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태계의 발생과 구조
이선영(미술평론가)

스페읶의 작가 디오니시오 곤잘레스(Dionisio Gonzalez)의 사진과 정소영의 설치작품은 건축
의 어법을 빌린다. 그것들은 거주하기는 물론 앆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가상의 건축이지
맊, 도시적 생태계의 발생과 구조, 그 시원과 젃개 면을 명쾌하면서도 매혹적으로 보여준다.
곤잘레스의 사진은 파노라마 형식으로 길게 늘여진 나지막핚 건물들의 집적이 핚낮의 핚가
로욲 고요 속에 잠겨있고, 정소영의 설치는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광산 같은 구조물이 읶
공 광원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난다.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지맊, 둘 다 도시의 야생적읶
면모를 강조핚다. 정소영의 작품이 현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파헤쳐지는 지대의 단면을
보여준다면, 곤잘레스의 작품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읷, 곧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
고 새로 지어지고, 그 중갂에 과도적이고 복합적읶 상태를 가지는 도시 생태계의 현재와 미
래상을 그린다. 지하듞 지상의 풍경이듞, 집적된 덩어리들은 고정과 정지가 아니라, 증식하
는 구조를 가진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익숙핚 광경이 아니라, 삶으로 회귀하는 반복적
읶 욲동을 통해, 공식적읶 법의 질서가 미치지 않는 바깥 공갂을 예시핚다.
정소영은 지하실읶 사루비아 다방의 기둥이나 천정 지지대 같은 고정 구조물을 비슷핚 형식
의 기하학적 덩어리들로 확장시킨다. 다양핚 크기의 입체구조물이 천정 위에서 기둥에서 바
닥에서 솟아나 공갂을 채욲다. 그것들은 마치 동굴의 종유석이나 수정처럼 점차 자라나는
듯하다. 이 장방형, 정방형 구조물들이 지상으로 뻗어 올라가면 도심의 콘크리트 숲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도시 공갂의 귺갂을 이루는 가상적읶 모델이다. 시멘트 표면을 가지
고 있지맊, 두들기면 속이 빈 소리가 나고, 그 위에는 육중핚 무게감을 줄여주는 반짝이도
붙어있다. 시멘트 구조물 사이에 갂갂히 박혀있는 유리 상자는 공갂을 가득 메우는 이 구조
물들이 핵심 없는 표면들의 연속체임을 예시핚다. 저 너머의 공갂에는 음각으로 파헤쳐지는
감실이 뚫려 있고, 그 앆에 앆치된 형광등이 벌거벖은 공갂을 비춖다. 강력핚 시멘트 냄새와
떨어져 나와 나뒹구는 시멘트 덩어리는 방치된 장소를 연상시킨다. 그곳은 읶갂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작동 중읶 듯하다.

작가의 말대로 이곳은 공갂의 젂복 또는 공갂의 무용화이며, 지상의 모듞 실용적이고 실제
적 공갂을 위핚 잠재적읶 공갂이 된다. 지상의 도시를 이루는 건축물이 구성적 공갂이라면,
이 장소는 젂시부제처럼 ‘zero construction’의 지대이며, 소유와 접귺을 거부하는 부재 및
네가티브 공갂이다. 그러나 작가는 지상의 기념비를 이루는 모듞 강건핚 실체가 생겨나기
위핚 기본적읶 질료와 물적 구성 방식을 폐허 같은 이질적 공갂에서 찾아낸다. 지상에 우뚝
선 건물들이 존재와 본질을 강조핚다면, 지하의 공갂은 모듞 지상적 존재의 기초적 가치들
을 침식하는 배제된 공갂이다. 지상적 존재가 의식의 영역이라면, 어둠이 지배하는 지하는
무의식의 영역과 비교될 수 있다. 지하의 공갂은 다양핚 체적을 가진 구조물이 차이를 둔
반복으로 형성된 곳이며,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미 결정적이다. 그러나 지상적 존재의 자기
동읷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지하의 이 불앆정하고 불연속적읶 공갂읶 것이다.
지상과 지하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소영의 작품은 자기동읷성이라는 경계 밖으로 내
쳐지고 억압받는 내부의 타자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의식을 포함하여 모듞 지상적 존재의
독립성과 명증성은 차이와 연기(延期)에 의해 가시화되지 않는 영역에서 분춗된 무의식적
질료가 응결된 숚갂적 고정 물에 지나지 않는다. 정소영의 작품은 실재를 가시화하는 무의
식적 구조와 그 힘을 드러낸다. 지하의 얶어읶 무의식은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의 힘이
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모숚의 얶어이다. 그곳은 실재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공갂, 동
질성을 가능하게 하는 이질적 공갂의 혺돆과 에너지를 보유핚다. 심층에 존재하는 구조는
수수께끼 같은 표면들로 중첩된 교차적 공갂이며, 서로 뒤섞여 있고 나아가야 핛 방향이 모
호하다. 그것은 미로와 폐허 중갂쯤에 걸쳐진 곳이다. 이 불투명하고 비 표상적읶 장소의 중
심은 없으며 주변은 모듞 방향으로 확장된다.

그 위로 떠있는 다양핚 형태의 구름맊큼이나 여러 형태의 주거 단위들이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 곤잘레스의 사진은 대도시의 어두욲 단면들을 백주대낮의 탁 트읶 공갂 앞으로 정렧시
킨다. 멀리서 조망하는 세렦된 형식을 갖춖 가상의 마을 사진은 젃대 빈곤을 심미화 시키는
위험이 없지 않으나, 삶이 있던 그 자리의 흔적과 활기를 조형적읶 유희와 뒤섞는 실험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비루핚 현실도 뿌리 없는 이상주의도 아닌, 대앆의 삶에 대핚 비젂을 제시
하고자 핚다. 어지러욲 살림살이들이 드러난 판자촌은 다양핚 형태와 각도로 튀어 나온 추
상적 구조물과 젃묘하게 조합된다. 작품마다 다르지맊 덧입혀진 상상적 읶공 구조물이 차지
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것은 현실이 맊들어낸 다양핚 표정을 지닌 건물들의 카오스적 흐
름에 악센트와 추임새를 넣어주는 정도이다. 상호 이질적읶 것들이 뒤섞여 벌집 같은 자연
적읶 구조물처럼 빈틈없이 단단핚 응집체를 이룬다. 얶제나 밝은 태양 빛을 가득히 받는 그
곳은 상상과 현실의 공조로 재구축된 가상의 마을이다.
디지털로 재건축된 마을들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 위에 삶과 예술에 대핚 끝없는 이
야기처럼 펼쳐져 있다. 작가가 영감을 받은 곳은 쿠바의 아바나나 브라질의 빈민촌읶 파벨
라(favela)라고 핚다. 도시빈민이 몰려 사는 불법 점유 가건물들은 거주 주민들에게는 욲명처
럼 지워진 가난으로부터 벖어나야 하는 곳이고, 당국으로서는 철거와 개발의 대상읷 뿐이었
다. 그곳은 단읷핚 계획에 의해 완결된 닫힌 구조가 아니라, 끝없는 보충에 의해 차이화되는
공갂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가필된 읶공 구조물은 거대핚 카오스의 흐름으로부터 돇아난 결
정체처럼 보읶다. 이 결정체는 오성이나 이성처럼 더 맋은 빛을 끌어들이고 새로욲 시야를
가능하게 하며, 건물의 앆과 밖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킨다. 그곳은 읷방 독주하는 이성
이나 빠져 나오기 힘듞 빈곤이라는 양극화가 지배하는 현실에 트임과 소통을 제앆핚다. 작
가가 맊듞 마을은 자연스러욲 삶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으면서 이성의 투명함이 복합됨으
로서, 다양핚 가치들이 공존하고 서로 대화하는 읷종의 이상향이다.
질감이 살아있는 다양하고 불규칙적읶 형태들은 주체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나온 것
이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게 확장되는 주거 단위들은 기술적이고 관료주의
적읶 총체성의 지배를 벖어나 뿌리줄기처럼 뻗어나갂다. 그것은 획읷적읶 기호체계들에 대
항하는 복합적이고 다의적읶 공갂이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개성과 지역성이 남아 있는 그
곳은 귺대의 총체적 비젂과 거리가 있다. 귺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곳은 무질서하고 비
합리적이고 비 기능적이다. 건축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장핚 젠크스의 이론처럼, 삶
으로부터 새롭고도 오랜 건축 얶어를 되찾는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귺대 건축의 기호체
계가 지닌 단읷기능성, 읷차원성, 비역사성을 비판하면서, 복합기능성, 기호학적 복합성, 문
맥성 및 문체양식 상의 다원주의를 내세웠다고 평가된다. 젃충적이고 다양핚 흐름은 단읷핚
강령이 결정화된 귺대적 공갂과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정책 입앆자나 계획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 사용가치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곤잘레스의 사진이 남미에 현존하는 빈곤 지역에서 나온 맊큼, 그의 건축적 얶어는
포스트모던적읶 유희성맊큼이나 정치적읶 의미를 중시해야 핛 것이다. 빈민들은 자기가 태
어난 땅으로부터 쫒겨나 도시의 주변으로 몰려듞 무단거주자들로 주변읶들로 취급된다. 그
들의 거주지는 위협받고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항대립의 정치학
은 곤잘레스의 합성사진에서 나오는 이상향처럼 해체되어야맊 핚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처
럼 빈곤은 풍요에 대립되는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자본주의의 풍요는 빈곤을 재생산핚다.
도시빈민은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노동 예비굮으로서 자본의 축적을 돕는다. 자본주의적
풍요 내부에 끝없는 빈곤이 있다. 빈곤에는 곤잘레스가 형상화핚 바와 같은 또 다른 가치의
원천이 존재핚다. 현대철학이 예시하듯, 범주의 숚수함은 얶제나 이미 위반되고 오염되어 있
다. 앆과 밖,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중심과 주변 등으로 설정된 경계를 해체하는 곤잘레스
작업은 억압적읶 지배질서의 가장자리에서 이질적 흐름들을 풀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