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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동무들과 어울려 놀던 놀이 중에 

집짓기 놀이가 있었다. 

 

당시 우리 집은 영도 구(舊)다리 옆의 

선창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장(漁場) 

일을 한 관계로 집 뒤에 창고건물이 따로 

있었고 그 옥상에는 생선 담는 나무궤짝이 

항상 가득 쌓여 있었다. 

 

집은 그 나무궤짝으로 지어 올리는데, 한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나중엔 꽤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래봐야 안에서 뒹굴고 장난치다 보면 지붕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다칠 염려는 

거의 없었고, 다시 지어 올리는 일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다. 

 

그 집은 어른들의 성가신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당시 우리에겐 고대광실이 부럽지 않은 꿈의 

궁전이었다. 

 

거기선 어떤 놀이를 해도 별스러웠고 시간은 뭉텅이로 흘렀다. 

 

집 안에 누워 뒹굴 때의 마냥 안온한 기분은 또 어떻고. 동무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한 동안 남아 

그 기분을 잘근잘근 음미하곤 했다. 

 

생선 담는 나무궤짝으로 만들어 집 전체에서 생선 비린내가 풀풀 풍겼지만 그 냄새는 안온한 기분을 

더욱 맛깔스럽게 만드는 드레싱에 불과했다. 

 

그 집에서는 영도다리 주변의 풍경, 그러니까 퍼런 바다, 하늘, 산과 함께 남포동, 광복동, 보수동의 

빼곡히 들어찬 집들도 한 눈에 들어왔다. 

 

그냥 자연의 풍경이었으면 달랐을까. 특히 바로 마주보이는 보수동의 산을 뒤덮은 수많은 집들은 

어린 마음에도 오만 상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 상념들은 이름을 붙이기도 힘든 '겨우 존재하는 것들'이었지만, 눈 앞에 펼쳐진 풍경를 새삼스럽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다. 

 

내가 만든 집을 매개로 나와 세계가 조우하는 느낌. '저기 저 집들 하나하나에 누가 살고 있을까?', 

혹은 '저 산을 뒤덮은 집들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다. 

 

어쩌면 세상이나 사람살이의 거룩함과 경이로움, 혹은 팍팍함과 서러움에 대한 무의식적 자각이 

일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노을물이 들 때까지 오래도록 풍경에 눈을 빼앗겼는데, 그러다보면 마음 속 상념에도 그 물이 

함께 배곤 했다. 

 

최소영의 '부산 앞바다'(2004, 데님, 81cm x 160cm)는 내가 어릴 때 옥상에서 보았던 풍경, 사실 

그때 뿐 아니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보아온 풍경, 어떻게 보면 유별난 거라곤 하나도 없고 

부산 사람이라면 하루에 수십 번도 맞닥뜨릴 수 있는 풍경,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빼곡한 집들 

하나하나가 단순히 건축자재들의 집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호흡하는 공간임을 

마음으로 느끼게 만드는 풍경, 그래서 '집'이란 일반명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담는 소중한 그릇으로서 

제각각의 수많은 사연들을 껴안은 고유명사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풍경이다. 

 

어린 시절의 '상념들'을 담보하고 있는 풍경, 그냥 풍경으로만 볼 수 없는 풍경, 사람살이에 대한 

따뜻하고 애틋한 시선이 잔잔한 공감으로 다가오는 풍경이다. 

 

구름 유유히 흐르는 광활한 하늘, 역광(逆光)을 받아 멀찍이 배경으로 떨어져 있는 산들, 내만으로 

깊숙이 비집고 들어앉은 바다, 그 바다를 두르면서 빼곡히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집, 집, 집... 

이상하다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그녀의 작품들에서 사람은 그림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마주치는 집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무관심적 태도'를 취하려고 정신에 따로 힘을 주지 않아도, 그 어릴 적 나무궤짝 집의 

생선비린내처럼 진동하는 사람냄새로 늘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성(理性)으로써 포획할 수 없는 자연의 무한성 앞에서 인간은 보통의 '아름다움'과 구별되는 

'숭고'의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데, 보통사람들의 일상이 대하(大河)처럼 흐르는 모습 속에서는 숭고의 

감정마저 느끼게 된다. 

 

낡은 청바지천(데님)으로 화면 전체가 구성되어 있음은 혹 눈치 채셨는지. 그녀의 작품을 익히 알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면은 극사실의 정교한 회화 이미지다. 



 

그녀는 우리가 매일 편하게 입고 다니는 청바지를 오리고 비비고 탈색하여 본드로 붙이거나 꿰매는 

식으로 작업한다. 

 

청바지가 억세고 질긴 거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재료를 쓰면서도 전체적인 비례와 색상의 배열 

등 갖은 조형상의 배려에서 무리(無理)를 찾기 힘들다는 게 또한 놀랍다. 

 

실밥 한 가닥까지 신경을 쓰면서 엄정하게 일구어낸 화면을 들여다보노라면 이 20 대 후반의 처녀도 

'정신은 천상을 거닐지만, 일은 노예처럼 한다'는 예술계 대가들의 잦은 한탄소리를 따라 

내지르겠구나 싶어 안쓰럽기도 하다. 그러나 사제지연(師弟之緣) 때문이기도 한 그 안쓰러움이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늘 그리 길지 않다.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부산일보 창간 6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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