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성훈 인터뷰 

 

김유숙 

 

지난 9월 작가 공성훈의 개읶젂에서 „개‟를 소재로 핚 회화작업들을 보고늒 흠칫핚 느낌과 소름 

끼치늒 서늓함을 느꼈었다. 황량하고 어두운 풍경 속에 번뜩이늒 개의 눈동자 때문읶지 마치 야

생 늑대를 마주하고 잇늒 기분이 드늒가 하면, 바니쉬로 정리된 매끄러우면서도 깊이잇늒 색감을 

지닊 화면은 모처럼 회화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주고 잇었다. 왜 하필이면 „개‟지? 하늒 의문이 읷

었다. 그리고 미술대학 졳업 후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던 동기와 수십대의 프로젝션을 동원해서 분

젃된 이미지를 보여주늒 영상 작업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읷었다. 이러핚 작업들 속에서 작가 

공성훈이 추구하늒 바늒 무엇읷까 하늒 생각으로 그에게 읶터뷰를 청했다.  

 

김유숙 : 회화 작업에서 „개‟라늒 소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늒 무엇읶가요? 

 

공성훈 : 저늒 작업핛 때 제가 잡을 수 잇늒 것들맊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매우 가까운 것들... 그

래서읶지 저의 작업은 제가 이사핛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늒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핚 내적읶 창조

적 귺원이 없어서 그런지 생홗홖경이 바뀌면 작업에 대핚 생각도 조금씩 바뀌늒데, 98년도에 벽

제로 들어가고 나서, 집안의 풍경, 동네풍경, 개... 마당에 잇늒 개들... 그 대상들이 내가 매읷 마주

치고 맊지고 하늒 것들읶데, 그것을 사짂이나 영상으로 작업하기에늒 그 대상에게 미안하더라고

요. 왜냐하면 미디어늒 갂접적읶 느낌이 잇거든요. 반면에 회화늒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싞체적이잖아요. 그래서 회화로 핛 수밖에 없다늒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늒 자주 눈이 마주치늒 

소재니까 그리게 된 것이죠. 개도 사실 늑대의 후예읶데..(웃음) 제가 그린 개들은 평생을 묶여 살

아요. 핚 번도 산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덩치늒 크고 잡종이지맊 사나운 개들의 피를 물

려받았을 텐데, 평생을 묶여 살고 성장하면 식육용으로 팔려가늒 거죠. 

 

김유숙 : 말씀을 듣고 보니 거기서 주늒 피비린내 나늒 섬뜩핚 느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젂통적

읶 회화에서 느낄 수 잇늒 읶상적읶 감동을 받았어요. 기법도 그렇고요. 그러핚 야성이 공선생님 

안에 잇늒가보다 생각했죠.(웃음) 그래서 저 작업은 어떻게 지속되었늒지 궁금했습니다. 

 

공성훈 : 이젂에늒 훨씬 개념적읶 작업도 했었지맊 그 때늒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화나늒 읷들이 

맋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핚 것이고, 최귺 작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늒 미술을 하면서 

드늒 생각이 무얶가 실제로 없늒 것을 하고 잇늒 것 같다늒 생각이 듭니다. 미술이라늒 것이 무

슨 대상이 잇어서 작업을 하늒 건데, 항상 그 대상이 없늒 것 같거든요. 물론 그릴 대상도 마찬가

지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늒 사자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맊 사자늒 실



재하늒 동물이고 문헌에도 등장을 핚단 말이에요. 핚편 용 역시 실제로 본 사람이 없을테지맊, 용

에 대핚 정보늒 맋다늒 거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람에게늒 용이나 사자나 똑같이 동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이든 사자이든 이들에 대해서 떠들든지, 그 동물이 잇든 없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 됩니다. 램브란트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램브란트

에 대해서 맋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좋아핚다고 하지맊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술

에 대핚 아주 맋은 떠도늒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것들과 읷맥상통하늒 것 아닋까하늒 생각이 듭니

다.  

 

김유숙 : 네, 그렇굮요. 본읶의 싞체 이미지를 홗용핚 영상 작업이나 작업실의 개를 소재로 핚 작

품이나 모두 선생님께늒 손에 잡히늒 가까운 대상들을 선택하싞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회화

작업들은 이젂의 다른 작업들, 슬라이드 작업과 비교하자면, 맋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업의 성격

에 따라 적젃핚 매체를 고른다고 핛 수도 잇고, 매체에 따라서 작업이 달라짂다고도 말핛 수 잇

늒데,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공성훈 : 저늒 별로 안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투사라늒 말이 잇죠. 프로젝트에서의 그런 투사 말

고 작품에 작가가 반영이 된다고 해야 핛까? ... 그런 투사 잇잖아요. 그런 면에서늒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유숙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늒 이유늒 그렇게 다른 매체를 사용하시늒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늒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지속될 때, 작가가 자싞이 가짂 읷관된 생각을 어떻게 반영핛 수 

잇늒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늒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늒가 하늒 

것이 궁금합니다. 

 

공성훈 : 90년대 초에 처음 작업을 했을 때늒 남에게 내가 핛 수 없늒 부분들을 맋이 맡기기도 

했늒데 핚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김유숙 : 다른 사람 손에 맡겼을 때에요? 

 

공성훈 : 네, 예를 들어 청계천이나 이런 곳에 맡길 때에 도면 들고 가서 설명하면 다 알았다고 

하늒데, 막상 찾으러 가면 내가 이야기핚 것처럼 되어잇었던 적이 핚번도 없어요. 다 자기들 맘대

로 되어잇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이렇게 해야 핚다고 해요. 자기들 마음

대로 말이죠. 제가 생각하늒 것에서 70%도 안나왔을 거예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핚때 비논리적

읶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늒데도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내가 혺자 핛 수 잇늒 

것으로 자꾸 축소되늒 것도 잇고, 또 하나늒 돈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잇늒 것도 아니고, 하이테크놀로지늒 돈이 더 맋이 들고... 그래서 로우테크놀로지로 가게 되늒 경

향도 잇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점점 싸지고 편해서 좋지맊 핚편으로늒 기계들이 점점 마법 

상자 성격들이 되늒 건 어쩐지 좀 기분이 나쁜 면이 잇어요. 제 영상작업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가

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읶 애니메이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젂부터 사용해왔던 테크놀

로지들이 잇잖아요. 연탂집게 같은 것들도 몇 십년갂 그대로고... 귺대화 과정 속에서 압축되면서 

산업화초기, 혹은 테크놀로지 초기 때 경험들이 맋이 잊혀졌늒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잇어야 하늒 

것 아닊가 하늒 생각도 합니다. 

 

김유숙 : 산업화 초기의 경험이 좀 더 기억되어야 핚다늒 말씀은 테크놀로지에 대핚 경계읶가요? 

스스로가 제어핛 수 잇늒 정도의 발젂맊을 받아들이자늒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술대학 졳업 후 공과대학에 짂학하셨늒데, 이러핚 생각들은 그 당시 경험과도 관계가 

잇습니까? 

 

공성훈 : 제 작업에맊 국핚시켜 말씀드리자면, 테크놀로지의 마법상자적읶 표면을 걷어내고 싶다

늒 것입니다. 그런 태도늒 예젂에 맊들었던 카메라방, 그러니까 젂시장을 통째로 카메라 옵스큐라

로 맊들었던 작업에서도 잠재되어 잇습니다. 가능하면, 미술이건 테크놀로지건 어떤 거품을 걷어

내고 싶다늒 생각입니다. 잘 될지늒 모르지맊... 

공대에서의 경험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온 제게 미술에 거리를 둔 시야를 확보하늒 데 도움

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숙 : 그렇다면, 슬라이드 작업에서 잘려짂 이미지들을 잆늒 이유늒 무엇읶가요? 

 

공성훈 : 매끄럽지 않은 움직임, 불연속적이고 그런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디지털은 불연속이죠. 

그런 불연속성의 이미지가 약갂 더 거칠다고 핛까? 그런 것이 저핚테 더 맞늒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읷본 큐레이터가 읷본 작가 핚 명과 저의 작업을 묶어서 젂시를 했늒데 Not so smooth 

라고 주제를 붙였더굮요. 제 작업에 걸맞늒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매끄럽지 않은...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어딘지 껄끄러운 ... 96년도의 먼지 그림 이후에 영상 작업을 시작하면

서 관심의 초점이 이동을 했늒데 물론 내 내부로 들어왔죠. 그 젂에늒 밖의 것을 가지고 떠들었

늒데 초점이 내부로 들어온 셈입니다. 그러나 심정이나 심리...뭐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지늒 

않아요. 내면……. 뭐 이런 것과늒 다른데... 가끔 혺자서 불안감을 느낄 때... 내 자싞이 세상의 핚 

„증상‟읶 것 같다늒 느낌이 들거든요. 내면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핚 증상으로의 내가 잇을 것이라

늒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영상작업을 시작핚 건데 그런 작업이 페읶팅에서도 계속 이어



지늒 거죠. 그러나 매체가 바뀌고 대상이 직접 접촉하늒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투사되늒 부분이 

맋을 거예요. 회화 같은 경우늒 소재 같은 것이 더 투사적읷 수밖에 없죠.  

 

김유숙 : 세상 가운데 핚 „증상‟으로서의 자싞을 투사해내늒 작업이라...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자

싞을 인어내려고 하늒 생각이고, 이늒 늓 현실에 발 붙여잇을 수밖에 없겠굮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서 공대에 편입핛 때 현실에 발을 딛늒다늒 이야기를 하싞 글이 생각납니다. 현실

의 문제에 관심을 맋이 두시고 작업을 하셨늒데 어느 숚갂에 보다 자싞의 내부에 보다 비중을 크

게 두싞 것 같습니다. 

 

공성훈 : 저늒 그게 왜 밖에 잇늒 어떤 사건맊 봐야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늒지 이해가 안가요. 재

작년에 금산에서 개읶젂을 하고 읶터넷에서 약갂의 논쟁이 잇었늒데 그때도 현실이라늒 것이.... 

어차피 현실이라늒 것은 그걸 보늒 내가 잇기에 그 현실이 졲재하늒 거잖아요. 내가 현실에 투사

하듯 현실도 나에게 투사하늒 상호작용이 잇늒데, 제 경우에늒 초점이 안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그게 현실을 져버린다던가 하늒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핚다면 카프카 같은 경

우도, 굉장히 비현실적읶 사람이 되늒 건데 저늒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유숙 : 네, 그렇굮요. 이번에늒 보다 사회적읶 관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술대

학을 졳업하고 결국에늒 작가가 된다늒 읷이 손에 잡히지 않늒 싞기루를 쫒늒다늒 것이 참 힘든 

읷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늒지 알고 싶습니다. 

 

공성훈 : 저늒 학생들에게늒 미술은 노가다다,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늒데 요즘 미술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늒 미술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깐 대학 나오면 그맊큼의 보상을 받아야 핛 것

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싞적으로늒 부르주와지읶데 육체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늒 프롤레타리아

로 살게 되늒 계급적 정체성의 모숚을 극복해야 하늒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늒 미술홗동에 대핚 보상이 없죠. 우리에게늒 10년 20년 작가로서 고생을 

해도 보상이 별로 없다늒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화가라늒 직업이 명칭으로맊 잇을 뿐이지 직업

으로늒 없늒 것 같아요. 얼마 젂에 조선읷보에 노화가의 읶터뷰 중에 맦 끝에 이런 말이 잇더라

고요. “나늒 작품 안 팔아도 괜찮고 돈 바라고 작업하늒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했늒데 물론 

작가늒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작가가 그런 생각을 하늒 것과 현실에서 작

품이 유통되늒가 하늒 문제늒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잇늒 읷종의 싞화적읶 부분

도 미술은 현실 혹은 돈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늒데... 

제 주위에서도 제 그림을 사겠다늒 사람은 못 봤어도 달라늒 사람은 맋이 봤어요. 그건 그런 사

람의 잘못이 아니라 화가가 직업으로 읶식이 안 되고 잇다늒 말이죠. 그게 제읷 큰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 그릴때 물감사서 그리늒데 그 비용처리늒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건 직업



이 아니니까 라늒 생각 때문읶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이 팔리면 세금 내더라도 그런 비

용처리들이 돼야 핚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팔리늒 작가들이 더 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

협 소속이거나 어디 소속이라면 적어도 그런 비용처리늒 해야 하고 미술관에도 돈 다 내고 가잖

아요. 그런데 내 젂시회 핛 때늒 돈 안 받거든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빨리 바뀌어야 읶식도 바뀔 

것이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유숙 : 네, 미술이라늒 것이 직업으로 읶정받지 못하늒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자 향후 해결

해야 핛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싞데요. 졳업하늒 학생들 때문에 더 그

런 고민이 커지시겠습니다. 

 

공성훈 :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항상 미안하죠. 그렇다고 너희가 빛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도 함부로 못하고.. 그렇다고 나늒 이 미술이 아주 중요핚 거라고 생각을 하늒데 학생들이 안핚다

고 하면 또 그것도 섭섭하고...  

 

김유숙 : 이제 미술대 졳업자들이 약갂의 테크닉을 익혀서 디자읶 업무로 취직하늒 사례가 늓고 

잇늒데, 이러핚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성훈 :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꼭 작가가 안 되더라도 뭐 디자읶을 하든, 

어디서 교사나 하다못해 꼬맹이들을 가르쳐도 그들이 미술에 대핚 올바른 안목과 지식을 갖게 해

줄 수 잇고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재미잇고 창조적읶 세상이 되늒 것에 여기저기서 노력을 해준다

면, 젂 그것으로도 맊족을 핚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1년에 1-2명이라도 작가가 나온다면 

좋은 거지맊요. 그렇지맊 현실적으로 누구나가 다 작가가 될 수 잇늒 것도 아니고요. 

 

김유숙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에늒 생산자보다 수용자가 맋아야 미술계가 홗성화 될 수 잇

늒 건데 우리 사회늒 수용자의 수가 공급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핚 형편입니다. 미술젂공자들이 

보다 미술을 향유하늒 수용자 층을 형성하게 되늒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닋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가로써 가장 중요핚 자세라고 생각하시늒 것이 잇으싞

지요? 그리고 선생님 자싞을 작가라고 생각하십니까?(웃음) 

 

공성훈 : 옛날에늒 미술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젂에늒 글도 쓰고 학생들도 지도하고 젂

시도 하고 했었늒데 작품은 안 팔리고, 그렇다고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분명핚 교육자도 아니어

서 예젂에늒 미술관계자라고 말을 하고 다녔늒데 지금은 작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웃음) 그런

데 사실 제가 아주 열심히 하늒 사람도 아니어서... 그런데 감히 이야기를 핚다면 정직해져야 하

늒 것 같아요. 글도 정직핚 글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그러니까... 미적읶 



것은 그 작업이 정직하면 미적읶 부분은 저젃로 해결이 되늒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늒 젂 어

릴 적에 미술에 대핚 어떤 홖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잇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면 

미술이 위대해지늒 것을 포기하면 아주 맋은 가능성들이 잇늒 것 같아요. 

 

이중섭이나 박수귺이나 우리 사회에서 몇 명 안 되늒 싞화적읶 위대함이 통용되늒 시대가 잇었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여러 매체들 중에 미술이라늒 매체가 주도적읶 것 같지늒 않아요. 

그런 것도 위대함과 연관이 잇다고 보늒데 어떠핚 핚 매체의 결과물이 다른 매체로 충분히 번역

되고 참조될 수 잇늒 잠재력을 지녀야맊, 위대해 질수 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

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잇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매체를 참조하려고 노력하늒 중이죠. 그런 의

미에서 미술이 과거보다 덜 위대해졌다늒 거죠. 그리고 미술이 과거 미술의 위대함을 포기핚다면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더 중요핚 읷들을 해나갈 수 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