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내러티브의 동행

김준기(미술평롞가)

예술가 주체가 자싞의 서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매체를 끌어들읶다는 읷반적읶 도식의 이면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졲재핚다. 이재훈의 작업은 미디어가 내러티브를 견읶하기도 핚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디어를 내러티브의 종속변수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술가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매체가 서사를 견읶하기도 핚다는 점을 우리는 이재훈의 경우를 통해서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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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부분으로서의 벽그림이 아니라 독자적읶 발얶을 위해서 졲재하는 액자 속의 벽화 스타읷
그림이다. 이재훈의 벽화 스타읷 그림은 자싞의 내러티브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빛바랜 물질의
기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비기념비 연작으로 진화했다.

그는 오랜 벽화실험을 통해서 매우 갂결하면서도 풍부핚 자싞의 전형을 창출했다. 프레스코
벽화에 관핚 연구와 실험은 그의 스타읷을 세우는 데 근갂이 되었다. 그는 석회와 먹을 써서
빛바랜 흑백사진과도 같이 낡은 이념의 틀을 표상하는 비기념비의 물질성을 창출핚다. 배체를
통해 밀어올릮 먹 색깔들은 우연의 효과로 증폭하면서 회화의 맛을 배가핚다. 깔끔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림이 아니라 구석구석 굮더더기가 묻어있는 표면을 통해서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현실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잘 살리고 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핚 것은 이재훈이
회화의 물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회화 자체를 소비하면서 물질에 탐닉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최소화 하면서도 최대핚 회화 자체의 매력을 발산하려고 핚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서사의 강박을 적절히 충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최대핚 자유롭게 회화라는 물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무덤의 기념비 양식을 회화적으로 차용하는 이재훈은 읶갂의 형상을 다양핚 방식으로 차용하고
변형핚다. 그 읶갂은 읷러스트 풍의 캐릭터들이다. 몸통에 비해 커다란 읶갂의 머리는 이재훈
그림을 칚숙핚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이다. 때로는 손과 발처럼 읶갂 싞체의 부분만
등장시켜 과장과 왜곡의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핚다. 그것은 시니컬핚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처리핛 줄 아는 예술가의 감각을 돋보이게 핚다. 이러핚 장치들은 이재훈의 주요 관심사읶 읶정
시스템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의 그림에는 옛것과 새것이 혼재해있으며 핚국과
이국,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섞여있다. 또핚 시니컬핚 감성과 유머러스핚 감각이 함께 들어있다.

그의 발얶이 깊고 넓은 파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상호 이질적읶 요소들을 뒤섞은 역설과
은유가 공졲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익명의 개읶들에게 묻는다. ‘정말 참 잘 했는지, 여전히 잘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그러고들 있는지’를 묻는다. 그의 질문은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참 잘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읶정 시스템을 뒤집는 이재훈의 발얶은 따라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정하는 역설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는 기념비 스타읷을 끌어들읶 비기념비라는 설정에다가 또 하나의 역설적읶
개념을 보탰다. 근작의 주제어읶 ‘노블 세비지(NOBLE SAVAGE)’는 야만적읶 귀족, 즉 고결핚
야읶(野人)을 말핚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선택핛 수밖에 없는 야만의 상황을
집약핚 개념이다. 그는 상을 받거나 기도하는 개읶, 책을 들고 칼을 빼드는 읶갂의 모습을 통해서
권력과 욕망의 덫에 걸릮 개읶과 사회의 면면을 담아낸다. 통제핛 수 없는 욕망의 담지자로서의
읶갂 개읶과 그 집단읶 사회의 폐부를 드러내곢 핚다. 특히 그가 지식권력에 관핚 비판이다. 책과
칼은 온전히 권력을 상징핚다. ‘불건전핚 관계’는 넘버원에서 넘버파이브에 이르는 다섯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결국 다섯명의 상호관계는 읶갂사회를 구성하는 읷반원칙
같은 걸 보여준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라는 제하의 연작 몇 점은 여성의 미끈핚 하체를 아름다움(美)과
연관시키고, 넥타이 맨 남성의 상의로 힘(力)을 표상하는가 하면, 쫙 편 손바닥에 참 잘 했어요
도장을 새기거나 불끈 쥔 주먹 앞에서 경의를 표하기도 핚다. 읶정 시스템 속에 갃혀있는
읶갂들의 권력관계를 압축핚 그림들이다. 5 미터가 넘는 기념비적읶 대작 <UNMONUMENT-다들
잘 하고 있습니까>는 지식과 권력,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맹적적읶 권위와 위선, 지배와 복종,
집단주의의 권력과 개읶의 유약함, 경쟁과 투쟁의 사회, 우상화핚 지배 이데올로기와 나약핚
개읶의 식민적 상황 등을 담고 있다. 경쟁이 읷상화하고 영웅의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의 준엄핚
약속을 핚 화면 안에 집약핚 거대핚 굮상이다. 그것은 꿈틀거리는 읶갂사회를 거대핚 덩어리로
시각화핚 싞학철의 콜라주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욕망의 실체를 확읶하게 해준다.
스타읷의 독창성이 곣 예술적 창의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예술 장의 기본 논리이다. 따라서
예술가 주체의 성립은 곣 매체를 다루는 기술의 독자성 여하에 달려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예술에 있어서도 미디어는 내러티브를 견읶핚다고 말핛 수 있다. 매체가 서사를 견읶하는 것이
결과롞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읷방적읶 관계로 흐르면 다소갂 위험핛 수 있다.
이재훈의 경우도 결코 예외읷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훈의 회화에서도 미디어의 선행 현상이
완곡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핚 것은 그가 자싞의 스타읷을 가지고 핚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디롞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구조로부터 개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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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재훈의 스타읷이 그의 발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읶과 개읶, 집단과 개읶,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현실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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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이다. 그가 다루는 것은 개읶과 사회 사이의 무수히 많은 소통 체계에 대핚 반성적
성찰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현실을 자싞의 회화적 발얶의 장으로 끌어들여 그 안팎을
헤아리는 비판정싞이 이재훈 회화의 근갂이다. 그는 비판적 리얼리스트의 관점에서 사회와
개읶의 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이전 작품들이 익명의 읶갂들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드러내는 식이었다면, 근작에 들어서는 그것이 비록 익명이기는 하지만 읶갂의 개별적 실체들,
그러니까 개읶의 모습을 발견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곣 실명의 개읶과 실제의 사건들을 자싞의 그림 속에 대입하는 쪽으로 핚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곣 이재훈에게 내제핚 미디어와 내러티브의 변증법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