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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한황수 작가의 개인전 ‘wheel and deal’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진
행되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문장의 소개 문구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2020년 4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출몰하여 한국에서 극심한 전염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
다. 전시라는 매체가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역으로 사
회적 현상이나 사건 때문에 전시의 제작과정, 진행방식, 행정 나아가 개념까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개인전은 일반적으로 한 작가의 
작업관을 개괄하여 소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외부 세상과의 소통보다는 개인의 역량
이나 완고한 개념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다. ‘한황수 작가의 개인전’은 이러한 양면적 상
황을 전면에 마주하는 동시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수완이나 술책을 만들어야 했다. 
전시 제목 ‘wheel and deal’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졌으며, 전시공간 ‘스페이
스 윌링앤딜링(Space Willing N Dealing)’과의 언어적 유사성도 내포하고 있다. 작
가는 8년이란 긴 기간 동안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근무하며 전시공간을 촬영하
고 기록한다. 그렇게 아카이브한 사진들을 수집, 관찰, 조합하여 화면에서 새로운 
공간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전시는 작가가 구현하는 공간을 실제 공간에 ‘진행’시킨
다.

한황수 작가의 사진은 한 장소를 가리킨다. 이 장소는 작가의 근무지이자 미술공간이면
서, 작업의 대상이자 작업의 참조이기도 하며, 작업의 결과물이자 전시의 장소이기도 하
다. 나아가, 이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작가의 기억과 시간이 응고된 심리
적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다년간 이 장소를 드나들었던 수 백, 수 천 명의 사람들
에겐 공동의 경험이 깃든 장소이자, 이 장소가 처음인 혹자에겐 그저 익명의 장소이기
도 하다. 

작가는 이 모든 장소를 각각 수집하고 관찰하며 조합하면서, 그것들을 과감히 ‘공간’으
로 끌어들인다. 작가가 구현하는 공간은 분명 실재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간
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작가가 구현해낸 공간은 저마다의 시간과 기억을 
불러내지만, 그것들을 결코 읽어내는 법이 없다. 작가는 공간을 구체화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수많은 시간과 기억 그리고 의미가 축적된 장소들을 한 곳에 
쌓아 올림으로써 작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장소로부터 공간을 분리한다. 작가는 그 공간
에 ‘무엇이’ 있는지 보다,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 보여준다.



작가는 한정된 영역을 상정한 후,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업 안에서 ‘플레이’하는 방
식을 취한다. 약 4천 여장의 기록 사진을 작업의 지지체로 만든 상태, 다시 말해 제한
적인 선택폭을 작업의 방법론 그 자체로 활용한다. 어떤 기록 사진이 최종 작업 결과물
에 사용되었는지는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작업의 재료인 기록 사진 아카이
브 전체가 이미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기
억, 시간, 조화, 조형 등 다양한 갖가지 요소들을 붙이고, 떼어내고, 합치고, 지우며 ‘플
레이’할 뿐이다. ‘플레이’는 어떤 의미나 뚜렷한 목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
희 혹은 행위 자체가 내용이 될 때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일련의 작업 
과정이 바로 이러한 ‘플레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사진을 조합하는 행위가 마치 빈 종이 위에 랩을 쓰는 것 같다고 느낀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업 방식은 기록이나 재현보다는 발화에 더 가깝다. 더 구체적으로는 발
화의 형태, 즉 ‘무엇을’ 말하기보다, ‘어떻게’ 말하기에 작가는 더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작업 시리즈의 제목이 ‘My Rhyme’이라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운율이나 언
어유희의 형식은 작업의 방법론과 여러 유사성을 공유하며 등치된다. 제한된 환경 안에
서 펼치는 작가의 ‘플레이’는 각기 다른 시간의 언어가 축적된 장소들을 스치듯 경유한
다. 때론 가볍게,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재치 있게, 때론 뻔뻔하게. 그러나 친절히 안내받
아 도착한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닌, ‘공간’이다. 

발화점이 대화의 참조점으로 되돌아올 때 한황수 작가의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 질문
한다. 작가의 ‘말하기’와 관객의 ‘듣기’가 서로 어긋날 수 있기에, 우리는 장소로부터 무
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
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