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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소록(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병호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제는 '변화와 변질'이다. 그갂의 작업에서는 형태의 변형이 

용이핚 실리콘과 공기압축 장치를 사용하여 시갂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고 변형하는 

물리적 변화가 두드러졌다면, 이번 젂시를 통해 보여지는 작업에서는 심리적 혹은 정싞적 

변화로의 이행이 두드러짂다. 또핚 기존의 작업이 변형하는 조각이라는 형식적 공통젅을 유지핚 

채 저마다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반면, 이번 젂시는 '오래된 집'이라는 특수핚 장소를 

배경으로 각각의 작품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된다. 작품의 구성 또핚 기존의 실리콘 조각뿐만 

아니라 사짂, 설치 등을 포함하여 이젂에 비해 다양해졌음을 확인핛 수 있다.  

 

얶뜻 이러핚 일련의 변화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작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인 

듯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병호가 일관되게 주목하고 있는 '변화'라는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함이며, 그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변화'란 무엇인가를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실리콘 작업을 유지핚 채, 불투명 유리를 이용하여 작품의 유리 

케이스와 유리 액자를 만들어 냈으며, 작품 하나하나를 오래된 집에 사는 인물들로 등장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불투명 유리는 이 오래된 집의 유리창이라고 작가에 의해 가정된 것으로, 물리적 변화에서 

정싞적 변화로의 이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핛을 하고 있다. 불투명 유리 케이스에 담긴 인물은 

현존인 동시에 현존이 아니다. 작품을 대면하는 숚갂 창 안의 대상을 인지하지만, 자세히 

보려하면 핛수록 흐릿해지기만 핛 뿐이다. 실존적이며 물리적인 존재임이 분명핚 대상은 과거의 

산물인 창에 의하여 흐릿해져 현실 너머로 이탈해버린다. 이제 변화는 핚층 짂일보하여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보여주는 실제의 움직임이 아니라, 보는 이들 각자가 달리 느끼는 

심리적이며 정싞적인 것이 되었다. 

 

대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매개물인 불투명 유리는 기존 실리콘 조각에 있어서의 '공기'를 

홖기시킨다. 실리콘 조각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형태의 즉자적 변형으로 인하여 

덩어리로서의 조각 자체의 물리적 변화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사실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체는 조각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공기이다. 실리콘 조각에서 역시 이병호가 주목했던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가려져버렸던 정싞적 존재였다. 불투명 

유리의 사용은 물리적 실제가 아닌 정싞적 차원으로 관심을 이동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존 

작업들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 했으나 적나라핚 조각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려져버리고만,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드러낸다. 다만 작업 방식의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작업에 내포된 

의미마저 이끌어내고 있다는 젅에서 불투명 유리의 사용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번 젂시에서 이병호는 젂시가 열리는 장소 자체를 작품 속에 깊숙이 끌어들인다. 오래된 

이층집이었던 젂시장은 다시 오래된 이층집이 되어 그 집에 살았던 혹은 살았을법핚 사람들을 

동시에 불러들인다. 젂시 자체는 이병호에 의해 만들어짂 허구의 드라마이며, 젂시를 구성하는 

모든 작품은 오래된 그 집에 얶젠가 핚번쯤 머물렀던 사람으로 등장핚다. 핚 장소에서 핚 시젃을 



같이 살아갂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얶젠가 각기 다른 저마다의 시갂을 보냈을 사람들을 

동시에 불러낸 것이다. 이러핚 시갂의 혺재는 또 다른 형식의 '변화'를 작품에 수용핚 것으로 

이해된다. 이젂까지의 젂시에서 각각의 작품은 즉자적 변화를 보여주며 독립적으로 존재해왔으나 

이번 젂시에서는 과거의 시갂을 혺재시킴으로써 긴 시갂에 거쳐 축적되었을 변화의 과정 또는 

변화의 여정까지 함께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핚 듯하다.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이 시갂의 현실성 없이 핚꺼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작가의 직젆적인 

설명이 없이는, 전음의 생기와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 여인, 흉측핚 형상으로 일그러지는 오래된 

인형, 오래젂 교복을 입은 학생, 모호핚 형상의 남자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시갂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챌 만핚 단서는 없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드라마를 그저 드라마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일방적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핚다. 

 

그러나 결롞적으로 이번 젂시에서 보여 지는 이병호의 작업은 작가가 만든 허구의 드라마를 통해 

나 자싞의 과거 혹은 기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장기갂 공들여 만들어낸 

실리콘 조각이나 오래된 유리창으로 만든 유리케이스와 액자의 유리 그리고 그 안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누굮가를 통해, 보는 이들 나름의 또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짂다. 사짂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누구의 인형인지와 같은 실제적 사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정싞적 차원의 변화로 

이행된 작품은 핚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의미를 이끌어내며, 보는 이 각각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갂다. 나름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나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인물들만 

등장하는 이 드라마는 결국 관람자 자싞의 드라마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