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장과 이완 김정범 개인전에 부쳐-

퍽 오랜만의 전시이다 한창 작업하는 작가의 년여의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닐뿐1. . 3

더러 작가의 작품성향의 변화추이를 읽기에도 다소 긴 공백으로 느껴질 수 있다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그가 전과 다르게 무언가 일상적인 게다가 희망이랄지 열매랄지 하는 그정적,

인 형식이 아닌 이야기를 하려한다는 것을 느꼈다‘( ) ’ .

그래서 나는 이양반이 늙어가나?

이번 전시에서 김정범이 보여주는 것은 혹은 보이는 것은 일종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2. ( ) ‘ ’ .

근본적으로 그의 고민은 자신의 작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철학이랄지 혹은 조형의지랄지,

하는 것이라 느꼈고 근대적 의미의 예술로써의 도예의 지속 혹은 탈피에 관한 것이 부수적,

으로 근본적인 고민의 뒤를 따른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김정범은 아마도 일상의 생활세계 그리고 소소한 생명 거대한 이, ‘ ’ (

아기로서의 생명이라는 현상이 아닌 일상에서 유지되고 환원되는 것 에 관한 이야기를 작업)

에 담고 싶어 시작된 고미닝 듯 했다 이것은 김정범이 아직까지 지속해온 현대미술의 강렬.

이랄지 혹은 신화 음 와 문명 양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써 열매 맺음의 변증법이라는 거대, ( ) ( )

담론 그리고 작품의 내용을 형식을 위한 구도의 의미로 치환시키는 현대미술의 형식주의덕,

인 태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물의 지배원리인 관성. ‘

의 법칙으로 인해서 커다란 이야기와 형식이라는 강령에서 당장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 .

전시는 조형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미미하여 일견 정지해 보이기도 하는 정도로 비춰

진다 그것이 고민이다. .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절충이란 방식으로 그의 태도를 표명한다, .

형태를 만들고 오브제를 차용함에 있어서 도예가 가지고 있는 축조 라는 방식 대신에( )築造

분해된 형태에서 집적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에 이름으로써 전체가 먼저 상정되는( ) ,集積

단일 프로세스로 완성되는 도예적 방식을 극복 하려 한다 그러나 도예적 형식 대신에“‘ (?)’ .

집적이란 프로세스를 차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예작품의 보여줌처럼 느껴지는 마띠에,

르와 색체를 채용함으로서 예술로서의 도예가 가져왔던 범주의 경계에 서려하는 듯 싶다.

부연하자면 아마도 작가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황토색은 작가가 원한다고 말하건 그렇, ( ) (

지 않건 재료적인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혹은 그것이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

상징적인 표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전시장을 하나의 전체로 상징하거나 개별.

의 작품들이 각각 이질적인 의미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그 색이 하고 있다‘ ’ .

김정범의 작품이 가진 미덕중의 하나는 차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유사와 상사의3.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종의 재미 를 던져 준다 가. ‘ ’ .

령 동적이미지로 채용한 폭포와 정적이미지의 견고함으로 채용한 바위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폭발의 버섯먼지와 수려한 나무를 담은 작품의 경우 폭포 나무와 바위 폭발이, / /

유사한 형태 즉 상사로 나타난다 이것은 형태의 유사함에 착안한 내용의 유사하지 않음을, .

너머 전혀 반대의 것을 보여주는 내용과 형식의 긴장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의 전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한 어린아이 인형의 머리와 해골은 일 견 상반된 이미지로

형삭적 닮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실 그것을 유사하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선 동일함,

으로 상장되는 것이다 폭포 나무와 바위 폭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내용의 유사함이라. / /

는 것에서 이미지의 차용이 시작되어 보여줌의 상반됨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다른 작품들도.



유사와 상사사이의 긴장감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지구 같기도하고 혹은 작가의 말처럼 열. ,

매로 상징되는 구체일수 있는 두 개의 구체는 표면의 거칠기로 같음과 다름의 긴장을 유지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좌대위에 올라가는 작품들의 경우 좌대의 곡선 및 축조와,

사물의 직선과 집적이대척점을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유사 와 상사 그리고 긴장 과 이완 의 관계들을 작품의 설치에( ) ( ) ( ) ( )類似 像似 緊張 弛緩

있어서 전시장을 하나의 전제로 구성하는데 주효하다 우선 형식적으로 긴장 및 이완이 전. ,

시장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로 작동하여 제의적인 국면을 띠게 된다 예술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종교적인 국면을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조성하며 그 긴장과 이완은 뒤르껨, (E

이 말하는 사회가 가지는 재현체계로서의 종교 그리고 재현체계로서의 유사와 상Durkheim)

사와 닮아있다.

그래서 이번전시는 다분히 설치에 있어서 종교적이다.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작품은 마띠에르와 바탕색은 늘 사용하는 황토색이4.

지만 색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일종의실험실처럼 보이는 따블로 작품이다 마띠에르와 모‘ ’ .

노크롬의 바탕이 주된 기저지만 생성되는 사물 공간을 나르는 커뮤니케이션 들 그리고, (?)

잉간을 포함한 각각의 사물들이 경계와 어울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작 품은 그 경계가

색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으며 그래서 색 이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평면작품에 입체‘ ’ .

적인 내용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면을 포기하고 색채와내용을 채용하는 회화적인 국면

이 아닌 으로의 전환이 이루워진다(drawing aspect:painting ) .

이 작품은 색채표현의 시험이라는 측면 외에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일상으로의 회귀에,

가장 가까운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이 형식에 의해서 차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때문에. ,

형식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그래서 색이 쓰이고 표혐적인 요소들이 그림속에 들어가고 내, , ‘ ’ ,

용들의 유기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화면들이 배정되는 내용중심의 프로세스가 담겨있다 이.

것은 형식적인 변화로 나타나지만 그 형식적인 변화를 부른 기저에는 그의 조형정신이 형, ,

식에서 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사족4.

예술로서의 도예가 점점 용도폐기 되는 분위기에 개인적으로 우리를 표할 수밖에 없다.

예술로서 도예는 공예로서의 도예에 일종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전위로서 그리고 현대도예,

전개의 미적 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현대도예의 지층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예술.

로써의 도예는 형성 및 전개에 해당하는 공 과 마찬가지의 과 를 가질 수밖에 없다( ) ( ) .功 過

그러나 근자에 와서 예술로서의 도예가 제대로 된 예술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져 본적도 없,

이 전면적으로 용도폐기 되는 분위기는 현대도예에 창의성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 ’

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양분을 공급받을 원천을 용도폐기하는 것은.

현대도예에서 도예를 단지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현대를 고사 시킬 개연성이 크다, ‘ ’ ‘ ’ ( ) .枯死

도예의 경우 예술이론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 , ,

혹은 기반 없음이 문제이다.

김영민 예술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