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이피는	직관적	그리고	감각적으로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주목하며,	그	관계	위에	구축

된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헤아려	본다.	여기서	직관적,	감각적이라는	표현은	달리	말해	머리보다는	몸으로,	

이성보다는	감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현상을	하나의	응고

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결론을	유보한	채	무엇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의	유동적인	감각으로	이해

하거나,	그것을	신체	경험의	방식을	토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작가는	논리적	분석이나	해석

을	바탕으로	현상을	해체하고	비판적	이성을	드리우기보다는	오히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미시적	차원

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현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누군가는	동시대	예술에서	분명

한	입장과	태도로서의	작가의	발언을	기대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	역시	이러한	미술을	지지하는	편

이다.	표피적	감각에	경도되기	이전	그것을	냉철하게	한	꺼풀	벗겨내어	민낯을	들여다볼	비판적	잣대는	필

요하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관점과	유형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말	그대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일관된	거리를	유지하며	현상을	관찰하는	사이

에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신이피가	주목하는	관계란	긴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적	상태에	대한	관찰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

는	이를	일종의	‘기싸움’이라는	형태로	이해하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의	상태를	바탕으로	형성

되는	나와	타자의	관계이다.	작가에게	긴장의	상태란	개인적	감정의	차원에서	겪는	어떤	심리적	갈등을	뜻

하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고	작동하기	위해	개별적	주체가	맺는	관계에	내재하는	당연한	조건이며,	개인이	

처하는	새로운	국면이나	상황에	따라	이전의	긴장에서	또	다른	긴장으로	이어지는	보다	생산적인	차원에서

의	갈등과	해소의	순환적	상태이다.	작가는	이러한	긴장	상태,	즉	정치적	상태에서의	관계에	주목하지만	앞

서	말했듯이	그러한	상태의	극복이나	초월을	위한	해법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추이를	계속해서	살피는	형

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는	일관된	주제	안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	즉	젠더나	인종,	이민,	도시	문제	등

으로	줄기를	뻗어	나가며	개인이	집단과	사회를	마주하며	맺게	되는	관계의	양상을	관찰한다.	이를테면,	초

기에는	남북	간	이념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붉은	리본,	2008).	이	작업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상태를	체감하기	어려운	긴장의	문제를	영상	속	두	퍼포머의	신체	속박과	부자유를	통해	가

시화한다.	또는	‘배추’(2008)에서는	배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민의	문제,	그리고	아시아인의	외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럽인의	선입견을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질문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부의	맥락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조금	더	본질적인	인간

관계로	수렴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위해	작가는	관계	형성을	위한	도구,	즉	언어적	소통의	문제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Talk’(2011)에서	작가는	개인	차원에서의	대화의	방식뿐	아니라	집단의	구성과	관계	존속을	위한	

효율적	의사소통에	대해	질문한다.	여기서	개인	간	이해관계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로	치환되고,	메시지	전

달의	과정에서	소실되는	감각의	문제는	언어	장애인의	대화	방식을	차용하여	보여준다.	또한	‘Flag’(2011)에

서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	해체와	개인의	사회적	소외	현상을	하얀	깃발

을	흔드는	영상	속	인물과	거친	호흡	소리를	병치함으로써	그려낸다.

때로는	작가	스스로	개인의	관계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보편적	개인을	대변하기도	한다.	‘관계의	숨’(2014)

에서	작가는	영상에	등장하는	두	개인	중	한	명을	자처하며,	‘나’와	‘타인’의	관계에	존재하는	대립과	긴장을	

공기라는	매개를	통해	가시화한다.	여기서	공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이자	관계에	내재하

는	갈등과	대립을	공존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또한,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줄기	중	하나는	여성으

로서	마주해야	하는	사회적	규율과	책무에	대한	질문이다.	‘Cell	culture	dish’(2014)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검열,	그리고	고정관념과	같은	인식의	잣대에	대한	의문을	극단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낸다.	영상	

속	격렬한	신체의	몸짓은	어떤	춤사위를	넘어	일종의	생명력	넘치는	몸부림으로	다가오며,	무용수의	안무

를	제외한	배경과	주변의	모든	시각적	정보나	이미지를	삭제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적	관계에	의해	강제로	규

정되지	않는,	즉	어떠한	사회적	속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몸짓을	그려내기도	한다.

근작으로	올수록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작가가	처한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더욱	예

민하게	결부되기	시작한다.	소통의	부재	속	고립된	개인의	양상을	현대	도시	건축물을	배경으로	그려내거나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로	문제가	되었던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	촬영하기도	하며,	리모델링을	목전

에	둔	성북동의	옛	가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의	배경과	주요	이슈를	배경으로	개

인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	그리고	나약함(vulnerability)의	형상은	더욱	극대화된다.	

가장	최근의	작업들에서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신체를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사유함으로

써	현대사회에서	점차	고립되어가는	개인의	양상을	살펴본다.	‘Autopsia’(2017)에서는	현대의	문명에서	배

제된	죽음과	그것의	과정에	대해	상상해보고자	하며,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신이피	개인전:	희연한	잠,	송은

아트큐브,	2018)에	출품된	동명의	작품	‘희연한	잠’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공동묘지의	풍경,	인간의	온도를	

느낄	수	없는	삭막하고도	불안한	풍경,	개인이	한낱	조그마한	점으로	환원되는	대자연의	풍경,	인체의	형상

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부재한	석고상의	이미지	등을	조합함으로써	생물학적	죽음에	빗댄	개인	존재의	사회

적	소멸을	암시한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	물리적	죽음으로	비유하는	사회적	죽음,	관계의	종말은	사회적	역

할과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만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관계에	대한	절

연이자	새로운	긴장의	관계를	형성하는	순환의	시작일	것이다.	

사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현대의	삶에서	관계의	양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또	어

떠한	형식으로든	이	세계를	작동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단단한	그물망이다.	하지만,	벤야민이	꿈의	새가	깃

드는	이완과	시간의	둥지에	비유하며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개인의	정신적	이완을	한탄했던	것과	같

이,	과잉주의에	내몰린	현대사회에서	진심을	다해	서로에게	이입하여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공동체적	관계

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환적	세계관에서	보자면	죽음은	곧	삶과	이어지므

로	소멸은	곧	새로운	생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이피	작가가	주시하는	현재의	죽음은	고립과	소

멸을	인지하면서도	내달리는	개인이	마주하는	대립과	긴장의	관계에	대한	절연이자	관계의	토양을	새롭게	

다져	다시금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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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절연과 갱신



Rupture and Renewal of Relationship

Ifie Sin has intuitively and sensibly focused on individual-individual or individual-group relationships to delve 
deeper into the social norms and rules underlying thereunder. Here, the term “intuitive” or “sensible” may 
be understood as viewing things around us with body rather than mind, with senses rather than logic. The 
reason being, Sin, understands a phenomenon as an ambiguous state of fluid senses, putting off any con-
clusion-making, or perceives it as a form of a physical experience, instead of a coagulated event. As such, 
the artist does not dissect the reality based on logical analysis or interpretation and reveals critical reason, 
but chooses to calmly portray the reality which she instinctively perceives from at a microscopic level of an 
individual living in the contemporary period. Some may expect an artist’s statement with a clear stance and 
attitude vis-à-vis contemporary art (and I as well tend to support such art. It is essential to peel off each and 
every layer of art and lay it bare before it hardens on the superficial senses.) It is not necessary for all art to 
present new perspectives and styles right now, at this very moment, because it turns out that opportunities 
for new thought can be discovered while observing a phenomenon based consistency and tenacity, while 
always keeping a coherent distance. 
The relationship Sin focuses on is like an observation of a political state of some sort based on tension. The 
artist sees it as a form of “nerve war,” a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other that is built based on a very 
tight tension. For the artist, a state of tension does not imply a psychological conflict experienced at the 
level of a personal feeling, but a natural condition that is inherent in a relationship formed by individuals to 
constitute a society and make it function. Moreover, a tension is a cyclical state, leading from the tension of 
past to the tension of tomorrow based on the new dynamics or situations faced by individuals, addressing 
conflicts at a more productive level. Sin, although her focus is on relationship in a political state, decides 
to embrace it and continue to observe its development, instead of seeking solutions to overcome or tran-
scend such state. Then, she expanded her scope of theme to include gender, immigration, urban issues in 
socio-political-cultural context under an overarching theme to observe relational aspects that the individuals 
form as they face groups and society. For example, the artist’s initial work begins with the question of ide-
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d ribbon, 2008). This work brings to the surface 
the issue of tension in an unfathomable state, a tension that is pervasive in th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rough physical restrictions and lack of freedom of the two performers in the video. Moreover, 
Chou chinois (2008), through Chinese cabbage, deals with immigration issues and stereotypes of Europe-
ans derived from appearance of Asians. 
The questions on such relationship begin with questions on the state of conflicts and tensions arising from 
the contact points with the external contexts that define the social identity of individuals and then gradually 
converge into more fundamental human relationships. For this, the artist takes note of a relationship-build-
ing tool, that is, the issue of linguistic communication.  For example, in Talk (2011), the artist raises questions 
on not only the approach of dialogue at an individual level, but also an effective communication for constitut-
ing a group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Here, the distance between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interests 
are replaced by physical distance, and the question of senses being lost in the process of message delivery 
is demonstrated based on an approach of dialogue of those with linguistic disabilities. Moreover, Flag (2011) 
depicts the rupture of communities and social marginalization of individuals in our modern society, juxta-
posed with a woman in the video waving a white flag and her heavy breathing sound.
At times, Sin situates herself amidst the personal relationships to represent a universal individual. In Com-
munal breathing (2014), the artist is one of the two people featuring in the video, visualizing the confrontation

and tension that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other” through the medium of air. Here, the 
air is an intermediary connec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but also a tool that transforms the 
relation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to a means of coexistence. Moreover, one of the main pillars of her 
works is regarding a question on the social norms and responsibilities faced by women. Cell culture dish 
(2014), through dramatic bodily movements, raises questions on the standards of awareness such as social 
censorship and stereotypes on women. The fierce physical movements in the video do not come as ordi-
nary dance movements but a struggle full of vitality and life, and the background and all visual information 
and images except for the dancers’ movements are deleted, thus presenting movements of independent 
women, free from all types of social restrictions. 
In more recent works, the questions regarding the essence of relationships formed between me and the 
other begin to be more keenly aligned with the current environment and situations faced by the artist. Sin 
depicts the images of isolated individuals amidst the lack of communication together with urban architec-
ture as background, shoots videos near the Gureombi Rock which became center of attent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or performs at an old Korean traditional house 
in Seongbuk-dong, just before its renovation. As such, against the background of daily lives and main 
issues, social isolation, unrest and vulnerability of individuals are all the more accentuated and maximized.  
The most recent works contemplate upon the keyword death in a socio-politico-cultural context to take 
a more profound look at the conditions of individuals who become increasingly isolated in our modern 
society. In Autopsia (2017), Sin explores death which is excluded in our modern civilization and imagines 
about its process. Moreover, a work with the same title A sleep in whiteness currently being exhibited in the 
on-going exhibition (Ifie Sin: A sleep in whiteness, SongEun ArtCube, 2018) features images of a graveyard 
symbolizing death, desolate and apprehensive landscape without any human warmth, images of Mother 
Earth in which individuals eventually return to a small dot, as well as plaster figure lacking all vitality although 
shaped in a human body. All of these juxtaposed to imply the social extinction of individual beings alluding to 
their biological death. As such, a relational break-up, that is a social death comparable to a physical death 
recently, may be the beginning of a new cycle, where the (ab)normally functioning relationship is ruptured 
and a relationship of new tension is built, only through the rational (or believed to be rational) behaviors in 
line with social roles and goals.    
In our modern life, where individuals try to constantly ascertain their value of existence through social activ-
ities, diverse aspects of relationships continue to evolve, but also remain as strong close-knit network that 
supports the functioning of this world. However, as Walter Benjamin had deplored the mental relaxation of 
individuals becoming rarer and rarer in our modern society, making an analogy of dream bird of relaxation 
with the nest of time, in today’s world, pushed to the verge of hyper-attention, it may be impossible to 
imagine about a collective relationship that sincerely empathizes with and listens attentively to one another. 
However, from a cyclical point of view, death is connected to life, and extinction means new creation. In 
this sense, the death today, which Ifie Sin is closely observing, can be regarded as a rupture of relationship 
mired in confrontations and tensions faced by individuals who strive forward fully aware of isolation and 
extinction as well as an attempt to newly strengthen the soil of relationship to take it back to its starting 
poin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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