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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은 의식이나 물질의 변화 과정에서 한 순간을 고착시켜 그

특성을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일련의 과정 중 중간단계에서 느

껴지는 긴장과 자극이 현실에 대한 각성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간을 고정함으로써 영원을 보려

는 시도로,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박제는 실제 동물의 한 순간을 마치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재현한 것이

다. 하지만 ‘동물’로서의 생기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대상의 보존이면서

또한 불완전한 복사물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순간’이라는 개념의 불안정성과 모순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물이며,

불안정성을 안정적인 상태의 속성으로 도치시키려는 욕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은 진행이 무한하고 물질은 유한하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였다. 고정할 수 없는 시간 대신 물질이 물질들끼리 만나 빚어

내는 찰나를 이용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한

것이다. 또한 서서히 녹아가는 비누로 만든 인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

된 과일과 같이, 통제된 환경 속에 있는 대상들은 일정 정도의 변화만을

일으킬 것이며, 이를 순간으로 치환시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다. 대상들은 순간의 불변성을 보여주기 위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외부와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그

리고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해 갔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대상들은 의도

를 넘어 변형되었고, 변화는 대상에서 보고자 했던 순간과 영원을 모두

갉아먹고 있었다. 중간단계만을 고착한 결과물은 그 안에서 다시 진행되

어 오히려 변화된 대상의 강렬한 모습을 남길 뿐이었다.

시간의 경과는 물질의 변화와 함께하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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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하지만 발견의 ‘순간’ 또한 무한한 순간들 중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정의하려는 시도마저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예컨대 과일 작업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일반적인 ‘썩는’

방식의 변화 과정 대신, 고체에서 액체로 ‘치환’되는 변화 과정을 겪는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 대상은 특정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 정체성을 잃은 대상은 오히려 다른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

정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순간을 고착함으로써 영원성을 보여주려는 시도

및 결과물, 그리고 그 때문에 드러나는 본질과 순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작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변화, 중간단계, 순간, 고착, 불안정성, 정체성

학 번 : 201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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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정체성 사이의 ‘정체성’

본인은 12살 무렵 왼쪽 발목의 성장판을 다쳐 성인에 이르면 절

름발이가 될 것이라는 장애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예상되는 신장으로 자

란 후에 수술을 할 것인가, 약물치료 및 습관으로써 성장을 지연시킬 것

인가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그 중 덜 두려운 후자를 택해 다방면의

노력으로 사고 당시의 신장에서 멈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정

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심지어 장애적인 어

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장애인이라거나 혹은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생활

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선을 넘나들며 살아온 셈

이다. 본인은 이러한 성장 과정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여러 차례 겪

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고정적인 정체성1)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제3의 정체성’이라고 일컫는다면, 이

는 또 다른 고정된 정체성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체성

을 말할 때 단순히 ‘제3의 정체성’이 아닌 ‘불안정한 제3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불안정한 제3의 정체성’은 어린왕자의 삽화에 나오는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처럼,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규정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그 둘 모두의 속에 언제나/이미 있는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

건대 중간단계의 무언가에 대한 주목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스투키, 스투키′>(그림1), <재기

우>(그림2)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규정된 정체성. 즉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

닫는 성질이나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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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스투키, 스투키′>, mixed media, 40x80x150, 2014

좌 - 스투키 화분과 아크릴 박스의 대각선상 이미지

우 - 스투키 화분과 아크릴 박스의 일직선상 이미지

<스투키, 스투키′>의 스투키 화분 앞에는 물이 가득 찬 원통의

투명 아크릴 박스가 있다. 관람자가 스투키 화분, 아크릴 박스와 일정 거

리를 유지한 채로 일직선상에 서면 아크릴 박스 안으로는 뒤에 놓인 스

투키상이 보인다. 물의 굴절성질을 알고 있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재의 것과 대칭된 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식물 자체가 아

래에서 위로 선처럼 곧게 뻗어 있기 때문에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지각하려면 숨은 그림을 찾듯이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속성은 바로 ‘숨어있음’이다. 착시효과를 이

용해 굴절된 스투키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비치도록 하는 것은, 세

계 내에 존재하는 모호한 정체성을 대변하여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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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재기우>, mixed media, 가변크기, 2014

<재기우>에서의 지우개 점토도 마찬가지의 작업동기로 제작했

다. ‘재기우’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것으로, ‘지우개’를 뒤죽박죽 섞은

말이다. 제목을 통해 작업의 의도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다. 지우개 점토

가 지우개가 되려면 일정 시간 동안 열을 가해야 한다. 하지만 열을 가

하는 도중에 멈춰 대상을 점토도 지우개도 아닌, 성질이 모호한 어떤 것

으로 완성시켰다. 대상은 지우개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워 본다고 해도 내용물이 뭉개지기만 하므로 그 특

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기우>는 점토와

지우개로부터 물러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 상태에 머무는 결과

물로 남는다.

<스투키, 스투키′>와 <재기우>는 ‘불안정한 제3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작업이다. 이 두 작업을 감

상할 때, 관람자는 내용에 앞서 작품을 ‘∼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규정짓는 것이다. 인지는 중

간부터 갑자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기억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인식과 판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미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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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작품들은 불분명한 중간체로 제시되며, 전시 과정

에서의 변화하는 시공간들과 각기 다른 인식 주체들은 계속해서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고쳐 써 나간다. 과정 자체가, 제시된 각각의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작업 전체의 형식이자 내용이 되는 것이다.

중간단계의중간단계의 지속

중간단계의 지속

중간단계의 지속

2001년, 기골이 장대하던 할머니는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다. 눈곱이 잔뜩 낀 채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눈, 코에 낀 고무

관, 오랫동안 벌리지 않아 막이 생겨버린 입, 때가 껴 있는 손과 발은 이

순간이 할머니를 보는 마지막임을 예측 가능케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일상적인 생(生)을 누리고 있는 본인보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할머니에게서 훨씬 더 강한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의 털이

쭈뼛 설 만큼의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정체성을 인식한 것이다.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상태의 할머니를 기억 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본인은 의식과 물질이 변화하여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넘어가는

형태를 중간단계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자극이 새로운

각성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 중간적 모습의 순간을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으며,

<Breathe Deeply>(그림3)와 <점선>(그림4), <불꽃놀이>(그림5)를 제작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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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Breathe Deeply>, mixed media, 207x128x95, 2014

위 - 전체 이미지, 아래 - 확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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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e Deeply>는 수면 과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작업이다.

비누로 만든 인체 형상은 물에 의해 아래서부터 녹으면서 침대 안의 공

간을 비눗물로 채워간다. 비눗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을 내며 하얗게

변하고, 인체를 마치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한편 비

누의 표면에는 눈꽃과 같은 결정체들이 생긴다. 이것들은 영롱하게 반짝

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업을 기획할 당시 본인이 주목한 것은 잠들기 전 의식이 있는

순간이나 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잠으로 진입하는 과정,

즉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이다. 잠이 들 때 정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혹은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의식을

붙잡으려 뒤척거리지만 결국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게 된다. 몸은 피로

의 형태에 따라 손가락의 감각을 더듬거나 방의 벽과 가구의 위치를 추

정하여 자신이 놓인 곳을 재구성하려고 애쓴다. 이 순간 빠르게 다른 세

계로 넘어감을 인지하며 순간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결국 쏟아지는 잠으

로 인해 무기력하게 녹고야 만다.

침대는 일상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일상과 다른 공간으로 이끄는

매체이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잠드는 행위를 통해 중간단계 자체를 만

들고 경험한다. 다른 세상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일어날 때, 같지만 다른

존재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에 빠져드는 과정은 주체의 인식 너

머에서 진행된다. 주체는 잠에 빠져드는 아주 짧은 찰나, 눈을 뜨는 순간

에 잠시 그 변화를 더듬어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는 예술가의 의식과도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예술가는 작품을 구상하고 몰입하는 순간 자신

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본 작업 구상과 제작-완성-전시-감상에

이르는 전 과정은 몰입 과정과 세계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을 물화(物

化)하고 확장·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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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점선>, mixed media, 120x20x120, 2014

<점선>을 보면 긴 좌대의 가운데에 드라이아이스 조각들이 있

고 양쪽 끝에 열풍기 두 대가 설치되어 있다. 좌대의 아랫부분에는 센서

가 달려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면 열풍기가 켜진다. 드라이아이스 조각들

은 실온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에 더

해 사람이 가까이 가면 열풍기가 켜지면서 빠르게 사라져 버리도록 한

것이다. 열풍기가 작동할 때, 조각들의 윗면은 뜨거운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 길이 생기고, 고체 형태의 드라이아이스가 있던 자리에는 눈가루가

대신 형성되어 흩날린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

떤 것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

위의 작업은 우리가 무심코 스쳐지나가 버리고 마는 중간단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관찰하면 예상하지

못한 주목거리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항상 지나가던 길에 피어 있는 꽃

을 유심히 바라보면, 꽃의 색깔과 모양을 포함해 그 의미나 존재가 새롭

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꽃’으로 인식되었을 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만 같았던 꽃은 금방 시들고 만다. 본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던 대상은 관찰자가 인지하는 순간 더 빨리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점선>은 인지를 통해 고착화한 중간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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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의 현상적 성질을 연

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림5) <불꽃놀이>, mixed media, 120x60x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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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는 나머지 작업들과 달리 야외에 전시된다. 앞서 언

급한 <Breathe Deeply>의 전 과정이 세계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을

물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라면, <불꽃놀이>는 나아가 밖으로 확장한 작업

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온도, 강수량,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외부의 기상 조건이 매우 중요해진다.

수조 안, 색소가 담긴 사발들은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부딪칠 때

마다 소리가 난다.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사발이 가라앉으면서 안

에 담겨 있던 다양한 색의 염료들을 퍼뜨린다. 이러한 모습은 불꽃놀이

를 연상케 한다. 공중에서 터지는 폭죽처럼, 사발 안의 색소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 바람은 발연제, 색소는 색화제, 사발은 폭죽 그 자체가 된

다. 불꽃놀이는 진행되는 전체 과정 내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텅 빈 무대 객석에 홀로 남은 것처럼 아쉬움을 남긴다.

그릇들은 부딪치고 가라앉음으로써 자신을 잃고 새로운 것의 일

부가 된다. 바깥에 놓인 각각의 개체(사발)는 독자적으로 물에 떠 있으나

언제까지 그러할지는 알 수 없다. 불어오는 바람과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하나둘씩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

들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밖에서 관찰만 할 수 있을 뿐 개입하지는 못한

다.

주체가 생성되고 자각되는 순간부터 주체와 환경은 무한한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변화시킨다. 서로에게 변화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중간단계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난다. 처음과 끝의

사이에서 새로운 생성을 위한 중간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

이 주체에게 일으키는 마법적인 작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본 작업은

이러한 작용이 발생하는 미묘한 순간의 실낱을 잡아내고자 하였으며, 그

자체로 끝없이 풀리는 실타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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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흥은 이제 끝났네. 이 배우들은 내가 자네에게 말했듯,

모두 정령들이었어. 그리고 공기 속으로 녹아 버렸지. 희미한 공기로. 그

리고 이 광경의 바탕 없는 구조물처럼 구름 모자를 쓴 탑들, 거대한 지

구 자체도. 그래, 그것을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용해되는 거라네. 그

리고 이 실체 없는 볼거리가 사라지듯 구름 한 줌 남기지 않는 거라네.

우리는 꿈의 재료야. 우리네 삶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고 말이야.

-<The Tempest> 프로스페로 4막 1장,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말했듯 우리는 ‘꿈의 재료’가 되며, 재료들이 꿈으

로 다듬어지는 과정은 찰나에만 포착할 수 있다. 녹아가지만 생생한 비

누, 열풍기에 의해 바람의 흔적이 생기는 드라이아이스, 자의와 관계없이

흔들리고 뒤섞이는 염료들의 모습은 모두 중간 과정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는 일련의 장면이면서 실체인 것이다. 위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물’ 혹

은 ‘공기’의 느낌은 앞서 언급한 중간단계를 발생 가능케 하고, 그것을

고착화한 축소된 결과물이 그 안에서 다시 진행되어 감에 따라 변화된

대상의 강렬한 모습을 남긴다. 물질의 변화와 함께하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감지되는 시간은, 대상의 순간을 고착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

든다. 그러나 변화의 속성은 오히려 대상의 본질을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게 하는 매개 혹은 힌트가 될 수 있다.

고착

순간의 고착이 갖는 불안정한 상태

사진은 순간을 프레임에 보존하려는 시도지만 그 안의 순간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미소는 과

장된 표현의 일부일 수 있고, 의미 또한 시간 안에서 변화해 왔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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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해 시선을 포착하는 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포착자의 의도가

가진 강도로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 시간의

일부를 간직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녀 온 변화를 바랜 색으로 증명한다.

사진이 시각의 고착이라면, 박제는 생기가 제거된 대상의 재현이다. 그런

데 박제는 대상 그 자체의 보존이면서 대상의 불완전한 복사물처럼 보이

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의 동물은 ‘동물’ 본연의 모습이

기에 진짜이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동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박제’로서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은 연속되는 순간들의 합이지만, 우리는

그 중 극히 일부의 순간만을 포착하고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순간은 때로 멈추거나 잡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순간을 고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고인

시간>(그림6), <빈 집>(그림7)을 제작하였다.

<고인 시간>은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조형적 실험으로, 가장 신선할 때의 과일에 투명한 옥상방수용 우레탄

하도(수분이나 습기의 침입·투과를 방지하는 방수액)를 입혔다. 그런 다

음 구멍을 뚫어 계속 변화가 진행되도록 한 후, 부패의 정도에 따라 시

간차를 두고 다시 막아서 그 상태를 보존시켰다. 과일의 변화 과정 중

한 순간을 고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과일의 총 부피가 줄어든 까닭에

투명 막의 공간은 부분적으로 비어 있게 된다. 또한 우레탄 안의 내용물

은 과일의 수분량에 따라 쪼그라들어 있거나 액(液)이 생긴다. 그 액은

과즙에 가까운 원액 그대로의 색을 유지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적 견해에

따르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과일은 ‘썩는’ 것이 아닌 ‘치환’되는 방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부패 세균에 의해 분해되

면서 원래의 성질을 잃는 일반적인 변화 과정 대신, ‘고체 과일’이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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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그림6) <고인 시간>, mixed midia, 가변설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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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고인 시간>, mixed midia, 가변설치, 2014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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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인 시간>의

최종적 이미지는 완벽한 과일 형태의 투명한 우레탄 껍질과, 과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치환된 ‘실재 과일’이 된다.

(그림7) <빈 집>, mixed media, 가변설치, 2014

<빈 집>은 <고인 시간>에서의 불안정한 보존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제작한 작업으로, 대상의 형상은 유지하고 그 자체는 사라지

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은 내용물이 남게 되는 <고인 시간>과

달리, 본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제작 의도였기 때문에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상은 드라이아이스를, 대상의 고착

제로는 투명테이프를 선택하였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였다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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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기체로 승화하는 물질이고, 투명테이프는 드라이아이스의 기체를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없는 재료이므로, 작업의 의도에 따라 드라이아이

스를 투명테이프로 감았다. 이것은 예상대로 사각형 형태의 투명 종이테

이프 껍질만을 남긴 채 모두 사라졌다. 그 너머로 한 순간을 더듬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과일 작업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속성이 변

화한 셈이 되었다.

예술에서든 인생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의 불완전한 복사판일 뿐이다. 그저 외적인 완벽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완벽함이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지켜

야 하는 규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규칙이기도

하다. 우리는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비어 있으며, 미래와 약

속에 얽매인 천박한 사람들이다.

-<불안의 서> 146번째 일기, 페르난두 페소아

페르난두 페소아가 지적했듯 예술에서의 작업 또한 작가가 의도

했던 바의 ‘불완전한 복사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인 시간>과 <빈

집>의 달성 불가능한 속성과 결과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서 순간과 순간이 만나 이루어내는 독특한 연쇄 작용을 끊임없이 추적해

보고자 했다. 이 두 작업들은 순간을 고착시켜 불안정성을 안정적인 상

태의 속성으로 도치시켜 인지하려는 욕구를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본

인은 이것을 통해 순간의 고착이 가지는 불가능성과 본질의 비본질화,

비본질의 본질화라는 모순된 속성들의 경계에 대해 연구하며 그 때문에

드러나는 본질과 순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작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마치며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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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본인은 작업을 통해 대상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여 변화를 유

발하거나 지연시켰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지나가 버리고 마는 중간단계

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기를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작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주목거리를 던져주거나, 물질 상태 또는 인식 상태의 변

화 과정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각성적 효과를 긴장감 있게 유도하고자 한

조형적 실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순간의 불안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장막을 들추

어 보고자 했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의 불안정함과 모순,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 준다. 작업 과정에서 통제된

대상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남을 관찰하며, 불안정한 ‘순간’을 고

착해 제시하려는 시도 또한 불안정함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녹고 있는

신체 혹은 썩어가는 과일과 같이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 대상은

특정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 정체성을 잃은 대상은 그렇기에 오히

려 다른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질 가능

성을 가지게 된다. 이때 대상은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있으므로, 다른

모든 대상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동일성은 외관상의 유사성이 아니라, ‘과일’을 과일이게끔 하고 ‘신체’를

신체라고 규정하게 하는 인식 체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정체성과 변

화라는 개념을 연결시키려는 인식 체계도 ‘고착된 순간’의 영속성을 전제

한다. 우리가 포착하고 규정한 순간의 ‘과일’과 ‘신체’는, 어느 지점까지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관찰하는 순간의 대상들 간 유사성 혹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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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영원한 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변화는 순간과 영원의

포착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순간들 안에서 연결고리

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정체성은 정체되지 않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며, 그 변화들의 단면을 통해 우리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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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f examining

unstable image through fixe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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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on basis of the author’s continuous research on

characteristics of the certain moment during the process of

perspective or material change. The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ension and stimulus, which rise during the intermediate stage of

transformation process, affect the way people see the reality.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find what ‘eternity’ means by looking into the

‘fixed moment’. For example, stuffed animal is made to re-nature a

live animal yet it is impossible to show its vitality. It is preservation

of the being, yet incomplete copy at the same time. The stuffed

animal is a result of instability and contradiction of capturing the

‘moment’, and a desire for converting instability into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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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umes that time flows unlimited while materials

are limited. It comes from the thought that the moment of one

material correlated with another may be able to show the piece of

eternity, while time cannot be fixed to be experimented.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terials in limited environment such as

slowly melting Body-shaped soap or fruit blocked off from outside

contact may change slower than usual so that those were expected to

show the ‘fixed moment’. The materials were shut off from outside

chemically and physically in order to show the moment of invariance

more clearly in the limited environment. Despite the artificial

limitation, the materials have changed rapidly and formed into totally

different shapes. As the study progresses, the materials have changed

their shapes, and the change have ruined both ‘eternity’ and ‘fixed

moment’ which the author intended to find out during the

intermediate process. The result of the work happened to be only the

process and the consequence of transformation.

The elapse of time continues with and is found by the

transformation of materials. However, capturing the ‘moment’ of

transformation is just a piece of what human can perceive among

infinite moments so it does not let us determine eternity by the act

of capturing only the certain ‘moment’. However, this could mean that

it can be the condition to define essence of material in various

perspectives. For instance, it can be said that fruit without any touch

is the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solid form to liquid rather

than ‘rotten’ as normally said. Like this, the material with new image

is not defined as certain identity anymore. The material without

identity can be freed from all the relationships it used to have and

get the chance to form various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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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 of demonstrating eternity

through fixed moment, and the link between essence and the moment

found during the process of the work.

keywords : change, intermediate stage, moment, fixed,

keywords : instabil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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