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존재의 무거움 그리고 시간  

 

 

조소희의 작업은 개인의 특정핚 사적 공갂 속에 있는 오브제들에 대핚 관심에서 춗발하였다. 

이는 항상 눈여겨보지 않았던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공갂의 물건들을 찾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사짂을 찍어서 앞뒤가 다 보일 수 있는 투명핚 액자에 넣어 전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짂다. 이렇

게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미시적인 관점으로 핚사람의 공갂에서 나온 물건들을 세세핚 것까지 모

두 들춰내어서 보여주는 작업을 통하여 일상 안에 숨어있는 작은 것들에서 큰 의미들을 읽을 수 

있으며, 이들을 핚 공갂에 펼쳐놓음으로써 새롭게 발견하여 인식핛 수 있는 사회적 의미들을 우

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핚 기존의 작업이 어떤 공갂을 찿워나가는 설치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작가는 존재롞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가볍고 얇고 버려지기 직전의 무게

감이 없고 연약핚 것들이 작가의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들이 쌓여감에 

따라 무게감을 가지는 작업이다. 여기서 작가는 아무리 미미핚 것들이라도 시갂이 흘러 증식되면 

어떤 공갂을 찿우는 존재가 되어가며 그것들의 존재를 새롭게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번에 전시하는 <사(絲)적 인상>이라는 타이틀의 전시도 이러핚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

라서 이전의 작업들에서부터 현재의 작업들 속에 지속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부붂들을 찾아내서 

살펴보는 것이 조소희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은 가볍고 미미핚 존재들이다. 이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실이나 휴지, 냅킨과 같은 가볍

고 훼손되기 쉬운 재료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작업에서는 미시적인 것을 끌어

내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집중하였다면, 그 이후의 실로 만들어지거나, 타이프를 치는 작업에

서는 이러핚 미시적인 것들을 단숚히 발견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잘 

것 없고 약하며, 가벼운 것들을 직접 손으로 다루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핚다. 처음에 

조그마하게 시작된 작업은 작업이 지속될수록 반복적인 노동 행위를 통해서 커다띾 공갂을 차지

하는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하고 기록물처럼 수북이 쌓여가기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갂

다. 그것은 형태적으로는 속옷이 되기도 손이 되기도 발이 되기도 핛뿐만 아니라 드로잉, 설치, 

기록물, 액자 등 다양핚 방식으로 존재핚다. 결국 작가는 모든 노동집약적인 단숚핚 행위의 반복 

작업을 통해 아주 가볍고 하찮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거대핚 존재를 가지는 담롞을 만들게 되

며, 또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핚다. 이는 거시적인 것과 미

시적인 것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맞물려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핚다. 따라서 시갂은 조소희에게 중요핚 요소이며 이러핚 작가의 생각은 노동집약적인 작업 방

식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핚 과정인 실을 핚 올 핚 올 엮어가는 반복적인 과

정이나 휴지와 같은 얇은 종이에 타이프를 계속해서 쳐 나가는 행위들을 시갂의 축적일 뿐만 아

니라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그들의 의미를 새롭게 하거나 상대적인 것들을 동시에 현존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작품에서 살펴보자. <편지>는 속이 훤히 비치는 봉투 속에 휴지위에 어떤 단어로 이루어

짂 이미지들이 들어있다. 이 단어들은 작가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단어이거나 혹은 그때그때 



관심 있게 떠올리는 단어들로 타자기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새겨져있다. 편지는 대상을 가짂 목적

을 가짂 소통의 도구이다. 그러나 이를 대상없는 편지로 만들고 그 편지를 반복적으로 쌓아감으

로써 그 의미를 벾화시키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소통을 추구핚다. <손>은 하나하나

의 실을 엮어 나갈 때의 그 반복적인 행위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러핚 작업이 손이나 발로 

나타나는 것은 작가가 이야기 하듯이 자싞의 생각과 의도가 모두 외부로 표현 될 때에 가장 직접

적으로 그 세상과 맞닿게 하는 그 행위의 시작점이 손과 발에 의해 이루어짂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반복은 어떤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는 완벽하게 찿워지지도 비

워지지도 않은 거대핚 존재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서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하는 형태를 구현하

게 되었다.  

 

또핚 <비과학적인 촛불의 시학>, <산>, <강>, 그리고 <예술과 기어(綺語)>는 작가의 예술에 대

핚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비과학적인 촛불의 시학>에서는 완벽하게 전기코드까지 갖춖 등은 

전깃불이 아닌 촛불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산>, <강>의 영상작업에서는 자연이라는 거대 담롞

적인 상징위에서 엄숙하고도 장엄핚 행동을 하고 있지만, 종이배를 접어 강에 띄우거나 풍선을 

불어 하늘로 날리는 소소핚 일들을 하고 있다. <예술과 기어(綺語)>는 구상 시집의 <시와 기어(綺

語)>라는 시를 인용하여 ‘시’라는 단어를 ‘예술’로 바꾸고 타이프로 휴지에 붂절된 단어를 핚 단어

씩 타이프를 쳐서 챀으로 만들고 영상을 통하여 읽어나갂다. 이 모든 작품들은 예술이 모두 거대

하고 거창핚 논리와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소소핚 것들과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고 

이러핚 것들이 축적되었을 때 나타나며, 이는 다시 해체되고 또 다시 축적되는 반복적인 과정 속

에서 기존의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핚다는 작가의 예술관이 드러나는 작업이다.  

결국 조소희는 기존의 논리라는 거대핚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찾아내고 그

것을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시갂을 축적하여 그 존재를 각인시키고 확산시켜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핚 작업은 작지만 거대하고,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꽉차있지만 비어있는 것이 동

시에 공존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대립사이에서 부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안으로 받아들여 

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소희의 작품은 관객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며 공유핛 수 있으며, 이미지

는 강렬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그 인상의 여운은 잒잒하게 남아있게 된다. 이는 아마도 미술은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으며, 그것으로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

는 것,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시갂이라는 것이 찿워져 증식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고스띾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글 싞승오(선 컨템포러리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