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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ExpressingEternity

throughInfiniteCycle

ofLifeandDeath.

-BasedonYang,Sue-yon’sartworks-

Yang,Sue-yon

OrientalPaintingDept.ofFineArt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thesisistodiscuss'Eternity'-itsdefinition,

my own theoretical reasoning and interpretation by presenting

artworksproducedfrom 2010to2013.Thispaperwillalsoexplain

motivationandrationaleinchoosing'Eternity'asthethemeofmy

artwork.

We all hope lives of our loved ones to be infinite, but

unfortunately,theyarefinite.Lifecannotbesaidwithoutdeath,and

deathisaninevitablemomentthatweallfaceattheveryendo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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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Mostpeople feardeath because death leads to an end of

physicalexistence.

Inmycase,Ipersonallyhadexperiencedfearofdeathwhenmy

grandfather died.To avoid such fear,Icontinuously questioned

myself,'Istheresomethingeternal,orsomethingthatexistsforever?'

However,I came to a conclusion that everything changes or

extinguishes.Theonlyfactthatexistsforeveristheconclusionitself.

Although onelosesitsphysicalexistenceafterdeath,Ibelieve

thatone's life can acquire sustainability by disseminating one's

achievementsandgivingbeneficialimpactstofuturegeneration.

Thus,thepurposeofthispaperistoredefineeternity;eternity

literallymeanstimewithoutanendbutonecanachieveeternityby

givingpositiveimpactstofuturegenerationalbeitoneloseshisor

herphysicalexistence.In addition,this paperaims to introduce

uniquearttechniquesthatwouldeffectivelydescribe'Eternity.‘

This paperconsists of5 chapters,'I:Introduction','II:Fear

causedbyPhysicalExtinguishment','III:InfiniteCycleofLifeand

Death','IV:ArtTechniqueAnalysis',and'V:Conclusion'.

OnchapterI,Iwillexplainmymotivationonchoosing'Eternity'

asthethemeofmyartworkbyrevealingmypersonalexperienceand

thoughtsregardingdeathofmygrandfather.

ChapterIItheoreticallysupportsChapterIbyprovidingideasfrom

existentialistsandpsychologistssuchasYalom andHeidegger.Also

throughchapterII,Iarguedthatonecanrelievefearofdeathby

directlyfacingdeath,notbypursuingandhopingforeternallife.

Chapter IIIdiscusses 'infinite cycle oflife and death.' This

chapter provides further theoretical explanation on eternity.To

redefineeternity,thischapterexploresgeneraldefinitionsdiscussedin



-84-

Plato’s ‘Idea’and immortality in Christianity.Then,Ireferred to

Nietzsche’s ‘EternalRecurrence’and Diotima’s dialogue in Plato’s

‘Symposion’toredefineeternity.Then,thischapterexplainshow the

'infinitecycle'canbedescribedvisuallyusingfiguresoftreesand

humanbodiesassymbolsofthecycle.

Then, moving onto technical discussion, chapter IV further

explainshow the'eternalcycle'isdepictedonthecanvasusinga

variety ofmaterialsand techniques.Specifically,Iintroduced how

variousorientalpaintingmaterialscanbeeffectivelyusedtodescribe

theinfinitecycle.

Finally,chapterV concludesandfinalizestheissuesdiscussedin

thepreviouschapters.

keywords:Eternity,Life,Death,Anxiety,Lifecycle,Immortal,

Humanbeings,Tree,Traditionalpainting

StudentNumber:201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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