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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는 ‘모노반(모노 엘피-반)’의 매력에 빠져있다. 이미 6-70년의 시간이 흘러 전반적으로 상

태가 좋은 ‘반’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노반’을 구하려 무작정 발품을 팔아 보기도 하고 무

모하게 이베이를 통해 몇 장을 구해 보기도 했다. 물론 ‘반’에 수록 된 곡들과 연주자가 

마음에 들어 구매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선곡보단 ‘모노반’의 녹음방식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앰프, 및 스타일러스 상태와 카트리지 그리고 승압트랜스와의 궁합이 ‘반’을 선택하는 기준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차츰 알아 갈 뿐이다. 그럼에도 난 LP 전문점에 쪼그리고 

앉아 한 두어 시간을 뒤적거리고 있다. 

 

작업실 한편에서 퍼지는 음악은 때론 맑게 들리기도 하고, 수수하나 진득한 뉘앙스를 가지기도 

한다. 한 음, 한 음이 이어져 전달되는 곡은 나의 귓가에 곡의 서사를 속삭이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음을 듣는 순간, 이전의 음이 기억되고, 그 다음에는 기억된 음이 기억되고, 그렇게 

현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과거의 연속적인 흔적들을 포함하게 된다. 후설은 이러한 보존과

정을 통한 현상이 ‘시간을 구성’ 한다고 봤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당신이 서 있는 위치와 환

경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에 다가가려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냈음에도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보통의 시간은 하루하루를 세

는 단위에 불가하다.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거나 더한들 나에겐 

별 의미 없이 다가온다. 그것보단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이해와 사건들 간의 관계로 형성 

된 순간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다. 

 

오늘 오후에 ‘일식’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을 확인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

은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이 일직선상에 서는 정도에 따라서, 물과 풀잎 같은 사물들의 반응과 

변화가 궁금했다. 

 

평소에 지각되는 햇빛과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될 때, 나는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밤하늘에 숨쉬듯 빛나는 별”, “하늘과 바다, 그 경계의 모호함”, “눈물나게 찬란하고 엷은 

연둣빛 잎새”, “가난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절름발이”, “상실에 대한 막연한 슬픔”, “숲 속의 습기와 

온도 그리고 해방과 압박”,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 두려움과 회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물, 혹

은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적어도 난 그런 것 같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

성된 프로세스들은 기억을 통해 자아의 존재를 확인 시켜준다. 

 

장기간의 기억이 축적 되어버린 사물과 찰나의 순간에 이미지화 된 사건을 관찰하며 표현하고 있

으면 감각의 이면에 다다르게 됨을 느낀다.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거기엔 분명, 

그것보다 중요한 변수들이 공명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런 현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



기도 한다. 나에게 익숙한 음악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음들의 변수로 지루함도 새롭다. 어쩌면 나

도 그것을 지향함에 작업을 지속하고 있을지 모른다. 난 언어로 풀어 낼 수 없는 눌변의 감각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그 둘이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 그 무엇이 중요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