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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 다음 순간이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그 다음 순간이 오면 지금 이 순간을 되돌려 보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이 순간을 붙잡아두기 위해 때로는 그 순간의 몇 배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기록은 기억에 기반한다. 긴 시간을 

기억하든 아주 짧은 순간을 기억하든 숫자를 기억하든 사람을 기억하든 상황을 

기억하든 기억해야 기록한다. 기억은 또 얼마나 하찮은가. 자신의 머릿 속에서 

떠돌고 맴도는 지난 날의 무엇을 기어코 끄집어내 그것이 실재한다고 믿거나 

믿는 척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바보 같은 짓이다. 기억은 감각에 의존한다. 

외부의 자극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인간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그 감각이라는 것이 역시 얼마나 하찮은가 하면, 감각은 그저 통제불능하고 

측정불가한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다. 기록과 기억, 감각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부질없이 기대어 있다. 감각을 기억하고 싶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을 

잃을까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 인해 그 감각을 기억한다고 믿고, 그래서 다시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순진하고 하찮고 우스운 짓은, 그래도 어쩔 수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대부분 이렇듯 순진하고 하찮으며, 이런 우스운 짓마저 하지 않으면 

길고 긴 시간을 견뎌낼 방법이 없다. 어차피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 또 할 거라면 

문서를 만들기로 한다. 이름은 ‘시청각 문서’.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감각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다. B. 감각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말한다. C. 감각에 

대한 기억은 글을 쓰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 것까지 유효하다. D. 오직 글로만 

기록한다. E. 모든 글은 흰 종이 위에 같은 방식으로 놓여진다. 

20g도 되지 않는 종이 한 두 장에, 고작 300kb에 불과한 파일에, 우주에 

비춰보면 ‘없는 걸로 하자’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사소한 질량의 

물체에 아무런 장식 없이 오직 텍스트만으로 기록을 남긴다. 모든 기억을 똑같은 

포장지에 싼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내용물에 대해 짐작할 수 

없다. 3개월은 감각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기간일 뿐이다. 

6개월은 너무 멀고, 1개월은 너무 가깝다. 감각과 기억에 관한 모든 것은 철저히 

글을 쓰는 자의 몫이다. 감각과 기억 모두 삐뚜루하다. 어느 쪽은 길고, 다른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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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절룩거린다. 흰 종이 앞에 앉는 순간, 글로 기억되고 기록될 자신을 떠올리며 

부풀리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마땅한 기억을 찾을 수 없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것을 창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 마저도 ‘시청각 문서’로 수집하게 될 수많은 기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크기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입구에 서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전시에 관한 구구절절하고 지루한 설명을 읽고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딛을 이 곳은, 흰색 종이라는 2차원의 화이트 큐브 안에서 글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각을 전시하는 미술관일 수도 있고, 작성 시점과 

작성자의 이름에 따라 수많은 문서를 일렬로 세워놓은 문서 인류학 박물관일 

수도 있겠다.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이 곳에서 우리는 모두 그저 순진한 

관람객이자 하찮은 관찰자이자 우스운 수집가라고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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