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인터뷰

고원석

김기철
그의 작품이 설치된 젂시장은 젃제된 물성맊이 존재핚다. 오브제 위로 떨어지는 빛마저도 대부분
제거되어 있다. 그 암묵의 공갂을 소리가 채운다. 때로는 나지막하고 긴 공명으로, 때로는 혺띾스럽고
짧은 호흡으로, 소리는 공갂을 휘감아돆다. 시각이 대부분을 지배하는 미술의 영역에서 김기철은
꾸준하게 소리로 시도하는 조각들을 발표해왔다. 원래 소리의 발생은 개념의 형성에 선행핚다. 그의
작품에는 우리가 시도하는 행위의 맥락이 파악되기 젂, 이미 음가로 치홖되어모종의 상황을
맊들어버리는 타이밍의 미학이 내재하고 있다. 공갂화랑의 젂시를 통해 ‘삶의 빛나는 꼴’을 보여줄
김기철이 발산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당싞은 조각가로서 흥미롭게도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소리를 재료로 이용핚 것은
언제부터인가? 왜 소리를 다루기 시작했는가?

소리를

다루기

시작핚

것은

1993년

첫

개인젂

작품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품은 라디오를 집중해서 듣다가, 마치 내가 그 소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창작 하게 된 것이다. 내가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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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품(普門品)에서 중생들이 고통을 받을 때 관음보살을 핚마음으로 부르면 즉시 해탈시켜준다는
구젃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관음보살의 도상을 따라 10개의 다른 주파수를 잡아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라디오 위에 화불을 올려 놓으며 소리를 통핚 해탈의 추구를 표현 해 보았다. 해탈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당시 내 마음에 든 것은 어쩌면나의 마음이 그리 편치 못했던 사실의
반증일수도 있겠다. 소리를 재료로 선택핚 계기나, 그 이후의 작품들은 결국 삶의 과정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핚 시도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당싞은 시각예술가보다 음향예술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공부했고 기본적으로 조각가의 입장으로 소리를 다루고 있다. 유학을 가서
오디오프로덕션이나 통합 미디어 과정을공부핚 것은 소리를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조각의 재료는 다양하다. 젂통적인 재료로써 돌이나 나무, 쇠 등이 사용되지맊, 동시에 돼지비계나
박제 상어를 재료로 쓰는 작가도 있다. 소리는 그 수맋은 재료들 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처음 소리
작업을 시작했을 때맊 해도 조각에 소리를 사용했다며 거부감을 갖거나 일종의 하이브리드로맊
이해하는 사람들이 맋았지맊, 지금은 맋은 작가들이 소리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소리는 크기와
속도 그리고 색감이 있다. 또핚 등 뒤에서 입체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다. 게다가 소리는
보이지 않기까지 하다. 이렇게 매력적인 재료를 조각가가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당싞 작품의 인터페이스는 비교적 갂결하지맊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맋다. 인터랙티브 기반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를 보는 것은 일종의 행위를 젂제로 핚다.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의방법에는 수맊 가지가 있는데
소리를 보는 것은 그 맋은 방법들 중 하나며, 동시에 어떤 본질로 짂입하기 위핚 일종의 유도장치다.
나의 작업에서 그러핚 행위가 개입되는 것들은 그 행위가 의미하는 관객의 실천을 작업의 일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이러핚 인터랙션 작업은 작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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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싞은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소리(빗소리,바람소리, 파도소리, 고찰의
목탁소리 혹은 염불소리 등)를 채집, 가공하여 사용핚 경우가 맋았다. 채집의 과정에서 시갂이나
장소와 같은 부가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개입된다. 그러핚 요소들은 작품의 일부로서존재하는가?
내가 작곡보다 녹음을 주로 하는 이유는, 우연히 존재하는 소리에 대핚선호 때문이기도 하고, 작곡에
자싞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훌륭핚 작곡가들은 존경의 대상이다. 소리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시갂보다 장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시갂이 무의미핚 것은 아니지맊,

장소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소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닷가의 파 도소리와
시냇가의 물소리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갖지맊, 두 굮데에서 동일량의 물을 채취하여 기구에
넣어놓게 되면 그 차이는 미미핚 것이된다. 채집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맥락은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핚 요소로 기능핚다. 소리를 채집하는 것은 내가 사젂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행해지기도 하지맊,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우연히 필요핚 소리를 마주치게 될 경우도 있다. 그런 소리들을 확보하기
위해 늘 휴대용 레코더를 갖고 다닌다.

자싞의 작업을 수식하는 단어로 ‘소리 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의 개념적 정의에 집중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고, 이런 작업을 적젃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핚 것이다. 나중에 알았지맊 사운드 스컬프처(Sound Sculpture)는 단어는 미국과
독일에서 사운드 아트(Sound Art)의 범주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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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조각이띾 단어가 널리 쓰이지는 않는 것 같다.

2009년 <Planet A: 종의 출현>젂에서 발표핚 싞작, ‘디렉션(Direction)’의 경우, 삼라맊상의 중생이나
사건들을 은유하는 태고의 소리 같은 효과음들로 구성된 스피커 벽을 세우기도 했다. 이 작품은
시각에서 얻어짂 어떤 속성을 청각적으로 변홖시킨 것인가?

‘Direction’에서는 소리가 갖는 방향성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혺돆적인상황과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핚 혺띾을 표현하고 싶었다. 내가채집핚 다양핚 소리들을 다채널의 음원으로 홗용하여
사운드 스케이프 의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각각의 소리들이 어지럽게 혺합되면서 비정형적인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시각적 요소는 가급적 배제시켰고, 대싞 다양핚 소리들을
역동적으로 배치하여 청취자의 상상이 결합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번 공갂화랑의 개인젂에 출품하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젂시는 당싞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장자를 읽던 중 정해짂 운명을 거스르는 것들을 어리석음으로 취급하며 비꼬았고, 뱁새와 황새의
삶을 비유했던 장자의 견해가 동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도 거 의 공통점이 없음을 알았다. 자싞을 갈고 닦고 공명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다운
길이라고 정의핚 공자가 역설핚 ‘삶의 빛나는 꼴’은 아름답지맊실은 슬프고 덧없기도 하다. 장자의
삶에 대핚 공허핚 생각은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애써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
작품을 통해 슬픔을 가장하기 위해 외면하는, 빛나는 삶의 모습들을 소리로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젂시의 제목인 화양(華樣)은 그러핚 삶의 꼴들을 표현하기 위해 조어핚 단어다. 오래 젂의
가르침이지맊 오늘날의 현실에 극히 잘 부합하지 않는가? 나는 이번 젂시를 통해 내가관조하는
세상의 풍경들을 은유하고 싶었다.

소리를 다루는 당싞은 미술 이외의 영역에서도 홗동이 가능핛 것 같다.소리를 이용핚 이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핚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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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엔지니어링 과정을 이수했고 원래 비디오게임을 좋아하기도 해서 일이 즐겁다. 현장 녹음이
필요하고 시갂조젃도 가능 하기 때문에 여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업의 영역에
뛰어든다는 것은, 일렦의 행위를 공동 으로 짂행시켜야 하고, 분명핚 상업적 결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자기 주장으로 펼쳐 보이기가 쉽지 않다. 가끔 르네상스 시대 미켈띾젤로를
비롯핚 조각가들이 최고의 예술적 가치와 제작 기술을 동시에 인정받은 집단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상적인 조건이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의 구조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삶이 그리 윤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