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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인의 작업은 자기 인지의 한계에 대한 경험에서 시작했다. 자신을 
알기 어려움을 경험한 본인은 자기에 대한 직관적 성찰은 불가능하며 
인간의 인지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 인간은 자기 인지, 나아가서는 자기 
이해를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자기 인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는가는 본인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질문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기에, 본인의 작업들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들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에 대
한 간접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작업이 축적되고 나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라는 창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자신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작업이 시도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같이 이루어진 작업들을 분류하여 직접적 자기 인지, 
나와 타자의 관계에 의한 자기 인지, 나와 세계의 관계에 근거한 자
기 인지의 세 갈래로 묶었다. 
  ‘직접적 자기 인지의 가능성과 한계’로 분류한 작업들은 자기를 대
상으로 감각 및 인지하는 일의 어려움을 시지각의 한계에 빗대어 풀어
낸 것이다. 착시를 일으키는 이미지와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를 볼 때
에는, 눈으로 감각하는 것과 그에 대해 인지적으로 파악하는 것 사이
에 간격이 생긴다. 이러한 틈은 인지의 기초를 불확실하게 하고, 비록 
눈 앞에 있는 대상이라도 이를 지각하여 안다는 일이 그리 자명하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감각과 인지의 어려움을 통해 자기 인지
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
  ‘나와 타자의 관계에 의한 자기 인지’를 다룬 작업들은, 자기와 타
자 사이 관계의 가능성과 양상, 그에 의한 변화, 관계를 통한 자기 인
지를 다룬 작업들이다. 자신과 타인이 맺는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눈을 통해 자기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에 타자와의 관



계는 자기 인지에 필수불가결하다. 여기에 묶은 작업들에서는 여러 
사물이나 대상이 가지는 물리적 성질과 상징적 의미에 기대어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기 인지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들 작업은 타인과의 관계 앞에 놓인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작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관계 자체에 대한 작업으로 변화했다.
  ‘나와 세계의 관계에 근거한 자기 인지’로 분류한 작업들은 세계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한 간접적인 자기 관찰과, 세계와 자신 사이의 관
계 정립 시도의 성격을 가졌다. 세계(특히 인간 사회의 구조)가 ‘나’에
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가 제한하는 일부 행위를 미술 
작업이라는 틀 안에서 시도하면서, ‘나와 세계’ 사이의 영향력의 주고
받음을 저울질하고 자신의 역할의 의미와 한계를 발견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본래 개인적인 영역의 고민이었던 자
신이 보이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을 조금은 떨치고, 자신을 불확실하
게 파악 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으로서 주어진 조건 자체에 대한 생
각으로 이끌려 나아갈 수 있었다. 

주요어: 자기 인지, 나, 타자, 세계, 관계
학  번: 2013-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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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인지의 논리적 불가능성

서언

  논리라는 것, 논리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와 사고는 매혹적
이고 아름답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
다. 자기 인지의 논리적 불가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아 
나가는 과정,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작업하고자 하는 본인에
게, 논리의 불가능성은 작업이 가능해 지는 조건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 작업이 필요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의 인지 불가능성

  ‘너 자신을 알라’가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 현관에 새겨진 의미
는 단순히 신과 대비하여 하찮은 인간의 분수를 망각하지 말라거나,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주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아는 것이 
인지하고 사고하는 존재에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인
간을 극복 불가능한 운명에 던져 놓고는 하는 그리스 신들 중 하나가 
제시할 법한 명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너는 참 성격이 느긋하다’
는 타인의 평가 없이 스스로 자기 성격을 인지할 수 있을까? 남들이 
이러저러한 성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속도, 스스로 느끼기에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상태일 것
이다. 타인의 평가를 들으며, 주변 집단의 검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
신의 성격에 대해 어떤 말들로 정의하더라도, 자신의 특징적인 성격
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스스로 실감하기는 어렵다. 
  본인은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인간 누구에게나 (어쩌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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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나, 사고하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생각한
다. 이런 조건에 대한 생각과 비슷한 부분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에서, 시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1) 2)

1) Wittgenstein Source Facsimile Edition of Tractatus Publication Materials (WS-LPA), (2016-). 
Edited by Alfred Schmidt,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ÖNB). In: Wittgenstein Source 
(2009-). (N) Bergen: WAB.  http://www.wittgensteinsource.org/LPA/TLP,151_f  , 2018. 5. 23.

2) 아래의 한국어역은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역,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2006, pp. 93-95.
5.632 주체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세계의 한계이다.
5.633 세계 속 어디에서 형이상학적 주체가 발견될 수 있는가? 

당신은 여기서 사정은 눈과 시야의 관계와 전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눈을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어떤 눈이 보고 있다는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5.6331 요컨대 시야는 가령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지 않는다.
5.634 이는 우리 경험의 어떤 부분도 또한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또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또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사물들의 선천적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64 여기서 우리들은 유아주의가 엄격히 관철되면 그것은 순수한 실재주의와 합치된다는 것을 본
다. 유아주의의 자아는 연장 없는 점으로 수축되고, 그것과 동격화된 실재가 남는다.

5.641 그러므로 철학에서 자아에 관해 비-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뜻이 실제로 존재한다. 
자아는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라는 점을 통해 철학에 들어온다.
철학적 자아는 인간이 아니며, 인간 신체가 아니며, 또는 심리학이 다루는 인간 영혼도 아니
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주체, 세계의 한계 –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 이다.



- 3 -

  이 부분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주체는 세계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의 한계로서 존재한다는 논의 속에서 시야의 형식
에 대해 논한다. 시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위 그림
은 시야의 귀퉁이에 눈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대로라면 우리는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 자체를 시야 속에서 직
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야는 그 속에 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 더해 시야 속에서 발견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할 길이 없다고 첨
언한다.
  물론, 실제 세계에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관찰하기는 한
다. 그러나 거울 속에 보이는 나의 눈은 실제 눈이 아닌 눈이 반사되
어 만들어 진 이미지일 뿐이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 화면에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시야가 제공하는 
이미지에는 우리 눈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야는 시지
각의 문제이지만, 인간 지각의 일부로서 대유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다. 논리적인 나, 생각이라는 영역에서의 ‘자기’ 또한, 자신에 의해 관
찰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 또한 ‘형이상학적 
주체’를 ‘세계의 일부’가 아닌 ‘세계의 한계’로 규정한다. 관찰 가능한 
영역인 세계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
라’가 극복 불가능한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알아 간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인지의 구조로 보아도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인간은 자기를 인지하고 이해한다. 자기
를 인지하고 감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보다,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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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시각이 실은 더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 : 
cogito ergo sum)’는, 본인에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내적
인 경험, 자기가 사유하고 회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기 자신을 대상
으로 한 일종의 직관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생각하는 것이 
존재를 뒷받침한다는 추론이 데카르트의 생각대로 논리적 참인지는 
둘째치더라도3), 이러한 직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어떤 
일종의 내적 인지가 과연 진실이며 정말로 외부를 대상으로 한 감각
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참을 보증하는 것일까?
  자기 인지는 본인이 보기에는 불가능한데도 일어나는 일종의 불가
사의의 영역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존재, 자기 인지만이 가장 
명료하다. 이상한 일이다. 자기 인지가 명료하다면 어째서 자신에 대
해 아는 것이 그렇게나 힘이 들까? 많은 문학 작품에서, 예를 들면 
윤동주의 시에서, 화자는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시도한다. 자기가 무
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을 교육학에서는 ‘메타인지능력’
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보기도 한
다. 자기 인지가 불가능하다면 자기성찰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

3) 윤선구. 「데카르트 『성찰』」, 『철학사상』 별책 제 3권 11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도
서출판 관악, 2004, pp. 72-3.

데카르트의 추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유하는 것은 사유하는 동안에 반드
시 존재한다― 이것은 분석적으로 도출되는 필연적 진리이다. 내가 사유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이것은 회의를 통하여 의식된다. 따라서 내가 사유하는 동안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위의 추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유하는 것은 사유하는 동안 반드시 존재
한다.”라는 명제가 분석 명제라는 주장이다. 분명히 사유한다는 개념 속에는 존재한다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분
석 명제가 아니라 종합 명제이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것이 사유하는 동안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데카르트의 
주장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
니라(데카르트『성찰』 73), 사유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는 동안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단
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사물이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지, 단지 우리 감각에만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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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고, 자기 인지가 당연하고 명료하다면 자기성찰을 어렵게 해
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인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자기 인지4)’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 삶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만나는지 궁금했다. 작업을 통해 
알아 가고자 한 것이 과연 ‘나’의 이해인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는가’의 문제인지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 이는 내가 
인간으로서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일 것이다.
  자기 인지가 가능해 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과정은 불확실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논리를 기초로 판단하자면, 자기 인지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의 한계에 있는 ‘나’를 세계 속으로, 내가 아닌 
것들 속으로 보냄으로써 나에게 관찰 가능한 영역에 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작업을 해 온 과정을 돌아보면 내가 아닌 존재는 
작업 자체일 때도, 다른 인식을 가진 존재, 즉 타자일 때도 있고, 내
가 몸담고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나 인간 사회일 때도 있었다. 논리적 
자아 뿐 아니라 현실의 일부분으로서의 ‘나’가 작업에 포함되는 것은, 
본인의 작업이 논리적인 자기 인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논증 
자체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자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인 인간으로서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했던 주관적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해 온 작업들을 직접적 자기 인지의 가능성과 
한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 인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 
인지라는 세 축으로 작품을 분류하여 어떻게 내가, 또는 나로 대유된 
인간이, 자신을 인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여기에서 ‘자기 인지’라는 용어는 인식이 사고에 의한 이해의 영역인 것과 대별하여 인지는 
감각의 영역이며 처한 조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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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인지를 위한 시도로서의 작업

2.1. 직접적 자기 인지의 가능성과 한계

2.1.1. 작품 1, <잘 보이지 않는 나>

[작품 1] <잘 보이지 않는 나>, 디지털이미지, 2016.

자기 인지의 보편적, 구조적 한계

  작품 1, <잘 보이지 않는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작업이다. 자신을 볼 수 없는 문제가 그것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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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에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
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을 시지각의 결함(착시)이라는, 
인간 시각의 공통적이고 구조적 한계로 빗대어 나타내고자 했다.
  이 작업은 검은 사각형에 흰 줄이 있는 그물망 이미지에서 회색 반
점 모양의 착시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고 있다. 착시가 일어나는 
지점인 흰색 교차점 위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착시현상의 색감 
및 형태와 유사한 회색 반점을 표시하되, ‘나’라는 글자 모양으로는 
이 반점을 비워 두었다. ‘나’라는 글씨가 있는 부분을 주시하고 있으
면 그 부분에 사실 회색 반점이 없음을 볼 수 있지만 글씨가 없는 부
분을 주시하면 (예를 들어, 이미지 중심 공간을 주시하고 있으면) 착
시에 의해 반점이 없는 부분에도 회색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
문에 회색 반점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별하여 글자를 알아보
기 어렵다.
  작품의 감상자가 본인이 의도한 경험을 작품으로부터 얻는다면,  
감상자는 어떤 위치에 집중하여 주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점이 순수
히 흰색 점인지 혹은 회색으로 칠해진 점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주
시한 위치 이외의 점들은 착시 때문에 색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
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체적 이미지 속에 드러난 ‘나’라는 글씨
는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작업의 의도된 경험이다. 먼 거
리에서 이 글씨를 쉽게 읽을 수 있기는 하지만, 먼 거리에서의 시야
는 제한하고, 가까운 거리에서의 경험만을 제공하여 시각적으로 혼돈
된 상태에서 회색 반점과 흰 반점을 구분해 나가면서 시선의 움직임
의 자취를 기초로 글자 ‘나’를 구성해 나가기를 의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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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의 나, 당시의 상황

  이 작품은 모니터 화면을 밝게 맞추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때의 본
인 시각 경험을 토대로 제작했기 때문에, 모니터를 멀리서 보거나 이
미지를 작게 축소하면 착시가 일어나지 않아 쉽게 ‘나’라는 글자를 판
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품 이미지를 인쇄하거나, 작은 휴대폰 화
면으로 볼 경우에는 작품이 본래 의도가 전달되기 어렵다. 작품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작품을 만들 당
시 ‘나’를 구성하고 에워싼 조건들을 반영한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
낀 착시처럼 보이는 회색 점을 모니터 상에서 작업할 때, 본인 시야
의 개인적, 신체적 요소인 약 0.3정도인 시력과 약간의 난시 등이 작
업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화면에서 느끼는 착시의 강도와 크기를 
결정지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사용했던 모니터의 
화소 수, 색감, 밝기설정, 모니터의 높이와 시야각, 당시 살고있던 원
룸의 벙커 침대 밑 공간에서 밤늦게 작업하던 어두운 작업환경 등 본
인의 시지각을 둘러싼 모든 요소가 ‘나’의 시각경험에 영향을 미쳐 이 
작업의 특정 회색조 반점을 구현했다.
  이 때문에 작업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결코 보편적일 수 없는 어
떤 경험이다. 특정 시점의, 특정 시야를 가졌던 ‘나’가 ‘나’의 착시를 
기록한 것이 이 작업의 결과물이다. 흥미롭게도 서론에서 인용한 『논
리-철학 논고』의 한 부분에 시야에서 관찰되는 것들을 통해 눈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없다는 언급이 있는데, 시야의 착시를 
기록한 작업을 통해, 지각하는 자가 ‘눈’을 가지고 있는가까지는 확정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만일 눈이 있다면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어
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가 작업을 통해 드러나 관찰 가능하게 된다. 
마치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를 통해 그 렌즈가 어느 정도 왜곡을 일으
키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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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작품 2, <축적>

[작품 2-1] <축적>, 유리, 모래, 청사진감광액, 30x30x30cm, 2018.

변화의 축적과 관찰

  작품 2, <축적>은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축적되는 양상에 
대한 생각을 하며 만들었던 작업이다. 
  이 작업은 시아노타입 감광액에 물들인 모래를 유리 수조 안에 그 
층이 단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쌓은 것이다. 감광액으로 염색된 모래
는 빛이 닿으면서 그 색이 변하는데, 처음에는 노란색이지만 감광 시
간이 누적되면서 점점 더 청색으로 변화한다.
  이 작업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의
해 과거 매 순간 일어났던 변화가 현재 속에 모두 축적되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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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과거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작용
의 결과가 현재에 단적으로 누적 관찰된다는 점을 작업에서 드러내고 
싶었다.
  자아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에 대한 관점은, 시간에 대한 관념을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축적되는 변화로 보게 되면 달라질 수 있
다고 생각했다. ‘나’를 자취가 없는 존재로 본다면 자아가 자신을 스
스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이 현재 속
에, 결과로서 축적되어 드러나 있다면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를 관
찰하는 것을 통해 현재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감각하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시간의 흐름은 눈에 보
이는 사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시간을 느낀다. 시간
을 느낀다는 감각은 현재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축적을 보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 칸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내적 감각이라고 했다고 한다.5)6) 과연 이러한 내적 감각이 실재하는 
것일까?

5) 김재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철학사상』 별책 제 3권 16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도서출판 관악, 2004, pp. 115-6.

‘시간’은 ‘외적현상’(äußere Erscheinung)에 속한 ‘규정’(Bestimmung)이 아니라 
‘현상의 형식’이며 그것도 ‘내감의 형식’(Form des ineren Sinnes’, 즉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형식이다. ...(중략)

시간은 내감(內感)의 형식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內的) 상태와를 직관하는 형
식임에 틀림이 없다. 시간은 외적 현상에 관한 어떤 규정일 수 없기 때문이
다.(A33/B49, 한글판 83)

6) 김정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내감과 자기 인식의 문제」. 『철학과 현상학 연구』 
18, 2001. pp. 213-4.

내감이란 표상들을 시간적 소여 방식에 따라 소유하는 경험적 주관이다. ...(중략) 
내감에는 내적 지각의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내감은 내적 지각을 통해 자신의 표상
들을 수용하면서 주관 자신의 존재를 무규정적으로나마 확신한다. 이러한 자기 확신
의 방식은 칸트에겐 데카르트의 경우와는 달리 지성적 직관이 아니라 직접적 지각이
다. ...(중략)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비지성적․직접적 확실성을 “현존(Dasein)의 감정”
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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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노타입 재료 선택에 대하여

  청사진은 과거 복사기술이 발달하기 전, 건축계획도면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이에서 확장된 ‘미
래의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청사진의 푸른색을 띄는 물
질은 프러시안 블루라는 염료로도 이용된다. 프러시안 블루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흰색 종이를 붓질로 푸르게 채워나가는 과정이지만,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은 전체가 푸른 색이 될 가능성을 가진 평면 공
간에 다른 물체를 위치시켜 그 물체에 의해 그림자가 진 곳이 희게 
비워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본인이 시아노타입 재료로 작업을 계속하게 된 것은 이 재료를 가
지고 햇볕 아래에서 작업했던 여름 정오의 경험도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나무그늘 아래에서 시아노타입 용액을 종이에 바르면 이파리 
그림자를 두고 주변 햇빛을 받은 부분이, 순식간이라고도 하기 어렵
고 천천히라고도 하기 어려운 어떤 속도로 노란색에서 초록색, 파란
색으로 변한다. 눈부신 햇빛 아래에서 시아노타입 용액 특유의 형광
성 노란색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에 잔상이 생기는데, 초록색으로 푸
른색으로 변화하는 그 속도와 맞물려 지금 내가 눈에 느끼는 색감이 
잔상인지 아니면 실제 색상인지 감각에 혼돈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뭇잎 그림자는 바람 때문에 위치를 계속 바꾸고, 흔들리
는 이파리가 원래 위치를 벗어나면 이미지는 흐려지지만 순간 그 이
파리가 있었던 장소는 뚜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작업에서 전달하고 싶어 비디오 촬영
을 해 보았지만, 촬영한 영상을 통해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는 없었
다. 눈앞에서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무엇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화
하고, 순간 순간의 빈 자리를 느끼는 것이 극대화된 경험이 시아노타
입 작품들에서 드러나길 바랐다. 그러한 감각이 청사진 결과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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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때에는 과정이 아닌 결과물이기에 드러나기 어렵고,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에도 ‘눈 앞’에 있는 것이 변하는 것과 화면 속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 사이에는, 설사 이들이 색채로서는 같은 색 변화라 해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에 차이가 있었다. 영상은 일회적이
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것이고, 지금 눈앞에 확인할 수 있는 
실질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편집되어 내어놓인 것
이다. 이 때문에 작업에서 청사진 용액을 미리 감광하고 현상(수세하
여 더 이상 감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게 
되었다.

이미지로서의 단면과 시간적 축적의 간격

  <축적>에서,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청사진 용액에 물들인 
모래에 일어나는 감광 현상에 의한 시각적 변화의 시간적 축적이지
만, 수조에 쌓은 모래가 감광액에 적신 모래와 그렇지 않은 모래를 
교차한 층층의 단면으로 제시되어 마치 지층처럼 축적된 이미지로 제
시되었다. 지층은 기후와 계절 변화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퇴적이 일어나 눈에 보이는 결이 형성되는데, 이 작업에서 보
이는 지층 모양은 감광액의 농도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한 
층 한 층 쌓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공간적 축적의 결과가 아
니다.
  이 작업에서는 관람자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의 시제와 추측할 수 
있는 시간적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축적된 지층의 시각적 이미지
는, 시제로 따지자면 완료시제이다. 작품 감상 시점 이전에 작업자에 
의해 조성 완료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작품에서 발생하는 푸른색의 
축적은 현재진행적이다. 관람객은 현재에 이미 완료되어 있는, 축적된 
변화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지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느린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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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은 인식하기 어렵다. 다만, 축적되어 있는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통해 현재 속의 흐름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완료되어 있는 
것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간격은 감각하기는 어렵지만 인
지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작업에서 의도적으로 조성한 층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와 
실제 일어난 일 사이에 간격이 발생한다. 지층 이미지는 시간적 축적
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작품에 이를 표현하려 하였지만, 결과적으
로 보았을 때 작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시간이 지나며 축적
되는 푸른색)과 별개로 존재하는 의도적인 지층 이미지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혼돈스럽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작업에서 의
도한 것이 시간적 축적이라면 작업 내용에 의도적인 축적 대신 온전
히 시간적 축적만 발현되게 했어야 했다.

작업의 반복에 따른 단상

  본 작업은 시아노타입 용액이 전시 기간 중의 노광에 반응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시 상황에서는 다시 작업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한계로 느낀 인위적인 단층 조성을 제외하고 작업을 다시 진
행 해야 했다. 여기에서는 위의 첫 번째 시도 이후에 이루어진 2번의 
추가 시행에 대해 기술하고, 작업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간 
점들과 작업 결과물에 있어 본인이 만족하거나 아쉬웠던 점, 작업을 
통해 느낀 점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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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축적>, 유리, 모래, 청사진감광액, 35x35x35cm, 2018.

  작품 2-2 (작품2의 2번째 설치)에서는 인위적인 층 조성을 하지 않
았다. 이전에는 액이 아래 층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감광액
을 첨가했기 때문에 모래가 용액에 흠뻑 적시지 않았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모래 전체에 용액을 적시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용된 감광 
용액의 양이 증가되었다. 이 때문에 감광액이 수조 바닥으로 모여 아
래쪽 모래는 용액 속에 잠기고 위쪽의 모래는 오히려 건조해 지면서 
층이 분리되었다.
  이 시도에서 생긴 층은 의도에 의해 조성된 층이 아니라 어쩌다보
니 일어나 버린 일이었다. 이것에 대한 본인의 일차적인 반응은 ‘작업
에 좀 더 용액을 많이 부었더라면 중간에 저런 층이 나오지 않지 않
을까, 다음에는 표면을 너무 정리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작업의 3번째 시도에서는 용액이 바닥에 몰리며 형성
되는 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수정했다. 작업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거스르기 보다는 작업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변화의 축적을 통해 시간을 인지하는 경험, 축적이 일어
난 현재에 보이는 과거의 결과물을 보면서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
는 지 유추하게 되며 그 순간 현재에도 멈출 수 없는 변화를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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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감각을 의도한다. 여기서 본래 의도했던 용액이 감광현상에 의해 
푸르게 변화하는 변화와 함께,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번지는 운
동이 작품에서 추가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모래가 수조 아래쪽은 감
광 용액에 잠겨 있고 윗부분은 퍼석하게 반 건조 상태였기 때문에 생
긴 차이점이다. 작품에서 우연히 생긴 층이 감광 현상에서도 물리적
으로 차이를 보였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 단면의 층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다.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의 속도가 본
인이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래에 적셔진 
감광 용액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에 더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다. 
작업의 원형이 되었던 햇볓 아래에서 한지에 진행한 청사진 작업 경
험에서, 시아노타입 용액을 종이에 바르고 햇볕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느낀 감각은 이 작업에서 진행되는 시간감각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경험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축적을 통해, 그리고 그림자의 경계를 
통해 ‘아,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현재, 현재, 현재가 발생하고 
축적되고 있구나’, ‘나는 항상 현재 속에 있는데 이것은 통제할 수 없
는 발생의 연속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현재 속에 그 결과가 그대로 누
적되는구나’ 하는 감각을 느꼈던 것이 어찌 보면 작업 시작지점에서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본 작업에서는 모래에 적신 용액의 햇빛에 대
한 반응 속도가 종이의 반응속도보다 현저히 느려 이러한 감각을 느
끼기가 어려웠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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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축적>, 유리, 모래, 청사진감광액, 30x30x30cm, 2018.

  작업의 세 번째 반복을 진행하면서, 먼저 작품 설치과정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물이 모래에서 골고루 섞이지 않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모이는 현상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이 때문에 모래와 용
액을 다른 용기에 미리 한 데 섞어 작품 수조에 붓고 상층 표면을 평
평하게 정리했던 2번째 작품과 달리, 작품 수조 내부에 미리 감광 용
액을 깔아두고 그 위에 모래를 부으면서, 쌓이는 모래의 모양을 그대
로 살렸다. 
  전과 달리 작품 윗면에 유리판을 덮고 가장자리 네 귀퉁이에 가볍
게 실리콘을 쏘아 윗면을 덮었다. 또한 전시 설치 장소에 햇빛이 들
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노광이 부족하여 작품 근처에 자외선 전
구를 설치했다. 전구를 전시장 바닥에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위치 이동은 자유로웠는데, 전시 기간 대부분 작품 왼편 조금 떨어진 
곳에 놓였다.
  이 작품은 설치 위치에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
치 장소에서 제작하는데, 이번에는 모래가 쌓인 모습에 의해 그러한 
특성이 강조되었다. 전시가 끝나고 옮기는 과정에서 모래 산이 완전
히 무너져 감광액 속에 잠겼기에 더욱 그렇다. 다만, 원뿔처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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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살려야겠다는 의도가 오히려 더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아쉽게 느껴졌다.
  이 작업은 설치위치에 자연광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의 결과가 다른 
두 작업에 비해 훨씬 더 느렸다. 전시기간이 끝난 후에 모래가 푸른 
색으로 변한 정도를 보니 앞의 두 작업보다 훨씬 연한 정도에 머물렀
다. 태양광은 하루 중 계속 방향이 변화하지만, 전등은 거의 전시장 
내에서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광원과 작품 사이의 
관계가 더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효과가 있었다.
색상의 변화를 감각하는 것은 지각의 영역이고, 이를 통해 그것이 시
간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축적임을 아는 것은 인지의 영역이다. 이 
작업에서 감각적 요소인 색상의 변화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의 축적
을 형상화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지는 시간적으로 짧은 폭 안
에서 감각하기는 어렵다. 가까운 거리에서 감각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감각과 인지를 시도하게 한다는 점이 작품 1 <잘 보이지 않는 
나>와 작품 2 사이의 공통점이다, 이와 같이 가까운 거리, 짧은 시간 
에서 감각하기 어렵지만 시각적 자취를 따라가거나 시간적 축적을 통
해 작업을 인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감각하기 어려운 ‘나’의 인지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유사하다.

2.2. 나와 타자의 관계에 의한 자기 인지

  나와 타자의 관계에 의한 자기 인지로 묶은 작업들은, 다른 사람이
라는 항이 추가된 상태에서 자신과 타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를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작업들이다. ‘타자’는 여기에서 여러 사람일 수
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다만 본인에게는 이러한 ‘타자’가 비록 
특정인은 아니지만, 다수보다는 단수에 가깝게 느껴진다. 이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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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타자가 ‘나’의 상대 항으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다.
  타자와 ‘나’와의 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서로를 볼 수 있는 존
재, 혹은 서로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 경계가 뒤섞이는 존재 혹은 
겹쳤다가 멀어지는 존재 등이다. ‘나와 타자의 관계에 의한 자기 인
지’항목에 묶은 작업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를 인지하는 양
상을 여러 사물이나 이미지에 빗대어 나타낸 것들이다.

2.2.1. 작품 3, <더 깊어지는 푸른색>

[작품 3] <더 깊어지는 푸른색>
청사진, 각목, 합판, 자외선 전등, 126x126x183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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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3, <더 깊어지는 푸른색>은 타인과의 관계의 양상에 대한 은
유적 작업이며, 보고 보여짐에 의해 발생하는 내면의 불가역적인 변
화에 대한 작업이다.
  <더 깊어지는 푸른색>은 내면에 감광지와 전구가 들어 있는 정입방
체가 설치된 약 180cm높이의 상자이다. 외부의 한 면에, 문 손잡이 
높이 정도에 내부의 전구를 켜고 끄거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광
기를 달았고, 조광기를 조작하면서 상자의 내부 변화를 관찰할 수 있
는 구멍이 눈높이 정도에 뚫려있다. 관람자가 전구를 켜면 내부 입방
체의 벽에 발라진 시아노타이프 감광지가 빛에 반응한다. 시아노타이
프는 빛을 쪼일 때 색이 푸르게 변화하므로, 이 작품에서 관람객의 
스위치 조작 행동은 작품 내부의 푸른색을 더 진하게 만든다. 

나를 관찰할 수 있는 타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존재, 타자일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
을 관찰할 수 없는 존재들은 타자를 관찰하고, 타자에 의해 관찰된다.
  물론, 서로의 내면까지는 관찰할 수 없다. ‘나’의 내면이 마치 블랙
박스처럼 타자에 의해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한 사실이
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보고, 더 잘 
안다고 느끼게 될 때가 있다. 상식적으로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을 
남이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나 
보다는 오히려 타인에게 나의 내면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느끼는 것이
다. 심지어는 혼자일 때는 무엇인가가 ‘비활성화’ 되어 있고, 관계 맺
을 타인이 있을 때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의 정신적 형태와 
이미지마저 관계 속에 있어야 확정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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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변화 앞에 놓인 나

  타인의 앞에 관찰의 대상으로 놓여진 작품은 ‘나’의 내면의 은유이
다. 전구를 켜는 스위치 조작은 작품의 내면을 관찰하려는 의도와 연
관된다. 작품은 형태에서 일견 사방이 막혀 있어 내면이 들여다보이
지 않을 것 같지만, 실은 관찰자 앞에 투명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기
다리고 있다. 타인은 작품(상징적 ‘나’)을 ‘관찰’하기 위해 전구를 켜
고 내면을 들여다보지만, 사실 그 행동에 의해 작품(나)의 내면을 변
화시키고 형성해 낸다. 시아노타이프의 변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관람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자신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
다. 알지 못하는 새 일어나고 의도치도 않은 이러한 변화는 무책임하
면서도 필연적이고 불가역적이다. 본인은 자신이 이제까지 타인과 관
계 맺으며 서로 보고 보임에 의해 일어난 변화가 이처럼 서로 의도하
지도 인지하지도 못함에도 필연적이고 불가역적인 형태로 일어났다고 
느꼈다.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

  이 작업은 타자와의 관계 앞에 놓인 ‘나’의 형태를 많이 드러내고 
있다. 타인과 자기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본
인이 가지고 있던 타인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그런 관계 속
에 놓인 자기가 어떠한지가 주로 드러난다.
  이 작업에서 ‘타자’는 빈 자리로서만 존재하고, 작업에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타자 앞에 놓인 ‘자기’의 구성요소이다. 
작업은 ‘타자’를 의식하고 있지만, 작업 속에 직접적으로 타자를 구현
하지는 않는다. 
  관람객이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멍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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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외면이고, 밝아지거나 어두워 질 수 있는 전등과 그 전등에 의
해 노광될 감광지는 작품의 내면이다. 돌아 보면 이 작업에서 ‘자기’
와 ‘타자’는 상호작용 할 수는 있으되 그 경계가 뚜렷하다. 또한, 타
자가 자신을 관찰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자신이 타자에
게 미치는 영향까지는 생각지 못한 채, 트리거는 외부에 있지만 결국 
내면 안에서 작용(빛)과 결과(청사진이 더 푸른색이 됨)가 모두 일어
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2.2.2. 작품 4, <속삭이는 나무>

[작품 4] <속삭이는 나무>, 디지털 비디오, 3000프레임, 
비디오 길이는 인코딩 fps에 따라 가변,2016.

  작품 4, <속삭이는 나무>는 나무의 이파리에 묘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몰년도가 서로 교차하며 명멸하는 이미지
의 3d 애니메이션 작업이다. 이 이미지는 독일 바이마르에서 방문한 
오래된 공동묘지에서, 한국식 무덤과는 다르게 큰 나무들이 묘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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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뒤 혹은 옆, 심지어는 묘 위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느낀 생
소한 정서에서 출발했다. 

[참고사진 1] Historical Cemetery, Weimar의 사진, 2014년 8월 본인 촬영,

  나무라는 개체와 묘비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본래 서로 개별적이
고 분리된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죽은 뒤 땅에 묻히고 나무가 그 위
에 자라며 해마다 새 잎이 나고 떨어질 때 이들을 구성하고 있던 신
체의 성분들은 서로 뒤섞일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경계의 해체는 마치 이들이 가졌던 분리된 자아가 
서로 경계를 잃고 뒤섞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이란 물질적으로 



- 23 -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경계를 가진 존재일 텐데, 물질적 경계가 살아
있는 생명 – 그 자체도 어떤 ‘자신’인 것 – 속에서 섞여가는 모습의 
상상은 정신적 경계마저도 사라지고 혼합되는 상황을 연상케 했다.

자타 경계의 뒤섞임

  자아상을 알아보기 위해 나무 그림을 그려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
하는 나무 검사(Baum test)7)가 있는 것처럼, 한 그루의 나무를 어떻
게 묘사하는가는 어떤 사람의 자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작업의 초기에는 나무가 여러 그루 모인 숲이나, 
나무 잎사귀의 변화가 잘 보일 수 있는 줌인-아웃을 보이는 영상을 
시도하였지만, ‘자아’와 연관된 은유적 감각을 살릴 수 있도록 화면 
중심에 그려진 한 그루 나무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이 작업은 죽음의 모티프가 강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타
의 경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작업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희미한 경계는, 내가 오롯이 그저 나라는 개체로서, 순수하게 ‘나’일 
뿐이고 타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끊임없이 살아있거
나 이미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뒤섞이고 있으며 자아의 
경계가 실은 명멸하는 빛의 잔상처럼 희미하다는 느낌이다.
  물질적으로 내 몸을 이루는 성분이 다른 생명체들을 먹어 흡수한 
성분들인 것처럼, 나의 자아를 이루는 성분들도 타자들의 삶과 생명
이 만들었던 정신적 성분들이라는, 나는 온전히 내가 아니라는 생각
을 하고는 한다. 심지어는 이 생각마저 타인의 생각을 받아서 하는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표제어: 바움⌒테스트, 검
색일: 2018. 5. 23. 

바움⌒테스트  [독일어] Baum  [영어] test
   <심리> 심리 진단에 사용하는 일종의 투영법 검사. 도화지에 연필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리는 능력, 나무줄기나 가지의 형태, 명암 따위의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심리 진단을 한다. [비슷한 말] 수목 묘사 검사ㆍ트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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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리라.

전제된 것은 자아의 고립이 아닌가

  한편, 자아의 경계의 불확실성, 자아의 뒤섞임과 명멸에 대해 상상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는 배경에는 고립된 자아에 대한 관
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듯, 작업의 결과
인 화면도 잎의 명멸을 알아차리기 전에는 그저 고립되어 가만히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형태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작업에
서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의도한 주제인 ‘자아의 뒤섞임’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게 만든 ‘자아의 고립’ 또한 중요한 전제였던 것
으로 보이며, 이는 작업 결과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작업 결과에 대한 주관적 경험 

  이 작업을 설치할 때, 만일 적절한 공간(다른 작업들로부터 독립된 
일정 크기의 조용한 공간)이 주어지면 본인은 이 작업과 함께 낡은 1
인용 나무 의자를 작품 맞은편 구석에 설치하고는 한다. 본인은 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보다 말다 하면서 멍하니 있거나 책을 읽는 것
이 마음에 들었다. 이 작업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종이 위의 텍스트
에 대한 시각적 선호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햇볕 좋은 날 나무그늘에서 책을 읽으면 시원하고 기분 좋을 것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가 보면 주변이 너무 밝아서 눈
이 아프고, 진딧물이 수시로 떨어져서 책갈피 사이에 끼는데다 꿀벌
까지 날아와 마시고 있는 음료에 들어가기도 한다. 반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속삭이는 듯한 나무의 이미지와 흰색 전시장
의 시원하고 단정한 느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본인이 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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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마음에 들어 한 요소들이다. 이 세팅에서 작업과 함께 시간
을 보낼 때 본인은 ‘너는 거기,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어’라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에서 ‘너’는 이 작업이지만, 반대로 ‘나’가 작업이고 ‘너’
가 본인일 수도 있다.
  이는 이전 작업인 <더 깊어지는 푸른색>을 본인이 온전히 본인 자
아의 대유물로 본 것과는 다른 경험이다. 이 작업의 ‘나무’는 본인 자
아의 대유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와 ‘타자’의 중간 쯤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로 느껴진다.
  작품의 이미지와 작품설치 결과에서 본인이 느끼고자 하는 경험은 
조용히 존재하는 것이다. 본인이 작업에서 정말로 원한 것은 타인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내적으로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리와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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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작품 5, <나-너>

[작품 5] <나-너>, 복합재료, 가변설치, 2017

전시 전면부

[작품 5] 전체 전면부 우측 부분

  작품 5, <나-너>는 본인의 작업이 자기 자신의 인지에 대한 문제에
서 출발했지만 결국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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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인지와 자신과 타인의 경계
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작업에서는 사물들을 공간 속에 배
치하며 각 사물에 은유적 의미를 부여하고 배치된 사물 사이에 관계
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부분 1, 작업의 전제

[작품 5, 부분 1] 비트겐슈타인 ≪논고≫ 5.6331

 
  <나-너> 부분 1은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고’의 일부분을 인용
해 벽에 표시한 것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요컨대 시각은 가령 다음
과 같은 형식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명제 아래에, 눈이라는 표시가 한 
귀퉁이에 포함된 물방울 모양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업에서  
굳이 독일어본을 사용한 것은, 작품의 관람자가 대부분 한국인일 것
이고, 독일어가 본인에게 생소한 만큼 관람자에게도 생소하다면 직접
적인 의미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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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논리-철학 논고 
(비엔나 TS 팩시밀리본 45페이지 우측면)8)

  본인은 이 글에 대해 ‘시각이 자기 자신을 관찰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 
또한 자기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기에 인간의 자기 인지
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자기를 볼 수 
있는 역할은 타인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
해 타인과의 관계가 필수적이게 된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작업에서 일종의 대 전제로 기능하지만, 혹시 
이러한 전제의 제시가 의미를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다. 직접 의미 전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서
도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한쪽에 놓기 위해 부분 1을 
독일어본 이미지로 작업했다.
  부분 1은 위치상 벽에 투영된 ‘나’ 글씨(부분 2)와 가깝다. 이러한 
배치를 한 이유는 작업의 건너편의 주차금지 표지판 인형 부분이 물
체와 물성을 이용한 표현이고 ‘나’는 글자 기호이기 때문에 서로 더 
가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8) Wittgenstein Source Bergen Nachlass Edition (WS- BNE), (2015-)  Edited by the 
Wittgenstein Archives at the University of Bergen under the direction of Alois 
Pichler. In: Wittgenstein Source (2009-). (N) Bergen: WAB. 
http://www.wittgensteinsource.org/BFE/Ts-203,45r_f,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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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2, ‘나’의 프로젝션

[작품 5, 부분 2] ‘나’의 투영과 필터링

  <나-너>의 부분 2는 앞에서 다룬 작품 1 <잘 보이지 않는 나> 를 
변형하여 흐릿하게 처리한 이미지와, 여기에서 글자 부분이 ‘나’와 
‘너’를 교차하며 변화하는 이미지를 돌아가며 벽에 비스듬하게 프로젝
터로 투영하였다. 
  이미지를 투영하는 기본적인 도구는 약 3500안시의 프로젝터이지
만, 이 앞에 구식 오버헤드 프로젝터의 필름 올리는 유리판을 배치했
다. 유리판에 원형 홈이 있어 렌즈 효과와 프리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젝터 앞 바닥면과 벽면에 ‘나’(때로는 ‘너’)라는 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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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보이는 흐릿하고 왜곡된 격자가 건너편 벽면에 투사되었다.
  부분 2에서는 무엇인가를 통하여, 때로는 과거의 자신, 때로는 다른 
존재를 통하여, 또는, 통과하여 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작업 설치에서 프로젝터를 가리지 않고 꺼내 두고, 한 프로젝터
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다른 오버헤드 프로젝터라는 두 개의 존재를 
가까이에 놓고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내는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
었다.
  자기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자기라고 인식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는 타인을 통하여, 그에 비춘 모습을 통해 
자신을 관찰할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시간을 통과하여, 현재 속에 
있으면서 행위하는 나를 바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단 기
억하고 과거를 통해 나를 인지할 수 있다. 

[작품 5, 부분 2]  투영된 이미지 중심부에 렌즈 효과로 모이는 빛

  부분 2에서 본인은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유리판의 굴절에 의해 
무지갯빛으로 분광되어 투사되는 것이나, 프로젝터 전구의 중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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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프로젝터를 벽에 곧바로 비추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 – 
유리 필터를 거쳤을 때 오히려 벽면에 한 지점으로 밝게 모이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본인에게 마치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
고 믿으며 볼 때와는 다르게 ‘곧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엇인
가를 통해, 굴절되어서 본다는 조건 하에서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
들에 대한 암시로 다가왔다.

부분 3, 겹쳤다가 다시 멀어지는

[작품 5, 부분 3] 서로 겹쳤다가 갈라지는 두 갈래의 흰 천과 주차한계구조물

  부분 3은 흰 천 두 장을 가벽에서 서로 겹쳐지지 않게 드리우기 시
작하여, 꺾어지는 부분의 각도에서 일부가 겹쳤다가, 다시 갈라지며 
완전히 겹치지 않게 된 부분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진입 한계용 구조
물을 올린 것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나, 혹은 나와 타자 사이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우연한 각도에 의해 겹쳐져 시작되었다가 다시 
끝나가는 과정을 상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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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3은 전시의 중심부에서 전체 전시 요소들의 관계를 핵심적으
로 정의하는 요소이다. 이 부분의 양 옆에 빛을 스스로 발하는 부분
들을 배치하였는데, 부분 3은 이들을 맞닿게 해 주면서도 가로막는 
역할이다. 각각의 부분 오브제들은 각기에게는 ‘나’이지만 서로서로에
게는 타자일 것이다. 이들이 서로와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부분 
4의 역할이다.
  검은색 주차블럭은 물리적으로는 두 천의 위치가 전시기간동안 움
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도 있지만, 주차블럭을 통해 천을 전체적
으로 동일하게 놓인 물체가 아니라, 가벽 상단부는 시작점으로, 이로
부터 진행되는 시간적 진행, 주차블럭 지점은 끝지점, 한계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삶이나 관계에 끝이 있기 때문에 작업 이미지
가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이미지보다는 더 이상 겹쳐지지 않는 지점
에서 명확한 한계선을 그었다.
  이 부분은 전시 <나-너>가 자기 인식에 대한 작업에서 자기와 타자 
사이의 관계로 관심사가 이동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
전의 작업들은 작업 자체에서 타자는 일종의 공란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 존재의 자리만 있었는데 이 작업에서는 나와 타자
가 둘 다 물리적으로 동등하게 구현되어 있고, 작업의 핵심은 각각이 
아니라 둘의 겹쳐짐과 멀어짐이기 때문이다.

부분 4, 그대로 드러난 것

  부분 4는 위의 작품 3, <더 깊어지는 푸른색> 안에 들어가 있는 전
등을 콘크리트벽돌 2장 위에 설치한 것이다. 본래 나무합판 박스 속
에 설치되었던 작업요소이기 때문에 작업자 본인에게 이 배치는 겉 
껍데기가 제거되었거나 그대로 노출된 느낌을 주었다.
  이 전등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함께 방사하고 빛과 열이 많이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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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절기 동물 축사에 난방 및 햇빛 대용으로 사용하는 전구이다. 
이 때문에, 보고 있으면 눈이 많이 부시고 망막에 잔상이 금방 생긴
다. 다른 작품인 <더 깊어지는 푸른색>에서 본래 청사진을 노광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자아’를 의미하는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상징성을 부
여하고 이 작업에서 일종의 단어처럼 선택되어 전시되게 되었다.

[작품 5, 부분 4] ‘더 깊어지는 푸른색’에 들어있는 전등

  이 조명은 작업 부분 2와 함께 부분 3을 사이에 둔 대칭 관계를 형
성한다. 둘은 모두 빛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부분 2는 흐릿하고 간
접적이지만 부분 4는 날것으로 직접적이다. 직접 노출된 조명은 조광
기 없이 설치되어 매우 밝아 직접 바라보기 어렵다. 조금 오래 바라
보면 생기는 눈의 잔상은 시야 속에 짙은 색감의 반점을 만들어서 전
등을 거의 관찰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린다. 시야의 한계는 눈으로 볼 
수 없다지만 의외로 시야에 눈에 보이는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마치 극한 환경에서 촬영하면 카메라의 성능을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그냥 노출되어 있음에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 4는 마치 부분 1 비트겐슈타인 논고 그림의 
‘눈’같은 역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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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분 4는 아래의 부분 5와 인접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타자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부분 5가 경계 속으로 숨어들어가며 자
신을 은폐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분 4는 오히려 반대로 부
담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분 5, 침범할 수 있는, 혹은 없는 어두운 경계

[작품 7-부분5] 주차금지 표지판, 타르, 비닐

  부분 5는 주차금지 표지판과 방수용 타르를 이용하여 ‘나’의 심리적 
의 영역을 표현한 것이다.
  주차금지 표지판을 굳이 사람과 동물 그 사이 어중간한 모양으로 
만든 것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든 이유는, 무생물의 
모습인 표지판보다 생물 형태에 가까운 주차표지가 심리적으로 더 차
량으로 부딪치기 꺼려지기 때문 아닐까? 본인은 이러한 주차금지 표
지판 형태에서 개인의 심리적 공간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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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어떤 영역에는 분명 타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
다고 느낀다. 이러한 영역을 타르소재 도료로 표시하였다. 타르의 검
고 끈적한 성질, 매캐하고 머리아픈 냄새, 잘 건조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 등이 본인에겐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침범받고 싶지 않은 영역처럼 느껴졌다.
  타인에게 관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을 가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 이내로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한계 내부 공간과 자아가 어찌 보면 동일하
다고 느껴, 주차금지 표지판 인형과 이 영역 모두를 동일한 타르도료
로 도색해서 배치했다. 이러한 동일한 도색은 경계 내부와 자아의 동
일성이기도 하지만, 자아를 숨기기 위한 카모플라쥬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작품 5, 나와 타자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펴 본 작품 5 <나-너>는 전체적으로 자기와 타자의 관
계 속에서, 겹쳐짐이 시작되고 끝나가는 사이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나’가 타자를 통하여 자신을 관찰하고, 타자 앞에서 
자신을 노출하거나 숨기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며 자신과 타자
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전 작업에서 나와 타
자의 관계는 작업에서 중심이 아닌 ‘나’를 보는 통로나 주변의 역할에 
가까웠는데, 이 작업에서는 관계 자체가 작업에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중심에 놓여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전과는 
달리 ‘관계’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작업이 다른 작업과 성격이 달라진 이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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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세계9)의 관계에 근거한 자기 인지

  ‘나’는 타자와 일대일 관계만 맺지 않는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
가는 세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세계 속에서 ‘나’의 
위치, 역할, 관계를 살펴보고 조정하는 시도를 통해, 즉 나와 세계의 
관계를 통하여 보는 자기 자신은 자기 인지의, 어찌 보면 가장 기초
적인 부분이다. 이는 나-타자 관계의 확장이면서도 그 의미가 같지 
않다. 나와 타자는 일대일 혹은 일 대 다의 관계이지만 나-세계의 관
계는 일 대 구조 관계이다. 하나, 둘, 혹은 여럿의 인간과, 그들이 이
룬 구조는 질적으로 같지 않다. 나라는 인간이 인간적으로 대면하며 
교류할 수 있는 타인들은 상호 동등한 관계를 가지지만, 사회 구조는 
주어진 조건, 외부 세계로서 일종의 달걀 껍질처럼 나를 완전히 둘러
싸고 있다.
  이러한 나-세계의 관계에 근거한 작업들은 자기 인지 자체에 대한 
작업이기보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보고 반응한 일들의 산발적 
집합에 가깝다. 이를 통해 접근하는 내용 또한 ‘자기 인지’가 무엇인
가보다는 그저 인간 개인으로서의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논문에 포함시킨 것은, 우선적으
로 이러한 작업을 본인이 해 왔음이 명백하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
에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인지의 방법에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개념적인 자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며 현재 속에 존재
하는 인간인 이상 ‘나-세계’의 관계는 자기 인지의 현실적 토대다. 

9) 여기에서 세계는 물리적 세계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어떤 구조를 
이루어 살아가는 세계, 즉 사회의 의미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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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작품 6, <전시용 보드 이용 안내>

[작품 6 부분1], <전시용 보드 이용안내>, 수집품, 크기 다양, 2013-2016년경

  <전시용 보드 이용 안내> (2013-2016)는 대학에 다니면서 경험한,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 개진의 장이었던 ‘중도터널’이 포럼으로서의 성
격을 잃어간 사건을 기초로 한 작업이다.
  중앙 도서관을 가로질러 학생회관과 인문대학을 잇는 통로는 2000
년대 초반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교류하는 공간이
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통로 리모델링 공사 후 스텐레스 전시벽이 
설치되었고, 해당 공간에 무엇인가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서관
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공간 운영이 변화되었다. 이후 중앙도
서관 통로에는 대자보가 더 이상 붙기 어렵게 되었고, 정치적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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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잃었다.

제도 내에서의 행위란 무엇인가

  이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진행했던 <승인, 승인불가>(2012)를 참고적
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승인, 승인불가>는 중앙도서관 이용안내문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인용”이라는 
문구의 ‘승인’이라는 표현에 집중한 작업이다. 어떤 게시물을 ‘승인’한
다는 것은 어떤 게시물은 ‘승인 불가’하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다. 중앙도서관 게시판 이용 신청을 해서, 해당 날짜에 ‘승
인’이 인쇄된 광고지를 게시판에 연달아 붙이고, 게시판 아래 바닥에
는 ‘승인불가’가 인쇄된 같은 종이를 붙였다. 본래 계획은 게시판 전
체를 모두 도배하는 것이었는데, 공간 임대 첫날 저녁 약 가로 5m 
범위 정도를 도배하듯 붙이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작업하러 돌아오니 
게시물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본인은 그에 대해 중앙도서관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승인, 승인불가>가 미
술 작품의 영역에 비교적 ‘안전하게’ 머무른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상
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작업이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해프닝에서 본인은 어떤 미술 작업 행동에 대한 책임, 미술작품
이 금지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배제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제
도적 장치에 따르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중앙도서관 전시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행정실에 가
서 임대한 것은 이 공간의 제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행위였다. 
그럼에도 설치중이던 작업이 철거된 것은, 본인이 작업 중 ‘본인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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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 공간을 임대하였으며, 여기 붙인 이 종이들은, 혹시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일단 작품이다’는 안내를 게시하지 않아 미술, 예술이
라는 형태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의외이거나 불편해도 용인하고 
넘어가는 사회적 관례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도 바깥의 행위를 해 보기

  작품 6, <전시용 보드 이용안내>는 게시판 가장자리에 붙어있던 전
시용 보드 이용안내문을 한 개씩 떼어와 보관한 것이다. 이 작업은 
긴 시간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승인, 승인불가>
에서 철거에 대한 문제제기와 쟁점화를 회피했던 것처럼, 본 작업에
서도 모든 안내문을 일시에 철거할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이슈화
(직접적으로는, 범인색출)를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전시용 보드 안내문을 제거하자, 처음 몇 번은 기존에 게시되었던 
전시용 보드 이용 안내 파일을 그대로 새로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안
내서가 다시 붙었고, 그 다음 해에는 전시용 보드 이용안내문을 수정
했다. 이 때문에 전시용 보드 이용 안내 중 동일한 내용의, 색이 바랜 
정도만 조금 다른 안내문 2 세트가 존재하며, 이후 변경된 안내문은 
1개만 수집해 왔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안내문 한 장이 있다.
  작품 6, 부분 2 도판에서 이러한 변화된 공간 대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2013년 말에 부착된 지침으로 보이지만, 본
인이 중앙도서관에서 이 안내판을 떼어온 것은 2016년 4월경이었다. 
2016년도까지 2014년의 안내판이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어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 정도 옛날이면 상관 없겠다, 이제 
다시 인쇄 할 때도 됐지’하며 다소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공간 이
용 안내문을 제거하는 행위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
분이 들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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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대여 안내문의 변화

  바뀐 안내문에는 이전과 달리 포스터보드 대여 및 사용에 있어 상
당히 상세한 사용 지침이 포함되었다. 특히 공간 대여 방법이 변화한 
점이 여러 모로 눈에 띈다. 먼저 공간 대여 기간이 2주일까지였던 것
이 10일 이내로 짧아졌다. 또한 기존에는 전시 공간 전체를 한 개인
이나 단체에 한번에 임대했던 것을 바꾸었다. 포스터보드를 두 개의 
큰 공간과 한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큰 공간(각각이 약 15m 이
상)은 기존과 같이 대여하고, 약 3m정도 폭의 좁은 공간은 자유롭게 
게시물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예약한 내용과 상이
한 작품을 전시한 경우 등에는 전시물 중도 철거가 가능하며 이후 
180일간 예약이 불가하다는 벌칙규정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러
한 벌칙규정은 이전에 작업을 진행하며 공간을 대여할 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작품 6 부분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벽10) 사용 지침 변화 중 
일부는 공간을 분할하고 대여 기간을 짧게 변경해 보다 많은 주체가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하여 중앙도서관 터널 리모델링과 전시벽 설
치에 의해 억압된 의견 표현의 자유를 일정 정도 해소시켜 주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예약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해 게시물에 대한 

10) 안내문에 의해 ‘포스터보드’, ‘전시용 보드’가 혼용되어 지칭된 공간. 이러한 용어 선택에
서 공간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포스터는 대자보를 치환한 표현
으로, 단어를 치환한다는 선택에서 공간 성격 전용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으며, ‘전시용 보
드’는 이 공간을 동아리 사진전 등 전시벽으로 사용하게 하며 의도한 공간 성격을 보여주
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공간 성격을 기존의 정치적 포럼에서 탈 정치적 공간으로 바꾸
고자 한 모종의 주체가 ‘전시’라는 용어를 굳이 선택한 것이 본인을 무척 씁쓸하게 한다. 
언어 공동체가 ‘전시’라고 지칭하는 행위들이 정치적, 현실적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자보가 사회에서 실질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 달리 전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용어가 위와 
같은 쓰임을 얻었을 것이다. 혹시 이렇기 때문에 예술전시의 틀 안에서 보통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들이 일단은 용인되고는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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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감시를 강화한 측면도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벽 
공간을 일부 할애하였지만, 그 공간의 넓이가 생색내기로 보일 정도
로 매우 협소하여, 오히려 우습게 보이기도 하였다.

[작품 6 부분2] 내용이 변경된 ‘포스터보드 사용지침’, 2016년 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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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행위는 세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안내문을 처음 제거할 때 본인이 내심 기대했던 것은, 공간의 성격
에 대한 감시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통제된 공
간을 침범하기 시작하고, 어느 새 공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
이었다. 작업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 전시공간에 대자보가 붙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포스터 보드 사용 지침을 제거한 행위
는 통제가 더욱 체계화되게 하였고 통제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앙도서관 전시벽에 자보
가 붙었던 대표적 사례로 2013년 12월경 중앙도서관 전시벽에 게시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있었다. 이때 전시 벽에서 자보가 철거되기도 
하였는데, 이후 벽에 붙은 해명 게시물에 따르면 이러한 철거 사태는 
중앙도서관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은 자보 게시 기획자의 책임
이며 같이 자보를 작성한 학우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였다.

 

[참고사진 2] 중앙도서관 자보 철거에 따른 해명문, 2013년 12월 본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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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3] 대자보를 통한 학생들의 상호작용, 2013년 12월 본인 촬영.

  이 때 전시벽 일부를 자보 기획자들은 학우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기
를 권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전시 벽을 자보 게시용으로 개방하였는
데, 이때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보를 써서 붙이기도 하며 소통하는 모
습을 보였다. 부착된 빈 전지에 본인또한 공간 대여 시스템에 대한 
소회를 적었는데, 며칠 후에 보니 누군가가 밑줄을 쳐 두어 신기한 
기분이었다. 위의 이러한 일들은 본 작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
지만 작업을 진행하던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기록해 둔다.

  [작품6]에서 본인이 사용한 작업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
여 주는 사물을 작업 대상에서 분리했다. 이는 사용지침 안내문을 그 
배경에서 분리해 냄으로써 안내문 자체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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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개인적 작업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공간 성격
에 개입하고자 했다. 행위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우연적인 관계만
이 존재하였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간 성격에 개입하고자 한 행
위 자체는 이 작업에서 중요한 작업 방식이며 세계와 나의 연관관계
에 대한 탐색행위였다.

  셋째, 지속적으로 공간을 관찰하고 작업대상의 수집행위를 하면서 
공간 성격 변화를 관찰하였다. 1년에 약 2개의 안내판을 떼어오는 정
도의 간격으로 3년정도 지속된 이 작업은 행위의 반복과 결과의 관찰
이 작업 방식에서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작업에서 자신과 사회 사이의 관계 조정 시도는 순탄치 않았다. 
실질적으로 볼 때, 세계의 조건은 나의 행동에 의해 일부 세부사항이 
변화하기는 해도 큰 흐름에서 그 의도까지는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에 비교적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던 공간에 대한 제어방식이 
작업과정을 거치며 점차 정교하고 표면적인 통제로 드러난 점은 변화
의 단초로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대자보를 통한 정치적 소통행
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사회관계망에 의해 대체된 상황에서 포스터보
드 사용지침을 제거하는 것이 사라진 소통방식과 공간 성격을 복구하
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작업이 멈추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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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작품 7, <오만원>

 

[작품 7] <오만원>, 오만원권 화폐, 금박, 판넬, 종이, 50x50x6cm, 2015.

  작품 7, <오만원>은 사회 시스템 속 통화의 역할과 물신화를 다룬 
작업이다. 앞 작업에서 제도가 용인하지 않는 행위인 안내문 제거하
기를 통해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에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화폐 훼손을 통해 세계와 나
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교환가치를 통해 그 가치를 보장받는다. 
지폐 오만원권의 경우 그 교환능력, 지불능력은 액면가인 오만원이지
만 지폐 자체의 물질적 효용가치는, 특수지 비용이나 홀로그램이 붙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일반적인 종이 한 장의 가치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되며, 지폐의 가치를 보
증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경제 시스템이다. 특히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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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도는 지폐를 정화(正貨)로 교환하기 위한 본위화폐 - 즉, 금
(金) - 를 발행 액면가만큼 확보하지 않고 발행한다. 지폐를 기능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의 교환능력이지만, 이를 존립시키는 것은 국가
권력이다.
  대한민국에서 화폐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다. 구 10원
주화처럼 화폐의 액면가치보다 실질가치가 높을 때 그 실질가치를 국
가가 아닌 개인이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지만, 많
은 사람들이 화폐 훼손을 마치 그 자체로 비윤리적 행위인 것처럼 비
난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11)’하는 것은 자유 경제에서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개인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이다. 금속화폐 훼손
을 중심으로 보면,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개인이 모인 
사회가 자연스럽게 상호이익의 증대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자유주
의 경제이론의 핵심적 가정이므로, 주화 훼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어떤 의미로는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원리와 배치된다.

화폐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 예시12)

11) 토머스 그레샴(1519-1579)의 경제 이론으로, 실제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은 양화와 실제 
가치가 액면가보다 떨어지는 악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지불할 때는 실 가치보다 액면가가 
높은 악화를 이용하고 양화는 금속 궤를 만들기 위해 용해해 버리거나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유통에서 양화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박은태, (2011), 경제
학사전, 경연사, 표제명 ‘그레샴의 법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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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로서의 화폐 훼손

  화폐 훼손은 일종의 금기다. 사실 동전을 녹이는 금속업자를 향한 
실질적 비판보다는, 지폐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개인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본인은 초등학교 때 ‘도덕’과목을 전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분이 화폐에 낙서를 하면 안된다, 나쁘다
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떤 이는 지폐에 낙서나 
메모를 해 훼손한 사진을 모아 인터넷에 올리며 의식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돈을 접어 꽃 장식을 만든 유명가수에게 SNS에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종류의 지폐 훼손은 그 화폐의 금속 
실물 가치를 이용하려는 시도와는 차이가 있고, 이를 비난하는 이유
도 앞에서 본 동전 사례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본인은 화폐 훼손의 
불법성과 도덕적 비난에서 화폐를 존립케 하는 것이 국가권력이기 때
문에, 화폐를 국가권력의 상징물로써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화폐가 국가권력의 상징물이라는 심증은 오만원권 신권이 발행되던 
당시 쏟아진 인물 선정에 대한 관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단순히 
화폐가 교환을 위한 식별물의 역할만 가진다면 화폐 도안의 인물에 
관련하여 그처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도안에 선정되는 인물의 성별, 역사적 발자취, 초상의 인상 
표현 등 각각의 세부사항에서 당시의 국가권력이 대중에게 각인하고

12)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화폐 문제" (http://www.dogdrip.net/34606993, 커뮤니티 
사용자 lee509가 2013.07.07.작성한 문서를 2018.07.03.발췌)

해당 문서의 텍스트 내용:
중국에서 지폐가지고 장난찬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서 저렇게 끌려갔다고 함. 하지만 우
리나라는...간단한 낙서 부터....심한 낙서 까지...한 때 유행했던 지폐접기 흔히 종교지폐라
고 불리는 지폐 뉴스에도 나온 반쪽 지폐 개가 먹은 오만원 지폐 이렇게 해서 폐기된 돈
은 매년  약1조8359억원 정도 된다고 함 돈도 돈이지만 화폐는 그 나라의 얼굴인데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망신임 그러니까 개드립 유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
국 모든 국민들이 더이상 저런 지폐들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해 주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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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했던 가치들의 요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화폐를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식은, 돈의 
‘자본주의의 꽃’으로서의 위치에 근거한 성격도 있지만, 화폐 기능의 
배경이 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숭배를 윤리적 가치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업으로서의 화폐 훼손

   이 작업에서는 오만원권을 직접적으로 작업의 재료로 사용함으로
써 지폐에게서 화폐의 교환기능을 제거한다. 또한 지폐에서 직접적으
로 인격적 숭배의 대상으로 상징화 될 수 있는 인물초상에 24k 금박
을 덮어 훼손했다. 금은 그 자체로서 본위화폐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종교적 숭배의 대상에 입혀지기도 한다. 금을 입히는 행위는 보통은 
숭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이 작업에서는 지폐, 나아가서는 
국가권력 우상화를 노골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본인은 이 작업에서 돈이 최대한 허술하게 작품에 부착되어 보이도
록 돈의 네 모서리를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이 작품을 작품으로 볼 것인지 또는 화폐가치로 볼 것
인지 갈등하고, 은연중 작품을 훼손하고 그 안의 돈을 훔치고자 하는 
욕구가 느껴지게 하도록 노력했다. 이 작품은 전시기간 중에는 훼손
되지 않았지만, 출입 인구가 다소 있는 공동 작업실에 보관 중 오만
원이 작품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작품은 초기 제작 과정
에서 인물에 금박을 입힌 버전, 인물을 포함한 오만원권 전면에 금박
을 입힌 버전, 오만원권 후면에 금박을 덕지덕지 조금만 입히고 전면
에는 그대로 둔 채 나무판에 문구용 풀로 접착한 버전(다른 버전은 
후면을 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이 버전의 화폐 훼손 
정도가 가장 심하다)의 세 가지로 제작되었는데, 가장 떼어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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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면에 금박을 입히지 않은 마지막 버전의 작품만 돈이 도난당했
다. 이 때문에 이 작품에는 얇게 찢어진 화폐가 한 조각 남아 나무판
에 붙어있다.
  이 도난을 통해 작품에서 오만원권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가 현실화
될 수 있었다.

 <오만원>에서 본인이 사용한 작업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 대상을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시켰다. 통화의 역할과 물
신화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형태의 통화 중 지폐의 훼손을 
다루기로 작업 대상을 한정지었고, 지폐를 교환가치라는 사용 맥락에
서 분리시켰다.

  둘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종교적 상징을 차용했다. 지폐의 초상에 
금박을 입히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연등지
를 주변에 부착했는데, 이는 기존의 종교적 이미지에서 차용한 것들
이다. 

  셋째, 사물의 본래 형태나 위치를 변형함으로써 불편한 느낌이 들
도록 유도했다. 지폐를 작업에서 재료로 사용하면서 인물을 가리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등 의도적인 훼손 행위를 통해 관람객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종교적 숭배와 관련된 사물을 차용하면서도 이를 높은 
곳이 아닌 ‘바닥’에 위치시킴으로써 숭배의 맥락을 변형해 불편함을 
느끼도록 의도하였다.

  <오만원>은 화폐의 초상과 숭배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불편함을 일
으키도록 변형하는 방식으로 다시 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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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연등지 자체의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와 연꽃이 담는 ‘청
정’에 대한 함의, 연꽃이 연못에서 피어나는 것과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작품 형태 배치 때문에 의도한 것 보다 불편함을 덜 유발하
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작품을 통해 화폐를 왜 훼손해서는 안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나, 작품에 사용된 화폐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
망을 유발하고자 하는 면이 서로 잘 양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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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을 통한 자기 인지 가능성 탐구

  본인은 ‘나’에 대한 인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
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며 작업
해 왔다.
  자신을 직접 인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인간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해한다. 본인은 작업을 하는 과
정과 작업하고 난 결과물을 보는 일을 통해 이러한 자기 인지가 어떻
게 가능한지, 그 조건과 형태를 탐색하고자 했다.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기가 가졌던 
의도나 생각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거나 잘못 드러나는지 관찰하
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본래 자기가 자신이나 자기 작업
에 대해 이해한다고, 의도했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상 자기가 한 일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본래 
작업 목표였던 자기가 자기 인지를 완전히 할 수 없음을 어떤 면에서
는 입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의 내가 자기를 탐색해 나가는 일로, 어찌 할 수 없이 귀결되기도 한
다.
  예술이 진리 탐구의 형식이라고 할 때, 여러 맥락과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 본인에게 그것은 마음속에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런 답들이 많은 
경우 작업을 통해 먼저 나타나지만 생각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사후에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논문에서는 서술의 순서를 직접적 자기 인지의 가능성과 한계, 타
자와의 관계를 통한 자기 인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통한 자기 인
지의 순서로 풀었지만, 실제 본인의 작업들은 오히려 대체적으로 그 
반대의 시간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대학원 진학 초기에 사회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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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의 위치를 탐색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그 와중에 타자와의 
관계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작업들이 병행되었으며, 작업을 통한 직접
적 자기 인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표현은 나-타자 관계의 작업이 
진행중일 때 함께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진행된 작업들이다.
  여기서 다룬 ‘나’의 인지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작업들 중, 가장 확
장된 영역의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었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기초적
인 답변에 가까운 작업들이 오히려 가장 최근의 작업이라는 것은 논
리적 사고의 순서를 역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역행은 여러 작업들을 
놓고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업의 진행에 있어
서도 먼저 질문과 작업 행위가 있고 사후에 작업을 조정하거나 반복
하는 과정이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업을 조
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논리
적 사고의 순서를 역행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지의 문제는 본인에게 벗을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는, 자
신에게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끼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다루어 보기는 무척 힘겨운 문제였다. 자신에 대한 직관적 관
찰, 직관적 확신을 믿지 않다 보니 ‘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
이 무척 어려웠다. 이 때문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본인의 그 때 그 순간의 반응들에서 작업이 시
작되었던 것 같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자신에 대한 간접적 관찰이 어
느 정도 시간적으로 축적되고 나서야,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일대
일의 타자와의 경험들과 그 경험에 대한 작업들도 축적되고 나서야, 
자신을 본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혹은 없는
지) 시도해 보게 된 것 같다.
  만일 ‘내’가 감히 자기 자신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
은 마치 신과도 같은 앎일 것이다. 그렇기에 ‘나’에게 ‘나’에 대한 앎
은, 그러한 직관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인간인 내가 외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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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정보들에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하듯,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어둡고 알 수 없다는 것이 본인에게
는 사실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닌, 경험적으로 주어진 상태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본인이 가장 먼저 손에 잡을 수 있었던 자신에 대
한 정보가, 순간 순간의 현실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파편적이고 통일되지 못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회 현실에 대한 반응의 
작업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현재 나-타자의 관계에 대한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작업들이 과
연 그러한지는 실은 의심스럽다. 진행된 작업에 대한 인위적인 묶음
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작업들이 실은 나와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유한성, 불가역성, 현재, 나의 어떠한 경계에 대한 작업
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지, 논문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
와 어찌 보면 동어반복이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나’를, 그 의도나 
의미를 나 자신이 알고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어쩌
면 단순히 직관력이 부족한 본인의 문제, 자신에 대한 직관을 갖춘 
다른 사람들 (타인의 내적 능력이니 본인은 알 수 없다)은 결코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도, 한편으로 나와 타인이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동일한 인간적 조건 
속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내가 겪는 문제가 아마도 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소망을 한켠에 두고 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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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lf-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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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s described here originated from my experience of 
the limitations of self-cognition.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knowing myself, I came to the idea that one can not think of 
oneself intuitively. It seemed that human cognition is difficult 
to target oneself. Nonetheless, through life, people gradually 
realize themselves and can even reach understanding about 
themselves. It has long been an important question for me 
how self-awareness can be achieved.

Because I could not have direct access to myself, my work 
began with responses to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After the accumulation of these works, which can be called 
indirect observations of oneself and looking at oneself 
through the window of relationship with others, wor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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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oneself' could be attempted. In this paper, these 
work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ossibility and limit 
of direct self-cognition, self-cognition b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and self-cogni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I.

The works classified as ‘possibility and limit of direct 
self-cognition’ describe that the difficulty of recognizing 
oneself is similar to the limits of visual perception. There is 
a gap between the sense of the eye and the cognitive 
sensation when you see an image that causes illusion or has 
a slowly changing tone. Such a gap makes the basis of 
cognition uncertain; even if an object is in front of the eyes, 
it is not obvious that we can see and know about it. 
Through these difficulties of sense and cognition, I tried to 
implement the difficulties of self-recognition indirectly.

The works categorized as 'self-cognition b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are the works that deal with the possibility and 
the patter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s, and 
the self-cognition through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is indispensable to self-awareness, because one can 
indirectly observe oneself through the eyes of others in the 
interac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and others. 
These works figure the self-cognitive process occurring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s based o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symbolic meanings of objects. 
These work began with works centering on self in front of 
others, but gradually changed into works on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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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elf.

The works categorized as 'self-awarene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world' were characterized by 
indirect self-observation based on the reaction to the world 
and attempt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oneself. As part of the response to the influence of the 
world, especially the structure of human society, I have tried 
some of the activities restricted by society within the 
framework of works of art. These works weigh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that I and the world have on each other. 
Through this, I tried to discover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my role in the world.

Through the above process, I was able to shake my anxiety 
from not being able to see myself, and led to think more 
deeply about the given condition as a human being who can 
not but grasp oneself in uncertainty.

Keywords: self-cognition, I, the other, the world, relationship

Student Number: 2013-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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