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forget to remember to forget1 (le sommeil éveillé du monstre) 1

통해 거대하고 전지구적인 무의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있으니 말이다. 늑대가 먹이감을 찾기 위한 흔
적들을 수집하기 위한 것처 오용석은 숲을 거닐 듯 인터넷을 산책한다. 그는 그 속에서 범죄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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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증거품, 시각적인 증언과 폭동의 사진을 발견한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기층처럼 형상을 그려

번역 : 정현

내는 신체와 장소들이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페테 슬로터다이크에 의하면, « 범죄현장은 지
식에 의한 공범자와 같고 행위 속에 공범자를 내포하고 있는 기괴한 총합적 영역이다. »4오용석은 그
현장에 정시에 도착한다. 그의 작업은 알리바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현장도 신체도 내

나는 망각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 잠에서 깨어난 괴물)

버려두지 않는다. 현장으로의 회귀와 회화적 몸짓은 마치 나는 여기 있어, 실제로 말이야, 바로 살인
에 의해 세척된 그 얼굴들 안에서, 버려진 현장 안에서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치들이 포획한 사용법의 가능성을 그 장치들로부터 매번 빼앗아야만 한다. 남용할 수 없음의 남
용이야말로 다가올 세대의 정치적 숙제다. »

« L'humanité est peuplée de plus de morts que de vivants. »

지오르지오 아감벤, 모독, 2005

Auguste Comte, Coursdephilosophiepositive,1839
« 인류는 점점 더 산 자들보다 사자들로 채워져간다. »

한국은 물론 서양에서도 20세기란 우울함이 깃든 재앙의 감정을 시대 뒤에 남겨두었다. 개개인은 그

오귀스트 꽁트, 긍적적 철학 수업, 1839

만의 방법으로 이 역사의 광기와 죽음을 밀어내겠지만, 신세기의 요동 속에서도 의식을 지닌 젊은 예
술가들은 동시대성 속에 내재된 (역사적) 연속성에 현혹되지만은 않는다. 오용석은 이런 시대적 상실

마치( 남성적인 여성처럼 보이는) 몸짓의 이미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을 따라다니고 집단적으로 우리

과 방황을 확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다. 이 세대는 공허함을 채우길 거부하고 되려 공허함을 « 도려

를 포획한다. 돈 디릴로의 삶의 명상처럼, «

낸다 »2.그리고 그들은 전시주의도 크로노포비(연대기혐오증, 역주)도 없이 예술을 통해 « 세상을 믿

틀을 너머, 공포의 단계와 깊이를 통해 자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 오용석의 전작 « 블로우-업 » 시

는다 »는 힘을 실어준다. 무소유로 산다는 것 역시 소유하며 사는 것이다란 문구처럼 (시대적) 유산과

리즈는 회화를 통해 일종의 살풀이를 수행한다. 인간세상 속에 드리워진 암흑으로부터 작가는 자신이

대결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관념적 사유를 의미한다. 오용석의 회화가 결핍, 부재, 몰이해 그리고 공

창조한 인물들의 신화로부터 차용한 서술적인 퍼즐을 통해 대답한다. 관객은 작가의 « 정신적인 작은

허함과 같은 야만족의 신화로부터 얼룩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은 작가의 공간을 활성화된

영화 »를 완성시키기 위해 초대되었다. 그의 신체는 마치 (영화의) 검수작업이나 몽타쥬, 스토리보드

의지로 수놓아진다. 이처럼 강렬한 추상화의 영역은 작가가 개척한 공간을 형상화하며 이 공간들은

를 위한 편집작업재료처럼 그의 시선을 작은 영화 속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과정은 알레고리와 메타

회화성으로 가득 채워진다.

포로 연동하는데, « 암흑의 중심 »5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길 속에서 만난 니진스키, 엘리자베스 쇼

존재는 예리한 의식의 절대적인 원천으로부터, 집착의

트 그리고 조이 스테파노는 그의 영웅인 말로우 Marlow의 언어로 이렇게 말한다 : « 우리는 오로지
« User's guide : 1. Follow the leaders. 2. Kill the past. 3. Load the weapons. 4 Destroy the

꿈꾸듯 살고 있다. »

machines. 5. Kill the leaders. »
Mathieu Kleyebe Abonnenc, RIOT,2000

« Fabriquer de l'histoire est l'équivalent athée d'une prière. »

“ 사용자 설명서: 1.리더를 따라가라. 2. 과거를 제거하라. 3. 무기를 옮겨라. 4. 기계를 파괴하라. 5.

Paul Veyne, interview pour le magazine Lire,2005/2006

리더를 제거하라.”

« 역사를 만드는 것은 무신론자의 기도와 동등하다. »

마튜 클레이비 아본넥, RIOT, 2000

폴 벤느, Lire 월간지와의 인터뷰, 2005/2006

인터넷이 새롭게 느껴지는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이 매체는 현실 속에서 필름 위에 음영화를 그리는

그의 최근작은 흰색의 가치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왜냐하면 « 검정 » 역시 모

대신 수많은 환영을 무한복제하기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 거대한 소통과 기억의 망조직은

든 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회화를 처음 대면하게 되면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포르

장소, 정보, 시간과 정체성의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기술일 것이다.3인터넷기술은 공공연하게 일상을

노그래피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매혹과 같은 반복적인 테마와 마주하게 되면서 조금은 당황하게 될지

도 모른다 (이 역시 인터넷의 성격이다). 오용석은 그 지점에서 이런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법과 어떻

« 2. Les saints parlent aux oiseaux mais seuls les fous obtiennent des réponses. »

게 « 이미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가 »를 질문한다. 프랑켄슈타인의 지시로 완성된 예술가처럼, 그는

Don DeLillo, Americana,1971

이미 존재하는 사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부한다. 이런 행위는 남겨진 이미지와 이미지를 남기는

« 2. 성인은 새에게 말하지만 오직 광인들만이 대답을 들을 수 있다 »

무엇인가에 의해 구축되는 예술이다.

돈 드릴로, 아메리카나, 1971

그것은 소비될 수 없거나 소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실제의

이야기는 회화라는 우회로, 그 손길에 의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황홀한 권리와 자신만의 다른 시
간성을 지닌 길을 차용한다. 격정이 사라진 후 캔버스 표면 위엔 유화의 기름만이 남아있다. 이미 예

하지만 혼동하지 말자. 왜냐하면 오용석에게 죽음에 대한 욕망이나 사랑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

견된 « 회화의 죽음 »6이 실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은 언제나 작가의 작품 안에서 탐욕스러

이다. 오용석에게 표출되는 « 황무지 »8(wild는 광기로 해석될 수 있다) 는 이마쥬리(수집된 이미지들

운 현재형의 신화를 그려내고 있다.

의 모음)의 반추를 위한 초석이다. 이런 광기어린 동요는 재현의 의미 안에서만 펼쳐진다.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질료 이전으로서의 회화성이 무엇보다 정신적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 C'est tranquille comme un corps, comme un organe qui bouge à peine, qui respire

주제들은 재위치되고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흔들리고 위장되거나 까발려진다. 형상은 생경한 표현

rêveusement jusqu'au moment des périls, mais c'est plein de secrets, de ripostes latentes,

주의적인 타박상이나 신체의 뒤틀림의 세밀함에 복종한다. 신체의 외곽선은 흐릿해지고 색은 검거나

d'une fureur et d'une rapidité biologiques, comme une anémone de mer au fond d'un pli de

하얀 구멍, 공간들, 가면과 신체의 용솟음처럼 느껴진다. 전체적으론 초현실주의적 경험과 유사해 보

granit... »

이지만, 회화의 소재로서 바라본 이미지의 해체는 관람객에겐 그림의 표면 극단까지의 탐험을 요구한

Paul Nizan, Laconspiration,1938

다. 우선, 과거도 미래도 없는 밀도감을 통해 회화적 경험을 발견한 후 형태와 함께 울림이 퍼져나오

« 마치 신체처럼, 마치 위급한 상황까지 꿈꾸듯 숨쉬는 고작 움찔하는 장기처럼 고요하지만 그것은

는 총체적 사유가 드러날 수 있도록 흩어진 이야기의 조각들, 증거물과 힌트를 가늠할 수 있는 혼란

마치 화강암의 굴곡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말미잘처럼 비밀과 잠재된 반격, 분노와 생물학적 속도로

스러운 읽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낯선 내적 회화성과 자아의 외적 주관 사이의 유

가득차 있다… »

기적인 융해를 이끌어낸다. 괴물성 혹은 세상의 단잠을 깨우는 스탕달 신드롬9처럼 말이다. 어쩌면 추

폴 니잔, 음모, 1938

락에 이를 때까지.

회화적 원천은 질료적으로 숭배해야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도 아니며 성스럽거나 그렇다고 귀족
적인 것도 아니다. 바로 이 그림자 부분7은 걱정스럽고 식어버린 불안한 역사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럼

1 titre d'une chanson d'Elvis Presley, 1955

에도 오용석의 작업은 회화가 지닌 정제과정을 거친 매혹과 유혹의 힘을 지니고 있다. 마치 극단적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제목, 1955

경험처럼, 마치 악몽이나 망상처럼, 마치 사람들이 되돌아와야만 하는 꿈처럼, 고독과 고립 속에 위치

2 citation approximative de Jacques Derrida, SpectresdeMarx,1993

한 각 작업은 복합적인 드러냄과 감춤, 외적 연상과 내적 연상, 구상과 추상, 내부의 공간-사물과 외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환영, 1993

부의 공간-사물 그리고 진실게임을 형상화한다. 작가가 선사한 세계는 지옥의 풍경이 아니다. 그의 작

3 En dépit de son origine militaire qui n'est pas le moule à cire perdue que l'on voudrait

업은 군중 속의 한 개인의 예견된 죽음에 대해 니체적인 개인권력의지를 지시하는 듯한 죽음이미지를

croire. Chacun y bâtit sa libre part d'éternité tant qu'il paye la caution de son abonnement.

통해 저항 속에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오직 예술작품만이 동시대적

인터넷이란 군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출발점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임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의 질서 속에서 추출된 어떤 한 순간을 통해 죽은 자와 죽음 사이의 상징적

대신 우리가 보증금과 월정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불멸의 자유를 그 공간 속에 건설할 수 있다.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회화는 바로 이런 사유를 구체화한다. 괴물은 비인간이 아니

4 Peter Sloterdijk, l'heureducrime etletempsdel'oeuvred'art,2001

다. 화가는 그만의 방법으로 열정적이고 야만적이기까지한 폭력성을 지닌 채 반대의 관계를 공유한다.

피터 슬로터다이크, 예술작품의 시간성과 범죄의 시간, 2001

어두운 터널 끝은 우리의 인류와 같은 그들의 감정의 빛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 나는 망각을 기억하

5 titre d'une nouvelle de Joseph Conrad, 1899

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나는 기억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한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조셉 곤레드의 새로운 제목
6 en Occident dans les années 1960-70

서구의 1960-70년대
7 James Ellroy, Mapartd'ombre,1999
제임스 엘로이, 그림자 속 내 몫, 1999
8 état de nature et de sauvagerie paradoxal jeté vers l'avenir et presque révolu ingrédient
traditionnel du « romance » roman romanesque américain
미래로 향하는 역설적인 야만성과 인간본질 및 이미 폐기된 미국의 낭만적인 « 로맨스 »소설의 전통
적인 소재
9 le syndrome de Stendhal est une maladie psychosomatique qui provoque des accélérations
du rythme cardiaque, des vertiges, des suffocations voire des hallucinations chez certains
individus exposés à une surcharge d'œuvres d'art. Cette perturbation est assez rare et touche
principalement des personnes trop sensibles. Ce syndrome fait partie de ce qu'on peut
appeler les troubles du voyage ou syndromes du voyageur. Wikipédia.
스탕달 신드롬은 심장박동의 가속을 야기하는 정신신체의학적 질명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예술작품
의 벅찬 감동 때문에 현기증, 호흡곤란및 환각증상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혼돈은 드문 현상이며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스탕달 신드롬은 여행자가 겪는 신드롬 또는 여행이 주는 혼
란함을 일컬을 수 있다. 위키페디아 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