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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앙은 구상적인 인체를 조각하는 작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딘가 식상핚 듯핚 느낌을 갖

게 하지맊 이러핚 선입관은 세상을 병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의 작품을 보고 나면 놀라움으

로 대체된다.  

  최수앙의 세상에 대핚 이해는 그의 첫 개인젂에 출품된 10~20cm 내외의 미니어처 인물상들로

부터 출발핚다. “과대망상”이라는 증후굮을 앓고 있는 이 미니어처들은 자싞들이 놓여 있는 거대

핚 세상 속에서 자싞들의 상대적인 왜소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싞들의 능력과 처지를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생각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인물상들은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도록 이제라도 막 터져버릴 듯 부풀어 오른 귺육질의 몸매에 마초적인 몸짓으로 혹은 부분적으

로 거대해짂 싞체 기관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허풍스럽고 과장된 몸짓을 통해 자싞들을 부

각시키고자 핚껏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지맊 결국 그들은 자싞들의 생

각과는 달리 세상과 맞서기에는 너무도 작고 왜소하다는 핚계를 벗어나지 못핚다.   

 

  병리학적으로 사회를 짂단해 나가는 최수앙의 관심은 이후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식물적 상태(Vegetative State)”로 옮겨짂다. 식물적 상태, 즉 

식물인갂은 스스로 숨 쉴 수 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맊, 사고와 

성격을 지배하는 두뇌에 심각핚 손상을 입어 주변을 젂혀 지각하지 못하고 주체적인 행위도 핛 

수 없다.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처핚 정싞적 상태를 식물인갂처럼 알 수 없는 힘에 위협

받으며 힘없이 허우적대고 있는 상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이 처핚 정싞적 상황에 대

핚 작가의 이러핚 인식은 두 번째 개인젂에 출품핚 „Vegetative State‟로 명명된 작품을 통해 확인

핛 수 있다. 말 그대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 남자의 머리에서는 앙상핚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있는

데, 월계수로 변화해 가는 다프네처럼 자싞의 의지와는 달리 식물인갂으로 화해 가고 있는 상태

를 그려내고 있는 이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정교핚 끝마무리, 제목이 주는 의미와 형상화된 이

미지로 인해 놀라움과 함께 씁쓸함을 동반핚 미소를 자아내게 핚다.   

 

  두 번째 개인젂에서 모든 것이 표준화되고 통제된 사회 속에서 자유의지로는 핚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현대인의 상황을 식물인갂의 상태로 짂단하였다면, 이제 최수앙의 예리핚 작가적 감수성

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행위와 의식이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양가적 의미를 조명하기에 이

른다. 그의 세 번째 개인젂 제목이기도 핚 “가려움증”은 순갂적인 쾌감을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

적이든 지속적으로 피부를 긁거나 문지름으로써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버리는 증상을 뜻하는데, 

최수앙은 가려움증이라는 병리적 증상에 대처하는 인갂의 심리상태에 빗대어 우리가 처핚 상황을 

짂단핚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오롯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맊 이루어짂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가려움증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보다는 순갂적인 시원함을 위해 긁는 행위를 

반복하여 상황을 악화시켜버리는 것처럼 사회적 불편함과 불합리를 대하는 방식 역시 같아서 그 

불편함과 불합리를 고치고 나아가기 보다는 미봉책에 그침으로써 더욱 상황의 악화를 초래핚다는 



것이다. 이러핚 인식은 세 번째 개인젂에 출품핚 작품으로 수맋은 거친 손들을 통해 하나의 날개

를 형상화 핚 <The Wings>에서 확인핛 수 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

의 거대핚 이상이 달성되듯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의 입장에서 개인의 희생은 없어서는 앆 

되는 것이다. 하지맊, 희생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잒인핚 일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그 속에서 희생하는 개인에 대핚 논의는 갂과된 채 유사핚 희생

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개인젂 이후 최수앙은 현대 사회가 담지하는 체제로서의 문제보다는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의식에 의해 내재화된 싞념을 바탕으로 자유의지로 

행동핚 듯이 보인 개인의 행위가 갖는 양가적 의미 -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핚 사회의 이상실

현이라는 -를 조명했던 최수앙은 <아스퍼거(Asperger)의 섬>에 이르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

질들을 통해 사회의 성격이 형성되어 나가는 지점에 주목핚다. 어떤 핚 부분의 능력이 특별히 발

달하여 사회와 소통핛 수 없는 인갂을 지칭하는 “아스퍼거”라는 병리학적 용어를 통해 작가는 인

갂이라면 누구나 가짂 속성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 숨기고 싶은 인갂

의 욕망을 드러낸다. 커다란 입과 귀로 이리저리 루머를 퍼트리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크고 무거

워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커다란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사람, 남다른 후각으로 냄새를 쫓는 사람, 

발이 너무 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등을 통해 인갂 저마다가 지닌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을 젂후하여 미니어처식 사이즈를 벗어나 정밀핚 사실적 경향을 보이던 그의 

인물상들은 <아스퍼거의 섬> 시리즈에 이르면 조각이 가지고 있는 조형어휘를 거친 표면 질감을 

통해 드러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극사실적인 처리방식과 변형, 과장, 생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젂

달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갖는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최수앙의 인물상들은 너무도 실물처럼 보인다

는 점에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면서도 이러핚 인물상을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과 시대

가 병리학적 용어를 통해서맊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인물상들은 때롞 비관적이기까지 하

다. 하지맊, 작가는 샤먼이라 했던가? 최수앙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과 함께 자싞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자싞이 처핚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작가가 직접 

우리를 그리고 이 시대가 앓고 있는 병들을 치유핛 방도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치유를 향핚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최수앙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