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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실을 불완 한 상태로 인식하고 온

한 이상에 도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본인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역을 ‘객 성’,‘총체성’,‘ 성’의 세 가지 념으로 분류

하 다.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이 속한 우주 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주 한계를 지니고 있어 스스로 염원하는 이상 념에 도달하

지 못한다. 실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상호주 의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맹목 자기몰입을 통하여 이상에 도달하려는 시도

들을 꾸 히 해왔다.그 결과 인간은 ‘이상의 아(亞)’에 도달할 수 있었

다.본인은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속 인 도 을 ‘진정한 인

간성’이라고 생각하고 본 작업 연구를 통하여 이를 인간으로서 수행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한다.

본 작업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들을 물질 으로 치환하고자 하 다. 념을 통하여 인

식하게 된 진정한 인간성의 개념을 시각 체물로 환원시키기 하여

본인은 사물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물들에 상징성을 부여하 다. 한

인류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한 번에 작품 안에서

아우르고자 하는 태도는 체를 하나의 틀로 압축하기 한 상징 사물

들을 다시 필요로 하게 하 다.그러나 본인은 상징 사물들을 제작

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주 성이 개입하여 작품의 보편 해석이 난해해

지거나 사물에 자기 심 가치가 부여되는 등의 논리 모순을 해결하

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맹목 자기몰입을 통하여 자기 내면에 숨

겨진 보편 인간성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실천 으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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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게 되는 인간 한계와 지속 인 도 에 하여 논하고자 하 다.

주요어 :진정한 인간성,이상의 아(亞),상징 사물들,

맹목 자기몰입

학 번 :201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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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아(亞)와 진정한 인간성

인간의 행 를 포함한 모든 일은 앞서 일어난 사건과의 인과

계에 의하여 결정된다.우리의 기억력과 상상력은 선결된 원인을 거듭

추리해나간다.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원을 추 해나가다 보면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따라 계획된 것이며 확실성에 의하여 규정된 것

임을 발견하게 된다.모든 후 계가 면 하게 연 된 세계에서는

인 운명만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 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지니는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우주 만물이 지니는

인과 계에 해 모두 다 악하고 이해하진 못한다.우리의 존재를 결

정짓는 운명의 필연성도 우리에게는 미처 체득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그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습득해온 경험

과 지식을 동원하 다.인간은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 과학 발견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 로 세계질서(thenaturallawsofthecosmos)에

한 탐구를 계속해왔다.정상화된 과학이나 사상은 특정시 와 공동체

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과 가치의 기 이 되었다.한

개인의 독자성이 돌연 세계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골치 아

상으로 락한다. 컨 인간은 두 개의 팔을 가졌다.그런데 간혹 사

고를 당하거나 유 기형으로 인하여 한 쪽 팔만을 가졌거나 팔이 없

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한다.그 다고 하여서 우리는 ‘인간

의 팔의 개수가 1.37개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인류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우리 각자는 공

동체와 우주 만물의 일개 일원으로서 인간이 그동안 발견하고 규정한 원

리에 순응해왔다.인간 공동의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은 개인 스스로 인

간군에 속하여 인간성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간에 로 뒤섞일 수 없는 주 의 편들이



- 2 -

라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다.즉,우리는 꾸 히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

게 된다.어느 시 를 막론하고 그 사회가 정한 제도 규율과 규범에

따라 공동체가 유지되어왔다.그와 동시에 자유분방한 태도를 취하는 개

개인과 군소집단들도 있어왔다.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구성원 각자의

주체성과 상호간의 상이성에서 비롯한 타인의 존재에 한 불완 한 이

해에 해서 납득시키려든다.결국 우리 개개인은 각각 따로 선 존재들

이다. 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질서정연한 세계는 무 져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인간임이 분명하므로 모든 것은

같음과 동시에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이 모순된 하나

의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인간은 자신과 다른 상에게서 차이

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상을 유형화시켜왔다.

상을 유형별로 패턴화하는 것은 이성과 지 기억력을 바탕으로 다른 부

족이나 다른 종으로부터 인류가 스스로 생존하기 한 략이었다.따라

서 우리 인간은 상을 기호화하고 자타간의 일정 거리를 항상 유지해왔

다.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가 존립하는 불안요소임과 동

시에 공동체제유지의 수단이 되었다.우리는 잡지상에서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수많은 물체들이 서로 간격을 유지한 채 운행하며 안정된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망원사진을 보곤 한다.부유하는 물체들은 서로 다른 성

분,성질,크기와 질량을 지니고 있다.상 속성에 따른 속도와 방향

의 차이에 의하여 그것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어낸다.자연의 힘은

물체들을 운동하도록 하고 운동은 충돌을 유발한다.이처럼 마다 다른

입장과 다른 색채를 띠는 극과 그 척 들은 단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본유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에서는 충돌이 일어난

다.충돌갈등을 일으키는 상은 그에 립한 주체들 각자에게는 모순지

이다.갈등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온 한 상태를 찾고자 해결 을 모색

한다.즉,인간은 각자의 차이와 갈등의 불안정 가운데에서 온 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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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 유지를 바란다. 구나 념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막

연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본인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목 지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첫째는 객 성이다.객 성은

모든 주 으로부터 독립하여 상을 이성 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공통

분모로서의 보편 가치기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둘째는 총체성으로

이는 세상의 모든 편 요소들이 집합하여 체의 합을 이루는 통일된

상태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상이 없어 무

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념 혹은 가치를 가리킨다.그러나 의 세

가지 이상 덕목들은 그 념 그 자체일 뿐 인간이 그것들의 완 성

에 도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인간은 주 이고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도달하려는 이상 역에도 도착할 수

없다.인간은 어느 시 와 공동체 혹은 한 개인을 막론하고 비 실 인

꿈과 몽환,속박된 실을 환기시키는 환상에 도달하기 한 시도들을

연이어왔다.우리 인간만이 고 로부터 신 역이나 사후세계에 하

여 끊임없는 상상과 측을 해온 존재이다.이는 인간이 이상에 하여

막연하고도 맹목 으로 갈망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증거이다.우리 인간

은 개개인의 주 유한성을 극복하기 하여 서로 의와 합의 등의

시도들을 통하여 에 제시된 이상 역을 탐구해왔다.과학이나 종교

그리고 술 등에서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자하는 인간의 본성은 포기

없이 지속되었다.그 결과 그것에 도달하려는 의지와 계속된 시도는

군가로 하여 이상의 아(亞 sub-)1)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이상의 아(亞)에 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

다.하나는 상호주 객 성이고 다른 하나는 맹목 자기몰입이다.먼

상호주 객 성은 편 인 담론들이 하나의 장에서의 모색을 통

1)‘아(亞)’는 사 으로 ‘버 가는’,‘제2의-’혹은 ‘다음가는’등을 의미한다.분류학에서

는 하 분류군을 지정할 때 종종 상 분류군에 ‘sub-’를 덧붙이기도 한다.본 논문에

서 ‘이상의 아(亞)’는 이상계에 가장 근 한 실계의 최고단계를 설명한다.이는 인간

이 도달할 수 있는 치이자 동시에 한계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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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되는 과정이다.이는 원탁에 모인 구성원의

회의와 같은 개념이다.이때 첩된 목소리들은 결국 통합된 어떤 하나

의 상에 도달한다.인도 자이니즘(Jainism)의 설화를 통하여 상호주

객 성의 이미지를 엿보기로 하자.어느 날 인도의 왕이 장님들에게 코

끼리를 만지게 하고 각각 코끼리의 형상에 해 이야기하도록 명하 다.

장님들은 자신이 만진 코끼리의 부 에 따라 자신들이 각 으로 경험

한 코끼리를 창,밧 ,부채,벽,나무기둥,뱀 등이라고 주장하 다.그러

나 실에 존재하는 코끼리는 각각의 장님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그 무

엇’이 아니다.코끼리는 코끼리일 뿐 장님들의 발언들은 코끼리의 단편

인 부분만을 설명한다.다만 어떤 타자나 이야기 속의 왕,혹은 그 장님

들이 그들 스스로 주장했던 바를 바탕으로 특정의 각 상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고 완벽한 코끼리의 형태도 아

니지만 아(亞)의 코끼리를 만들 수는 있다.2) 구든 진짜 코끼리가 세상

에 존재하며 장님들이 주장한 각기 다른 코끼리들과 그것들이 재조합된

코끼리는 진짜 코끼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그러나 아

(亞)의 코끼리를 통하여 코끼리에 한 더욱 분명한 이해에 근할 수

있다.이처럼 진리란 우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완벽히 범 할

수는 없지만 상호주 의체를 통하여서 그 아(亞)의 상태에는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체를

구성해왔다.반면에 맹목 자기몰입은 한 개인의 인간성을 막연히 신뢰

하여 계속 으로 도 하는 행 이다.상호주 객 성의 과정이 인류

공동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라면 자기몰입은 개인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인간성에 집 하는 과정이다.우리는 특정분야에서 경제성과 무 하게

자아실 을 하여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이

들은 모험가나 시인 혹은 과학자와 같이 비경제 활동에 몰입하는 특정

2)『열반경』의 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설화를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고 기술하

여 ‘모든 사물을 자기의 편 한 소견과 주 으로 그릇되게 단하는 행동’에 해 비

유 으로 비 하고 있다.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 설화의 차용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진 이후에 장님들의 감각 목격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객 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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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의 인간군이라 할 수 있다.이들이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는 은 매

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그 사람은 어도 그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몰두하며 다른 사람이 미처 거두지 못한 결

실을 자아내곤 한다.그러한 결실로 그들은 인류를 표하는 사람의

자격을 보유한다. 인류를 표하는 것만큼 인류 보편 이고 객 인

것은 없다.자신도 치를 채지 못하는 순간 타자들은 그 사람이 진정한

목표지 에 도달하 다고 고백한다.목표의식이 하향될지언정 우리는

구나 타인의 도 에도 큰 감명을 받으며 그 군가가 실의 굴 를 벗

어남을 동경한다.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체에 몰두되어 수선화가 된 나

르키소스를 수선화(narcissus)라는 보편 인 이름의 꽃으로 명명하는 것

은 나르키소스 본인이 아닌 타자들이었다.본인은 이상의 아(亞)에 도달

하려는 의지와 맹목 인 도 이 인류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며

진정한 인간성이라고 단하 다.진정한 인간성이란 우리가 꿈꾸는 온

한 이상보다도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이다.이

모든 과정이 극과 극의 차이와 모순에서 출발하 다는 에서 본인은 서

로간의 차이가 빚어내는 이율배반과 갈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이라

고 생각하 다.갈등은 어느 공동체나 계에서 다발 으로 발생한다.더

나아가 차이에서 비롯된 간극을 해결해나가는 인간의 의지는 이 세계가

운행하는 질서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 다.

념의 사물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작업은 이상에 한 열망과 념에

서부터 출발하 다.정해진 규율과 법칙 혹은 스스로의 울타리에 홀로

고립되어온 행동방식들은 념을 이미지에 주입시키는 과정으로 연결되

었다.다시 말해서 본인에 의해 선택된 추상명제는 사유하는 과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념 태도는 념으로부터 이끌어낸 명제를 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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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체물이 본인의 앞에 구 되어야 한다는 욕망으로 이어졌다.

결국 념은 정신 속에서 부유하는 명제들이 아닌 실재하는 소유물로 치

환되어야 하 다.이 과정에서 선택된 오 제나 물질들은 추상명제들을

보충하기에 합당한 상징 사물들로 재구성되었다.앞 장에서 본인은 이

상 인 가치에 도달하려는 의지와 시도가 진정한 인간성이자 최고의 덕

목이라고 이야기 하 다.그러므로 그에 따라 제작된 본인의 작품은 이

상에 도달하려는 인간상의 은유 지물(持物,attributes)3)이라 할 수 있

다.지물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자의 정신과 성향을 묘사하기에 합한

상징 사물이라는 에서 본인의 작업 목 은 보편 인간상을 드러내

려는 의지 혹은 그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덕목을 시각 으로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은유 지물들은 기하학 형태로 제작된 백색좌 에 설치된

다.백색좌 는 은유 지물들이 일상의 사물로써 치하는 것을 차단하

고 념의 한 역에 치하도록 한다.백색 좌 에 상징 오 제들

이 올라선 작업의 형상들은 본인이 작업과정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도

목 의식을 같이 한다.본인은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곧 작업복

용도로 백색의 실험가운을 착용해왔다.실제 제작행 를 하다보면 재료

가 흰 면천에 묻거나 먼지가 쌓이기를 반복한다.이 과정에서 순백색이

었던 실험가운은 더기처럼 변한다.그것은 마치 소복이 쌓인 밭이

사람들의 발자취에 의해 더럽 지고 흔 이 쌓이거나 흰 종이 에 낙서

가 겹쳐지는 것과도 같다.이러한 상을 통하여 본인은 철 한 념의

옷 에 작업과정의 흔 이 얹 지기를 바랐다.본인은 념의 새로운

명제를 다루는 주기(週期)마다 새로운 백색의 실험가운을 마련하 다.실

3)과거 서양의 세나 르네상스 시 의 작가들은 성화 혹은 성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

체성을 드러내기 하여 등장인물의 표성을 지닌 특정한 상징 사물을 함께 그려

넣거나 조각하 다. 컨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9 에서 수 그리스도가 성 베드

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는 비유 목을 근거하여 성 베드로를 묘

사한 회화나 조각에 로만 십자가 형상의 열쇠가 인물의 손에 쥐어져 표 되었음을 발

견할 수 있다.동양의 불교회화나 조각에서도 부처의 권능과 자비 등의 여러 가지 속

성을 드러내기 한 지물들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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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운은 어떤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실험자의 유니폼임과

동시에 실험실의 제들을 끊임없이 풀이해나가는 연구자의 정체성을 상

징한다.본인은 아무 것도 더해지지 않은 흰 화면의 상태를 념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고 마치 념을 몸에 걸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실제 노동에 임해야한다는 제의 강박을 가지게 되었다.실험가운의 백

색이 노동의 시간에 비례하여 더렵 지는 과정은 작업의 한 주기가 끝났

을 때 지난 주기의 작업에 한 본인의 성실도와 작업의 물질 속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었다.이러한 태도는 념을 시각 체물로

환원시키는 일에 엄격한 노동을 수반하도록 하 고 작업에 사용되는 모

든 물질들이 체계 인 당 성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도록

하 다.본인은 궁극 인간상에 도달하려는 유한한 인간의 속성을 묘사

하는 지물들이 철 한 규칙을 거쳐서 무 의 화면 에 투 되기를 원하

다.(아래 그림 참고)

참고그림 1)8번째 작업복으로 착용된 실험가운과 그 세부,2010.09-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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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릴 때 군가 표 하고자 하는 바가 흰 종이 에 더

해지듯이 본인의 작업 활동에서 백색은 념이라는 이름의 바탕

(background)을 의미한다.실험가운에 재료들이 얼룩지는 것과는 반 로

백색좌 는 완벽한 백색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하여 의심에 의심

을 거듭하여 흠이 없는 백색으로 칠해져야만 하 다. 한 상징 오

제들의 형태,크기 그리고 배열규칙에 따라 기하학 형태의 맞춤형 좌

들이 고안되었다.본인은 념에 한 의식 강박과 그로 인한 노동

을 기반으로 투명한 념의 실체를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강박에 진입하 다.

총체성에 한 강박

어릴 부터 본인은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나 기호로 구성된 이

미지들에서 짜릿한 충족감을 느 다. 차 여러 분야에 한 지식이 축

되어 갈 때마다 본인은 지식의 내용을 도표화시키고 그리드 안에 습득

한 내용을 정리해나갔다.새로운 지식이 확보될 때마다 도표는 새로운

지식을 담아내야만 하 다.도표나 도식은 만물이 체계화되며 기 에 따

라 해부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모종의 안정감과 희열을 가져다

다. 컨 세계 도 에 지구 의 모든 기후가 기호화되어 체계 으

로 정리 정돈된 기후분포표4)의 이미지는 본인에게 이 행성을 기권

에서 펼치고 손바닥 안에 축소시켜 보는듯한 즐거움을 선사하 다.이와

같은 즐거움은 자신 스스로의 체계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타인에게 그

것을 과시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이는 마치 백과사 을 출 하

4)쾨펜(WladimirKöppen)은 1884년 A(열 )-B(건조)-C(온 )-D(냉 )-E(한 )등 5종

류의 분류군과 지역별 강수량,최난월,최한월 등의 차이를 기 으로 한 소분류군

을 바탕으로 세계의 기후분포를 29가지 경우의 기후유형으로 체계화하 다.쾨펜

의 기후분포표는 이후 쾨펜과 동료학자들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1960년 에 트 와사

(GlennThomasTrewartha)에 의하여 고산기후 지 에 한 표기가 추가되면서 오늘

날까지 지구 지역의 기후를 정리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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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 사가 학계의 새로운 과학 발견내용과 이론을 개정 에 수록하

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집 성하 음을 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

다.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요소들이 마땅한 유 들로 묶이는 메커니즘

에 따라 내용을 색과 기호 등의 이미지로 배열하는 행 는 그것을 제작

하는 이로 하여 월 치를 유하는 착각을 가능하도록 해 다.

즉,세상을 한 화면에서 한 에 바라보고자하는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만물을 집 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소유욕이나 호기심,지

욕구에서 비롯된다.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따라 우주 삼라만상의 총

체 인 모습을 무조건 작품에 포함시켜야 하는 강박감이 개입되었다.총

체성에 한 강박은 비단 본인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

람들이 소유한 기본 욕망이다.탈무드의 해석-연구편(Midrashim)의

자는 태 의 인간인 아담을 양성인으로 묘사한다.최 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 등을 맞 채 창조되어 양 어깨가 붙어있었는데 신이 이 둘

을 도끼로 내리쳐 둘로 분리함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두

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과 그가 신의 형

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토라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식의 념 최고 가

치는 서로 립한 것들의 합일,즉, 체성 혹은 총체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5)이 듯 우리가 우주 만물이 한 화면에 그려진 이미지나 모든 생

태계가 한 폭의 화면에 그려진 그림에 왠지 모를 충족감과 희열을 느끼

는 것은 유 으로도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그런데 과연 본인이 습득

한 정보를 작품제작상황에서 하나의 양식에 몽땅 끌어 모으는 것이 가능

한 것인가.본인은 이 과업에서 벅찬 한계를 느껴왔다.본인은 강박 으

로 매 순간 비는 부분,불충분한 부분, 락되어 채워지지 않은 요소들을

끊임없이 발견하 다.애 에 완 한 총체가 앞에서 구 되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일 것이다.우리는 한 공간에 우주 만물은커녕 만물의 이미지

조각도 한꺼번에 배열할 수 없을 뿐더러,물리력을 월하여 제한된 시

5)MirceaEliade,『MephistophelesEtL'androgyne』,CollectionFolioessais(n°270),

Gallimard,1962,(최건원 역,『메피스토펠 스와 양성인』,문학동네,2006,p.13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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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모든 것을 담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설이다.우리는 지구상에

거주하며 달의 뒷면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아직 우리 인간에게 발견

될 것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이미 역사를 통하여 발견

한 상들마 도 다음 세 의 시 정신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탈바

꿈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총체성에 한 꿈은 인간으로 하여 서로

립한 요소들을 실세계의 상호보완 인 여러 측면을 통하여 통일하고자

하는 생래 강박장애일 뿐이다.6)지구를 등에 이고 있는 아틀라스의 상

황과 필 하는 총체성에 한 집착은 앞서 제시한 념에 한 강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총체 으로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념에 속하기 때문이다. 념에 한 집착이 선택된 명제에서

상징 사물들로 치환되기 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다

다면,총체성에 한 집착은 본인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여 작

업의 사물로 끌어들일 능력도 권리도 없으며 모든 사물이 동될 수 없

는 물리 한계에 한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다.그 다보면 더욱이 세상

을 압축 으로 표기할 수 있는 상징 사물들이 다시 요구되었다.그

러나 매 순간 선택된 사물들마 총체성을 미처 다 표기하지 못한다고

단되기 일쑤이며 작업과정에서 강박 불충분함은 항상 해결되지 못하

다.

상징 의미부여

1)수수께끼와 알 고리 형식

에서 언 한 강박 태도로부터 요구되는 상징 사물들을 구

성하기 한 방법으로 본인은 오 제들로 이루어진 난해한 수수께끼 장

6)Ibid.,p.1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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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esotericpuzzles)를 작업에 활용하고자 하 다.수년 부터 본인은

술작품이란 수수께끼 문제이고 제작자는 문제출제자이며 람자는 수험

자라고 생각해왔다.상징성이 부여된 알 고리를 제시하는 것은 수수께

끼 질문을 던지는 출제자의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것과 같다.문제를 출

제하는 사람은 수험자가 문제의 정답을 알아맞힐 것을 의도함과 동시에

수험자의 문제틀림을 은연 에 기 하는 이 마음을 가진다.‘신은 우리

에게 호두를 내리셨다.그러나 그 껍질을 까주지는 않으셨다’는 독일 속

담이 있다.작품에서 문제를 풀이해낸다는 것은 작품에 용된 이미지의

언어를 해제(解題)해내는 활동이다.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은유 지물들

속에 감추고 간 으로 표 하다보니 객은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실력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작품을 제 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물론 작가의 주 성 개입이 작품의 이미지가 이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해득해내는 데에 어려움을 주게 마련이다.미술사

상에서도 작가가 의도 으로 작품의 내용을 개인의 주 에 의해서 선택

한 상징 이미지들 속에 숨기고 그것의 본래 의미를 작가가 공유하기로

마음먹은 몇몇 계층에 한하여서만 향유되도록 한정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작품들은 수 세기가 지난 지 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7)

념들과 주 해석들을 작업의 기 로 삼다보면 작품이 내포하고 있

는 언어 자체가 난해해진다.하지만 념으로부터의 출발이 작업의 난해

성을 조장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념에

한 본인의 해석과 상징 사물들을 선택하는 주 기 이 객으로

하여 로 해석 불가한 사각지 를 만들어낸다.심지어 상징 사물

들은 작품의 제목에서나 작품이 배열된 상황에서 그것들이 허구 연출

7) 컨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가 지오반니 벨리니(GiovanniBellini)의 1490년에서

1500년간 제작된 ‘신성한 알 고리(TheSacredAllegory)’의 경우 제작된 이후 400여

년이 지난 20세기 부터 오스트리안 출 업자 루트비히 골드샤이더(Ludwig

Goldscheider)외 수많은 미술사학자 등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재까지도 당시 한정된 지식계층에게만 그림의 의미가 알려졌을 것이라는 추

측을 제외하고는 그림의 세부내용에 한 정확한 의미는 악되지 못하 다.

(Olivari,Mariolina,『GiovanniBellini,PittoridelRinascimento』 Florence:Scala,

2007.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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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이라는 혼동마 불러일으킨다.

그로 인하여 작품은 더욱 더 난해한 수수께끼로 남는다.그러나 진리와

념은 언제나 비가시 이다.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하여 진

리와 철학 념이 어느 선상에서 렷해짐을 포착하곤 한다.다시 말

해서 빗 상이 없으면 진리에 한 념은 공허한 안개에 지나지 않

는다.진실과 진리는 보이는 그 로 찾아낼 수 없는 것이며,은유의 체계

속에 숨어있다.본인은 본인의 작업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 매개

되는 은유물이기를 원하 다. 한 객에게 난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제

시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쉽게 에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하 다.따라서 상징 사물들로 이루어진 불친

한 문항들은 념 핵심을 타인에게 주입하기 한 교보재로 제작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2)수비학8) 근

본인은 인간이 부단히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을 표 하기

하여 자연수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 숫자를 상징 기호로 치환하는

등의 수비학 활동을 선택하 다.일 이 고 로부터 자연수에 한 인

식은 수가 지니는 자연 그 로의 이치를 넘어서 신비의 역으로까지 이

어졌다.피타고라스학 는 수학의 원리가 사물의 참된 본성,즉 만물의

원리라고 주장하 다.수에 한 신비주의는 인간 스스로와 주변 생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자연계의 상태를 보고 헤아리기 하여 숫자를 탄생

시킨 데에서 기인하 다.9)가령,우리의 몸은 종단면을 기 으로 좌우

칭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발,귀 등 으로 나뉜 신체기 들로 이루

8)수비학(數祕學,numerology)은 수(數)가 사람,장소,사물,문화 등의 사이에 숨겨진

의미와 연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수를 사용하여서 사물의 본성,인물의 성격,운

명이나 미래의 일을 해명하거나 견하는 일종의 비과학 학문이다.

9)MarioLivio,『TheGoldenRatio』,EricYangAgency,2002,(권민 역,『황 비율

의 진실』,공존,2011,p.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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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우리는 지구의 자 ,천체의 흐름과 생리작용의 리듬에 따라

아침, 심, 녁 혹은 어제,오늘,내일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삼분할된

시제로 나 었다.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 축의 기울기가 지구 공 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를 악하고 일 년을 네 가지 계 로

구분하 다.우리는 각 손의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여 셈을 할 수 있었고

육안으로 운행을 확인한 일곱 가지의 행성을 이용하여 일곱 요일을 나

었다.수메르 인들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의

각각의 3마디에서 12를 도출하고 다른 손의 다섯 손가락을 곱하여 60진

법을 창안하 다.더욱 발 된 수비학의 형태로 유 인들은 게마트리아

(Gematria)해석체계를 발 시켜 낱 자에 자연수를 응시키고 숫자 하

나하나가 신과 인간의 활동에 한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왔

다.본인은 이러한 수비학 근방식을 활용하여 인간이 도달하고자하

는 성을 자연수 24로 치환하 다.24는 코스모스의 숫자로,인간이

하는 공간 ,시간 활동범 에서 가장 완 한 수이다.우리는 지구

의 자 에 의한 태양력의 변화를 수치화한 24시간을 채택하 고,지구의

공 과 달의 움직임을 통한 천연의 계 변화를 체계화하여 24 기를 창

안하 으며,음성의 조화를 수리 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음악에서도

총 장단조의 수는 24개 조로 구성된다.수비학 원리로 자연수 3과 4는

각각 천상과 지상 공동체의 완 수를 지칭한다.가령 고 의 4원소 혹은

기독공동체의 성삼 일체나 동양에서 왕에게 세 번 하여 우를 갖추

는 것이나,신약성서의 4복음서,네 기수,네 가지 동물 등과 같은 것들

이 이에 해당한다.3과 4를 곱하여 만들어진 자연수 12는 따라서 공동체

존속의 완 한 조화를 상징하여 과거부터 1년 열두 달,12지신,황도 12

궁 혹은 히 리의 열두 지 등에서 사용되었다.따라서 자연수 12가 거

듭 반복되어 만들어지는 24는 으로 완 한 수로 여겨져 왔다.본

인은 24를 인간이 실계를 극복한 이상 수치로서의 성으로 생각

하 다.본인의 작업에서 24가 코스모스 혹은 우주질서의 수라면

자연수 23은 24에 도달하기 이 의 상태에 해당한다.따라서 본인은 23

을 창조 카오스의 숫자로 상정하 다.창조 카오스란 모든 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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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이 확립되기 이 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질서의 상

태에서 여명이 비추어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창세기에서 천

지창조를 묘사하는 구 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에

있고 신의 이 수면 에 운행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창조 카오스로서의 23은 모든 인류가 코스모스로서의 24에 도달하고자

하면 거치게 되는 필연 인 문이다.동시에 23은 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인간의 염기서열이

23 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학 특성에서도 23과 인간의 존재에 한

연 성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객 인 수의 원리에 가치를 부여하

는 본인의 행 는 본인 스스로를 과학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함정

에 빠뜨린다는 에서 결코 논리 인 방편이 아님은 확실하다.

결언

이상에 도달하는 길은 인류가 이루는 공동체나 각자의 인간 속

에 반드시 내재하여있다.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궁극 목표는 진정한 인

간성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본인은 이를 제시되어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명제가 념의 형식이 아닌 가시화된 실물로 드러나

기를 바랐다.그리하여 인간과 주변 세계에 한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상징 사물들을 선택하고자 하 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작가의 주

이 지니는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

본인은 앞선 내용에서 인간이 동경하는 이상 역의 하나로

객 성을 제시하 다.그런데 객 성과 그것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의지

와 노력,즉 진정한 인간성이라는 덕목이 작업과정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을까.진정 그것이 인간으로서 고결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라면 그것을

지시하는 작업방식에서도 그 가치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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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이러한 에서 볼 때 작업 수행과정에서 작가의 주 선택

에 의하여 특정 오 제가 특정 상징성을 유하게 되는 것은 논리 으로

매우 타당치 못하다.이는 마치 실험실규칙을 반한 실험행 와도 같다.

지속해서 객 성 내지는 보편성을 피력하면서도 사실상 주 이고 작가

개인 인 을 에 강요하거나 호소하는 꼴이다. 한 앞선 수비학

근의 경우에서처럼 자연수의 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행 는

본인으로 하여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혼동시키는 자연주의 오류

에 빠지는 결과를 래한다.자연주의 오류는 한 개인이 자기 심성에

매몰될 때 나타나는 논리 오류이다.그러므로 이 한 객 인 지

에서 작업행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다.본인의 작업은 본인

이 원래 제시한 념 원칙과 실제 작업방식이 혼동되는 논리 모순

에 처해있다.따라서 이는 결국 자기모순 혹은 자가당착에 의한 비논리

로 본인의 작업은 그것이 기원한 원래의 아젠다와의 일 성을 잃으며 부

정되는 함정에 빠진다.사물의 본래 의미를 해체시키고 자체 으로 새로

운 의미를 주입하거나 의미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는 개인의 행 가 모든 이들에게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작품에 사용

된 몇 가지 알 고리들은 사회 ,역사 유의미성을 지닌 것들도 있다.

그 다고 하여서 그 일부가 체의 객 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모뉴먼

트나 깃발양식처럼 유의미한 상징 이미지로만 둘러싸인 제작물을 우리

는 술작품이라 부르지 않는다. 술작품이 아무리 독창성을 띠고 비합

리 인 방식을 용인한다고 하여도 본인의 비논리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어 보인다.결과 으로 본인의 작업은 객 성에 한 자기 심 조작

을 감행하는 논리 불 화음인가.그러므로 주 은유 체계와 상징

사물들이 의사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여 히 남는다.

본인의 작업은 ‘인간이라면 이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라’는 덕목

을 내포하고 있다. 한 그 덕목을 이루고자 꿈꾸는 본인 스스로의 열망

에서 비롯되었다.앞서 이상의 아(亞)에 도달하는 방법에서 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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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객 성은 개개인의 의견들이 타인의 의견에 의하여 객 화되

고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이었다.반면 맹목 자기몰입은 자기 내면의 인

간성의 핵심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자가 객 성을 획득하기

하여 사회규범이나 시 정신을 매개로 하나의 보편 인 상에 도달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자기 자신을 여과장치로 삼아야만 한다.역설 이게

도 이것은 개인의 주 속에 숨어있는 인류 공통의 객 성을 찾는 여정

이다.그 과정에서 나약한 개인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한 개인이

완 한 보편성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그러나 타인과의 차

별성을 얻는다는 것,즉 인류공동체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려는 도 은

자기실 으로10)이어진다.인간 존재의 가치는 군가가 보통 사람들과

는 다르다는 차이를 발견하는 데에서 나온다.모든 사람은 군가에게

기억되기 하여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한 인간의 특수한 본성이다.도덕 차별성을 지닌

사람은 인류공동체가 가진 과제를 수행하고 실천해낸다.사람들은 군

가의 실천에서 감동을 느끼고 인류의 진일보를 목격한다.결국,과업을

실천해낸 사람이 속해있는 인간계의 존재가 당 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본인의 작업에 한 재귀 질문은 비논리 성과들에서

타 이 배제된 독단 거리 두기와 맹목 자기몰입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본인은 향후의 작업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 한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신념과 실 한계,논리성과 비논리,주 과 객 성,자기몰

입과 타인의 공감 사이의 부조화는 애 에 메워지지 않는 간극일지도 모

른다.따라서 보편 이상에 도달하는 데에서 오는 자기의 개별성의 한

계는 향후 작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상이다.해결

은 상징체계에 한 보다 세 한 분석과 타인과의 유 계를 통한 인

10)자기실 (自己實現,self-realization)은 사 으로 ‘자아의 본질을 완 히 실 하는

일’혹은 ‘개인의 꿈과 이상을 실천해내는 것’이다.본문에서 자기실 의 주체는 ‘개인

으로서의 나’에서 벗어나 ‘모든 나’에 이르는 보편 인간으로 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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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 이해에 근하려는 지속 인 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다만

작품을 통하여 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수께끼나 상징 이미지의 틀

안에 은닉되어 있는 이라든지,작품의 형식이 상징성의 다발로 엉켜있

는 에서 오는 난해함은 본인의 작가 태도에 한 정확한 단을 요

구한다.그 결과 본인은 다음 장의 작품설명에서와 같은 작업들을 양산

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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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 19 -

작품 1)73,500,000㎣ (아홉 가지 경우의 상분류)

동물분류학에 심취하게 되면서 생물분류의 방법론에 하여 학

습한 이 있다.생물분류학에서 새로이 발견된 신종(新種)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첫 번째 과정은 유사 형태와 형

질을 바탕으로 이미 기존에 발견된 종들과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방법인

동정(同定,identification)이다.동정의 과정은 화학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화학에서의 동정은 특정 물질에 하여 찰하고 그것을 특정 분류군에

편입시킬 때에 화학 분석과 측정 따 로 해당 물질이 다른 물질과 동

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더 나아가서 연구자는 그 물질의 소속

과 명칭을 정한다.다음으로 신종분류의 두 번째 방법은 신종을 기존 종

들과 비교하여 발견해낸 상이한 형태나 특이형질을 근거로 다른 종 혹은

다른 소속군과 분리하여 유형화하는 분류(分類,classification)이다.분류

는 상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그 종류를 가르는 과정으로 우리는 동정

과 분류체계를 통하여 공통된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한 유사성을

기 으로 특정 상을 명명하거나 유사 상들과 군집시킬 수 있다.본 작

업은 동정과 분류의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외부부피를 지닌 9가지 상

을 나 고 수합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본 작품은 9개의 나무상자와 9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각

각의 나무상자는 폭 630mm,깊이 350mm,높이 350mm의 직육면체로

재단되었다.각각의 나무상자에는 특정 동물의 학명,상품의 일련번호 혹

은 제품의 기호화된 이름이 동일한 자체와 크기로 사되어있다.알

벳과 숫자로 조합된 기호와 기호가 지시하는 상은 다음과 같다.

-Bradypustridactylus(엷은 목 세 발가락 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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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4461(환자용 이동형 유압식 진찰의자)

-CY-4464(고정식 수술용 의자)

-SJB25-C(Wanshunda사 콜릿 페이스트 주입펌 )

-T505401(SensoAmbiente사 욕실용 비데)

-TE-30(자동식 기 물끓이기계 30(L)호)

-HFC2(Armorgard사 방화 험물질 보 진열장)

-1 Alotno.7304261(CaracalA 모형 도자형재 다용도 석고)

-GSR8008(Только Детям사 자동차형 아동용 침 )

9개의 나무상자와 기호가 지시하는 동물 산업제품의 규격이

만들어내는 외부부피의 값은 73,500,500㎣로 서로 동일하다.각기 용도와

형태,원산지가 다른 상들은 단지 그 부피가 동일하다는 에서 본인

에 의해 선택되었다.9개의 나무상자는 균일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9

개의 나무상자 앞에는 동일한 사이즈의 종이 9장이 나무상자와 마찬가지

로 균일한 간격으로 정렬된다.각각의 텍스트에는 9개의 나무상자에 표

기된 상을 기하학 상학 으로 각각의 형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서

술되어있다.가령,CY-4461(환자용 이동형 유압식 진찰의자)을(를)묘

사하는 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의 아래에는 지름과 높이가 동일한 네 개의 검은 라스틱 바퀴가

달려있어 바닥과 맞닿는다.각각의 바퀴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막 가 가

운데의 한 으로 붙어 가로와 세로가 같은 비율의 십자형을 이룬다.십

자 구조에는 원형의 스테인리스 스틸 토러스 구조가 얹어져 붙어있다.

십자구조의 앙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 가 달려있는데 이 이 의

내경의 지름이 외경의 지름이 되는 다른 스테인리스 스틸 원통형 구

조가 십자구조에 달린 이 의 내경에 조립되어있다.이 원통형의 에

는 검은 라스틱 원형 사다리꼴이 붙어있고 그 검은 마개의 심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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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로 된 원기둥 축이 조립되어있다.스틸 원기둥에는 십자 구조에 달린

스테인리스 스틸 토러스 구조의 내경 지름이 외경이 되는 원통형이 교차

해있다....”

각 텍스트에 표기된 형태묘사에서 각 상의 용도 혹은 생산목

은 표기되지 않는다. 객은 각각의 텍스트를 읽고 상들의 형태를

머릿속으로 작도한다. 상의 형태를 묘사하는 각각의 텍스트마다 그 분

량은 각기 다르다.따라서 한 장의 규격지에 인쇄된 텍스트의 내용은 그

분량에 따라 자 크기를 달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같음과 동시에 다르다. 상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기 이 무엇이냐에 따라 단된다.본인이 선택한 9개의 상

은 모두 다른 형태를 취한다.선택된 상 9개의 상 가운데 하나는 생

물이고 나머지 여덟은 무생물이다.선택된 두 개의 의자는 같은 용도이

지만 그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과 치는 각기 다르도록 제작되었

다.모든 것이 같음과 동시에 다른 상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상태는 언

어 자체로는 모순되어 보인다.본인의 작업에서 선택한 9가지 상의 조

합은 사물의 특이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상들의 규격만 남긴다.따라서

상은 기하학 상태만 남은 채 같은 규격의 상자들 속에 끼워 맞추어

진다. 상을 설명하는 텍스트 한 방법 으로 서로 같은 언어와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제시된 텍스트의 규격 역시 동일하지만 텍스트가

지시하는 상과 그 상의 생김새 그리고 텍스트마다의 활자 크기는 모

두 상이하다.규격화된 상자의 부피와 텍스트 양식의 배열은 다른

사물 간의 어색한 통일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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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3,500,000㎣ (아홉 가지 경우의 상분류)

가변설치 목재에 터링,문서인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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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진짜 인간 (캑터스 류에 릴리움 꽃향기를

불어넣는 충강의 한 종)

NHK방송에서 공룡의 멸종 원인에 한 가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로그램을 시청한 이 있다.이 진화론 가설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

려진 운석충돌설과는 다른 이유를 공룡의 멸종원인으로 제시하 다.이

새로운 진화론 가설은 백악기 말엽에 식공룡의 몸집이 비정상 으로

비 해지는 특이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과학자들은 백악기 말 식공룡과

식물들의 화석들을 살펴보고 식공룡의 신장과 무게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당시 지구를 뒤덮고 있던 침엽수림의 높이도 증가하는 에 주

목하 다.더불어 연구자들에 의하면 백악기가 끝날 무렵 꽃을 피우는

화식물들이 등장하는 은 공룡멸종의 결정 인 단서가 되었다.백악

기의 침엽수는 자신들의 포식자인 식공룡과의 생존경쟁에서 높이를 증

가시키는 략을 선택하 다.그러나 침엽수의 가장 높은 지 에 피어나

는 어린 순을 섭취하기 하여 식공룡들 역시 자신들은 신장을

늘려가기 시작하 다.마침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공룡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거 식공룡의 무자비한 섭식으로 인

하여 멸종 기에 처한 식물군이 선택한 것은 바로 꽃이었다.꽃을 피우

는 식물들은 기존 침엽수와 다르게 씨방 속에 씨앗을 숨기고 곤충이나

포유류의 도움을 통하여 수분하 다.이제 식물들은 발화기를 포유류의

발정기와 그 시기를 같이하 다.포유류 등에 의해 수분에 성공한 후 씨

앗을 담고 있는 과실을 맺는 시기는 포유류의 임신기와 동일하 다.이

로써 포유류는 과실을 섭취하여 출산 이 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보충

할 수 있었다.이와는 다르게 식공룡들은 새로이 등장한 화식물을

소화할 수 없었다.더욱이 이미 비 해진 식공룡이 화식물을 섭취하

기에는 이들 화식물이 낮은 목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근하기조차

어려웠다.이후 식물과의 생존경쟁에서 실패한 공룡은 멸종하 고 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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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화식물간의 공생 계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포유

류의 장인 인간의 경우 이처럼 과거로부터 내려온 생존을 한 기억유

자를 통하여 꽃을 사랑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인간은 다른 포

유류와 다르게 발정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꽃과 사랑의 계를 더

유동 으로 발 시켜 나갔다.

진화론 가설을 토 로 한 의 인문학 근에서 바라보면

오로지 자기의 몸을 확 하는 것에만 집 한 공룡군은 자신의 보존을

한 보수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 으로 처하지 못

하여 결국 멸종되었다.반면,포유류를 표하는 인간은 변화와 험요인

에서 식물군과의 지혜로운 유 계를 통하여서 유일한 창의 존재로

생존하는 데에 성공하 다.본인은 의 진화-인문학 내용을 바탕으로

본 작업에서 공룡모형의 튜 완구가 선인장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연

출하 다.공기 주입장치를 통하여 튜 공룡 내부에 주입되는 공기는

튜 공룡이 공룡의 모습을 하고 부풀어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동시에

튜 공룡을 팽창시키고 남은 공기는 튜 공룡의 입을 통하여 선인장에

백합 향기를 뿜어낸다.튜 공룡은 가시가 돋친 선인장과 맞닿을 경우

터져버리게 되지만 꽃의 향기를 발산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선인장

의 가시는 튜 공룡을 터뜨려버릴 수 있는 문제 상황이다.그러나 튜

공룡은 마치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메마른 선인장에게 부활의 상징인 백

합의 향기를 주입한다.튜 공룡은 문제 상황에 있어 진취 인 태도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맹목 태도를 취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

한다.튜 공룡과 선인장이 치하고 있는 장면의 반 편에는 인체 근

육 후방도면이 유리 속에 표구되어있다.도면에 출력된 인체의 뒷모습

은 인체의 이미지가 튜 공룡과 면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한다.생물

학 인체도면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생명의 역할도 하

지 않은 채 화석화되거나 박제되어 표본화된 이미지일 뿐이다.이를 통

하여 의 진화-인문학 가설에 등장하는 공룡과 인간의 치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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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된다.작품은 선인장에 향수를 뿜어내는 튜 공룡으로 상징되는

몰입하는 인간상과 인체도면으로 상징되는 자기보존에 매몰된 피상 인

인간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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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진짜 인간 (캑터스 류에 릴리움 꽃향기를 불어넣는

충강의 한 종)

143x62x91(cm) 목재에 흰 페인트,튜 공룡완구,선인장,

백합 향수,공기 주입장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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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쓸모없음의 궁극 최종 목 성에 도달하려는

23개의 카멜 온의 발

정삼각형의 두 변이 이루는 한 정각은 ⦟60°이다.본 작업은 지

름 1m의 원의 둘 에 치한 들을 꼭짓 으로 하는 정삼각형부터 정

이십사각형에 이르는 22가지 도형들의 각각의 두 변이 이루는 22개의 정

각과 1개의 선분을 형상화한 23개의 각목재로 구성되어있다.정이십사각

형의 두 변이 이루는 한 정각은 ⦟165°이다.정각형의 변의 수와 두 변

이 이루는 각의 수가 늘어날수록 도형의 형태는 원에 가깝게 형성된다.

이때 원주율은 차 무한소수를 향하여 세분화되고 두 변이 이루는 하나

의 정각은 ⦟180°에 가까워진다.그러나 차 세분화되는 정각형의 정

각은 이상 인 수치와는 다르게 로 ⦟180°에 도달할 수 없다.오히

려 ⦟180°에 도달하기 직 의 숫자에서 진동하듯 맴돌 뿐이다.(아래그

림 참고)

참고그림 2)정각형의 변의 수와 두 변이 이루는 각의 수가 늘어날수록 도형의 형태는

원에 가깝게 형성되고 원주율은 차 무한소수를 향하여 세분화되며 두 변

이 이루는 하나의 정각은 ⦟180°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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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은 마치 제논의 역설에 등장하는 아킬 스와 거북이

의 달리기 시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아킬 스의 주행속도가 거북이보

다 10배 빠르고,거북이는 아킬 스보다 100m 앞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고 가정할 경우,아킬 스는 거북이의 출발지 까지 100m를 빠르게 달

려가는 동안 거북이는 10m를 진한다.이후에 아킬 스는 거북이를 추

월하기 하여 10m를 주행하지만 그동안 거북이도 1m를 진한다.

다시 아킬 스는 거북이를 추월하기 하여 1m를 주행하지만 그동안 거

북이도 0.1m를 진하게 된다.이 듯 아킬 스가 계속 달리는 동안 거

북이도 속력 차의 비율만큼 진하므로 둘의 간격은 어들지만,

거북이는 항상 아킬 스보다 앞서있게 된다.따라서 제논의 역설에 따르

면 아킬 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작품에서 정각의 수를 23개로 한정하 다.그리고 22번째

정각인 정이십사각형의 정각 ⦟165°이후에 배열되는 도형을 모든 정n각

형들이 도달하려는 목표치인 원으로 정하 다.원은 각으로 이루어져있

지 않고 반지름과 원주율에 비례한 곡선으로 이루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23번째 각목재는 ⦟180°의 직선분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 다.

총 23개의 각목재의 우측에는 24를 23으로 나 무한순환소수

의 배수가 사(轉寫)되어있다.23개의 각목재에

거듭 무한순환소수 가 더해지면서 23번째 직선

분의 각목재에 사된 무한순환소수는 에 이

른다.계산기에서 무한순환소수 을 23번 더한

숫자는 가 아닌 24로 도출된다.무한순환소수의 계속된 합산에서

가 실제로 얻어지는 숫자라면 24는 수리 으로 이상화된 숫자이다.

본인은 앞서 본인의 작업 반에 걸쳐 수비학 근을 시도하여 23과

24에 상징성을 부여하 다고 기술한 바 있다.본인은 인간이 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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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상 혹은 성의 숫자 24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한순환소수

에서 연속된 소수 9를 무한히 반복하며 무

한히 진동하는 모습을 발견하 다.순차 인 정n각형들의 각들이 차

둔각화되고 직선분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하나의 이상 원에 도달하려는

이미지와 무한순환소수의 배수가 이상화된 완 수 24에 버 가는 무한순

환소수의 형태를 취하는 과정이 순차 이어로 제시되었다.본인은 이

러한 수리 상을 통하여 마치 성에는 도달할 수 없으나 끊

임없는 시도를 통하여 이상의 아(亞)의 상태에 도달하는 인간의 모습을

은유하고자 하 다.

각목재가 이루는 두 변의 반 쪽 양 끝 지 에는 실이 매달려있

다.실은 기 치인 1m 원안에 들어오는 22개의 정n각형들의 한 정각을

이루는 두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즉,n-2변의 총 길이를 나타낸다.정

삼각형의 경우 실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정이십사각형의 경우 실의 길이는 나머지 22개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각목재의 반 편에는 카멜 온의 발이 매달려있다.23번의

이어를 거치면서 카멜 온의 발은 푸른 계열에서 붉은 계열로 그 색을

차 변화해나간다.카멜 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을 변화시키

는 충강의 한 종이다.카멜 온이 자신의 색을 변화하는 것은 짧은 순

간이지만 본인은 그 색의 변화를 연속 동작사진으로 은 것과 같은 순

차 이미지로 제작하여 각각의 이어에 해당하는 각목재마다 부착시켰

다.본 작품에서 카멜 온의 색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먼 ,녹

색계열은 충류 본연의 색인 동시에 인간이 아닌 존재 혹은 아무 성찰

단이 없는 충류성 두뇌의 상태를 의미한다.다음으로 카멜 온의

발은 차 청색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이 발휘되어가는 과정

을 상징한다.마지막으로 카멜 온은 홍색계열에 이른다.이것은 꽃의

색,혹은 마음의 색으로 궁극 인 인간성을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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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쓸모없음의 궁극 최종 목 성에 도달하려는

23개의 카멜 온의 발

96x200x가변높이(cm) 목재에 흰 페인트와 터링,실,우 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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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쓸모없음의 궁극 최종 목 성에 도달하려는

23개의 카멜 온의 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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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스스로 패러다임

패러다임(paradigm)이란 통상 으로 어떤 한 시 사람들의 견

해나 사고를 근본 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의 틀 는 사물

에 한 이론 인 체계를 일컫는 낱말이다.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공동

체의 근본구조나 가치 을 그 공동체의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한 패러

다임은 특정 구조를 이해하는 과학 ,구조 메카니즘이다.토머스 S.

쿤의 과학 명의 구조에서 자가 제시한 과학 명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패러다임이라는 낱말은 과학 활동의 기본단 개념으로 제

시된 바 있다.과학 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란 확고한 법칙이라고 여

겨지는 정상과학 내에서 행해지는 실험 습들과 반복된 제풀이를 말한

다.11)패러다임이라는 낱말은 애 에 장인제도와 도제 사회에서의 활동

을 지칭하는 것이었다.하나의 장인과 여러 명의 도제로 이루어진 제작

공동체에서 도제들은 장인에 의하여 작성된 상세매뉴얼이 아닌 장인의

걸작(masterpiece)혹은 그 완성작을 교보재로 삼아 도제 수업을 수학해

나갔다.추상 규칙과 결코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나 실행

력의 반복만이 장인의 교육 수방식이었다.패러다임의 희랍어원을

추 해보면,‘나란히 보인 것(παρά +δείκνυμι)’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장인의 걸작과 도제의 연습작이 한 자리에 나란히 놓이면 결과물

에서 실력의 차이가 발견되기 마련이다.그 간격을 메워나가는 거듭된

연습작 제작을 패러다임이라고 불 다.본 작품의 제목인 ‘스스로 패러다

임’은 개인에 의하여 설정된 이상과 실습을 나란히 두고 그 간극을 좁히

려는 독단 인간의 의지를 의미한다.한 개인이 진정한 인간성에 다다

르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개인의 탐구심과 의지에 의하여 비롯된 지속 인

제풀이에 있다.

11)ThomasS.Kuhn,『TheStructureofScientificRevolutions』,TheUniversityof

Chicago,2nded.1970,(김명자 역,『과학 명의 구조』 ,까치,2012,pp.65~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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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가 그려진 방안지가 표구된 백색 좌 에 13개의 고리와

한 의 버섯무리가 순차 으로 배열되어있다.정면에서부터 5개의 고리

는 정이십삼각형,다음 4개의 고리는 정이십사각형,그 다음 3개의 고리

는 원으로 진행된다.이 12개의 고리를 통과하면 한 의 버섯이 놓여있

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정이십삼각형 고리가 등장한다.13개 일련의 고

리들은 본인의 다른 작업인 <작품 3)쓸모없음의 궁극 최종 목 성에

도달하려는 23개의 카멜 온 발>에서 볼 수 있는 23개 각목재의 나열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작품 4)스스로 패러다임>에 등장하는 13

개의 고리에도 24를 23으로 나 무한순환소수 

로부터 이를 23차례 거듭 더하며 얻은 가 고

리의 앞뒷면에 사(轉寫)되었다.첫 번째 정이십삼각형 고리의 앞뒷면에

는 각각 과 무한순환소수

이 있고 12번째 원의 뒷면에 힌 에 이

르기까지 무한순환소수의 배수가 고리들의 둘 를 순차 으로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표기되어있다.12번째 원이 끝나고 성의 아(亞)의

역에 해당하는 가 표기된 지 에는 한 의

버섯 무리가 등장한다.여기서 버섯은 진정한 인간성 혹은 성의

역에 도달하는 데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버섯은 포자를

증식시켜 자신의 부피를 늘이는 균류이다.버섯은 맹목 인 자기보존과

자기확 만을 목 으로 스스로의 복제형태들을 양산해낸다.버섯의 형상

은 이상에 도달하기 하여 거듭된 문들(12개의 고리)을 거쳐 온 주인

공이 문들을 통과하기 이 의 원래 모습을 의미한다.이는 아직도 자

신의 내면에 잔여물로 남겨진 생물학 자기보존에 한 욕망의 형상이

다.버섯과 마지막 정이십삼각형 사이에는 일정 간격의 틈이 벌어져 있

는데 버섯이 의미하는 자기보존 욕구를 포기하는 주인공만이 그 간극을

뛰어넘어 마지막 고리에 도달할 수 있다.마지막 정이십삼각형의 13번째

고리는 <작업 3)쓸모없음의 궁극 최종 목 성에 도달하려는 23개의

카멜 온 발>에 등장하는 마지막 카멜 온의 발의 색상과 같은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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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띤다.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인간성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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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스스로 패러다임

148x35x140(cm) 목재에 페인트,유리,방안지,우 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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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침 에서 황 을 발견한 주인공의 생활

본인은 홀로 장기간 여행을 계획한 이 있다.새로운 환경에

한 생소함과 낯섦이 주는 기 감이 있게 마련이지만,그 여행에서 본인

은 명료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것이라는 확실한 기

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뒤 오히려 본인은

문득 타지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 를 고 원래의 일상에서

진리가 숨어있음을 지각했다.그날 오후 본인은 ‘오즈의 마법사’공연을

람하게 되었다.극 주인공인 도로시는 자신의 집이 있는 캔자스의

소 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극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이

꿈꾸던 이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그즈음 본인은 고국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본인의 침 을 내려다보면 란한 채를 빛

내는 황 덩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빠졌다.그 순간 가장 황홀한

이상은 꾸 한 일상의 일련 반복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

다.집에 돌아와 침 을 보았을 때 물론 본인은 황 은커녕 어두운

바닥에 수북하고 켜켜이 쌓인 먼지 뭉치들을 마주할 뿐이었다.그러나

본인에게 그것은 더욱더 빛나는 빛 채를 지닌 황 원석,노다지

다.그 순간부터 본 작업이 계획되었다.

본 작업은 백색의 집 구조물을 심으로 기하학 형태의 백색

좌 들 에 24가지의 오 제들이 올려져 있는 설치작업이다.24가지 오

제들은 가상의 백색 본보기집(modelhouse)에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

된 한 주인공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과 그 이면에 숨은 의미들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알 고리이다.본인은 24개의 백색 좌 와 그 에

배치된 사물들을 24개의 지물(持物,attributes)이라고 일컫는다.주인공

의 24개 지물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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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석, 단된 짧은 창문,나방이 앉아있는 단된 긴 창문,오 이

담긴 병들,방안지에 원을 그리는 컴퍼스,동 쌓기와 카드 쌓기,네 가

지 백색 분말 (소 ,설탕,녹말,분말약),히말라야 소 과 죽은 개미들,

유리병 속의 배,무지개색의 타 으로 이루어진 달력,벽돌 벽이 놓여있

는 의자,발바닥 주형,커피와 정 열매가 묻은 여행티켓, 제된 사자의

두상,밝은 청색 페이스트로 보수된 기둥,죽은 나방들이 들어있는 조명

이 있는 나방 애벌 사육장,백색 양제가 주입되는 죽어가는 식물,씨

앗을 물고 있는 익명의 새와 진주를 물고 있는 수탉 풍향계,만물이 열

리는 나무(Pantree)를 설명하는 백과사 의 한 페이지,수직 회 과 원형

회 을 동시에 하는 삼각 막 형 자,낙서를 쓰고 지우고 덧쓰기를 반복

한 백 지구본,탈지면 속의 카멜 온과 멘톨 연고 기화장치,산 정상 사

진이 있는 경사면과 계단에 놓인 두 개의 구, 붕어가 있는 둥근 어항

- 황 원석은 가상의 주인공이 침 에서 발견한 것이다.특별함이

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가치한 돌덩이에 군데군데 박힌 찬란한 빛의

박은 주인공이 무료한 일상의 지면에서 얻은 특별함의 결정체이다.

황 은 원히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침 의 황 은 사

이고 단편 인 일상의 바닥에 감춰진 보물이라는 역설 인 이미지를

달한다.

- 단된 짧은 창문은 다음의 <나방이 앉아있는 단된 긴 창문>과 함

께 주인공의 시간을 가리킨다.백색의 본보기 집 후면에 가로로 긴 창

문의 동쪽 단면인 짧은 창문은 일상생활의 주기 인 시작이다. 한

창은 주인공의 방이 상징하는 주인공의 내면과 방 밖의 외부세계를 단

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게 연결시키는 경계면이다.

- 나방이 앉아있는 단된 긴 창문은 주인공의 침실창문의 서쪽 단면

이다.서쪽 창문은 일몰시에 주인공이 유리막을 통하여 다음 주기(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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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cycle)를 기다리는 치이다.여기에는 창밖에서 날아든 나방이 앉

아있다.나방은 작가 본인이 가장 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임과 동시

에 주인공이 창 머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 스스로이다.어두운 황혼

에 찾아온 나방은 주인공이 내일을 보지 못할 막연한 사망 가능성,새

로운 회기이 에 맞이하는 우울감과 함께 존재의 나약함을 상징한다.

한 나방은 죽음 혹은 수면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주인공은 다음날

짧은 창에서 동이 틀 때 나방과 같이 변용(變容)된 자기 자신의 신선

한 모습을 발견한다.

- 동일한 규격의 병들에 다른 시간에 배설된 오 이 담겨있다.오 은

주인공이 하루도 빠짐없이 배출하는 노폐물로서 육체에서 방출해내는

물질 가운데 유일하게 황 과 흡사한 빛을 발한다.주인공은 소변을

보는 순간마다 그것을 장하고 기록한다. 장된 오 을 통하여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망각해버리는 일상의 순간을 물질 으로 축 되는 지

표를 제작하는 것이다.오 이 변질되는 시간과 성분에 따라 오 은

차 황 빛에서 고동색에 이르는 빛깔을 낸다.

- 방안지에 원을 그리는 컴퍼스는 주인공이 컴퍼스를 이용하여 방안지

에 스물네 바퀴의 회 을 그은 흔 이다.컴퍼스를 회 시키는 힘에

따라 차 지름의 폭은 넓어지고 마지막 원이 그려진 시 에서 곡선의

진행이 종료된다.방안지에 그려진 그리드는 일상과 가상의 경계면으

로서 <작품 6)새틴 바우어 새장이 있는 실내풍경>에 등장하는 가상

의 주인공인 제도작가의 기물에 사용된 방안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격자(格子,grid)는 y축과 z축이 이루는 실이 투 된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주인공은 자기의 방 에서 반복 으로 원을 그려 그

것을 자신의 치와 상태(位狀,τόπος)의 표식으로 삼는다.

- 쌓아올려진 트럼 카드와 동 은 맹목 인 몰입활동의 과정이다.주

인공은 과제의 난이도와 자신의 실력이 최고치에 달하는 몰입의 역

에서 잉여 놀이 행동의 즐거움에 도달한다.이는 경제 생산 활동

과는 무 하게 주인공이 행동의 그 자체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으

며 더 상 의 과제에서 자기성취를 이루는 역이다.반면 동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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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보다 우 에 치시키기 하여 노력하는

존재이다.이러한 에서 볼 때 탑처럼 쌓아올린 놓인 한 냥의 동 이

나 한 장의 카드는 주인공 자신을 의미한다.

- 네 가지 백색 분말은 각각 소 ,설탕,녹말 그리고 분말약으로 이루

어져 있다.백색 분말은 주인공 주변의 타인들을 유형화한 사물이다.

소 은 주인공과 같은 목 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서로 겨루는 라

이벌을 의미한다.설탕은 주인공과 서로 애정을 나 며 그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애인이다.녹말은 주인공의 부모,자식,형제와 같이 한

통으로 맺어진 육이나 가족이다.분말약은 주인공이 신경증 반

응을 보이는 주변인을 가리킨다.타인을 상징하는 네 가지 가루는 서

로 다른 질감과 맛을 내고 주인공의 생활에 백색 흔 을 남긴다.주인

공 역시 군가에게 특정 백색 가루이다.

- 히말라야 소 주변에 죽은 개미의 시체들은 정상에 도달하려다 낙오

된 주인공의 무덤이다.개미는 동일한 노동의 연속을 통하여 공동체

이상 사회를 구성해나가는 동물이다.히말라야 소 은 과거 해 면이

었던 히말라야지 가 지반 융기에 의하여 산맥이 되면서 고산지 에서

발견되는 분홍빛의 염분 덩어리이다.주인공은 목표로의 성실한 역정

(歷程)에서 세상의 바닥으로 낙오하 을 때 그곳이 세계의 정상으로

오르는 지름길인 것을 알고 있다.

- 배 한 척이 유리병의 내부 부피의 반 을 차지하는 투명한 액체 안에

난 되어있다.배는 해 에 가라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병의 나

머지 반 을 차지하는 백색의 불투명한 액체는 배가 놓인 투명한 공간

과 다른 무게를 지닌다.난 되어 도 히 탈출할 수 없는 배는 유리병

이 뒤집히는 순간 함께 뒤집어지고 불투명한 액체의 수면 를 순항하

는 범선의 용을 자랑한다.유리병 속의 배는 운명 앞에 가능성과 나

약함을 동시에 지닌 주인공 자신의 모습이다.

- 무지개색의 타 으로 이루어진 달력은 365개의 칸이 배열된 그리드에

연차 인 타 들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주인공은 정해진 규칙

에 따라 반복되는 일상에 타 을 는 기계이다.0부터 9까지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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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주사 형 타 의 치로 환산되어 달력의 모든 칸마다 표시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365일에 해당하는 달력의 일수는 기정의 책력에 따

른 것이 아닌 모든 9의 배수의 1의 자리 숫자로 바 다.규칙 으로

힌 타 마다 스펙트럼의 색이 가미된다.주인공은 언제나 재의 한

지 을 살아간다.주인공의 무지갯빛 타 달력은 규칙 이고 수리

틀로 규격화된 일상의 실과 하루하루 꿈꾸어 나가는 환상 스펙트

럼의 찬란함을 동시에 보여 다.

- 벽돌 벽이 올라선 의자는 주인공이 자신의 집의 사물들로 변용된 것

이다.주인공의 사 가구인 의자 에 주인공의 성과와 내면의 방어

벽을 상징하는 벽돌 벽이 올려져 있다.벽돌 벽은 주인공의 집을 보호

하는 외벽이자 주인공의 가치 이 형성한 겉껍질이다.주인공은 경험

과 성과를 통하여 얻은 가치 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자

신의 의자 에 앉혔다.

- 발바닥 주형은 주인공의 발바닥 표본이다.발바닥이 닿은 바닥의 표

면 은 주인공이 딛고 선 지면의 좌표에 해당한다.발바닥은 주인공

자신이 서 있는 물리 면 이자 주인공 자신의 상을 의미한다.

- 일상화된 각성제인 커피를 섭취해도 주인공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학계에서 보고된 바 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어 장생 한다

는 정 열매의 효과를 주인공은 아직 깨닫지 못하 다.주인공은 커피

와 정 열매를 먹던 도 여행티켓 에 그것을 흘렸다.커피와 정

열매가 묻은 여행티켓은 주인공이 꿈꾸어온 목 지에 생(生)에 한

일상 인 욕구가 얹 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 제된 사자의 머리는 주인공이 형성한 주 가치 과 그의 자존심

이다.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무리생활을 하는 최상 포식종이다.수사

자는 자신이 구성한 사회를 보호하기 하여 그 체제와 역의 보존을

굳건히 한다.모든 이는 자아를 자신이 지정한 역 안에서 왕의 자리

에 좌정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한다.자기의 역은 그 사람의 후

험 가치 을 바탕으로 쌓아올려지고 확장된다.어떤 타인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확고한 자존감은 각자가 만든 수사자의 머리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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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자의 두상을 박제하여 덮어쓴 것이 아닌 자

신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의 얼굴이다.

- 밝은 청색의 페이스트로 보수된 콘크리트 기둥은 주인공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잣 에 균열이 발생할 때 주인공이 가진 신념으로

그것을 메워나간 상흔의 이미지이다.기둥은 본보기집의 하 을 견디

어내고 주인공의 생활이 지닌 기반과 하 을 이어주는 지지 역할을

한다.주인공은 기둥에 발생한 균열을 이상향으로서의 하늘의 빛깔인

밝은 청색으로 보수한다.

- 세 면의 유리와 한 면의 실크로 제작된 사육장 안에서 나방 애벌 들

이 식물을 갉아먹으며 성장하고 있다.보 된 식물에 빛을 달하고

애벌 에게 열을 달하기 하여 사육장 내부의 상단에는 원형 조명

이 설치되어 있다.조명의 원형 커버 안에는 이미 성충이 된 불나방들

이 빛을 쫓아 들어왔다가 고립되어 죽어있다.애벌 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하여 설치된 조명장치는 애벌 에게는 조상의 공동무덤이다.

주인공의 나방 사육장 안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동종의 탄생과 죽음의

순간이 한꺼번에 한 장면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이다.

- 백색 양제가 주사되는 죽어가는 식물은 붙잡을 수 없는 생(生)의

운명과 신념의 무조건 인 주입을 상징한다.식용재료로 재배된 식물

을 화분에 심고 차 화분의 흙과 같이 분해되어가는 채소에 주인공은

백색의 양제를 주사한다.주인공의 이와 같은 집착 행동은 <작품 2)

진짜 인간,캑터스 류에 릴리움 꽃향기를 불어넣는 충강의 한 종>에

서 선인장에게 백합향기를 불어넣는 튜 공룡의 맹목 인 태도와 일

치한다.

- 씨앗을 물고 있는 익명의 새와 진주를 물고 있는 수탉 풍향계는 시류

와 무 하게 행동하려는 주인공의 의지를 나타낸다.풍향계는 바람이

향하고 세 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상 측기구이다.닭은

구에게나 친숙히 알려진 가 류이다.풍향계가 세상의 시류를 상징

한다면 닭은 뭇사람들을 의미한다.수탉풍향계의 부리에는 가식과 허

을 상징하는 진주가 물려있다.반면,풍향계 에 앉은 무명의 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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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문채 수탉풍향계가 가리키는 반 방향을 응시한다.

- 만물이 열리는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백과사 의 한 페이지는 모든

것이 과실로 맺히는 가상의 나무 ‘Pantree’에 한 백과사 설명이

담긴 인쇄물이다.이 인쇄물은 한 면의 페이지에 세상의 모든 것의 근

원과 우주 만물의 존재를 한 큐에 바라보려는 주인공의 박물학 강박

을 드러낸다.주인공은 모든 것이 열려있는 나무를 실제로 목격한

이 없으나 완 한 생산력을 지닌 ‘Pantree’에 한 설명을 읽으며 만족

감을 느낀다.

- 수직 회 과 원형 회 을 동시에 하는 삼각 막 형 자는 지구의 자

과 공 을 평면 으로 나타낸 이미지이다.동시에 이는 주인공의 반복

된 일상을 의미한다.자는 주인공 내면의 잣 이다 가치 이다.자가

그것의 축을 심으로 자 과 공 을 동시에 하며 원을 그리는 모습은

우리가 서 있는 행성의 지속 인 움직임과 닮아있다.주인공은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세계 에서 우주의 축소 으로 살아간다.

- 백 지구본은 정치 국가경계선이나 지형 정보가 표기되어있지

않은 교육용 교보재이다.주인공은 그 에 낙서를 쓰고 지우고 덧쓰

기를 반복한다.백 지구본 에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낙서하기의

형식으로 기입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나간다.주인공이 그려 넣은 세계에 한 상식은 주인공의 주

과 착각이 반 되어있어 객 이지 않고 사실과의 편차를 가지고 있

는 경우도 있다.주인공이 습득한 지식의 범 가 그려진 지구본은 주

인공의 앎이 지니는 한계 범 이기도 하다.

- 구부정하게 포개어진 형상의 카멜 온이 탈지면 사이에 압착되어 있

다.그 에 멘톨 연고에 열을 가해 기화하는 장치는 죽은 카멜 온을

한 소박한 제례인지 잠든 카멜 온의 숙면을 돕기 한 방향 재료인

지 알 수 없다.본인은 <탈지면 속의 카멜 온과 멘톨 연고 기화장

치>에 있어 본인 스스로의 제작의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다.다만

반드시 본 지물이 본보기집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채택되어야 하는 심

인 인 요인만을 신뢰하여 제작하 다.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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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 내용이 없다.작업 후로 본인은 탈지면 속에 표구된 카멜

온의 모습에서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다.

- 산 정상 사진이 있는 경사면과 계단에 치한 두 개의 구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주인공의 의지와 좌 사이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나타낸

다.두 개의 구 가운데 청색 공은 계단의 정상에 치해있고 녹색 공

은 경사면의 아래에 치한 사각구덩이 안에 놓여있다.청색 공은 계

단 아래로 낙하할법한 이미지를 띄고 있는 동시에 낙하 후 다시 계단

을 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의 이미지도 지닌다.녹색 공 역시 경

사면을 다시 타고 오를 수 없는 물리 한계에 치해있다.녹색 공이

낙하하며 지나왔을 경계면에는 만년설의 산 정상 그림이 부착되어있

다.이 그림은 주인공이 목표하는 이상을 상징한다.주인공은 그가 목

표하는 치에 도달하기 하여 시도하다가 반복 으로 좌 하게 된

다.이 과정의 특정 지 에서 주인공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

- 둥근 어항 속의 붕어는 고립된 주인공의 자아이다.주인공은 두 가

지 종류의 고립을 겪는다.하나는 주인공이 설정한 세계에 스스로 매

몰되는 고립이고,다른 하나는 운명과 실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고

립이다.어떠한 종류이든 주인공은 고립된 상황에 착하게 된다.

의 24개 지물들은 ‘모든 나’인 주인공의 일상생활과 특성을 상

징하는 사물들이다.지물들이 포함한 상징 이고 은유 인 내용들은 ‘모

든 나’의 본성과 모든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지녀야 할 덕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여기서 ‘모든 나’는 인간성을 지닌 체집단으로서의 인간군

을 의미하는 ‘모든 나(alltheones)’와 모든 인류의 표성을 지닌 객

인 인간상으로서의 ‘모든 나(everyone)’의 개념을 동시에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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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침 에서 황 을 발견한 주인공의 생활

가변설치 목재에 흰 페인트,오 제 등 혼합매체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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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새틴 바우어 새장이 있는 실내풍경

이상과 실은 어느 구에게나 공존한다.이 두 지 은 동시에

하나의 인격에 머무는 두 개의 극 지 이며 동시에 서로 융합되지 않으

리라고 보이는 척 이다.모든 극과 극은 모든 공동체나 모든 개인에

게 공존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이 갈등은 두 척 이 서로

만나고 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다.이때 두 척 사이에는 모종의

경계면이 형성된다.모순의 갈등이 생성되어 형성되는 경계면을 막(膜,

membrane)이라고 부른다.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농도의 삼투압작용

(membranepotential)과 같이 두 개의 양극단이 지니는 서로 상이한

도와 농도가 가시 이든 비가시 이든 모종의 막을 통하여 유동하는 상

황이다.본 작품은 동물원 구조의 특이성에서 출발하 다.동물원은 인간

과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의 상호공존을 하여 설계된 독특한 건축양식이

다.인간의 유희와 동물의 종 보존은 동물원이 수행해야 할 필수과제이

다.따라서 동물원은 철 하게 인간을 하여 계획됨과 동시에 철 하게

사육장에 놓일 동물들을 하여 설계되었다.12)동물원에서 사람의 치

는 사육시설 밖에 있고 동물은 사육시설 안에 있다.반면,사람의 시선과

사유가 머무는 공간은 사육시설 안에 있고 동물의 그것은 사육시설 밖을

향한다. 람객과 동물의 사이에는 동물의 갑작스런 탈출이나 람객의

난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한 철재 임이나 유리벽 등의 막이

설치되어있다.안 시설의 원래 제작용도와는 다르지만 이를 통하여 물

리 공간과 비-물리 공간이 서로 분리된다.동시에 이 경계면은 마치 체

의 역할을 하듯 람객과 동물의 지각과 인식을 교차시키거나 여과해낸

다.동물원 우리 안에서 람객을 향하여 포효하는 맹수의 모습을 보면

서 자연에서 그것을 마주친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험 상황에 처할지

를 상상하며 순간 온 몸이 경직된다든지,원숭이의 집단교미를 바라보며

12)최근 동물원이 차 종의 원래 서식환경에 걸맞게 설계되고,동물에게 행동 풍부화

로그램 등의 행동 유연화를 시도하며,동물 종간의 거리를 연구하는 등 과거보다

더 동물의 입장을 수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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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하게 에로틱한 심리를 느끼며 실소하는 것은 사육시설 안의 동물의

행동과 바깥의 람자 사이의 경계면이 주는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우리가 TV 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드라마 속

의 극 인물들은 극 실과 무 한 특정 배우들임을 알면서도 시청

자들은 로그램의 내용을 배우의 연기에 집 한다.시청자는 허구 상

황이 벌어지는 세트장과 라운 이 이루는 물리 막을 매개로 자기의

감정을 가상의 상황에 연계시키는 무언의 약속을 행하는 것이다.

본 작품은 가상의 세트로 구성되었다.세트 내부에는 한 사람의

업무 생활공간이 연출되어있다.가상세트의 주인공은 기하학과 련

된 일에 종사하는 제도작가(製圖作家,draftsman)로 설정되었다.가상인

물의 책상 에 놓인 사물들 부분은 그리드가 그려진 종이와 제도용구

로 이루어져 있다.가상인물은 평면의 그리드 에 3차원의 물체들을 납

작하게 그려 자신이 구 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작도한다.작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디바이스,컴퍼스,각도기 등 제도용구들은 주인

공의 가치 이나 내면 잣 의 은유물이다.방안지에 그려진 그리드는

주인공이 실에서 자신의 이상 세계를 작도할 때에 마주하는 경계면

이 된다.그리드는 주인공의 그물 무늬 코트나 벽에 걸린 달력,체스 도

면의 로모션13)룰의 도안,커 패드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상징 사물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가상의 주인공인 제도작가는 이상

세계를 꿈꾸는 모든 인간을 변한다.세트장 오른쪽 에는 란색 조

명이 달린 입방형의 란 공간이 있다.이 란 공간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새틴 바우어 새(Satinbowerbird,Ptilonorhynchusviolaceus)

의 사육장으로 제작된 것이다.제도작가는 자신의 집에 붙박이로 설치한

13) 로모션(promotion)은 폰이 상 방 진 끝 랭크까지 갔을 때 킹,폰을 제외한 퀸,

룩,비 ,나이트 피스로 교체할 수 있는 체스의 룰 하나이다.보통 경기자는 폰을

퀸으로 로모션하며 다른 피스를 선택하는 것을 언더 로모션이라고 한다. 로모션

하는 피스의 개수 제한은 없다.단,폰은 로모션 후,그 자리에서 다른 말로 변한

다음,상 방의 차례 후에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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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공간 안에 새틴 바우어 새를 가두고 사육한다.야생에서 수컷 새틴

바우어 새는 구애 행동를 하여 택이 나는 란 물건들을 자신이 제

작한 나뭇가지 집주변에 수집하여 두는 습성을 지닌다.수컷 새는 나뭇

가지 집의 앙에 앙통로를 만들고 암컷 새가 오기를 기다린다.(아래

그림 참고)

참고그림 3) 수컷 새틴 바우어 새(좌)가 암컷 새틴 바우어 새(우)앞에서 자신이 수집한

란 물건들을 입에 물고 춤을 추고 있다.14)

작품에 구 된 란 새장과 제도작가의 방은 란 유리창으로

가로막 있다. 란 창은 새틴 바우어 새에게 유일한 바깥세상인 제도작

가의 방을 내어다보는 수단이다.새틴 바우어 새장은 온통 란색으로

되어있어 새틴 바우어 새가 만족할법한 공간이다.그러나 새틴 바우어

새에게 란 창을 통하여 보이는 제도작가의 방 안의 사물들은 새틴 바

14) Male bowerbird dancing for his ladylove, Margaret Leggoe, 2011/05/14,       

http://ibc.lynxeds.com/photo/satin-bowerbird-ptilonorhynchus-violaceus/male

-bowerbird-dancing-his-ladylove (2015/01/08-접속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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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어 새가 수집할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만일 새틴 바우어 새가 앉아있

는 란 새장에서 란 유리창을 깨부수고 제도작가의 방으로 나올 경우

제도작가의 방은 새에게 새로운 실공간이 되고 수집하고자 하 던 사

물들은 청색 택을 잃은 의미 없는 사물들로 락하게 된다. 란 유리

창은 새틴 바우어 새의 이상과 실 사이의 갈등경계면 혹은 꿈으로 통

하는 문이다.새틴 바우어 새의 란 유리창은 가상의 인물인 제도작

가의 그리드 도면에 응되는 사물이다.제도작가는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제도용구들을 사용하여 이상 세상을 방안지 에 그린다 하 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치 을 도구 삼아 자신의 세상을 뇌리에 그리고

문 밖의 세상으로 나가고자 한다.그리고 문 밖의 새로운 실

에 직면하고야 만다.본 작업의 체구조가 세트장 구조로 제작된 것 역

시 객과 가상의 상황 사이의 보이지 않는 막이 형성하는 거리감 혹은

경계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본인은 이상과 실 사이에서 만들어지

는 경계면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상 이라고 생각했던 장에 맞닿았을

때 겪게 될 모순을 작품에 가상으로 설정된 새틴 바우어 새와 제도작가

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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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새틴 바우어 새장이 있는 실내풍경

247x137x255(cm) 목재,색유리,오 제 등 혼합매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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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무지개

카이로스15)는 ‘운명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이다.모든 사건은 크

고 작은 원인들이 한 시 에 서로 만나 특정한 결과를 자아내는 상이

다.과거 본인은 <카이로스,우연성 비 >작업을 통하여 우연해 보이는

상들이 사실 필연 인 원인들로 이루어진 타당한 결과임을 연구한

이 있다.이 연구에서 본인은 두 개의 유리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

을 일정량씩 떨어뜨리고 양면에서 두 유리 을 압착시켜 생기는 물질의

이미지 변화를 찰하 다.삽입된 물질들의 양과 속성 그리고 두 유리

양면에서 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 유리 속 물질들의 형태와 패

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참고작품)카이로스,우연성 비 가변설치 유리,에폭시, 가루, 착제,안료 등 2010

15)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하나는 크로노스(xρόνο

ς)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καιρός)이다.크로노스가 물리 시간,가령,년,월,일,

시,분, 등의 일반 시간을 의미하여 단어에서 chronicle,chronograph등의 어

근이 된 반면,카이로스는 운명의 시간,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결단의 시간

등을 의미한다.신약성서의 문구 가운데 “때가 차매...”에서 때는 크로노스아닌 카이로

스의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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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무지개가 뜨는 상은 두 유리 속 물질들이 압착되

어 발생시키는 물리 상과 닮아있다.두 유리 속에서 압착된 물질들이

나타내는 무늬나 무지개가 뜨는 시 은 우연하고 가변 인 것처럼 보인

다.그러나 무지개는 카이로스의 시간개념이 말해주듯 정해진 때에 모든

물리 상황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떠오른다.무지개가 공 에

피어오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기 의 수분의 양,태양 의 세기 그

리고 물 입자에 태양 원이 반사되는 횟수와 시간 등이다.본인은 무지

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시각 으로 표 하기 하여 헬륨가스,풍선,

실,얼음 등을 사용하 다.그리고 23개의 라스틱 이블타이를 원형으

로 엮어 태양의 형상을 제작하 다.태양빛처럼 원의 심으로부터 밖으

로 뻗은 라스틱 가지에는 스펙트럼 의 색상이 고루 칠해졌다.자주

색으로부터 보라색까지 이르는 그러데이션은 원형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태양의 형상을 한 원형 스펙트럼의 그러데이션이 끝없이 순환되는 이미

지는 항상 반복되는 일상을 상징한다.우리 인간에게 빛은 이성 계몽

을,색은 가변 감정을 지칭해왔다.그래서 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원천인 태양을 숭배했던 것일지도 모른다.원형 스펙트럼 오 제는 물과

함께 얼려졌다.물은 지구에만 있는 것,생명의 원천,생명의 필요충분조

건을 지칭한다.반드시 우리의 몸 안에 담고 있어야 하는 물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상징한다.물이 낮은 온도에서 고형화된 얼음은 유리알

같은 투명함을 유지한다.혹독한 환경에서 얼어붙은 얼음처럼 구에게

나 일상은 그리 녹녹치 않다.스펙트럼의 오색빛깔을 품고 냉각된 얼음

덩어리는 헬륨이 주입된 풍선을 매달고 있다.시간이 흘러 얼음이 녹아

물이 흥건히 넘치고 나면 헬륨 풍선은 실로 연결된 원형 스펙트럼을 매

달고 공 으로 부양한다.풍선은 꿈과 이상으로 인도해주는 매개체를 의

미한다. 람자는 오랜 시간 동안 얼음이 다 녹는 것을 기다려야만 원형

스펙트럼이 공 으로 뜨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런데 얼음이 채 녹기

도 에 풍선의 바람(헬륨)이 빠져나가 버리기도 한다.그러면 아쉽게도

원형 스펙트럼은 공 에 떠오르지 못한다.무지개가 선명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실생활에서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무지개가 뜨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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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하는 모든 환경조건이 비되어야만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

개를 볼 수 있다.

무지개가 뜨는 상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 가장 결정 인 요인

은 무지개를 목격하는 사람의 존재 여부일 것이다.태양 이 공기 의

수분 입자에 반사되어 스펙트럼을 굴 시킨다고 해도 그 자연 상에

한 목격자가 없으면 무지개의 존재는 허무하게 된다.모든 사람은 무지

개처럼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이상향 혹은 환상의 세계를 꿈꾼다.

LymanFrankBaum가 창작한 문학작품을 1939년 VictorFleming이

화화한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 ‘OvertheRainbow’의 가사에 보면 다

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온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없고 빗방울이 물방울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

힐 때 하늘의 군가는 천공에 기가 막힌 길을 둔다....”(Whenallthe

world isa hopelessjumbleand theraindropstumbleallaround,

heavenopensamagiclane....)

극 주인공 도로시는 무지개를 넘어 오즈라는 환상의 땅으로

입성했다.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에서 그토록 싫어하 으나 다시 돌아가

고 싶어 했던 일상(도로시 자신의 침 )으로 돌아왔다.물리 인 요인

들을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꾸 한 일상을 반복하는 어느 결정 인 순간

에 무지개는 무심코 하늘에 떠 있다.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요소들

이 운명의 시간에 집결하여 각자의 환상에 도달하는 것은 무지개를 우연

히 목격하는 장면과 유사하다.그리고 우연함이 그 이면에 필연 인 인

과 계를 분명히 함축하고 있다는 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에 도달하기 하여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힘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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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무지개

90x90x가변높이(cm) 풍선,실,얼음, 이블타이에 채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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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ducing the Symbolic Images 

for the Human Pursuit of Ideals 

Kouh, Sahng Hiun

Master of Fine Arts in Scul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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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humans tend to perceive the reality in which they are 

situated as incomplete and seek to attain ideals. The ideal states 

pursued by humans have been categorized according to ‘objectivity’, 

‘totality(allness)’, and ‘absoluteness’. However, all humans possess a 

subjectivity that reflects no more than a fraction of the universe. As 

such, it appears that humans can never attain the ideals that they 

pursue. Despite the realistic limitations, humans have formed 

intersubjective communities and some of them made consistent 

attempts to attain ideals based on self-immersion. As a resul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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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ble to reach a state that is just short of ideal, or ‘Sub-ideal’. 

This study regards the consistent human attempts to attain ideals as 

‘genuine humanity’, and presents the virtues to be sought by humans.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the essence of human nature in 

pursuing ideals was substituted by tangible materials. To replace 

concepts of genuine humanity with visual substitutes, specific objects 

from everyday life were selected and each assigned a symbolic 

meaning. In addition, the desire to embrace various components of the 

universe all at once in the image led to a need for symbolic objects 

capable of compressing the universe in a single fram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subjectivity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ymbolic objects caused logical inconsistencies by interfering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k or assigning egocentric values to the 

objects. 

This study discussed a continuous challenge to human 

limitations discovered in experimenting with the process of attaining 

the universal humanity hidden within through self-immersion.

Key Words : genuine humanity, Sub-ideal, symbolic objects, 

             self-immersion 

Student Number : 2011-21345


	이상의 아(亞)와 진정한 인간성
	관념의 사물화
	총체성에 대한 강박
	상징적 의미부여
	1) 수수께끼와 알레고리 형식
	2) 수비학적 접근

	결언
	작품설명
	작품 1) 73,500,000㎣ (아홉 가지 경우의 위상분류)
	작품 2) 진짜 인간 (캑터스 류에 릴리움 꽃향기를 불어넣는 파충강의 한 종)
	작품 3) 쓸모없음의 궁극적 최종 목적성에 도달하려는 23개의 카멜레온의 발
	작품 4) 스스로 패러다임
	작품 5) 침대 밑에서 황금을 발견한 주인공의 생활
	작품 6) 새틴 바우어 새장이 있는 실내풍경
	작품 7) 무지개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