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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털_승가봉

201810

90x135cm
피그먼트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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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이_탕춘대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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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2016년부터 

협력하여 진행한 <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生生化化 - The Art of 

Possible:가능성의 기술> (이하 <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生生化化>)는 

동시대 한국현대미술의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로 2019년 올해, 4회째를 맞이합니다.

 <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生生化化>는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활동중인 지역 작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기회를 증진하고, 작가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문화예술이 발전하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각 작가들이 평론가들과 1:1 

매칭을 통해 각자의 작업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작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도 작가들의 

신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도 좋을 

전시입니다. 총 9명의 작가(강건, 권도연, 김희욱, 

박성소영, 박웅규, 박은태, 신동희, 임정수, 

최혜경)가 참여한다. 올해에는 유망 작가 6인(강건, 

김희욱, 박웅규, 신동희, 임정수, 최혜경)과 우수 

작가 3인(권도연, 박성소영, 박은태)이 함께 하는 

전시로 유망(신진)작가만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전시와 다른 구성의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고양아람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의 단원미술관, 경기도 

파주 화이트블록에서도 또 다른 작가의 구성으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미술관련 

기관들이 함께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적 향수성을 짙게 해 줄 이번 

전시에서 경기도 지역의 작가들의 역량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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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왔다.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우주선과 우주인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지구 곳곳의 국가들, 에베레스트 등반을 성공함으로서 체력적·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산악인,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을 통해 인간의 뇌가 

지닌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명의 속도를 느끼며 본연의 태생적 존재로부터 

도약하고자 했다. 

 역사의 흐름이나 현 상황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인간은 이러한 

가능성을 기술(記述)함으로서 과거를 축적하고 미래를 예측하였다. 

그리거나 만드는 행위는 문자가 나오기 전부터 기술(記述)하고 

기록(記錄)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자연과 환경, 사회 변화를 

이미지로 남기며 직접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역사 속에서 예술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필연적이었으며, 필연의 결과로 남은 예술작품을 

세계 곳곳을 방문하는 순간마다 대면하는 상황은 익숙한 광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사회문화적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였다. 자신의 역사적·존재적 권위와 

가치를 이미지로 기술(記述)하고자 하던 과거의 왕족과 귀족들은 

훗날 그들의 의도에 맞게 역사서에 자화상과 함께 기록되었다. 평면적 

회화뿐만 아니라 입체적 조각과 건축을 통해서도 나라 전체를 하나의 

문화유산처럼 구축하기도 하였다. 

 예술은 과거 풍경, 인물, 사물을 묘사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가능성을 기술(記述)하는 매개체가 된다. 과거 인물화나 풍경화 제작을 

위해 사용된 캔버스는 회화적 재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無)라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작가는 현실을 현실보다 더 사실로 그려내기도 하고 

무한적 상상의 공간을 구현해내기도 한다. 또한 캔버스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로, 매체들로 예술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작가들이 예술의 언어를 통해서 기술(記述)한 

결과물이 작품이라면, 작품은 작가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술(記術)의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 

 <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生生化化 - The 

Art of Possible : 가능성의 기술>은 시각예술이라는 기술(記述)의 

장치로 가능성이라는 기술(技術)을 선보인 작가들로 구성된다. 

 유망작가로 선정된 6인의 작가 중 강건의 작업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나와 타인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나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읽혀진다. 반면에 타인이라고 느껴졌던 개개인의 모습에서 

나와 동일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면서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타자와 나의 사이를 장 폴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빌려 인간 스스로가 정의내리지 못하는 존재성은 

타인과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객관화되고 정형화됨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인물의 표정을 작업의 주요 요소로서 표현했던 초반의 

작업에서 나아가 전신을 형상화함에 따라 작가는 나와 타인의 사이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신작을 선보인다. 

 김희욱의 작업 주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 감정을 

다스리거나 억누르는 것에 대한 것이다. 감정은 ‘비과학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란 작가의 생각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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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감정들이 작가에게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동안 ‘질투’, 

‘분노’, ‘슬픔’, ‘불안’을 주요 테마로 개인전을 열었었다. 전시에서는 감정을 

시각예술로 다루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명이 ‘감성지능 시각실험실’이라 

지었고, 시각적으로 나타는 감정은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인 묘사보다는 

상황자체를 그린다. 이번 전시에 발표된 신작은 불안에서 나오는 감정을 

주제로 작업하여 현실도피를 위해 행하는 현대인들의 행위와 심리상태를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박웅규는 종교에서 비롯되는 성스러움과 대상에서 오는 

혐오스러움 사이에서 공통적인 감정을 느꼈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한다. 

어린 시절부터 집 곳곳에 있던 성물들에서 느꼈던 성스럽고 엄숙한, 

그러나 무서웠던 기억은 작가가 된 지금의 작업에 영향을 준다. 

<Dummy(껍데기)>라는 작품명처럼 작가는 종교적인 것들로부터 

형식이나 형태들을 빌려와 ‘부정성’의 표면 또는 질감들을 재구성하여 

작가만이 느낀 도상의 양가성을 표현한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일종의 

강박증과 같은 작업 과정으로 ‘부정한 것’,‘부정성’에 집착하는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여 길들이려한다. 

 신동희의 의 작품 <조이너리>는 목공에서 착안한 구조 형태로, 

고의적으로 만든 접합부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작가는 동시대 한국사회, 그리고 예술 속에서 살아가며 

‘드러내기‘와 ’드러내지 않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이너리>를 통해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그의 공간은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다. 

이는 작가의 <조이너리>처럼 전시장 자체에서도 하나의 큰 법칙 안에서 

통제되는 접합 지점을 나타낸다. 

 임정수의 작업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특히 도시 개발 재생사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집의 형태, 콘크리트 

파편들, 창문, 주거 환경들을 모은다. 그리고 수집된 것들을 조각의 형태로 

만들어 새로운 도시공간을 연출한다. 도시재생과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파편화된, 원래의 기능성이 상실된 오브제들을 모아 표면에서 오는 

감각적 반응을 통해 새로운 사용됨의 가능성을 찾아 하나의 군집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오브제를 통한 구성과 함께 몸의 움직임으로 공간이 

표면화되는 상황을 영상으로 작업하여 설치, 퍼포먼스, 영상작업이 

<내부정원박제무대B>에서 나타나게 된다. 

 최혜경은 이성 중심 사고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감정과 신체보다 우위를 두는 이성주의가 현대인에게 정서적 

불안과 상실, 외로움을 주는 원인이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작가는 또한 

남성 중심의 이성주의가 추상회화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표현의 이론에 

기인하였음을 인지함에 따라 추상회화에 대해 되묻는 작업을 통해 패턴과 

그리드 형태의 작업으로 나타난다. 추상회화는 화면과 화면을 마주하는 

작가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내면세계를 표현할 가능성을 열어둘 대상으로 

관계한다. 이성주의적 화면의 구성에서 추상회화의 구성 중 하나인 공예와 

장식미술을 가져와 이성주의가 배제한 노동집약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의 

쾌를 이미지와 재료의 속성에 기입한다. 소녀의 다이어리 형식을 빌려온 

이유 또한 작업의 시작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은 절대적인 기조로 

제작하는 전통적인 추상회화에 반하여 내밀한 개념, 반투명한 언어, 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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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의 추구, 감각적 유희 등으로 드러나는 소녀의 감각을 탐구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우수작가 3인 중 ‘북한산‘의 작가 권도연은 북한산에서 

야생개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산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이후 북한산 근처에서 야생풀 등을 관찰하던 작가는 

그곳에서 떠돌아 다니는 들개를 마주한다. 개들이 곧 경계를 낮추고 

작가를 산속의 하나의 생명체이자 친구 쯤으로 인식하던 즈음, 작가는 

들개의 근원이 궁금해진다. 

 북한산에서 마주치던 들개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문제의 중심에는 재개발지역이 있다. 기존 주민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은평구 도시개발로 들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토종견인 진돗개가 산속으로 유입되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취급되는 북한산의 생태를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풍경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박성소영의 작업은 연속적인 시공간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사회로부터 학습된 개념이며, 

작가가 말하는 ‘시공간의 현재’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구성된다. 과거, 

현재, 미래는 평면의 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를 위해 존재하는 과거나, 미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현재는 없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평면에서 

3차원까지의 오브제와 소리를 확장하고 받아들이는 주체에 의해 

각자의 시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조형들로 공간을 구성한다. 조형들에는 

영원하고 연속적인 상징물이라 볼 수 있는 박테리아나 웜홀 등을 통해 

시공간의 원형적 측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박은태의 작업은 작품명 ‘철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사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비계 구조물의 조형적 특수성과 노동자의 행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적 사진 작업을 통해 건물이 

건설되는 과정과 그 과정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모습을 기록한다. 

 한편, 회화작업에서 화면의 구성은 철조물로 구성된 구조물 

사이에서 노동하는 작업자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작업 

현장과 작업자의 모습 그대로를 가감없이 캔버스에 옮겨 작업자를 

바라보는 작가 개인의 느낌을 투영하기 보다는 작업자 자체만을 바라볼 

것을 의도한다. 작업을 통해 완성된 건물과 작업의 과정에 있는 작업자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시선을 통해 작가는 작업자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되묻게 되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이성이 아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기술(記述)적 

장치로서도 예술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한다. 

 완전을 위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숫자 9처럼, 9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을 향한 완전성을 다진다.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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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에서 부드러운 재료로 형태를 표현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한다. 전통적으로 조각은 매우 딱딱한 돌을 깎거나 금속의 표면을 

광채가 나도록 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 공을 들이는 것을 뜻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의 영역은 확장되었고, 그 중에서도 

확장의 폭이 큰 것은 조각이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재질은 깃털, 

잎사귀, 머리카락, 종이, 나무 등 섬유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외적 

형태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친숙한 천 같은 재질이 조각의 

영역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술 작품으로의 관람객의 거리감을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물성에 대한 탐구가 딱딱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이어질수록 표현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계 허물기에 대한 

재료적인 작가의 연구로 연결된다. 

 강건의 작업은 부드러운 조각의 연장선상에서 실, 레진, 천, 

양모 등 다양한 섬유 형태의 재질을 작업의 도구로 사용한다. 얇고 

부실한 재료들이 모여 구축적인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표현적인 부분을 작가론을 쓰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재질들이 드러내는 강건의 인체 조각들이 비정형의 

재질이지만 정형적인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마치 한 소년의 성장기를 

보는 것 같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연결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바늘로 작가가 겪어온 많은 사건들이 녹녹치 않은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져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기 때의 모습에서부터 얼굴, 두 소년 혹은 두 청년이 마주 

앉아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을 법한 하얀 체육복을 입은 장면은 그것이 

두 명의 자아이든 한 명의 자아가 마주보는 것이든 강건의 학창시절과 

성장기의 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작가는 새로운 공간, 학교 

혹은 프랑스 유학시절 등 새롭게 부딪치는 곳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아기’로 표현한다. ‘아기’와 ‘또 다른 자아’를 통하여 작가의 내재적인 

상황 속에서 낯섦과 성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2018)라는 전시에서 등장하는 <쌍둥이>, 

<페르소나>, <보이-빌더>, <보이지 않는>, <악몽>의 연결고리는 그대로 

한 청년의 성장기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낯간지러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나 겪었을 유년 시절의 불안감, 

혼란스러움, 극대화된 이상향의 들고남이 부드러운 재질에 더하여 

바늘까지 꽂히면서 관람객에게 어려운 상황은 가시적으로 전달된다. 한 

사람에게 청소년기의 혼란스러움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강건은 

평면 작업에서 보이는 초현실적인 색채감, 조각 작업에서 보이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넘나드는 형식으로 특유의 섬세함을 드러낸다. 

 유독 부드러운 재질로 주로 인체형상을 표현하면서 바늘이 

동시에 박혀 있는 작업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들을 둔 엄마로써, 

특히 청소년기에 진입한 아들을 키워내기까지의 여정이 생각이 났다. 

여성인 내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남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경험이다. 엄마와 아이는 자주 경쟁적인 상황에 노출되고, ‘힘’의 

세계가 가시적인 범위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물리적 성장통과 심리적인 

성장통을 동시에 겪는다.

 덧붙여 강건 작가의 <소셜 클론>시리즈는 하나의 자아가 

복제되어 다른 자아와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 성장통의 상황을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보여준다. <Gesture>(2019)에서 작가는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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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인형 조각에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다른 인형 조각에는 타인이 

바라본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두 자아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세상을 타인이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자아가 투영된 과정을 보여준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은 다른 사회적 기준, 체계 등에 의해서 

다시 재구축되고, 사람은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결국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은 타자에 의한 시선으로 무의식적인 욕망에 의해 

수동적인 주체가 되어간다. 어떤 상황에서는 타인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누군가의 욕망이 마치 나의 원래 욕망이었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강건의 작업에서는 자아를 동일하게 분배하여 ‘쌍둥이’ 

혹은 ‘클론’으로 표현하여 동등하게 둘을 다루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자아와 타인의 시선으로 본 자아는 팽팽하게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나누고 있다. 

 하나의 몸이더라도 이렇게 삶을 향한 구축적인 상황은 <보이-

빌더>(2018)에서 드러난다. 좀더 힘세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은 소년은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이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힘센 어른이 되고 싶은 소년은 몸이 커지는 보디빌더일 

뿐 아니라 소년에서 어른으로 변화하여 가는 <보이-빌더>가 되는 

것이다. 인간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상처받은 마음은 무수한 많은 

바늘이 얼굴에 꽂히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모습은 그대로 작가의 

신체에 드러나고, 바늘이 좀더 촘촘히 찍힌 장면은 <마스크>(2013)로, 

또한 마스크는 <페르소나>(2017)로 거듭난다. 페르소나는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본래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동시에 ‘외적 

인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결국 집단적인 사회의 행동규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은 철저히 타인의 시선, 공동의 

규범으로 이루어진 체계 속에서 행동하는 인격체를 뜻하고 있다. 

강건 작업에서 보이는 <페르소나>는 여러 얼굴이 붙어 있다. 즉,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자아와 타인이 보고 있는 자아가 뒤섞여 있는 포착된 

장면이 강건의 <페르소나>인 것이다. 

 강건은 이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인 자아에 대하여 보다 주목하고 있다. 

<너와너>(2019)에서 사람의 두상은 여러 개가 연결되기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입장의 자아가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그것은 ‘집단’적인 자아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흔하디 흔한 청색의 면바지를 입고 

세 개의 두상이 뒤엉킨 다른 작업 <제3자>(2019)에서는 오늘의 사회적 

자아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작가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형성된 

자아가 다른 이들의 거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 안의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도 모르게 ‘쨍그랑’ 그 거울을 깨는 

순간 타인의 시선으로 비추던 자신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렇게 소년은 사회의 규칙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둥글함’과 ‘모남’을 

반복하며 어른이 되어간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는 사르트르의 『닫힌 방』을 

인용한다. 1945년의 희곡 『닫힌 방』 (Huis clos)에서 ‘지옥은 바로 

타인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살아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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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그러한 설정을 고시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풀어낸다. 

전혀 틈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일상의 공포’를 보여준다. 누가 공포를 형성하는 사람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관계는 타인이 주는 관심과 

무관심의 반복 속에서 증폭되는 불안한 감정에 영향을 준다. 

 강건에게 타인은 이렇게 지나친 관심이 주는 불편함, 혹은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위치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대상인 동시에 ‘책임을 통한 성장’에도 

무게를 둔다. ‘자유롭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내면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을 뜻한다.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규칙에 맞추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다음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셜 클론>시리즈 중 양모를 종이에 붙여서 만든 평면 

작업에서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프랑스의 시골 쥐들과 함께 보여준다.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순간에도 쥐는 작가의 주변을 맴돈다. 

경상남도에 있는 레지던시를 오가며 작업한 같은 기법의 <우리 안의 

우리>(2019)는 초록의 개구리가 등장하면서 한층 편안해진 작가의 

현재를 보인다. 가면을 쓰거나, 뾰족한 바늘로 관계를 연결하면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던 과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천적으로 앞으로를 향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강건 작가에게 보이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사회에 대한 무력감이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현재 주어진 사실을 

인식하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작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타인’을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의식의 활동을 정돈하고, ‘내적 삶’을 해방하는 

‘자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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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을 받는 작가들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았다. 

대체로 이런 평가는 미술비평이나 전시기획 전문가들이 해 왔고, 그 

편이 평가를 받는 작가들에게도 (평가 과정 자체가 달가운 과정이 아닐 

테지만) 그나마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서 고사했다. 의뢰인은 

여러 번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알고 있는 듯 거듭 부탁했고, 

결국 수락을 했다. 작가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을 무책임한 결정을 

무심코 내린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늘 

좋아하는 터라, 비평이나 평가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자세로 만나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3명의 작가가 내게 배정되었다. 그중 권도연 작가를 

만났다. 한여름 인천 아트플랫폼의 작업실 입구에서 첫 대면 한 그의 

인상은 단정하고 강단 있게 보였다. 

2

작업실에 들어서니 한쪽 벽에 산속에서 찍은 개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다. ‘북한산 들개’ 신작들이었다. 공모 신청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미 1년 반 전에 시작된 작업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3~4세대를 거치면서 야생성이 몸에 밴 들개를 촬영한다는 것은 

단 몇 개월 만에 될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피해 숨어다니는 들개들을 

어떻게 찍으려 하는가는 포트폴리오를 미리 살펴보면서 들었던 궁금증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위험 상황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시도한 결과, 이젠 친해진 무리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힘의 세기에 따라 거처의 경계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교배가 이루어지다 보니 흰 입 무리, 검은 입 무리, 뾰족 귀 무리 

등 유전적 공통성이 봉우리에 따라 구분된다는 사실도 처음 접했다. 

정작 개떼보다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멧돼지에 쫓긴 경험을 들으면서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을 왜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아울러 문예 

창작을 전공하다가 시각 이미지 묘사에 집착하는 작가의 특성을 발견한 

스승들의 권유로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이력도 알게 되었다.

3

북한산 들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버려진 것’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못 쓰게 되어 버려진 것은 권도연 작가의 과거 작업으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공통 소재이다. 작가의 2014년 작업 ‘개념어 사전’의 

설명글 중 “사물이 도구의 용도로 파악되는 한 그 사물은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도구의 존재감을 눈앞에서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그 도구가 망가졌을 때뿐이다.”라는 언급에는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폐지로 버려진 사전들을 가지고 작업한 

개념어 사전(2014), 주택가 땅 밑에 흔히 묻혀 있는 사물들을 발굴했던 

고고학(2015), 수해로 침수된 도서관의 서가와 책더미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갈무리한 섬광기억(2018) 등의 작업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접했을 때는 학문, 지식, 역사, 그리고 매개체로서의 책 등의 키워드가 

떠올랐었다. 작가와 대화를 하면서 점차 틈새, 갈피, 주름, 켜, 겹 등의 

단어들이 뒤이어 생각났고, 더불어 그것들 사이의 존재를 바라보는 

작가의 인간으로서의 반성적 시선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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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寫眞)은 존재하는 것을 찍는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진이 될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진에 찍힌 무언가는 세상에 

있는 것이기에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다. 권도연 작가는 사진이라는 

기록과정의 당연한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사는가. 사실 봐야 할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인간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산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보고 싶은 것의 선택 기준은 대체로 유용성,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보고 살고 있다.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도연 작가는 바로 그 사물(존재)들이 

애초에 지니고 있던 고유한 기능들이 소멸되거나 변질되거나 제거된 

상태에 주목한다. 여전히 실재하지만, 쓸모를 잃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들이야말로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규정한 가치를 넘어서 

본질적인 가치를 비로소 드러내고 있다고 작가는 믿는다. 그는 그러한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를 눈앞에 없는 것들의 ‘존재의 증명’이라고 

일컫는다. 

5

지금까지 찍은 5만여 장의 들개 사진들 중 50여 장을 골라 전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들으면서 선택 기준이 궁금해졌다. 그는 한 개체가 

잘 드러나는 것, 개들의 서식처나 이동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 연민, 

공포 등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등을 우선하여 선별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명료한 대답은 작가가 ‘북한산 들개’에 대한 신작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레비 스트로스의 ‘원격접사(遠隔接寫)’개념을 

인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원격접사란 거리를 

둘 때 오히려 가까워진다는 뜻이란다. 말하자면 낯설게 보이는 어떤 

독특한 삶의 면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직접 투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낯선 문화적 요소를 보편적으로 해석해 직접성을 해체 

시킴으로써 낯섦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한 개념에서 촉발되었다는 작업의 진행방식이 들개들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는 직접적 행동이라는 점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던 

터였다. 권도연 작가가 원격접사의 원리를 적용하려 한 지점은 그가 

북한산 들개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대상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방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그의 행동은 직접적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채집된 구구절절한 

서사가 아니었다. 문득 개들을 촬영할 때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지가 

궁금했다. 예상했던 대로 50mm 표준렌즈로만 찍는다고 했다. 접사의 

과장된 디테일도 아니고 망원의 거리두기도 아닌, 눈앞에 비친 모습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표준렌즈의 특성은 권도연 작가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6

작가는 얼마 전 생태교란종 식물들을 분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쁜 

화분에 심고 찍은 사진들을 ‘평형감각’이라는 제목을 붙여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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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를 통해 그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생태교란종 식물에 조형성을 덧붙여 

조작함으로써 사람들의 시각적 판단을 교란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전략이 적중했던 것이다. 세련된 감각으로 잘 꾸민 식물원 안 전시장의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시각적 편안함과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식물의 유용한 기능을 찾아 식물원을 찾는다. 그 안의 식물들 

중 생태계를 어지럽혀 혼란에 빠지게 하는 나쁜 식물들이 있으리라곤 

쉽게 생각할 수 없다. 분명히 눈앞에 펼쳐져 전시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고 즐긴다. 우리는 이런 편협하거나 왜곡된 

시각적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까? 불현듯 전시된 아름다운 

사진들이 생태계에 해를 입히는 식물들이었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시장을 나서도 되는 걸까? 또는 그런 조작을 

눈치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7

생태계 교란종. 엄밀하게 따지면 지구라는 총체적인 생태계에서 

인간만큼 심각한 교란 행위를 하는 생물종이 또 있을까?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일정한 수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해온 지구 생태계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로 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 

우리가 생태계를 대하는 태도는 거리를 두어 대상화하거나 지배하는 

입장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권도연 작가는 

생태계 내적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재인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얼핏 그의 작업들은 구체적 주장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생태계 연결 구조 안에서 단지 한 부분에 속해 있는 인간존재의 

수평적 시선으로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묵묵히 

증명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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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욱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감정’이다. 감정은 대부분 사적인 

태도에서 기인하여 발생하는 비과학적인 요소로 치부된다. 여기에 덧붙여 

한 때 크게 유행했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이 제안한 단어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대니얼 

골먼은 감정조절을 리더십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감정지능은 다중지능 이론등과 함께 한때 IQ만이 사회적인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에서 EQ와의 균형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되어 문화사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사회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남자는 울면 안된다’처럼 불안감이나 

공포감, 슬픔 등을 드러내면 나약한 사람으로 치부된다. 김희욱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자주 느끼는 감정이지만 사회화 과정 속에서 억눌리게 되는 

감정을 리서치하였다. 이 중 ‘불안’, ‘질투’, ‘분노’, ‘슬픔’을 주요 테마로 하여 

각각의 감정을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고, 이제까지는 ‘불안’과 ‘질투’를 

중심으로 한 개인전을 열었다. 작가는 각각의 감정이 억눌리는 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적인 작업으로 펼쳐낸다. 이 4가지 감정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감정으로 ‘참아야 한다’,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내세우면 안된다’, 등등 행동에 대한 조심성과 주로 연관된다. 

 감정을 주제로 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전시의 이미지가 색이 매우 

강렬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어야 할 텐데, 

김희욱은 상황에 대한 묘사나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한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억눌려 있어야 되는 현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듯 하얀색으로 차갑게 뒤덮인 이미지, 강렬한 붉은색 

이외에는 어떠한 사실적인 상황도 드러내지 않는다. 

 <훔쳐보는 암살자>(2018) 전시에서는 질투가 가진 상반된 성향을 

두 공간에서 나누어 전시하였다. 질투는 강렬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꺼려하는 아이러니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에 근거하여 Part1은 ‘훔쳐보는’에 집중하여 창문의 구조, 공간을 

가르는 넓은 실루엣, 왜곡되어 보이는 굵은 통 등을 이용하여 텍스트와 

구조에 집중하였고, Part2는 질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파괴적인 감정에 

주목하여 붉은 색 바닥과 기둥 형태의 입체물 위주로 한 작업을 선보였다. 

이 두 전시가 갖고 있는 테마인 ‘질투’는 TV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감정으로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강렬한 미움이 있거나, 

다시 갑작스럽게 감정이 식는 등 상반된 마음이 극단적으로 오고가는 

감정이다. 김희욱은 이러한 상반된 상황을 대조되는 색과 공간 사이의 

어긋남 등 공간성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구체적인 상상은 관객에게 맡긴다. 이 작업은 전시의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치 ‘질투’가 주제인 연극의 배경적 구조물인 

듯이 보이기도 하다. 관람객도 전시를 구경하는 관객이자, 연극의 

배경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연극적인 상황에 직접 놓인 참여자로서의 

동시적 상황에 놓인다. 전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람객은 그 안에서 벌어질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새롭게 

쓰고 지운다. 작가의 이야기와 관객의 이야기가 합쳐져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계속 파생하여 다른 이야기가 생성되는 것이다. 한때 ‘관계의 

미학’이 동시대 미술을 휩쓴 적이 있다. 이 전시에 관객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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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미학’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행동 참여를 하기보다는 상상적인 

참여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시나리오 작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장술>(2017)은 불안을 주제로 한 전시로 이 역시 매우 

추상적인 체계나 묘사에 기반한다. 불안을 보이는 요소들은 아슬아슬한 

균형감각보다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가벽, 절단된 신체, 커튼 뒤 보이는 

불빛 등 전체적인 공감각적 느낌을 전달한다. 김희욱 작가가 감정 

이외에 전체적인 작업의 결에서 주목하는 것은 ‘픽션’과 ‘논픽션’이다. 

작가는 2012년에 진행했던 초기작 <집짓는 사람>에서도 감정과 감동을 

권유하면서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사람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고, 아르헨티나 소설가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픽션들』의 ‘원형의 폐허들’의 텍스트와 인터뷰를 병치시켜, 

공간 속에서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상속의 집, 허구의 세계와 

연결지은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The Apparition(환영)>(2017)에서처럼 김희욱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비현실적으로 후보정된 사진을 사용하여 현대인의 과도한 

판타지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불안정한 구조물 이미지 

위에 그러한 사진들을 합성하여 현대인들이 추종하는 이미지와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 놓여 있는 이미지들을 드러낸다. 진짜 이야기와 가짜 

이야기,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 전달되는 오류적인 상황, 혹은 가상에 

집착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 등 실제 상황과 연출된 상황이 함께 

보이면서 오늘의 우리가 갖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여준다. 그 어떤 

이야기는 진짜이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이야기는 정말 잘 

짜여져 있지만 지어낸 이야기가 있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야기는 

부풀려지기도 하고, 일부러 전달이 안되기도 한다.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다시 상기시켜보면 김희욱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언어, 상황을 

보여주는 것보다 질문들을 병치함으로 인하여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현실은 오히려 허구적일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인지, 혹은 사진처럼 눈앞에 보이는 증거적인 

부분만이 현실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선택지만이 눈앞에 보일 뿐인데, <두 갈래의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서 주인공들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과정만을 

보여준다. 시간은 하나로 선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이고, 

분산되어 이야기의 연결성이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그물망’으로 보인다. 

 김희욱이 작업하는 방식 역시 한눈에 작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인 구조물을 배치하고 나열하여 관객의 선택지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각 공간 구조 

안에서 보이는 서로 간의 인과관계나 스토리텔링보다는 작가가 수집하고 

리서치한 결과물들은 병치되어 공존하고 있다. 이야기의 무한한 경우의 

수는 허구와 실재의 이야기가 뒤섞이도록 한다. 또한 ‘실재’는 그 시간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실재’이기 

때문에 허구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전시를 보는 이, 글을 읽는 이의 해석에 

따라 재구성되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작가는 ‘불안’, ‘질투’라는 

모호한 상태를 이야기의 장으로 바꾸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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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2019년 <줌 백 카메라>展에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진행한다. 신작 <TBL, The Best Life>(2019)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비법’들에 대한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미디어, 기업, 광고 등 진짜보다 더 완벽한 ‘가짜’를 보면서 

살아간다. 다양한 판타지들은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되고, 사람들의 

감정은 진짜보다는 가짜가 지배하게 된다. 특히 김희욱은 이러한 불안에 

대한 오늘의 현상을 한 여성의 유투버 ‘TBL, The Best Life’라는 채널을 

통하여 이야기한다. 완벽한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아이템인 ‘나무’(나무 

무늬 패턴), ‘눈’(서클렌즈), ‘심볼’(명품)만 있으면 완벽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유투버는 강조한다. 도시적 삶 속에서 과도하게 ‘힐링’을 요구하는 

아이템에 숨겨진 욕망, 타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나만의 아이템들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매체인 ‘유투브’를 통해서 진짜인 것처럼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김희욱은 테레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의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 1944)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적인 작업을 보인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현실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 도피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 회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서 현실과 가짜 이야기가 혼재된다. 무대장치로 

여겨지는 사물들도 엇나가는 듯한 지시문 속에서 존재한다. 내러티브의 

교차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구조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조명과 영상 작업으로 현대인이 현실을 도피하는 심리 현상의 작동 

매커니즘을 풀어낸다. 

 이렇게 김희욱이 지속적으로 병치하는 것은 감정을 기반으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다. 가짜뉴스가 계속 생성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6년 세계의 단어를 ‘탈 진실(Post-

truth)’라고 선정할 만큼 현대 사회는 자극적인 프레임 속에서 정치, 

경제적 이익과 어딘가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김희욱이 초기에 설정하였던 사회적으로 

분출되지 않는 감정인 ‘불안’, ‘질투’, ‘슬픔’, ‘분노’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는 오늘날 타인에게 조종되고 있는 감정으로 확장해야 할 

가능성 안에서 읽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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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인간만이 표상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그런 인간은 현대물리가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 

전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시공간’을 개념화하였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시공간의 구조, 특히 시공간의 4차원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연속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공간의 구조와 

연속성에 대한 상상, 그것의 이미지화는 미술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때, 과학은 이론과 추론 그리고 

언어로 전개하지만, 미술은 이미지를 통해 가시화하고, 논리를 뛰어 

넘는 상상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박성소영은 자신의 시공간 개념이 비선형적, 원형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현재·미래와 같이 선형적 시간 개념을 수용하기 

보다는 시공간이 동시다발적이며 웜홀과도 같은 루트를 통해서 

연결되어 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위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러한 박성소영의 시공간 개념은 

중층적이고 동시성에 가깝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매니폴드를 시공간을 동시에 접속하고 

연결하는 개념으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니폴드라는 

용어는 위상수학에서는 다양체를 가리키며, 기계적으로는 여러 

개의 배관을 동시에 연결하는 접속구이자 통로를 지칭한다. 

전시공간 전체를 자신의 시공간 개념을 보여주는 거대한 타블로로 

연출하는 작가는, 금속 호스를 이용한 대형 벽화와 일련의 회화들, 

그리고 웜홀을 형상화한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오브제를 중앙에 

설치한다. 우선 그는 스테인리스 스틸 오브제를 의도적인 조형적 

실험으로 규정한다. 시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로서 웜홀을 

어떻게 형상화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웜홀’이라는 명칭이 개념과 

형상에 대한 힌트일 뿐이다. 박성소영은 연결과 통로의 개념으로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휘어서 천정에 매달고, 관 표면에는 

머리카락을 부착시켰다. 이 소재들은 시공간 개념상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매우 

공업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금속 소재다. 동시에 부식방지철이라는 

측면에서 공기, 습기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부식으로부터 꽤 오래 

버틸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촘촘히 

부착되어 있는 머리카락은, 기실 작가가 17년 동안 모은 본인의 

머리카락을 덧붙인 것이다. 그로테스크한 비체(非體)가 된 작가의 

머리카락은 내가 아닌 것으로 분리된 혐오와 매혹의 아브젝트다. 

동시에 작가의 17년의 삶을 그대로 지닌 여전한 ‘나’로서, 작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한편, <박테리얼리티>는 벽면 전체를 금속 호스와 즉흥적인 

드로잉으로 채워 제작한 벽화 작업이다. 작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존재한 생명체인 박테리아나 물을 미래와 영원성의 상징으로 

말한다. 작가는 우선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를 벽면에 붙였다 뗐다 하여 

흔적을 남기거나 고정 부착하여 만들어진 비정형의 호스 드로잉에 

다시 테이프나 드로잉을 연결한다. 호스는 중력 방향으로 늘어뜨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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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특정한 형상을 지시하지 않는 즉흥적인 조형에 가깝다. 이 

호스들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적인 소재이지만, 

벽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2차원 평면의 선으로 수렴하기도 하면서 

공간과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 벽화를 

‘시공간의 중층성, 박테리아라는 상징, 또는 현재라는 시점을 대변하는 

메타포’로써 제시한다.

 웜홀 오브제, 벽화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성소영은 

회화에서도 금속성 안료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의 회화는 대체로 

기하학적이거나 구축적인 추상에 가까운데(때로는 풍경을 

연상시키기도 하나 논리적인 공간 구조가 아니다), 펄에 가까운 금속성 

색감을 통해서 회화 표면에 광택을 부여한다. 그래서 금속성 안료가 

많이 포함된 색면은 빛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면이 비물질적으로 

보이게 된다. 작가는 금속성 색채에 대해 ‘공기, 박테리아처럼 인류 

형성 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더 오래 존재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세상과 이어지는 연속적 현재라는 시간의 레이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품작 중에 가장 큰 회화인 <방주>는 

박테리아와 대조군적인 성격으로 미래를 위해 희생되는 현재를 

상징한다. 이 그림은 정확한 스토리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방주라는 

제목을 통해서 신화적인 거대한 구조물을 연상시키고, 조형적으로도 

아치나 기둥, 성채와 같은 건축적인 암시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우측 전면부의 느낌표와 같은 형상에서 보듯이 무중력적인 형상 

표현이 이 작품을 어떤 내러티브에도 쉽게 달라붙지 않고 부유하게 

만드는데, 물감에 섞인 금속성 안료가 그 느낌을 배가시킨다. 통상의 

물감 안료가 빛을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를 산란시켜 색을 나타낸다고 

할 때, 금속성 안료는 반사, 굴절, 간섭 등 거울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절대적인 색을 지각할 수 없다. 

 작가는 우리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근대적 시간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대해서 위계를 

둔 가치평가를 강요받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 결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를 자기 실현으로 믿도록 

기획되어졌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저항이자 

주체적으로 시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박성소영은 지금, 여기가 

바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잃어버린 과거이자 미래라고 강조하며, 

즉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연속적 현재는 

전시공간에서도 개별적인 시공간을 탑재한 작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공통된 성질로써 반사, 굴절하는 하나의 거대한 

타블로로서 연출된 것이다.



001
The Art of Possible :

001
순

진
무

구
 불

안
, 거

짓
 없

는
 매

혹

총 9점으로 구성된 <Dummy>, 이 작품은 불교 회화 <구상도>에서 

시발됐다. 사람이 죽어서 먼지가 되는 과정을 9가지의 단계로 재현한 

<구상도>는 ‘욕망의 덧없음’이란 불교 철학의 정수를 다룬다. 그러나 

박웅규가 <구상도>에서 집중한 것은 그 철학적 내용이 아니다. 그는 

육체의 변이 과정을 자신들의 종교적 수에 빗대어 나누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성 그 자체에 의미를 둔 채 작업을 들이팠다. 불교에서 숫자 9의 

의미는 지대하여 그 영향은 말 할 수 없이 크며 설령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숫자가 지닌 상징의 힘은 인지하고 있다. 왜 

사람이 소멸하는 과정을 9개의 단계로 나눴는지, 박웅규는 불교의 저의에 

혼을 담그고 그 담금질을 통해서 작품으로 가는 길항을 더듬어 간다. 

 제목 ‘Dummy’ 즉 ‘껍데기’란 뜻처럼, 작가는 주로 종교에서 

구축해온 다양한 형식(껍데기)들을 빌려와 전혀 다른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번 연작은 작가 본인이 주로 다루는 형식·형태·구조 

등이 어떻게 그리기의 방식과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구상도>에서 육체 변이 과정은 크게 형태와 질감의 변화로 

구분되는데 작가는 이것이 마치 회화적 표현의 가능성과 같다고 여겼다. 

<구상도>에서 제시되는, 점차 바스러지고 말라가는 육체가 종이와 먹 

그리고 물을 다루는 자신의 작업 특질과 유사하다고 헤아린 것이다. 

 사실 사람은 알 수 없는 생명체다. 태양 때문에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존재이자, 제 어미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카뮈는 「이방인」의 뫼르소를 통해,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가치를 매기는 것만큼 거창하게 인간적이지 않다고 진즉 지적했었다. 

박웅규가 <구상도>에서 캐치한 사람(한때 사람이었던 대상)은 바로 

뫼르소의 그것과 닮았다. 그의 작품에서 사람은 무조건 존중받아야할 

대상이라기보다 그저 담담히 한 객체로 존재할 뿐이니 말이다. 한편 

박웅규의 작품에는 대상, 이미지, 공백이 제각각 ‘있다’고 어떤 해석도 

원치 않는다는 듯이 바리게이트를 제 몸에 두른 채, 미술은 특히나 자신의 

작품은, 사람이 매기는 것만큼 크게 의미심장할 까닭이 없다는 듯 말이다. 

 2015년 시작된 연작 <Dummy>, 벌레나 식물의 기이한 형태, 

또 피부 염증 같은 혐오스러운 대상들을 성화의 방식으로 그려내는 

그림은 공교롭게 시작됐다. 어린 시절, 집에 가득 찬 가톨릭 소품들은 

작가에게 호감이기보다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일종의 두려운 대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벌레 시체를 발견한 그는 엄청 징그러우면서도 

양쪽이 대칭으로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는 몸의 구조와 형태에서 성화를 

떠올렸다. 이후 벌레에서 발견한 특이한 구조나 형태를 신화 혹은 종교적 

방식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혐오, 더러움, 부정함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나, 이 시리즈에 이르러 작가는 비로소 ‘지속적으로 

연작을 이어가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간 <Dummy> 작업을 통해 표현의 틀이 어느 정도 

양식화됐음을 깨달은 작가는 신작을 통해 그리기의 방법론도 구체화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 그리기 방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화풍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작가는 그려지는 질감의 양태가 형태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는 기존의 회화적 개념을 

기본으로 깔아 농익혀 놓았다. 

 박웅규의 작업은 종교와 긴밀하게 맞닿아있다. 실제 어떤 

특정한 종교의 교리와 연관되는 게 아니고 추앙하는 건 더더군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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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일정 부분 종교의 언어로, 형식으로 작업을 풀어내는데다 각색된 

내용으로 그는 종교를 힐난하기도 하니 결코 무관하지 못하다. ‘부정한 

것’을 뼈대 삼아 ‘신성한 것’의 형상을 덧씌우기도 하고, 그 반대로 ‘신성한 

것’ 위에 ‘부정한 것’의 피부를 뒤덮기도 하며 작업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작가는 세밀하고 강박적인 묘사로 수행하듯 그림을 완성한다. 

이런 작가의 태도는 ‘부정한 것’을 그리면서 즐거워하는 찝찝한 마음을 

상쇄시키는 일종의 장치이자, 그 자체로 부정한 태도로써의 양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종교에서는 고통이나 고난을 반복적으로, 게다가 스스로 

자처해서 수행하고 그 끝에서 마침내 종교적 구원(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이러한 종교적 수행의 방식이 매우 불건전하고, 변태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작가의 태도는 작품의 형상뿐만이 아니고 질감으로도 

이어진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 장지와 먹은 반복성에 따라 전혀 다른 

물성으로 완성된다. 그리는 만큼 표면에 흔적이 남는 것이다. 캔버스와는 

달리 붓이 지나갈수록 종이가 상하고, 상한 종이와 스며든 먹물은 그 어떤 

바탕재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질감으로 남는데, 종이가 상할수록 먹의 

발색이 더 깊고 풍부해지는 모순을 작가는 의도한다. 

 더럽고 야한 원초적 본능을 고스란히 응축해 2016년 영상작업 

<객마신경>을 만들었듯, 박웅규는 이야기를 극단으로 치밀기도 하고 

어렴풋하게 감추기도 하며 일관된 이야기를 푼다. 신작으로 이어진 

<Dummy> 외에도 <가래> 시리즈나 전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작업들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각각 소재도 매체도 다르지만 언제나 같은 

것들에서 발원하고 얽매인 사투로, 어릴 때부터 작가가 기민하게 반응했던 

알레고리를 재현하는 것이다. 도처에 널린 대중문화의 이미지 또한 자신이 

꾸준히 제기하는 ‘부정성’의 양가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객마신경>은 작가의 일관된 태도와 관념의 활화임을 증명한다. 

 개인적인 성향 몰아의 경지에서 출발한 작업들을 통해 피상적 

거대 담론을 다루거나 사회적 발언을 한다기보다, 개인의 밑바닥에 위치한 

과녁 같은 감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웅규의 작업은 화살촉을 가는 

전사처럼 비장하다. 허나 그는 작업의 주제의식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발화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뒤엎고 자문하며, 자신의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껍질에 불과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껍질의 

환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헤쳐 말하려 한다.

 피도 눈물도 없이 감정이 말라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마음속에 감추어둔 유토피아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예술은 그 

유토피아를 현실에 내뱉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이어주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관람객들은 작가가 재구성한 상상의 산물 사이를 거닐며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주물 된 빛나는 사고들을 경험한다. 무미건조하고 찍어낸 

듯한 일상을 지내는 이들에게, 그러니 예술은 오아시스인 거다. 박웅규의 

작품도 그렇다. 차마 불순해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처연하고 숭고하게 

재현한 그의 작품들은 감췄던 사고를 우아하게 대변한다. 그가 완성한 

이상야릇한 하모니를 즐기면서, 복잡한 의도 파헤치기의 답은 나중으로 

돌려버리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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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시에르(Jacques Ranciere)는 그의 

저작 『프롤레탈리아의 밤』(La Nuit des 

prolétaires)1(1981)에서, 19세기 프랑스 초기 

노동자 운동에 가담했던 노동자들이 쓴 책과 회고록, 

편지 등을 읽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는 1841년 

9월 노동자 신문 『라 뤼시 포퓰레르(La Ruche 

populaire)』에 실린 철물 노동자이자 작가이며 시인인 

질랑(Jérôme-Pierre Gilland)의 글에 주목했다. 

“(…) 나는 내 직업을 존중할 줄 안다. 그렇지만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 하지만 가난에는 특권이 없다. 

살기 위해 이러저러한 고역을 채택하는 특권조차도 

없다.”(Ranciere, 1981: 16-20), 질랑의 글은 온전히 

화가도, 그렇다고 철물공도 될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낸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텍스트들을 분석해서 계급투쟁과 

혁명의 의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랑시에르는,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노동에 애착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휴식시간으로 주어진 밤에 부르주아적 

글쓰기를 모방했던 흔적을 발견한다. 말하자면, 그 

시간은 그들에게 할당된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고자 

하는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이 새겨진 시간이었다.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금지된 다른 계급의 언어, 시간,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의해 규정된 계급의 경계, 정체성의 경계, 

문화의 경계, 취향의 경계, 지식의 경계를 흩트리고 

부수려 했다. 

 박은태 작가는 《초라한 사람들》(2000, 

2005), 《어머니》(2008) 등 몇 차례의 개인전을 통해 

노동자로서 출발과 뒤늦은 미술학도로서의 전환에 

대한 자전적 고백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의 삶의 

궤적은 자연스럽게 랑시에르 글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그가 한 발을 딪고 있는 세계를 작업의 주제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작업을 통해 발현되는 것을 두고 평론가 성완경은 

‘노동자-되기’와 ‘화가-되기’ 사이에 작가를 위치지은 

바 있다.2 도시의 소외된 현장과 그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에 주목해온 박은태 작가의 시선이 이번 신작 

안에서는 건설 노동 현장으로 옮겨 왔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구조물과 작업자의 동작에 주목한 <천근의 

삶> 시리즈는, 자신의 배경이 작가로서의 위치나 

작업에 대한 해석을 한정지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 소외와 미적 소외를 결합시키는 

자신만의 회화적 화법으로 현실에 정면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천근의 삶> 시리즈는 작가가 오랫동안 

거주해 오던 삶의 터전인 고양시 행신동의 한 공사 

박
은

태
 작

가
론

 리
뷰

양
정

애

1
『Proletarian Nights: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Franc, Verso; 

Second Edition edition, 1981;2012)

2

성완경(2016), 「박은태의 ‘노동자-되기’와 

‘화가-되기’」, 『사람들: 박은태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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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 속 현장은 작가의 시선이 

머문 특정 장소이지만, 대한민국 곳곳에서 익숙하게 

보이는 보편적 현장이기도 하다. 우연히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근처 고층 건물 위에서 내려다본 작가는 

문득 그러한 시선이 새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경함을 느꼈고, 이에 그 현장을 

기록을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전작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부감의 시선이 <천근의 삶> 시리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유이다. 그는 기록할 당시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해 자세히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의 

모습이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확대되면서 노동자의 

작업 과정과 그들의 표정이 작가에게 주는 생생한 

울림이 작업이 시작이 되었음을 밝힌다. 작가는 이런 

사진을 기록하며 구체적 노동을 하는 작업자와 추상적 

배경으로 존재하는 건축 구조물이 매우 상징적인 

모습으로 대비됨을 느꼈다고 고백한다(박은태 

작가노트, 2018).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추상의 풍경 속에서 

구체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충동이 <천근의 삶> 시리즈로 만들어졌다. 

신조형주의의 선구자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대표작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1930)을 차용한 

작업 <몬드리안 비계>(2017)[그림 1]가 바로 이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사각형 입방체 건축 구조물과 

그것을 구획하는 비계 구조물의 조형미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위를 딛고 서서 작업하는 리얼리즘적인 

노동자의 모습을 대치시킨 이 작업은 주재환의 

<몬드리안 호텔>(2000)과 같이 미학적으로는 

모더니즘 추상미술의 허위의식을 비틀기한 일련의 

작품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작업까지만 해도 작가는 

이전의 시리즈(<늙은 기계-두 개의 시선>, <가라뫼 

사람들> 시리즈 등)에서처럼 인물을 중앙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상징적 구조물 뒤에 

숨겨진 구체적 노동의 실체를 강조하고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반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천근의 

삶> 시리즈[그림 2~7]는 이전의 작업과는 구성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배경이 전면에 부각되고, 

정면에 등장하던 인물은 사라졌다. 대신, 웅크리거나 

고개를 숙인 모습, 옆모습, 뒷모습으로 각자의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화면 곳곳에 배치되었다. 얼핏 보면 미니멀리즘적인 

화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들의 구체적 노동 

행위를 발견한다. 거대한 추상적 조형물 속에서 이들의 

노동은 더욱 더 소외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이전의 작업에서 보여주었던 현실 인식인 노동하는 

그림 1

박은태

<몬드리안비계>

캔버스에 아크릴

117x91cm

2017

그림 2

박은태

<천근의 삶-구덩이 1>

캔버스에 아크릴

152x218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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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의 면면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감정을 이런 

방식으로 곳곳에 불어넣었다. 특히 <철골 5>[그림 

6] 작업의 왼쪽 하단 구석에 위치한 웅크리고 있는 

노동자는 작가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5평 남짓한 

작업실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500호 크기의 캔버스 

안에 세계의 한 부분을 재현하는 일은 작가에게 있어 

또 다른 종류의 생산 노동이다. 작가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디지털 사진으로 기록된 2017년 봄부터 

겨울까지 건설 현장의 터파기 기초공사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 철근 작업, 배선, 레미콘 콘트리트 

타설 작업, 미장 작업 등의 이미지는 에스키스 작업을 

거쳐 대형 캔버스로 옮겨졌다. 건설 현장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는 작업 공정은 각각 <구덩이 

1>[그림 2], <철골 1>[그림 3], <철골 2>[그림 4], 

<철골 3>[그림 5])이라는 작가의 미술적 노동의 

결과와 일대일로 병치되었다. 

 실제의 풍경을 채집하고 재현했지만, 

작가는 자신만의 특유의 조형성을 불어넣어 화면을 

재조직한다. 때로는 몇 가지 상황을 조합하기도 

하고 하나의 화면을 분할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공사 현장 속 오브제들을 

기표화하여 인물과 함께 거대한 장기판 위에 장기를 

두듯이 세심하게 공간 속에 배치한다. <구덩이>[그림 

2]의 터파기 장면은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는 노동자의 

행위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의 몸짓은 한번 

빠지면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을 연상시킨다. 컴컴한 구덩이와 그 안의 

놓인 사다리는 추락과 구조의 가능성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철골 1>[그림 3]에 등장하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명의 노동자 모습은 

키리코 (Giorgio de Chirico)의 작품 <거리의 우수와 

신비> 속에 등장하는 부재하면서 존재하는 초현실 

속의 인물들과도 겹쳐진다. <철골 2>[그림 4]에서는 

화면 중앙에 레미콘에서 콘트리트가 나오는 파이프가 

붉은 선으로 표현된다. 타설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붙잡고 있는 이 중앙의 붉은 선은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하늘에서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온 

줄로도 느껴진다. 허공의 철골 위에 위태롭게 서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어깨에는 ‘천근의 삶’이 짊어져 

있다(<철골 3>[그림 5]). 사방의 붉은 비계는 과연 

그가 자신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 존재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물망과 같은 덫에 걸린 듯한 (그의) 

삶을 이미지화한 것인지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철골 4>[그림 7]의 곳곳에는 십자가(형상으로 놓인 

철골),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듯한 화살표(형상으로 

놓인 판넬), 이 편과 저 편을 이어주는 외나무다리들이 

그림 3

박은태

<천근의 삶-철골 1>

캔버스에 아크릴

151x216cm

2018

그림 4

박은태

<천근의 삶-철골 2>

캔버스에 아크릴

194x260cm

2019

그림 5

박은태

<천근의 삶-철골 3>

캔버스에 아크릴

218x142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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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다. <철골 4>[그림 7] 작업은 <철골 

1>부터 <철골 4>까지의 작업과는 다르게 입체적인 

공간감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다. 언제든 작업장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노동자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칫 방심하면 

미로 속에 빠져 버리게 될 인물들이 위태로운 삶의 

순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도록 강요받는, 

혹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다양한 

도상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였다. 

 <천근의 삶> 시리즈에서 반복되는 

네모반듯한 격자무늬는 작가에게 있어 자본주의 

구조물을 대표하는 은유이면서 동시에 

(한국)추상미술 이데올로기와 겹친다.[그림 5-2] 

그가 학창시절 제도권에서 학습한 추상표현기법은 

그 무렵 그가 걸개그림과 벽화 작업을 할 때의 미적 

태도와 당연하게도 늘 상충했다. 이번 작업에서 

그는 추상미술의 전형성-색채, 질감, 선-을 역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3] 

[그림 7-3] 작업의 어느 한 부분만 떼어 놓고 보아도 

하나의 완성된 추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색감을 선택하고 거칠고 생생한 붓 터치를 살려 

회화적 맛을 더했다. 그의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지워낸다면 이 작업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러나 박은태 작가가 궁극적으로 이 

<천근의 삶> 시리즈 작업 속에서 표출하고자 했던 

것은 위압적 풍경 안에 가려져 있는 구체적인 

노동을 하는 작업자의 심정이다. 작가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현 시대의 상황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박은태 작가노트, 

2018) 그가 이번 시리즈에서 적극적으로 택한 

부감법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노동 현장에 거리를 

둔 관찰자의 시선이다. 완전히 위에서 정면으로 

내려다 본 모습으로 기록한 <철골 5>의 배선 작업 

풍경은 복잡한 컴퓨터 회로와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 

하나의 부속품과 같이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상징한다. 앞서 <철골 5>의 그림 

속의 그림[그림 6-2]에서 보았듯이, 구획된 공간 

안에 엎드려 있는 노동자로 표현된 작가의 자화상은 

한편으로는 프레스판금 노동자 시절의 소외3를 

보여주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비좁은 작업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거대한 캔버스 화면을 수행하듯 

채워나가는 예술가로서의 노동과 노동 결과물에서 

벌어질 예상되는 소외4, 즉 자본주의 미술시장 

시스템 안의 모순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부침을 

그림 6

박은태

<천근의 삶-철골 5>

캔버스에 아크릴

250x388cm

2019

그림 7

박은태

<천근의 삶-철골 4>

캔버스에 아크릴

194x260cm

2019

그림 7-2

<천근의 삶-철골 4> 부분

그림 5-3

<천근의 삶-철골 3>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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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적이고 중의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고 해석된다. 

랑시에르가 19세기 노동자들의 텍스트를 통해 

말하고자 한 바는 결국 “노동 해방은 우선 미적 해방 

(...) 그것은 조건에 의해 ‘강요된’ 감각세계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노동으로 완성된 

하나의 구조물-그것이 건물이 됐든 예술적 오브제가 

됐든-과 작업자 자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의 조형-조형물 속에 소외된 어떤 존재-으로 

은유할 수 있는 것은 박은태 작가만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건축 구조물 자체에서 느껴지는 조형미를 

표현한 많은 작가들이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의 작업 안에서 주인공은 변함없이 구조물 안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점, 그가 여러 각도에서 

실험하는 추상적 조형미라는 것이 종국에는 구체적 

노동 인물들과의 대비를 위한 장치라는 점은 이번 

신작 역시도 그의 작가적 문제의식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의 작업들은 자신의 삶에서 

출발했고, 그가 작업 안에서 주목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한국근현대사의 맥락에서 역사적 전환이 

되는 순간들을 가리켜 왔다. 특정 사회 현실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삶에 주목했던 작가의 기록화적 작품 

세계는, 작가가 붙들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서 

동시대 보편적 인물의 노동에 대한 보다 동시대적 

미술 양식의 역사기록화로 이번 전시에서 제시된다.

그림 5-3

<천근의 삶-철골 5> 부분

그림 7-3

<천근의 삶-철골 4> 부분

그림 6-2

<천근의 삶-철골 5> 부분

3

“공장을 다닐 때 나는 전자 기판에 있는 외부의 기계적인 

부분을 만들었다. 큰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을 부착시키는 하나의 골조 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다. 위에서 도면을 만들어 오면 그걸 보고 시제품을 

만드는 게 내 일이었다. 다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내가 만든 제품이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알 거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종 결과물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인데, 그런 욕구를 무시당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다. 그때는 기분만 나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선 위치가 달라지 고, 대학에 들어가서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그게 노동에서의 소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을 부품화시키고, 부분화시키고. 그 일을 

지시한 사람 역시 위에서 지시한대로 움직이는 것을 했을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다 소외시키고 있던 상황...”(박은태 

인터뷰 중, 2019년 10월 2일) 

4

“오늘도 100호 추상화 하나에 10억에 

거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문화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취향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게 오히려 일종의 미학적 사상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박은태 인터뷰 

중, 2019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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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동희 작가는 미국에서 느낀 차별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보다 오히려 

국내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울감이나 외로움, 분노, 공허함에 대한 

지점에 대해 생각해 왔다. 짐작하건데 작가가 순수한 사진 작가로서의 

역할, 혹은 작가로서의 역할, 상업 사진가로서의 역할 등등이 이제 

막 구분되기 시작하여 어떤 방식으로 작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스스로 공부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가는 기존 작업에서 ‘사회 속에서 자리잡기’에 대한 

부분은 ‘시험’이나 ‘이력서’처럼 주로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치뤄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작가는 2017년 

사진과에서 시험을 보았던 형태 그대로 작업을 펼쳐 보았으며, 

2018년에는 일관되게 ‘이력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예술가나 사회인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어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공포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의 사연, 누군가의 

과거를 인터넷으로 혹은 떠도는 소문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은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작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기’에 대하여 매우 익숙해져야 한다. 언젠가 런던에서 

진행한 누군가의 인터뷰 글에 ‘작가로서 힘든 점’에 대해 물었을 때, 

오프닝에 자주 가서 인사하여야 하고, 다양한 공간에 가서 교류해야 

하는 과정에 대한 토로가 있었다. 선진국이나 동시대미술의 ‘현장 그 

자체’라고 여겨지는 영국의 런던에서도 예술가들은 작업을 하는 과정 

이외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치열한 것이다. 

최근 예술가 되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는가’, 

‘면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떤 지원 사업에 넣어야 하는가’,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가’, ‘웹사이트는 

영문으로도 만들어야 하는가’ 등등으로 귀결되기까지 한다. 자신의 

작업 시간 이외에도 이러한 활동들에 쏟아 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또한 처음에 이러한 활동들을 ‘이력서’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기소개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지 

당황스러울 뿐이다. 

 신동희 작가가 2018년 진행했던 작업은 이렇게 ‘미술계 첫 

진입’에 대한 고민들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이력서의 형식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텍스트는 전부 지워버린다. 한때 

취직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력서는 작가가 새롭게 작업실을 얻으면서 

경제적인 무능에서 오는 소외적 경험을 집합적인 미술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는 도구가 되었고, 이는 하나의 책으로 표현된다. 주요 정보가 

지워져 버린 이력서를 표지로 하여 만들어진 책 속에는 작가의 주변 

환경들에서 수집한 사물들,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거리의 사소한 

풍경들이 들어가 있다. 구직자로서 겪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해서 이력서를 전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비워진 이력서를 

드러내면서 작가는 자신이 겪어온 작은 일상을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다시 읽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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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는 아주 작은 공간의 작업실을 만들면서 근처 폐업한 

사무실에서 책상 유리를 주워오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프린트에 사용했던 유리를 다시 전시장 벽면에 붙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닮은 것 같은 물건들을 전시장에 재배치한다. 단지 

이용할 것이라고는 여기저기 자신을 둘러싼 을지로의 낡은 물건들, 

오르내리는 계단, 창문에 붙어 있는 작은 정보들과 같이 삶의 작은 

파편에 불과한 사물들이고, 이는 작가를 비롯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겪는 청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도 일치한다.

 신동희는 이 내용으로 전시를 꾸리면서도 표식이나 빌딩에 

위치한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듯 없을 듯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을 유인하기는 하지만 전시장으로 정확하게 다다르게 

하기보다는 ‘Are you going up? or just going down?’이라는 

문구로 닿을 듯 말 듯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식이 된 빌딩의 모습은 관람객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제도권/

사회적인 조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1970년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는 갤러리 자체의 건축 

요소에 근거를 둔 <포모나 대학>(Pomona College Project, 1970)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건물의 주요 전시공간과 거리와 맞닿은 출입문이 

있는 로비가 작업대상인 것이다. 애셔는 이 공간에 벽을 집어 넣어 

공간의 모양을 바꾸고 임시 천장이나 통로를 설치하고, 갤러리 입구의 

문을 제거하여 갤러리 내부가 바로 거리와 통하게 하였다. 이 공간에 

들어선 관람객은 가시적으로 시각적 사건을 겪기가 힘들지만, 거대한 

미니멀리즘 건축적 조각의 내부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관람객의 이동이나 감정적 경험보다는 진입하기 어려운 갤러리 혹은 

미술관의 경계를 허물어 미술관의 특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건물의 

경계를 없애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신동희의 전시도 작업실과 

실제 거리가 연결되고, 중간중간 표식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작업이 작동하면서 하나의 작업물이 관람객에게 시각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전체의 맥락으로 세상과의 소통이 전개된 셈이다. 

 2018년 전시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작가는 또 하나의 

책자를 발행하고 전시를 한다. 신동희는 아이폰의 OS를 일부러 

다운그레이드하였던 경험을 통해 소프트 업데이트를 하지만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하나의 신호탄이면서 전시의 

방향성이기도 하였다. 사진매체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진 

자체에 대해서 전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기도 

하고, 불확실한 지위 속에서 살고 있는 신진 작가의 현실, 현대사회에 

대한 공간을 사진을 통해 다른 시공간으로 비추어 보는 시도를 한다. 

작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시 참여자와 모더레이터를 통해 

라운드테이블을 하면서 영어로 진행된 토크를 녹취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다. 그리고 다시 한글로 번역된 글을 기반으로 영어 스크립트를 

번역하여 몇 차례의 번역 과정을 통해 잃어버리는 부분을 보이면서 

“다운그레이드”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큰 

현대사회이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방식들이 다시 등장하는 방식들이 

반영되는 시대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작가는 2018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오늘의 세대가 겪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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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물리적인 외형성이 강한 매체보다는 

출판이나 사진, 전시 등 콘텐츠에 충실한 매체를 통하여 작업을 

발표하였다. 신동희는 무엇보다도 가짜와 진짜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사진 매체에서 벗어나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과거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설명되지 않는 것, 

모순적인 것, 논리적인 것들을 기억에서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 

내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작가는 직접 몸으로 부딪쳐서 만들어가는 목공 작업을 

배워가면서 ‘조이너리’ 리서치에 기반한 작업을 진행한다. 목공을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전시의 과정으로 작동하면서 작가의 작업실과 

전시장이 연동된다. ‘조이너리’는 가구를 만드는 목수 일을 뜻하는 

단어로 가구를 만드는 일 자체가 ‘조인트(Joint)’, 즉 끼워넣기라는 

뜻이다. 가구를 만드는 일은 사실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그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고, 재단하여 끼워넣기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이너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매우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나무라는 

물성은 매우 단단하고 작업 소재가 더딘 작업으로 작가는 0.1mm의 

오차도 없이 잘 들어맞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조이너리 제작을 위해 만들어가는 지시적 상황도 ‘손에 

힘을 주고 해’, ‘왜 톱을 그렇게 넣어’, ‘다시 한번 확인해’, ‘완벽하게 

맞는지 확인해’ 등 실제 회사나 학교에서 자주 쓰이는 지시적인 

문구들과 유사하다. 작가는 대표적인 다양한 방법의 조이너리를 직접 

제작하면서 오랜 기간 인류가 사용하여 온 구조접합기술을 연구한다.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여러 가지 조이너리를 

연마하고, 이를 전시에 반영하여, 오늘의 사회적인 규범들, 도덕과 

규율, 지켜야 하는 약속과 질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회 구조에 주목하여 온 작가에게 목공을 

배운다는 것은 ‘행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과정을 수행적 차원으로 

현재진행한다는 것이며, 조이너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을 

다시 작가에게 맞게 내재화한다는 뜻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게 한국사회, 미술계라는 특수한 

‘제도권’은 이렇게 커다란 지원사업, 전시라는 커다란 체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작가는 그 구조 속에 숨겨져 있는 모호한 상황을 

‘조이너리’ 작업을 통하여 보다 선명하게 읽어내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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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을 받는 작가들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았다. 

대체로 이런 평가는 미술비평이나 전시기획 전문가들이 해 왔고, 그 

편이 평가를 받는 작가들에게도 (평가 과정 자체가 달가운 과정이 

아닐 테지만) 그나마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서 고사를 했다. 

의뢰인은 여러 번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알고 있는 듯 거듭 

부탁했고, 결국 수락을 했다. 작가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을 무책임한 

결정을 무심코 내린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늘 

좋아하는 터라, 비평이나 평가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메신저로서 작가에 

대한 애정과 작품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3명의 

작가가 내게 배정되었다. 그 중 임정수 작가를 만났다. 그는 주말에만 

오픈하는 영등포의 대안 전시 공간 위켄드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었다. 

2

전시장은 가벽 같은 설치물과 신체 일부를 떠낸 듯한 오브제들, 다양한 

질감의 표면재들, 그리고 영상이 흐르는 모니터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자스타브카 & 스타니체 (station and station)였는데 

영문 부제를 통해 알 수 있듯, 자스타브카와 스타니체는 모두 정류장을 

뜻하는 외국어였다. 임정수 작가의 작품이 내가 선호하는 경향과 거리가 

좀 있다고 여겨져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예습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된 작품들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관습적이거나 

타협적이거나 태만한 작품들로 채워진 전시회가 점점 많아져 그간 

전시장 발길을 끊다시피 했던 내게 흥미로운 과제처럼 다가와 반갑기도 

했다. 작가는 내게 그날 직접 볼 수 없었던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찬찬히 해주었다. 이어서 물체, 신체, 표면, 장식 등의 키워드와 함께 

조각, 설치, 영화, 퍼포먼스, 사운드 등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눴다. 임정수 작가는 관습적이지 않고 타협적이지도 않으며 매우 

부지런하고 행동적인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전시장에서 직접 접한 임정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인상을 단어로 

정리한다면 표면, 인식,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스스로도 “사물의 

표면에 대한 자극을 통해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취향이나 

가치관들을 관찰하고, 직접 경험했던 상황이나 미디어에서 발견한 

언어들을 문장화해서, 그 문장과 사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그 상상된 장면으로부터 작업이 출발된다.”고 작업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심을 작가는 기획, 실행, 조정, 설치, 

편집 등 여러 과정을 오가면서 작품화하여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질감과 장소, 문장과 사물, 문장과 공간, 소리와 공간, 신체와 

조각, 조각과 영화 등 서로 밀접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세밀하게 

엮어내는 실험에도 몰두한다. 이렇듯 여러 층위의 요소와 작가적 

관심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완성되는 작업을 통해 관객들이 무엇을 

보게(느끼게) 되길 바라는지 질문했다.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의 접점을 통해 관객의 신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기에 비쥬얼 아트는 촉각예술”이라는 얼핏 모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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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촉각예술로서의 시각예술. 모든 새로운 

이름붙이기는 기존의 이름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결핍을 발견할 

때 시도된다. 일상 속에 시각 요소가 넘쳐나고 인간관계조차 시각적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시각 예술은 몸의 반응과 인식의 

전환을 발생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고 보니 

작가가 기존의 시각예술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를 촉각적 자극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견해로 이해되었다.

4

작가는 “개발이 진행되는 도시의 일부 지역들을 방문 및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된 특이점들을 맥락화한다.”거나 “예술가와 도시의 

만남을 작업의 레퍼런스로 삼음으로써, 지역에 기반 한 작업을 

생성하려고 한다.”고 신작 ‘내부정원박제무대 B’에 대한 계획을 

지원신청서에 썼다. 그 설명을 읽으면서 나는 임정수 작가를 도시 

개발과 삶, 도시 재생과 장소의 역사 등에 주목하여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판단했다. 소위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활동(community 

based art)을 하는 작가로 마음대로 분류를 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간 봐왔던 공동체 미술 실행과정 아카이브 작업들의 

사례들이 모여 일종의 전형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 

보이는 그의 전시 작품들과의 첫 대면은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작가는 직접 경험했던 상황으로부터 다양한 요소들(표면의 질감, 상징, 

가치관, 언어 등)을 수집하여 시작하되, 그것들의 조합과 재배치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감각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물체의 겉껍질, 오로지 

그것들의 쓸모, 기능만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과 다르게 물체 

표면의 자극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너머를 상상하여 낯선 경험의 

세계로 이끌려는 작가의 노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5

문득 게오르규의 ‘25시’에 등장하는 잠수함 속의 흰 토끼가 생각난다. 

잠수함 내 산소 측정 장비가 없던 시절, 사람보다 산소 농도에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지닌 흰 토끼의 신체 반응을 통해 위급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려했던 오래 된 방책이 왜 떠올랐을까. 나는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과민한 무통사회’라 명명하고 작품을 만든 적이 

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신경을 집중하면 다른 것에 대한 자극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둔해지거나 무감각해진다. 자신의 이익, 관심사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지만 세상의 병적 징후와 고통에는 

무감각한, 모순적 개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과민한 무통사회’라는 

이름으로 지적하고 싶었다.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의 의지가 보장되지 

못하고 교묘하게 자기 계발 의지를 압박하여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살이는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말하자면 해저에 머문 잠수함 

속과 같이 산소는 점점 소진되어 가는데 그 상황의 심각성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다.”고 한 작가의 예술가적 노력이 산소 결핍 상황을 온 

몸으로 신호하는 흰 토끼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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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 작가를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 우리는 세상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작동하던 소중한 ‘산소 측정기’를 잃었다. 옥인 콜렉티브의 

두 작가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씌우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그들은 숨이 막혀오는 잠수함 속의 

토끼를 자처하며 온 몸으로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삶의 소신이 예술적 소신과 같고, 그래서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었던 그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포기”(신형철, 「몰락의 

에티카」)했던 셈인데, 그 하나에 걸었던 희망마저 무너져 버렸던 게 

아닌가 싶어서 몹시 안타까웠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위에 언급한 

책에서 “몰락은 패배이지만 몰락의 선택은 패배가 아니다. 세계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면서 이긴다... 그들은 스스로 몰락하면서 이 세계의 완강한 일각을 

더불어 침몰시킨다.”라고 했다. 옥인 콜렉티브의 비극이 한낱 안타까운 

미술계 이슈로 잊히면 안 되는 이유이다.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가 

무엇이었을까를 살피고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함께 살던 우리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고 의무이다.

 임정수 작가에게 왜 작업을 하느냐고 물었다.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없는 세상에서 해야 하기에 하는 작업이라고, 물결 없이 

잔잔한 호수의 수면을 흔들어 보고 싶다고 결기 있게 답했다. 예술가의 

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답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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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의 <7×5SECRETS>를 보고 당황했다. 가로 7칸, 세로 

5칸 총 35칸 구성의 다이어리를 그린 <7×5SECRETS>는 

전작(前作)들과 2019년 작업 계획서상에서도 돌발적인 듯 

보였고 이 작품 그 자체의 시각적 이미지도 낯설었다. 무엇보다 

<7×5SECRETS>는 내 어떤 기억을 강렬하게 소환시켰다. 

이 작품은 소녀 취향에 따라오는 수줍다고 일컫고 연약하다고 

여기는 ‘그때’와 마주하게 만든다. 사전에서 걸리쉬(Girlish)는 1. 

소녀의; 소녀 시절의; 소녀에게 어울리는, 소녀다운, 천진난만한. 

2. [소년이] 계집애 같은, 수줍음을 타는, 연약한의 의미를 갖는다. 

소녀는 여성의 발육에서 성인 이전의 상태를 짚으며 소녀의 

형용사형은 이 상태에서 파생한다고 여기는 ‘-다운’, ‘-답다’와 같이 

소녀라는 특정 명사가 지닌 성질을 가치로 수반할 것을 한정한다. 

또한 남성의 발육에서 성인 이전의 상태인 소년이 지닌 상황에 

소녀의 소위 부정적 형질을 투영하여 이를 버리거나 벗어나야할 

가치로 치부한다. 이런 경우 남성, 여성, 소년, 소녀 또는 남성, 소년, 

여성, 소녀는 격의 나열이 아니라 자격과 권한의 높고 낮음이 된다. 

이 사이 사이 채 놓지 못한 여러 격이 더 있음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겠다. <7×5SECRETS> 앞에서 기억은 작아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진 분홍 드레스, 가장 친근한 벗과 공유했던 자물쇠 잠긴 

일기장처럼 ‘그때’이기에 ‘지금’ 참 당황스럽게 한다. 

 난처함에 의지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최혜경과 

작품의 외현은 다르나 셀피(셀프 사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오드리 월렌(Audrey Wollen)의 발언을 읽었던 게 생각났다. 

젠더학 연구자인 여경희의 글을 인용해 보면 발언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를 ‘여성(woman)’이 아닌 ‘소녀(girl)’로 굳이 지칭하는 

이유에 대해 월렌은 이렇게 대답한다. “가부장제가 나를, 그리고 

여성을 끊임없이 소녀화(infantilize)하려는 시도를 굳이 거부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영원히 소녀인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정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월렌은 

작업에서 사진 프레임 상에서는 벨라스케스의 비너스의 구도를 

패러디하지만 프레임 내부에서는 거울을 마주하는 비너스 대신 

랩탑을 거울 자리에 대체하고 랩탑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영상으로 응시하다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월렌은 “내가 나를 예뻐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의 욕망에 

선행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셀피를 찍어야만 한다.”고 

피력한다. 이처럼 월렌은 사회가 가둔 ‘소녀’를 자신의 프레임으로 

전치한다. 그러나 월렌이 소녀 취향에서 ‘소녀’를 중심화해서 

사회적 ‘취향’의 민낯을 드러낸다면 최혜경은 다이어리의 소녀 

‘취향’에 관계하는 ‘감각’을 문제시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소녀들은 글로만 쓸 수 있는 내용을 왜 온갖 색을 띈 

펜과 장식으로 꾸미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이 ‘언어의 

상대개념으로서 감각적인 것이 무엇을 전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연이어짐을 밝힌다. 첫 번째 질문이 다수의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작가에게 특수의 문제가 된다. 

 <7×5SECRETS>의 다이어리는 빈센트 반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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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헤밍웨이, 브루스 채트윈 등의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사용한 전설적인 노트북을 소생시켰다는 몰스킨 

다이어리가 표방하는 창의적 영감을 기록하는 물질적 지지체로 

전이되지 못하며(않으며) 1976년 창립하여 기업용, 대학용 

다이어리의 대명사가 된 국내 양지 다이어리의 실용적 기능으로도 

향하지 않는다. 현재 이 이미지의 화면은 흔히 꾸밈, 치장, 장식이라 

불리는 다이어리의 부수적인 주변을 공들여 ‘재현’한다. 여기서 

꾸밈, 치장, 장식은 표현의 여러 갈래임이 분명함에도 대범주에서는 

여성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소녀 취향으로 종종 격하된다. 꾸밈, 

치장, 장식은 불필요한 부가물이 되고 조형의 요소로 오롯하지 

못하는 대신 여성적이고 공예적이라는 수사로 성급히 포장된다. 

너른 색면 분할, 활달한 붓질, 성긴 콜라주가 남성 추상 미술의 

‘표현’ 요소가 될 때 추상과 표현이라는 공통의 행위에도 왜 

여성추상미술은 장식이 되고 공예적이라고 제한되는가. 굳이 

<7×5SECRETS>의 공들인 ‘재현’을 거론하는 이유는 재현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사일 때 최혜경의 재현은 추상을, 추상 미술을 

재현한다는 차이에서 비롯한다. 

 여성추상미술에 대한 고민은 작가를 만나며 촉발되었다. 

헬렌 플랑켄탈러, 리 크래스너, 일레인 드 쿠닝의 이름은 추상미술의 

변방이나 로버트 마더웰, 잭슨 폴락, 윌렘 드 쿠닝 등의 파트너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거론의 기회가 좀처럼 없다. 여성추상미술이 

사교 모임의 구색맞추기도 아닐텐데 이들은 별자리로도, 

낱낱의 호명으로도 역사에 제대로 등재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경이 미술을, 추상을, 여성을 또박또박 이어 붙여 

여성추상미술로 문제화할 때 사조, 언어, 전능의 대로(大路)에서 

경로는 이탈하여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와 같은 네비게이션의 

반복 경고음처럼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세요’를 간곡히 요청한다. 따라서 

<7×5SECRETS>는 낯설고 문제적이다. <7×5SECRETS>와 

여타 작품을 묶어 작품 세계의 외연으로 글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작품을 너무 쉽게 바라보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까봐서다. 그렇고 그런 소녀 취향으로 팽개쳐버릴 이들이 

예측되기 때문이고 한편 이미 학습된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할 

감식자들의 성급함을 경계하고 싶기 때문이다. 

 만약 표면적 낯설음이 잦아들었다면 이 작품이 전하는 

감각으로 인해 즐거워지기를 바라본다. 최혜경은 구상회화와 

추상회화를 환영 회화와 추상회화로 명명하면서 환영 회화가 

취하는 수직적 깊이감을 추상회화에서도 시도 혹은 극복해보려고 

노력한다. 포토샵의 레이어와 같은 기술적 논리가 그림그리기의 

방식에도 가능한가를 탐문하며 <7×5SECRETS>에도 트릭을 

심어놓았다. 하루를 의미하는 다이어리의 그리드는 마카펜, 형광펜, 

스티커, 비즈, 포스트잇 등의 필기구와 문구류로 덧칠해지거나 

덧붙여진다. 물론 이 속칭 소녀 취향 모두는 연마한 그리기의 

노련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추상 미술 

대가의 기법과 콘크리트 표면 처리와 같은 건축 인테리어의 기법이 

고약하게 병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너머, 수직적 깊이의 심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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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의 시 〈거울(Mirror)〉의 구절이 

비명처럼 놓여 있다. ‘나는 은빛이며 정확하다. 나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을 보든지 나는 즉시 받아들인다.(I am 

silver and exact. I have no preconceptions. Whatever I 

see, I swallow immediately.)’는 시구가 냉담하게 깔려있다. 

지독한 죽음을 맞이했던 시인의 삶을 거듭 소환하는 게 불편하지만 

여기서는 알려야겠다. 실비아 플라스는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박고 

죽음을 맞았다. <7×5SECRETS>의 몽글몽글함은 추상 미술을 

정확히, 즉시 받아들이면서도 그 정확함이 놀랍게 여성추상미술로 

라벨갈이되는 구질구질함을 비춘다. 

 “괜찮으면 돌아올 때 『가정생활』 좀 사다줘요.” 훌리오 

꼬르따사르의 단편소설 「시내버스」의 첫 문장은 어느 부인이 여성 

주인공에게 잡지를 당부하는 화법으로 시작한다. 소설이 시작되는 

시점서부터 주부 대상 잡지의 넓고 옅은 통속이 소설의 내면까지 

깊이 관통했겠지 짐작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시내버스에서 차표를 

끊으며 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끊어라, 끊어라, 차장아, 파랑차표, 

분홍차표 끊어라. 노래해라, 노래해라, 뭐든지 노래해라, 돈을 셀 

때는.’ 파랑차표, 분홍차표를 읊는 재잘거림은 유치하고 소녀답다고 

느낀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남성, 소년, 여성, 소녀의 세계에서 

여성, 소녀 한정의 취향과 감각의 몽글몽글함을 다루었냐면 전혀. 

이 소설은 버스 안에서 주인공을 노려보는 눈길과 굉음을 내며 

내달리는 버스로 인해 현실에서 비현실로 진입한다. “괜찮으면 

돌아올 때 『가정생활』 좀 사다줘요.”라는 문장에는 낮춰볼 것이나 

비웃음거리가 없다. 가로 7칸, 세로 5칸 총 35칸 구성의 다이어리의 

치장에도 비웃음거리는 없다. 여기에는 언어 대신, 작가의 표현대로 

‘감각적인 것’이 무엇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문제는 선입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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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약력

강건

김희욱

박웅규

신동희

임정수

최혜경

권도연

박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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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生生化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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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2017 프랑스 파리 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석사 졸업

2015 프랑스 헨느 시립고등미술학교 학사 졸업

 개인전/2인전

2018 나는 누구인가?, 시테데자르, 샹베리, 프랑스

2017 confrontation, 크루스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외부인, 개인전, 요한갤러리, 파리, 프랑스

 무제, 쁠랑쥬르 갤러리, 두아흐네네, 프랑스 

 그룹전

2018 현대미술페스티벌, 셀레스탕스 교회/성 루이 호텔, 아비뇽, 프랑스

 섬유미술 비엔날레, 라 마뉴팍튜르 미술관, 루베, 프랑스

 실 혹은 천, 메이막 아트센터, 메이막, 프랑스

 섬유 예술 페스티벌 2018,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르 부훅-덩, 노르망디, 프랑스 

 경계선, 섬유박물관, 부스토 아르시치오, 이탈리아

 CRAC 제 16회 현대미술 비엔날레, 쟝모흘렛공간, 샹피니-쉬르-마른, 프랑스

2017 경계선, 성 프란시스 교회, 코모, 이탈리아

 Digital Exartcise Ⅱ, Le 100ecs, 파리, 프랑스

 보스너 미술상 2017, 생 레미 공간, 보르도, 프랑스

2016 인간, 아트아시아센터, 파리, 프랑스

 As'île, 라넥스 데폭트, 일드헤, 프랑스

 광화문 국제 아트페스티벌, 세종미술관, 서울, 한국

 아르타곤 미술상, 파싸즈드레츠, 파리, 프랑스

 Take me!, 우르크블랑, 파리, 프랑스

 천개의종이들, 이그렉갤러리, 파리, 프랑스

 Cabinet Da-end 06, 다엔드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5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세종미술관, 서울, 한국

 르샤씨x 그라운드컨트롤, 그라운드컨트롤, 파리, 프랑스

 도핀미술상 수상자전, 크루스갤러리, 파리, 프랑스

 썸머쇼#2, 프라티캬블 갤러리, 헨느, 프랑스

 썸머쇼#1, 헨느 시립고등미술학교, 헨느, 프랑스

 도핀 현대미술상, 파리도핀대학교, 파리, 프랑스

 수상경력

2017 28회 Miniartextil 선정작가, 코모, 이탈리아 

2016 2회 아르타곤 미술상 선정작가, 파리, 프랑스

2015 도핀 현대미술상 대중상, 르 샤씨 특별상 수상, 파리, 프랑스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대상수상,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2015, 서울, 한국

 학력

2016 영국 왕립 예술 학교 조각과 졸업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 전문사 졸업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 예술사 졸업

 개인전

2018-19 감성지능 시각실험실 Vol. 2 –훔쳐보는 암살자 Part. 2, 플라즈마, 서울, 한국

2018 감성지능 시각실험실 Vol. 2 –훔쳐보는 암살자 Part. 1, 소쇼룸, 서울, 한국

2017 Camouflage 위장술, 공간 413, 서울, 한국

2013 픽션의 논픽션, 175갤러리, 서울, 한국

2012 아쉬움의 발로, 플레이스 막, 서울, 한국

 단체전

2017 Essential Consuming, Space E14BQ, 런던, 영국

2017 더 스크랩, 서울

2016 Show RCA 2016, 영국왕립예술학교, 런던, 영국

 8 Garden Gate, Camden Arts Centre, 런던, 영국

 RCA Secret 2016, Gulbenkian Galleries,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5 RCA Secret 2015, Dyson Gallery, 런던, 영국

 RCA @ECA - Sculpture Court, Edinburgh College of Art, 에딘버러, 영국

 The WIP Show (Work_In_Progress), 영국왕립예술학교, 런던, 영국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전시회, 서울, 한국

2012 37.9N 22.9N, Taiwan Kunshan University, 타이완, 대만

2011 생각의 지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축교사갤러리, 서울, 한국

2010 우수 졸업 작품 전시회,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매일매일 오프닝전, 175갤러리, 서울, 한국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언더바갤러리, 서울, 한국

 Meet the Artists, 금산 갤러리, 파주, 한국

 수상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선정

 학력

2015 동대학원졸업

2010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18 검은 태양, 온그라운드2, 서울, 한국

2017 벌레와 성자, 스페이스 니트, 서울, 한국

2016 모조교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5 [불온한 일치], 세덱 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단체전

2017 걷는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6 아시아아트하이웨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6 봉봉 브릿지 프로젝트, 봉봉방앗간&콘크리트플랫폼, 강릉, 한국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1의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Hybrid 새로운 시각,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3 쿤스트독 아티스트클러스터,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한국

2012 선셋장항페스티벌-공장미술제, 서천, 한국

 불안과 불완전, 현대미술공간 C21, 서울, 한국

2011 Boiling point,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한국

2010 아시아프-아시아 청년작가 아트페스티벌, 성신여대,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16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0기

 지원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학력

2016 사진, 졸업, School of Visual Arts, 뉴욕

 단체전

2018 다운그레이드, 서울, 한국

2017 Greenpoint Gallery, 뉴욕, 미국

강건 

김희욱

박웅규

신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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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VA Thesis Exhibition, SVA Gallery, 뉴욕, 미국

2016 Installation group show, 21st east, 뉴욕, 미국

 콜렉션

2015 Dan Morris [New York, United States].

 책

2018 Downgrade, 2018 언리미티드 에디션,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8 2018 Resume

2017 Remind Rewind - Rewind, Remind

 기금

2018 예술경영지원

2012 학장 장학금 - School of Visual Arts

 학력

2018 한예종 미술원 조형예술 전문사 졸업

2015 한예종 예술사를 졸업 

 개인전

2016 스페인 이룬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집], 

2017 네덜란드 에스헤데에서 [Jeongsoolim/Concordia], 

2017 창작지원작가전-벽, 땅, 옆, 김종영미술관, 서울, 한국

 그룹전

2017 Traversing Boundaries, 뉴욕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2018 3X3 그림과 조각, 시청각, 서울, 한국

 선정

2017 김종영 미술관 창작 지원작가 선정

 학력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8 가능세계 Possible World,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08 Chick, 아트팩토리, 파주, 한국

 그룹전

2018 밤을 잊은 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7 고무고무 열 여섯의 움직이는 기술,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2015 Living with Pop,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한국

2010 Departopia, 롯데갤러리, 안양, 한국

 Super Heros-수퍼 히어로즈: 패션&판타지,롯데갤러리, 서울, 한국

2009 향, 영원과 향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Art road 77 - with art·with artist!, 헤이리, 한국

 아트인생 프로젝트 2탄 - 의정부 부대지개 49인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 한국

2009 문화일보갤러리 기획공모선정-쾌락원칙,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한국

2008 꿈 꿀 권리, 아트팩토리, 헤이리, 한국

2007 대학가 퍼블릭 텍스트, 이화여자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2006 EXPORTING, 대안공간 AROOTING ART, 서울, 한국

 레지던시 및 선정

20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2 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아르코 미술관, 서울, 한국

 개인전

2018 섬광기억, 갤러리룩스, 서울

2015 고고학, 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2011 애송이의 여행, 갤러리 류가헌, 서울

 주요 단체전

2019 정물 Ⅱ, 아트스페이스 J, 성남, 한국

2018 예술을 쓰다, 책을 그리다,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한국

 DAL&1. Space DAL, 서울, 한국

 Salon de nook, 누크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291 레포트, 공간291, 서울, 한국

 오픈스튜디오 1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한국

 평면성으로부터, 021 갤러리, 대구, 한국

 Intro,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시던시, 고양, 한국

 책, 예술이 될 자유,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6 해방된 기억, 굿모닝하우스, 수원, 한국

 대구사진비엔날레: Encounter IV,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두 겹의 대화, 누크 갤러리, 서울, 한국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Photo London, UK

 Ones To Watch, Photo Espana, Madrid, Spain

 사진적 카이로스,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 한국

 Dimension, 신세계 갤러리 본점, 서울, 한국

2015 사진미래色,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한국

 Mapping Territories: FotoFest in 2015, NRG Center ,TX, USA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타임라인의 바깥, 지금여기, 서울, 한국

 포토페스트비엔날레: International Discoveries V, USA

2014 서울루나 포토페스트-여덟 편의 에피소드, 보안여관, 서울, 한국

 일어나라 사진비평, Space22, 서울, 한국

2012 지금, 바로 여기, 갤러리 그림손, 서울, 한국

2011 서울사진축제 포트폴리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아트인컬쳐 동방의 요괴 선정 작가전, MBC 갤러리 M, 대구, 한국

 사진비평상 수상전, 갤러리 이룸, 서울, 한국

2010 동방의 요괴들, 서울시창작공간, 서울, 한국

2009 시간의 부드러운 틈, 갤러리 룩스, 서울, 한국

 수상 및 선정

2019 인천아트플랫폼 10기 입주작가

2018 창작공간 DAL 1기 입주작가

 FOTOFEST 비엔날레 Scholarship Program for International Meeting place

2017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13기 입주작가

2016 Ones To Watch,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UK

2014 제7회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 SKOPF 올해의 최종 작가

 대구사진비엔날레 포트폴리오리뷰 우수 작가

2011 제12회 사진 비평상

학력

Prof. 다니엘리히터(Daniel Richter) 마이스터슐러 졸업

2004-2009년 독일 베를린예술대학교 (UDK), 순수미술전공

임정수

최혜경

권도연

박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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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

2018 긴장과우여곡절, 합정지구, 서울, 한국

2016 Dreams and Visions –So Young Park, 틸리히터 뮤지움 ,Buggenhagen, 독일

2016 So Young Park, 에스모아(ESMoA) 뮤지움 in Residency-space, California, 미국

2013 So Young Park, 갤러리레이크, Oldenburg, 독일

2012 So Young Park, Art lab 21, California, 미국

2011 Fishing on the mountain, 갤러리 E105, Berlin, 독일

 “Inside, inside”, 현대미술관Willem 3, Vlissingen, 네덜란드

2010 “The Solo-project”, 갤러리E105, Basel, 스위스

 “Are you happy there?”, 갤러리E105, Bonn, 독일

2009 “Money Didn`t Matter Yesterday”, 갤러리쟈니빈, Berlin, 독일 

 그룹전

2019 The Ahh-ness of things, 베타니엔, Berlin, 독일

2018 Voyage, 드바베떼, Berlin, 독일)

 Uferopen, 우 퍼할렌, Berlin, 독일)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여수엑스포, Yeosu, 한국 

 V, 쿤, 스트라움 XXY, Berlin, 독일

2017 Mega Bock, 우퍼할렌, Berlin, 독일

 Focus berlin, 틸리히터 뮤지움, Buggenhagen, 독일

 Homecoming, 갤러리루이스루이, Karlsruhe, 독일

2016 Salon der gegenwart16, 레오폴드호프, Hamburg, 독일

 Liaison, 우퍼할렌, Berlin, 독일

 Erste Botschaft, 봇 샤프트, Berlin, 독일

 Plan, 에스모아(ESMoA) 뮤지움, California, 미국

 레지던시 및 지원

2019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예정, 인천, 한국

2018 서울문화재단 지원, 서울, 한국 

2015-16 ESMoA Museum Artist in Residency, California, 미국

2011 Cultuurwerf stiftung Vlissingen, Vlissingen, 네덜란드

 작품소장처

ESMoA Museum 캘리포니아, 미국

Eva and Brian Sweeny Collection, California, 미국

Robin and Alfredo Trento Collection, California, 미국

Ralf Schmerberg Collection, Berlin, 독일

Carlos Fleishmann GmbH Collection, Berlin, 독일

Segler-Uleer Collection, Muenster, 독일

Berthold Pott Collection Koeln, 독일

 학력

1992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8 늙은 기계-두 개의 시선, 세종문화회관미술관 광화랑, 서울, 한국 

2017  고암 이응노 미술상 수상 기념전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2015 기다리는 사람들, 세종문화회관미술관 광화랑, 서울, 한국 

2012 가라뫼 사람들 - 새마을 운동의 명암, 세종문화회관미술관 광화랑, 서울, 한국 

2010 부자되셨나요 떠나셨나요? - 상품광고와 일상의 삶, 평화박물관 스페이스99

2008 어머니 - 한 여인의 발자취, 세종문화회관미술관 광화랑/고양어울림미술관, 서울/고양, 한국 

2005 초라한 사람들, 혜화역 전시장, 서울, 한국 

 단체전 

2018 경기천년 아카이브전 – 지금 ,경기상상캔버스, 수원

 촛불 혁명과 평화의 창,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 광주, 창원, 부산 순회전

 서남동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민중미술과 영성, 연세대백주년기념관

 DMZ 10회 특별 기획전, 김포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매듭의 시작 3인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 광화랑

 황해 미술제, 인천문화예술회관

2017 한강 살가지전, 춘천문화예술회관/노원문화예술회관

2016 산책자의시선, 경기도미술관

 4.16 세월호 2주기 추모전-사월의 동행, 경기도미술관, 경기 안산

 4.16 세월호 2주기 추모전-끝나지 않는 노래, 서울 시민청 갤러리, 서울

 이소선 여사 5주기전-어머니의 대지, 아라아트센터, 서울

 DMZ 사람의 풍경전, 고양 어울림누리미술관, 경기 고양

2015 4.16 세월호 1주기 추모전-망각에 저항하기:304인의 작가가 다가서다, 안산문화예술회관, 안산, 한국

 아시아 그리고 쌀 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한국

 해방70주년 기념 역사의 거울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4 동학 120주년 기념전 - 전북문예회관

 나는 우리다-내안의 세월호,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한국

2013 조선의 소녀와 일본군 위안부 - 서울시립미술관/고양어울림미술관, 서울/고양, 한국

 내앞에 서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한국

 DMZ전, 수원미술관, 수원, 한국

2012 쌍용차 22인 추모전, 서울광장, 서울, 한국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 99:1,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인혁당사건 추모전-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 서대문형무소역사관/부산민주공원, 서울/부산, 한국

 쌀 전,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한국

2011 지워진 미래,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서울, 한국

 DMZ전, 어울림미술관, 고양, 한국

 조국의 산하전,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 한국

2010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수원, 한국

 높빛 평화미술제-평화를 상상해요,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고양, 한국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전시, 금호갤러리, 광주, 한국 

 DMZ 600리전, 수원미술관, 수원, 한국

 조국의 산하전, 헤이리 마음등불, 파주, 한국

 리얼리즘 100년-삶/쌈, 헤이리 마음등불, 파주, 한국

 전국 환경미술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한국

 수상 및 레지던시 

2016 고암 이응노미술상 수상, 이응노생가기념관, 홍성, 한국

 중견작가 도록 발간 지원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레지던시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박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