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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자아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능동 으로 구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자아는 개인 인 정체성의 실체에 자신을 통합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본인 작업의 시발 은 이러한 생각에 기 하 으며,그것을 시각 으로 표

하는데 있다.본 논문은 작품 제작 논문으로,이러한 ‘자아’개념을 타자와의

계에서 찾아보며,작업으로 가져옴에 있어 본인 술작품의 타당성을 모색

한다.

  본 논문은 와 같은 작업의 동기와 함께 이론 배경이 되는 방편으로 주

체로서의 자아 형성은 타자와의 계에서 비롯된다는 자크 라캉 (Jaques

Lacan,1901-1981)의 ‘거울 단계’이론을 미술 작품과 연 지어 풀어가고

자 한다.주체를 탈 심화시키는 사상이 술 작품 경향에 어떠한 변화를 주

었는지,다시 말해, 미술에서는 타자를 통한 시공간 지각 이론이 어떠

한 미술 형태를 나았는지 탐구하고 이를 근거로 작품을 분석한다.

 주체와 정체성은 계속 으로 바 고 발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계는 희미해지고,자기 자신(theself)은 더욱 더 타자(theOthers)와 함께

활발하게 나타난다.이는 단지 주체성(subjectivity)이라고 하기보다 간(間)-주

체성(intersubjectivity)이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맞을 것 같다. 술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타자성을 포함한 상호-주체 인 소통,교환, 동,모두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자아는 타인과의 계에서 가지는 이해,견해,축 된 지식,인식,

감정과의 계를 통해서 구성되고 재형성된다.본인은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

로 본 논문의 목 과 연구 방법 그리고 본인 작업의 동기 그것의 개 과

정을 이론 인 배경과 함께 제시하 다. 한 제작 논문인 만큼 본인 작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제 작업을 제정비하여,작업발 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 다.

본인은 유아시 과 사춘기 시 모두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보낸 실제 경험

을 기반으로 작업을 풀어나간다.타 문화권에서 직 타인이 되었던 경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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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화,때론 상과 같은 시각 요소로 환원되어 보여 진다.

다원화된 사회문화의 구조 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연

성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이번 계기가 앞으로 본인이 작업을 진

행할 때,진실 된 열린 자세로 타자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

으면 하는 바이다.그리고 이런 나의 바람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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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체성에 한 심은 언제나 본인의 작품 주제가 되어왔다.실제로 유년기

시 을 타 문화권에서 보냈기에,언어와 문화의 차이로부터 오는 사소한 이질

감을 다른 래보다도 일 이 느끼고,정체성에 한 생각도 비교 많았던

것 같다.

우리가 개인 이고 문화 인 경험을 형성하면서,자기 자신을 정체성,혹은

자아로 여기게 된다.이는 어느 정도의 수 으로 스스로를 행 주체로 인식

하는 가와 련되어 있으며,얼마만큼 능동 으로 참여하는 가와 련되어 있

을 것이다.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아 형성 과정에 일상 으로 몰두

하고 있고,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향을 주고받고 있다.본 논문은 그 에서

도 특히 타자가 어떻게 자아의 주체 의식을 가능 해주었는지를 핵심 문제로

서 살펴보고,더 나아가 미술에서는 이러한 타자를 통한 이론이 어떠한

미술 형태를 가능하게 했는가를 탐구 할 뿐만 아니라,본인의 작업과 련하

여 그 의미와 타당성 요성을 밝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먼 작품의 이론 인 배

경에 해당되는 제 2장,방법 연구를 다룬 3장,그리고 이어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는 제 4장,이 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첫 장인 2장에서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자크 라캉(JaquesLacan)

의 출발이자 핵심 이론인 ‘거울단계’이론을 살펴 으로써,자아 정체성의 문

제를 표 하고자 하는 본인의 작업의도를 이론 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그

는 주체는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며,정체성은 타자와의 계를 끊임없

이 왜곡시키면서 형성된 주체의 외피일 뿐이라고 하 다.이 듯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에서 타자의 시선은 주체형성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며,주체의 근원

은 으로 타자가 된다고 한다.이런 그의 이론에 기반 한 본 논문은 주체

형성에 있어 타자와의 계에 을 두고 있으며,이는 본인 작업 설명의 토

가 된다.

제 3장은 앞서 언 한 타자의식 사고를 술작품 속 이미지와 재료 등으로

부터 살펴보는 방법 연구로 이어진다. 베카 호른,일리아 카바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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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에셔,루이즈 루즈아,아네트 메사제와 같은 구체 동시 작가의 작품

들에서 읽 지는 상징 인 문제를 연구하고,아울러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

는 주체의식에 해서도 함께 설명하겠다.

내용 연구와 방법론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후,제 4장에서는 작품 이

미지와 함께 본인 작품을 분석한다.특히 작품에서 요시 되는 설치에 한

이해를 돕기 해 설치에 사용되는 사운드,비디오,등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가 가지는 효과에 해 서술한다.

본 논문은 범람하는 이미지 속에서 쉽게 창조되는 덧없는 나르시스 자아

가 되기보단,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를 미술 작품으로

표 하고자한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기 해 제작되었다.타자의 요성이

더 커져가는 요즘,그들과의 상호작용 아래 형성되는 개인의 주체성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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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체의 탈 심화

1. 개인 주체의 상 축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공통 으로 인식의 변화가 수반하고 있는 여러 문제

요한 하나가 바로 통 주체에 한 비 혹은 해체라 할 것이

다.탈근 인 시 가 도래하면서 탈구조주의와 담론 이론,그리고 정신분석

학의 혼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체를 탈 심화 하기”는 여러 모습으로 변화

하며 나타나고 있다.

데카르트(RenéDescartes,1596-1650)이후 서양 근 철학의 역사는 주

념 철학의 향 하에 놓여왔다.1)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도래한 르

네상스기에는 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나”에 한 개념이 발 하

기 시작했다.데카르트의 근 철학에 이르면 인간 경험의 체 상에

한 개인 정신과 의식의 우 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확립됨으로써 사유 주체

(Cogito)가 주체로 권 를 행사하기에 이른다.그리고 헤겔(G.W.F.

Hegal,1770-1831)의 변증법에 의해 서양 근 철학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하면서 의식 주체로서의 주체 개념은 최 한으로 발 하게 된다.

이 게 데카르트의 사유 주체 이래로 념론과 상학을 거치면서 변화

구축되어 온 주체의 개념이 이었다면,그로부터 벗어나려는 20세

기 후기의 운동은 주체의 해체 쪽으로 진행되었다.근 부터 20세기에 이

르기까지 서양 사상의 추가 된 “나”라는 주체 개념을 비 하고,이 비

을 기 로 새로운 주체 개념을 구축한 여러 철학자 자크 라캉(Jaques

Lacan1901-1981)2)은 ‘거울 단계’3)이론을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1)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은 실재를 명석- 명하게 악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합리 이고 자율 인 개인

들 사이의 합의에 의거한 사회 계약론으로 구체화 된다.헤겔(G.W.F.Hegal)이 규정한 근 는 주체

성의 철학 원리가 지배하는 시 로 귀결되며 더 나아가 주체는 객체를 타자로 규정하고,그 타자를

자신의 동일성 속으로 유 착취하는 과정으로 성립된다.(윤호녕,「주체 개념의 비 」,서울 학

교출 부,1999,“주체 논의의 단계:무엇이 문제인가”pp.1-3참조)

2)자크 라캉 (JaquesLacan,1901-1981): 랑스의 정신분석이론가로써 랑스 정신분석학계에서 우수함

을 인정받으며 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재해석하여 주체와 욕망의 문제를 주요 심사로 삼았다.

3)라캉에 의하면 신체를 편화된 상태로 경험하던 미성숙한 신생아가 생후 6-18개월 사이에 거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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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단계에 한 라캉의 책「Ecrits:A Selection」에서 주체의 형성을 살

펴보면,주체란 오인의 구조로 형성된 에고(ego)로 시작하여 상상계의 나르시

즘 환상을 버리고 상징계,즉 문화와 운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늘 “과

정 에 있는 주체”이다.4)“그 주체는 사유 주체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하여 이차 인 지 에 있다. 그 주체는

사회 구조에 선행하는 존재가 아니며, 타자를 타자로 인정함으로써,즉

타자의 과 자기에 한 타자의 견해를 고려함으로써,비로소 진정한 주

체로 될 수 있다.”5)

라캉의 ‘거울단계’이론과 연 지어 특히 ‘거울’

을 주재료로 연출하기로 주목받는 이탈리아 작가

미 란젤로 피스톨 토 (Michelangelo Pistoletto,

1933-)6)를 소개하고자 한다.피스톨 토의 표작

<에트루리아인>(도 1)과 같이 실재를 넘나드는

거울을 통한 작업은,결국 거울에 비친 형상은 모

든 시각 선의 반사작용에 의한 일루 에 불과

할 뿐이라는 결과를 낫는다.

(도판 1) 미켈란젤  피스톨 토, 

<에트 리아인>, 1976

올해 열린 2009베니스비엔날 에서 선보인 피스톨 토의 <Seventeenless

One」>(도 2)설치 작업은 거울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반추한다.양쪽 벽

을 둘러 싼 형거울은 그 안에 서있는 람객을 서로 비추어 한 사람의 존재

신을 투 함으로써,즉 그 자신의 투 을 경험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통일체로 경험하게 된

다.그는 이를 ‘거울 단계‘라고 명명한다.이러한 거울 단계에서 거울의 투 작용은 주체에 형태를 부

여하고,주체의 발달을 인도하며,‘이상 인( 념 인 는 허구 인)나(Ideal-I 는 imago)’로 가능하

다.(윤호녕,「주체 개념의 비 」,서울 학교출 부,1999,(제 3장:정문 ,“라캉:정신 분석학과 개

인 주체의 상 축소”,p.62참조)

4) JaquesLacan,「Erits:ASelection」,TavistockPublications,1977,"Themirrorstageasformative

ofthefunctionoftheIasrevealedinpsychoanalyticexperience",p.3

5)윤호녕,주체 개념의 비 ,서울 학교출 부,1999,p.100

6)미 란젤로 피스톨 토 (MichelangeloPistoletto,1933-):1956년 자화상 연작을 계기로 본격 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67년에는 아르테 포베라에 참여하고 이즈음에 거울 작품을 시작했다. 한 같은 시기

에 시작한 퍼포먼스를 최근까지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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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도 없이 확장시킨다.

(도판 2) 미켈란젤  피스톨 토, <Seventeen less One>, 거울 설치, 2009

퍼포먼스 장면

“마음의 은 거울이다”라는 피스톨 토의 말처럼,우리는 거울에 비친 시

각 인 상 머의 세계로 을 돌리게 된다.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되돌

아보는 일이다.7)즉, 람자는 그의 작업의 일부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

을 보게 되고,이는 시선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피스톨 토의

거울은 라캉의 거울단계에서 어린 아이가 거울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듯이,주

체가 객체가 되는 지 으로 외부를 향한 시선이 거꾸로 자신을 행해 되돌아오

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도판 3) 이 아, <Non-existent Space> detail, 2007

7)윤난지,「 미술의 풍경」,한길아트,2005,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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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 ,학부시 제작된 <Non-existentSpace>(도 3)는 정체성

에 한 혼란이 가장 컸을 사춘기 시 ,뉴질랜드에서 직 타인이 되었던 경

험을 토 로 만들어진 작업이다.매년 는 학 사진을 재구성하여,그들의 뒷

모습과 앞모습을 서로 마주보는 벽에 설치하 다.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거울처럼 반사되는 이미지가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 다.이는 앞에서도 말한 와 같이,주체가 객체가 되고,서로의 모습

을 바라보면서,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표 한 것이다.

에서 언 한 라캉의 이러한 은 “나는 생각한다,그러므로 나는 존재

한다.”는 데카르트의 기본 명제와 “나는 내가 존재한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라캉의 명제

를 비교해보면,라캉의 주체 개념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캉은 데카

르트식 심주의를 해체하고 인간이 욕망의 주체임을 보여 다.반복, 심 해

체, 는 주체의 분열 등을 통해 단 하나의 재 을 거부하려는 타자의식이 그

것이다.

2.주체와 타자의 다문화 상호작용

앞에서 라캉 이론에 근거하여 “주체의 탈주체화”라는 시 아래 자아의 기

형성과정을 알아보았다면,자아가 이른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닌,타인과의 상호간에서 구축된다는 것에 좀 더 을 두어 살펴

보겠다.

앞장에서 다룬 라캉의 이론은 로이트(SigmundFreud,1856-1939)의 무의

식에 한 이해와도 련지어 볼 수 있다.이 한 거울 단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타자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인의 구조에서 시작된다.“라캉

의 무의식 주체는 타고난 것도 독립된 존재도 아니며,그 자신의 구조화를 비

추는 거울이다.무의식 주체는 자신의 투 을 변화시키기 해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언화 주체(발화 주체)를 통해서,그리고 계의 역학 속에서만

다시 표면화될 수 있다.따라서 라캉의 경우 실재 주체(Realsubject)는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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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이처럼 의식 주체와 무의식 주체는 서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8)

본인 작품 한 다문화 경험에서 비롯된 타인과의 계성이 작품의 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어린 시 언어를 습득하던 시기,사춘기 시기,모두 서

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났다.그러하기에 분명 같은 ‘나’이지만,나란 존재는 어

떤 상태에 머물러 고착화되지 않고,문화에 의해 지속 으로 다른 존재로 바

어졌다.

사회 혹은 문화 인 습,그리고 정치 인 계는,자아 정체성을 그려

내는데 꼭 필요한 구성 이고 다채로운 배경이 된다.하지만 요한 것은 자

아는 그 외부 세계에 의해서 ‘향을 받는’것만은 아니라는 이다.이는 자

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맥락과 동떨어져서는 자

아가 수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여러 사회 과정들이 부분 으로 자아를 구

성하고,어떤 의미에서는 자아에 내재되어 있다.내 인 거 틀과 외 인

거 틀,어느 쪽도 특별히 우월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모든 형태의 정

체성들은 놀라우리만치 내일하면서도 공 이고,사 이면서도 정치 이고,개

인 이면서도 역사 인 것들의 상상 인 조립인 것이다.”9)

독일 출생의 작가 베카 호른 (RebeccaHorn,1944-)10)은 퍼포먼스,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술 근을 통해 기존의 고정 주체로서 남성 시선이

라는 제에 도 한다.그녀는 작품에서 자아와 세계 간의 상호의존성에 바탕

을 두고,내면과 객 실 사이,즉,주,객의 순환을 반복한다.

특히,호른은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작품화하기도 하는데,이것은 신체를

통해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이다.그녀의 <연장된 팔>(도 4)과 < 라다이스

미망인>(도 5)과 같은 ‘신체 조각 (bodysculpture)’은 마치 나르키소스와 같

이 자신이 보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다.그녀와 몇몇 사람의 작은 퍼포먼스

로 이루어지는 이런 바디 아트에서 연기자와 람자의 이분법이 와해되고 그

들은 연기자인 동시에 람자이며,특히 그것이 화로 혔을 때는 주,객의

8)윤호녕,「주체 개념의 비 」,서울 학교출 부,1999,pp.70-71(제 3장:정문 ,“라캉:정신 분석학

과 개인 주체의 상 축소”)

9)ElliottAnthony,「자아란 무엇인가」,김정훈 옮김,삼인,2007,p.15

10) 베카 호른 (RebeccaHorn,1944-):독일 태생 작가로 1972년부터 연속 세 번 카셀도쿠멘타에 참여

하 고,75년에는 비평가상까지 받으며 재 베를린 미술학교 교수로 재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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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겸하는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11)

(도판 4)                               (도판 5)

카 호른, <연장된 팔>, 1968        카 호른, <파라다이스 미망인>, 1975

2007년 제작된 본인의 첫 상작업 <CreatetheOrigin>(도 6)에서는 끊

임없이 실타래를 직 땋는 모습이 보여 진다.이는 인간 주체를 표 하고자

한 일종의 퍼포먼스로써 외부의 여러 요소들을 의미하는 여러 갈래의 실들이

하나의 실로 합쳐지는 것은 곧 주체 형성의 과정을 뜻한다.정체성을 표 하

기 해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작가들은 호른 외에도 여럿 있다.하지만 같은

여성 작가로써 좀 더 극 인 자세로 자신의 몸을 작업에 도입했다는 에서

호른의 바디 퍼포먼스는 본인에게 의식 환의 계기를 주었다.

(도판 6) 이 아, <Create the Origin> captured image, 2007

11)윤난지,「 미술의 풍경」,한길아트,2005,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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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른의 다른 로,1988년도에 제작된 < 러시

안 신부 기계>(도 7)는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는

주체와 그 욕구의 상이 결합된 결합체를 보여

다.그녀가 욕망의 상과 주체가 한 몸으로 융합되

어 있는 모습을 만든 이유는,이 작업을 통해 두 성

이 모두 성 주체로써 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

기 한 것이라고 한다.

  (도판 7) 카 호른, <프러시안 신부 계>, 1988

호른의 작업에서도 보여 지듯이,우리는 자아와 세계 간의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두고,상호-주체 인 소통이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미술 속의 탈 심화 된 시각

주체에 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시각 술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주체

가 탈 심화 듯이 미술의 시각 한 의 고정 시 에서 탈 심화 된

다.여기에서는 이러한 타자를 통한 시공간 지각 이론이 미술에서 어

떠한 미술 형태를 나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라캉의 이론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면 타자는 가능 세계의 표 으로서,요소

들이 조직되고 질서를 이룬 세계와 그 상 자로서의 주체의 정립을 가능하게

해 다고 하 다.12) 상을 인식하기 해서는,다시 말해 세계에 해 주체로

서 활동하는 모든 방식이 가능하기 해서는 우리는 타자라는 길을 거쳐야 한

다.즉 타자를 매개로 해서만 우리는 세계와 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라캉의 시각에 한 분석도 한 동일한 견지에서

개됨을 알 수 있다.“보는 주체는 지각의 어떤 지평의 심에 서 있지 않으며,

12)서동욱,「차이와 타자」,문학과 지성사,2000,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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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역을 가로지르는 기표들의 일련의 연쇄 인 체계를 제어할 수도 없

다는 것이다.시각은 타자의 장에 해있는 상태에서,즉 그러한 타자의 장 주

변에서 개된다.”13)라캉은 그러한 의 형식을 타자의 장 에서의 ,즉

‘응시 하에서의 ’이라고 이름 짓는다.

라캉의 주장과 더불어 들뢰즈 (GillesDeleuze,1925-1995)14)의 시각에 한

견해 한 살펴보면,“ 상의 어떤 부분을 내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이때

나는 이 부분이 나에게는 안보이지만,동시에 타자에게는 보이는 부분으로 여

긴다.그 결과 내가 상의 이 숨은 부분에 도달하려고 할 때,나는 상 뒤에

있는 타자와 결합하고,그리하여 이미 측했던 체화를 할 수 있게 된다.”15)

이는 사물 세계에 한 우리 지각의 비투사성 때문에 우리가 사물에서 지각

할 수 있는 부분은 늘 제한되어 있다는 을 암시한다.

이를 설명하기 해 막스 에른스트 (MaxErnst,1891-1976)16)의 <어느 어

린 소녀가 수녀 되기를 꿈꾸다>(도 8)의 삽화를 로 들겠다.17)

에른스트가 비둘기장이라고 부른 주트로 (zootrope)18)의 원통형 드럼 안에

13)핼 포스터,「시각과 시각성」,경성 문화총서,1988,p.168(노먼 라이슨 “확장된 장에서의 응시”

참조)

14)질 들뢰즈 (GillesDeleuze,1925-1995): 랑스 철학자로 철학,문학, 화, 술 분야에서 향력 있는

작들을 썼다.서구 근 이성의 재검토라는 사조 속에서 통 경험론, 념론의 사고 기 형태를

비 하며,「차이와 반복」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를 개했다.

15)GillesDeleuze,「Logiquedusens」,Paris:Éd.deMinuit,1969p.355(서동욱,「차이와 타자」,문

학과 지성사,2000,p.149에서 재인용)

16)막스 에른스트 (MaxErnst,1891-1976):독일 작가로 로이트 인 잠재의식을 화면에 정착시키는

오토마티즘을 원용하 고, 로타주를 고안하여 새로운 회화의 역을 개척하 다.

17)핼 포스터,「시각과 시각성」,경성 문화총서 1986,p.105(로잘린드 크라우스 “보려는 충동”참조)

18)주트로 (zootrope):잔상 효과를 이용하여 1833년 만들어진 시각 장난감으로서 조트로 zoetrope

라 하기도 하는데,원통형 드럼의 안쪽에 하나의 시 스를 이루는 단순한 동작의 그림을 둘러 붙여서

(도판 8) 막스 에른스트, <어느 어린 소녀가 수녀 되 를 꿈꾸다>,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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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를 그린 그림인데,이 그림을 로 드는 요한 이유는 이 의 효과,즉

어떤 경험을 갖게 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경험을 갖는 자신을 외부로부터 지

켜보게도 되었다는 것이다.에른스트가 이 이미지에서 호소하는 것은 결국 주

트로 내부와 외부 양쪽 모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시 인 화 장치들을 본,이 사람들이 차지했던 이 이 의

유리한 치는 이제 에른스트에게 있어 자신의 목표를 해 특히 흥미로운 것

이 되었다.왜냐하면 그가 탐구하고자 하는 시각 모델은 바로 꿈이라고 하는,

특수하게 매개된 지각 장(perceptualfield)이었기 때문이다.”19)

이 같은 내부에서의 경험과 외부에서의 경험을 동시에 하나로 결합하는 것

이 바로 주트로 장이 가지는 효과이며 이러한 경험은 형태를 구축하면서 우

리를 그 장면의 능동 인 람자로서 장면 안에 치시킬 뿐만 아니라,동시

에 그 장면의 수동 인 목격자로서 장면 밖에 치하게 된다.근 이 의 그

림들이 뚜렷하게 분 된 주체의식 아래,데카르트 인 원근법 기법을 사용하

다면,미술 안에서도 주체와 객체가 혼돈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시각 인식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경험은 앞에서 들뢰즈가 말한 것과

같이 나에게는 안보이지만,타자에게는 보이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하 다.

더 나아가 타자에 한 인식 한 생겨나게 되고 그 치는 커져만 가게

된다.

연속동작의 효과를 거두는 장치이다.

19)핼 포스터,「시각과 시각성」,경성 문화총서,1988,p.111(로잘린드 크라우스 “보려는 충동”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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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탈 심 주체에 한 시각 표 방법

1. 시공간의 축척을 통해 재구성된 기억 속 이미지

   벤야민은 근 시간에 해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한 이 있다.근

시간은 ‘동질 이고 텅 비어’(homogeneousandempty)있는 것처럼 표상된다

는 것이다.이런 시간 념에서 나란히 연이어 있는 시간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 차이가 없다.매 순간은 질이 아닌 양으로,즉 시계 바늘이 이동한 거

리만큼으로 측정되고 환산된다.시간의 이미지는 동일한 크기로 순서 로 놓

여 있는 상자와도 같기에,우리의 삶은 그 상자 속에 차곡차곡 물건을 채워

넣듯,비어 있는 시간을 다양한 화동들로 채우는 일에 비견된다.20)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의 실제 삶은 결코 ‘텅 비어 있는’공간들의 연속체가

될 수 없다.항상 같이 흘러가는 시간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듯

이 공간 한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기 에 의해 다양한 자리를 차지한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에서처럼 시간 순으로 차곡차곡 물건을 채워 넣듯 만들

어지지 않고,시간을 넘나들며 물리 공간 이 아닌 심리 공간으로 기억된

다.머릿속에 조각으로 기억되는 편들은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아닌 재

로 변해버린다.이 게 사람과 사람 혹은 사물,자연 사이에서 각각 새로운

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기에 하나의

정체성에 목 을 두기보다 타자에 의해 오히려 늘 변화하는 정체성에 주목하

고자 한다.

작품분석에서 자세히 설명될 본인의 작품<ErrantWandering>(도 9)은

시간의 흐름 혹은 처해있는 상황,즉,타자에 의해 늘 변화하는 정체성에 주목

한 작업이다.올해 여름, 리에서 한 달간을 머물며 어렸을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와본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주체이지만 더 이상 그때와 같은

주체가 아님을 느낀 것을 표 한 짧은 상이다.

20)이진경,「문화정치학의 토들」,그린비,2007,p.206(최진석,“근 의 공간 혹은 공간의 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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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상들 안에서는 연 기 시간이 압축되

어 과거의 기억, 재의 기억의 구분이 사라진다.

즉,본인은 이 상을 통해 라캉이 지 한 바와

같이,시공간을 떠나 내가 있고 타자가 있는 것

이 아니라,타자가 있으므로 내가 있게 된다는

걸 표 하고자 했다.

(도판 9) 이 아, <Errant Wandering Ⅰ_in Paris> captured image, 2009 

2008년 작 <Unseal>(도 10) 한 사진을 통해 시공간을 재구성한 작업의

한 이다.라캉에 의하면,주체는 철 히 사후작용의 산물이기에 주체의 시간

은 연 기 인 것이 아니라 논리 시간이다.논리 시간이란,상호주체성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이는 주체가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는 순간은 타자와의

계에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설치 작업에서 보여 지는 모든 사진 이

미지는 군 ,즉 타인들과 함께 은 사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타 문화권에

서의 오랜 시간을 한 곳에 압축하여,타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연 기 인 순

서 외의 순간을 보여 다.

(도판 10) 이 아, <Unseal> detail, 2008

“열림과 닫힘의 움직임은 무나 다양하고 무나 자주 역 되며 한 무

나 주 로움으로 차 있기 때문에,우리 인간은 반쯤 열린 존재이다”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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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론짓는 바슐라르의 논의는 어쩌면 하나의 진정한 “나”를 찾는 일은 불

가능하면서도 무의미한 일임을 알려주는 듯하다.

자신 안에 축척 된 기억과 공간은 재 나를 만들어 길(path)일 뿐,이 길

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체성

을 찾기 해 기억을 더듬는 일은,타자가 있기에 내가 존재함을 깨달고,유목

삶의 방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언제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이는 우리가

존재에 해 논할 때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 살아가는 작가의 자세

에도 마찬가지로,항상 존재해 왔던 우리 주 의 타자성에 해 생각해 보는

일이 시 하다.

2. 설치 작업의 효과 :지각의 장(場)

통 으로 미술작품은 ‘작가로부터 감상자에게로’라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달되어 왔다.여기서 람자는 물리 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 으로 작품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가가 달하고자 하는 바를 일방 으로 수용하는 치에

있어왔다.21)

하지만 ‘작가로부터 감상자에게로’라는 일방 체계는 미술에서 유행하

고 있는 시 방법 하나인 ‘설치 작업’으로 인해 붕괴된다.더 이상 람자

는 수동 조가 아니며 작품과 함께 그 공간에서 지각의 장을 형성하는,즉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능동 인 찰자이다.이런 상은 앞에서 말

한 고정 주체의식이 사라지고 다양한 시각을 형성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으

며,세계의 모습을 독단 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람자로 하여 그것을 이

루도록 인도하는 의미형성의 구조를 가진다. 람자는 설치 공간 안에서 작품

의 일부가 되고,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의 형태를 지속 으로 변화시킨다.

일리야 카바코 (IlyaKabakov,1933-)22)가 가장 주목받는 작가가 된 것

은 1980년 에 시작한 설치작업을 통해서다.특히,1980년 말경부터 시도

21)윤난지,「 미술풍경」,한길아트,2005,p.240

22)일리야 카바코 (IlyaKabakov,1933-):우크라이나 태생으로 창기에는 어린이 책 삽화가로 활동하

지만,1960년 부터 서방에 알려지며 카셀도쿠멘타와 베니스 비엔날 등에 참여하며 제 뉴욕에서

작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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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체 설치 (totalinstallation)’는 소련의 공동

아 트나 공공장소를 옮겨놓은 것인데,이런 작업

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하듯,가장 형

인 ‘러시아 정신’은 ‘타인 속의 삶’이었기 때문이

다.즉,다른 사람들 속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23)

(도판 11) 일리야 카 코프,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다>, 1995         

 

특히 피두센터 지하공간에서 설치되었던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다>

(도 11)는 갖가지 도구와 의류들로 공간을 재 해놓은 설치 작업으로 람

자를 재와 단 시킨다. 람자는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면서 그 방의 주인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그 공간 속에서 집단 인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된

다.

카바코 작업의 다른 로,1993년

뉴욕 유태인 미술 에서 <Mother and

Son>(도 12)작업을 시할 때에,미술

측에서 문 사진사를 통해 람자를

배재한 작업주 의 카탈로그 사진을 어

소동이 일어난 이 있다.카바코 에게

람객은 작업의 일부로써 없어서는 안

(도판 12) 일리야 카 코프,                될 존재이기에 마땅히 함께 사진을 어

<Mother and Son>, 1993 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본인의 작업은 비교 정치 이슈나 민족 사건보

단 개인사에 치 해 있지만,본인 한 설치 방식을 통해 람자로 하여 옛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에서 카바코

23)윤난지,「 미술풍경」,한길아트,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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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에 한 이해와 일치한다.

본인의 작품은 이미 완성되고 고정된 작업이라기보다, 람자들의 다양한

시지각 인지와 심리 의미 부여에 의해 비로소 의미가 있다.추억과 시간

이 묻어나는 고가구를 활용하여 기억 제조기를 만들었던 시리즈,2008년 작

<AwardMachine>(도 13)이나 <MemoryMaker& Co.>(도 14)모두

극 인 람객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일방

으로 주체에게 주워지는 상들을,역으로 주체가 능동 인 입장에서 제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했다. 람객들로 하여 이 장에 들어와 작업에 함께

참여하면서,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써의 사고 환을 하도

록 유도하 다.아래의 작업처럼,학생으로서 항상 받기만 해온 상장들을 직

만들어 내는 기계를 작동해 본다던지,의지에 따라 변형 가능한 기억들을 만

들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기 같은 것 말이다.즉,작품 공간 안에는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을 새로이 발견하는 경험하고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가지게 한다.

(도판 13) 이 아, <Award Machine>, 2008   (도판 14) 이 아, <Memory Maker & Co.>,   

                                              2008

다른 로 장소특정성 설치 작업을 하는 마이클 에셔 (MichaelAsher)

의 1976년 뉴욕 Clocktower에서 시된 작업 <Clocktower>(도 15,16)를

로 들겠다.디 터 AlannaHeiss에 의해 구성된 Spaces라는 제목의 시에

서 에셔는 건물의 3층 모두 낡은 벽을 모조리 흰색으로 칠하고,바깥쪽의 문,

창문들을 모두 없애는 작업을 보 다.그는 시 후기에서 이 게 말을 했다.

“나는 람자로 하여 시장 안(interior)에 들어 왔을 때, 시장 밖

(exterior) 한 안과 같이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안과 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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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있는 상태,다시 말해 바깥 공기,소음,빛,공해 등이 안에 섞여 있는 상

태를 보여주고 싶었다.”24)

(도

판 15) 마이클 에셔, <Clocktower>,         (도판 16) 마이클 에셔, <Clocktower>,

4층 창문으  이는  장면,               3층 설치 장면, 1976

1976 

바깥 거리의 소음,냄새,기온,떠도는 먼지들 모두가 시 기간 내내 빈 건

물에 되었으며, 람자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작업의 일부로서

존재했다.그 공간 안에서는 작품,작가, 람자의 분명한 구분이 없으며 이는

어느 하나의 주체 의식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3. 비고정 재료의 사용

설치 미술과 함께 등장한 다른 새로운 상은 일상에서 발견한 오 제

와 같은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다.하나의 독재 주체의식이 사라졌다면, 술

의 형태와 재료 한 독재를 거부한다.그 에서도 본인이 작품에서 주로 사

용하는 실이나 펠트 같은 비고정 물질성을 띄는 재료들의 속성에 해 살펴

본다.

24)JulieH.Reiss,「From MargintoCenter:TheSpacesofInstallationArt」,TheMIT Press

CambridgeMassachusettsLondonEngland,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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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즈 부르주아 (LouiseBourgeois,1911-)25)의 작품에 사용된 많은 오

제들은 부르주아의 어린 시 을 재 하는 상물로서 재 속에서 상징 인

의미를 갖는다.이 오 제들은 신비한 마력을 지닌 채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

에게 달한다.과거의 그 로 재 하여 엑소시즘을 느끼고 오 제들이 가지

고 있는 많은 상징들은 작품에 철학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특히나 어린 시 태피스트리를 수복하던 가계에서

쓰던 실과 실타래 그리고 바늘들은 그녀의 과거와

실을 이어 주는 표 인 상징물이다.”26)그녀의 <꿰

매기 (Sutures)>(도 17)나 ‘인형 시리즈’(도 18,19)

를 통해 알 수 있다.본인 작업에도 꿰매기 방식을 통

해 드로잉들이 이루어지는데,이는 부르주아가 언 했

듯이 과거와 실의 매개체로써 작용하기도 하지만,개

인의 경험 혹은 기억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도판 17) 이  부르주아, 

<꿰매  (Sutures)>, 실타래, 1993

(도판 18)                                     (도판 19)

이  부르주아, <Couple>,                   이  부르주아, <Arched figure>,

2002                                         1999

25)루이즈 부르주아 (LouiseBourgeois,1911-):세계 인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인 루이스 부르주아는

리 생으로,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 에서 황 사자상을 수상하 고,「아트 뉴스 ArtNews」

지는 20세기를 보내면서 그녀를 ‘생존하는 세계 10 작가’ 한 명으로 선정하 다. 재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6)국립 미술 ,「루이즈 부르주아:기억의 공간」,2000,p.31(박미화,“루이즈 부르주아 -자유를

찾은 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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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즈 부르주아는 오 제들에 세부 하나하나까지 상징 인 의미들을 부여

하고 있는데 이는 부르주아 자신을 숨김없이 표 하는 방법이었기에,작품은

곧 루이즈 부르주아 자신이 된다.본인에게 한 작품은 곧 나 자신이 된다.

그러하기에 본인 작품에서 비고정 재료들의 사용은 고유의 실체를 지니기보

다 유동 이며 비확정 인 자신을 뜻한다.이런 맥락 안에서 살펴본다면 펠트

나 실은 나의 기억의 산물이자 물성 그 자체이다.27)

실제로 유년기 시 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나에게 양모와 같은 펠트나 털실

들의 재료는 무나 일상 인 소재이다.이 게 친숙하면서도 가변 성질을

띤 펠트의 물질성을 이용해 단단한 모양의 오 제로 압축시키는 행 는 두

을 감으면 구에게나 떠오르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 기억,그러나 그 당시에

는 주목하지 않았던 경,그냥 지나쳤던 장소의 경들의 기억을 더듬

어 가는 일이다.이런 식으로 가변 인 일상의 재료를 작품화 하여 자기 기억

을 새겨 넣는다.

자유로운 재료 선택에 있어서 랑스 작가 아네트 메사제 (Annete

Messager,1943-)역시 본인의 작업에 많은 향을 주었다.메사제가 자주 사

용하는 재료와 방법론은 소 ‘women’s’재료와 기법으로 작품화되는 것이다.

이 게 꿰매기,뜨개질,수놓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재료들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은,작업으로 환원되었을 때,그녀만의 언어로 형상화 되며 여성이기에 더욱

더 진실 되게 나타난다.

27)(작품 4,5,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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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분석

1.MindTrack& MindWritingseries

(작품 1)<MindTrack_01>

singledigitalvideo,00:02:30,2008

(작품 2)<MindTrack_02>

singledigitalvideo,00:01:23,2008

(작품 3)<MindTrack_03>

singledigitalvideo,00:04:14,2009

(작품 4)<MindWriting_01>

singledigitalvideo,00:03:46,2009

(작품 5)<MindWriting_02>

singledigitalvideo,00:05:50,2009

 작업을 통해 다각 ,다층 으로 유동 인 흐름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린 시 기억들 안에서 나를 찾고 정체성에 해

생각해 본다.우연히 화를 나 다가,혹은 산책하다 마주하는 사물들에서 기

억의 편들을 떠올리며 떠도는 삶(nomadiclife)의 흔 의 지도를 그려 가는

것이다.

일반 으로 기억이란 우리가 과거의 사건으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잊 갈 수 밖에 없는 추억으로 되어버린다.하지만 나에게 기억,추억을

되새기며 쫓는 것은 자아 자신을 찾는 일이기에,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한

행 이다.

본인에게 있어 작업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고,삶의 흔 의 지도를 자의 으

로 그려 가는 것은,논문 개요에서 언 되었듯이,주체는 능동 으로 자신을

통합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제 아래 개된다.

“Allwehavetoopenthepastarethefivesense…… Andmemory”,

“Mychildhoodhasneverlastitsmagic.Ithasneverlastitsmystory.It

hasneverlostitsdrama.”28)

28)Art21:ArtintheTwenty-FirstCentury:Seasons1-DVD,PowerReview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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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 장에서도 언 한 미국 설치작가 루이즈 부르주아가 작가와의 인터

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본인 한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소 한 작업 모티

들을 얻는다.그리고 이는 다양한 형태들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 작업으로

나타난다.

세 개의 상으로 구성된 <MindTrack>시리즈는 어렸을 많은 아이

들이 읽는 그림 동화책 <헨젤과 그 텔>에서 착안하 다.압축된 펠트로 직

만든 알 벳 모양의 오 제를 화면 속 모델이 걸어가는 길에 흘리는 행

는, 에서 언 한 기억 속 흔 의 지도를 은유한다. 한 이 내러티 는 화면

속 길이 고정 이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을 내포하기에 우리 인

간은 여기 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보헤미안 특성을 수사한다.

<MindTrack>은 멀리서 long-shot으로 촬 한 두 개의 상과 편집 기능

을 이용해 좀 더 가까운 시 에서 촬 한 하나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세

상 모두 일상보다 느린 스피드로 편집을 통일하 는데,이 게 느리게 진행

되는 화면은 람자들로 하여 명상(meditation) 이고,사색 인 공간으로

이끈다.자연의 정신성을 느낄 수 있는 정 한 산 속 배경 한 사색 분

기를 돕는다.

<MindWriting>은 두 개의 상으로 구성되어있다.<MindTrack>과 같은

연장선 안에 있는 이 상에서 모델은,자신이 떨어뜨린 펠트 오 제로

“Memory istheonly way home.”그리고 “Ifourlifeisvagabond,our

memoryissedentary.”라는 문구를 만든다.이 두 문구는 본인이 루스트의

「읽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차용한 것이다.

발터 벤야민(WalterBenjamin,1892-1940)29)의 아 이드 로젝트 「도

시의 산책자」라는 책에는 벤야민의 사유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가들의 산책에

한 논의들이 모아져 있다.그 벤야민은 빅토르 푸르넬의 말을 인용해 산

책자와 구경꾼의 차이를 밝힌다.“…하지만 산책자와 구경꾼을 혼동하지 않도

록 하자.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순수한 산책자는… 항상 자기 개

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반 로 구경꾼은 외부 세계에 열 하고 도취되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을 외부 세계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만다.구경거리에 정신

이 빼앗긴 구경꾼은 비인격 인 존재가 된다.그는 더 이상 하나의 인격(un

homme)이 아니다.그는 공 ,군 이다.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쉽게 불

타오르는 진짜 구경꾼은 바르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만

29)발터 벤야민 (WalterBenjamin,1892-1940):독일 출생의 문화평론가로 아우라(aura)라는 술이론 창

시자이며,벤야민은 기술복제 시 의 술작품에 일어난 결정 변화를 '아우라의 붕괴'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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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30)작업을 풀어갈 때에,작가들은 르넬이 언 하듯이 진정한 산책자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가는 자세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0) 터 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3 도시의 산책자」, 새물결, 2008, p.10 (빅토르 푸르넬, 「 리의 

거리에  볼 수 있는 것들」, 1858, p.263 " 리의 거리들에 의 산책자의 이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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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Track> <Mind Writing>, installation view,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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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Mind Track_01>, 

single digital video, 00:02:30, captured image 00:00:51, 2008

(작품 2) <Mind Track_02>,

single digital video, 00:01:23, captured image 00:00:35, 2008

(작품 3) <Mind Track_03>,

single digital video, 00:04:14, captured image 00:02:3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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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Writing>, detail of installation view,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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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Mind Writing_01>, 

single digital video, 00:03:46, captured image 00:05:15, 2009

(작품 5) <Mind Writing_02>, 

single digital video, 00:05:50, captured image 00:04:5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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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 6)<Intimateimmensity>

mixedmedia(woolthreadsewedontransparentplasticbags),

dimensionsvariable(soundinstallationincluded),2009

(작품 7)<Intimateimmensity_drawings>

mixedmedia(pencil,coloredpencil,conte,thread)onpaper,2009

“나는 밖으로 시선을 향하고,나무는 내 안에서 커 간다.”

-릴 31)

 실로 드로잉을 한 비닐 지와 음성이 함께 가미된 설치 작업으로,이 작업

은 가스통 바슐라르(GastonBachelard,1884-1962)의 「공간의 시학」 제

8장 ‘내 의 무한’에서 도움을 받았다.무한함이란 정신 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무한함의 상학은 우리들을 곧바로 우리들의

상상하는 의식으로 환원시켜 다.

투명한 비 지에 수놓아진 텍스트들은 숲에 한 시들로써,무한하게 펼

쳐 있는 공간인 숲은 일체 주체들의 이야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본성의 신

성함을 뜻한다.그러하기에 이 게 숭고하고 신성한 외부 경은 내 의 웅

함을 펼치는 것을 도와주며 내 의 무한하고 드넓은 망 속에서 발 해 가는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실제 우리 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편 으로 나타나는 머릿속 기억들을

사운드 형식을 빌려 형상화 하 다.이는 일종의 편들을 주워 모으는

(gleaning)행 로 빈 지 사이에서 동시다발 으로 나오는 음성들은 공기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이런 공기는 좌표로 그릴 수 없는 시공간을 유발

한다.

특히, 객의 극 인 람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에서 기억은, 객이 작

품의 풍경으로 참여하고 작품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여정의 통로를 발생시키

는 것이 아니라,작품을 하나의 상으로 찰하게 함으로 객을 개념 이고

객 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다른 상으로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다.3

장에서 지각의 장으로 설치 작업을 바라보았듯이,이 작업을 하는 람객들

31)가스통 바슐라르,공간의 시학,동문선,2003,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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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어폰에서 세어 나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우려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고

작품의 형태를 임의 으로 해석하는데 의의가 있다.즉,지극히 내면의 이야기

로 꾸며진 작업을 통해 객들은 그들만의 어떤 경험을 갖게 되는 동시에 그

경험을 갖는 자신을 외부로부터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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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Intimate immensity>

mixed media (wool thread sewed on transparent plastic bags),       

dimensions variable (sound installation includ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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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Intimate immensity> _detail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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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Intimate immensity_drawings>

  mixed media (pencil, colored pencil, conte, thread) on pap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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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Intimate immensity_drawings> detail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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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8)<ErrantWanderingⅠ_inParis>

singledigitalvideo,00:02:54,2009

(작품9)<ErrantWanderingⅡ _inParis>

singledigitalvideo,00:03:44,2009

 술 작품을 장소와 공간에 한 기억으로 환원한다.과거 머릿속 리 풍

경과 재 리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내부에서의 경험과 외부에서의

경험을 동시에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고백 내 이션과 함

께 보여 지는 이 상물 역시 이 작업들과 같이 나를 찾아가는 길의 일환이

다.

이 작업은 특히 리를 배경으로 한 특정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한 달

동안 이루어진 리 지던시 “glean”한 옛 기억들을 자기 고백 형식으로

달한다. 시 당시에는 본인이 직 녹음한 소리와 스크립트를 번역하여

랑스인이 직 녹음한 소리가 함께 상 되었다.

본인에게 이번 리는 여행은 처음 방문이 아니었다.그러하기에 같은 장소

에 같은 주체가 반복 으로 방문했음에도,시간에 의해 변해버린 나에 해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다.우연히 길을 걷다,이야기를 나 다,혹은 길거리의

익숙한 냄새나 각 온도에 의해 느껴진,잊 진 알았던 옛 기억들은 내

면의 수 로 올라오고 그것들은 시간에 흘러 변화된 자아와 환경에 의해

새로이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이 작용한다.상상력에 의해 무한의 이미지들은 한없이

커진다. 에 보일 듯,말듯,가까이 있는 듯 멀리 있는 듯,다른 공간에서 재

구성되고 재정립된다.존재들은 어떠한 틀과 무게 속에 갇 있지 않다.더 이

상 그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사로잡 있지도 않다.

언제나 상상 속에 머물러 있던 기억들로 자아를 찾아가려는 본인의 이런 행

들은 라캉의 거울단계에서 주체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이행하는 단계이기

도 하다.즉,환상을 버리고 타자와 교류하며 형성되는 주체인 것이다.본인은

상상 속에 머물러 있던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을 타자 속에서 보여 으로써,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흔 을 상으로 그려내고자 하 다.

각각 3분 안 으로 편집된 상들은 앞장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주체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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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계와 매개하며 스스로를 구성하는 논리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 속 공간은 연 기 순서가 아닌 시공간을 월한 심리 공간인 것이

다.<ErrantWandering> 상들은 개인사 인 추억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야

기를 슬쩍 내비침으로써 람객들이 외면 머로 무한히 팽창하며 변화하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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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Errant Wandering Ⅰ_in Paris>

   single digital video, 00:02:5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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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Script>

오늘도 점점 잊혀져 가는 추억 속으  여행을 간다. 칠월 일 우연히 오년 전 

혜와 같이 걷던 파리의 하우스망 거리를 오년 전 파란색 색연필  칠해 놓은 

도에 의 하며 걷는다. 나의 흔적은 너덜너덜 해  도 위의 파란색 일 뿐 

상이한 공 와 사람들 사이에서 옛 추억은 점점 더 사라져 간다. 오년 전 이 이 

한 것일  아님 오년 전 내가 과 달리 한 것일 . 사  찍  쁜 

객들, 오년 전 나의 모습이었을 . 같은 장소 같은 존재가 흘러 린 시간 

속에서 이젠 제 삼자가 되어 나를 다. 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과거의 나에 

나의 오른 을, 리고 앞으  있을 나에게 다른 쪽 을 담 고 현재를 다시 

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정신적으 나 물리적으 나 다가갈 수 

없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 이 존재하나 다. 오년 전 비  전 편안했던 

자 만족의 세계에 거주했던 나에 대한 모호한 리움이라고 할 . 오년 사이에 

아카데미 안에서 커져  무거워  나의 머리는, 다시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잃어 리게 되거나 잊게 되는 상상 속 이미 와 주체가 혼돈되어 있는 

세계에 오년 전 나를 리워한다. on & off, on & off, on & off, on & off 

도 나의 맥 은 뛰고 있다. 내가 이미 내가 아닌 non-I의 상태에서 이런 답이 

없는 무엇을 찾고 있을 도 모르는 고민을 하면서도 시간을 날 가만히 두  않고 

tick tack, tick tack, tick tack, 흘러가며, on & off, on & off, on & off, on & 

off 나의 맥 은 계속 뛴다.



37

 (작품9) <Errant Wandering Ⅱ _in Paris>

   single digital video, 00:03:4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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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Script>

예 치도 않게 이천 년 칠월 뷰   속 작은 공간은 나를 십년 전 나  끌  

간다. 10년도 넘게 나의 유년시절을 함  한 피아노. 어린 시절 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인 만 알고 있었다. 매일 같이 나절 이상을 나와 내  

친 . 이 곳 파리 작업실에서 예전 나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듯 회상하게 될 

은 몰랐다. 작업실 한 쪽 석에 있는 작은 에는 내 또래쯤 이는 일  

남학생이 산다. 는 십년 전 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대충 

눈 비비고 연주하  시작한다. 과 후 약간의 오락을  후엔 또 다시 

연주한다. 리고는 피아노 옆에서 함  자고는 또 같은 날의 연속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라 는  고 하고 따분한 생활이겠다 생각도 들 만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  않았으리라. 아마 도 연주하고 있는 이 학생 또한 게 

생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 하게도 마치 꾸며  시나리오 같다. 옛 

억을 찾아 파리에 온 나에게 이런 설정된 상황 같은 곳에서 작업실이 

주어 다니 말이다. 더욱 더 놀랄만한 것은 가 내가 가장 아끼던 피스  

하나인 Debussy의 곡을 매일 같이 연주한다는 것이다.  리고 또 . 

완 한 피스가 완성될 때   하고 한다. 어느 경 에 도달하면 악 와 

내가 하나가 된 상황을 느끼게 된다. 때에는 다음 프 이 가 무엇인 , 다음 

코드는 무엇인  생각하  않아도 알아서 손가락이 건  위를 신나게 달린다. 

 또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가 모체-matrix에 대해 거 하는 절이 

생각난다. 모체는 을 형상화하는 형식이다. 다. 파리의 이른 새 , 작업실 

동 들이 잠들어 있는 , 난 작업대 앞에서 작은 에서 세어 나오는 작은 

피아노 소리 하나에 십년 전 나를 회상한다. 블 , 블  들을 형성하며 non-I에 

의해 다시 만들어 는 I이다. 조 은 혼란스럽고 내가 외딴 곳에 와 무엇을 위해 

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르겠으나 조 이라도 나를 내가 돌아 고 찾아가고 

있는 에 있다는 생각에 겁다. 억 속 이  않는 나의 모체는 뷰  

이라는 좌표에 동화될 수 없는 런 무한한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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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goseries

(작품 10)<Ego_drawing>

mixedmedia(pencil,color-pencilonfabric),dimensionsvariable,2009

(작품 11)<Ego>

pencil,color-pencilonfabric(shapedwoodenpanelattached),
dimensionsvariable,2009

(작품 12)<Ego>

coloredfelt,dimensionsvariable,2009

(작품 13)<Surround-I>

c-printonfabriano,mixedmediaontransparentpaper,2009

  아리스토텔 스는 숫자 ‘3’이 일체라는 표 에 들어맞는 최 의 수라고 하

고, 라톤은 3을 이데아의 수로 보았으며,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을 우주 의

미에서 ‘생성의 시작’이라고 풀이했다.본인의 3에 한 첫 심은 2007년

<Tri-world>(도 20)작품에서부터 지속되어 나타났다.<Tri-world>는

무나 보편 이면서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숫자 3을 좀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가고자 본인의 주변에서 보이는 3의 요소들을 찾아 가며 사진으로 설치한

작업이다.

 (도판 20) 이 아, <Tri-World>, 2007

이런 연장선 아래 Ego시리즈 작업들은 3개의 동정맥 으로 구성 되어

있는 생명 인 탯 에서 착안하 다.세 면으로 분할 된 화면 에 작은 을

거나 미숙하지만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수를 놓음으로써 규칙 패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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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을 함은,개인의 경험 혹은 기억에 의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

다.혹은,작은 들을 ‘타자‘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본인은 타자를 작업에

허용한다.주체를 상징하는 작은 드로잉 하나하나는 모두 타자로 채워져 있다.

각각의 타자들이 주체를 령하는 것이다.그러하기에 불확실하고 복합 인

나선 모양의 드로잉은,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과정이며 한 곳에 정착하기를

거부하는 본인의 유목 사유의 조형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본인은 이런 개체들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한 화면에

모아둠으로써 개인과 집단과의 계 한 생각해 보고자 하 다.사진 이미지

와 드로잉이 함께 오버랩 된 <Surround-I>작업은,이런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드로잉 뒤로 보여 지는 사진들은 모두 독사진이 아닌 단체사진이다.각

각의 개성이 드러나거나,주인공이 있는 사진이 아닌,그 단체사진인 것이

다.이는 다시 한 번 주체 형성에 있어 주 타자들의 요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며,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을 은유 으로 표 하고자 한 것이

다.

‘3’의 특성과 연 지여 드로잉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면,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 3의 요소로 가정을 이루듯,탯 은 ‘삼’과 연 지어 성스

러운 생명의 탄생과도 연 시켜볼 수 있다.그리고 이는 균형(balance),조화

(harmony),안정(stability)을 추구 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된,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3차원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지 까지도 3에 의해 탄생하며 주변에 무수히 깔려있는 3에 의해 생활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이클 안에 있다.일상의 숫자 3은 정체성에 해 다시 생각하

게 하 으며 숫자 ‘3’이 인류의 근원을 찾고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기 해 본다.

“상처에도 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다시 시작 하는 것,그

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상한 삶을 정하는 것이다.무상한 삶을

정한다는 것은,자신의 성공이나 조차 그 무상한 흐름 속에 있음을 수

하는 것이고,그 성공이나 의 요인조차 놓고 떠날 수 있는 정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제다.”32)

32)이진경,「문화정치학의 토들」,그린비,2007,(8강 “집합 기억과 역사의 문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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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안에 축척 된 기억과 공간은 재 나를 만들어주는 길(path)일 뿐임을

의미한다.이 길을 돌아보며 자신을 찾아가는 일도 요하지만,옛 상처에도

성공에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이 시작 하는 것,어떤 것에 집

착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 장에서도 언 하 지만,작업에 사용된 재료를 이런 맥락 안에서 살펴본

다면 펠트는 본인의 기억의 산물이자 물성 그 자체이다.실제로 유년기 시

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본인에게 펠트는 매우 일상 인 소재이다.이 게 친숙

하면서도 가변 성질을 띤 펠트의 물질성을 이용해 단단한 모양의 오 제로

압축시키는 행 는,좀처럼 잊 지지 않는 기억,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

목하지 않았던 경,그냥 지나쳤던 장소의 경들의 기억을 더듬어 가는 일

이다.그리고 이는 곧 일상의 재료에 자기 기억을 새겨 넣는 의미로 이어지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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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Ego_drawing>

   mixed media(pencil, color-pencil on fabric), dimensions variab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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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1) <Ego>

pencil, color-pencil on fabric (shaped wooden panel attached),   

dimensions variable, 2009 



44

(작품 12) <Ego>

   colored felt, dimensions variab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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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Surround- I>

c-print on fabriano, mixed media on transparent pap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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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나를 정리해 보고 싶다는 것은 언제나 나의 작품 주제가 되어 왔다.물론

그것을 벗어나 다른 무엇을 주제로 삼을 때도 있었지만 근본은 언제나 나의

탐구에 있다.하지만 자아라는 것은 타인 세계와 계하고 문화와 역사를

이루는 존재이므로 완벽한 자아의 이해란 언어와 세계,자연과 문화 등 철학

의 거의 모든 주제를 다 이해함으로써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무한한 문제

역이기에,나의 짧은 경험으로는 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

어쩌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문제에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고 일련의

작품으로 나마 그 궁 증을 해소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어 든 이제까지 내

가 생각해온 주체에 한 사유를 작업과 함께 정리해 보자는 나의 바람이 이

논문의 주제를 결심하게 했다.

이를 돕기 해 본 논문에서는 주로 라캉의 「Ecrits:A Selection」 책을

참고로 그의 <거울 단계> 이론을 살펴보았다.라캉은 타자의 시선은 주체형

성의 조건이며 주체의 근원은 으로 타자가 된다고 규정한다.그에게 결국

주체는 그 자신이 아닌 타자의 자리에서 형성되는 환상일 뿐인 것이다.그리

하여 라캉은,“나는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한다.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

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고 결론까지 짓는다.

그럼 시 에서 왜 주체형성에 한 정리가 필요하고 한 타자의식에

한 정리가 필요한가.라캉 이후에도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향을 받아,개인

이 탈근 성의 조건 속에서도 자신과의 동일시를 규정하고,찢어진 자아를 통

합하려는 행 를 밝 내려고 한다. 상황에서 보면,탈근 문화의 번쩍이는

이미지들은 내 으로 반 되고,이는 정신으로 받아들여져서 정체성을 문제시

하게 된다. 한 탈근 문화에는 실체의 깊이가 거의 없어 이러한 이미지들

은 더욱더 피상 이고 덧없는 정체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해 다.그러하

기에 우리는 이런 문화 안에서 무상한 정체성이 덧없는 나르시스 이미지들

에서 흔들리지만 않기 해 한번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본 논문을 계기로 나를 성찰하고 더욱 진실

하게 작품을 하는 술인이 되고자 한다.자신을 알고 나에게 솔직한 작품

을 만들 때 비로소 시 와 소통하는 진솔한 작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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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xpressionofIdentitythroughtheAlterity

Lee,Jina

MajorinPainting

SchoolofFineArts

TheGraduateSchoolof

EwhaWomansUniversity

Becauseegoisamechanism composedofflexiblesubstancesratherthan

withthefixed,itisabletocombineandmodify itself,whichexplains

realityoftheindividualidentity.Thestartingpointofmyworkisbased

ontheseconceptsandtoexpressit.Byimplyingtheseconceptsintothe

work,thisthesissupportingtreatisetriestofindthevalidityofmywork

ofart.

According to Jaques Lacan’s “Mirror-phase theory” (Jaques Lacan,

1901-1981),the creation of the ego as a subject starts from the

relationshipbetweenoneandtheother.Iwillportrayhow Lacan’stheory

hascreatedaconnectionwiththemodernart.ThanIwilltalkabouthow

aphenomenon ofdecentralizing thesubjectivity haschangedthevisual

art’s trend and moreover,find outthe perception oftime and space

through the alterity that has been created by the new forms of

contemporaryart.

Ifthesecondchapterwasmainlystudiedtheoretically,thethirdchapter

isabouthow thesetheoriesarereflectedonmyworkandhow mywork

canbeexplained.Techniquessuchas,theuseofrepetitioninimage,the

meaningofinstallationartandtheeffectofvariousmaterials,a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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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astpartofthisthesisisstructuredtoexplainmyownworkwhichis

basedonthestatementabove.

Thesubjectivityandtheidentitymustbeconsideredasaprocedureof

being changed and improved.Theborderaround theselfissomewhat

blurred,and theselfemergesmoreand moreactively with theother.

Intersubjectivity, rather than subjectivity, is a more relevant and

meaningfulnotion.During the creation ofan artform,intersubjective

communication,exchange,andcollaboration,whichincludeaconceptofthe

otherness,mustbefulfilled.

Therefore,production ofartshould be a process and expression of

intersubjectivecommunication,exchange,andcollaboration.Thesubjectivity

is composed and reconstructed by the alterity, which includes

understanding,opinion,developedknowledgeandperceptiontogether.Based

onthisargument,thepurposeofthethesisandthemotiveandprocessof

my artwork isstated togetherwith thetheoreticalbackground.Also,

becausethistreatisehasbeenmadetosupportmythesis,Iwillmakea

chancetoimproveandrethinkmycurrentworkthroughthisthesis.

My work is mainl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my child and

adolescenceperiodinadifferentculture.Theexperiencesinanotherculture

areconvertedinvisualmatterssuchasphotography,painting,video,and

etc.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we cannot live without having

inter-relationshipwiththeothers.Ihopethatthisopportunityleadsmeto

workwithatrulyopenedattitudetoaccepttheawarenessofthealterity.

AndIdobelievethatthishopewillmotivatemetokeepupmy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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