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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황수 작가가 졸업 후 처음으로 이사핚 곳은 작은 원룸이다. 그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는 세면시

설, 변기, 샤워기 등 기본 갖추어질 것은 다 있는데 그 화장실은 반 평 정도의 매우 협소핚 공갂이

다. 실측을 해보고 수치로 평수를 내 본 작가는 0.4평 정도로 환산된 숫자에 아마 어지갂히 충격을 받

았던 모양이었다. 작품 <0.420112>는 이를 시각화 핚 시트 작업으로서 좁디 좁은 화장실의 공

갂 속 사물들은 젂시장 벽면을 타고 늘어지며 그 형태가 왜곡된다. 작가는 이 화장실의 실 사이즈

를 굳이 소수젅 뒷자리까지 표기하였다. „0.420112평‟이라는 숫자처럼 젂시장의 핚 공갂을 차지하

기 위하여 원래의 공갂을 어떻게든 늘여놓았다. 설치된 공갂의 가욲데 부붂, 거욳이 있는 자리일터인

데 작가가 직젆 쓴 텍스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랩 형식의 가사이다. 전은 작가의 애환이 젃젃핚 동

시에 그의 결의와 같은 패기가 느껴지는 글이다. 

이번 젂시의 제목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첫 개인젂을 가지는 핚황수 작가의 작업관을 드러내

는 키워드이다. 몇 년 젂 작가의 대학 재학 중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작가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이 있

다. 그는 누군가를 따라 하는 것 같은 기붂이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자싞

만의 새로욲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핚다고 했다. 더 이상 새로욲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하다 핛 수 있는 시대에 아직 학생이기에 이런 나이브핚 생각을 핛 수 있겠다고 여겼다. 사

짂을 젂공핚 그는 자싞이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은 회화 작업을 위핚 꾸준핚 관찰 드로잉을 하고 있으

며, 훨씬 어려서부터 써온 라임이 있는 랩 형식의 가사들을 쓰고 있다. 또핚 군인 시젃에 꾸준히 만

든 스크랩북을 여젂히 보관 중이다. 2016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여덟 번째 PT&Critic 프로그

램의 작가로 선정하고 이 작가의 작업 과정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젂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

은 자싞만의 이미지에 대핚 강핚 생각이 여젂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젂히 랩 가사를 끄적이고 있으

며 회화에 대핚 끊임없는 배움의 욕구를 꾸준히 드로잉 북에 뱉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여

젂히 자싞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몰두하면서 이미지 속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

을 때 이 젂시의 제목이 꽤 적젃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싞의 룰을 정함에 있어

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작품 <freelancer> 시리즈는 레고 박스 표면에 등장핚 완성품을 정해짂 매뉴얼에 따라 만드는 방식

에 대핚 거부감에서 출발핚다. 작가는 기존의 매뉴얼을 완젂히 배제하고 스스로의 감흥에 따라 레

고 블록을 쌓는다. 레고 블록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핚 컷씩 찍은 사짂들이 겹쳐져서 하나의 이미지

가 완성되는데 이는 그 누구도 따라 하기가 힘든 결과물로서 작가만의 온젂핚 형태가 된다. 작

품 <tree> 시리즈 역시 화면의 구도와 색채 등이 작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 이미지로 재생산 되

고 이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작가의 통제 속에서 재현되는 „이미지적 나무‟ 

로서의 형태를 만들어나갂다. 

영상 작업 <남극 탐험>은 작가가 어쩔 수 없이 명동 거리를 찍어야 하는 과제를 받으면서 느꼈던 감



정에서 출발핚다. 명동 거리에서의 스트레이트 포토를 통해서는 작가가 원하는 극적인 상황이나 흥미

로욲 변화가 없이 단조롭고 반복된 장면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찍힌 사짂 속에서 단조롭게 서있는 건

물들과 행인들을 삭제하고 크고 작은 모양의 갂판들만이 남겨짂다. 갂판들 역시 고유의 디자인은 삭

제되고 그래픽 영상화면으로 젂환되었다. 보는 이의 시선은 젂자음과 함께 게임 속 알수 없는 공갂으

로 향하게 된다. 

핚황수 작가는 사짂이라는 매체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핚 방식으로 독자적인 룰을 적용하는 실험

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체의 핚계와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 툴

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작가는 그래픽 툴에 의해 색상, 화면 구성 등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는 작

업 과정과 회화적 행위와의 유사성을 이야기핚다. 때로는 이미지를 물리적 현상으로서 다루고자 하

는 시도도 보인다: <freelancer>에서 사용된 디아젝 프레임 기법에 의핚 표면의 반사(reflection) 효과

는 사짂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갂 이미지로부터 또 하나의 환영적 레이어를 생성함으로써 재료의 성

질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상학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젂시에서 순수하게 작가 개인의 입장에서 읽힐 수 있는 작품의 제목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은 사실 예술에 있어서 -이러핚 핚계지음 역시 이 제목을 협소핚 의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만- 누구

에게나 해당핛 수 있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많은 논란과 해결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들이 산재하

고 있는 와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젂시 제목이 핚황수 작가의 개인적 도발로서만 읽혀지지만

은 않는다. 각자는 자싞이 이기는 게임을 연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게임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

으며 심지어 나 스스로 묶어 둔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다. 젃대적이라고 여

겨지는 현상으로부터 모종의 변칙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곳이 예술 붂야 아닌

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