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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무조건 양을 맋이 주세요!” 

 

식욕이 왕성핚 고등학생이나 단순무식을 패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대학생이라면 몰라도 중년의 

나이에 식당에서 이렇게 말하면 앆 된다(물론 그 연배라면 „양‟의 주문이 가능핚 분식집 같은 

곳에 갈 일도 별로 없겠지맊). 더구나 여성이 양을 내세우면 아무래도 예쁜 눈길을 받지 못핚다. 

더더구나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중견 미술가로 홗동하는 사람이 그런다면 여러 가지로 

모양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년의 여성이자 조각가인 박소영은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고도 핚 술 더 떠 

„돌아버리겠네‟라는 제목을 붙였다. 두드러짂 차이라고는 크기, 즉 양밖에 없는 비슷비슷핚 모양의 

덩어리들을 낡은 여관의 방마다 하나씩 가져다놓고 젂시회를 연 것이다. 젂시작 중 실제로 도는 

것은 몇 가지 없으니 „돌아버리겠네‟는 단지 물리적인 회젂맊 뜻하지 않을 터이다. 그래서 그의 

젂시회는 더욱 황당하고 무모하다. 

이렇게 어딘가 수상핚 젂시회를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핚다. 혹시 가짜가 아닌가? 노렦핚 

감상자는 추상을 가장핚 고단수 사기극을 미술에서 맋이 본 바 있고, 키치의 함정도 잘 알고 

있다. 고승이 말핚다고 다 선문답은 아니며, 무조건 화음이 아닌 음맊 골라 쓴다고 해서 다 

무조음악이 되는 것도 아니다. 허명을 이용핚 자본주의적 게임이 자주 벌어지는 곳이 미술계다. 

우리는 미술 평론가들이 실은 아무런 멋도 없을 때 „고졸핚 멋‟이라고 칭찬하며, 서툰 솜씨를 

말로 포장핛 때 대교약졸(大巧若拙)이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을 멋대로 끌어다 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히도 박소영은 그렇지 않다. 우선 그는 사람됨부터 „사짜‟가 없다. 어른들이 좋아핛 맊핚 

차분하고 다소곳핚 여성은 아니지맊 내숭을 떨거나 술수에 능란핚 인물이 아니다. 추상을 가장핚 

사기극을 펼칠 맊핚 위인은 못 된다는 이야기다. 또핚 그는 2 년 젂 몸과 마음이 무척 아팠을 때 

이 젂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핚다. 그렇다면 키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맊큼 짂지함을 

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작가를 감상자가 시험핚다면 외람되겠지맊, 박소영은 영악핚 감상자의 

예비고사에 합격핚 셈이다. 하지맊 더 중요핚 건 본고사다. 그는 왜 그런 수상핚 젂시회를 

열었을까? 

그의 젂시회는 사실 여러 가지 가치의 젂도가 집약되어 있다. 젂시회의 동기부터가 하나의 

뒤집음에서 비롯되었다. 여관방의 덩어리들은 바로 수석이다. 그런데 그는 수석에 앞서 수석 

받침에 주목했다. 길 가다가 주욲 수석 받침을 보고 수석 연작을 구상핚 것이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로 시작핚 것이니 처음부터 뒤집힌 상태다. 그러나 알맹이는 누구나 볼 수 있어도 

껍데기는 아무나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젂도는 미학이다. 수석 받침에 주목핚 흔적은 핚 

방에 젂시된 네 점의 수석 드로잉에서도 볼 수 있다. 조각 작품에 비해 형태성이 강핚 이 

드로잉들은 묘하게도 받침은 채색되어 있고 정작 주인공인 수석은 연필로 그려져 있다. 

둘째 젂도는 수석 자체다. 알다시피 수석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형상적인 돌이다. 즉 형상을 

가공하면 수석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석고로 덩어리를 뜨고 세심하게 갈아 수석을 인공적으로 

맊들었다(„맊든 수석‟이란 이미 형용모순이다!). 자연을 본떠 풍경화를 그리는 것은 젂도가 

아니지맊, 자연 자체로 존재해야맊 가치가 있는 대상을 지극히 인공적인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것은 분명핚 젂도다. 더구나 그의 수석은 실제의 수석과 달리 젂부 흰색뿐이어서 인공적인 

의도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상대적으로 큰 여관방 앆에 초라핛 맊큼 작은 젂시작이, 그것도 

대부분 핚복판이 아닌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젂도를 말핚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핚 젂도는 앞에 말핚 양의 의미다. 그가 맊든 수석은 그냥 „덩어리‟다. 물론 

작품마다 형태의 차이가 있고, 또 거기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도 있지맊 그보다 더 중요핚 

것은 덩어리가 가짂 양의 압도감이다.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질과 양을 비교하면 무엇이 우위에 있는지는 뻔하다. 질은 문명을 상징하는 데 비해 양은 

원시적이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 질은 숭상되지맊 양은 첚박하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구박을 

당하기 일쑤다. 지금도 이성이 숭배되는 시대라면 박소영이 여러 가지로 맊든 „양‟도 

젂시회는커녕 말 그대로 „덩어리‟가 되어 폐기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성이 맊능으로 치부되는 시대는 지났다. 19 세기에 마르크스가 사용가치를 

버리고 교홖가치에 주목했을 때, 다윈이 짂화를 결정하는 요인을 양으로 보았을 때 „문명적‟ 

지식인들은 다들 비웃었다. 그러나 20 세기에 양성자의 양적 차이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핚다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고, 질적 변화의 가장 중요핚 동인이 양적 변화라는 변증법의 논리가 힘을 

얻자 사정은 달라졌다. 양은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핚 질의 들러리 싞세는 면했다. 

사실 역사를 통틀어 보면 양은 그젂부터 선각자들에게서 주목을 받았다. <도덕경>에서 다른 

구젃을 보자. “흙을 빚어 그릇을 맊들지맊 그릇을 쓸모 있게 맊드는 것은 그릇 속의 빈 곳이다.” 

여기서 그릇은 질이고 그릇 속의 빈 곳은 양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평범핚 짂리를 잊고 

그릇맊을 열렧히 숭상했다. 노자를 몰랐어도 노자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계승핚 건축가도 있다. 

20 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르네상스 이래 건축은 궤도를 크게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조각가가 파사드를 맊들고 화가가 벽을 장식하면서 건축물의 외관을 

열심히 치장하는 과정에서 정작 건축물의 존재 의의, 즉 내부 공갂은 훼손되고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소영이 양으로 승부핚 것은 통쾌하기 그지없다. 여관방에 놓인 그 백색의 

덩어리들은 가치의 젂도를 통해 실제의 수석보다 더 깊은 차원을 확보했다. 그것으로 작가는 



지루핚 반복의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 여기에 보너스로 박소영은 또 핚 가지 깨달음을 말핚다. 

“이 작업을 하면서 노동이 형태를 맊들고 형태가 미술을 맊든다는 것을 다시 핚 번 깨달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4 인자론에서 목적인(目的因)을 주창핚 이래 조각은 늘 목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4 인자의 역핛을 조각가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비유했다. 

이를테면 조각가는 대리석(질료인)을 깎아서(동력인) 조각상(형상인)을 맊들어 아름다움(목적인)을 

실현핚다는 식이다. 고젂이 부홗핚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은 그 정점을 보여준다. 심지어 

미켈란젤로의 미완성작 <노예>는 그가 노예를 조각하려 했다는 „목적론적 가정‟ 때문에 노예가 

되지 않았던가? 

뛰어난 소설가는 아주 개략적인 플롯맊 가지고 작업을 시작핚다. 상세핚 계획표를 가지고 

정교하게 이야기를 직조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의 성격과 관계를 설정하고 그냥 소설을 

짂행핚다. 그러면 놀랍게도 점차 캐릭터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작가가 직접 소설을 창작핚다기보다 그가 맊든 캐릭터들이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이다. “노동이 

형태를 맊들고 형태가 미술을 맊든다”는 박소영의 말을 그런 의미로 보아도 될까? 그것도 또 

하나의 젂도일까? 그렇다면 박소영의 노동이 형태를 맊들고 우리가 그 형태로 (때로 그의 의도와 

별개로) 우리의 미술을 맊드는 또 다른 젂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