깝고 멂이 공존하는 모순

적인 사태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도넛 링이 발사되는 전시 공간을, 빛의 속도로 내달리는 투명한 기차

속 공간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또 이 공간 속에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의 몸이 있다. 이 사람의 몸은 빠르게 내달리는 투명한 기차 바깥

공간에서 보면, 기차가 너무 빨라서 길게 늘어나 있는 것처럼 잔상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차 속의 시공간은 기차의 바깥, 즉 일상의 시공간

에서 보면 매우 빠른 시공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차에 탑승

하게 되면 일상의 시간은 매우 느려진다.

나는 <Vortex ring>이 설치된 전시 공간에 들어섰을 때 관객이 시간

이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길 원했다. 이 전시 공간은 바깥에서 보면

매우 빠른 시간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간에 들어섰을 때는 시간이 느려

진 공간이다. 동시에 이 느린 시공간에서는 현실에서는 압축되어 짧게

보이는 사람의 몸이 길게 펼쳐진 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 아래 사진은

몸이 펼쳐진 상태를 연기가 펼쳐진 것으로 대신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는 몸에 누적된 자신 과거의 몸들을 꼬리로 달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Vortex ring>, ‘검은 공’에서 ‘투명 공’까지 도달한 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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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ring>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의 몸에 대한 관점은 사

람의 몸은 일상에서 보면 하나의 대상이지만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가깝고

멂을 동시에 수반하는, 몸의 경계가 쭉 펼쳐진 괄호 ( )와 같은 상태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어 공백을 가둔 괄호의 거리

가 더욱 멀어진다면 ‘공백’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즉,

사람의 몸은 대상화될 수 없는 ‘거리(distance)’ 그 자체임을 말하고자 했

다.

6. 합쳐질 수 없는 몸

<사랑의 환상>은 서로 다른 두 시·공간성을 지닌 사람의 몸을 각각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비유한 작업이다. 얼음의 몸과 드라이아이스의

몸은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성을 응축시키고 있다.

얼음은 물 분자의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고착화되어있는 상태고,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들이 고밀도로 압착되어 있는 상태다.

이 두 몸의 상태는 현실에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만 유지된다. 물 분

자 입장에서 보면, 얼음이라는 틀 속에서 시간성은 엄청나게 감속된 시

간과 같다. 얼음이라는 틀 속에서 물 분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만 상

온이라는 보통의 환경 속에 노출되면, 점차로 움직임의 속도를 빨리하며

와해되고 녹아내린다. 이산화탄소가 엉겨 붙은 드라이아이스 속에서의

공간은 일상의 공간과는 다르게 엄청난 압력으로 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의 평범한 압력 속의 팽창된 공간 속에서는 점차 그 간극이 벌어지

며 이결되고, 결국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이를 각각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보면 얼음이라는 몸은 감속이라는

시간성 때문에 일상의 시공간에서 단일 대상으로 보이고, 드라이아이스

라는 몸은 고압이라는 압축된 공간 속에 있기에 단일 대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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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과 고압이라는 환경적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상의 시공간에

서 드라이아이스와 얼음은 한없이 펼쳐져서 녹아내리고 기화되어, 결국

사라지는 ‘공백’이 된다.

<사랑의 환상>은 <누실>과 <Vortex ring>과는 다른 시간성을 담고

있다. 개별자 몸 안의 고유의 시간성이 일상이라는 조건의 시공간과 만

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드러나는지 제시한 것이다. 얼음 위에 놓인 드라

이아이스가 얼음의 감소를 막아주는 듯하고, 얼음이 드라이아이스의 팽

창을 지연시키는 듯한 현상을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

했고,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 현상이며, 물리적 조건 속에서는 불가능한

환상과도 같은 행위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 사랑의 행위는 지

금 이 전시장이라는 시공간의 조건 때문에 가능한 단 한 번의 찰나 같은

사건임을 상기시켜 환상임에도 소중하게 여겨지길 기대했다.

<사랑의 환상>, 30x30x60cm,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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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려있는 몸

분열하는 몸의 체험에서 비롯된 몸에 대한 느낌은 아래와 같은 단어

로 작업에 표현되었다.

공간에 생긴 또 다른 공간

누수

펼쳐짐 - 가까움과 멂이 없는 거리(distance)

비어있음

공백( )

이와 같은 상태는 모두 몸이라는 자신의 경계를 공고히 하여 밀폐되

어 있는 닫힘의 상태가 아니라, 허물어진 경계를 통해서 자신의 감소를

실현시키고 있는 몸의 열림에 대한 상태이다. 이는 이후의 작업 <기다리

는 사람들 1. 2> 연작에서 드러난다.

<기다리는 사람들 1>은 2017∼2018년 사이에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

을 모델로 삼아 제작된 것이다. 이때, 나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

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보통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2년 정도 가깝게 지

내다가 졸업 후에는 먼 대상이 되고,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받으며 같은

상황을 반복한다. 당시에 가깝게 지내지만, 다시 멀어질 학생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감상적인 생각에 빠졌고, 이러한 현실에서의 만남과 헤어짐도

어느 정도는 개별 ‘몸’의 시간성이 누적된 현상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5)

나아가 이 학생들을 모델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사람 몸의 소실’이

라는 주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포즈를 취해달라 부탁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5) 이는 앞서 설명했던 사람의 몸이 소실되는 현상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일상이라는 미

시적 시공간을 우주 차원의 거시적 시공간으로 전환하여 바라보면 앞선 작업에서 보인

몸의 시공간의 스침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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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서 있는 모델의 포즈는 일상에서 횡단보도나 지하철 플랫폼

맞은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무심히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따 만

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연유로 우연히 내 앞에서 멈춰

선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비우며 각자의 길을 간

다.

필연이든 우연이든 일상의 사람들이 나의 몸과 스치며 지나치는 사건

은 개별자 몸에서도 발견되는 가까움과 멂이 공존하는 현상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군상 제작 첫 단계에서는 점토로 구체적 형상을 제작하였으며, 모델

이 된 대상이 누군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구체적 형상은 최종 상태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

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태워서 추상적으로 만들 구체적 형상이 필요했

기에 사실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종이로 만든 형상들은 얼음상이나 연기처럼 완전한 소실까지 진행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종이는 얇다는 성질 때문에 과거로부터 누적되

어 온, 한 몸의 시간성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는 얼음이나 연기 같은 물질보다는 좀 더 조각상 앞에 선,

실제 사람 몸의 시간성과 미세한 차이를 조절해서 보일 수 있다고 판단

했다.

얼음, 드라이아이스 연기는 한 번 와해되면 완전하게 소실되어 버리

지만, 종이의 적층 된 여러 겹은 충분히 내가 조절해 볼 수 있는 재료였

다. 이러한 종이의 성질을 이용하면 얼음이 녹고 연기가 사라지는 현상

보다 좀 더 관객들 자신에게 가까운 일로 체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

지고 작업했다. 6)

6) 얼음과 연기로 제작된 작업들도 몸의 소실이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

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얼음상과 연기가 흩어지는 현상 앞에서는 관객들이 그

사라짐을 자신과 가깝게 여기기보다 관념적인 먼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양

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 혹은 지구의 자전까지도 현실의 일이지만 우리가 감각하기에 이

는 너무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이다. 따라서 관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실감으로 경험하기

에는 우리에게 너무 먼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이라는 물질이 좀 더

적합하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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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통해 제시하는 시간성은 <Vortex ring>, <사랑의 환상>,

<아워 타운> 보다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시간성을 품고 있다. 앞선 작

업들에서 형상은 재빠르게 소실되어 금방 추상적 대상이 되는데 이 작업

은 좀 더 느린 시간성 속에 드러나는 것이기에 비교적 형상의 구체성이

덜 마모되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 모습으로 제작되어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지진 않는다.7)

사람 몸의 누적된 시간성을 나타내기 위해 양파가 껍질을 채워 자신

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종이를 여러 번 적층시켜 형상을 떠냈

다.8) 이는 후에 종이를 바깥에서부터 내부로 태워 나가면서 한 껍질씩

차례로 벗겨져 나가는 형상들의 표면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태

워서 와해된 종이의 표면을 통해 사람 몸의 열려있음을 전달하고자 했

고, 동시에 작업 현장에서 종이를 태워 발생한 그을음과 냄새 같은 감소

분들이 전시 공간까지 뒤따라가 형상 주변에서 매캐한 탄내와 그을음으

로 맴돌게 했다.9) 최초에 각 인물상을 구성했던 입자들은 기화되어 냄새

가 된다.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관객의 호흡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공

백으로서 조각의 몸과 공백으로서 감상자의 몸이 교집합을 이루게 된

다.10) 이러한 몸의 열린 상태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지금 여기 전시 공

7) <기다리는 사람들 1>에서 인물상을 구성하는 종이를 태우면 겉꺼풀이 일어나면서 내

부 꺼풀을 드러낸다. 이는 겉꺼풀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 가려져 있던, 과거의 몸 표면

을 들춰내는 것을 의미한다. 얼음상은 한번 녹기 시작하면 최초의 구체적 형상이 금세

추상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들 1>에서는 태우는 행위로 구체와 추상의

교차점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고, 이 교차지점을 현재의 뚜렷함과 과거의 모호함이 스

치는 찰나의 순간을 드러내는 일로 여기며 작업했다.

8)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의 구조와 비슷하다.

9) <기다리는 사람들>의 주재료인 종이를 태우면, 탄소(C)가 공기 중으로 분리되고 이

를 매캐한 냄새로 감지한다. 탄소는 나의 다른 작업 <Vortex ring>, <누실>, <사랑의

환상>에서 사용된 드라이아이스(CO2)의 구성물이기도 하다. 각각의 작업에서 탄소분자

의 구조적 상태는 다르지만, 작업을 구성하는 탄소의 존재는 작업 간의 교집합을 형성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실재 사람과 조각물의 교집합적 상태를 떠올리는 일로 이어졌

다.

10) 제사나 차례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일로 의식을 마무리한다. 이때 지방으로 사용된

종이는 의식에서 선조의 몸을 대리물로 삼은 것이다. 지방이 타서 매캐한 냄새가 느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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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일어나는 만남임을 말하고자 했다.

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몸의 일부분이 나의 몸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다리는 사람들 1>, 2018, 종이로 제작 후 태움, 각각 실제 모델과 같은 크기, 2018,       
- 서울대학교 조소과 석조장에서 촬영.

<기다리는 사람들 1>,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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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람들 1> 중 부분 인물상, 모델과 함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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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람들 1> 종이로 탈형 된 군상의 모습 

<기다리는 사람들 1> 중 자소상, 왼쪽부터 작업의 진행 과정.

<기다리는 사람들 1> 각 인물의 점토형상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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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무것도 아닌 몸

<기다리는 사람들 2>, <사랑의 환상>은 곤잘레스 토레스의 시계와

전구를 이용한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작업에서 각각의

시계와 전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몸처럼 여겨졌다. 시계 두

개와 전구 두 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한 두 대상인 듯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 미세하게 다른 시간성을 품고 있다.

최초에 이 두 대상은 동일한 지점에 있는 듯하지만, 점진적으로 흘러

가는 시간 속에서 점차 미세한 간극이 벌어지며 서로의 차이를 드러낸

다. 시간이 흘러 차이를 인식했을 때,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은 사

물의 내적 요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각각의 사물이 품은 시간성이

다 소진되었을 때, 다시 간극이 좁아지며 동일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멈춘 시계와 꺼진 전구는 최초와 동일한 듯하지만 아주 미세하

게 달라 보인다. 이는 그것을 관찰했던 관객의 몸속에 보이지 않는 기억

으로 자리 잡아, 지금의 시공간 속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두 대상을 미

묘하게 달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물이 품은 시·공간성의 미묘한 차이가 사람의 몸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2>를 제작하였다.

Felix Gonzalez-Torres

<Untitled> (Specific Objects without 
Specific Form retrospective at Wiels), 
2010

Felix Gonzalez-Torres, 

<Untitled> (Perfect Lover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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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cm 크기로 만든 인체상 두 개는 하나의 틀에서 얼음으로 떠내어

제작된 것으로 최초에는 그 부피와 크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를 교내의 1월에 견고하게 언 자하연11)의 빙판 위에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 두었다. 이 자하연이라는 공간에 세워진 두 얼음상은 같은 틀에서

나와서 같은 공간에 놓인 듯하지만, 자신을 제작한 작가도 감지할 수 없

었던 내부적인 차이나, 자하연이라는 하나의 빙판 위에 생기는 미세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점차 그 과정을 달리하며 차이를 드러낸다. 그

리고 이 차이는 얼음이라는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 입자들이 완

전히 소실되었을 때 우리가 인식했던 차이의 증거들은 자국을 감추며 사

라진다.

11) 서울대 자하연 명칭은, 조선시대 시.서.화의 대가 신위의 호가 '자하'인데에서 유래한

다. ‘자하’의 몸은 이곳에 살다가 이곳에 묻혔다.

<기다리는 사람들 2>,

각 180cm의 얼음 입상, 서울
대학교 자하연에 설치.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20
일까지 연속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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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설치되었던 2018년 겨울은 다른 때보다 추워서 두 얼음상이

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얼음상의 변화를 매일 자하연에 나가 촬

영했는데, 그럴 때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작업

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제 갈 길을 가며 무심히 지나치

곤 했다. 또 며칠 동안 변화를 관찰한 행인들은 사진을 찍는 나에게 다

가와서 작업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자신만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작업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행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하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자하연의 빙판은 원래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두 얼음

상이 잠시 서 있었다. 얼마 후 두 얼음상은 사라졌고, 다시 연못은 처음

의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최초에 비어있는 연못과 얼음상이 사라진

뒤의 연못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같은 연못이지만, 빈 공백으로 흩어져

사라진 얼음상이 사람들의 기억이나 마음속에 미세하게 남아, 그 아무것

도 없는 자하연이라는 빈 공간을 처음과는 조금 달라진 아무것도 없는

‘빈 터’로 기억하길 바랐다.

<기다리는 사람들 2> , 2018년 2월 23일 촬영, 얼음상의 흔적이 남은 최종
일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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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한 사람의 몸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손가

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다른 사람의 몸이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몸은

한 대상이 되어 가리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필름을 가속하면, 가

리키는 사람의 몸이 먼저 사라지든지 대상화되어 있는 사람의 몸이 먼저

사라지든지 한다. 사람의 몸이 소실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가리키던 한 사람의 손가락은 그저 빈

공백, 허공을 가리키는 상태가 된다. 반대로 가리키는 사람이 먼저 사라

지면 가리킴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몸은, 가리킴을 받지 않았던 원래

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사람의 몸은 사건이지 대상이 아니다.

나는 앞서 설명한 작업들의 과정을 거치며 실재하는 사람들의 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몸들은 공백과도 같아서 사실 만들 수 있

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스쳐 지나

가듯 자신의 몸을 내비치고는 다시 사라진다. 시신이라는 죽은 자의 몸

도 예기치 못한 마주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내비치었을 뿐이고, 일상

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길을 가다 스치는 사람들,

삶의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은 이내 곧 각자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 자리를 비우며 사라진다. 예전에 내 작업의 모델

이 되어 가만히 있어 주었던 모든 사람들도 현재에는 다른 어느 시공간

에서 각자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실에서 각각의 몸들이 품은 시공간의 차이는 각자 살아가는 방식의

내부적인 요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나와 사람들이 완전히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자리 잡

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스치듯 사라진다.

사람의 몸은 별이다. 밤하늘에 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하

여 시공간 속에 노출되었고,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서 스치듯 만났다가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 이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몸들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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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차이를 품은 몸이 스치는 사건 속에서 마주하는 것이지 대상화

하여 고정된 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몸들이 아니다. 대상화되었던 몸

들은 현실이라는 실재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내 그 자리를 떠나고 사라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라짐을 체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체상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인체 형상은 자꾸만 그 모습을 달리하며 다른 사람으

로 변해간다. 나는 그저 작업실이라는 매일 미세하게 다른 차이를 품은

시공간 속에서 인체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소실되어 자꾸 부수

고 만들기를 반복한다. 간혹 작업실에 찾아오는 동료들이나 사람들은 조

금씩 달라지는 인체상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전시 기일이 다가오면 하는 수 없이 그 형상들을 내놓고 도망치듯 전

시장을 벗어난다. 이 같은 행동은 전시장이라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 속

에서는 인체상이 품은 시공간의 비밀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공간 속에서 나는 정해진 고정된 사람이 된다.

고정된 전시장에서 나는 특정한 사람이 되고, 인체상은 특정한 작품이

되고, 전시장은 특정한 공간이 된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자, 아무것도 아닌 몸을 만들고, 아무

것도 아닌 빈 공백의 자리에 몸을 드러내 놓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런

행위가 타자라는 아직 채 소실되지 않은 몸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아

무것도 없는 몸들의 공백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의 실현은 사실 전시라는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저 일상의 작업실과 삶 속에서 실현되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진행의 종결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돌아가고, 나의 작

업이 소실되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다시금 비워져있는 아무것도 아닌

빈터가 되었을 때 완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이라는 시공간과 내가 품은 시공간과 인체

상이 품은 시공간이 스치는 만남을 통해서 부딪히는 방식으로 모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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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전시라는 특정한 만남을 그토록 불편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사건의 여운과 여지로 남겨두고 또

다른 마주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작업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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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ime of Body

through Vanishing Sculptures

Shin, Jong Hun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human body in everyday life seems to be a single object.

Inside the very body seen as a single form, however, there

shall be accumulated bodies of time infinitely differentiated into

hours, minutes, and seconds. With its time finely divided, a

human body retains slightly different bodies for each

differentiated moment. These fragmented bodies in time, being

accumulated one above the other, thus present the appearance

of the body we are looking at this very moment. A human

body bears countlessly different bodies of times ― similar to a

set of tree rings having the appearance of a tree trunk, which

is holding innumerable and invisible times inside.

This study is oriented to express the accumulated bodies by

working with bodies of human sculptures, and to reveal the

times of our bodies in the vanishing processes. To this end,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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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mploys materials capable of completely breaking down ―

water ice, dry ice, and smoke ― which display the gradual

process of vanishing and disappearing. In addition to that, I

burn human sculptures formed by accumulating layers of paper,

to uncover the hidden surfaces of the figures. With this

method, my works intend to say the fact that every individual

body of our own is a collection of times, as well as that the

bodies of the past continue to meet with and part from the

body of the present. Furthermore, extending to the bodies of

others, there shall be countlessly continual occurrences in which

each body with its own times comes across and passes by.

Thus, placing the bodies of sculptures with time in spaces, I

would evoke our reality as the totality of occurrences where

people holding their own bodies of time are passing by.

Key words : human body, differentiated body, invisible time,

surface, vanishing,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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