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의 사이에서 흐르는 풍경空空空空

최흥철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팀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 )

북경에서의 첫 개인 전시를 한지연 컨템포러리 스페이스의 공간에서 개최하는 김희선은 자

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심한 결과인 신작을 선보인다 작가는 이.

전부터 현실과 허구를 뒤섞고 사생활과 타인의 삶의 경계를 허물며 보편적 교감을 증폭시키

는 독특한 작업을 시도해 왔다 또한 중국 관객들에게 년 봄 서울 발표로 크게 화제를. 2008

모은 아름다운 유리 캡슐의 연작과 함께 신작으로 조각적인 오브제를 함‘CRYSTAL Seeing’

께 설치한 다채널 영상 설치 작품인 흐르는 풍경과 같은 선상에서의 아름다운 영상 작품‘ ’

그럴 듯 한 풍경 시리즈를 처음 발표한다 그녀는 한국과 독일의 유명 미술학교들을 거쳤‘ ’ .

으며 현지에서 다수의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하여 국제.

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와 쾰른 미디어 아트 아카데미 대학원에

서 수학하였으며 유럽 현지의 기획전과 아트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억과 같은 인간과 그들로부터 비롯된 현상에 대한 깊은 사유를 창작의 기점으로 삼고 있

는 섬세한 작가 김희선은 변형과 왜곡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 사적인 기억과 그것이 남

긴 흔적들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매개로 서로 다른 다층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일련의 작업

을 제작하고 있다 마치 어린 시절 종이컵들을 실로 연결한 실전화기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처럼 심상의 공간을 떠도는 개별적인 기록과 정보들이 서로 조합되어 다소 윤색되거나 변형

되어 기억의 형태로 나타난다 유리구 속에 개별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삽입한. <Crystal

은 바로 이와 같이 타인들의 소중한 기억 속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순Seeing, 2008> ‘

간을 끄집어 내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시리즈 연작 은 소리의 크’ . <Crystal Seeing II, 2008>

기에 반응하여 밝기가 변하는 설치 작품으로서 보다 청각적인 기억에 집중하게 하는 작품이

다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갖가지 자연의 소리와 개인의 기억의 층이 맞닿아 있다면 그 장.

소로 현격하게 빠져들어갈 것이다.

전시장의 중심에는 준마의 목처럼 훌쩍 높이 솟은 정자가 한 채 서 있다 바로 김희선의 신.

작인 흐르는 풍경 의 일부이다 비록 인공 구조물이라고 해도 자연과 동화되어 풍< , 2008> .

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정자일 것이다 미터 높이의 육각 기둥으로 우뚝 서 있. 4.6

는 정자를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면의 스크린을 둘러 배치한 영상설치 작품 흐르는 풍경은4 ‘ ’

관람자의 위치에서 사방의 풍경을 관망하는 사색의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다 대개는 탁 트.

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가파른 절벽 위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 같은

아슬아슬하게 높은 위치에 그림 같은 정자를 세운다 나그네의 휴식처로서뿐만 아니라 시인.

묵객들이 모여들어 한담을 나누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으니 또한 시문을 짓는 유희의 장,

소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터넷의 개방성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나눔과 공유의 공간이었다. .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회화 중 한 가지가 호젓한 곳에 놓인

정자를 물길이 유유히 감싸고 도는 듯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전시 공간에서 정자는 그림.



안에서처럼 바라보는 대상인 대신 정작 관람자의 자리를 대신하여 인칭과 인칭 시점을1 3

모두 한다 이것은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상에서 불쑥 솟아올라 있.

는 모습이 영락없이 앞에서 서술한 전형적인 정자와 닮아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외형은

비록 고립되어 있지만 밤 바다를 강력한 빛의 빔으로 비추는 등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등.

대는 고독의 상징이나 또한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다 오늘날의 등대의 확장은 남산의 서울.

타워와 같은 소통의 안테나 일 것이다.

이 누각에서 뿜어내는 빛의 줄기들을 따라 관객의 시선이 닿은 곳에 작가가 그려낸 이상향

이 어른거리며 나타난다 동아시아권에서 무릉도원 이라고 함은 영원히 살고 건강. ‘ ( )’武 桃源
하게 행복하게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곳으로 주지하다시피 진 나라 시대 도연명, ( ) (晉

이 지은 도화원기 에서 비롯한 말이다 조선시대 안평대군 은 꿈 속) ( ) . ( )淵明 桃 源 安平大君
에서 다녀온 도원경의 경관에 감탄하여 화가 안견 으로 하여금 비단 위에 화려한 몽( ) <安堅
유도원도 를 남기게 했다 때로는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와 혼동되기도( ), 1447> . ‘ ’夢 桃源圖
하지만 어디론가 현실세계와 통하는 입구가 있어서 우연이라도 도달 가능한 이상향이다 서, .

울 또는 북경 또는 뉴욕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 변화해가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에게 이상향의 낙원이란 삶의 안락함 물질적 풍요 정치적 권력 등을 내포하는 구체적인 이, ,

미지로 상징되는 것으로써 피안의 세계가 아닌 저 강 너머 손에 닿을 듯한 거리의 신도시에

있을 것이다.

흐르는 풍경 은 무릉의 어부처럼 이렇게 어찌하여 들어가게 된 이상향의 속에서 유< , 2008>

유자적 현대인의 삶의 장소 바라보는 작품이다 모든 화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경 중. ,

경 그리고 근경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저 멀리 원경엔 움직이지 않는 산의 풍경이 지, .

평선상 펼쳐지는 일상의 배경을 이루는 한 층이 된다 이 산들은 실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

어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일 바라보는 낯익은 산들이다 그리고 빼곡히 풍경을 채우.

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 공장 국회의사당 빌딩 등 도시를 상징하는 풍경들이 마치 물에, , , 63

떠내려 복사꽃이 흘러가듯 흘러 들어 지평선상에 여러 겹으로 차곡히 쌓여 바야흐로 현세의

면모를 이룬다 그 건너편과 정자 사이에는 큰 강의 물결들이 모든 화면을 관통하면서 흐르.

며 각 화면을 연결 시켜주고 있다 이 물결은 양 세계의 사이를 나누고 단절시키고 있으며. ,

또한 양 세계에서 시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름을 암시한다.

저 멀리 빼곡히 건물로 들어 찬 대도시를 배경으로 삼아 화면의 하단을 이루는 근경은 관자

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광경이자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소요하는 김희선이 그리

는 도원경이다 산중타계 에 거하는 이에게 묻는 시선 이백의 산중문답 에. ( ) ( )山中他界 山中問
서는 대답 대신 웃을 뿐 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건널 수 없는 강을 내려다( )不 心
봄은 욕망의 관조와 다름이 아니다 욕망이란 이룰 수 없는 곳에서 빛을 발하며 그 위치는.

색 과 공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틈에 자리잡는다 따라서 넘실대는 강물은 곧 욕( ) ( ) , .空
망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유와 평화의 세상에서 산다 한 들 그것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각자가 좋은 대로 이미지를 그리고 멋대로 이름 붙이고는 거기에 만족할 뿐일지도 모

른다 김희선은 우리가 이러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끔 도원경을 고립된 섬처럼 그리고.

있으며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실체에서 자유로워 지기를 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