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상자 속의 육체)

안소연 (미술비평)

1. 세 망령의 징후와 쪼개진 육체

세 망령(Three Shades)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그것의 현존을 강하게

인식시킨다. 그 말의 이미지가 상기(想起)시키듯, 이 불확실한(shade) 존

재의 반복적(three) 출현이 불러일으키는 참된 경험은 (애초에 표면이라

고 말해도 좋을) 그늘에 가려진 모호한 육체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이고, 그것은 볼 수 없음을 가졌다. 로댕의 <세 망령>(1880)

은 마치 상자 속에 있는 육체처럼 꼼짝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축 늘어진 기이한 육체를 덮고 있는 저 그림자의 파동이 형

상의 기원을 깨우려는 듯 그 표면에 부딪쳐 출렁인다.-<세 망령>은 마

치 직육면체의 대리석이나 그와 같은 물질적 원형으로부터 출현한 것처

럼, 해부학적 사실의 왜곡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 윤곽을 감싼 육면체의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구조와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 형상을 완전하

게 중첩해 놓지 않았는가. 옆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그(들)의 머리에서

부터 목으로 이어진 수평의 선과 어깨에서부터 힘 없이 늘어진 팔을 지

나 다리로 내려오는 수직의 선들을 보라.- <아담>(1880)은 그 형상의 기

원이 이미 지연된 육체로서 재건(再建)된 것임을 알린다. 말하자면, 인간

형태에 대응하는 추상적 직육면체의 상자 속에 들어있는 형상으로서의

근원적인 부재(죽음)와 흙에서 만들어진 불확실함의 현존(창조)을 나타

내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1511-1512)를

이 형상의 또 다른 기원으로 볼 때, 왼쪽 팔에 신의 손을 가진 아담의 육

체는 강렬한 분절-자신을 창조한 신의 손을 절단-과 접합-자신이 응시하

던 신의 손을 소유-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 형상으로

존재함을 밝힌다.

<세 망령>은, 아마도 이 육체가 끝없는 소멸/죽음과 생성/창조의 연속

에서 스스로 형태의 지연을 반복함으로써, 현존하는 부재 혹은 공백 혹

은 기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돕는 것인지도 모른다. 끝없는 참조와

복제, 해체와 절단, 접합과 배열의 반복적 시도들이 역설적이게도 불가

능한 미완의 육체에 대한 비판적 현존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모든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형상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된 징후들을 살피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병호의 전시 ⟪Three Shades⟪는 로댕이 조각의 관습

안에서 형상의 기원을 둘러싸고 탐구했던 재인식의 실천들 사이에 다리

를 놓으며, 또한 수없이 갱신되어 온 자기 자신의 조각(적 형상들)에 대

한 작은 역사에도 다리를 놓는다. 예컨대, <Following Adam’s pose> 

(2020)와 <Two Shades>(2020)는 서로 별개의 상이한 자리에서 산산조

각 난, 심지어 그 파열과 절단이 스스로의 형상을 비판적으로 구축하고

접합하는 “세 망령”의 징후를 과도한 가시성의 경험 안에 밀어 넣은 것

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징후적 존재에 대하여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즉 가시성에 대한 초과를 경험하게 하면서 말이다.

<Two Shades>에는 뚜렷한 두 개의 형상이 존재한다. 뚜렷하다는 것은 먼 기

원으로부터 재건된 어떤 형상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저 육체

를 감싸고 있는 숱한 기원으로서의 시간과 장소의 복잡한 얽힘을, 참된 기억

으로 존재하는 저 육체의 현존을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무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형상이 얕게 매장되어 있는데, 두 망령 밑에

서 제 육체를 열어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고 단단한 육면체 속의 쪼개진

형상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Boy in the Box>(2011)의 유령처럼, 다시 깨어난, 그것과의 비밀스러운 닮

음을 드러낸다. <Two Shades>는 그것을 둘러싼 직육면체의 상자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 열린 상자, 열린 몸, <Two Shades>가 우리 앞에 현현(顯現)하는

방식이다. 이병호는 <Statue X>(2019)를 보관해 온 상자를 열어 그것을 비스

듬히 기대어 놓은 채로 그 기울어진 <Statue X>를 받침대 삼아 새로운 형상

을 접합했다. 그것이 <Two Shades>에 대해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알아보는

바다.

2. 주물 속 새로운 인간 형상

<Statue X>는, 이병호가 ⟪Le Vide, 空의 영역⟪(2016)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온 형상의 기원과 관련해서, 일련의 징후를 재건하여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마치 이미 존재했던 것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예

견하는, 지연과 유보의 형상으로서 덮개에 가린 어떤 묵시(默示)가 드러나려

는, 그 순간의 강렬함. 이병호는 ⟪Le Vide, 空의 영역⟪ 보다 조금 앞서 세 개의

인체 형상으로 구성된 <Taxidummian>(2016) 시리즈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

에 <Anthropometric Torso>(2016), <Triptych>(2016), <Two Figures> (2016) 

등을 제작해 개인전 ⟪Le Vide, 空의 영역⟪에서 일련의 조각적 함의를 확장시

켜 보여줬다. 이때, 그는 <Taxidummian>을 몸통만 남기고 절단하여 다른 이

름을 붙여서 재사용하거나 혹은 살아있는 인체로 직접 주형을 만들어 다수의

주물로 떠낸 후에 그 동일한 것들을 쪼개 여러 형상을 만드는데 활용했다. 이

에 대하여, ⟪Le Vide, 空의 영역⟪에서는 “공백”의 화두를 내세워 주형의 내부

에 맞닿는 주물의 표면과 주형이 보유하고 있는 공백으로서의 조각 표면의

내부를 탐구했다. 결과적으로 공백/내부의 영역에 잠재해 있는 형상에 대한

다수성의 논리와, 그가 참조했던 이브 클라인의 인체 측정 퍼포먼스가 동일

한 원형이자 살아있는 몸에서 다수의 형상을 (재현없이) 캐스팅했던 역설적

함의를 자신의 작업에 가져와 공유했다. 

이후, ⟪Anthropometry⟪(2017)부터는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인체 캐스팅 방식

으로만 주물을 떠내 다수의 연작 가운데 <Anthropometry-Walking woman> 

(2017) 같은 “콜라주 된 몸”의 형상을 전시했다. 그러한 제작 방식은 ⟪Statue 

X Statue⟪(2018)에서 또 다른 <Anthropometry>(2018)와 <Statue X>(2018)

로 이어져 맥락을 한층 강화시켜 놓았으며, 동명의 <Anthropometry>(2019)

에 이르러서는 같은 주형을 사용한 인체 주물들로 일련의 의미심장한 군상을

제작했다. 같은 해에는 2016년에 만든 <Two Figures>를 가져다 <Statue X> 

(2019)를 만들었고, 그것이 <Two Shades>에서 내가 기억하고 알아본 바로

그 형상이다. 다시, <Two Shades>는 이번 전시에서 <Statue X>와 새로운

이 병 호
2020 
9. 17

– 10. 25



인체 형상의 접합을 보여줌으로써, 이병호의 인체 주물 작업이 참조적으

로 갱신해 온 조각의 시간성과 원형 및 형상의 기원 문제를 역동적으로

엮어 새롭게 환기시킨다. 적어도 2016년부터 5년간 지속해 온

“Anthropometry”와 “Statue” 중심의 연작에서 이병호가 모색했던 (반)조

각적 시도들은, 조각에 대한 매우 다양한 참조와 갱신을 불러와 비판적

형상으로서 자기 형상의 기원 및 원형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파열시켜

그 산산조각 난 형상의 더미들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 그 내부, 즉 깊숙한

상자 안에 매립되었던 형상에 대한 (조각난) 기억을 다시 발굴하는 것이

다. 결국 그 내부의 혹은 덩어리의 쪼개짐이 그늘에 가려진 그 형상의 예

측 불가능한 표면에 이르도록 말이다. 

그는 내내 조각에서의 주물 방식을 작업에 활용해 왔는데, 거기서 파생

된 조각적 특징들을 하나의 변수 삼아 변형 혹은 제거함으로써 역설적

으로 부각되어 발생하는 “조각적인 사건들”에 몰두해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작업으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전, 이병호는 한동안 실리콘 조

각에 대한 실험에 집중했었다. 이때에는 인체를 직접 재현하거나 살아있

는 인체를 그대로 주물 뜨는 방식에서 형태의 견고하고 완전한 윤곽선

과 조각의 표면 및 내부의 관계를 비롯해 조각의 양감 문제를 재고해 보

는 태도로 드러났다. 그러던 것이 보다 급진적으로 조각의 내부, 즉 조각

의 형태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내부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

면서, 일련의 조형적 알리바이로 채택된 박제 기술을 참조하여

<Taxidummian>을 제작하게 됐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미세한 (조각적) 

변수들을 재설정하며 현재에 이른 이병호의 작업을 오랜 기간 꾸준히

봐온 나는, ⟪Three Shades⟪가 포괄하는 인간 형상의 (반)조각적 가능성을

다시 살핀다. 그의 작업은 변수를 재설정하는 순간 다른 맥락의 논의들

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의 기존 작업을 재인식하고 재참조하

는 과정에서도 작동하며 동시에 그가 스스로 수행하는 개별적인 작업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도된 지점일 것이라 가늠해 본다. 

그는 ⟪Three Shades⟪에서 로댕에 대한 참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

은 <Following Adam’s pose>와 <Two Shades>의 관계 안에서 더욱 구

체적인 암시로 드러나면서, 그가 참조해 온 로댕의 인체 주물 작업에 있

어서 되풀이되는 반복적 시도에 대한 알리바이를 재구성한다. 두 망령은, 

우리 눈 앞에 드러난 두 개의 육체는, (형상의 기원에 있어서) 지연된 육

체로서의 <아담>과 동일한 주형에서 출현한 <세 망령>의 조각적 갱신

을 환기시킨다. 말하자면, 로댕이 애초에 소조로 만든 인간 형태, (만약

그것이 형상의 기원이라면,) 그것을 주조할 때 발생하는 절단, 해체, 봉합, 

지연 등의 필연적인 사건들을 조각적 환영을 지켜내기 위해 은폐하지

않고 (반조각적인) 그것으로 조각적 사건을 현존으로 가져왔듯, 이병호

는 그 사건의 발생을 지속시킨다. 로댕은 소조의 주조 기법에 내재된 복

제 기술과 절단 및 접합을 통해 총체적이며 동일한 원형의 형태를 수호

하는 조각적 관습을 비틀어 그 역설적 행위가 초래하는 조각적 경험을

환기시키며, (조각에 대한) 일련의 변증법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병

호는 그 사건에 뛰어들어, 또 다른 참조적인 시각에서 주물 속 새로운 인

간 형상의 계보를 상상하며 조각가의 망령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3. 비틀어진 표면과 형상의 갈라짐

지난 해에 나는 아홉 점의 인체 형상으로 구성된 <Anthropometry> 

(2019)를 보고 나서 로댕의 <지옥문>(1880-1917)을 경유하며 그에게

작업에 대한 인상을 말했고, 몇 달 전에는 그가 거의 완성된 <Following

Adam’s pose>와 <Two Shades>를 앞에 두고 그의 작업실에서 로댕의 “아바

티(abattis)” 이미지를 내게 보여주면서 이 쪼개진 육체(들)에 대하여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아채게 했다. 그와 희미한 말을 주고 받을 때, 그의 작업

실 선반에는 <Anthropometry-Walking woman>의 다리인 것 같은 검은 형

상이 덮개에 싸여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뒤로는, 의자처럼 생긴 받

침대 한가운데 꼬챙이 같은 긴 막대를 고정시켜 놓고 그 끝에 인체의 형상을

거의 허공에 띄워 놓은 것처럼 꽂아 놓아 도통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것 같

은 인체의 주물이 왜곡된 형태로 시야에 들어왔다. <Torso>(2020)라고 이름

붙인 이 작업에 “color plaster on sculpture”라는 상세 설명을 붙인 이병호는, 

회화의 재료를 “oil on canvas”로 표기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참조해 일련의

작업에 대한 재료 표기를 달리하여 조각의 “표면”으로 시선의 응시를 유도함

으로써 비틀어진 인체의 주조된 형상에 대하여 그 안(형상의 내부)과 밖(형상

의 표면)의 관계를 묻는다. 비틀어진 형상으로서 <Bust>(2020) 연작 또한 그

물음 사이를 지난다. 결국, 우리가 조각(적 형상)을 지각하는 것은 끝없이 생

성되고 변형되고 소멸되는 힘을 한시적인 형태로 붙들어 놓고자 하는 조각의

저 견고한 표면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비틀어진 형

상의 한시적인 조각 표면에 아크릴 물감(acrylic on sculpture)을 칠해 놓은

새로운 형태로서의 두상처럼. 

로댕은 그의 시대에 조각의 확고한 윤곽선을 되레 지연시키기 위해, 주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조각적 흔적을 지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흔적으로

조각적 환영 뒤에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새로운 인체 형상(의 가능성)을 복

구/갱신함으로써, 반-조각적 실체의 조각적 현존을 불러 올 수 있었을 테다. 

세 망령의 현존처럼. 한편, 이병호는, 이미 자신의 시대를 초과해 버린 로댕의

조각적 유산을 제 손에 쥐고 그 망령에 사로잡혀 있던 조각적 상상을 다시 망

상하는 일에 한참 몰두해 있다. 요컨대, 로댕이 조각의 표면을 윤곽선에 비추

어 인식했던 것에서 그것의 알리바이처럼 붙잡아 놓았던 몇몇 (반)조각적 사

건들을, 그는 그의 가설대로 조각의 표면을 그 내부와의 관계에서 재인식하

는데 가져다가 전유해 사건의 알리바이에 대한 재구성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

인다. 이를테면, 이병호는 주조의 흔적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쪼개진 육체

더미로서의 아바티에 주목해, (로댕이 했던 대로) 쪼개진 육체들의 이접을 통

해 윤곽선/표면을 지움으로써 형상을 지연시키는 대신 (더 급진적으로 더 작

고 더 알아볼 수 없게) 쪼개어진 육체의 공백/내부를 드러냄으로써 갈라진 표

면을 비틀어 형상을 지연시킨다. 그것은 추상과 구상, 육면체의 상자와 인간

형상 사이의 경계를 끝없이 왕래한다. 

2016년부터 시작해 “인체 측정(anthropometry)”과 “조각상(statue)”으로 대표

되던 일련의 인체 형상 작업은, 본격적으로 조형적 실험을 매개하던 변수들

이 조정되면서 그의 조각적 상상의 함의를 보다 구체화 했다. 그는 살아있는

인체를 직접 캐스팅하여 (형상의 기원으로 삼을 법한) 주형을 얻어내고 그것

으로부터 다수의 주물을 주조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형상 출현

이전의)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조각적 원형으로 재인식하여 그 덩어리, 즉 동

일한 것으로 꽉 찬 순수한 형태를 수없이 조각내 갈라진 형상, 지연된 형상, 

유보된 형상의 조각적 현존을 감행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재현하지 않는, 무

제의 “물질”로서 현존하는 인간 형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