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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인선 

박지훈 작가를 알게 된 것은 15년전쯤 되었나 보다. 나의 지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작

가라고 소개해준 적이 있었고 이후 몇몇 전시를 통하여 그의 작업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남

서울예술인마을’이라는 작가 스튜디오 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작업을 들여다

볼 기회가 생겼다. 그의 작업실에는 금속 재료로 가득한데 이 재료들은 항상 벽면 어딘가에 정돈

되어 세워져 있거나 쌓여있다. 도구를 정리하기 위한 수납 시스템 또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금속을 자르거나 잇거나 하는 장치 또한 직접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많은 장치들이 작은 

작업실안에 들어차 있었지만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작가의 작업 동선에 효율적인 나름의 체계가 

있는 공간이었다. 

박지훈 작가는 다양한 매체를 다루어오고 있지만 어느덧 지금은 금속을 주재료로 삼아오고 있는 

조각가다. 이번에 진행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 <뜨거운 공기, 차가운 악기들>에서의 

주된 재료이기도 하다. 금속은 그 어느 것 못지 않게 자르고 깎고 다듬어내는 과정에서 힘과 시

간과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는 재료이다. 길다랗거나 납작한 모양의 금속의 조합은 이런 저런 모

양으로 구현되는데, 작가가 직접 자르고 잇고 한다. 용접을 통하여 그리고 나사를 매개로 이어지

기도 하고 불 또는 그라인더 등을 통하여 잘리기도 한다. 금속의 표면 또한 작가의 손으로 특정

한 힘이 가해진다. 작품 <수면장애>의 경우 전기 용접으로 인하여 철과 철 사이의 이음새에는 용

접봉이 녹아서 생긴 요철이 생겨 있는데, 작가는 이를 직접 사포로 밀어서 그 요철을 없앤다. 사

람의 힘으로 몇 천 번을 밀어대야지만 그 자국이 쓸려서 평면이 되는 것이다. 

요즘처럼 최첨단의 시대에 손으로 갈아내고 깎고 붙이는 류의 작업과정을 작가가 직접 시간을 들

여 하고 있는 풍경은 생경한 풍경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 반가운 모습이기도 하다. 전시된 작품

을 보면 이들은 정교하지만 수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독특하고 오르가닉한 생명체

처럼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 무겁고 딱딱하고 견고한 재료를 손으로 직접 이처럼 정교하고 아

름답게 가공할 수 있는 작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신선하기도 한 것이다. 한

편 작가는 20여년 전 처음 이 재료를 다루면서 만들어낸 작업들은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조악하

고 어설픈 미완의 것들이었다고 회상하며 여러 해를 같은 재료를 다루다 보니 스스로 습득하게 

된 기술과 정교함이 더해져 왔다고 말한다. 그러고보니 그것이 보는 이들에게 매번 같은 형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가 본인에게 매해 작업은 더 다를 수 밖에 없는듯하다. 작가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섬세한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을 일이다. 

박지훈 작가의 작품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자신이 겪은 우울증에 대한 경험담이기도 하다. 그

렇기 때문에 ‘치유’와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정신의 불안정한 상태에 영향

을 받는 자신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균형감을 찾는 행위라 할 수 있는 작품 제작 과정은 치유적 



행위로의 전환 방식으로 드러난다. 즉 전시 공간에는 의미 없는 반복들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뜨거운 철판 위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증발하고 있다. 관을 통하여 

빠져나온 물이 신체와 접촉하면서 오염되지만 그 물들은 정화과정을 거쳐 다시 관을 통하여 떨어

지는 반복적 장치도 있다.(<졸린 눈을 한 치과의사를 향한 끊이지 않는 정욕>, 2013) 해골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의 무상함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하기도 한다.(<나른한 오후>, 2017) 망치의 해드

와 손잡이는 영원히 기능하지 못하는 동시에 영원히 그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K씨의 케이스>, 2018) 삐뚤빼뚤하게 세워진 유리잔 속의 액체는 그 기

울기와 상관없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다.(<엠티>, 2018) 두개의 기다란 수직 

막대기는 천천히 돌아가는 수평 막대기에 의해 가끔 흐트러지지만 이내 곧은 선을 유지한다.(<왈

츠-조금 느리게>, 2018) 이 모든 장치들은 한쪽 벽면에서 SOS와 HELP를 반복적으로 발산하는 모

스부호로 상징화한 작가의 목소리로 수렴되고 있다. (<악보(빠르게, 반복적으로)>,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