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공존

‘숨을 불어넣다.’ 우리는 때때로 예술가의 행위에 대한 이런 식의 표현을 적잖이 마주한다.
성서에서 신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던 순간에 마지막으로 행하였던 작업이 숨을 불어넣는
일이었던 것처럼, 창조자의 몫은 무언가에 숨결을 넣는 것으로 비유되며 제 역할을 마감할
수 있었다. 태곳적 인류의 탄생에 관한 일서(一書)가 그러하였듯이 작품의 탄생 역시도 작
가의 숨결을 타고 어떠한 서사 혹은 특정한 의미로 흘러간다. 박정선의 작품은 그렇게 작가
의 숨결로 시작된 하나의 생명처럼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과정들을 은유적으로 던져둔다.
그간 박정선은 나무, 플라스틱, 식물, 거울 등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갖가지 소재들은 작품 속에서 언제나 ‘연약함
(vulnerable)’의 특성들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주로 환경에 반응하였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거나 누군가의 흔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들을 하나의 실험처럼
선보였다. 이는 작가를 비롯한 한 사람의 삶이 주위 환경에 따라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불확실함 속에 내던져진 작가 자신, 혹은 우리 삶의 특성들로 되
짚은 것이다.
한편 작가의 근작들은 대다수가 말 그대로 ‘숨을 불어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작가는
유리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직접 숨을 불어넣는 블로잉(blowing) 작업을 통해 여러 얼굴의
형상들을 완성시킨다. 여기에서 얼굴은 작가에게 있어서는 분신과도 같은 것으로, 모습은
단순하고 때로는 추상적이기도 하며, 유리 특유의 투명성이 더해져 아른거리는 형상으로 다
가온다. 아울러 얼굴들은 텅 비어버린, 그리고 투명하게 세계를 머금은 표현으로 ‘나’와 ‘타
자’의 경계를 아우르는 모호함을 지녔다. 그것으로 작가의 작품들은 존재방식을 더듬어가며
삶 속의 여러 흐름들을 일관되게 포착해 나간다.

불확실한 결과, 과정의 해명
우선 <From A to Aself>라는 작품은 수조처럼 보이는 투명한 상자 속에 물이 가득담긴
투명한 얼굴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의 하단부에는 냉각장치가 작동되며, 한줄
기의 동관을 통해 얼굴과 연결된다. 이 냉각장치가 작동되는 공간은 작가를 대변하는 얼굴
에 끝없이 변화를 가하며 공기 중의 온도, 습도 등과 밀접히 관계를 맺으며 액화되기 시작
한다. 이때 외부의 환경은 상황에 따라서 액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모인 액
체들은 얼굴을 잠식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으로 남을 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을 떠안게 된다. 모든 것은 그 외부요인에 따른 확률의 문제이다.

과거에 물리학자 닐스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가 슈뢰딩거(Erwin Schrodinger)의
사고실험(슈뢰딩거의 고양이)1에 관해 제안한 코펜하겐 해석은, 이전의 물리학이 확정된 인
과관계만을 쫓던 관점들을 뒤집어놓았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의 논리에서 비롯된 세계는
다양한 상호관계의 작용 속에서 확률로만 가늠하는 여러 차원의 세계 속에 놓이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물리학적 논의의 새로운 발상은 때로는 공상 속에서 비슷한 상황으로부터 여러
결과로 뻗어나가는 평행우주에 대한 상상 등으로 그 호기심을 쏟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물리학의 새로운 시도는 철학을 비롯하여 우리의 사고체계에 관한 변화와도 밀
접하다. 이것은 비유의 일례이다. <From A to Aself> 속에서 일정 온도에 다다른 기체는 분
명 액체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그 특정 온도를 이루어가는 환경은 어디까지나 유동적이다.
작가는 삶, 그리고 존재가 지닌 불확정성의 논리를 사물의 변화 과정에 이입하여 시각화하
고자 했다. 결국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상자를 열어본 후에야 고양이의 생사여부에
관한 확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논리처럼, 작품 속에서 액화된 물들이 모여 얼굴을 잠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미한 반응으로 얼굴이 그대로의 상태로 남게 될지는 일련의 시간을 보
낸 후에야 해명되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삶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능성 속에 내던져진다. 스스로를 둘러싼 관계
들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확신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질식하게 할 위험마저 떠안고 있으며 그렇기에 불안함으로 잠식하는 물음들은 작품 안에서
실제로 상황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환원될 수 없는 타자의 얼굴과 공존
궁극적으로 박정선의 작품들은 작가의 존재, 작가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관계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반복한다. 그리고 존재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주로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 무한으
로 열린 모습들을 다스리고 있다.
실제로 작품 <1+1+1+1=1>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목도하게 된다. 작품은 각기
다른 모양의 선풍기들이 그 높낮이를 맞추며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연출되었다. 각각의 본
체에서 뿜어 나오는 일정한 속도의 바람은 하나로 합쳐지며 그 힘이 강력한 바람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람의 세기는 선풍기들의 개별적인 세기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나’ 혹은 누군가에게로 환원되지 않는 개개인이 지닌
이타성을 의도한 작품이다. 또한 작가가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온전히 스스로
에게 환원되지 않는 타자성, 그 이타성과의 공존은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논의처
럼 지속되는 삶 속에서 무한성으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가령 <My Subsititution>에서는 작가의 숨결을 머금은 유리조각들이 다양한 형상을 한 얼
굴로 탄생하게 된다. 이것들을 일종의 분신으로 이해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각각의 유리 얼
굴은 작가이자 타자인 이중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레비나스가 출산에 대해 논의한 대목
들을 빗대어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란 ‘나’이면서도 ‘타인’인 존재이다. 자식이란 온전히
지배할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타자의 세계이자 미
래이며, 세계 저 편을 내다보게 하는 것으로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방식이 된다. 박정선의
작품들은 오롯이 그러하다. 내던져진 그의 분신들은 형식적으로는 투명하게 비치는 불완전
한 실루엣으로 새로운 얼굴로 탈바꿈하게 된다. 작품에서 작가가 숨을 불어넣은 이후의 모
습들은 작가의 지배를 벗어나 무한함으로 열려 있을 뿐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작품에서는 작가의 분신인 유리 얼굴들이 담긴 수레와 함께 핑크빛의 둥
근 수조가 놓여있으며 그 안에는 작가를 둘러싼 일상의 소재들이 가득 들어차있다. 작가의
세계를 고스란히 옮긴 것처럼 보이는 수조 속에는 점차 유리 얼굴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개
입할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나의 의식을 동요시키는 타자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이
다. 나아가 작가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응축의 지점들이 타자에 의해 형성된 수면 위에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단순한 사물에 분명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작가가 점유한 몫은 거기까지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딛는 한 발이 미래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무한성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생명을 얻
은 사물은 단지 불확정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지속하며 삶의 역리를 내보이고 있을 뿐이
다.

함선미(예술학, 미술비평)

1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슈뢰딩거가 고안한 사고실험이다. 하나의 상자 속에 고양이와 청산가리, 그리고 방사
능이 들어있는 기계가 함께 놓이게 된다. 이때 시간이 흐르며 방사능 원자가 유출이 되면 그 안에 고안된 장
치(망치)로 인해 청산가리가 방출되어 고양이가 죽음에 다하도록 설정한 실험이다. 이때 확률은 50%로 나뉘
어있으며, 따라서 실험이 끝나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은 아이러니한 상태로 존재한다. 고양이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확률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설명하고자 시도된 것이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