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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인은 각별한 의미나 가치를 지녔던 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나 가치가 점차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그저 평범하게 보이게 

되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다. 인식의 전환 후에는 사물의 색상이나 

형태 등 그 자체의 특징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본인은 개인적

인 의미나 가치가 없어진 후에도 표면에 나타나 있는 한 때 그랬었

던 사실 혹은 개인의 역사가 보존되기를 원했다.  

본 논문작업에서 주로 사용한 투명 재료는 시간에 의해 점차 불

투명해지는 감정에 대한 기억과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가시적

으로 전달하고자 선택했다. 투명 막이 겹쳐져서 불투명해지는 현상

을 통해 감정의 소멸과 경험된 사실의 기억을 제시하였고,(작품 1-

Wrapping, 작품 2-Wrapping _Letters, 작품 3-Packing 1, 작품

4-Packing 2) 기억의 사라짐을 투명 막의 겹쳐진 두께로 물질화하

였다.(작품 5-수첩, 작품 6-지문 찍기) 또한 위의 작업은 시각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로 작용하여 본인의 시각에 대한 인식 내용을 

형태화하는 작품으로 이어졌으며,(작품 7-안경) 이는 마음으로 보

던 사물이나 사람,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

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응축된 감정이 형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었으며, 일상의 개인적 경험이 관객과 소통될 수 있는 매개체로 전

환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본인은 투명 막으로 가려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물건 자체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이 일상적인 사물에서 자신들

의 기억과 감정을 환기하며 공감하기를 기대했으며, 주변의 사물을 

통해 변하지 않는 사실들을 확인하며 이를 공유하고자 했다. 

 

 

주요어:  감정에 대한 기억,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록, 투명 재료 

학  번:  996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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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동기 
 

 

감정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은 나의 감정까지도 간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는 식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본성에 따라 간직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과거에 기뻤던 일을 지금 기뻐하지 않고도 상기하고 

언젠가 무서웠던 일을 지금 아무 공포감 없이도 기억해 내며 

과거의 욕정을 지금 그 욕정을 느끼지 않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참회록 제 10 권 중 > 

 

본인은 눈과 마음을 투영하여 일상적 사물을 유일한 사물, 곧 의

미와 가치를 지닌 사물로 간주했다. 그러나 사물이 시간에 의해 상

태의 변화를 보이듯, 기억 속에 간직했던 감정도 반복된 확인과 시

간의 경과로 점차 소실되며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갔다. 이렇

듯 사물에 스며있던 기억 속 감정은 시간의 두꺼운 막이 덧입혀진 

듯 무뎌지고 희미해졌으며 때론 낯설게도 느껴졌다. 다음은 본인의 

물건들로부터 받은 느낌을 적은 작업 노트의 일부분이다.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 나는 불투명한 존재이다. 쌓이고 쌓인 시간의 

막 사이로 보이는 나의 흔적들은 한데 휘감겨 시간을 잊어버린 채 고

정되어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과거는 이미 죽은 것이지만, 나

와 시간을 같이한 오래된 물건들-헌 옷가지, 유행 지난 신발, 어릴 적 

애착을 가진 인형, 딱딱하게 말라버린 물감과 붓, 몽땅 연필, 먹다 남

은 약, 차곡차곡 모아둔 편지들-등은 살아있는 듯 집안 구석구석에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본인은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낸 물건들을 보며 당시의 감정을 느

끼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었으며, 각별했던 의미나 가치가 점차 소

멸되어감을 확인하게 되었다. 작업에서 투명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서 불투명해져 가는 감정들을 가시화하는 재료로 선택했으며, 중첩

시키는 방식을 통해 마치 계속하여 과거로 향하는 시간처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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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 사건들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중첩되

는 시간의 막 사이로 끊임없이 감추어 갔다.  

투명 재료에서 느꼈던 바를 작업으로 연결한 ‘Wrapping’(작품 1)

과 ‘Wrapping _Letters’(작품 2)는 주변의 사물들과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고 무뎌

짐을 구현한 것이다. 특히 ‘Wrapping’에서 모가 나거나 뾰족한 물

건들을 투명 랩으로 감아갈 때 점차 표면의 형태가 둥글고 완만해

지는 모습 속에서, 특정한 일들에 모가 났던 감정들-불안하거나 예

민한 혹은 두려운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지고 완만

해져 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본인에게 있어 감정이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이기에 확인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감정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가까

이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들로부터였지만, 그것마저도 마치 쇠가 공

기를 만나 산화되는 것처럼, 시간에 의해 조금씩 소실되어 갔다. 본

인은 기억 속 감정이 소실되어 감을 통해서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어느덧 미동 없이 현실에 순응할 것이라 생

각했다.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록 

 

마음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미나 가치를 지녔던 사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관적인 개입이 점차 사라지고 사물 그 자체로 보이게 

되었다. 본인은 사물 자체를 보면서 사물과 관련된 당시 경험했던 

사실들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마치 역사적인 사건들

이 그 당시에는 시간에 따른 유동적인 변화들로 얽혀 있었지만, 현

재에서는 기록된 사실로서만 파악되는 것과 같았다. 특히 물건들을 

정리 보관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갔으며, 감정을 덧입은 기

억들이 사라지고 시간의 두꺼운 막을 입은 듯한 무뎌지고 낯설어진 

느낌을 받았다. 이렇듯 시간에 의해 변하는 기억은 사람도, 사물도, 

특정한 사건도 결국 낯선 사람, 낯선 사물, 낯선 사건들로 변화시켰

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물의 표면적인 요소들로 시선이 옮겨지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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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여기서 낡은 정도나 바랜 색상, 글씨체, 표면에 묻은 

얼룩 등과 같은 사물 자체의 특징으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경험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사물이 우리의 시간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인은 ‘Packing 1’과 ‘Packing 2’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을 통해 물건들에 덧입혀져 있던 감정들이 모두 빠져

나가고 경험된 사실만이 남아 순간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보여줌으

로써 결국엔 ‘그랬었지’의 여운만이 남게 됨을 전달하고자 했다. 

 

 

 

 

작업의 전개 

 

 

객관적 사물로의 회복 

 

일상의 사물은 깊게 스며있는 감정을 통해 ‘누구의 것’으로 자리

하며, 특히 유품은 사람을 대신하는 유일한 물건이 된다. 그러나 낯

선 이에게는 공유할 수 없는 기억과 감정 때문에 평범한 물건 이상

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본인은 ‘수첩’(작품 5)과 ‘지문 

찍기’(작품 6)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 그리움 또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읽고, 보고 만지는 반복된 확

인 속에서 점차 무뎌지고 낯설어짐을 경험했다. 그렇게 낯설어진 감

정들은 마치 낯선 이가 느끼는 감정과도 같이, 유일한 사물을 일상

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물로 바라보게 했으며, 주관적으로 해석

했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게 했다. 본인은 사라지는 감정에 대한 

기억과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중첩된 투명 막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접하면서, 사라진다는 것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무뎌지는 감

정이 겹겹이 쌓여가며 점차 드러나는 것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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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매개체로의 전환 
 

본인에게 있어 작업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형상화하는 활동이

다. 작업의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에 덧입혀져 있던 감정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당시의 경험된 사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응축

된 감정들이 점차 소멸하면서 눈 앞의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형식

이나 이미지로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본인은 일상의 경험들, 예를 

들면 랩을 씌우거나 진공팩에 물건을 넣거나 유품을 접하는 일 등

이 일상에서 그저 스쳐 지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

을 하나의 형태로 드러내는 일이 예술의 범위로 들어서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응축되었던 감정이 ‘수첩’으로, 

아이들과의 기억을 간직하려던 소중했던 감정이 ‘Packing’으로 드러

나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관객들과 소통될 수 있는 예술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서 본인은 작가의 생각과 감정이 작

품 안에서 기록되고 보존되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소통 

가능한 매개체가 되길 바랬으며, 시간에 의해 형태로 드러나는 작업

들이 그것 자체로 남아 마치 화석의 내용들을 읽듯 역사 속에서 사

람들에게 기록처럼 읽혀지기를 기대했다.  

 

 

인식된 시각의 전환 

 

본인은 위의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물이

나 사람, 사건들이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작

용이나 계기에 의해 사물 자체를 보게 되는 시각의 전환은 본인이 

늘 사용하는 안경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의 렌즈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볼 수 없는 투명한 막, 곧 

내면의 잣대라고 보았다.‘안경’(작품 7)은 일상에서 사물 혹은 세

상을 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을 형태화한 작업으로, 본인은 이와 연

관하여 다음의 시를 통해 ‘보다’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공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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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 

등에 난 혹을 보고서야 내가 낙타라는 것을 알았다. 

눈썹 밑에 서걱이는 모래를 보고서야 

사막을 건너고 있음을 알았다. 

옹이처럼 변한 무릎을 만져 보고서야 

무릎 기도 드릴 일 많았음을 알았다. 

자꾸 넘어지는 다리를 보고서야 

세상의 벼랑 중에  

마음의 벼랑이 가장 아득하다는 걸 알았다. 

혹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고서야 

무거운 생을 등에 지고 

흔들리며 흔들리며 

사막을 건너왔음을 알았다.  

 

<낙타의 생, 류시화> 

 

일상에서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조차 잊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본인은 가끔 편두통이 생기거나 눈이 아플 때면 가장 먼저 렌즈

의 도수를 확인하곤 했으며, 렌즈에 흠집이 나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되면 비로소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곤 하였다. 이는 ‘표면에 있는 흠집을 보고서야 안경을 쓰

고 있음을 알았다’의 관점이 성립되는 것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어떤 사람은 가을이 지나감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

은 겨울이 시작됨을 보게 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곧 내면의 잣대

를 통해 본 사물과 세상은 제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평상시엔 인식

하지 못하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저마다 내면의 잣대를 인식하게 

되는데, 마치 렌즈에 난 흠집을 보며 눈 앞을 가리던 투명한 렌즈를 

인식하는 것처럼 내면의 보이지 않던 막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드러난 사실을 그대로 보고 원인을 깨닫는 것으로,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사물 자체의 특징을 보며 당시의 감정이나 주관적

인 개입들이 사라지고 과거의 경험했던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개념적이고 실험적이라 할 수 있는‘안경’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작업의 갈래길 위에서 또 다른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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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작업의 이해와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의 정

리를 통해 여러 방식의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가며 
 

 

본 논문작업 연구는 일상적 사물을 통해 감정에 대한 기억과 경

험된 사실의 기록에 관한 관계를 인식하면서 진행되었다. 본인은 시

간이 경과하면서 감정에 대한 기억이 사라짐을 통해 과거의 경험에 

연관된 사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서, 투명 재료(투명 랩, 투명 필

름, 투명 진공팩, 투명 테이프 등)가 갖는 일상적 기능을 적극 활용

하여 무뎌져 가는 감정을 하나의 형태로 드러냈다. 작업 과정에서 

투명 재료는 본인의 시각과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게 했고, 

반복과 중첩을 통해 불투명해져 가는 감정을 확인하게 했다.  

앞의 여섯 작업들(Wrapping, Wrapping _Letters, Packing 1, 

Packing 2, 수첩, 지문 찍기)에서는 감정과 사실의 사라지고 드러나

는 관계를 투명재료로 형태화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인

식한 ‘보다’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실험하며(안경) 새로운 작업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일상에서 간과하는 주관적인 시각의 관점을 

되짚어 보았다. 일상에서 이뤄졌던 일들이 형상으로 드러나 관객과 

소통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 소통의 매개체가 되

기 때문이다. 본인은 관객들이 작품을 보며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환기하여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가

는 감정을 인식하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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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설명 
 

 

작품 1) Wrapping 

 

‘Wrapping’은 본인의 물건과 어머니의 물건을 투명 랩으로 감아

가는 작업이다. 물건들을 랩으로 겹겹이 감는 반복된 행위가 계속될

수록 덩어리는 점차 두꺼워졌고, 그 양만큼 무거워졌다. 투명 랩으

로 물건들을 감을 때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바닥에 놓고 일정한 

거리를 오고 가며 굴렸으며, 랩의 풀리는 방향에 의해 점차 몸에 익

숙해지는 한 가지의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투명재료1

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라지는 감정의 기억을 구

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재료로 사용되었다. 

울룩불룩하거나 뾰족한 형태의 물건은 그 방향이 불규칙하여 바

닥에서 감아갈 때 힘이 들었으나, 감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완만한 

                                           

1 작업에서 투명 재질을 선택한 것은 무색의 물처럼 티없이 깨끗한 것을 선호하는 

본인의 성향에 기인했다. 맑고 깨끗한 것을 보면 마음도 씻겨지는 듯했고, 투과된 

안 쪽의 물건이나 공간을 보면 답답함이 없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투명 재질에 대

해 관심을 갖고 이런 저런 재료들을 만져보고 실험해보았으며, 초기 작업(참고사진 

1)에서는 투명 비닐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실의 모습(창 밖의 풍경)을 새기며 기

억 속에 각인시키고, 어떠한 색도 섞이지 않은 윤곽만이 기억 속에 저장됨을 표현

하고자 했다. 기억이 투명한 필름에 매 순간 무색의 형태로 저장되지 않을까 상상

해보기도 했고, 여과 없이 투과되는 투명한 재질의 특성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복잡한 현실을 담아내기엔 잘 정리된 선

들이 표면의 장식적인 요소만을 부각시킨 듯 보였고, 새겨서 그린 드로잉 정도로만 

보여졌다. 그래서 좀 더 실생활과 연관된 투명 재질에 대해 고민하며 점차 일상 속

으로 초점을 옮겨 집 안의 투명한 물건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본인은 만약 포장지에 둘러싸여 안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것과 투명 포장지에 

싸여 보이는 것 중에서 고른다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안의 것이 잘 

보여 시각적으로 안정되며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특히 

투명 랩으로 음식 담은 그릇을 씌울 때 유사한 느낌이 들었다. 랩을 주름 없이 펴

는 데에 집착할 때도 있었고, 그런 주름 없는 표면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 사용 후에 쭈글거리며 뭉쳐진 랩은 쉽게 버리게 되는 일회적인 

재료였지만, 어느 때인가 그렇게 뭉쳐진 불투명한 덩어리가 문득 시선을 끌었다. 

뭉쳐진 덩어리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투명한 것으로부터 받는 안정감과는 다

르게 선명하기도 하고, 흐릿하기도 하고, 구불거리기도 하는 모양들을 통해 드로잉

적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투명함과 불투명함이 공존하는 투명 랩은 여러 

번의 실험적인 드로잉(참고사진 2)으로 이어졌으며 작업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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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변해 갔다. 물건을 랩 위에 얹고 감아가며 그것이 불투명해

져 보이지 않게 될 즈음, 다른 물건을 그 위에 얹어가며 반복하여 

감아 갔다. 그리고 움푹 들어간 곳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물건들

을 찾아 채워가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단면의 틈새로 물건

의 일부분을 볼 수 있게 배치했다. 이렇게 계속하여 감아 갈수록 각

각의 덩어리는 점차 둥그런 원통형이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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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ping   공업용 랩, 혼합재료, 각 90 x 70 x 60cm, 가변설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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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Wrapping _Letters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

는 경우 서로에게 상대방의 모습이나 성격이 각인되어 있으면 쉽게 

인사를 주고 받게 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본인은 편지와 카드를 모으는 

것이 상대방과 당시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라 여겼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펼쳐보았을 때엔 

이상하게도 그 때의 기억이나 그 당시 상대방의 모습 등은 잘 생각

나지 않고 다양한 글씨체들과 내용의 기록, 겉모양 등이 눈에 띔을 

경험했었다. 본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Wrapping _Letters’를 진행하게 되었

으며, 투명 랩에 편지를 겹겹이 쌓아가며 시간에 의해 점차 희미해

지는 기억을 물질화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단지 본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겨난 것일 뿐 그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업의 방식은 특정한 때에 주변에서 받은 편지와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나 카드들을 랩 사이에 겹치며 쌓아‘Wrapping’과 같이 

단면의 틈새로 편지들을 일부분 알아볼 수 있게 불규칙적으로 놓았

으며, 투명 랩을 일정한 길이로 왕복하여 겹치며 두께가 있는 박스 

형태로 완성해갔다. 끝부분에서 랩이 밀리거나 안으로 구부러지는 

뜻하지 않던 문제점이 생겼으나, 단면으로 잘라내어 어느 정도 네 

개의 단면이 통일되는 모양을 갖췄으며, 여기서의 길이는 본인의 키

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

어오며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불투명한 사각의 덩어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본인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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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ping _Letters   공업용 랩, 카드와 편지, 150 x 50 x 25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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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Packing 1 
 

본인은 해마다 아이들의 옷이나 물건을 정리 보관했으며, 언제부

터인지 생활 속 일부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

시 사용할 물건들을 진공팩에 넣어 보관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따로 분류해서 집안 곳곳에 쌓아놓기도 했다. 특히 큰 부

피의 이불이나 옷가지들을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주로 진공 압축팩을 사용했는데, 이는 늘어나는 아이들의 옷과 물건

들을 손쉽게 정리 가능하게 했다.  

‘Packing 1’은 아이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_ 옷이나 

신발, 장난감 등_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진공 압축팩에 넣어 압축시

킨 작업이다. 본인은 아이들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문득 아이들보다

는 주로 본인의 의도로 정리 보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는 아이들의 물건을 보는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작용했기 때문이

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그때의 기억보다

는 사진 속의 내 모습을 타인처럼 낯설게 봤던 경험에 비춰볼 수 

있었다. 본인은 사진에서 당시 딸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꼈으며, 이와 비슷하게 아이들 물건을 정리 

보관할 때 당시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려는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

을 보게 되었다. 

한편 본인은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낸 진공팩 속 물건들을 보며 아

이들과의 소중한 기억과 감정 대신 표면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

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장난감을 보며 남자아

이를, 그림이 잔뜩 그려진 스케치북을 보며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를 

떠올리는 것이다. 비록 물건들에서 느꼈던 감정과 소중한 기억이 시

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각별했던 의미나 가치도 소멸되지만, 물

건을 넣어 둔 진공팩은 일정 시간을 압축해 놓은 덩어리처럼 보였

다. 그 이유는 과거의 시간들이 진공상태가 되어 정지된 화면처럼 

보였으며, 그런 덩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거나 먼지가 쌓이

는 일상의 물건과는 다른 시간대 즉, 압축한 상태의 시간으로 고정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이들 물건을 압축한 덩어리를 통해 

정지된 시간의 기록물을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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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1   진공 압축팩, 혼합재료, 70 x 90 x 6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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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Packing 2 
 

‘Packing 2’는 음식용 진공팩마다 아이들 물건을 각각 넣고 압축

하면서 낱낱의 모양을 볼 수 있게 한 작업이다. 본인은 음식용 진공

팩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들의 물건을 넣으며 당시의 감정을 느

끼지 않게 되는 대신 물건에 묻은 얼룩, 몽땅한 크레용, 흰 색의 곰 

인형, 흔들면 소리 나는 딸랑이 등을 보며 한 때 그것들을 사용했었

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의 물건이 공기에 닿으면 계속하여 닳아버리고 빛이 바래며 

녹슬기도 할 테지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으

면 그것이 지닌 표면적인 형태, 묻어 있는 자국 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길가에서 주운 낙엽을 코팅하여 책갈피로 사용할 때, 

낙엽을 주웠던 분위기나 마음의 상태는 희미해지지만 낙엽을 주웠

던 사실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본인은 감정에 대

한 기억이 사라진 물건들을 진공팩에 넣어가며,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경험된 사실들을 보존하고자 했다. 또한 진공팩들을 아이들의 손때 

묻은 책장에 꽂아놓음으로써 오고 가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꺼내어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객들이 각자 자신들의 감정과 기

억을 떠올리며 한 때 그랬던 사실들에 대해 공감하기를 기대했다. 

 

 

  



 

 

- 15 - 

 

 

 
 

 

 

 

 

 

Packing 2   진공 압축팩, 혼합재료, 75 x 30 x 9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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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수첩 

 

‘수첩’은 읽고 또 읽으며 겪는 감정의 거듭된 노출을 투명 필름으

로 드러내어 누구에게나 거쳐야 할 삶의 일부분으로 소통하고자 했

다. 작업에서 사용한 수첩은 단 하나 밖에 없는 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적인 면을 모색하게 되었

다. 그 중에서 수첩을 읽고 또 읽는 행위, 보고 만지는 행위는 감정

이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여 그것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복사의 방식을 택하게 되었으며, 이 방식을 통해 수첩의 기

록들만을 시간의 두꺼운 막처럼 빼곡히 박스 안에 담아 보존하고자 

했다. 

처음엔 복사지에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 수첩의 모양대로 

잘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흰색이 주는 명암 대비로 인

해 바랜 글씨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종이 질감에서 오는 

빳빳하고 새 것 같은 느낌이 수첩의 종이에서 느껴지는 오래되고 

바랜 느낌과는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재료를 실험해 보던 

중 내용의 사실들만을 복사할 수 있는 재료로 투명 필름을 선택해 

외부적인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투명 필름은 일반 프

린터로 복사하게 되면 기계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다량으로 복사할 

수 있는 옵셋 인쇄를 통해 결과물을 얻었으며, 그 후에는 하나하나 

수첩의 모양대로 자르는 과정을 거쳤다. 오랜 시간 동안 커터와 가

위로 투명 필름을 잘라가며 투명 박스 안에 중첩하는 과정 속에서, 

까맣게 잘려진 필름의 단면들이 어둡고 차가운 덩어리처럼 빼곡히 

겹쳐지며 박스 안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본인은 아버지의 

삶의 한 부분이 박스 안으로 옮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는 사라

지는 감정의 부피만큼 투명필름의 겹쳐진 두께로 전환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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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투명필름 위 인쇄, 60 x 60 x 10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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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지문 찍기 

 

지인(친척)의 유품을 접하면서 본인은 지인에 대한 시간이나 기

억들이 뚜렷하지 않아 아버지의 유품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었다. ‘지

문 찍기’에서의 유품들은 여러 종류의 미술 도구들로, 일상에서 다

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으나, 일상의 물건이 아닌 ‘유품’이라는 

사실로 인해 물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

었다.  

‘유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재한 사람을 떠올리게 됨은 누구나

가 마찬가지의 경우일 것이다. 더욱이 가깝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

람의 물건은 낯설어서인지 그리움이나 슬픔의 감정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느껴졌다. 특히 표면에 있을지 모를 흔적과 얼룩 등은 두려운 

감정을 더욱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으며, 마치 삶과 죽음, 존재와 부

재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들이 하나의 물건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

다. 유품을 볼 때 생긴 표면에 대한 두려움은 평소 사람이 많이 오

가는 곳에서 카트의 손잡이나 엘리베이터의 버튼 등을 만질 때, 타

인과의 간접적인 접촉에 대한 예민한 반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반응은 유품에 깊이 자리했을지도 모를 흔적과 체

취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고 머뭇거리는 감정의 상태를 유발

시켰다. 이러한 예민한 반응은 표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지문

을 채취해보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우선 지문 채취의 방법으로 검정 

가루를 뿌린 후 살살 털어내고 투명 테이프로 표면의 흔적들과 지

문을 찍어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으며, 그 대신 본인의 지문이 물건에 찍혀 있

음을 보게 되었다. 결국 유품을 들여다보고 만지며 관찰했던 시간들 

속에 익숙한 감정이 섞이게 되어, 여기저기서 흔적을 찾으려 했던 

노력이 본인의 지문을 찍는 과정이 된 것이었다. 

‘지문 찍기’는 투명테이프에 본인의 지문을 찍어 유품에 덧입히는 

과정으로, 이는 물건에서 오는 두려움을 없애려는 노력이었으며, 유

품에 스산한 기운이 있을 거라는 고정 관념을 없애는 일이었다. 한

편 유품들을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한 나무 책상 위에 놓아 일상의 

물건과 다를 바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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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찍기   투명 테이프, 혼합재료, 원목 책상, 60 x 60 x 7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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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안경 

 

‘Wrapping’, ‘Wrapping _Letters’, ‘Packing 1’, ‘Packing 2’, ‘수첩’, 

‘지문 찍기’의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기억이 소실되며 사물이 드러

나는 현상을 통해 시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인은 ‘안경’을 통해 앞의 작업에서 발견한 시각의 전환을 실험하였

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도수가 맞지 않거나 흠집이 나고 부러진 안

경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렌즈의 일정 부분에 뾰족한 동판용 송곳으

로 네 개의 이미지를 새겼다. 새겨진 이미지는 각각 위, 십자가, 시

계, 지문으로, 본인에게 있어 예민한 반응이나 강박 증을 보이는 이

미지, 내면 속에 늘 생각했던 이미지들이었다. 한 예로, 본인은 시계

에 대한 강박 관념이 있다. 책을 보더라도 언제 어디까지 읽어야 하

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 시간에 맞지 않게 되면 초조해하고 불안

해한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이

다. 이미지가 새겨진 위치는 안경을 통해 볼 때, 초점이 모아지며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보여지는 곳이며 바로 눈 앞에 있어 새겨

진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무언가가 시야를 가려 눈 앞에 있

는 이미지로 초점이 맞춰지는 곳이었다. 본인은 렌즈 위에 새겨진 

이미지를 통해 투명한 렌즈를 인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잣대를 인식하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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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안경 위 스크래치, 50 x 30 x 10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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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ork about Fading 

Memories and Exposure of Objects 

Using Transparent Materials 
 

Lee, Jin young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experienced that the perception about the objects, which 

had special worth or personal values, was faded out from my 

memory through the passage of time and then the objects 

finally became ordinary ones. After the perception change, I 

could take an objective view of the objects in terms of natural 

features such as their colors and shapes. In my series of works, 

I intended to preserve the vanishing experiences or personal 

stories that can felt on the surface of the objects against the 

passage of time.  

 

I chose transparent materials to visibly communicate with the 

fading memories about past emotions or historical facts. I 

presented the disappearance of memories and the record of 

experienced facts through overlapping transparent layers 

(Artwork 1-Wrapping, Artwork 2-Wrapping _Letters, Artwork 

3-Packing1, Artwork 4-Packing2) and also materialized the 

fading memories with the thickness of overlapping transparent 

layers.(Artwork 5-Notepad, Artwork 6-Fingerprin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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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sensation and personal 

memories was intensified into the work about the awareness 

forming process through visual perception.(Artwork 7-Glasses) 

These artworks could provide a turning point to see objects, 

persons and accidents in more objective ways. 

 

These series of works shows how the condensed emotions 

can come into certain shapes and also provides a common place 

where private experiences can be communicated with other 

viewers. Through the works, I expected the viewers to 

empathize with the works that shows the memories and 

emotions wrapped with transparent layers by evoking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s. Also verified the unchanging facts from 

objects and tried to share it with viewers. 

 

 

Keywords :  memories on emotion , records on fact , 

transpar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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