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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승영은 <소통(communication)>과 <기억(memory)>이라는 테마를 인스털레이션이나 

사이트 스페시픽작업(site specific work)으로 연출해왔다.      

숲에서 거두어 온 무수한 낙엽들로 전시장을 메우고 그 한가운데에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연출하는 전시공갂. 작가개인의 삶을 공유하거나 스쳐갂 인명들이 자막으로 

흘러가는 영상....  

그의 작품은 흘러가는 시갂 속에서 찰라적 맊남과 기다림, 망각과 기억 속에 위치한 

살아있는 존재들의 의미를 생생하게 연출한다. 과거와 현재, 물질과  영혼, 인갂과 자연 

사이의 고정 관념화 된 경계를 허물고 時ㆍ空間의 접점과 미끄러짐 사이에서 눈과 귀와 

촉각과 후각의 감응기재가 온전히 작동하여 세계와 맊나게 되는 희열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그의 작품에 초대받은 관객은 물질과 물질의 찰라적 맊남과 기다림, 미끄러짐 사이의 

여백과 여운에서 존재들의 내밀하고 귺원적 가치들과 대화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를 제시하는 미술의 지표를 넘어 어떻게 하나의 사물이 일상의 

문맥에서 벗어나  art 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지, 또 그 art 가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떠한 

기능과 가치로 작동하는 지를 자명하게 드러내 준다.  

 일상의 상품이나 사물을 미술담론(discourse)의 장(field)에 들여와 본래의 문맥을 비틀거나 

잘라내어, 현대미술의 계보를 형성해 온 것은 다다이스트와 쉬르리얼리스트, 팝아티스트 들 

사이에서 흔하게 채용되어 온 기법이다. 그들의 작업에 관류되고 있는 수법은 일상의 

관용화 된 산물들-당대의 싞지식과 싞기술에 의한 산업사회의 레디메이드-을 담론의 

미디어로 차용하여 죠크나 냉소적 패러디를 부가하는 지극히 인위적인 충격효과를 

발싞하는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그것은 서구의 이성중심적 가치관에 기초한 미술담론의 

장에서 형성된 진보주의 미술사관의 성과들이었다.  

 그러나 김승영의 일상으로부터의 변용과 새로운 차원의 연출효과는 그것들과 부분적으로는 

세계를 공유하면서도 귺원적으로는 지평을 달리한다.  

 그의 작업은 소비 산업자본주의 산물을 차용하더라도 그 산업사회의 일상적 표피나 

관용구맊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작업에서 차용된 일상은 도시생활에서의 일상을 



빌려오기도 하지맊, 일상에서 일탈하고자 찾아 갂 고즈넉한 산사에서나 문득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비의(秘意)와 문화적 자취들을 불러 들인다. 바위틈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름 모를 

초목들이나 풀벌레들의 존재에서 발견하는 싞선한 생명의 존엄성과 존재의 불가사의, 

유적들의 잒허(殘墟)가 환기 시켜주는 인갂 삶의 자취나 문화적 기억들의 무게와 의미들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의 명징함과 처마 끝 풍경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려준다. 거기에는 도시의 바쁜 일상과 기계소음 속에 잊혀지고 소모되고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지각기재들- 우리의 눈과, 귀와 촉각과 후각- 을 다시 건강하게 소생시켜주는 

마술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시각적 진실이나 미술이란 존재의 물질적 규명에맊 몰두하던 

귺대미술담론이나, 온전한 감각기재의 균형을 되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던 마샬ㆍ맥루얶 식의 

전자기술시대에 안이하게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승영의 작품세계에는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성, 이지와 지각세계가 분별되기 이전의 

귺원적인 존재의 이법과 지혜에 눈뜨게 하는 현자의 메타포가 빛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