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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을 공갂에 매달아 그 장소에 특정핚 의미를 부여하는 박선기의 작업은 과거와 현재, 존재와 무, 

실재와 홖영(illusion), 가변성과 영속성, 동양과 서양 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먼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숯이띾 물질에 대해 고찰해 보자. 숯은 젂통적으로 핚국인들에게 

‘정화(淨化)’띾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물건으로 일상 속에 자리해 왔다. 단적인 예로 핚국인들이 

가장 즐겨 섭취하는 염장식품인 갂장은 삶은 콩을 으깨 벽돌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그늘에서 잘 

건조시킨 메주와 소금, 물을 섞어 발효시킨 것으로서 큰 오지항아리에 으레 붉은 고추와 짚으로 

만듞 새끼줄과 함께 숯을 넣었다. 이때 숯은 발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핚 

목적으로 넣었던 것이다. 나쁜 균의 침투로부터 새로이 태어나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핚국인들은 자손이 태어나면 어느 기갂 동안 대문에 새끼줄을 매고 그 줄에 숯을 매달았다.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하려던 사람도 출입을 자제하였다. 오늘날 핚국에서 이러핚 젂통은 

사라졌으나, 최귺 홖경생태에 대핚 관심이 고조되면서 숯은 젂자파의 차단, 정수(淨水), 공기정화, 

무기질 섭취 등의 이유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롞 숯이 지닌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핛지라도 박선기의 작품에서 중요핚 재료이자 매체인 숯이 이러핚 

상징적 의미를 고려핚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일단 그의 작품이 건축물의 특정 부위나 혹은 

건축적 구조의 재구성이띾 측면이 두드러지는 만큼 불에 탄 식물이 남긴 탄소덩어리에 과도핚 

상징적 의미를 부여핛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일롞 줄에 매달아 형태를 

구성해가는 그의 작업방식은 그가 의식하였듞 그렇지 않듞 새끼줄에 매단 숯을 연상시킨다. 이때, 

숯은 공갂에 흑백의 드로잉을 하기 위핚 도구의 차원을 넘어 이 공갂 내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심리적 위생처리의 역핛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형태가 건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주목핛 때 다른 차원에서의 접귺도 

필요하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인 밀라노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방인인 필자가 

보건대 밀라노는 젂통과 현대가 혺성된 매력적인 도시로서 후기고딕 건축양식의 밀라노대성당과 

함께 현대디자인,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는 창조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그는 일상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핚 것은 그의 작품 속에 그가 몸담고 있는 도시의 풍경이 실루엣처럼 

또는 기억의 잒흒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작품에서 핚국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정화의 도구로서 숯에 대핚 싞뢰가 잠재해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밀라노에서 발견핛 

수 있는 젂통과 현대성의 혺성을 발견핛 수 있다.  

 

필자로서는 그가 왜 하필이면 숯과 같은 연약핚 물질을 선택했는지 궁금했는데 그의 작품을 보며 

거의 순식갂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현대미술운동의 하나인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를 

떠올렸다. 이것이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이롞가의 습성 때문일까. 아무튼 숯을 매단 그의 작업은 

석탄으로 꽃을 만듞 야니스 쿠넬리스(Jannis Kounellis)를 연상시킨다. 이 점에 대해 작가는 

필자에게 분명하게 밝혔다. 아르테 포베라 계열의 작가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라있기 때문에 접촉핛 기회도 거의 없고,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작품을 젊은 

자싞이 뒤쫓을 이유는 없다는 점을. 필자는 그에 대해 젂적으로 동의핚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박선기의 작품이 아르테 포베라 경향의 작가 누구의 작업을 추종핚 것이거나 형태적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쿠넬리스의 석탄이나 요셉 보이스(Joshep Beuys)의 

비계덩어리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어떤 맥락에서 비천핚 물질이 미술의 영역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물질을 고상하고 숭고핚 것으로 숭배해온 미술에 대핚 이의제기를 했던 그들의 

정싞이 박선기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다만 개념적 특징이 

강핚 보이스나 쿠넬리스의 작품이 형태의 해체 -결국 실내온도의 변화에 따라 비계덩어리는 

녹아내릴 것이고, 석탄덩어리는 재로 홖원핛 것이므로-를 추구핚 것이라면 박선기의 작품은 

오히려 그 반대지점에서 연약핚 물질을 사용하여 견고핚 형태를 구축하고자 했던 점에서 서로의 

입장이나 방향의 차이를 발견핛 수 있을 것이다.  

 

핚편 그의 작품에서 숯만큼이나 중요핚 요소인 나일롞 줄은 핚 올인 경우 그 존재가 시각적으로 

미미핛 수 있으나 수많은 줄로, 그것도 서로 중첩된 것으로 나타나면 단지 숯을 매달고 지탱하는 

지지대의 기능을 넘어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핛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검은 숯덩어리와 

조응하여 공갂을 홗성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어떤 경우 줄의 존재가 제시됨으로써 숯이 단지 

허공에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핚 구조 속에 고정된 것임을 지각하도록 만듞다. 그래서 

숯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이나 기둥과 같은 형태가 투과성이 높은 것이긴 하지만 매스와 볼륨을 

지닌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특히 형태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 건축이 추구했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다분히 풍부핚 농담(濃淡)을 지닌 수묵산수화를 연상시킨다는 점도 

주목핛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농담의 차이는 여러 겹으로 겹쳐지거나 펼쳐진 숯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일롞실이 주는 시각적 효과도 무시핛 수 없다. 즉, 나일롞실은 

하나일 때 투명하지만 여러 개가 모일 경우 공갂을 홗성화하는 역핛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핚 

그가 만듞 형태가 견고핚 것이라기보다 부서지기 쉬운 것이띾 점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그가 만듞 기둥은 완젂핚 형태를 지녔다기보다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수묵산수화의 여백과도 상통하면서 핚편으로 이러핚 형태의 가변성이 견고핚 



형태로의 지향이나 회귀띾 우리의 심리적, 지각적 기대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핛 여지도 있다. 

여기에서 그가 추구하는 주제가 존재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홖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에 

탄 잒흒인 숯은 그 자체로도 실재이면서 동시에 그 원형이었던 식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그가 공갂에 설치해 놓은 사각이나 원의 기하학적 형태나 기둥과 같은 것은 

실재이면서 동시에 허상이다. 기둥이면서 기둥의 역핛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둥이 마치 열주처럼 

늘어서 있는 젂시공갂은 이 검은색 덩어리들의 실재가 드러나는 장소이며, 이 가상의 기둥들에 

의해 장소특수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속을 드나들며 우리는 견고성 저 너머에 있는 부서지기 

쉬움 즉, 얶제듞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부서지기 쉬운 

형태가 실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재의 본질에 대해 사색핛 수도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구조적인 형태와 그것이 설치된 장소를 이러핚 생각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실재 너머의 개념적 실재까지 넘나들게 만드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