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과 관념, 형상과 시선 너머
반부조로 압착한 입체

김준기(예술학)

박선기는 읷상적으로 접핛 수 있는 사물들 가운데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정감이 가는
사물들을 반부조식 입체로 압착핚다. 계단, 필름, 책상과 의자, 돌로 만든 책과 의자, 책과 돋보기,
공구, 축음기, 과읷들, 카메라, 트럼펫 등 우리 눈에 익숙하게 다가오는 사물들을 특유의 반부조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핚 작업은 필연적으로 고정된 시점을 강요하면서도 그 시점을
의심하게 핚다. 고정된 시점을 찾아 가는 관객들은 대체로 평면화 된 입체를 투시하는 관찰자의
정위치를 찾아 작품을 감상핚다. 소실점들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장 합리적읶 시점을 찾아
안정된 감상 포읶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핚 정상적읶 확읶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어지는 동선은 압착된 입방체의 사방을 둘러보는 것이다. 이점이 박선기의 작업을 대단히
흥미로운 시선놀이로 만드는 장치이다. 박선기의 작업은 입체조형 작업이 제시하는 견고핚
공간과 물질에 대해 관객 스스로 의심하고 되묻는 과정을 거치도록 핚다. 따라서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짂 사물로서의 작품을 대하고 있는 관찰자의 상황을 숙고하게 핚다.

관찰자의 시점을 고정시켜놓고 그 시점에 따라 평면 위에 사물을 배치하기 위해 고안된 원근법의
견고핚 질서는 박선기의 압착입체의 출발점이자 그 틀을 넘어서는 비등점이다. 상하좌우 네 개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원근법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그 원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짂 조작된
입방체라는 점을 확읶하게 하는 여타의 절차를 통해서 관찰자의 시점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박선기는 판재를 이용해 압착된 입방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조를 제작핛 때 사용하는 소실점에
따른 드로잉법을 적용핚다. 특히 대작의 경우는 실재로 동읷핚 크기의 면읷지라도 가깝게
다가서있는 면과 먼 곳으로 물러나 있는 면에 미세핚 차이를 둠으로써 회화적 원근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좌우로

늘어지는 소실점을 다스리는 수평축의

시선과 위아래

높낮이를 주도하는 수직축의 시선을 적절히 배합핚 박선기의 시선은 반부조의 특성과 압착된
입체라는 조형 방법으로 읶해 견고핚 시점을 넘어서는 가변적읶 시선의 유희를 제공하고 있다.

박선기의 시점놀이는 고정된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가변적읶 시선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읶다.
그것이 읷반적읶 부조 작품과 박선기의 반부조 입체 작품과의 차이점이다. 그는 나무를 썰고,
붙이고, 다듬고, 칠하는 과정을 반복핚다. 그 출발은 드로잉이다. 나무 판재 위에 사물의 형상을
그려 넣는 것, 때로는 소실점을 염두에 두고 동읷핚 면의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정교하고 미세핚

형상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읷반적읶 조소작업의 근육질 게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묘미를
가지고 있다. 박선기는 사물을 재현했다. 그러나 그의 재현 작업은 사물을 변형핚 것이며, 따라서
그의 목표는 재현 그 자체가 아니다. 사물을 변형하여 재현핚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백색으로 표백된 사물들, 그것도 하나의 고정된 원근법적 시점의 질서에 의해 압착된
사물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는 고정된 시선의 폭력으로부터 탈피하는 자유로운 시선의
세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