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문: 심아빈 개인전 <단일의 양극>에 부쳐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대표 

 

 

 

<단일의 양극>이라는 전시 제목에서 우리는 작가가 진지한 철학적 태도로 이 전시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영상 작품 <너와 나 (You & I), 2012-2013> 시리즈는 어찌 보면 아주 순진하면서도 

직접적인 장치들로 구성되어있다. 비디오 화면은 거울과 맞붙어 데칼코마니적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화면 

속 등장 인물은 건너편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2013년 작에서 등장 인물은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낚이기를 기다리며 잠깐 졸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지루함에 몸을 비틀며 긁적이기도 하는, 낚시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소한 행위들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마치 물고기가 잡힌 듯 낚싯줄이 당겨졌을 때 인물은 팽팽한 

낚싯줄에 맞서게 된다. 이 모습은 화면 바로 아래 설치된 거울에 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이 마치 수면 아래 

비치는 자신을 낚으려는 듯이 보인다. 같은 시리즈로 2012년 작에서는 화면의 등장 인물이 밧줄을 사이에 두고 

거울 속의 자신과 힘겨루기를 한다. 양극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밧줄은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낸다. 

밧줄과 낚싯줄이라는 매개체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양극의 지점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즉 서로를 타자화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관람객이 바닥에 엎드려 들여다 본 구멍 속에서 다시 엎드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탄생 (Birth), 

2013>이라는 작품 또한 양극에 위치한 존재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 즉 하나임을 인식하게 한다. 허공에 매달린 

골프채를 시작으로 그 옆 기다란 선반 위에 놓인 모니터에서는 벌거벗은 여자가 엎드린 채 몸을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영상이 나온다. 이 모니터의 반대편 선반 끝에는 구멍이 나있고 그 

구멍 아래 바닥에는 깨진 달걀이 놓여 있다. 깨진 달걀 사이에서 나와 시작되는 붉은 실이 이리저리 뒤엉키면서 

바닥을 가로질러 향하는 곳은 맞은 편에 세워진 벽의 구멍 속이다. 이 구멍 앞에 놓인 인조 잔디는 관람객들의 

무릎을 꿇리고 엎드려 구멍 안을 들여다 보게끔 하는 또 하나의 장치이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구멍을 들여다 

보고 있는 관람객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천정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의해 전송되고 있는 

실시간 영상인 것이다. 잠시 생각에 빠진 관람객은 깨닫는다. 아, 처음에 모니터에서 본 누드가 나인 게로군…… 

 

우리는 설치 작품 <강태공 (Jiang Taigong), 2013>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사유의 장치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전시 공간 바닥에 세워진 100호짜리 캔버스는 바닥에 놓인 동일한 크기의 거울과 직각을 이룬다. 캔버스를 

관통하는 낚싯대와 낚싯줄은 거울 위에 드리워져 있고 낚싯줄 끝의 찌는 거울 속 심연과 맞닿아 있다. 이 작품은 

작업하는 행위가 낚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물고기는 작가에게 영감과 동기 그리고 

기회이다. 그것이 언제 잡힐지 모르나 작가는 자신의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어야 한다. 

 

심아빈의 그림에는 초록색이 유독 많다. 그리고 그 위로 구멍이 그려져 있다. 이는 골프장을 연상케 한다. 

이번 전시에도 골프의 요소들이 많다. 골프 채, 골프 공, 인조 잔디, 구멍. 왜 이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사용되는지 작가에게 물었다. 작가는 골프가 욕망의 상징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욕망…… 인간이 

행하는 구기 스포츠 중에서 골프는 그 사용 면적이 가장 넓다고 한다. 이 운동의 목적은 작은 구멍에 더 작은 



 
 
 

 2 

공을 넣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지인 작은 구멍을 향하여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면서 그 안에서 내기를 하고 

사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작가에게는 사뭇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인간이 벌이는 

게임의 풍경 속에서 철학적 사유를 끄집어 내었다. 작은 구멍을 향해 골프 공을 때리고 굴리며 공을 찾아 

다니다가 다시 공을 발견하면 또 다시 멀리 보내어 찾는 반복된 행위의 끝은 누가 몇 타 만에 구멍에 공을 집어 

넣느냐이며, 이러한 승부는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이는 어쩌면 인간이 인간을 낳는 

탄생의 원초적 과정과 많이 닮아있다. 작가에게 구멍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기도 하고 다른 세계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이전 작품들에 비해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심아빈을 작가로서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갤러리스트로 처음 마주했다. 내가 어느 유명한 갤러리에서 

근무하고 있던 2004년도에 그는 갤러리에 입사했다. 함께 일한 지 얼마 안되어 그가 실은 영국 미술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작가 지망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갤러리 일을 하면서도 간간히 

작업에 대한 고민과 구상을 하며 지내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깔끔한 일 처리 능력처럼 군더더기 없는 

느낌의 작업을 하는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2005년 후반, 그는 일본의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3개월 간 참여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내 원래 근무했던 갤러리로 들어가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며 디렉터까지 되었다. 나는 심아빈이 작가의 길과는 멀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작가로서의 면모와 기관의 피고용자로서의 태도가 동시에 공존했던 성향 때문이었던지 왠지 작가를 하던 

갤러리스트를 하던 둘 다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심아빈은 일을 병행하며 작가로서 2006년 개인전 

<서울 치키아트쇼 (Cheeky Art Show in Seoul)>를 가졌고 전시에서 시니컬 하고도 위트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작들은 드로잉 형식이 가미된 회화와 영상이었는데 서술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작가의 초기 작업 스타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전업작가로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갤러리를 그만 

둔 후 열게 된 2011년 개인전 <너와 나 (You & Me)>에서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서술적 

맥락을 삭제하고 구상 이미지도 배제했다. 그리고 기하학적 추상 이미지들로 화면을 구성했다. 선과 점, 그리고 

단순한 도형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동시에 작가의 선 끝에서 유연하게 다루어져 색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는 초기 작업과는 다르게 보다 추상적이면서 함축적이었다. 

 

나는 주로 심아빈을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전시 오프닝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그 때마다 그는 매우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전시를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들여다 보고 거침없이 감탄하며 작가에게는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심아빈이 그 누구보다 작가로서의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때 예술을 만드는 작가 군에서 떨어져 나와 그들을 객관화하고 세상과 매개하는 역할을 했던 그였다. 

이제는 다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또 들여다 보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이번 전시가 그런 확신을 준다. 자신이 다른 작가의 작업을 열심히 보고 즐기며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듯 나는 그의 작업을 열심히 들여다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의 삶 또한 즐거워짐을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