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과 담론 여름호 전시소개란 중에서 

  

* 김상균 전 (7/23--7/29, 공평아트 센터) 

 ; 조각을 전공한 김상균은 두꺼운 유리와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만들었다. 전시장 안은 작은 도시처럼 띄엄띄엄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물론 축소모델들이다. 그 깔끔한 형태들은 근대의 기능주의나 구성주의 미학을 떠오르게도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초기나 전성기 근대주의의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충천함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의 건물들은 유리와 시멘트
   같은 전형적인 근대적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즉물성이나 재료의 미학이 전면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다. 재료의 물성이 그대
   로 드러나는 근대적 방식은 교묘하게 전도된다. 건물들은 바닥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유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며, 층과 층을 나누는 막간에도 유리가 끼워져 있어서, 번듯한 외형과는 달리 위태로운 느낌을 준다. 

   

    

     

                                               [기억, 감성, 그 이미지의 복원1], 유리, 폴리코드, 라이트 박스, 2003년. 

   

                                                                   [정물 1](부분), 실리콘 캐스팅, 2003년

  
   난데없이 전시장 바닥에 나란히 배열되어 나타난 파슬리 형태의 캐스팅 작품들은, 건물들이 축소모형임을 염두에 둔다면 
   축소된 식물의 이미지--가령 나무의 시뮬레이션--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들은 창백하게 탈색된 채 줄지어 누워있다. 
   그로 인해 이 작은 도시의 을씨년스러움은 더해진다. 그의 작품에서 자연은 뿌리가 없으며, 인공물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인기척이나 인간적인 온기 없이 텅 빈 건물 안, 홀로 빛나는 조명은 묵시록적 느낌까지 자아낸다. 인류의 종말을 다룬 SF영화 
   등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 가령 초고층 빌딩마저 슬럼화 되어 으시시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인공적 폐허같은 분위기 말이다. 

전시장 한켠에 액정 모니터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나오는 이미지들은 인공폐허의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 아무도 없는 건물 
   안, 인공 또는 자연 조명만이 그 텅 빈 공간을 무의미하게 채우고 흘러가는 무심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빛들은 이 연극적 
   공간에서 현존성의 느낌을 자아낸다. 이 텅 빈 공간들과 빛은 그의 작품들이 축소모델이나 무대세트 같은 분위기를 준다. 



김상균은 정교한 재현을 위해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조명을 배치했던 르네상스 화가들같은 실험을 행한다. 
그러나 그의 무대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처럼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 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술상자처럼 환상의 
세계를 실제처럼 체험하기 위한 것 같다. 레비 스트로스는 미술에서 정밀한 묘사의 매력은 감각적인 세계의 덧없고 불가해한
측면들과 그런 측면들을 재구성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절차들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야생의 사고]에서 
미술작품 대다수가 소규모형임을 강조한다. 실물크기의 작품이라 해도 축소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회화건 조각이건 언제
나 대상의 어떤 차원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경-1], 시멘트, 유리, 2002년. 

특히 시간의 차원이 포기되어야 하는데, 김상균의 축소모델의 세계에서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그 잃어버린 시간이 복귀
된다. 사실 인위적으로 제작된 축소모형은 대상물에 대한 단순한 투영이거나 수동적인 상사체를 넘어서, 대상물에 대한 실제 
경험을 구성하게 된다. 적막해 보이는 그의 세계는 초시간적인 본질의 세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을 
전제한다. 그의 작품은 인간이 묘사된 사물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 묘사의 움직임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영화적
이다. 물론 묘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건물들 사이를 얼쩡거리게 될 관객들이다. 그것들은 '특징 없고 의미 없는 물체들
'을 '지금 여기의 하나의 인간'(로브 그리예)인 관객 앞에 던진다. 

로브 그리예는 현대예술이 허구의 조작자로서 어떤 근본적인 결핍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김상균의 작품에서 
부재가 주는 강한 현존의 느낌은 의미의 잉여가치에 대립되는 무상성과 관련된다. 로브그리예는 뒤샹의 [large glass]의 
예를 들면서, 현대적 예술작품의 특징인 미끼들의 기계장치는 그것이 아무 것도, 즉 세상의 대상이나 감정, 그 어느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임무로 하는 만큼,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장치는 또한 여러 겹으로 늘어진 어떤 
투명한 함정 속에서 단지 기능만을 수행할 따름이다. 의미가 박탈된 구조들을 애호하는 함정 말이다. 

   

                                                     [풍경 2](부분), 시멘트, 유리, 조명, 2002년. 

 

 



 

무대세트같이 픽션적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의 작품은, 이 세계를 완전히 재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세계를 자신의 구조물로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는 일군의 현대 예술의 무리에 속해 있다. 퍼트리샤 워는 [메타 픽션]에서 
예술가들이 구사하는 상징은 리얼리티가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세계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무한한 체계들과 구조들--기술문명, 관료제도, 이데올로기, 제도, 전통--에 의한 압박감에 대한 
작가의 응답은, 이와 유사한 무한한 체계들과 구조들로 구성된 어떤 놀이의 세계를 창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사를 통해 작가들은 일상세계의 구조들의 명백한 예정을 교묘히 벗어나는 게임에 몰두하곤 한다. 
김상균은 축소모델을 통해 또 다른 상징적인 세계들을 창조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들의 집합과 문맥 또는 메시지의 틀 
사이의 관계를 교묘하게 조직함으로서, 하나의 대안적인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시장 벽에 금빛 실크스크린으로 
처리된 건물의 입면도나 식물의 이미지는, 작가가 임의로 그어놓은 상징적 장 속의 표본처럼 사물의 픽션적 성격을 강조한다. 
캐스린 흄은 축소되고 골격만 앙상한 허구의 세계가 우리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삭감은 효과를 
거둔다고 지적한다. 

                                                                                                                                글 : 이 선 영 (미술비평)

                                                                        

                                                                                                                        http://sang.simsp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