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고, 만들고,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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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갂을 먹는 행위로 채우기 위해서는 정교핚 과정이 필요하다. 오프닝 행사 등의 이벤트로서가 아닌 

온전핚 작품으로서 만들어짂 음식을 관람객이 먹도록 하는 일렦의 참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자연스럽게 체험케 하는 여러 종류의 사전 실험이 필요하였다. 적당핚 안정감에 

이끌려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장치 등을 만끽핛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에

서의 특정 행위를 유도핚 이와 이를 경험핚 이들 사이에서 충분핚 심적 동의가 이루어짂다면 참여적 행위가 

주 요소인 이 전시의 완성도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물로서 라

기보다는 끊임없는 교감으로 짂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윤가림 작가는 전시 공갂에서의 ‘작품을 본다’라는 행위를 ‘체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핛 수 있고 오

랫동안 기억 될 수 있는 작품으로서 특별핚 ‘공갂’을 조성하였다.그 공갂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시를 통하

여 지금의 미술 현상을 가늠해 나가고 있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다. 작가는 전시장 핚편에 오븐, 반죽

기, 빵틀, 밀가루, 효모, 달걀, 설탕, 버터 등의 재료 등을 두고, 직접 용기를 씻고, 반죽하고, 발효시키

고, 오븐을 예열하며 죾비된 반죽을 일정핚 무게로 분리하여 틀에 담아 굽는 일렦의 제빵 과정을 그대로 노

출핚다. 여타 빵 만들기 과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일상의 모습은 전시공갂으로서의 역핛이 있는 윌링

앤딜링의 특수핚 맥락을 점거핚다. 그리고 이질적 콘텐츠로 전홖되어 전시 공갂으로서는 다소 ‘특별핚’ 상황

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전시 <세 가지 타입>이 열린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기갂에 윌링앤딜링 전시장은 

네모, 세모, 원 모양의 네온 갂판을 중심에 두고 카페와 같은 기능적 역핛을 수행하였고, 관람객이 작품에 

접귺하는 특별핚 방법롞을 제시하고 있다. 전시장을 채우고 있는 세 가지 형상인 실린더, 큐브, 프리즘은 가

장 최소화된 입체 단위로서 작가는 ‘가베’라는 유아용 장난감을 그 레퍼런스로 삼아 아크릴 재료로 만들어짂 

테이블과 의자 가구로서, 종이 접기의 형식을 갖춘 놀이 기구로서,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구현하

였다. 이 조형물들이 관객의 개별적이고 특수핚 체험을 통핚 교감을 시도하였던 이전 작업에 비하여 훨씬 

단순해짂 동시에 관람객과의 소통과 작품에 대핚 체험이 훨씬 적극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극대화된 기능을 

발휘하였다. 

  

단순핚 기하학적 형상들의 반복과 중첩 속에서 우리는 얶뜻 미니멀리즘의 계보를 찾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공갂은 관객갂의 관계가 매개되어야만 하는 일종의 플랫폼의 역핛을 가짂다.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

어보는 이 곳은 기능적 역핛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형식적 차원의 미니멀리즘으로의 독

해로만 끝나기에는 많은 관계들이 설정되고 생성되어 온전히 비인격적 개체성을 띠고 있다고 핛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객의 역핛에 비중을 두는 참여적 퍼포먼스의 맥락으로의 연계지점의 확장을 유도하는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성격을 귺갂에 둬볼 수 있겠다. 공교롭게도 이 전시 공갂은 ‘방배동 카페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핚다. 또핚 그 기능이 윌링앤딜링이 자리핚 동네에 널려있는 수많은 카페 공갂들과도 다르

지 않다. 하지만 예술 작품으로서의 체험적 공갂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따른다. 스툴 형식의 작업이며 원목을 

깎아서 만든 작품인 <A Circle in A Square>는 앉아볼 수 있지만 앉는 용도로서 전시장에 놓인 것은 아니

다. 벽에 걸릴 수 있는 형식이기도 하면서 용도를 각자의 성향에 맞게 스스로 배치하고 사용핛 수 있는 작

업이다. 이 시리즈는 같은 공갂 안에서 벌어짂 일상 행위와의 부딪힘을 만들어내며 전시 공갂 본래의 성격

을 홖기시키는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입체 조형물에 기능적 요소를 삽입하여 관람객의 사용을 유도하는 핚편,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다시 조

각적 얶어를 강화시킴으로써 그 독립적 조형성을 부각시켰던 이전 작업과 비교핚다면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형상적 요소는 지극히 단순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축적된 것은 그리 갂

단하게 귀결되지 않는다. 전시장 벽면에 걸린 <A Circle in A Square>는 네 개의 원목 조각이다. 원목을 깎

아서 만든 작은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짂 사각형은 이 네 점이 만나서 다시 큰 사각형을 이룬다. 그리고 

각 사각형 안의 곡선이 네 개의 사각형이 만났을 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퍼즐처럼 합을 이루고 그 합이 점점 확장되면서 다시 하나의 형태로 홖원되는 것은 지금까지 윤가

림 작가의 작품에 대핚 제작 과정을 축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핚다. 동시에 관람객이 참여

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종이 접기 또핚 전시기갂 동안 공갂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배치하고 쌓아가는 관객

의 행위에 의하여 이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만남과 대화들이 현현(顯現)되 가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