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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우는 사람들 (글.현시원) 

1 “시간과 물에 대하여” ¹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서재웅 개인전 <불 피

우는 사람들>을 개최한다. 서재웅은 이번 전시에서 인왕산 등지에서 직접 찾은 나무를 재료로 만

든 조각 작품을 처음 선보인다. 회화를 전공한 후 대형 사이즈의 페인팅 작업을 진행했던 작가는 

2019년부터 스스로 새로운 작업을 배우고 익히며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의 출발점, 

작가가 던진 질문의 시작은 ‘기후 위기’다. 전시에서 작가는 스스로 명명한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

는 방식의 제작’을 통해 조각의 형태와 존재 방식을 만들어낸다. 쌓고 만들고, 그리고 연결시킨다.   

 

서재웅에게 작업을 하는 것은 스스로 배움을 통해 시작된다. 그는 생태와 자연, 음양오행의 흐름

에 대해 읽고 익힌다. 그의 생각은 작업 재료의 질감을 살리는 만들기의 방식을 통해 형상을 가

진 물질이 된다. 결국 세계를 ‘보는’ 작가의 질문은, 남겨진 문자와 이미지, 운동으로 구성된 세계

의 ‘기운’과 ‘흐름’을 타고 읽는 행위로 이어진다. 서재웅의 작업은 작가가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

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형상과 흐름을 포착하는 ‘만들기’가 된다. 작가가 <불 피우는 사람들>을 꾸

리기까지 오랜 시간 골똘했던 문제는 기후와 생태였다. <불 피우는 사람들>에서 서재웅은 설치 

조각과 드로잉, 손바닥보다 작은 조각 등을 처음 외부에 공개한다. 작가에게 ‘불 피우는 사람들’은 

2022년의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이다. 또 전세계의 잃어버린 정령들을 위한 

독특한 새해(새 연도를 맞는) 인사다. 

 

2 상상과 믿음 

<불 피우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보자. 서재웅은 직접 망치와 도구로 제작한 조각들을 공간에 

‘세워두었다’. 조각들은 마치 전시장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하거나 거리를 

두고 공존하고 있다. 각각 반인반자연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서재웅의 신(神)은 인간이 이해 가능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있다. 번개를 불러일으키는 <벼락신>은 얇은 나무로 균형을 잡고 있는, 빨간 

눈동자를 단 구조물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작가가 이 여섯 명(개)의 존재에게 붙여준 이름은 <화석

을 든 손>, <대장장이>, <벼락신>, <소>, <말>, <불>이다. 그리고 주홍빛 불덩이를 그린 그림 <

불>이 있다. 서재웅이 제작하고 불러낸 여섯의 존재는 동시대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이를 타계하

기 위해, 작가가 ‘세계를 (미술로서)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회화를 전공한 그는 근래 아시아의 옛 그림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작업 안에 등장하는 이미

지의 모티브, 작가가 수집한 나무 재료는 모두 과거와 관계 맺는다. 전시장의 <대장장이>는 고구

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대장장이 신을 모티브로 했다. <벼락신>은 산업 혁명 이전의 전기를 의

미하는 “번개, 뇌신, 벼락신”이다.² 전시된 작업 사이를 거닐며 불과 석탄, 재료와 가공, 만들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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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내년의 운세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작가는 동시대 기후 위기를 ‘바라보고’, 대상화하는 데에서 나아간다. 그는 기후 위기의 역사를 탐

구하고 그 안으로 걸어들어 간다. 작가는 오늘날 기후 위기를 발생시킨 온실 가스 농도 증가의 

문제를 산업 혁명 시기에 채굴되어 태워진 ‘석탄’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온실 

가스가 배출된 원인으로 제조, 전기, 가축, 이동을 자기 식대로 뽑는다. 책에 쓰인 여러 연구들을 

자기의 감각과 기운에 따라 소화하고 해석한 것이다. 제조, 전기, 가축, 이동의 형상을 현재가 아

닌 과거, 특히 산업 혁명 이전의 상황에 대입시킨 작가는 이제 이 생각과 바람을 만들기로 이어

간다. 전시장에서 보이는 이 조각들의 부분 재료(나무, 때로는 조롱박, 때로는 흑연, 때로는 붓) 등

을 이어붙이고 연결하고 그린다. 그렇게 특정한 세계 안에서 튀어나온 듯한 형상으로 만들었다. 

즉 작가 서재웅은 이야기를 짓고 과거를 향해 시뮬레이션 한다. 기후 위기의 역사 안에 주체들을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조각을 구현했다.  

 

작가는 “불은 문명을 상징한다. 석탄을 불태움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작가는 대

장장이(제조), 벼락신(전기), 소(사육과 재배), 말(이동)이 ‘화석을 든 손'을 만나 불이 일어나는 상상

을 한다. 이 상상은 믿음이다. 작가는 무언가를 향해 목표와 무관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는 규칙적으로 인왕산 주변을 달린다. 버려진 나무를 주어오고, 오랜 시간 작업을 바라

본다. 다른 사람의 음양오행을 읽어주기도 하는데 결과를 말뚝 하나로 딱 박아주지는 않는다. 결

정은 순환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꽤 오랜 시간 작가 서재웅이 나이와 마음이 어린 사람들의 

그림을 돕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움직이는 듯 하지만, 어딘가 빠르다. 아니 빠르다기보다는 과정

과 결과를 ‘수평적으로’ ‘연동’ 시킨다. 버릴 것이 없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사람이 된다. 예를 들

면 고양이가 사람보다 크다. 나무가 사람을 덮친다. 불이 물을 차갑게 한다. 

 

전시장에 있는 서재웅의 채색화, 작은 조각 등은 모두 ‘생각 그림’이자 ‘생각 조각’이다. 그 중 하

나만 예를 들어보자. 작가는 오행 중 하나인 ‘수’를 주제로 네 점의 그림을 그렸다. ‘수’를 ‘쉰다, 잔

다'의 의미로 해석한 작가는 휴식, 공상, 몽롱, 수면이라는 네 점의 그림으로 그의 생각을 남겼다. 

전시장에 있는 파란 색 <수면>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우주의 모습과 음양오행론을 연결시킨 작

가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애니미즘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던 중, 인왕산의 산신령을 생각하며 만든 작업입니다. 세상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애 니미즘의 세계관은 산업 혁명 이후 세계관과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 혁

명 이후 세계관은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비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나눕니다. 애니미즘의 세

계관은 인간과 비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산업 혁명 

이후 세계관이 만든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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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웅은 이 전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썼다. 그가 나무를 재료로 가장 처음 만든 조각

인 <산신할머니와 맷돼지>에 관한 생각이다. “비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된다는 그의 생각은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¹ 이 제목은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며 읽은 책 중 하나의 제목이다.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이 쓴 책이다. 작가는 내게 

이렇게 책을 소개해 주었다. “아이슬란드에서 나고 자란 저자가 어릴적 경험한 빙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

머니가 경험한 빙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며 달라지고 있는 빙하의 모습을 통해 3세대의 체험으로 기후 변화를 이야

기합니다.” 

 

² 글 안에 별도의 표기 없이 등장한 따옴표(직접 인용)은 작가와의 이메일 인터뷰(2022.11.15 - 11.22)에서 서재웅 작가가 

쓴 글에서 착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