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의 게임을 하는 아티스트를 만났다. 여러 번 겪은 일인지라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궁금했으며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게 된다.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이 언어를 극복하게 되
고 온전하게 손가락이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현대미술이란 등반코스
가 있고 거기에 베이스캠프, 캠프 1,2,3,4…….그리고 정상이란 것이 있다면 언어는 캠프 1-3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극복의 대상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언어가 재
료라고 한다면 변상환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들에서 슬기롭게 ‘잉여’라는 원두를 선택하고 
그것을 잘 볶아내어 제법 향기가 좋은 커피를 드립할 줄 아는 바리스타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공동체가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선택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품고 있는 정당성 때
문에 선택된 가치의 품질을 좀 더 엄격히 가늠해보기 전에 그 선택이 온전히 그 사회에 만연
할 때가 있는데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칠해지는 녹색 페인트가 그 중 하나다. 빌딩 숲의 도시 
안에 ‘녹색’이 발화시키는 상징체계는 다른 수많은 녹색들 가운데 유독 천하기 그지없는 ‘그 
녹색’을 정당화시킨다. 변상환은 하필이면 그 녹색을 이용했다. 그가 선택한 다른 몇 가지 기
호의 조합위에 그 녹색을 마치 위장색 같이 도포한 뒤 갤러리라는 마법의 공간에 스윽 놓아둠
으로서 관객이 한동안 그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그가 조각해놓은 ‘조각’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온갖 첨단 제조기술이 범람하는 시대
에 만들어 놓은 물건치고는 다소 어눌해 보인다. 같은 값이면 그 따위 소주병, 매끈하고 정교
해 보이게 만드는 것쯤이야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우스울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렇지만 
그 녹색페인트 뒤에 숨어있는 물질이 플로랄폼(Floral foam)이란 것을 전시장에 비치된 인쇄
물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왜 매끈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해하게 되면서 첫 번
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장치를 발견한다. 물을 빨아드리는 물건 위에 방수도장이
라…….

약간 다른 연산이 적용된 경우일 수 있으나 내가 일상에서 흔히 발견하는 이런 아이러니는 식
당을 방문했을 때 그 식당의 주방에 비치된 업소용 냉장고위에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Stainless Steel-Stainless Steel-Stainless Steel-]이란 텍스트가 인쇄된 비닐커버를 매우 
오랫동안 벗겨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 커버를 벗겨내야지만 비로소 그 냉장고의 제조
사가 애써 만들어낸 냉장고의 표면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데도 식당주인은 그 냉
장고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영원히 그 커버를 벗겨내지 않고 사용한다.

다시 변상환으로 돌아가서, 소주병 이외의 다른 수수께끼의 오브제를 들여다본다. 적어도 이 
아티스트가 물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다른 관계항 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
다면 나머지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재미는 온전히 관객의 몫이다. 

Joseph Kosuth가 그의 ‘문제작’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마 당시 미술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포르노그래피를 목도하는 듯 당혹스러웠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언어는 그만큼 파괴
적이고 거칠다. 물론 현대의 아티스트들은 그 거친 야생마를 지혜롭고 세련되게 다루고 있으
며 관객들이 그것이 언어인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잘 위장하는 법을 알고 있다. 변상환은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 한번은 겪어야할 로데오를 시작한 작가 같아 보인다.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만 일단 말 등 위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 말이  숨을 고르기 전 까지 말 위에 있거나 



혹은 떨어져야 될 지도 모른다. 기왕지사 말에 올라탄 만큼 나는 그 ‘호사’를 즐기길 바란다. 
만에 하나 그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더라도 그것이 변상환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이전 작업들이 가지는 다양성을 통해 확인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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