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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작업 연구에서는 실재 와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의 의식 이 관계를 맺는  ‘ ’ ‘ ’
방식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지각된 대상 이 대상 자체 와 완벽히 . ‘ ’ ‘ ’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시간 을 , ‘ ’ 수단으로 존재 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 ’
객관화1)하려고 시도하였다. 

본인은 실재 를 가시적인 부분 물질 신체 과 비가시적인 부분 의식 혼 이  ‘ ’ ( , ) ( , )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의 비가시적인 부분은 물리적으로 . 

실재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실재 의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 그리고 실재 와 인식하는 것의 ‘ ’ ‘ ’
사이에서 보는 행위 에 더 집중하여 그 간극 자체를 관찰하는 것으로 작업은 ‘ ’ ‘ ’ 
전개되었다.

작업들은 객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의식을 은유하였고 작품 실재의  ( 1), ‘ ’
비가시적인 부분을 시간 속에서 가시화하였다 작품 작품 . ( 2, 3, 작품 작품 4, 5) 

그리고 실재 와 보는 것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여 지각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려 ‘ ’ ‘ ’ 
하였다 작품 작품 이러한 작업들의 모티프는 본인의 경험 속에서 찾았다. ( 6, 7) .

본 작업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보이지 않은 부분 들이 함께  ‘ ’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이지 않는 부분 들은 대상의 일부로서 보이는 . ‘ ’ ‘
부분 과 항상 얽혀있는 것이다’ . 실재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로 정의될 수 없으며, 

다양한 시공간의 관념이 내재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 역시 . 

이러한 관념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실재 가시적 비가시적 지각 불완전함 , , , , 

학  번 :  2012-23402

1)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삼자의 측면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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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불완전한 인식 물질 속의 의식 ( )

본인은 존재 를 물질과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물질인 신체  ‘ ’ . ﾠ

안에 나 자신이 있고 신체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의식을 가진 실체이다 실체의 한 , . 

부분인 의식을 인지하려면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주. 

체에 대한 인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롯이 자신이 경험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 

렇듯 의식은 오직 주체2)에게만 분명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

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3) 

또한 의식을 가진 주체는 신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신체가 없다면 무언가를  , .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기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대

상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정은 대상들의 본성과 그것을 관측하. 

는 주체의 물리적인 위치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4) 그러므로 대상의 형태는 주 

체의 신체가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냄새나 소리의 강도 또한 거리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5) 이처 

럼 신체는 주체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즉 우리의 의식은 신체를 능동적으로 움직. 

여 물리적 환경 속의 대상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 따라서 의식은 신체. 

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유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바뀌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ﾠ

2) 실재하는 객관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 .
3) 장회익 최종덕 이분법을 넘어서 한길사 쪽 · , , , 2007, 263 .『 』
4)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쪽 Henri Bergson, , , , 2005, 46 .『 』
5) 같은 책 쪽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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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세 무렵 할머니의 임종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 13 . 

와 형제들이 영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집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둔 채 할머니의 머리와 발을 한동안 붙잡고 있었다 그 후에 장례가 . 

차례로 진행되었고 할머니의 육신이 미라처럼 천으로 감겨 관에 안치되

는 절차까지 지켜보았다 그때는 어려서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 

지 못했고 슬픔보다는 이상하다는 감정이 더 컸다 죽음의 순간 존재의 .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물리적인 것만 소멸하는 것인지 의문

스러웠다 임종하시는 순간 할머니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집안을 돌. 

아다니셨을까 할머니의 육신은 없지만 혼은 여전히 계셨던 것일까 다? , ? 

음날 꿈속에서 할머니께서 내게 연필을 쥐여 주셨는데 그분이 진정 할머

니라고 믿었다 그러한 경험 이후 인간존재는 물리적 가치만으로 존재하. 

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가시. 

적인 것 속에 정신이나 영혼 같은 비가시적인 것이 얽혀있는 것이다 이. 

처럼 인간존재는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이라는 비물질적인 존재로 구성되

어있다고 보았다.

작품 은 인체에 투명한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덧붙여 표면에 따라 단 1

단한 막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인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되었

다 그리고 그 막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나 서술 없이 반응하는 배우의 .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영상에 담았다 테이프를 감싸는 행위는 순간적으. 

로 대상의 의식을 포착하려는 은유이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인체의 모습, 

은 고정되지 않는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본 작업은 이러한 인간존재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할 수 없음을  

표현하였고 순간을 반복적으로 포착하여 실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

찰하였다 하지만 의식은 의식하는 순간에도 변화하기 때문에 순간을 고. 

정해 보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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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적 실재의 가시화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의식이 개입할 때 비로소 의 

미가 있다고 보았다.6) 시간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식 안 

에서 존재하는 관념이다 본 연구 작업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시간성을 드. 

러내기 위한 표현 도구로 영상 매체를 이용하였다. 

디지털카메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현실의 것과 다르게 다뤄지는 매체이다 . 

현실에서의 시간은 연대기적으로 흐르지만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 속의 시간과 공, 

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영상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 , . 

반복 재생할 수 있다 영상 속의 순간이 현실에서는 과거가 되지만 재생될 때 그. 

것은 다시 현재가 된다 그러므로 영상 속 시간개념에는 영원한 과거도 영원한 현. 

재도 없다 각 관객의 시간 또한 영상이 재생될 때 영상 속의 시간과 겹쳐 현재로 .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의 의식과 유사하다 인간 존재의 의식구조도 시간의 순차적 . 

인 흐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영상처럼 엉켜있으므로 , , 

의식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과거의 기억이 현. 

재의 순간을 계속 침범하게 되므로 과거는 지나갔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재의 순간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극이 더 강하면 과거의 것 위에 . , 

덧입혀지게 된다 기억은 시간의 순서보다는 자극의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이처럼 의식은 고정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현재의 순간이란 있을 수 없다. 

6) 우리의 감각 수용기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시간과 공간의 형식 안에서 저 
장하고 저장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대상을 인식한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변화되고 인식된다 참조. (B58/ A38 ) 백종원 옮Immanuel Kant, 
김 순수이성비판 아카넷 쪽, 1 , , 2006, 258~2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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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상은 편집의 과정을 통해 작가의 의도대로 조작될 수 있다 필요에 따 . 

라 시간을 늘리거나 어떤 한 부분을 지우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 

은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선택된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나온 결과물

이다 이는 주체의 인식과정과 비슷하다 주체가 지각할 때 주위의 모든 대상이 . .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주의를 기울일 때만 인식되는 것으로써 선택적이다 이처럼 . 

지각과정은 편집된 영상과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관심이나 경험에 관계된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는 것 속에는 이미 과거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도 과거가 포함된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인 실체. 

가 없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시간의 속성인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시. ‘

간 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인 의식을 영상 매체를 통해 가시화하고자 하였’

다 작품 작품. (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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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시간의 집착 가변설치 스틸사진   2. , , 03:09,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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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는 인물의 일상생활 모습을 그림자로 영상에 담았고 그 영상을 복제하여  2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겹쳐놓았다 움직임의 크기에 따라 하나의 영상으로 보이기도 . 

하고 두 개의 영상으로도 보이는데 두 개의 겹쳐진 영상 속의 시간은 순서가 불분

명하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역시 시간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 의식 속의 시간은 . . 

영상에서 보이듯이 과거의 것이 현재의 순간에 계속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인은 존재의 비가시적인 부분을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움직임으로 정 , 

의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존재는 그 안에 있는 연속된 시간의 결합으로 이뤄졌. ,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은 이미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줌으. 

로써 우리의 의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각화하였다.

시간의 집착 설치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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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비일관적인 자아 가변설치 스틸사진 3. , , 03:5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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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은 다섯 번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한 화면으로 중첩해 각각의 시간을 구 3

별할 수 없게 편집하였고 영상 속 인물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변화한다 우리의 , . 

의식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며 결코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

거 현재 미래가 서로 뒤엉켜 있다 영상 속 인물은 반복적으로 사라지고 나타나, , . 

며 화면 밖으로 인물이 빠져나가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의 의식도 생성 소멸을 . 

반복하며 변화한다.

작품 와 작품 은 관람자의 그림자가 영상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보이도록 설치 2 3

하여 영상과 관객의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나도록 의도하였다. 관객의 

시간 또한 현재의 시간 위에 과거의 시간이 투영된다 관객이 . 중첩된 이미지를 바

라보며 현재와 다른 시간의 겹쳐짐에 주목하게 하여 의식이 다양한 시간의 결합

으로 이뤄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비일관적인 자아 설치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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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균형잡기 싱글채널 스틸사진    4. , , 01:5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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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는 본인의 의식의 흐름을 영상으로 가시화하였다 많은 사람과 직접 접촉 4 . 

하기도 하고 관찰자로서 지켜보기도 한 결과 모든 관계에는 일정한 힘의 균형과 

조절이 필요했다 이러한 힘의 구조는 일종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였고 약간의 . 

움직임만으로도 쉽게 균형이 깨지는 구조물을 제작하여 여러 사람이 올라가도록 

하였다 작은 움직임에도 무게중심이 변화하여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은 . 

현실의 힘의 구조와 닮아 있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접. 

촉과 그로 인한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카메라를 구조물에 직접 부착하여 설. 

치물은 고정되어 보이고 주위의 배경이 움직이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는 중력이 . 

변화한 것 같은 독특한 공간감을 만들어 시점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균형은 단지 부분적 또는 일시적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노고와 활동을 하게끔 되어있는지라 그 겨루는 힘 즉 . , - 

최상의 평형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신의 생명 상태를 유지하는 힘 들을 형성코자 -

끊임없이 노력한다 때때로 반대 방향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와 의무들도 조화되어. 

야만 하며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 안에서 별난 관심들이 빚어내는 부, 

조화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재조종의 지속적인 책략이 있어야 한다

.”7)고 아른하임이 말하였듯이 누구나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즉. , 

우리의 삶은 다른 생각과 움직임이 서로 부딪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

며 균형을 이루는 과정의 연속이다 관객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대입시켜 . 

생각해보기를 바랐다.

7)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쪽 Rudolf Arnheim, , , , 1995,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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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시계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다 원을 그리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초침의 원운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시간은 인간의 . 

의식으로 규정되므로 시간의 표징인 시계의 모터를 작업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한. 

쪽에는 샤프심을 연결하여 계속 하나의 원을 그리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지우개

를 연결하여 그 원을 계속해서 지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선들은 중첩. 

되고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지거나 덜 지워지기도 한다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리. 

려는 행위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불완전한 선들의 흔적만 중첩된다 결국 그. , 

려지고 지워지는 선들은 구분이 모호해지는데 이는 의식의 구조를 연상케 하였다. 

우리의 의식도 새로운 자극으로 계속 덧붙여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여 어렴풋

한 기억으로 남는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이렇게 절 . 

작품 그리고 지우기 시계모터 샤프심 지우개 5. , , , , 330×330×30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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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존재로 보이는 시계의 초침을 의도적으로 약화하였다 샤프심과 지우개의 무. 

게가 더해진 초침은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춰져 연약한 느낌을 주었으며 힘겹게 

돌아가는 장치를 봄으로써 존재에 대해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행위의 반복

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불완전한 지각

본인은 주체의 의식작용을 관찰하게 되면서 객관적 실재로서의 사물 자체와 지 

각된 대상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각의 불투명성에 , 

주목하여 본다는 것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 .

이러한 관심의 이동은 무지개 작업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한 줄로 연결된 개의  . 7

무지개색 를 빠르게 회전시켜 잔상을 남긴 작업이었다 본래는 원형으로 존LED . 

재하는 무지개이나 우리는 지면으로 가려진 반원의 무지개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형상에 익숙해져 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의 것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 

는다. 

실재의 형상이 아닌 반원의 무지개를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지개로 받아 

들였다 나는 분명 가지 색의 조명으로 잔상을 남긴 기계 장치를 만든 것. 7 LED 

인데 빛의 굴절로 보이는 무지개로 받아들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비슷한 형상을 . 

보고 실재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관찰할 때 그 순간의 자극에 과거

의 기억이 반영되어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인식의 과정은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 

니라 주관적인 경험이 항상 함께 작용한다 이처럼 지각과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 

관심이나 경험과 관계되므로 사람마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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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실재와 지각된 것 사이의 간극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작업을  

전개하였다 과거의 기억이 지속해서 개입되어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 

현상을 관찰하였고 작품 후에는 경험이 배제된 보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 . 6) ‘ ’ 

실재와 지각의 간극을 관찰하였다 작품. ( . 7) 

 

 

참고작품 무지개 모터 1. , DC , 2000×600×250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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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가변설치 당구공 빛 스틸사진    6. movement, , 03:45, ,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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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에서는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달 6

의 위상 변화 현상을 당구공과 빛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사. 

람이 대부분이 영상 안의 물체를 달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빛이 반사되. 

는 부분에서 당구공의 재질이 드러나는데 이때 관객은 이것이 달이 아님

을 알게 된다 이 작업은 관객이 인지의 오류를 체험하게 하여 있는 그. , 

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의식은 과거. 

의 경험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될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지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경험이 항상 같이 작용하므로 대상 자체만을 집중해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억. 

의 흔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뚜렷한 형체를 만들어 관객이 보는 것 자체에 집중

하게 하고 싶었다 특정한 실제의 재현은 보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 

작품 삼원색 모터 감속기 조명 7. , DC , , LED , 1000×1000×300m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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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시 대상이 없는 형상을 만들었다. 

인간의 감각 수용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다 그래서  . 

빛과 색만을 관찰하게 하였고 그것들이 겹쳐졌을 때 혼합되는 현상을 그대로 보

여주고자 하였다 우선 각각의 모터에 연결된 알루미늄 등에 빨강 파랑 초록색 . , , 

전구를 한 줄로 이어붙였다 모터가 작동하면 각각의 등이 빠른 속도로 회전led . 

하면서 전구의 빛이 잔상을 남긴다 단지 한 줄의 빛인 이 기계는 회전하면서 선. 

과 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가지 전구의 잔상들이 겹쳐지면서 또 다른 색. 3 led 

이 만들어진다 빛의 잔상들이 겹쳐졌을 때 나타난 면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 

는 지워지지 않은 경험의 연속인 것이다.

삼원색 설치전경< > 



- 18 -

마치며

본인은 실재의 비가시적인 부분을 관찰하였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각기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내면을 .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주변의 사물과 공간을 인식하는 것으로 작업의 

범위를 넓혔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실재는 의식과 지각활동을 떠나서 , 

파악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 작업은 본인이 탐구하는 가시적인 . 

것들의 이면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지각하는 관객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품을 통해 관객 자신의 의식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식을 체험케 하였다.

본인은 존재의 비가시적인 부분을 의식으로 정의하였고 의식과 그 부속된  , 

시간에 집중하여 작업을 전개하였다 시간 역시 의식의 일부분으로써 .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지각과정 또한 의식과 분리하여 작동할 수 , 

없음에 주목하였다 여러 시간이 혼재된 실재는 아무리 순간을 쪼개어 그 . 

각각을 보려 해도 단면을 보기 어렵고,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며 연속되는 시간의 결합으로 계속 변화하고 중첩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실재는 그 내면을 따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으며 그렇게  ,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실재를 볼 때 개인의 의식이 . 

반영되듯이 실재의 한 측면을 이미지로 드러내는 시각예술도 의식의 , 

반영으로 만들어진 산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어떠한 대상의 본질이 . 

보이는 것 너머에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의식의 결과물인 . 

본 연구 작업들을 실재와 대등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더 폭넓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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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non-visible 

aspects of being

Hwang, Jisoo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 the course of my independent study, I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ce” and the “Consciousness” through 
close observation. At the conclusion of my study, I have realized 

that “perceived subject” is apart from being perfectly mirrored 

imaged with the “subject of perception”. With the method of 

using “time” as measurement, my study seeks to objectify the 

non- visible aspects of existence that can be easily ignored in 

daily life. 

 The study defines two aspects; visible and non-visible to be in 

relationship of intricate connection. As I define visible aspects as 

“material, body” and non-visible aspects as “consciousness, 
soul”, I would like to exaggerate that non-visible aspect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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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bsence of presence because it cannot be seen with bare 

eyes. I wished to visualize those shapeless things that obviously 

exist in our consciousness but cannot grasp with our eyes.

 My forthcoming outcomes of studying are defined as shapes of 

the shapeless. Work 1 reveals the intricate, shapeless human 

consciousness into a certain form through the usage of time to 

exaggerate that it is impossible to convert human consciousness 

into simple form. Work 2 through Work 5, shows the 

incompleteness of human perception through visualizing 

“presence” in context of time. The last two works are the out 

comes of my observation when I experienced that “seeing” is 
sometimes different from being “real” and our minds tend to 

distort what we perceive.

 I was able to implement the thesis that "non-visible aspects 

always perceived together with visible aspects" onto my work. 

When we see a "presence" we not only see the actual object 

itself, but also perceive its consciousness that it possesses. This 

is in fact a derivative meaning that a partial "presence" should 

also be embedded with consciousness. In conclusion, I have 

created a work with broader spectrum that shows consciousness 

that shares equal value with the presence. 

  

keywords : presence, visible, non-visible, perception, 

im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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