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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나의 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 첫 개인전이 나의 모습 바라보기.

로 시작을 했다면 이번 개인전은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그 속에 구성된 여러 존재들의 모

습 그리기이다 내가 자라온 이곳 장소 과 그 시간성의 모습을 담아보기이다 즉 시간의 흐. ( ) . ,

름 속에서 빠르게 바뀌어가고 교란되어가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기이다 매체를 통하여 생.

산된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들이 가지게 되는 가치 그리고 생명까지도 부여된 사물의 가치,

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 만들기이다 만들어진 공간 속의 오브제들은 신이 부여한 생명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력을 부여 받고 우리의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 , . ,

그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순간 망각하며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내재된 공간의 모습이 이번 작업의 대상이다. .

대상

이 세상은 광고 영화 만화 등의 이미지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오브제들이 넘, , TV,

쳐나고 이러한 이미지와 사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매개체들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 , .

러한 세상의 우리들은 어떤 사실을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사,

물과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취득된 것들은 그것이 보이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

될 뿐이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제이고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를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 ' , '

한 것이 되질 않고 있다 그러한 진위를 따지기에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일방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정보는 무엇이 실제이고 가상.

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조작되고 섞여간다.

관계

작가는 매스미디어로 습득된 대상의 이미지를 실질적 조각형태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실

제 자연의 모습이나 실제 오브제를 하나의 매체와 공간을 이용해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런.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작가가 전시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배치시키고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

라는 제목을 달아 관객에게 드러낸다 이 공간에서 두 개의 것들은 관객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관객에게 보여질 이야기는 관객의 상상력에 있을 뿐.

이다 작가는 한 공간 안에 배치하여 그 속에서 생겨날 이야기를 기대하며 세상의 모습을.

만들고 즐기기도 한다.

조작

작가는 가상의 오브제 실제를 담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연극을 연출한다 둘의 상반, .

된 출생에서 오는 어색함이 연극의 조작을 알리지만 하나의 공간에 연출되었다는 이유로,



극은 관객에게 상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