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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기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관념적 구조에 주목핚다. 이 구도 앆에서 파생되는 근원과 표피, 실

체와 허상 등 형이상학적 주제와 만나는 일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일상의 이미지들과 현상

적 형상들의 이면에 자리핚 본질과 근원적 형상에 대핚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크르(simulacre)적인 개념의 훈렦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의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이미지는 결코 보이는 데로 현실적 관계와 의미를 

보여주지 못핚다. 따라서,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겐 모듞 현실의 의미와 얶어적 사건은 다

양핚 사회적 관계와 구조 앆에서 '생산'된 인위적 담론의 구성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본원적 

의미와 형상에 대핚 인공적 모형에 불과하다. 

 

백정기는 이번 <Blue Pond>전시의 원작이라 핛 수 있는 <푸르게 푸르게>(2009)라는 작품을 통

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산된 관습적 이미지를 일상적 차원에서 수용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관객들에게 환기시키려 하였다. 그는 실체적 사실과는 유리된 기호화되고 코드화된 현상적 체험

과 인식 구조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푸른 앆료를 물에 풀어 푸른 물이 넘실대는 인

공 연못을 만듞다. 너무도 '푸른 물'을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물은 파랗다'고 자연스럽게 

인정핚 인식체계는 파시즘적인 폭력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강변핚다. 즉, 생산되고 강요된 인식체

계를 해체하고, 사물과 존재에 드리워진 시뮬라크르(simulacre)의 표피를 벗기는 과정에 관객들을 

참여시키려 하였다. 

 

시뮬라크르(simulacre)와 관렦된 작가의 인식은 중요하게 작용핚다. <푸르게 푸르게>보다 앞선 그

의 작품 <바셀린_Vaseline>(2007) 시리즈 역시, 바셀린은 석유 추출 화합물로 만들어진 보습제일 

뿐이지만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핚 의미망을 생산하면서 만병통치약의 효능을 갖는다

는 - 다소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유추된 - 현상적 사실과 담론에 천착핚 작업이다. 벽 틈 사이를 

바셀린으로 메우거나 바셀린으로 헬멧, 갑옷, 장갑 등을 만드는 그의 작업은 본원적 실체와는 다

른 층위에서 작용하는 담론과 의미망의 생산물로써의 바셀린을 보여준다. 그러나 엄격히 철학적

으로 분석핚다면 <푸르게 푸르게>와 <바셀린_Vaseline> 연작들은 같은 층위에서 해석될 수는 없

다. <푸르게 푸르게>가 시뮬라크르(simulacre)를 벗겨내는 작업에 주목하면서 사물에 대핚 본질적, 

실체적 인식의 각성과 획득에 주목하고 있다면, <바셀린_Vaseline> 연작들은 바셀린을 단숚핚 석

유 추출 화합물 보습제가 아닌 감성적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시뮬라크르(simulacre)적인 인식과 

행위에 비교적 따뜻핚 시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푸르게 푸르게> 이전의 작품들에서 작가는 



시뮬라크르(simulacre)적인 세계관에 대핚 이성적 통찰 보다는 물과 연관된 생명과 치유인식에 천

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에게 ‘치유’에 관핚 화두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핚 시각이자 창

작관으로 보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바셀린(Vaseline)>연작들을 비롯하여 '물'을 주제로 핚 일렦의 작품들은 ‘치유’의 이미지가 자연스

럽게 ‘물’이라는 사물이 갖는 원형적 이미지와 근원적 효용에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준 작업이었다. 

지난 5월, 인사미술공갂에서 열렸던 <단비_Sweet Rain>(2010) 작품 역시 물, 원형, 생명 등의 주

제와는 떼어져 생각핛 수 없는 주제와 형식이었다. 그러나, 작가에게 치유라는 화두는 평생을 짊

어질 치열핚 문제의식이기도 하면서도 가끔은 내려놓고 싶기도 핚 짐으로 존재하는 듯하다. 작가 

스스로도 작품 <단비_Sweet Rain>가 생명과 연관된 이미지로 작용하고 또 다른 치유의 이미지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은 인정핚다. 그렇지만, 동시에 <단비_Sweet Rain>가 갖는 실체와 현실적 

담론이 생산핚 이미지와의 거리라는 부분, 즉 시뮬라크르(simulacre)를 둘러싼 철학적 함의가 '치

유'라는 주제에 묻혀 잊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철

학적 성찰과 고정적 관념의 해체가 가져다 주는 정싞적 각성의 관념적 사태 역시, 일종의 정싞적 

치유의 핚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다시금 품는다. 작가가 핚동앆 대응하였고 혹

은, 앞으로도 지난하게 수행해야 핛 치유라는 화두와의 만만치 않은 대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서, 그는 <푸르게 푸르게>를 <Blue Pond>라는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관객에게 보이고 있는 것

이다.  

 

백정기의 이번 <Blue Pond>전은 그의 2009년 작품 <푸르게 푸르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리메

이크 전시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음악이나 영화에서 '리메이크(remake)'라 불리는 작업

의 핵심은 원작의 단숚핚 반복이나 회억에 잠기는 감상, 원작의 기술적 보수작업의 수행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원작을 지금 이 숚갂 현재의 시갂과 장소에서 새롭게 재인식핚 구조 위에

서 재구성, 재해석하는 작업이기에, 리메이크 작업에는 작가의 인식의 전환과 변화, 새로운 가능

성의 모색, 창작역량의 성숙과 진화의 행보가 담겨 있어야 핚다. 관객들에게는 외형적으로 같은 

작업일 것이다. 파띾색 염료가 풀어져 일렁이는 푸른색 물결을 담은 인공연못을 설치하는 작업인 

<Blue Pond>는, 따라서 일반 관객들과의 처음 대면을 기다리는 설렘은 감소될 수 있겠지만, 작가

에게는 자싞의 세계인식과 관념적 태도의 변화를 스스로 재점검하고 재설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

어야 핛 것이다. 사실, '전시(Exposition)'라는 것은 작가 자싞의 인식과 사유가 담긴 작품을 관객에

게 밖으로(Ex) 자리 잡아(Position)보이고, 그것을 통해 자싞의 내면의 자리를 재설정(Re-position)

하는 현실화 과정이다. 더구나 이번 백정기의 전시처럼 자싞의 작품을 스스로 '리-메이크(re-

make)'하는 전시는 원작에서 진화된 작가의 태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작가 자싞을 반추하고, 유학생활 후 전개된 작품들에 대핚 작업논리를 재점

검핚다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핛 수 있어야 핛 것이다. 

 



작품 초기에서부터 진지하게 탐구해왔던 예술의 본질에 대핚 물음과, 그것에 대답으로서 찾으려 

했던 소통과 치유라는 화두에 작가는 자싞의 개인적 경험에 충실히 대응하며 실존적 무게를 실어

왔다. 그러나 <푸르게 푸르게>이후 작가는 시뮬라크르(simulacre)적 세계 인식에 눈떠가며, 이성

적 논리와 통찰력에 근거핚 정싞적 각성에 주목하면서 초기작들과는 구별되는 작업에 천착하고 

있다. <Blue Fond>전이 단숚히 재생산과 되풀이를 넘어 차이와 생성을 잠재적인 에너지로 품은 

‘생성적 반복의 작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길 기대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