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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작업 연구는 하나의 대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을 

통한 내면적 인지 현상들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인지 과정 상태에 있는 인간의 내적 자아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대상을 하나의 상태로 정의하려고 한다. 지각 영역 중에서 시각은 

인지의 영역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눈은 개별적인 인간의 신체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는 눈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지만,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시

각 경험들을 통해 눈앞에 놓인 것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주관적으로 판단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은 세상과 인간의 인지 상태를 이

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그 어떤 것도 명확하

게 실재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

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인지 과정을 통해 주관적

으로 판단한 세상 속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판

단된 세상은 각자의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구축된 일종의 가상 세계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어떤 것이다.

 우리는 시각이라는 탈을 쓰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시공간을 유영하

는 개별적 주체이다. 수많은 주체들 중 하나인 본인은 이렇게 불확실한 

인지 현상들을 하나의 시각적 묶음으로 세상에 환원시키는 작업들을 제

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것, 고정된 하나의 어떤 것이

라고 믿는 것은 단지 우리 눈을 거쳐 들어간 정보를 머릿속에서 인지 자

아가 내면화하여 판단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각적인‘무

엇’으로 확인하려는 본인의 작업 태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와 같

은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관점을 시각적인 구조로 풀어내기 위하여, 본인

은 크게 네 가지의 방법적 기준을 구축하고, 그러한 작업에 물질적인 재

료와 비물질적인 재료를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체를 가진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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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 이상의 대상과 그것을 인지하는 관찰자 

자신,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

다.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본인이 작업을 풀어내는 데에 있어 중요한 출

발점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 과정의 구조를 설정하는 데에 있

어 대상과 공간은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물질적인 영역 안, 즉 시각으로 

파악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비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영상 미디어를 작업의 재료로서 다루었

다. 여기에서 본인이 작업 안에서 영상을 다루는 태도는 그것을 하나의 

장르로 취급하기 보다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자체를 개념

적으로 해석하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본인이 상정한 기준 안에서 물질

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요소를 뒤섞거나 상호 작용을 일으키려는 본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 관점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측

면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인지, 존재, 시공간, 경험, 환영(幻影),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학번 : 2010-21285



- iii -

목     차

국문초록

1. 작업의 동기  ………………………………    1

2. 전개  …………………………………………    5

 2.1 인지의 순간 …………………………………    6

 2.2 환영(幻影) :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   12

 2.3 시간의 박제  …………………………………   20

 2.4 대상적 공간 …………………………………   30

3. 마치며 ………………………………………   40

참고문헌 ………………………………………    43

Abstract ………………………………………    44



- 1 -

1. 작업의 동기

 초기 본인이 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는 비시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영역으로 옮길 수 있

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작업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가 느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심상이나 감각을 겉으로 온전히 드러내

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속 -추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시각적인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 에서 제작되

어 실제 공간 안에 놓인 작업들은 자의적이고 맥락이 부재한 상태로 나

타났으며, 처음에 의도한 주제조차 잘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났다. 

본인은 음악을 조각의 영역으로 옮기는 작업적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음

악의 요소인 음표, 음고, 음악 안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참고삼아 작

품으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낙담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완성

된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음악을 모티브로 작업한 것이다'라고 이

야기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 

작업들은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 단지 추상적인 입체 구조라는 껍데기

만 남겨졌다. 

“이것이 대체 음악의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인가?”

<참고작품 1> (좌)Mahler No.7, 나무, 2007년

   <참고작품 2> (우)음악적 사유, 혼합재료, 2008년

 그러나 이러한 당황스러움의 이유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음악에 관련한 

시도들은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최근 본인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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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것은 시각이든, 공간감이든, 청각이든 모든 

인간의 감각을 재현하는 행위들, 그 어떤 것도 객관적인 것이 없기 때문

에 우리가 인지하는 대상의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

지게 되었던 것이다. 내면화된 심상은 타인에게 이미지로든 소리로든 어

떠한 방식으로든 표현 주체의 신체라는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결코 온

전하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표현된 이미지들은 바깥으

로 나오는 순간 만들어낸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된다. 인식되고 해석되어

지는 세상에서 더 이상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비물질적 요소를 조각과 같은 물질적 요소로 옮겨 보고자 했던 본

인의 생각은 작업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그

것은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의 내면화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리는 빛과 같이 파동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물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각하려고 하기 전 까지는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다가 청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비로소 존재

감을 드러내는 비 '물질'이다. 이것은 인지하는 주체에게 새로운 가상적

이고 주관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만든다. 우리는 음악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어떠한 심상을 생각하게 되며, 그

것을 주관화하게 된다. 본인은 이렇게 음악에 관한 작업 경험을 통해 대

상의 비물질성, 가상적 공간,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주체에 관하여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작업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한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인식

할 때, 하나의 감각이 아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의 다양한 신경들

이 대상을 감지하여 뇌가 그 감각들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들 중에서 인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다.1) 나아가 현대 기호론에서 ‘인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나 일에 인간의 의식이 관여하고, 자

1)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여 그가 사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감각
기관(sensory organ)이 제공하는 정보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청각으로 20%, 촉
각으로 15%, 미각으로 3%, 후각으로 2%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60%는 시각(vision)
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백분율은 그것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시각기관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인식, 『사람과 컴퓨터』, 1992,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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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관련이 있는 의미를 읽어내서 ‘기호’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작용에서 중요한 지점은 주체로부터 발현되는 의미의 문제

가 관여한다는 것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든 개별자인 주체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객관적인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가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3) 따

라서 대상의 정의는 인지하는 주체에 의하여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마다 확신할 수 없는 영역에서 흔

들리는 촛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

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손

에 닿을 듯 말 듯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알갱이들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발현되는 틀로 세상을 

보고, 기억과 감정을 내면화하여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하면서 각자의 세계관을 구축해나간다. 이렇게 경험하는 주체들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깥으로 나오고 상호작용하면서 총체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결정(結晶)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4) 

2) “이러한 기호론의 자세를 전제로 하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를 생각해 보자. 
밤중에 얕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청각기관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체 내적인 일이다. 이는 
<감각>(sensation)이라고 하는 차원의 일이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집 밖에서 들려온다. 여기서는 청각적 자극의 원천이 신체 외부
의 공간 중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는 <지각>(perception)이라
고 하는 차원의 일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바람소리인지 빗소리인지를 생각해 물방울 
소리인 것 같으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는 문제의 일이 어떤 
것인가 즉 일의 의미를 읽어낸 것이다. 이것이 <인지>(cognition)이라는 단계이다.” 
Yoshihiko Ikegami. 제 2장 ‘언어와 인지의 기호론적 기반’, 『언어의 인지과학 
사전』. 2008년. p.109. 

3) 의미가 인지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어째서 대상의 가상성을 뒷받침하는가? 그것은 예
를 들어 ‘의자’를 떠올릴 때 의자에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안락함 등을 생각할 
것이고, 그것에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부감 등의 감정을 느낄 것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인간은 의자를 문자 그대로 의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의자 = 
‘어떠한’ 의자라고 하는 표상으로서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으로의 의자
는 인지 주체들의 개별적 인지 자아가 어떠한 것도 정확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수많
은 의미들을 발현시키고 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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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가끔 이러한 마음의 현상들을 한줌으로 모인 모래알들이 광활하

게 펼쳐져 형성된 모래 언덕으로 상상할 때가 있다. 그것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끊임없이 모이고 부서지며 확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현상들을 한눈에 관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들의 일부분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 안에 모아 눈앞에 총체적으로 놓는 행위들을 통한다면, 한 가지의 

언어적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였

다. 그렇게 놓인 것은 본인에 의해 다시 한 번 인지된 경험의 조각들이

며,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을 탐험하고 돌아와 남겨 놓은 기념품이다. 

 이와 같이 본인이 바라보고 느꼈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

여, 실제 세계에 놓일 수 있는 물질들과 가상 세계에 속해 있는 미디어 

매체의 혼합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유동적인 형태로 변화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천에 물리적으로 조작을 가하고 부딛히게 하여 

형상을 드러내거나, 하나의 대상을 복제하거나 제작하여 그 위에 가상으

로 그것을 재현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투사하여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등의 본인의 작업 방식들은 인지하는 주체와 관찰되는 대상과의 관계를 

엮어 보는 시도이다. 나아가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며 완성된 것을 다

시 한 번 관찰하는 행위-본인에 의해서 임의로 설정된 지표 아래에서 

어떠한 대상을 가늠하며 인지하려는 시도-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본

인이 보고 느끼는 거시적 세계관의 풍경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4) 모리스 메를로-퐁티, ‘얽힘-교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최의
영 옮김, 동문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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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크게 네 가지의 주된 방법과 내용을 

이용하였다. 첫 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고 가정한 대상을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관찰의 주체와 대상 

간의 시각적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천이나 액체와 

같이 물질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사물의 시각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

록 하거나,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눈앞의 대상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도

록 하였다. 둘 째, 최초의 관찰자, 즉 본인이 대상과 조우하였을 때 그것

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투영된 환영(幻影)적 시각을 다시 바깥으로 환

원시켜 또 다른 주체들에게 재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 놓인 대상 위에 본인에 의해서 내면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덮어씌우

고 또 다른 인지하는 주체인 관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분열되

는 대상과 인지 자아의 다양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셋 째,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는 개념 아래에 놓일 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눈으로는 한 번에 지각할 수 없는 대상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보내는 시간의 흐름을 계속해서 중첩하여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이미지들은 명확한 형태를 띄지 않고 흔들리

는 유령 같은 상태가 되며, 이는 본인이 세상과 어떤 대상, 그리고 스스

로를 어떻게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하여 시각적 단편으로 제

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넷 째, 인지하는 자아가 개념적으로 불투명하게 

느끼는 위치적 공간을 수학적 언어로 이루어진 컴퓨터 그래픽의 세계로 

치환시켜 우리가 마치 한 눈에 포착 가능한 어떤 대상을 보듯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은 개별적인 주체들에 

의하여 대상 뿐 아니라 공간까지도 객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

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후설은 자연적 태도로 정립된 실재 세계의 타당성을 괄호 속에 묶어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심과 태도를 변경해 경험의 새로운 영역을 볼 수 있

도록 하였다.5) 이러한 태도를 통해 그는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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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의 태도를 취함을 고찰하는 자아를 통해, 개별적 사실에서 보편적 

본질로 이끌면서 의식 삶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순수한 경험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6) 본인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가 취

하고자 하는 인식의 태도와 같기 때문에, 작업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몇 

가지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다루게 될 

본인이 설정한 주제들은 본인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발전하였던 대상에 

관한 관점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모든 작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서

로가 상호작용하며 본인의 종합적인 세계관으로 묶여 나갈 것이다. 그것

은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내면적으로 주관화된 새로운 세

상을 경험하고, 그러한 인지 현상들이 발현되는 시간과 공간에 관하여 

생각하는 본인의 내면적 사고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1 인지의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라서, 고

정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들은 과거에

도 그래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것이 스스로 있음’이라는 또 다른 상대적인 주

체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한 순간의 박제된, 대상화된 어떤 것으로 생각

하게 된다. 왜냐하면 관찰자와 그것이 조우한 순간, 관찰의 주체인 우리

는 머릿속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나와 같은 시공간 안에 있다고 전제하

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주관화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비로소 관찰되는 것에 변화가 생기거나 심지어 사라졌을 때, 우리

는 그것이 단순히 관찰되는 대상화된 어떤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개별

5) 이것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판단중지’(ephoché)라는 개념이다. 에드문트 후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현상학’, 『현상학적 심리학』, 이종훈 옮김, 한길사, 2014, 
p.331.

6) 에드문트 후설, ‘암스테르담 강연: 현상학적 심리학’, ibid. p.p.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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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 또 다른 유동적인 주체였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지의 과정, 즉 우리가 대상의 ‘존재함’을 느끼는 것은 대상

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루어

진다.7) 그러나 대상을 관찰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 단지 우리들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지표 아래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대상을 거울삼아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가늠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상의 존재함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여기 있음’을 인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며, 이는 

또 다른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재감에 대한 추측은 마치 머릿속에

서 희미하게 유령 같은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이렇게 불확실한 느낌들을 이미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식들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바로 “어떻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작품 1> Displacement, 혼합재료, 60*60*167cm, 2009년

7) ‘…만약 내가 그것과의 거리를 살펴보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성질로서 나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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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은 재료 자체의 비정형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천은 어떤 

보조 장치나 걸쳐진 것이 없으면 정형화된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끝부분만을 묶는 것 외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을 하지 

않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체인 의자를 가져다 놓

았고, 이로 인해 그것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 모양

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것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존재감의 가변성을 

보여주고자 한 본인의 시도였다.

 인지하는 주체 안에서 사물의 개념은 내적으로 언어화되고 새롭게 만들

어지는 과정에서 관념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 저장, 인출, 변형 및 활용하는 인간

의 마음은 대상 자체를 그대로 두뇌에 넣는(presentation)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re-) 상징으로 바꾸어 저장하고 활용한다는 개념, 즉 인지과

학에서 말하는 표상주의(representationalism)와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8) 그래서 자기 지시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장치를 기능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대상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롭게 유추될 수 있는 하

나의 지시적인 형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인지로 인해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유동적인 무엇으로 제시됨으로써 인지의 개념을 직

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또한 이렇게 관념적인 물

체와 그렇지 않은 것이 동시에 놓임으로써 새롭게 구축된 대상의 정의

는, 관찰자에게 개별적인 사물의 시각적 표면을 넘어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깨닫게 만든다. 이러한 성질은 구체적인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징적 표상의 묶음이기 때

문에 주체가 그것의 지시적 다양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인지 관점은 그렇게 눈앞에 놓인 대상을 또 하나의 주체로서 느끼

게 되기 때문에, 관찰자는 그 순간 눈앞에 조우한 대상이 또 다른 주체

가 되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8) 인간 혹은 컴퓨터가 자극 정보를 어떠한 상징으로 기억에 저장한다는 것은 자극 자체를 저
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표상을 저장하는 것이며, 이는 마음과 컴퓨터 모두가 자극
의 정보를 내적 상징으로 변화시켜 기억에 보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상(表
裳:representation)이란, 실물 자체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다시(re-) 나타난(presentation) 
결과의 내용이다. 이정모. 『인지과학 : 과거-현재-미래』. 2010.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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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무언가를 지시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참고작품 3> Head, 싱글 채널 비디오, 40초, 2010년

 <작업 1>을 제작한 이후에 본인은 모호한 대상의 존재감을 다시 새롭

게 드러내 보고는 시도를 해보기 위해 눈코입이 불분명하게 제작된 두상

을 석고로 캐스팅하여 검은 천 앞에 놓고 반복적으로 검정색 스프레이와 

하얀색 물감을 묻히는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대상을 배경

색과 동일한 색으로, 다시 대조되는 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의 영상은 화면 밖에서 보면 마치 공간 안에서 그것을 지우거나 다

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화면 너머 배경

에 묻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시도들로 비

춰지게 된다. 화면 안의 두상 모형의 표면의 색을 조작하는 행위는 관찰

자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 표상이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나는 

과정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물리적 대상에 또 다른 물리적 특성을 지닌 액체를 결합함으로

써 대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면에서 <작품 1>과 <참고작품 

3>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자가 대상들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

해 또 다른 주체인 어떤 것으로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였다면, 후자는 관

찰자인 본인이 대상이 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을 드러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로지 인지의 

주체는 액체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이용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관찰자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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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2> Drop, 투 채널 비디오,  10초, 2010년

 <작품 2>에서, 검은 배경에 묻힌 검은 색의 대상은 그 상태로 시간 안

에 머물러 있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화면 밖의 우리는 그

것이 거기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인 

반대의 명도를 가진 하얀 색의 물체(천)와 결합되는 순간, 그 이후에 나

타난 형상은 위에 덮어씌워져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무엇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게 된다. 가려져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백

히 드러나는 대신에 천의 표면에 덧씌워져 나타난 형상은 물리적 상호작

용으로 인해 대상의 존재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본인이 이 작

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부딛혀 나타

나는 물질의 양태이다. 그러한 현상은 대상이 의도적으로 스스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천이라는 기제의 대입을 통해 드러난 눈앞의 대상은 관찰

자의 인지를 통하여 비로소 인체라는 표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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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 4> “M”, 싱글 채널 비디오, 2분 30초, 2010년

 이 영상 작품은 1931년도에 제작된 프리츠 랑 감독의 최초의 유성(有

聲)영화인 “M”의 스크립트를 가져와 재구성한 것이다. 영화의 대사와 

음성들은 작품의 스토리 라인과 음향 효과로서 쓰였다. 원본 영화 안에

서 단 한 가지로 쓰인 음악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휘파람 소리인데, 

이 요소는 비밀스럽고 음울한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사용되

었다. 사람들은 숨어있는 살인자를 잡기 위해 모든 주변을 탐색하고, 아

이러니하게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은 유일하게 그의 휘파람 소리를 알

고 있어 그를 잡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화 안의 모든 상황과 

소근거림의 음성들은 단 한명의 살인자만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영화 

“M”안의 암시적이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

지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대상의 존재감을 순차적으로 드러낸다. 

 본인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가져와 일종의 인형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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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이 재현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여러 가지의 연출 장치들을 활용

하였다. 검은 가발, 검은 마네킹, 검은 천막 배경, 암전 상태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유추하도록 비추어지는 한 점의 불빛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형

극 안의 장치들 각각이 본인이 작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인지의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치 영화 안의 장님의 

역할을 관찰자가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표

현되는 장치적 요소들은 총체적으로 본인이 인지하는 세계관을 형성한

다. 검은 마네킹은 의지대로 살아 있기보다 인간의 복제인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어떤 것도 주체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검

은 배경, 그리고 특정한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는 그것들에게 암전 상태

에서 불빛을 비추면 어둠 속에 묻혀있던 형상이 슬그머니 드러나게 되면

서 비로소 그것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아채게 되는 것이다. 이 빛과 함께 원본 영화

의 대사들과 음향은 영상 안의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의 인식을 

환기시켜 준다. 불빛을 비추면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불을 끄고, 소리를 

듣는 것은 끊임없이 어둠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호 

작용을 하려 애쓰는 행위인 것이다. 

2.2 환영(幻影) :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하나의 대상을 관찰할 때 본인은 구조적 특성, 즉 그것이 무엇으로 어

떻게 이루어져 생겨났는지를 상상하곤 한다. 그리고 상상의 대상이 어떤 

장소나 위치일 경우, 그곳을 지나치거나 머물렀던 사람 혹은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 대상이 어떻

게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변화되는가를 가늠해본다.9) 이러한 과정 속에

9) 이것은 인지과학연구 흐름의 최근 21세기 경향으로 말할 수 있는 ‘체화된 인지’라
는 접근이다 : 이는 환경이 인간 인지의 특성, 한계를 규정, 제약하고 또한 인간의 인
지구조가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인지를 연구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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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상은 관찰자인 본인의 머릿속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로 인하여 상상의 주체는 종국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즉, 본인의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된 “대상이 어떠한 시간의 흐름으로 이

곳에 이러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나”에 관한 상상 속의 서사가 그 대상의 

진짜 이야기처럼 스스로 변모되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 과정에서 

떠오른 이야기는 바로 환영(幻影)이다. 환영이란 얇고 하얀 장막 위에 

어슴푸레 투영된 형상이다. 이 형상은 온전히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

고  가상 세계 안에서 충실히 실제 세계의 어떤 대상을‘재현한다’. 그

러나 재현된 환영은 개별자의 인지를 통한 내면적 현상이기 때문에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매 순간 변화 가능성을 지닌 성질을 지니고 있

다. 실제 세계와 비슷하지만 결코 동일할 수는 없는 것, 그것이 환영의 

정의이다. 

 이렇게 환영의 대상 재현성은 가상 세계, 즉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인지를 통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세계에서 발현된다. 그것은 관찰자가 

실제 세계에서 언어로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이미지로 내어 놓지 않는 이

상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관찰자의 머릿속 세계에서 그의 인지를 

돕는 하나의 경험적 장치로서 기능할 뿐이며,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타

나는 플래시백10)이다. 본인은 이러한 환영의 개념을 실제 세계에 놓여 

있는 공간 혹은 단단한 구조의 대상 위에 구현하는 방식의 작업 제작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인지 상태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자 하였

다. 또한 이러한 본인의 작업을 통해 표현된 총체적 현상을 또 다른 관

찰자들에게 보임으로써 다층적 인지경험을 가능하도록 의도하였다. 이와 

같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만남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은 컴퓨터 

는 것이다. 이정모. 『인지과학 : 과거-현재-미래』. 2010. p. 93.
   이 접근의 요점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략)… 인간의 마음 또는 인지가, 개

인 내의 뇌 속에 표상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embodied) 
환경에 구현, 내재되어(embedded) 환경에 적응하는 유기체인 인간이 … 여러 요인
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ibid. p.p. 
134-135.

10)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장면의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으로 보여 주는 기법. 긴장
의 고조, 감정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며, 과거 회상 장면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500022]



- 14 -

그래픽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뒤 실제의 대상에 프로젝션하는 방식

을 주된 방법론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참고작품 5> 소화기:Module No.2, 혼합재료, 40초, 2013년

 <참고작품 5>는 본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대상과 맞닿아 있을 때, 대상

을 관찰하면서 흘렀던 시간과 그것이 이전에는 어떤 시간을 가져왔는가

에 대한 추적의 과정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

상과 본인이 마주쳤을 때 상상으로 인하여 서로의 주체가 뒤바뀌는 경험

을 하는 것과 같다. 먼저 소화기가 놓여 있는 실기실의 한 공간을 석고

로 덮어씌우듯이 캐스팅한 뒤, 그곳을 그래픽으로 비슷하게 재현하여 상

하좌우로 시선을 움직이며 본인이 마치 그 대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 프로젝터로 그 위에 재생하였다. 실제 장소의 껍데기처럼 

보이는 석고 조각은 일종의 캔버스이며, 그 표면에 투사된 대상의 환영

(幻影)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과 동시에 움

직이지 않는 대상을 위아래로 관찰하는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행위와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화면 안에서 관찰자인 본인

의 시선이 움직이는 것인지, 대상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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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혼란스러운 시각적 경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객관적인 대상은 본인의 환영적(幻影的) 시선으로 인하여 주관화

되며, 프로젝션된 작품을 관찰하는 관객이라는 또 다른 인지 자아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이다.

 <참고작품 5>에서 환영(幻影)을 표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눈앞에 펼쳐

진 실제 세계 안의 대상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였던 것이다. 투

영된 영상은 대상의 형태나 구조 혹은 움직임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작품 5> 작업을 마치고 본인은 환영의 표현에 

있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보고 싶었다.

<참고작품 6> Module No.0, 혼합재료, 15초, 2013년

 벽에 하얀 입방체가 달려 있다.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는 입체 도형 위

에 그것과 동일한 형태를 한 도형의 신기루가 제멋대로 움직인다. 어느 

때는 그 뒤에 놓인 검정색 판이 바닥면인 것처럼, 어느 때는 서 있는 벽

인 것처럼 전제하고 움직인다. 이것은 앞서 제작한 <참고작품 5>와 기

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 이전의 작업에서 제시된 본인에 의해서 주관화

된 환영적 움직임이 실제 세계에 놓인 대상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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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시도는 전적으로 환영이 주체가 된다. 실제 세계에 놓인 입체적인 

입방체는 단지 그 위로 흩뿌려지는 영상의 전개의 시작점 혹은 지표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영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입체물의 1초 뒤부터 몇 초 

뒤까지의 예상 가능한 움직임을 대신 수행한다. 이 움직임은 관찰자에게 

경험적으로 체화된 내재적 상상력에 근거한다. 실제 공간 안에 정지한 

상태로 얼어붙어 있는 입방체는 영상이라는 환영과 합치되어 비로소 시

간성을 획득함으로써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가 된다. 

 이 작업적 시도를 기점으로 본인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한 모

든 작업들에는 부제로서 ‘모듈’11)이라고 이름붙이기 시작하였다. 모

듈은 건축, 기계, 전자 등 공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어떤 대상의 가장 기

초적인 단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인의 작업 안에서 모듈은 인지되는 

대상에 관한 개념이다. 이것은 대상을 두고 인지함에 있어서 그 다음 시

간에 뒤따르는 환영의 기준이 되는 어떠한 사물이다.12) 모듈은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구성 요소로 구축되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

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 눈앞에 예상 가능한 환영을 제시한다. 가상 

11) ① 측정의 기준.
   ② 건축에서는 구성하는 상자 형의 단위로, 건축물의 설계나 생산의 기준이 되는 치수.
   ③ 기계에서는 기어의 크기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피치를 원주율로 나눈 것.
   ④ 전기에서는 한 조로 하여 장치의 단위로 한 것.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2011, 성안당

12) ‘모듈’은 다른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대체하여 설명할 수 있다.
ⓐ grid
ⓑ 플라톤의 ‘Chora’ : 플라톤에게 코라 공간은 다양한 물체들을 수용하는 “새김
바탕” 혹은 “생성의 수용자”이다. “…언제나 존재하는 공간(chōra)의 종류로서, 
[자기의] 소멸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성을 갖는 모든 것에 자리(hedra)를 제공
하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는 감각적 지각을 동반하지 않는 ‘일종의 서출적 추
론’(logismos tis nothos)에 의해서나 포착될 수 있는 것으로 도무지 믿음(확신)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김영균 공동 역
주, 서광사, p.p. 145-146.
ⓒ 후설의 ‘아프리오리’ : 후설의 발생론적 분석에서 ‘그 자체로 미리 주어지고 
경험되는 질료’를 뜻한다. “…어떤 사물의 특수한 경험적 형태들에 관한 모든 물음
에 앞서 이것, 즉 애당초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게다가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그것의 수학적 본질이라 일컫는 형식인 이념적 규범을 지닌다는 사실이 있
다.…” 에드문트 후설, 『현상학적 심리학』, 이종훈 옮김, 한길사,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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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안의 환영은 실제 세계 안의 인지되는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적 주체의 인지 과정을 통해 주관화된 대상을 어떻게 다시 시각적

으로 환원하여 제시할 것인가? 그것은 주체와 대상을 개별적인 단위들로 

분리시켜 재조합하는 것이다. 실제 세계 안에 놓인 껍데기, 실제 공간 

안에서 인지하는 주체, 대상에 관한 주관적 환영. 이 세 가지 요소는 모

듈이라는 시작점으로부터 합치되고 뒤섞여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동

일한 시간 선상에서 기능하게 된다.

<참고작품 7> Module No.1, 혼합재료, 36초,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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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면체의 좌대 뒤의 벽에 점들이 모여 평면 안에 정육면체의 상이 생성

된다. 이내 형성된 이미지는 아래로 떨어지며 좌대라는 실물과 합쳐지면

서 마치 실제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점

이 모여서 1차원, 면이 모여서 2차원, 그 이미지가 앞과 뒤라는 입체의 

개념과 만나며 3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 작업에서 실제 세계 안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 세계 안에서 형성된 입방체의 개념이 물

리적 구조와 만나며 비로소 실제 세계로 전이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다. 작업에서 실제 세계로 상정된 모든 요소들-좌대와 그 뒤의 벽-은 

모두 대상이 차원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참고작

품 7> 안에서 그것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떠

한 관계성도 가늠할 수 없지만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관찰자가 인지

하는 환영적 시공간 안에 묶이는 순간 그것이 개별성을 지닌 하나의 대

상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작품 3> 계단:Module No.3, 혼합재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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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참고작품 5>의 작업과 맥락이 비슷한 설치 프로젝션 작업

이다. 이전 작업의 방식처럼 실제 계단을 캐스팅하여, 그렇게 떠 낸 공

간을 캔버스 삼아 가상의 그래픽으로 대상을 구현한 영상을 프로젝션하

는 작업이다. 이전 작업의 경우 실체가 움직이지 않은 채 고정되어 있고 

영상이 주체가 되어 서로가 흔들려 어긋나고 다시 합치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으나 이 작업은 움직여 어긋나게 하는 주체가 캐스팅 된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 구조물은 아래에 곡면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의 기계 장

치를 통해 좌우로 흔들린다. 그리고 그 위에 프로젝션되는 영상은 고정

된 시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전의 작업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

로 상정된 것은 영상이고, 그 영상 자체가 흔들리거나 움직임으로써 가

상과 실제의 어긋남이라는 환영을 표현했다면, 이 계단 작업은 반대로 

실제 대상이 움직임으로 인해 그러한 간극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자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형상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더 개별적 

주체가 인지하는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이 둘 사이의 모호한 지점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계단은 개념적으로 

사이 공간으로서 기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 계단

을 스스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것이 실제 공간에서 가지게 되는 기능적 

의미를 좌절시키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인지했을 때 상상하게 된 환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전의 작업에서 환영은 오로지 대상 위를 덧씌우는 

영상으로만 표현되었으나 이 작업은 실제 세계 안에 속해 있는 대상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상 세계로 상정된 영상의 시점은 변화

하지 않는다. 단지 대상을 주지하고 있을 뿐이다. 영상은 인지 주체가 

대상이 확고하고 단단하게 정지된 것이라고 확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

다. 환영은 대상이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전의 작업들처럼 

인지의 주체가 관찰자인 본인에게 있지 않다. 대상 스스로가 자신을 인

지하여 판단하는 개별자들에게 자신이 가상 세계 안에 있는 허구적인 어

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서로를 명확하게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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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가? 환영은 단순히 내면의 의식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러

한 세계가 현실 세계의 환경적인 어떤 것과 조우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 시간의 박제

 주체나 대상이 어떠한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간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 그 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간이라는 개념

이 필요하다. 공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주체가 그 곳에 있음을 인지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함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계속해

서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13) 하지만 시간은 주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바깥 공간 안에 놓인 신체

라는 한 가지 도구로는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은 인지라는 경험적 시간을 물질적으로 축적된 것으로 표현하기 위

하여 몇 가지 시도들을 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이라는 매체를 도구로 사

용하였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적, 시각적 영역에 속해 있는 장르

이기 때문이다. 하나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가 뒤따르며 시간의 연

속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영상 매체는 그 자체가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인지 기록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상에서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

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람할 때, 평면의 스크린 밖에서 순차적으로 매 순

간 한 장 한 장 덮이는 이미지들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

다. 따라서 영상은 순간적 현재성만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본인은 작업

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영상 매체의 속성을 역이용하여 사용하

고자 하였다. 만약에 영상에서 직전 순간의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 아래

13) 플라톤은 시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러나 그는 움직이는 어떤 영
원(aiōn)의 모상(eikōn)을 만들 생각을 하고서, 천구에 질서를 잡아 줌과 동시에, 단
일성(hen) 속에 머물러 있는 영원의 [모상], 수에 따라 진행되는 영구적인 모상
(aiōnion eikōn)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chronos)이라 이름지은 
것입니다.…”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김영균 공동 역주, 서광사,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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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덮여서 보이지 않고 그 상태로 남겨진다면, 영상의 러닝 타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을 화면 안에 가둘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는 관찰자의 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과 같다. 이리하여 주체의 내적 경험은 하나의 공간 안에 붙잡혀 축적

되고 박제되어 시각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비가시적인 시

간의 개념을 가시적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있어 관찰자와 대상, 시공간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시간의 경험을 붙잡아 실제 세계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스크린 및 다른 구현 매체들

의 역할도 중요하다.

<참고작품 8> 2분 증명사진, 싱글 채널 비디오, 2013년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한 증명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는 카메라를 향하여 밝고 어색하게 웃게 된다. 그 순간, 찍히는 

피사체의 신체와 카메라 둘 중에 스스로의 정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없는 감정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진이 찍히는 동안에 힘이 

들어간 피사체의 눈동자는 곧이어 카메라의 렌즈를 보다 이내 초점이 흐

려지며 공허한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카메라를 주시하는 피사체가 카메라를 보는 것인지, 카메라가 피사체를 

보는 것인지 머릿속으로 혼동되는 것과 같다. 이 혼동은 사진을 찍는 과

정에서 피사체가 결과물인 사진이 잘 나오기를 바라며 어떻게 찍힐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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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벌어진다. 피사체가 최종 결과물인 현상된 

사진을 찍히는 순간의 인지 관점으로 상정하는 순간 그의 신체는 자신의 

뒤에 있는 천에 ‘납작하게’ 파묻히는 감정적 경험을 한다. 관찰자의 

시선적 흐름은 피사체의 인지 자아인 자신으로부터 눈앞에 놓인 카메라

를 향하는 것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로부터 스스로의 신체로 향하

는 것으로 전도된다. 카메라의 대상인 피사체가, 촬영되는 순간의 본인

과 최종적으로 현상되어 나올 사진 결과물 속 안의 복제된 본인 사이에

서 순간적으로 자아의 헷갈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그림 1 참

조)

<참고그림 1> 관찰자의 주체가 피사체의 인지 자아(A)에서 카메라(B)로 전이되는 과정

 <참고작품 8>은 이렇게 분열되어 번지는 자아에 관한 이미지를 구체적

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상에서 러닝 타임을 2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사진을 촬영하기를 시작할 때 피사체가 포즈를 취하고, 사진가가 

그에 맞추어 카메라의 구도와 초점, 적당한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조

리개를 돌리고, 적당한 순간에 셔터 버튼을 눌러 조명의 플래시가 터지

고, 사진사가 오케이 사인을 보낸 뒤 피사체가 이내 스튜디오 공간을 떠

나는 시간 모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짧지만 길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본인의 경험적 시간의 개념으로서 설정되었다. 피사체가 카메

라 앞에 서서 포즈와 표정을 만들어낸 뒤 화면 안에서 그 신체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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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이 배경으로 퍼져 나가 신체와 주변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시간이 

지나면(그것은 피사체가 촬영되는 시간이다), 곧이어 피사체는 자리를 

뜨게 된다. 촬영하는 공간을 벗어난 뒤에도, 직전 시간에 피사체의 자아

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했던 그곳에는 그때 그 시간을 보낸 과거 그의 흔

적이 그대로 남는다. 이 작업을 통해 본인은 몇 분 몇 초 전의 과거의 

시간과 그 앞으로 진행되었던 시간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공간 안

에서 피사체의 내면적 시간의 축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남겨진 잔해는 

그 당시 그 공간에 하나의 자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족적이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

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도 내가 알고자 했

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지어다”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4막 중에서

<참고작품 9> 오이디푸스 왕, 혼합재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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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서,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는 사

건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재판관이다. 그는 저주로 

인해 나라에 역병이 돌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대 왕을 살해한 범인

을 찾게 된다. 희곡 속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무언

가를 인지하는 데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범

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스스로의 눈을 찌른다. 

극중에 눈을 찌르는 행위는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경험들 -그것은 스스로가 인지했던 어떤 것이다- 전부가 사실

이 아니었다는 것에 관한, 즉 인지의 좌절에 관한 상징적 귀결이다. 

 <참고작품 9>의 작품은 오이디푸스 왕 희곡 전체의 장면을 압축된 시

간적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제작되었다. 희곡에서 플롯은 과거부터 현재

까지 서사적 일직선 구조로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이미지의 각 

레이어는 정면을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처럼 뒤에서부터 앞까지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 정렬된 시간적 순차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뒤에 놓인 것을 투과하여 볼 수 있는 망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작품을 보면 마치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동시에 얽혀 있고 축적되어 한 순간 멈추어진 시간을 

포착한 듯한 느낌을 준다.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서 주인공이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

했던 사실들은 본인이 결코 알 수 없었던, 초월적 존재에 의한 불확실한 

것이었다는 작품의 주제는 본인이 세상을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인

지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듯 오이디푸스 왕에 영감을 얻어 <참고작품 9>의 작품을 제작한 것

을 계기로, 본인은 이후에 여기서 쓰인 중첩의 기법을 영상 매체에 응용

하는 작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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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작품 10> CCTV, 싱글 채널 비디오, 2분 8초, 2013년

 어느 날 교통 방송용 CCTV 화면에서, 카메라가 담담하게 고속도로에

서 일어난 사고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다. 경찰들이 통제한 차로 외곽

으로 많은 차들이 그 옆을 무심히 지나쳐 가고, 사고 처리 담당 청소차

에서 내린 청소부들이 부지런히 사고의 잔해들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있

다.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분주히 주변을 맴

돌며 이 사건을 기록하려고 애쓴다. 방송국에 재직하고 있었던 본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사무실 안에서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테이프를 가져와 

침착하게 녹화 전용 데크에 이 CCTV 영상을 연결하여 레코딩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상황들은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교통사고는 매일 TV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데, 어째서 본인은 그 순간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일까? 이 영상

은 뉴스 화면과 달리 가공되지 않은 한 순간의 날것의 기록이었고, 

CCTV 카메라의 위치적 특성상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관조적 위치에서 

하나의 벌어진 일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이 영상을 기록한 

본인은 그 장소에서 대략 36 킬로미터 떨어진 사무실 안에서 이것을 인

지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어떠한 객관적 사실은 인지의 도구를 통해 



- 26 -

관찰자의 경험으로 내면화되고, 관찰자는 사건의 참여자로 초대된다. 본

인은 불현듯 이런 자신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

다. 화면 안에서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청소차가, 경찰들이, 기자들이 그 장소를 떠나고 차들은 속도를 낼 것이

었다. 본인은 이 순간의 경험을 박제하여 증명하고 싶었다.

 <참고작품 10>은 영상이라는 매체의 형식적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보

통 영상은 1초에 29.97개의 프레임(일종의 스틸 컷 혹은 사진)이 모여

서 재생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화면 안의 대상이 움직인다고 느낀다. 

영상은 사진과 달리 한 장의 이미지 뒤에 또 다른 한 장의 이미지가 덧

씌워지고, 그 직전의 이미지는 사라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간이라는 관

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본인은 직전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졌다. 이렇게 진

행된 영상은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이 그려지고 형상이 흐트러지며 마치 

유령 같은 이미지로 표현된다. 또한 움직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움직임

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그 모습의 윤곽선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렇

게 진행된 작업은 영상이라는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이전 시간

에서 이후 시간으로 ‘일직선으로 향하는’ 시간성의 개념을 무너뜨리

고, 계속 그 안에서 고착되어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다른 말로, 이는 시간을 한 곳에 하나의 

덩어리로 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박제를 통하여 본인은 시공간

의 경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움직이는 주체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경험적 시간을 한데 모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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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채우기-공간, 혼합재료, 1분, 2013년

 <작품 4>는 앞서 제작했던 <참고작품 8>의 증명사진 영상처럼 분열되

어 흐트러지는 자아의 내적인 현상, 그리고 시간의 축적에 관한 탐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기법적으로는 <참고작품 10>의 방식이 사용되

었다. 이 작업은 더 나아가 표현 방식을 달리하여, 이전 작업들이 본인

의 내부의 심상이나 외부적 사건의 내면화 과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면, 



- 28 -

이 작업은 대상의 어떠한 몸짓과 같은 현상의 껍데기를 통해 하나의 객

관화된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2>에서 검은 색 배경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대상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얀 천을 떨어트려 존재

감을 증명하였던 방식과 달리 이 작품은 검은 배경에 하얀 색의 대상이 

공간 안에서 신체를 사용해 주변의 공간을 휘저으며 자신이 이곳에 있음

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참고작품 10>에 쓰인 방식

처럼 프레임이 쌓이는 것으로 영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점차 대상 주변의 

공간이 점점 하얗게 변화하여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지우는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하얀 원형의 판 안에서 프로젝션되면서 

마치 영상 안 가상 세계에 속해 있는 투사된 대상이 실제 세계에 놓인 

원판의 구조를 상정하여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퍼포먼스 영상은 실제 공간에서 그 행위를 보는 관찰자 그리고 스스

로 행위를 하는 대상의 마음 속에 생겨나는 이미지-손의 궤적이 카메라

의 장기 지속 노출 스틸 샷과 같은-를 구체적인 시간적 프로세스로 

‘드러내 보이고자’하는 시도이다. 이 신체 행위의 기록은 축적된 시간

의 이미지로 인해 마치 스스로의 자아와 그 주위의 공간의 경계가 모호

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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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3초, 혼합재료, 2015년

 앞서 제작된 시간의 축적에 관한 작업들은 모두 최종적으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제시된 것들이다. 영상이 시각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스크린이라는 평면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이러한 영상 구

현의 한계성을 극복해 보고자 <작품 5>와 같은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

다. 이것은 한 장의 이미지 다음에 그 다음 이미지가 중첩되는 현상을 

실제 물리적인 입체 공간 안에 늘어놓은 것이다. 정확히 3초 동안에 일

어난 신체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한 뒤, 초당 대략 30장의 이미지가 

쓰였다고 설정하고 각 장의 이미지를 투명한 필름에 인쇄한 뒤 그것을 

1 밀리미터 간격의 홈 사이에 끼워서 배치하였다. 여기서 1 밀리미터는 

영상의 기본 단위인 1 프레임을 상징하게 된다.(<작품 5>의 부분 참조) 

그렇게 늘어져 놓인 이미지 구조는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입체 구조로 

형성하게 된다.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기가 더 

크고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느리게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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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엔 크기의 변화가 적고 더 많은 프레임 간격을 소모한다. 이렇게 만들

어진 대상의 움직임의 구조는 관찰자가 그것의 주위를 돌면서 관찰할 수 

있다. 구조화된 대상의 시간 경험은 단단한 프레임에 고정되어 박제되었

다. 우리는 이 구조물을 통해 대상의 과거와 그 이후의 양상을 다양한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박제되어 객관화된 대상의 

경험은 실제 시공간에 놓여짐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한다.

<작품 5>의 부분

2.4 대상적 공간

 문득 길을 걷거나 멍하니 있다 보면 본인은 ‘나’라는 신체 안에 들어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과연 그것이 진짜로 본인인지 헷갈

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내면 안의, 스스로가 ‘나’라고 인지하고자 

하는 감각만이 있을 뿐, 만약 그 감각조차 없다면 어떻게 본인의 신체를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

득 주변을 둘러보며 이내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

을 깨닫는 순간 그런 묘한 감정과 생각을 멈춘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언급했던 시간이라는 개념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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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 또한 우리를 바로 이곳에 있다고 인지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

이 될 수 있다. 실체라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는 또 다른 대상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주

체가 둘 다 속해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공간이 없다면 대상도, ‘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주체의 인지 상태를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을 해독하는 주체의 ‘신체성’의 문제가 인지 과정에 

관여한다고 할 때,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연장하여 확충하는 수단을 가

지고 있다. 인지과학에서 인간의 ‘신체성’의 확대에 특징적이고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사용’이다.14)

 본인은 언어를 통한 인지공간의 확대 개념을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수학

적 가상 세계의 공간으로 대입시키는 작업을 통해 공간을 또 다른 차원

으로 확장·전이시킴으로써 하나의 대상과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삼차원 컴퓨터 그래픽 공간의 기본 단위는 점(Vertex), 선

(Edge), 면(Polygon)이다. 점 두 개가 모여 선을 이루고, 점 세 개 이

상이 모이면 면을 이룬다. 같은 방식으로 세 개 이상의 점이 모여 만들

어진 면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다면 열리거나 닫힌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가상 공간 상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대상이 

어떤 식으로 놓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혹은 단위가 된다. 

3D(Three-Dimensional)란 말 그대로 2차원에 하나의 차원을 더한 

것, 즉‘세 번째 차원’이다. 그래픽 상에서 삼차원, 즉 3D라는 개념은 

그 안의 대상이 입체적 형태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또한 이 개념은 

컴퓨터라는 수학적 언어로 구성되어진 가상 세계 안에서 평면이 아닌 입

체를 지시하는 하나의 좌표 묶음이다. 기본적으로 폭, 높이 축의 x, y 

14)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다른 생물과 같은 ‘지금(NOW)’과 ‘여기
(HERE)’라는 실(實)의 세계에서 벗어나 과거·미래와 상상이라는 허(虛)의 세계에 
(마치 실(實)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몸을 둘 수 있다. 그 결과 과거의 기억, 
미래의 예측, 현실에서 괴리된 공상 등도 실제로 감지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인지의 
작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Yoshihiko Ikegami. 제 2장 ‘언어와 인지의 기
호론적 기반’, 『언어의 인지과학 사전』. 2008년. p.p.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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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는 평면이다. 이에 z라는 축이 깊이의 개념을 더하게 되면 비로소 

x, y의 세계는 입체가 되는 것이다. 마치 종이 여러 장이 모이면 두께를 

가지는 책이 되는 것처럼, 정사각형이 정방형의 입체 큐브가 되는 것처

럼 말이다.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영역은 정면만이 

아니라 앞, 뒷면과 좌측, 우측, 상면, 배면으로 확장된다. 즉, 가상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의 모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고그림 2 참조)

<참고그림 2> 대상이 컴퓨터 그래픽 공간에 삼차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점, 선, 면 그리고 x, y, z의 수학적 좌표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러한 수학적 가상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 필

요한 기본 단위들-점, 선, 면 그리고 좌표- 덕분에 대상의 공간감을 느

낄 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현실 세계 밖으로 끌어들인다면, 우리 주변의 

공간을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어떠한 상태이기 보다 관념적이고 근본적인 

상태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

라보게 된 주체는 하나의 수학 언어적 기준을 근거로 대상화된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관찰자에게 자아와 공간 

사이의 관계적 명료함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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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Frame by Frame, 혼합재료, 2015년

 마주 보고 있는 각각의 두 벽면에 액자가 대칭적으로 걸려 있다. 이 액

자는 형태와 비율 그리고 무늬까지 동일한 것이다. 마치 스스로가 자기 

복제를 하여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두 액자에는 상대방을 향하

여 여러 개의 실로 이루어진 선이 일직선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 선

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보면 마주보고 

있는 액자 사이 관계의 개념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공

간은 실과 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빽빽히 늘어서있지도 않고 넓게 퍼져 

있지도 않아서 가상으로 상정된 어떤 공간처럼 인지된다. 이 가상적 공

간은 서로의 액자들이 설정해놓은 위치적 연결점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

다. 여기에서 대상의 현상 인지의 방식은 본인이 공간 인식의 하나의 기

준으로 삼게 된 가상 공간의 점과 선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점과 선만 있다면 어떠한 도형이나 공간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형성된 공간은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작용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단지 머릿속에 이해되는 개념적인 어떤 것에 

가깝다. <작품 6>에서 점과 선의 표현을 위하여 사용된 실이라는 물리

적 대체물로 형성된 공간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형상에 가까운 액자 구

조로 인하여 가상성을 획득한다. 실이 만들어낸 이러한 공간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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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움직이면서 관찰할 때 더욱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가상적으

로 상정된 공간이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 구체화되고 관찰자의 인지로 인

해 대상화되는 것이다. 

  <참고그림 3> 

  광학식 3D 스캐너로 본인의 신체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전환시켰다.

 

 <작품 6>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상 기준을 통해 드러낸 공간의 표현

이 하나의 대상 공간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 공간 안에 존재

하는 본인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보고 싶어졌다. 이를 위해 일단 본인 신

체의 물질적 위치 정보를 가상 세계의 점, 선, 면의 개념으로 전환시키

고자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체를 컴퓨터 그래픽 상의 데이터

로 저장하였다. (참고그림 3)

 3D 스캐너란 레이저나 백색광을 대상물에 투사하여 그것의 형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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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 공간 안에 현실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사물의 양적 수치를 데이터

화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세계 안에서 뼈, 근육, 살, 혈액 등으로 구성

된 본인의 신체를 가상 세계의 점, 선, 면이라는 수학적 좌표로 구성된 

하나의 형태로 전이시키는 행위는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관에서처럼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전송하는 것

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3D 그래픽 상에서 구성된 대상을 일반적으로 3D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것의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대상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띄게 된

다. 본인은 스캔된 자신의 얼굴 데이터의 점의 개수를 극단적으로 줄였

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모델의 편집 프로그

램을 통해 모델 얼굴 부분의 점의 개수를 일정 비율로 줄여보았다.

<참고그림 4>

 A는 3D 모델상의 점의 개수를 최초 원본의 1%로 축소한 모델이고, B

는 점의 개수가 원본의 99% 정도로 축소된 모델이다. (참고그림 4) 모

델의 점의 개수의 축소 기준은 너무 큰 폭도 아니고 인식되지 못할 정도

로 작은 폭도 아닌 수치로 설정하였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100%가 아닌 99%의 점으로 줄인 이유는 스캔된 모델 데이터의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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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많은 양의 점들 때문에 개별적인 점의 위치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점의 개수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1%

로 설정한 이유는 점들의 집합이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암시를 주지 않으

면서 전체적인 대상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성된 두 이미지를 동일한 시점에서 출력하여 대조해 보면, A

의 이미지 안의 모든 점들의 위치는 B의 이미지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비슷한 지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상에

서 선은 두 개 이상의 점을 이어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

떤 형상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이 선이 없다면 모델은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본인은 이 원리를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점의 개수를 줄인 A의 이미지에서 선까지 지워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이미지는 가상 세계 안에서 극단적으로 최소화된 

단위로, 거의 형상을 인지할 수 없는 단계 상태로 존재하는 대상이 된

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미지는 형상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찍혀진 점들의 집합처럼 보인다. 이 집합들은 인지하는 주체와 

그 대상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참고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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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주 커다란 공간 속에서 하나의 구형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참고그림 5) 이 때, 구형은 그래픽적 개념으로 표면에 수 많은 

점들이 모여 면을 이루고 있는 형태적 좌표들을 가지고 있다. 이 구에 

아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눈은 그것이 복잡하게 이루고 있는 점과 면의 

집합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깊이가 있는 ‘입체’

라고 인지할 것이다. 반면에 이 구형에서 아주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것

을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평평한 점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

은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는 것과 같다. 인지 

주체와 대상간의 거리에 따른 인식형태의 변화는 <작품 7>의 설치 방식

으로 표현되었다.

 고대부터 인간들은 지구별 위에 발을 딛고 서서 광활히 펼쳐진 우주 속

에 떠 있는 별들을 관측하면서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해보곤 하였다. 사람들이 밤하늘의 특정한 위치에 모여 있는 

별들의 집합들을 북극곰자리, 처녀자리 등의 이름을 붙이며 별자리 지도

를 그리는 행위는 실제로 그 별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 빛나는 점에서 무

언가를 본다고 착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결국 그것은 지구 위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아득히 먼 거리에서 별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자

아들의 내면적 표상을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표상은 자아가 어떤 새로

운 대상의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그들이 받아들였던 정보의 

내용을 투영해 바라본 결과물이다. 밤하늘의 빛나는 점에서 곰과 처녀를 

본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적 인지 자아로 인해 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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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Self-Portrait from 1 to 99 Percent, 혼합재료, 2015년

 3D 공간에 스캔된 얼굴 모델의 점의 비율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행위

를 시도하면서, 본인은 줄어든 점의 모습이 마치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별들의 집합처럼 보였다. 인간이 점들의 집합에서 새로운 표상적 이미지

를 발견하는 자아의 과정을 수학적 체계로 이루어진 가상적 공간의 개념

에서 해석하고 시각적으로 구조화 하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작품 7>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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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의 부분

 1퍼센트로 구성된 점 이미지는 주체가 대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평평한 형태로 벽면에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설치된 점에서 일정 거리-이것은 벽에 설치된 점을 한 눈으로 볼 수 있

을 만큼 떨어져 있다- 떨어진 곳에 99퍼센트로 구성된 이미지 출력물

이 놓여 있다. 이것은 전자의 이미지와 반대의 개념으로서 점의 모든 사

이가 선으로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다. 99퍼센트의 점으로 표현된 이것

은 관찰자가 대상을 아주 가까이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다. 이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대상의 형태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이

것은 투명한 필름에 인쇄되어 그 너머 벽에 붙어있는 큰 1퍼센트의 점

들과 함께 겹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1퍼센트의 점이 위치한 동일한 지

점들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하여, 두 이미지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이미지 판은 인지하는 주

체가 비지시적 대상을 바라볼 때의 경험적 시간의 표상 그 자체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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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가 어느 시공간 안에서 대상을 인지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볼지’결정하게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주변

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과학이나 철학, 문학, 예술 등의 기준을 대입하여 

설명하고 이해하곤 했던 것처럼, 본인 또한 작업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

체 안의 대상에 대한 내면적 인지 관념을 밖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나

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제작해오면서 생각했던 본인의 작업에 대

한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지에 관하여 나름의 논리

를 전개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존재함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한다고 말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것은 대상과 관찰자, 그리고 시간과 공간

에 관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을 인지한다’라는 현상이 이

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은 대상에 있어 

인지하는 관찰자의 내면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불투명하게 존

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상을 드러냄에 있어 

천, 액체, 빛과 같이 바깥 세상에 속해있는 또 다른 요소를 결합함으로

써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대상에 대한 인지 개념을 재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관찰자인 인지 주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시각

을 본인은 환영이라 정의하고, 이를 가상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픽 

이미지로 제작한 뒤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의 모상 위에 프로젝션을 

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명확하지 않은 가변적인 것이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관찰자의 내면적 환

영은 바로 우리가 환경적 관점으로서 인지하는, 대상의 존재론적 전개이

다. 이렇게 대상과 관찰자의 인지 작용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은 눈앞에 놓인 대상처럼 관찰자가 따로 멀

리 떨어져서 볼 수 없는, 단지 인지 주체 내면에 자리 잡은 어떠한 개념

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 본인은 이러한 시공

간 자체를 새로이 바깥으로 환원함을 통해서 인지의 영역을 단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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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세계 전체로 확장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은 영

상 미디어의 근본적 속성을 대입하고 재조립하는 방식을 통해 시각화시

켜보고자 하였고, 공간적 개념은 삼차원 컴퓨터 그래픽의 수학적 언어를 

적용하여 추상적이고 비가시적 거리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방법

적 치환을 통해 인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시공간의 관계성에 대해 탐구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적 전개 과정을 통해 나와 우리, 

대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시공간의 인지 불가능성을 암시하고,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본인은 작업의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대입하기 

보다는 구체적 현상에서 필수적인 개념만을 취하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

어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후설의 ‘판단 중지’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본인은 작업의 총체적인 전개 

과정에서 종국으로 갈수록 그 안의 복합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판단했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

적 태도는 과거에 음악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던 본인의 시도를 어느 정도 

실패라고 규정하고, 하나의 지각되는 현상을 순수하게 환원시키고자 했

던 계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스스로가 바깥세상의 

진리를 온전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은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눈앞의 그것은 ‘나’라는 주관적 

인지 상태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어떠

한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박제하거나 증명하려는 방식을 통해 그것의 

현상 자체를 포착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대

상과 관찰자의 인지 과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선택함에 있

어서, 이 또한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서 드러난 새로운 현상들은 본인에 의해 주관화되어 밖으로 끄집어진 또 

다른 총체적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의 모든 

작품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개별

적 주체들과 마찬가지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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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인에 의해서 표현된 작품들은 순수하게 대상을 인식한 결과물

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귀결이자,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인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에로-존재’라는 말을 통하여 주체

는 세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인식함은 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한다. 세계 안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선택하고, 시각

적 표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즉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풍경을 밖으로 

표출하려는 작업들을 통하여 본인은 어쩌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 시도가 아니었

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지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세계 속을 유영하

는 개별자로서 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공간이라는 세상의 조건 아래

에서 그렇게 맴돌며 바라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의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신

체로 세계를 지각하는 한, 세계의 경험을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

나는 대로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 및 세계

와의 만남을 이와 같이 재파악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역시 우리 자신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지각한다면 신체는 자연적 자아이자 말하자면 지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15)

15)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5,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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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focused on the attempts to externalize the 

cognition of an object which was internalized through a 

person’s vision. During a cognitive process, the inner self goes 

through a complex process to define an object as a certain thing. 

Among the various senses, vision plays a decisive role in 

perceiving an object. The eyes, which manage our vision, are 

part of the individual human body and thus are not completely 

objective. We, as human beings, perceive the world through our 

eyes, but such perceptions are merely internalized and subjective 

judgments of the objects in front of us, based on our individually 

compiled visual experiences. In this light, I think that nothing 

around us can be confirmed that they clearly exist. Accordingly, 

to be certain of something is merely to confirm an incident that 

happened in a world subjectively judged by our own cognitive 

process. The perceived world is a kind of virtual reality which 

has been empirically constructed in each of our minds and is 

fluid and constantl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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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ings are individual entities who swim through 

the unclear time and space under the guise of our vision. I 

myself being one of the many entities, I intended to create 

works that can restore the uncertain cognitive phenomena into 

the world by gathering them into one visual cluster. My work 

aimed to confirm that what we believe to be objective and fixed 

is nothing more than an illusion which was perceived through our 

eyes and internalized and judged by our cognitive self will be an 

endless task. 

To present such views into a visual structure, I 

established four standards in regards to the methods for the 

work and mixed physical and non-physical materials. When an 

object with an entity looks at something, it requires more than 

one object and an observer who perceives it, as well as a time 

and space for them to exist at the same time. These conditions 

are the crucial starting point and means for me to present my 

work. When setting the structure of the cognitive process, the 

object and space were set to be within a visually specified 

physical space, that is, to be limited to something that can be 

visually understood. To express the time, which exists in the 

non-physical realm, I used visual media as my material. Rather 

than considering visual media as a genre, I attempted to 

conceptually interpret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media through this work. Through such attempts to mix or 

to cause interaction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non-physical 

within the set standards, I hope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our visual perception and the world.

Keywords: cognition, time and space, experience, vision, virtual 

world and the real world

Student Number: 2010-2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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