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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에서 진짜 왕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가짜 왕으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천민 신분

의 광대를 앙으로 내세워 자신의 자리를 대체하려 한다. 자신의 대체 인물의 역할이 끝나자 사라졌던 진짜 왕

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가짜 왕을 제거한다. 그리고 달아난 가짜 광해는 궁이라는 공간 속에는 물리적으

로 사라지지만 그 곳에서 대신 행한 행적은 두고두고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업적으로 남겨진다. 이 영화 속에서 

광해는 진짜 왕과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의 특이한 개성으로 기존의 분위기와 다른 공기를 만들

어낸다. 그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과감히 혁신을 실행했던 것이다. 가짜가 궁을 떠난 후 다시 이 공

기 속으로 돌아온 진짜 광해는 몇 년 후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된다. 목숨을 위협받는 시기에서 벼랑 끝의 지

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바꿔치기를 강행하였고, 어차피 제거될 인물이었던 광해가 아주 짧은 기간 바꾸어 놓

은 공기가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이 역사가 바뀌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남기는 영화였다. 비록 역사적 사실에 가

미된 상상의 이야기지만, 공간에 점유된 존재가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에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또한 달라진다

는 장성은 작가의 작가 노트를 읽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떠오르게 되었다.  

 

미술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몸이라는 소재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평범하게 보여지는 공

간 속에 어떤 인물의 특정 자세나 행위로 인해 그 공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다.  연출 된 몸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세나 상황이 아닐 때에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법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저 물

리적으로 존재해 온 평범한 장소에 특정한 감성을 더해주기도 한다.  장성은 작가의 작품 <Black Sponge> 를 

들여다 보면 원래는 스폰지로 꽉 차있는 프레임에 억지로 어떠한 움직임이 개입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다. 스

폰지는 이 움직임에 의해 짜부라지고,  원래의 모양 속에 들어온 이 이질적인 존재의 개입을 받아들인다. 이 장

면에서 보여지는 원형의 변화는 어떠한 존재의 개입에 의해 바뀌게 된 환경이다.  이는 연출된 장면이고 그 속

의 존재는 셔터 소리와 함께 빠져나감으로써 이 공간의 원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

다 .  우리는 정지된 장면 속에서 움직임을 추측한다.  몸이 밀고 들어옴으로써 생긴 간격의 변화, 스폰지 원형

의 왜곡을 감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또한 원래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  이 장면의 공간은 변화를 겪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갈 터이

다.  이러한 탄력성으로 공간을 재인식하게 하는 방식이 장성은 작가가 움직임이 자유로운 사람을 공간에 개입

시키는 이유일 것이다. 

작가가 실제 공간을  2 차원 평면으로 옮길 때,  특히 사진의 경우,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화면을 통하여 

흥미로워하는 경우는 주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일 것이다.  장성은 작가는 그의 작업 과정

에서 허공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존재를 개입시키고 있으며 거기에 더 나아가 허공간 속에서 물리적

인 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우리가 허공에 휘휘 손

을 내 저을 때 이미 비어있으되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은연중에 의식하고 있으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움직임이 사실 끊임없는 물리적인 운동의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결과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던 우리의 인식에 대한 문제까지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체

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몸이 공간을 드러내는 필수 요소이다. 꼭 몸이 아니라도 유기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어



떤 것이든 그 요소가 될 터이다.  창가에 둔 화분이 있는 장면   <Four Pot> 은 유일하게 사람이 없는 이미지

이지만, 느리고 힘겹게 자가로 있는 식물이 공간을 점유해 나가면서 허공간을 밀어내고 있음을 의도하기 위한 

장치로 읽혀진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보여지는 스토리 구성과는 달리, 고무 매트가 겹겹이 쌓인 레이어를 해치고 억지로 빠져 

나오는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왜 그러고 있나의 중요성은 빠져있다. 언제나 사건의 핵심이어야 하는 주제

와 주체의 행위가 현재 그 레이어를 비집고 나오고 있는, 공간과의 사투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그의 작품 이미

지가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은 움직임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신체를 공간 속에 표현해야 하기 때

문일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주체가 있어야만 그 자리의 공간은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 공간은 그 형태가 바뀌거나 점유되거나 심지어 움직인다 (즉 바람을 일으킨다). 저항하는 실체는 다시 사

람의 몸이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 또한 몸이어야 한다. 움직임의 에너지를 내포하는 그 무엇은 유

기적이어야 하며, 그 초기에 선보였던 작품은 공간측정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 기록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를 비어있는 공간에 집어 넣어 과연 이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을 점유해버린다.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은 공간은 물리적 환경으로 채워진다. 채우기 위해 비우고, 비워진 곳은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 다시 채워지고, 모슨적 순환은 지속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물리적 힘을 보여주기 위해 공간을 메운 

다음 다시 힘을 가해 빈 공간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시 점유하는 순환적 개입을 반복한다. 공간을 인식함에 있

어서 그 근원적 존재를 탐구하는 듯 보인다.  

 

보다 섬뜩한 형태로 인간의 형태가 개입한 장면이 <B.T. Scaffolding> 에서도 이어진다. 몸은 비닐이라는 소재 

안에서 축 늘어져있다.  평범한 차고 혹은 창고로 보이는 스캐폴딩 구조물 속에 뜬금없이 개입한 신체는 사뭇 

공포스러운 공기를 뿜어낸다.  또는 집 앞 마당에 널부러져 있을법한 평범한 초록색 호스에 묶인 누군가가 담벼

락에 서있다 (<Green Hose>).   몸은 공간과의 모종의 관계가 형성된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

들어내고, 사물과 공간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장성은의 사진에서는 여러 층위의 스토리와 

함께 감성적 반응을 만들어낸다.  사물 혹은 환경에 몸이 개입함으로써 생성되는 반응은 사진 속 소재들이 전시 

공간에 함께 놓여짐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공간이 주는 중성적인 느낌은 비어있는 전시 공간에서도 마찬

가지로 감지하게 되지만 이번 전시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은 단순히 중성적이지만은 않을 듯하다.  이미지와 함께 

긴장된 공간을 직접 감지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