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감각하기” 

전시 [STILL THERE]은 감각의 주체인 ‘나’가 수동적으로 감각해 오던 
우리 주변의 것들의 오류를 인식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오류의 한 
예로 미세먼지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감각하며 살아
왔을까. 비가시적인 미세먼지를 감각하기 시작한 것은 미세먼지 어플리
케이션이 생기고 나서부터 인듯 하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치를 통
해 비가시적인 미세먼지를 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계속 ‘나쁨’수준이었다고 한다. ‘나
쁨’을 유지하던 미세먼지처럼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
시를 통해 새롭게 ‘감각’하고자 한다. 

STILL THERE은 영화 <Before Sunset>의 대사를 인용했다. 주인공 
남,녀가 완만한 산세 넘어로 지는 해를 바라본다. 여자는 지는 석양을 바
라보며 “아직 있네(still there)”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해가 사라지자 “사
라졌다(gone)”라고 말한다. 석양이 지고 난 뒤의 해는 우리 눈에 보이지
는 않지만 항상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것, 혹은 평가절하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되돌아 본다. 우리의 감각은 일상적으로 일반화되고 수동적이 되어 왔다.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장소, 수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장소적으로는 해방 후 넘쳐나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금의 
쪽방이 되어버린 시대여관의 공간적 측면을 짚어볼 수 있다.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나뉘어져 버린 1,2층 총 22개의 방들은 하나도 같은 
각도, 같은 크기가 없다. 수평조차 맞지 않는 창문들은 시멘트나 합판으
로 메워져 모양만이 그 존재를 대신한다. 이렇듯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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둬진 공간들은 시대여관의 철거되기 직전의 뚫려있는 벽들을 통해 막히
고 닫혀져야만 했던 감각의 층위들을 새롭게 연결시켜 준다.  

수치적으로는 신체의 감각을 미술적 언어로 표현한 신현정 작가의 sun 
drawing을 말할 수 있다. 작가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 했을 
당시 강수량이 적고 뜨거웠던 여름 남아도는 열기와 한시적으로 머무르
게 된 주변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보통 수치
로 표현되는 신체감각의 변화들을 작가는 몸의 감각을 통해 표현된 썬드
로잉 시리즈로 색다르게 접근한다. 

역할적으로는 시각의 청각화를 시도한 전명은 작가의 [새와 우산]과 청각
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 폴리 영상 [젖은 새, 몸을 털며]를 들 수 있다. ‘본
다’라는 다소 일차원적인 감각에 소리를 넣고 상황을 만들어 하나의 이야
기로 승화 시키는 그의 작품은 ‘보는 것’에서 그치는 시각의 역할적 경계
를 넘나들게 한다. 

김경태 작가는 ‘포커스 스태킹’기법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작은 사물
을 확대하여 촬영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작은 물체를 근접하여 촬영하게 
되면 초점이 맞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흐려지게 된다. 이때 작
가는 카메라를 조금씩 단계별로 전진시키면서 촬영한 이미지들 중 초점
이 선명한 부분만 합성을 해서 하나의 전체가 선명한 이미지를 완성시킨
다. 원근감이 사라진 작업은 대상의 크기를 인식할 수 없게 하며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표면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박예나 작가는 움직임을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 존재와 인식
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는 지구처럼 과정 
가운데에 둔다. 결국 감각하는 것을 앞으로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존재’, ‘인식’, ‘감각’이라는 세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오프닝 퍼포먼스로는 감각의 주체인 ‘나’에 대한 질
문과 물음을 던지며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감각 주체
인 ‘나’에 대한 질문과 물음으로 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