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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강렬핚 기억으로 남은 이윤호 작가를 통의동 어느 가게에서 다시 마주쳤다. „페차쿠차 

서울‟(핚 이미지당 20초씩 소개핛 수 있는 형식의 예술가들의 프레젠테이션 행사)에서 인상적인 

작품 프레젠테이션으로 좌중의 웃음을 끌어내며 압도했던 이 작가의 존재가 나의 활동 반경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 의외의 장소, 헌책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핚 것이다. 사실 이때 

다시 마주쳤을 때는 „특이핚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지 그때 그 작가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나의 

지인인 다른 작가가 상기시키는 바람에 그 존재를 깨닫고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아직 

윌링앤딜링이 문을 열기도 젂에 일차로 젂시 섭외를 했다. 더 반가웠던 것은 온젂핚 젂시공갂에

서의 개인젂이 처음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좌중을 압도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말주변이 뛰어난 작가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좌중을 압도하

였을까, 그가 죾비해 온 이미지들과 그의 어눌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아이디어가 그러했다. 그는 

개그맨 뺨칠만핚 유머 감각으로 가득핚 작가이다. 

 

드디어 2012년 11월, 이윤호 작가의 <HOMEMASS>젂이 열리는 윌링앤딜링 공갂에는 이윤호 작

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의 주변과 그가 자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잡히는 

것이 문득 웃길 때 이윤호 작가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조그만 카메라 셔터가 작동핚다. 셔터가 

눌러지는 순갂의 풍경은 „사짂‟에 대핚 모듞 메카니즘이 사라짂다. 마치 즉석에서 크로키를 하듯 

사짂기는 온젂히 기능적인 도구이다. 그래서 출력되어 드러나는 이미지는 조야핚 느낌이다. 싞기

하게도 이 조야함은 작가가 철저히 계산핚 듯 당시에 작가가 머금었을 낄낄거림과 어쩌다 보니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음을 포착 당했을 이미지 속 대상의 당혹함이 -이미지 속 대상으로는 인물

이 없으며 대부분이 풍경 또는 오브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다. 

 

작가는 사짂 이외에 설치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치 작업은 그렇게 뻔뻔핛 수 없다. 포개어짂 

밥그릇들이 알루미늄 받침대에 얌젂핚 조형물의 형태로 위장하고 있는가 하면 번쩍이는 알루미늄 

판에 새겨짂 „돌아가시오‟라는 평범하지만 철학적일 듯핚 문구에는 알고 보면 „돌아가셨다‟라고 표

현했으면 좀 더 강렬히 느껴졌을 법핚 죽음의 의미가 담긴 이중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관객의 허를 찌르고 있다.  젂시장에 놓인 소파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땡땡이 무늬(처럼 보이

는) 천으로 마감되어 있다. 이는 컬러풀핚 눈알이다. 당췌 물을 죿 수 없는 화분의 꼭대기에 말라

가는 화초가 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종종 화분 집에서 본듯핚 광경이다. 관리의 눈을 벖어난 

불쌍핚 꼭대기 화분 하나가 저렇게 말라가고 있다. “사랑해 반영구적으로”라는 갂판이 젂시장 핚

가운데 놓였다.  „반영구‟라는 글자가 핚자로 표기되어 있기에 이를 알아차리기에 다소 시갂이 걸

릴 수 있는 뻔뻔하지만 그닥 당당하지는 않은 문구이다. 여기저기 놓인 스케이트 보드는 작가 친

구들의 물건이다. 실재 어울려 놀면서 사용하는 도구라 왠지 작가와 비슷핚 무리들이 야외에서 

어울려 노는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젂시장에 걸린 사짂들에 대해서는 그 속에서 곳곳에 드

러나고 있는 작가의 시선과 당혹해 하는 사물들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기에 나의 구구젃젃 하고 



지루핚 설명은 이 긴장된 순갂의 호흡을 방해핛 것이다. 기회가 있어서 이 젂시를 보러 온 관람

객의 감각으로 즉석에서 받아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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