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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는다. 그저 평범하기만 한 주변의 풍경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 풍경은 

익숙하지만 그다지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그것은 마치 주변의 다른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아마도 존재했으나 사라져버린 혹은 지금 존재하지만 사라질 풍경들 사이로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이 들어서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느 새 서로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단지 

개별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몇 년 전 버스를 타고 어느 공사현장 앞을 지나칠 때였다. 거대하고 육중한 푸른 천으로 뒤덮인 

철거현장 앞에는 커다란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매번 버스 안

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고민하곤 했다. 그 고민은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지만 왜 그것이 우리에

게 평범하게 다가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때 내가 주목했던 것은 그 바

리케이드에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그것은 나무와 산, 호수, 무지개와 같은 것들로 구성된 그림이

었는데, 썩 잘 그린 것은 아니었다. 그림이 그려진 철제 바리케이드는 그 너머의 철거현장을 가리

기 위한 푸른 천막을 또 다시 가리고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

은 그 현실의 중간에 있는 그림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와 푸른 천막

의 폐허 사이에는 바리케이드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의 중간에 존재하

는 풍경이 가져다주는 경험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사실과 가상의 경계에 있는 중간의 풍경들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일상의 도

시와 잠시나마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사이에서 이미지화된 바리케이드, 사라진 주거지와 곧 생겨

날 주거지 사이의 시간이 정지된 장소, 도시와 자연 사이에서 허락되고 대체된, 인공적이거나 혹

은 너무나도 정교한 자연기물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모호한 인정을 받고 있는 중간의 풍경들

이다.  

우리가 말하는 풍경의 본질이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우리는 그저 

주변의 건물과 나무,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풍경이라고 말할 뿐이

다. 다소 추상적이긴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경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감상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것으로서 종종 뚜렷한 형태를 갖추곤 한다. 그렇게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풍경이란 결국 과거의 기억들을 재구성한 것일 뿐이다. 반면 현실이라는 그 거대

한 경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풍경이면서 동시에 풍경이 아닌 것이 된다. 그 안에

는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연관성이 부재하기 때문이

다. 이 주변의 경관들은 유사한 풍경으로서 우리에게 모호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이 풍경이라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게 된다. 애매하게도 우리는 중간의 풍경 안에 끼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은 공원과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관찰되는 대상들을 담고 있다.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

인 원칙이 통용되는 풍경의 경계 안에서 나는 오로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던 풍경을 

온전히 외부로 재현하고 있다. 현대의 풍경은 매우 복잡하다. 그것은 스스로 변화하면서 또한 우

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려낸 

대상들처럼,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게도 중간에 존재하는 모호한 우리 인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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