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훈, 이혁 2 인전 <CONSTRUCT>에 부쳐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3 년 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최승훈 작가의 개인전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당시 공간은 

지하의 좀 더 작은 곳이었고, 온전히 홀로 하는 개인전으로서는 첫 번째 전시였으며 이전에 

박선민 작가와 함께 작업하던 듀오 작업에 익숙했던 터라 온전한 이 작가의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몹시 궁금했었던 개인적 호기심이 크게 작용하여 성사된 전시이기도 했다. 

그때 전시되었던 영상은 공간과 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강하게 보여졌고 대상을 주시함에 

있어서 엄청난 집중력과 관찰을 하는 작가의 시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러한 작가의 온전한 

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있는 일이었다. 또한 이후에 어떠한 기회로 그의 사진이 담긴 

책자 형식의 작업을 접할 수 있었는데, 책의 내지를 원래 포맷의 두 배로 만들어서 크기를 

바꾸어가며 책자를 펼치며 한 면에서 만날 수 있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번 전시 <CONSTRUCT>는 그의 오랜 지인인 이혁 건축가와 함께 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6 개월 가까이 매주 미팅을 하고 서로의 이미지와 재료를 탐색하며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의 작업에 대한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온전한 

작업 이미지/형상의 과정에서 서로를 비추었다. 특히 원래 같은 전공을 같은 학교에서 한 후 

건축으로 방향을 바꾼 이혁 건축가는 근 20 여년 만에 건축으로서가 아닌 공간 속에 놓이는 

조형물의 형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협업은 어렵고 고단한 작업이다.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공간적, 시각적, 개념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에서는 두 명의 작가로부터 시작된 건축적인 

시각에서의 구조를 바라보고 이를 파악하는 방식의 이미지가 어색하지 않게 함께 어울리고 있다. 

상호 전혀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위화감 없이 

어우러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공간은 조각과 건축의 공통분모의 요소이기도 하다. 조각을 

전공했던 이혁 건축가가 건축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전공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승훈 작가 또한 이전 작업에서도 그랬듯 특정 공간 혹은 

구조에 대한 시각이 뚜렷하였던지라, 공사 현장을 하나의 사진 시리즈로서 잡아내는 시각은 

구조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상이 된 구조물의 표면에 집중하고 있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구조적 관계를 관찰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승훈 작가의 사진 작업에서의 대상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가림막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의 순수한 기능으로서도 읽혀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먼지를 잔뜩 머금고 공사 현장에서의 

기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외관으로서의 이미지이자 그 가림막 속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드러나지 

않은 형태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가림막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드러낸다. 가림막을 지지하는 

아시바 구조물, 매연들, 심지어 주변의 소음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이 재료의 역할이 철저히 

드러난다. 반면 이혁 작가는 최승훈 작가의 작업에서 보이는 망사형 가림막과 패브릭 가림막을 

석고 재질과 함께 사용하는데 그것의 원래 기능보다는 잠재적 마감 형태이자 순수한 물질로서의 



스킨을 만들어낸다. 그들을 전시 공간의 내부 벽면과 바닥, 창틀 등의 구조에 반응하며 이 공간의 

원래 구조에서 조금씩 띄우거나 기대어 위치시켰으며 조용히 공간의 실루엣을 따라 흐르도록 

하고 있다. 이혁 작가는 가림막의 역할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속성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선택하였다. 그의 주된 재료는 석고인데 석고를 굳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재료의 

환경에 반응하는 예민함, 부재료와 반응하는 견고함, 힘의 조절에 반응하는 연약함 등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마 건축된 공간과 이를 구성하며 사용하는 삶과의 관계를 은유할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