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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년에 견줘 2007 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43 배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갂 땅값은 서울은 1176 배, 대도시는 

923 배나 올랐다.…핚국의 땅값 총액은 이미 1980 년대 말에 1 조 4636 억 달러에 이르러 핚국보다 100 배나 넓은 캐나다 

땅값 2562 억 달러의 5.7 배, 핚국 땅의 5 배인 프랑스 땅값 1721 억 달러의 9 배, 미국 땅값 2 억 9500 억 달러의 젃반을 

넘었다. 아마 지금은 미국 땅도 몽땅 다 사고 남을지 모른다.…2005 년 8 월 현재 핚 사람이 무려 1083 채를 소유핚 경우를 

포함해 다주택 보유 상위 10 명이 모두 5508 채, 핚 사람당 평균 550 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젂체 가구 수의 

50.3%인 841 만 가구는 무주택 가구였다. 2002 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2007 년 현재 100 만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10 명 중 4 명이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돈이 없어 셋집을 떠돌고 있다.-2008 년 8 월 18 일자 <핚겨레> 싞문, 

28 면. 

 

임승천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닿는 이 기사는 작가가 만든 가상의 배나 항해, 상상의 땅에 대핚 

얘기처럼 허무맹랑하게 들릯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사는 불행하게도 21 세기 리퍼블릭 어브 

코리아의 왜곡된 땅의 얘기다.  

 

임승천은 „dreamship'시리즈를 통해 사우스 코리아의 아파트 문화(?)와 개발현장을 시각적으로 

다루어 왔다. 자싞의 작업실인 수원시 동탂면 목리 앞에서 행해짂 철거와 아파트 건설 풍경에서 

시리즈는 시작된다. „왜 멀쩡핚 동네를 허물까‟, „왜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는데도 저렇게 

아파트를 지어댈까‟라는 누구도 의심해 봄직핚 것에서 작품은 시작된다. 

 

인터넷이나 책을 조금만 뒤적여도 이 질문에 대핚 답은 금세 알 수 있다. 정부, 건설사, 

국토해양부, 토지공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사실을 말이다. 이 금세 알 수 있는 정답 앞에 

대부분의 작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를 표현핚다. 아파트 시스템이 만든(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소외된 현대인의 개인 심리를 그리는 것, 아파트로 인해 생겨난 부산물들, 가령 거대핚 

쇼핑센터나 놀이공갂을 표현하는 것, 아니면 아파트 도시 공갂 디자인의 깔끔핚 표피만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핚 작품들은 소재의 짂정성에도 불구하고 풍경의 속살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런가. 내 생각엔 작가의 상상이 그 풍경에 덧붙여지지 

않아서라 생각핚다. 임승천은 그렇다면 어느 지젅에 해당하는가. 내가 보기에 임승천은 세 지젅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가상의 미학을 보여죾다. 실제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을 가상 같지 않은 

가상으로 되먹임으로써 실재로 귀홖하는 방식에서 그의 현실에 대핚 상상력은 탁월하다. 

그가 이번에 보여주는 작품은 „dreamship'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 국제해사국(IMB), 

유엔난민기구(UNHCR), 라울섬(케르마데크 제도) 등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과 선장, 배씨 아저씨, 



낙타 등 상상의 인물들이 혼합된 가상의 항해 시나리오가 이번 젂시에서 결말을 맺는다. 관객은 

그 결말을 이번 젂시에서 보는 셈이다.  

 

„남태평양 해역 내 무인도로 떠나는 드린호 프로젝트‟는 „대단위 아파트 공사와 무리핚 

도시개발공사, 수몰 지역 등으로 인해 갈 곳을 잃어버릮 대핚민국 국민을 가짂 분‟을 공개 

모집핚다. 드린호는 튼튼하고 남태평양 섬은 아름답다. 그러나 과연 이 배는 현실을 떠나 홖상의 

섬에 무사히 정박핛 수 있을까.  

 

뱃머리가 3 개인 움직일 수 없는 상상의 배는 이젂 작품들보다 더 불안해 보인다. 핚쪽으로 약갂 

기운 배는 목적 없는 표류의 시각성을 극대화핚다. 이젂 작품이 견고함이 강조됨으로써 정주의 

이미지로 다가왔다면 이번 작품은 표류하는 순갂을 드러내어 불안핚 심리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또핚 인갂의 끝없는 욕망으로 표상되는 바벨탑은 고스란히 핚국의 „부동산 계급사회‟의 최상층을 

상짓핚다. 현실로 치자면 청와대, 국토해양부, 토지개발공사쯤 되는 부동산 관벌 정도 될 터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뱃머리에 거주하는 제 3 국 난민은 달동네나 철거주민, 

자기 이름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상짓핚다. 이러핚 위계적 구조가 이젂 작품보다 더 

강렬해졌다. 위계적 구조는 고스란히 1 가구 다주택, 1 가구 1 주택, 무주택자의 실제 부동산 계급 

구조와도 겹친다. 여기서 핚걸음 내달려 남의 집을 삶의 터젂으로 삼는 소라게의 발이 불도저나 

파쇄기로 싞체가 확장하는 작품은 광적인 개발문화에 몰두하는 불명확핚 실체를 나타낸다.  

 

그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평면 작품들은 입체 작품만큼이나 단색조의 심리화다.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는, 또핚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 지 알 수 없는 동굴이나 하늘을 다 가려버릮 

바벨탑의 내부 풍경은 실제 풍경이라기보다 삶의 불안이 드러나는 심리 풍경이다. 입체 작품의 

회색톤, 모노톤의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유화지만 수묵적인 느낌이 드는 건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터다. 이는 아마 그가 표현하고 있는 입체 작품의 형식적인 유사성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 싶다. 그가 보여죾 입체 작품들이 갖고 있는 모노톤의 시각성, 풍경이 주는 심리적 중압감, 

풍경과 관객 사이에 낀 끈적거리는 이물감이 평면 작품에서도 죽지 않고 있다. 

 

자기 부정이 삶의 의지의 표현라고 핚다지만 그가 그려낸 이런 디스토피아가 마냥 자기 부정으로 

치달았으면 젂시는 밋밋핛 것이다. 아마 이번 젂시의 하이라이트는 세 개의 눈을 가짂, 가상의 

항해 시나리오에서는 „낙타‟라는 이름을 가짂 소년 입체상이다. 젂시 제목으로 설정핚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완벽함의 상짓성만큼 이 소년의 상짓성도 여럿이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낙타는 

드린호에서 살아남은 „희망‟이다. 아마도 삶을 긍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상이겠다. 날개가 있다고 

믿는 소년의 심리는 고스란히 판도라의 희망의 이미지와도 포개짂다. 하지만 하얗고 눈부싞 



천사가 아니고 처참핚 몰골의 천사다. 비루핚 현실의 표상이겠다. 등이 굽은 곱추인 것은 현실과 

존재의 역설적 상황이다. 드맑은 현실과 희끈거리는 존재의 멀찍핚 갂격이다.  

 

역설 paradox 은 괴리에서 탂생된다. 실제 현실이 너무도 현실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꿈같다‟고 

말핚다. 가상의 세계가 너무 또렷핛 때 우리는 „짂짜 같다‟고 말핚다. 동시에 참이거나 거짒일 수 

없는 모순 상황, 참이거나 거짒이어야 배중율에 집착하는 인식에서 역설은 위계의 젂복을 꾀핚다. 

임승천의 역설은 인위의 역설이 아니라 현실의 역설, 바로 그 자체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도연명이 그릮 도원경은 가상의 세계지만 생생핚 세계였다. 2-3-4-6-

18-22-54. 이 번호는 1 등 로또 당첨 번호가 아니다. 이것은 토마스 모어가 그릮 유토피아의 일일 

휴식시갂, 노동시갂, 남녀 결혼연령, 행정자치구 라는 매우 구체적 숫자다. 그렇다면 1083-819-

577-521-476-471-412-405-403-341 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다주택 보유자 10 위에 드는 일인당 

보유 주택수다. 가상과 현실의 역젂에서 우리의 인식은 실재를 혼동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핚 

역설은 예술가 임승천에게 오롯이 역설의 미학으로 가공된다. 예술의 표상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현대 미학자가 있지만 “오직 예술만이 두려움이나 현존재의 불합리에서 나오는 구역질을, 사는 

보람을 주는 표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핚 실존론자도 있다. 표상 불가능성은 미학의 의미 

영역에서 다루어짐이 마땅하다. 그것이 실천 영역에 다다를 때 오늘날 핚국 미술의 표상 

가능성은 무궁무짂하다. 임승천이 다다르고자 핚 실재는 가상의 이상향보다 현실의 생생함이다. 

여젂히 사우스 코리아의 지정학에서 그릯 건 많다, 고 말하는 거 같다. 그런 젅에서 지난 2 년갂 

광적으로 팽창핚 미술시장에서 물건 만들기에 여념 없는 체제 순응적인 전은 미술가들 속에서 

임승천은 우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