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내 미술관은     
모방하는 일상을

모방했다

예술의 독법은 꼭 배워야 한다지만 매번 놓쳐버린다
예술이 난해한 것인가

예술을 난독하는 

것인가
우리는 매양 같다고 여긴다

예술이 심오함으로, 심오함이 예술성으로
이동해 가는 통로

가 있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독인들은 전시가 열리는 날짜와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생활로 삼아낸다
오독

인들은 이따금씩 자신의
예술취향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너나없이 해설이 있는 공간을 찾아

간다
그리고 해설자의 감상 한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듣는다

난독인들은 주로 인터넷과 책으로 넘나든다
때로는 용기를 내 뮤지컬을 보기도 한다

예술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예술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예술의 탱탱한 표면장력을 그리워하며

그 속으로 편입되기를
무수히 갈망하고 무수히 질투하면서,

표현에서 스크랩으로
창작에서 포

스팅으로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로

난독인들은 정처 없이 인터넷에서 복작대며
하염없이 맥

락을 도려내며 모방하고 복사한다  

서미라, ‘예술독법의 초상’
최승자의 ‘주변인의 초상’을 고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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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박물관의 회랑을 걷기 위해서 감동받을 마음의 준비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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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골목을 걷는 동안은, 액자를 고르는 동안은

 저 그림이 몇 학년 때 미술교과서에 나왔는지, 

 제목이 뭔지 묻지 않는 것이 예의.

●

마술적 리얼리티 – 오일페인팅

●

마술적 리얼리티 –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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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잃은 소녀의 슬픔과 남편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견줄 수 없는 것처럼

  콘서트홀의 감동과, 

  이 아줌마의 오묘한 바이브레이션을 견주는 것은 

  계몽적 교만.  

  도약하는 발레리나의 긴장된 순간과,    

  관광버스춤의 절묘한 균형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진짜는 진짜대로 할 일이 있는 게야.  

그럼 짝퉁은 무얼 하는데?

  진짜가 만나주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진짜보다 소중한 가짜진짜가 되는 것.

●

마술적 리얼리티 – 관광버스

●

마술적 리얼리티 – 가라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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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각전시장은 모텔과 유원지로 잠깐 출장을 나온 것이야.

정말? 그럼 진짜라니까. 

이런 문법은 가능할까? 

  콘서트홀도 질투할 것 같은 노래방, 

  발레공연장이 부럽잖은 관광버스, 

  조각공원보다 더 인기 높은 유원지라는. 

  사실은 생활이 예술을 지향해서 생겨난 모방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예술이 있다고.

●

마술적 리얼리티 – 자유의 여신상 아시아

●

마술적 리얼리티 – 자유의 여신상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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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모방당한    미술관은 

 모방하는    일상을    모방했다.

●

마술적 리얼리티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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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성수

1970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일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사진디자인을 전공

했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학으로 박사를 수료했다. ‘반야월’・‘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Small Landscape’・

‘Induscape’・‘서른 살 아내’・‘From Wife’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다음작가상(2005)・사진

비평상(2001)・젊은 예술가상(2000)・젊은 사진가상(1998, 1999)을 수상했다. 사진집으로는 《새마을》・《Koo sung-soo 

Photographs 2001-2005》・《사진, 세가지 풍경》・《Living in Seoul》·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