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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대한 도전…내 예술의 동력”

베니스비엔날레가 주목한 지역 작가 3人의 작품세계-<2> 손 파
120만개 침 일일이 꽂아 기와장식 완성
두려움 직면하는 작가의 인생관 드러내
치미·갑옷 등 작품형상 박물관서 영감
“작품 통해 인간의 이야기 전하고 싶어”

문제를 해체하고 해결하며 해방감을 느낀다는 손파 작가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 베니스비엔날레 초대 작가인 손파 예술은 일종의 해방구다. 의식을 불편하게 건드리는 특정 존재
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해방하는 전초기지다. 

“두렵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긴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계속 남게 된다. 나는 문제를 하
나씩 풀고 해결하는 것에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문제의식이야말로 내 예술의 에너지원이다.”

작품의 재료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칼, 한방 침, 플라스틱 원재료 등이다. 날카로운 재료에는 무서
움이라는 트라우마가 있고, 플라스틱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약의 대상이다.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속성 일색이다. 손파에게 이 재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개척해야할 신세계다. 

“공포를 공포로 두면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극복하는 쪽
을 택한다. 두려움의 극복은 곧 자유상태가 아닌가? 그것은 곧 상처의 치유다. 그러니 계속해서 도전하
고 극복해 갈 수밖에…”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재료를 다루는 과정은 여느 입체작업보다 사뭇 복잡하다. 인식→해체→분석
→재인식→해방의 수순을 따른다. 

첫 번째 공정에서는 트라우마나 제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동한다. 이후 문제가 되는 재료를 낱낱이 해
체하고, 긴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분석한다. 이 공정들은 재료를 알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재료 파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작품의 완성은 불편했던 첫 감정으로부터 해방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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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내 작업에서 재료의 속성을 속속들
이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평면 작업에서 예사롭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입체로 전환한지는 7년 정도 됐다. 단순 평면보
다 입체 작품이 예술적 주제를 풀어놓기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손파 예술이 향하는 목적
지, 즉 주제는 ‘마음’이다. 문제의 연속인 인간사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상처받은 마음에 위안을 보낸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가 끊임없이 오고 간다. 이 이치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이때 문제를 인
식하는 시각은 두 가지다. 고통에 순응하거나 해소의 대상으로 여겨 극복하는 것이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작업 과정은 지난하다 못해 험난하기까지 하다. 작품 ‘치미’(대궐이나 큰 기와집에 지붕 기와장식)는 
침을 120만개나 꽂는 단순 노동이 필요하고, 20~60원이 소요되는 침 하나당 가격을 생각하면 재료비
도 엄청나다. 플라스틱 원재로는 물성을 이해하는 긴 시간과 시행착오를 요구한다. 만만하고 말랑말랑
한 재료들도 많은데 왜 굳이 무모함을 애써 즐길까? 

“문제가 클수록 집중도도 높다. 작업하는 동안은 혼이 나간 무념무상의 상태가 된다. 화두도 필요 없
다. 오직 비우는 일만 한다. 잡념이 없는 상태는 행복 그 자체다. 결국 결론은 마음으로 연결된다.”

작업은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바탕으로 작업에 들어간다. 재료비, 
시간, 노동의 강도가 만만치 않아 자칫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중하게 접
근해서 만든 작품이 의자와 갑옷, 치미, 책 등이다. 이 대상은 모두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것들이다. 

“박물관이야말로 인간의 문화가 집대성된 곳이다.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보인다. 바로 인간이다. 앞으로도 상처가 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을 녹여내고 싶다.” 

한편 손파는 베니스 명소 리알토 다리 근처에 위치한 팔라조 벰보와 팔라조 모라 두 곳에서 열리는 ‘퍼
스널 스트럭쳐(Personal Structure)’ 2017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된다.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
는 5월13일부터 11월26일까지 열린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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