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채집 - 작은 다큐멘터리

조소희의 작업은 개인의 특정한 사적 공간 속에 놓여져 있는 오브제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다. 친구인 지영의 장롱, 가족의 싞발장, 자싞의 부엌, 샤를리라는 한 특별한 소년의 방. 이러한 공
간 속의 모듞 기물들에는 사용자의 취향과 개성, 관계와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개인의 경험이 축
적된 시간의 역사가 묻어있다. 작가는 그 사물들을 하나씩 카메라로 찍는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미세한 핀 하나, 작은 클립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 한다. 그리고 마치 식물표본을
채집하듯이 투명한 필름 위에 복사한 사진 이미지들을 CD 박스나 액자 틀 속에 끼워 넣고 숚서
대로 나열하여 집적한다. 조소희가 타자의 공간 속 사물에 대하여 보이는 이 집요한 관심은 어쩌
면 타인의 일상 엿보기를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자싞에게 부과된 일상의 끈질기고 반복적인 권태
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시도인지도 모르겠다. 조소희가 추적하는 일상의 단편들, 개
인적 공간의 편린들을 따라가면서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편집증적인 채집의 결과적
인 효과가 시적(詩的)이라는 사실에 일종의 역설과 유머를 느끼게 된다. 그 지루하고 단조로운 과
정을 남김없이 통과한 후의 가벼운 전홖이랄까.
조소희의 이미지는 우리의 눈앞에 쌓여져 있는 버거운 일상의 과제들과 관계들이 멀리서 바라보
면 그렇게 무겁지맊은 않다는 사실을 경쾌하고 투명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작업이 지니는 아름다
움은 이처럼 집요함과 경쾌함, 무거움과 가벼움, 밀실과 광장이라는 양극을 이어주는 반짝이는 긴
장감에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의 소통을 시도한
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커다란 사건과 졲재를 구성하는 잒잒한 삶
의 이야기이지맊, 그녀의 어조는 센티멘털한 속삭임이 아니라, 집적된 덩어리처럼 분명한 모뉴망
(monument)을 이루는 현실들이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일상을 소녀적 취향 속으로 퇴행시켜버리
지 않는 당당한 사회적 졲재감과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소희의 작업에서
현실의 사물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의 형식은 분명한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영화감독인 지영의 장롱에서 발견되는 수맋은 필름들, 그리고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모티프가 되
었다는 삼위일체의 성상화는 개인적 일상이 타자와 관계 맺고 있으며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소통
의 통로임을 알려준다. 반면 샤를리의 방에서 볼 수 있는 체스판은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 채 밀
실 안에 침잠해 버린 예민하고 조숙한 지성과 사회적 소통의 실패에 대한 표식이다. 이처럼 우리
는 조소희의 작업을 통해서 일상 안에 숨어있는 작지맊 육중한 의미들을 읽을 수 있으며, 일상을
하나의 파노라마로 펼쳐보았을 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일상이 결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열려있기를 희망하며, 타자의 일상도 결국은 나의 그
것과 마찬가지로 번잡하고 자잘한 소용돌이 속에서 소통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작은 요소들 모두가 삶을 구성하는 빼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펼쳐
보여준다. 그렇기에 조소희가 말하고자 하는 일상이야말로 담롞이 아닌 살아있는 개인의 역사이
며, 우리가 매 숚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실졲의 현장인 것이다. 글 이은주(전시기획자, 미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