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띄엄띄엄’의 시학, 혹은 (불)투명성의 아포리아
- 신이피 론 

곽영빈(미술비평가/영화학박사)

신이피의 풍성한 작업을 보고, 듣고, 읽다 보면 종종 ‘시적詩的(poetic)’이란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아래서 우리는 ‘과학적’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이지만, ‘산문’처럼 문장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연’이란 단위를 통해 때론 느닷없이 줄을 바꾸고, 이를 통해 문장이라는 문법적 차원
을 넘어 ‘연속성’ 자체에 균열을 낸다는 특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그의 오디오 비주얼 작업들에서 
두드러지는 편인데, 특히 <죽은 산의 냉철한 새#2>(2020)나 <다리의 감정>(2018), 또는 <창문 없는 관측소 An 
Observatory without Window>(2018)처럼 매 장면의 이미지에 ‘백퍼센트 설명적’이라기도 힘들고 ‘백퍼센트 시적’
이라기도 힘든 자막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업들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작업을 구성하는 쇼트들은 대부분 ‘One-
shot One-take’로 이뤄 있으며, 카메라는 정지되어 있고, 촬영된 대상들 역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띄엄띄엄’ 이란 부사를 떠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종종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는 것
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란 표현이 대표적으로, 이는 이른바 나란 사람의 ‘전체’
를 간과하고, ‘부분적 인상’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다는 아쉬움이나 불만을 시사한다. 물론 ‘시적’이란 표현은 대개 긍
정적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도 무엇, 또는 누군가를 ‘띄엄띄엄’ 본다는 특징은 여전히 공유된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해당 대상 또는 주체를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띄엄띄엄’ 보거나 들음으로써, 그것에 부과되어온 ‘전체성’
을 흐트러뜨리고, 재배치하는 현상을 묘사한다. 이는 대개 ‘몽타주(montage)’라는 영화적 참조점을 환기시키는데, 
신이피의 많은 작업은 영상으로 이뤄져 있음에도 이러한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간다. 그의 작업은 어떤 ‘전체’를 보여주
지 않는다. 그의 작업이 종종 불러일으키는 ‘시적’인 인상은, 우리가 대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인지, 또는 ‘오인’하
는 현상과 현실이 이미 ‘띄엄띄엄’이란 부사를 통해 직조되어 있(었기에 ‘오인’ 되었)다는 것을 ‘편집’을 통해서가 아니
라 서로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개별적인 쇼트의 연쇄를 통해, ‘띄엄띄엄’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점에서 배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작업은 ‘부분 vs. 전체’ 사이의 통상적 이항대립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무엇을 ‘만든다’는 ποί
ησις(poiesis)의 어원으로 되돌아가고, 이를 통해 ‘시적’이라는 일반적 표현 자체를 미묘하게 변형시킨다. 이 차이는 
미묘한만큼 그간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이 차이는 가장 최근작인 <죽은 산의 냉철한 새#3>(2020)에서도 발견된다. 올 9월 온수공간에서 열린 그
의 개인전 《죽은 산의 냉철한 새》에 소개된 동명연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천착해온 ‘자연사 박물
관’ 프로젝트, 특히 살처분된 돼지나 죽은 상태 그대로 박제된 새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선다. 영상에서 반복되
는 거대한 은색의 저장조는 살처분된 돼지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고,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는 음악은 죽음을 
애도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엘레지’, 즉 애가(哀歌)이며, 매 쇼트마다 다소 어색하게 등장하는 듯했던 자막은 사실 새
뮤얼베케트의 부조리극 <해피데이즈(Happy Days)>에서 발췌한 것이다. 특히 은색 저장고의 표면에 보이는 자국들
은, 지나치게 많은 양으로 던져진 돼지들은 물론, 약물로 살처분, 또는 ‘안락사’되었음에도 미처 죽지 않은 채로 던져
진 돼지들이 저장조 안에서 발버둥치면서 남긴 흔적으로서, 유대인들을 샤워실에 넣은 뒤 가스를 투입해 학살했던 나
치의 잔학상을, 벽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으며 죽어간 사운드를 통해 (안)보여준 라즐로네메즈의 영화 <사울의 아들
>(2015)을 떠올려준다. 

문제는 작가의 제작 노트를 읽지 않고 해당 작업만 보고 들었을 때, 이처럼 중대한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그
리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문제의 은색 저장조에는 아무런 설명이나 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고 자막도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 여기가 살처분된 돼지들이 ‘학살’된 장소라는 사실을 알 방법은 거의 전무하며, 이 장면 앞뒤로 
등장하는 모래밭 아래에 돼지뼈들이 묻혀 있는지 역시 알 길이 없다. 물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작노트에 명기한 설명을 친절하게 자막으로 달면 될 것 아닌가? 왜 굳이 어려운, 불투명한 길을 가는가? 

신이피의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작가론의 스케치라 할 수 있을 이 짧은 글에서, 이 질문에 만족할만한 충분
한 답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한적이나마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 문제가 실은 이른바 ‘재현 불가능성(the 
Unrepresentable)’을 둘러싼 근원적 아포리아(aporia)라는 것, 즉 “이곳이 학살의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막 없이도 볼 수 있느냐”라는 내가 다른 곳에서 제기했던 질문과 정확하게 공명한다는 사실이다.1

미리 결론의 일부를 선취하자면, 이러한 불투명성, 혹은 불친절함의 힌트는 <죽은 산의 냉철한 새>라는 제
목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동물을 박제로 표본화할 때, 그것의 원형(?)이 아니라 ‘발견 당시의 죽은 상태’를 그대로 보
존하는 것을 뜻하는 ‘데드마운틴’이란 표현을 변형한 이 연작과 전시의 제목처럼, 작가는 돼지들이 살처분된 상황의 
전후를 ‘전체’로 재구성해 ‘재연(reenact)’하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보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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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사라지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단 현장을 찾은 작가가 고백했듯 끔찍한 냄새로 진동하면서- 남겨진 
흔적만을 우리에게 ‘데드마운틴’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끔찍하게 살처분된 돼지들에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 해당 장소가 그들이 살처분된 ‘현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러한 어려움은 겉보기에 깔끔
해 보이는 새들의 표본이, 실은 죽은 상태 그대로 박제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힘든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의 모든 작업들이 이러한 방법론을 단순히 반복하는 건 아니다. <죽은 산의 냉철한 새#1>(2020)은 
김포에 건설된 한강신도시 지형을 고공에서 스캐닝하는데, ‘전원’, ‘나비’, ‘청송’, ‘호반’, ‘하늘빛 마을’, ‘전원마을’ 등 
지극히 ‘자연친화적’인 단어들이 실은 이른바 ‘회색빛’으로 환유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이름이란 아이러니를, 단조로운 
일련의 모노톤 색채로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화면 우측 모서리에는 ‘The bird’s eye view’라는 문구가 종종 보이는
데, 이는 <죽은 산의 냉철한 새#2>(2020)에 등장하는 박제된 죽은 새들의 이미지와 겹쳐질 때 죽은 새들이 내려다보
는 ‘유령성’을 띄기 시작한다. 여기에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들의 잔해를 발굴해 과학실처럼 늘어놓은 전시장 뒷켠
의 <발굴한 돼지뼈들>(2020)을 덧붙이면, 순간 전시장 전체가 일종의 장례식장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방의 변모는, 
2018년의 <Cabinet of Curiosities>작업에서 왜 저음역대를 강조한 사운드가 전경화되었는지, 즉 종종 근대적 ‘미
술관’의 선조로 간주되는 ‘경이의 방 Wunderkammer’에서 벌어진 ‘수집’의 작업이 일종의 ‘박제’ 작업이었다는 함의
로 우리를 이끈다.

“인지하고 깨닫고 전달하는 데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다리의 감정>(2018))는 작가의 자의식
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에서 위에서 우리가 환기했던 ‘시적’이란 인상과 내재적으로 연결되며, 라이프니츠가 “입구도 
창문도(sans porte, nifenêtre)” 없다고 묘사했던 ‘모나드(monad)’와 <창문 없는 관측소 An Observatory 
without Window>(2018)를 중첩시킨다. 

언젠가 바타유(Georges Bataille)는 우리는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라, 데카르트가 특권화했던 근대적 의
식의 특징인 “명석하고 판명한(claire et distincte)” 방식의 소통 속으로 지나치게 “환원”되고 있다고, “우리는 소통[이
란 물/바다]에 잠겨 있다”고 쓴 바 있는데 , 이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한 채 서로를 마2

주 보고 앉은 두 명의 여성이 지근거리에서 나누는 불투명한 대화를 물속에서 터지는 물방울 소리와 병치시켰던 작가
의 초기작 <Talk>(2009)를 떠올려준다. 그들은 그 숨막히는 소통의 바다에서 살아 남았을까?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크기의 백기를 반복해 흔드는 작가의 영상에, 가쁜 숨소리 사운드를 병치시켰던 <Flag>(2011)는 어떤가? 이 ‘백
기’가 그저 ‘투항’과 ‘기권’의 상징이었다면, 그토록 숨 가쁘게, 오랫동안 흔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처럼 말 그대로 ‘숨 
막히는’ 것으로서의 ‘소통’ 과 ‘관계’의 테두리를 범람하는 작가의 자의식은, 땋은 머리를 통해 연결된 두 사람의 상황3

을- 아브라모비치와 울레이의 유명한 퍼포먼스 작업인 <시간 속의 관계 Relation in Time>(1977)가 드리운 명백한 
그림자 속에서- 남북관계에 빗댄 초기작 <Red Ribbon>(2008)이나, 팔 부분이 길게 늘어진 옷을 통해 연결된 두 사
람 <Connection>(2009)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두 작업에서 명시적으로 전경화된 ‘연결’이, 부재하던 
소통의 해소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간과한 채, 작가의 초기작들을 ‘공동체의 해체’나 ‘개인의 소외’란 상투구를 
꺼내면서 ‘소통’과 ‘관계’에 대한 탐구로 욱여넣는 것보다 숨 막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적인 익사 위기에 빠뜨리는 ‘소통의 (바다와 같은) 편재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사적인 건, 작가가 2015년 제주에 머물며 만든 짧은 단편 <섬 Remonté>이다. 카메라는 바다 표면에 머물며 자맥
질하는 한 해녀를 움직이지 않고 잡는데, 바다 속에 고개를 담그고 있을 때 들리던 예의 물방울 소리는 그녀가 고개를 
수면 위로 쳐들 때마다 서로 다른 피치의 피리 소리로 바뀐다. 그녀의 숨쉬기가 ‘띄엄띄엄’ 만들어내는 음계를 모두 이
으면 어떤 멜로디가 만들어질까? 이 단속적인 음들의 궤적을 ‘음악’으로 알아들은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섬’이라
곤 보이지 않는 화면 안에 떠 있는 해녀를 한글 제목대로 ‘섬’으로 간주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
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싯구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숨 쉴 때마다 내뱉는 저 음들은- 말 그대로 ‘다시(re-) 
오르다(monter)’라는 의미에서 ‘원기를 되찾’아 ‘생기발랄’하다는 뜻의 불어제목(Remonté)처럼- 외롭거나 처연한 
‘단조’보다는 밝은 ‘장조’로 들린다는 차원에서, 그리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인간, 또는 ‘개인’의 독자성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도 안될 것이다. ‘자연사 프로젝트’라 명명될 수 있을 그의 다양한 최근작들이 매우 명시적으로 웅변하듯, 신이피는 인
간과 자연, 또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결코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집단 vs. 개인’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다시금 넘어서는 작가의 미묘한 태도는, “소외감으로 실어증

‘잠겨 있다’는 번역이 가장 무난하지만, “nous baignonsdans la communication”라는 표현은 “소통 속에서 목욕한다”고도 직역될 수 있다. 2

Georges Bataille, Litératureet le mal, Paris: Gallimard, 1957, p.148. 

호흡’과 ‘소통’, 또는 ‘접촉’이 만들어내는 아포리아의 토포스는, 서로 마주 선 두 대의 환풍기 정면에 비닐을 씌워 바람이 강하면 중간에서 만나고3

(‘rencontre’), 바람이 약해지면 만나지 못하는 광경을 가시화한 설치작업 <접전 Rencontre>(2014)이나, 하나를 채우려면 다른 하나에서 바람
을 빼야 하는 두 개의 구명튜브 메커니즘을 ‘제로섬 게임’으로 풀어낸 <구명튜브>(2014)의 형태로 구현되기도 했고, <거품 낀 가래의 호흡법
>(2018)처럼 제목으로 전경화되기도 하며, 인간에게 ‘자연’을 보다 잘 설명해준다는 ‘과학’의 이름 하에, 얇고 가는 바늘에 꿰뚫려 표본화된 벌의 
상태를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한 호흡정지 (respiratory arrest due to force majeure)”로 묘사한 <다리의 감정>(2018)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
주되며 이어진다.



이 걸린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린 화자가 세상과 단절되어 공기, 바람에 영향받지 않는 창문 없는 관측소 안에서 반짝
이는 바깥세상을 관조하는 이야기를 시간과 기후의 변화에 따른 대청호의 이미지에 비유한 영상 작업”이라고 작가가 
묘사한 <창문 없는 관측소>(2017)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다른 작업 못지않게 불투명한 이 오디오 비주얼 작업은 “순
수한 물은 쉽게 응결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포화되어도 안개는 생기지 않는다”거나 “소리도 없는 아득하게 떠 있는 
창문 없는 관측소는 너무 투명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식의 아리송한 구문들로 가득하다. “안개가 흐릿해질수록 
군중의 구조는 선명해진다”는 문구는 어떤가? 하지만 주의 깊은 독자라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흐릿한 안개는 대개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안
개가 흐릿해질수록 군중의 구조는 선명해”진다는 의미에서, 안개란 작가에게 오히려 무언가를 ‘가시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물은 쉽게 응결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포화되어도 안개는 생기지 않는다”거나, “소리4

도 없는 아득하게 떠 있는 창문 없는 관측소는 너무 투명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해당 작업 안에서도 반복된 문구인 <어떻게 나비가 눈동자 위쪽 혈관 위로 들어왔을까?>(2018)라는 

표현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독해 될 수 있다.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면 희미하게 보이고 다시 잡으려 하면 숨어버린다”
는 자막이 시사하듯, 여기서 언급되는 나비란 망막에 벌레나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飛蚊症floaters)이란 
현상에 대한 은유지만, “무거운 눈꺼풀에는 거절들이 돋아 있었다”는 또 다른 자막과 연결해 보다 적극적으로 읽을 때 
그것은, ‘나비’로 대변되는 자연이 ‘인간’이라는 현상/형상과 범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고 ‘직시’해야 한다는(우회적인/시적인) 요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 간의 이러한 ‘얽힘(le chiasme)’5 6

관계가 요청하는 “다종적인 생태정의(multispecies ecojustice)” 가, 세상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망막을 통해서는 7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비’처럼 보이는 망막 위의 이물질을 통해 환기되는 것처럼, “순수한 물은 쉽게 응결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포화되어도 안개는 생기지 않”고, 따라서 “군중의 구조[도] 선명해”지지 않는 것이며, “소리도 없는 아
득하게 떠있는 창문 없는 관측소는 너무 투명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자막이 나오는 장면은 강, 또는 해
수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찍혀있는데, “소리도 없는 아득하게 떠 있는 창문 없는 관측소”와는 달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먹먹하게 들린다) 

이처럼 불투명성을 통해서만 가시화되고, ‘띄엄띄엄’ 보여줄 때에만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차원 The 
Hidden Dimension>(2017)의 아포리아야말로, 신이피의 작업이 가장 잘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 사태
로 느닷없이 마스크가 필수화된 시점의 인류는, 과연 “거품 낀 가래의 호흡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그
의 작업은, 그 어떤 작업들보다 당대적이며 적확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띄엄띄엄. 

짐작컨대 “군중의 구조”란, 별다른 제지 없이 반복되는 동물들의 살처분이나 ‘친환경’이란 미명 하에 가속화되는 도시 및 자연개발을 가능케하는 4

가능성의 조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유하는 생명체의 이미지’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샬레(Schale)에 담겨 현미경을 통해 확대되어야만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 표본’의 5

형태로 만든 그의 다른 작업들(<XY-BR>(2016), <XY-SA 0900>(2015), <Cell Culture Dish>(2014))에서 반복적으로 전경화되었던 것이다.

 cf. Maurice Merleau-Ponty, “L’entrelacs-le chiasme.” Le visible etl'invisible, Paris: Gallimard, 1964, pp. 170-201.6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 102.7



Poetics of “Sparsely” or the Aporia of “(Un)certainty” 
- On works of Sin Ifie 

Yung Bin Kwak (Art Critic / Ph. D. Film Studies)  

The expression of “poetic” often comes to my mind upon seeing, listening to and 
reading such rich oeuvre of Sin Ifie (True, we might also delve into the expression of 
“scientific” hereinafter). Despite various interpretations of her works, I would say that 
they are analogous to poetry in that instead of continuously connected “prose”-like 
sentences, “lines” abruptly start anew, causing a crack in the “continuity” itself 
beyond the grammatical aspect. Such impressions are made explicit in her audio-
visual works. Cases in point are some of her works where subtitles appear and then 
soon disappear that cannot be explained as “100 percent explanatory” or “100 percent 
poetic” on the images of each scene as in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2(2020), 
Emotion of leg(2018) or An Observatory without Window(2018). Shots forming each 
of her works is in “one-shot one-take” mostly, and the camera does not move, while 
the objects that are shot hardly show any movement.  

In this sense, I might think of an adverb of “sparsely,” but this expression is 
accompanied with a negative nuance. “You tend to look at me sparsely” is one 
example: the “entirely” of me as a person is neglected and judgment is made 
regrettably based on “partial impression.” True, the expression of “poetic” is mostly 
used for a positive note, but here the attribute of looking at something or somebody 
“sparsely” is still applied. In other words, it portrays a phenomenon where the 
“entirety” imposed on seeing or listening to an object or a subject “sparsely” – unlike 
the conventional way – is broken down and rearranged. It reminds one of the 
cinematic reference point of “montage,” but although many of Sin Ifie’s works are 
comprised of videos, they tread on a different path. Her works do not reveal an 
“entirety.” Her works’ “poetic” impression is born out of the fact that the phenomena 
or the reality we tend to perceive or “misunderstand” as the integrated “entirety” is 
(“misunderstood” to be) woven through the adverb of “sparsely” is “sparsely” shown 
and heard through a chain – not “editing” - of individual shots that are seemingly 
irrelevant. In this sense, her works are not overwhelmed by the conventional binary 
opposition of “partiality vs. entirety.” Instead, they subtly modify the general 
expression itself of “poetic” by returning to the root of ποίησις(poiesis) of “making.” 
The difference being subtle seems not to have been properly grasped, but is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neglected. 

This difference is discovered in her latest work of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2(2020). This work is one of the series with the same title introduced in her 
solo exhibition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 held in ONSU-GONG-GAN this 
September. It is in the same context of her project of “natural history museums” she 
has immersed in for years, especially slaughtered pigs or the stuffed birds in their dead 



state. The silvery storage site repeatedly shown in the video is a place where 
slaughtered pigs were killed, and the music played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is 
the “Elegie” of Sergei Rachmaninoff, a song of an elegy for lamentation. The subtitles 
somewhat awkwardly emerging in each shot in fact are the excerpts from the lines of 
Happy Days, a theater of the absurd by the theater of the absurd. The marks on the 
surface of the silvery storage are the remains left off by the pigs thrown out in such an 
excessive number, and the struggling pigs thrown out without being dead even after 
being chemically slaughtered or “mercy-killed.” The scenes are reminiscent of the 
barbarianism of the Nazi that put in the Jews into gas chambers to massacre them all, 
and Son of Saul(2015), a film by Laszlo Nemes, which showed (or did not show) their 
cruelty through the withering sounds by banging on the walls and scratching them 
with fingernail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so easy to identify such a critical implication upon 
looking at and listening to the work without reading Sin’s production note. Since there 
is no explanation or sign post on the silvery storage at issue,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for the audience to know that this is the place where slaughtered pigs were 
“massacred,” let alone the reasons why pig bones are buried under the sand which 
appears before and after the very scene. True, the problem seems easy to solve: she 
could easily add subtitles which are introduced in her production note, right? Why is 
she treading on the challenging and opaque path? No sufficient answer to quell one’s 
curiosity could be provided in this short writing, which is simply a sketch of Sin Ifie’s 
oeuvre. What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 albeit limitedly – is that this issue boils 
down to the fundamental aporia surrounding the “Unrepresentable.” In other words, I 
shed light on the fact that this issue exactly resonates with the question I raised 
elsewhere: “Can you understand it without knowing that this is a site of massacre?”.  8

To partially share the conclusion, the hint of such opacity or unkindness can be found 
in the title of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 As in the series and the exhibition 
title where the expression of “dead mountain” meaning the conservation of the “dead 
state at the time of discovery” instead of the prototype upon sampling an animal into a 
stuffed one has been modified, Sin re-configured the prior and post circumstances of 
the pigs being slaughtered into the “entirety” to “re-enact” them, through which 
instead of “revealing to the world” what has happened, only the remaining traces are 
shown in the form of the “dead mountain” as if no big deal has happened – yet with a 
horrible stinging smell as she confessed upon finding the site. Even under such 
circumstances, can we feel regrets about the horribly slaughtered pigs? Without 
knowing that the very site is the “site” of slaughter? The challenge here is analogous 
to find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seemingly neat bird specimen is the stuff 
work of their dead state itself.  

Kwak Yung Bin, “Compulsion to Repeat on the History of Per/Sona – Lim Heung Sun and the Audio-Visual 8

Image”, No.1 21 of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2018), p.214.



True, not all her works repeat this methodology again and again.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1(2020) scans the topology of the new town of Han River constructed 
in Gimpo at a high altitude. That the utterly “eco-friendly” words including 
“greenery”, “butterflies”, “pine trees”, “lakes”, “a skylight village,” and “a rural 
village” are ironically the names of the apartment complexes whose metaphor is in the 
“gray light” is revealed in monotonous monotone colors. On the right-side corner on 
the screen, interestingly enough, the phrase, “The bird’s eye view” is often shown, 
which starts to embody the “haunting-ness” where dead birds look down when 
overlapped with the images of stuffed dead birds appearing in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2(2020). By adding Found object(2020) at the back side of the gallery 
where the remains of slaughtered pigs due to the foot-and-mouth disease are explored 
and displayed as in a science lab, the entire gallery turns into a funeral hall. Such 
facets of the room lead us into the implication on why low-pitch sounds have been 
foregrounded in Cabinet of Curiosities(2018), that is, how the work of “collection” 
that took place in “Wunderkammer” considered as the ancestor of modern “art 
museums” was “stuffing” work. Her self-consciousness of knowing “something 
wrong has happened in perceiving, realizing and transferring things” (Emotion of leg 
(2018)) is intrinsically associated with the impression of “poetic” we were reminded 
of earlier, and overlaps with “monad” where there is no “sans porte, nifenêtre(entrance 
or window)” by Gottfried Wilhelm Leibniz and An Observatory without 
Window(2018).  

Georges Bataille said that we do not lack in communication, rather are excessively 
“reduced” into the communication in a “clear and distinct (claire et distincte)” way 
which is the nature of modernistic consciousness which was regarded as a privilege by 
Descartes, adding “We are submerged in [the water/sea named] communication.”  It 9

reminds of Sin’s early work of Talk(2009) where two women sitting down and face 
each other with similar clothing and hairstyles – like the decalcomania – have a hard-
to-understand conversation being close to each other – are juxtaposed with the 
waterdrop sounds bursting out in the water. Did they survive in the breathtaking sea of 
communication? What about Flag(2011) where sounds of short breath were 
juxtaposed in Sin’s video where the not-so-light-looking white flag is repeatedly 
waved? If this “white flag” was the mere symbol of “surrender” or “abstention,” 
would the flag have to be waved endlessly being out of breath? Sin’s self-

 The word “submerged” might be the most appropriate translation, but the expression of “nous baignonsdans la 9

communication” could be directly translated as “bathing in communication.” Georges Bataille, Litératureet le 
mal, Paris: Gallimard, 1957, p.148. 



consciousness cross-crossing the boundaries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10

as the “breathtaking” can also be found in her early work of Red Ribbon(2008) where 
the circumstance of the two people connected through the plaided hair has been 
compared to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 in the clear shadow cast by Relation in 
Time(1977), a renowned performance work of Marina Abramovic and Ulay – and the 
two people connected through the clothing where the arm parts are hanging loose in 
Connection(2009). What is critical is that the explicitly foregrounded “connection” in 
the two works has been suggested as a “problem” which is literally “un-addressable” 
instead of easing a lack of communication or restoring a disconnected communication.  

It would be more suffocating to come to a quick conclusion on her early works – 
without considering the subtle, yet decisive differences – into the exploration of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by mentioning such cliches as the 
“deconstruction of communities” or “marginalization of individuals.” It is because the 
issue – once again – boils down to the “(sea-like) ubiquity of communication” – 
instead of the “lack of communication” – which put us into the crisis of drowning to 
death at all times. What is significant in this context is Sin’s short film of Remonté 
which she produced during her stay in Jeju. The camera captures a haenyeo (a female 
diver who dives into the sea without any equipment to harvest seafood like oysters) 
skin-diving on the sea surface. The waterdrop sounds heard when her head is put into 
the sea turn into different-pitched piper sounds whenever she puts her head out of the 
water surface. What melodies would be created when the notes generated “sparsely” 
by her breathing are all connected? How many would understand the trajectory of 
intermittent pitches as “music”? If the haenyeo floating on the screen where there is 
no “island” at all is considered as the “island” – as the title goes - , there would be an 
island among the people. It could remind one of a line in a poem by Jeong Hyeonjong 
– “I want to go to the island” – but the notes exhaled whenever she breathed out are 
not so appropriate in that they are heard as bright “major” notes – instead of lonely or 
sand “minor” notes – just like the French title of “Remonté” meaning “revitalized” by 
regaining the “spirit” in the meanings of “re-monter.”  
However, one cannot conclude that Sin emphasized the exclusivity of humans or 
“individuals” as something desirable. As explicitly revealed by her various recent 
works which could be dubbed as the “natural history project,” Sin Ifie has highlighted 
that humans and the nature, or the artificial and the natural are inevitably interlinked 
in many different manners. Her subtle attitude transcending the simple dichotomy of 

 The Topos of “aporia” created by “breath” and “communication” or “contact” was represented in the 10

following works of hers in different forms: Recontre(2014), an installation work which visualized a scenery 
where a plastic bag is covered on the frontal sides of two facing ventilators, and a stronger wind would let them 
“rencontre” in the middle and a milder wind would not let them encounter; Life tube(2014) which touched upon 
the mechanism of two life tubes where the air inside one has to be extracted to fill in the air in the other in the 
“zero-sum game”; Breathing of foamy phlegm(2018) where the mechanism is foregrounded as the title reveals; 
and Emotion of leg(2018) which described the state of bees that are stung by a thin long needle and turned into 
specimen as “respiratory arrest due to force majeure” in the name of “science” which better explains the 
“nature” to humans.



“group vs. individuals” can be found in An Observatory without Window(2017), a 
work which described as “a video where the story of a socially withdrawn person with 
aphasia due to marginalization observing the glittering outside world in an window-
less observatory not impacted by the air or the wind by being segregated from the 
world has been compared to the image of Daecheongho Lake which varies depending 
on the time and the climate. This audio-visual work which is as opaque as other works 
is replete with such puzzling phrases as “The pure water is not easily condensed, so 
even if the surface is saturated, no fog is generated,” or “The window-less observatory 
remotely floating without any sounds is too transparent for anybody to see it.” What 
about the phrase that goes, “The structure of a crowd becomes clearer as the fog gets 
more dim”? Yet, those with sharper eyes might be able to precisely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generated within. The dim fog might be considered as something 
negative in that it “does not make something visible,” but in that the “the structure of a 
crowd gets clearer as the fog gets more dim,” the fog is something that “visualizes” to 
Sim.  Then, how can one understanding the following phrases?: “The pure water is 11

not easily condensed, so even if the surface is saturated, no fog is generated,” or “The 
window-less observatory remotely floating without any sounds is too transparent for 
anybody to see it.” 
Even within the work itself, the repeated expression of How did the butterfly come 
into the upper vein of the eyes?(2018) can be a clue for clearer understanding. As the 
subtitle implies that goes, “It looks vague when your eyes tilt downwards, and once 
you try to grab it again, it hides,” the butterfly mentioned here is a metaphor for a 
phenomenon of “floaters” where one feels as if a bug or some impurities seem to float 
around on the retina. Yet, when more proactively read by linking it with another 
subtitle that goes, “Rejects protruded on the heavy eyelids,” it could be a (not 
straightforward/poetic) request of having to “perceive” the fact that the nature – 
represented by the “butterfly” has entered the phenomenon/image of “humans” and 
their domain already by lifting up the “heavy eyelids.”  Requested for by such 12

“chiasmus(le chiasme)” ’  between humans and the nature, just like how the 13

“multispecies ecojustice”  is reminded through impurities on the retina resembling 14

the “butterfly” – not seen through the retina which “transparently” shows the world -, 

 It is assumed that the “structure of a crowd” refers to conditions of possibilities to enable urban and natural 11
development accelerated in the name of “eco-friendliness” as well as the recklessly repeated animal slaughter. 

 Such “images of floating beings” have been repeatedly foregrounded in her others works - XY-BR(2016), XY-12

SA 0900(2015), Cell Culture Dish(2014) – made in the form of “scientific specimen” which can be identifiable 
only by enlarging them using a microscope by placing both animals and humans on a laboratory dish (or 
schale).

 cf. Maurice Merleau-Ponty, “L’entrelacs-le chiasme.” Le visible etl'invisible, Paris: Gallimard, 1964, pp. 13
170-201.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4

2016, p. 102. 



as “The pure water is not easily condensed, so even if the surface is saturated, no fog 
is generated,” thus the “structure of a crowd [also] does not get clear,” and “The 
window-less observatory remotely floating without any sounds is too transparent for 
anybody to see it.” (The scene with this subtitle was shot in the view of looking down 
at the river or the sea water, and unlike the “window-less observatory remotely 
floating without any sounds,” the ‘water (of the river) flowing sounds’ resonate in the 
heart.) 
Wouldn’t the aporia in The Hidden Dimension(2017) which is visualized only through 
the opacity and revealed only by showing “sparsely” is something that is best (least) 
revealed in Sin Ifie’s works? Would the mankind facing the inevitability of wearing a 
mask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e able to learn “Breathing of foamy phlegm”? 
In this sense, her works are in action in more contemporary and accurate ways than 
any other works.  

      Spars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