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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적 성향의 최초의 흔적들을 찾아야 한다면 어린아이들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린아이가 가장 애착을 느끼고 몰두하는 것은 놀이다. 어쩌면 우리는 

놀고 있는 아이야 말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세계의 사물들을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는 면에서 마치 한 사람의 시인처럼 행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아이가 그 세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일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이는 자신의 놀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정의적 움직임을 놀이 속에 쏟아 붓게 된다. 놀이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진지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일 것이다.1)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정장진 역, 열린책들, 1996,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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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vol.1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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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나는 누구인가』, 백종유 역, 21세기 북스, 2008, 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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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깊은 밤 기억운동>, 2012, 형광등, 알루미늄 바, 모래, 가변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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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음의 근육>, 2011, 실크 침낭, 머리카락, 60x200x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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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역, 책세상, 2006, p. 9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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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선한 불꽃>, 2011, 냉장고, 촛불, 53x53x18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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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에서 많이 발표되곤 했던 엉뚱한 발명품으로 말 그대로 기묘한 혹은 왜곡된 도구
를 일컫는다. 등이 가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가려운 부위를 정확하게 가리켜 줄 수 
있도록 좌표가 인쇄된 T셔츠, 뜨거운 라면을 식혀 먹을 수 있도록 선풍기가 부착된 
젓가락 등이다. 실제로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믿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이다. 앤서니 던, 『헤르츠 이야기』, 박해천∙최성민 역, 시지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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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현실주의적 사물은 기능적 사물과 동시대에, 그것을 조롱하고 위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부상했다. 비록 분명히 비기능적 혹은 기생 기능적이기는 

하지만, 이 공상적인 사물들은 - 역으로 - 사물의 보편적인 도덕률로서 기능성과 

함께 기능의 투명한 표현에 전념하는 독립된 사유적 사물 자체가 등장했음을 

전제한다. 깊이 파헤쳐 보면, 하나의 사물을 그것의 기능으로 환원시킨다는 

데에는 무언가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초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는 

기능성의 원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여 그 부조리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이는 토스터나 다리미 혹은 카렐망의 ‘발견 될 수 없는 사물들’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6) 

6) 앤서니 던, 위의책, p. 7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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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어기제> 2011, 소화기, 호스, 30x30x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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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벼운 방파제 Weightless Tetrapod> 2010, 울산 해변 방파제,       

       3-channel video projection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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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벼운 방파제 Weightless Tetrapod> 2010, 2-channel video   

       projection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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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1 마르셀 뒤샹 <샘> 1917 남

성용 변기 (291 갤러리에서 도난당하기

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 의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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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이지 않는 숨소리>, 선풍기, 비닐봉지, 120x50x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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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발라드>, 2013, 대걸레, 마이크스탠드, 개수대, 무게추(2kg), 펌프, 가변크기

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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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말없는 시선>, 2012, 선풍기, 거울, 43x50x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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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망각의 영역>, 2012, 블라인드, LED 모둘,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80x150x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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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외롭고 습한 사물>, 2012, 대걸레, 형광등, 33x42x1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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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평행한 기억>, 2012, 알루미늄 바, LED 모둘, 원통형 폴리카보네이트,   

         220x180x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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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섬광탄>, 2013, 형광등, 타이머, 50x20x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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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궤적들의 고원>, 2012, 공구골대 그물, 형광등, 40x45x6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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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그림

참고그림 1 마르셀 뒤샹 <샘> 1917 남성용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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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paradoxical signification through 

the reconstitution of object

- based on my works -

Park Jaehun

Painting Major, Departmen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my theory of work that I actively ‘engage’ to 

re-contextualize the meaning arising from a practical object in 

everyday life instead of viewing it from a simple ‘use’ perspective. By 

‘engaging’ here, I mean the activity of viewing a practical function of 

an object from a skeptical viewpoint in the beginning, and then 

tracking and visualizing the ‘blank space’ that is left over upon 

removal of functions.

    I wonder how long a time I spend in fixing my sight on a 

variety of objects that exist in front of me and think about them. 

Heaven knows since when but I find myself live a life as if I were 

anesthetized without knowing the reason, and this sense of loss 

caused me to get obsessed with objects surrounding me. However, 

this obsession can be curiosity toward signification that generates in 

the process of naming them rather than materialism. I enjoy tracking 

and finding out A to Z of those objects, including their make,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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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isplay, human activities caused by their functions and how they 

end up where they are. In some ways, a series of these useless and 

chaotic thoughts are heading toward target objects but take their 

direction back to myself before I know it. This seems equivalent to 

the reflective sight of a mirror, through which I can see my present 

inner self rather than a pedantic or religious expression. The focus of 

the sight directed toward objects is redirected back to me.

    The object that shows its presence with its unique shape and 

function while occupying a certain amount of space is 

re-contextualized with its function removed or combined or 

interchanged with another function in my work. The conflict of 

meanings and the sequential interaction that cannot be logically 

imagined in a state beyond the existing context is powerful in 

reminding our reality even if the object becomes a non-functional 

target. As such, engaging in my work can be some kind of 

counteraction to a mundane and ordinary process of recognizing 

objects. This counteraction, or a positive response toward objects in 

front of our eyes, identifies and visualizes a subtle ‘crack’ within the 

area of existing meanings. So, I bring objects and the language into 

my work in a bid to study non-visible cracks that exist between two 

objects and/or two words.

    I produce a contradictory circumstance from objects in order to 

visualize subtle emotions and feelings that exist in the linguistic 

crevice because a contradiction triggers linguistic chemical responses 

that are complicated within our mind and thought.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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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ually is delivered through paradoxical signification. The paradox 

is created by a conflict among contradictory meanings on the surface 

but there are unexpected implications behind it if you go through 

the interpretation process. As such, I produce playful circumstances in 

my work superficially by removing the function of the object or 

conflicting but if you go one step further into my work you may find 

that it indicates the existence of my desire that is unquenchable in 

real life. Therefore, my work can be considered to have double layers 

of both playful aspect and isolation. Therefore, my work seeks to 

express ambivalent or mixed feelings in my mind that are not easily 

explicable through paradoxical signification.  

    My work is based on regular objects but I have found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methodologies while analyzing my work: organizing 

a series of everyday objects to produce something and reproducing 

objects while handing industrial materials in a sculptural manner. The 

mixture of these different methodologies has some inevitable limits 

and restrictions in consistently conceptualizing and delivering my 

work but judging from my perspective as an artist who wants to 

engage in creative works consistently, this kind of mixture and 

confusion may hopefully pave the way for opening new possibilities 

in my work.   

Keyword : everyday object, paradoxical signification, reconstitution, 

unexpectedness, impossible dynamis, removal of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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