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파된 문명과 우주 산보자 

도서관에 빼곡히 쌓인 책들이 무너져 내리고 난파선으로부터 쏟아진 온갖 책과 사물이 바다, 
를 표류하는 가운데 육식 동물이 출몰하여 책과 다투는 당혹스런 상황이 일어난다 지극히 , . 
비현실적인 이 장면은 우정수의 개인전 책의 무덤 의 몇 인상을 간추린 것이다 그의 그림에‘ ’ . 
서 무너지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은 보르헤스가 상상한 바벨의 도서관 을 연상시킨다 흥미롭‘ ’ . 
게도 바벨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다 보르헤스는 이 도서관을 구상하면서 이미 인류의 . 
미래를 예측한 듯하다 끝없이 펼쳐지는 문명의 세계와 지식에 의해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 
욕망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은 우정수의 작업에서도 엿보인다 그의 그림, . 
에서 빼곡한 책들은 바벨의 도서관이 은유하듯 인간이 구축한 문화 문명을 암시한다 문명의 , . 
진화를 의심치 않았던 선형적인 역사관은 오늘날 이미 무너져 내렸다 전세계 곳곳에서 위기. , 
재난 파국이 일어나는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난국을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제시하리라는 , , 
기대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는 작가의 태도는 절망을 부르짖지도 희망을 모색하지도 . , 
않는다 하강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닌 중간적인 상황 은 그림 속의 구조만을 . “ , ”
뜻하지 않는다 세상의 혼돈에 휩쓸린 채 표류하는 개인의 상황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 
어진다 인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세계 곳곳의 불안한 징후 무엇보다도 이를 감지하는 한 . , , 
개인의 실존적 고뇌로부터 이번 전시 책의 무덤 이 시작된다‘ ’ . 
 
하나의 그림으로부터 하나의 전시로    , 

 
작업의 시발점에는 난파된 배가 있다 이 가상의 상황은 년 그가 직접 제작한 드로잉 북. 2010
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머릿속의 이미지들을 쏟아내듯 작업한 여점의 드로잉에는 죽음. 100 , 
폭력 혼돈 억압 파멸 구속 싸움 등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한 장면들이 가득히 담긴다 마치 , , , , , . 
환상 문학과 같이 펼쳐진 드로잉들은 작가가 세상을 이해하고자 강박적으로 읽어온 수많은 책
들로부터 영감한 것이다 년 개인전의 제목 불한당의 그림들 이 보르헤스의 불한당들의 . 2015 ‘ ’ ‘
세계사 를 참조한 것처럼 이번 작업의 제목에서도 부유하는 그림자들 파스칼 키냐르 떠도’ , ‘ ’( , 『
는 그림자들 시간과 방 보토 슈트라우스 시간과 방 육식의 시간 다이지로 모로호시), ‘ ’( , ), ‘ ’( , 』 『 』
밤의 물고기 등 문학 만화 희곡 역사서 등 탐닉한 수많은 책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 , , . 『 』
그의 그림에서 책이 소재로 출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책은 작가에게 있어 세. 
상이자 문명 욕망의 거울 환상의 구축인 동시에 살아 있는 혼령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 드, , . 
로잉을 보면 난파선에서 떠밀려온 책들이 해골과 뒤섞여 수북이 쌓인 가운데 긴 장대기를 , , 
든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팽배해 맞선다 이 드로잉이 바로 책의 무덤 이다. ‘ ’ .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다 던 작가의 고백에는 이 작은 펜 드로잉이 기저에 있다 일찍“ ” . 
이 펜 연필 목탄 유화 등 다양한 재료로 그리기를 훈련해 온 그는 년부터 잉크를 중, , , , 2014
점적으로 다뤄오고 있다 세상의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필치로 반동하고자 한 작가에게 잉크. 
는 떠오르는 것들을 직관적인 선으로 힘입게 드러내는 손쉬운 재료이다 작은 드로잉 작업에. 
서는 잉크로부터 표출되는 손의 힘 강도 느낌들이 자유자재로 실험되며 하위문화를 차용한 , , , 
조소적이고 풍자적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최근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즉흥적. 
인 필치가 최대한 억눌러진다 어찌 보면 하나의 그림 을 그리는 동안 작가는 잉크와 손이 만. ‘ ’



나 생성되는 감각을 조율하는 인내심을 기른 듯하다 그렇게 그는 크기의 대형 회화 . 5x5m 
원숭이도서관 을 완성하였다 검정 잉크의 묵직함을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조절하는 과정은 결‘ ’ . 
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작업실의 비좁은 벽에 한 장씩 종이를 붙여가며 작업한지라 혼란과 . , 
질서 사이에서의 구도 계산도 치밀히 병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은 작가에게 현실. ‘
적 감각 과 상상의 감각 사이를 균형감 있게 조절한 수행의 시간이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이’ ‘ ’ . 
중성의 탐구는 회화의 물성을 다루는 감각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된
다 원숭이도서관 은 작가가 개인의 개성을 누르면서 흩어지는 분해의 감각 과 이를 모으려. ‘ ’ , ‘ ’
는 구축의 감각 을 시도한 작업이다 이렇게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구성은 그림의 화면뿐만 아‘ ’ . 
니라 드로잉과 벽화가 뒤섞인 전시 구성에까지 총체적으로 수행된다. 
 
난파된 문명으로부터 출몰한 광기의 세계   

 
다시 난파된 배로 돌아가면 전시에서 난파선 는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배 글로리호의 이니, ‘ G’
셜을 딴 것이다 이름에서도 화려했으리라 짐작되는 글로리호는 급작스런 재난으로 처참히 파. 
괴되어 바다를 부유하는 파편들로 흩어진다 과거의 찬란한 문명을 상징하는 석상 유물 책, . , , 
들이 사물의 파편들과 뒤섞여 표류하는 상황이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침몰되고 사라져가는 . “
영광들 기억 은 이렇게 가라앉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정수만의 회화적 감( )” . 
각이 한껏 발현되는데 절망적 상황에서 난무하듯 뛰어 오르는 폭력적인 상황을 풍자하는 가, 
벼운 필치가 바로 그것이다 침몰한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처럼 비. . , 
극은 더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비인격적인 참상마저 수면으로 올라온다 육식의 시. ‘
간 에서는 악어 때가 느닷없이 나타나 책을 공격한다 그런데 책에도 날카로운 이빨이 달려 1’ . 
있어 책이 악어를 먹어치우는지 악어가 책을 먹어치우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폭력성만이 남는, 
다. 

비밀스런 폭력의 난무를 응시하는 것은 텅 빈 구멍인 채로 남겨진 보름달이다 이 달빛의 정. 
체는 이후 몇 작품들까지 계속 이어진다 보름달의 존재는 난파선 이후 본격적인 사건 혹은 . (
서사 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전조를 드러낸다 대왕 문어의 습격으로 배가 산산조각 나고 폰타 ) . (‘
델 코타 해전 독수리는 카니발적으로 동족을 먹어 치우고 육식의 시간 표류하는 책으로’), (‘ 2’), 
부터 유령들이 범람하는 책의 유령들 광기 어린 상황들이 발생한다 괴물 혼령 유령 괴수 (‘ ’) . , , , 
등이 통제할 수 없이 출몰하는 이 기괴한 상황은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것들이다 이들은 이미 혼란인 상황을 더 카오스로 몰아넣는데 이때 기괴한 괴수들의 우글거. , 
림은 표류하던 의미들마저 먹어 치운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소개한 거대한 원숭이도서관에. ‘ ’
는 그야말로 책들이 날고 떨어지고 부유하는 혼란의 상태가 일어난다 혼돈과 질서가 서로 , , . 
충돌하는 가운데 원숭이들은 차곡차곡 쌓아올린 인간의 문명을 조소하듯 그곳을 장악한다, . 
문명의 혼돈으로부터 출몰한 원시적 세계와 범람한 괴기스런 환상은 본격적인 사건으로 이어
진다. 
 
소용돌이와 카오스모제의 세계   

 
전시장에 진입 시 가장 먼저 접하는 밤부엉이 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 시간의 경계선에 머‘ ’ , 
문다 전시의 구성은 부엉이 그림을 사이에 두고 난파된 사물들의 미래와 현재로 구분된다. . 



지금까지 글에서 소개한 작업들은 난파선의 현재적 상황이 담긴 후자의 이야기이다 책의 무. 
덤 위에 앉아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부엉이는 불길함 혹은 어떤 사건을 예고해 보인다 이 불. 
온한 고요는 아주 잠깐일 뿐 난파선의 파편들은 곧 강한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부유하는 그, .(‘
림자들 나를 기억하라 회오리 안에서는 책이든 석상이든 유물이든 간에 속력에 휩쓸린 ’, ‘ ’) , , 
사물의 잔해로만 작동할 뿐 어떠한 의미나 상징도 존재하지 않는다 빙글빙글 몰아치는 회오. 
리의 속도는 그림에서 흰 띠를 형성하며 부유하는 사물들을 휘감는다 이 작업에서부터 보름. 
달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달빛의 구멍이 광선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걸까 어둠 속에서 휘. ? 
몰아친 백색의 광선은 폴 비릴리오의 언급을 연상시킨다 그는 그림과 필름에서의 상에 대해. , 
전자를 출현의 미학 으로 후자를 소멸의 미학 이라 구분한 바 있다 달의 영사기와 같은 구‘ ’ ‘ ’ . 
멍 회오리의 광선 형태가 지닌 비물질성은 사물의 출현을 소멸의 소용돌이로 수렴한다, .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전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벽 크기의 대형 벽화 서사9m '
의 의무 로 향하는 상황이다 소용돌이를 지나 도달하는 이 거대한 벽화는 사전에 작업한 점’ . 5
의 드로잉과 현장에서 그린 벽화가 결합된 월드로잉 형식을 지난다 광활한 우주 공간과 같이 . 
펼쳐진 서사의 의무 는 혼돈 이후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난파선의 온갖 사물들은 이제 망망‘ ’ . 
대해를 지나 이제 우주를 떠돈다 중심도 없고 추락도 상승도 없이 부유하는 상황을 전환시. , , 
키는 것은 바로 거대한 유성의 등장이다 유성은 혼란의 상태를 묵묵히 광속으로 가로지르며, . , 
거대한 빛의 띠를 형성한다 광속의 유성이 생성하는 띠는 혼돈의 상태를 아우르는 또 다른 . , 
질서를 화면에 부여한다 이는 일종의 카오스모제 로 혼돈인 동시에 질서이기도 . (chaosmose) , 
한 우주적 흐름을 불러일으킨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작가가 왜 대형 벽화를 계획했는지 짐작해 . 
볼 수 있다 우정수는 그림을 지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관객의 신체가 그림의 상황 속으로 진. , 
입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자신이 산보자로서 도시를 배회하고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 경험한 . , 
이 세계의 그림을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전시장에 펼쳐 놓는다 관객의 몸은 발을 옮기며 차, . 
츰 그림의 세계로 진입하다 부유하던 사물처럼 거대한 띠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재현과 , . 
환상의 세계 그리고 차원의 세계인 현실 사이의 경계는 이쯤에서 허물어질 것이다 벤야민은 , . 
근대 도시의 환등상에 대해 얘기하며 꿈을 꾸면서 이 꿈으로부터 각성을 재촉 했다 우정수“ ” . 
가 그린 하나의 그림 혹은 전시 에는 세계상 을 허무는 환상인 동시에 이를 일으키고자 하( ) ( )像
는 환상이 담긴다. 

심소미 독립큐레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