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는 종이를 접었다가 펴고 다시 접는 일
《황수연 개인전: 허밍 헤드》(두산갤러리, 2019.3.6.-2019.4.17.) 리뷰

김뺘뺘

황수연의 종이 조각은 인체를 닮고자 하는가? 일단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두산갤러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들은 나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 있거나 누워있거나
엎드리거나. 그 중 직립하도록 조립된 것은 인간의 몸보다 크지만, 천장 가까이 자라지 않고,
팔을 둘러 끌어안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상대 인간 모형이 된다. 올록볼록한
몸체가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뾰족한 덩어리와 얼핏 눈이 마주친다. 스케일이나 비율뿐만
아니라 좌우 대칭성 또한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돕는다. 전시장에 놓인 것들은 대체로
좌우를 반전시켜도 그대로일 만큼 정직하며, 특히 <서서>는 날렵한 머리 하나에 팔다리가
각각 한 쌍씩 돌출되어 충실하게 인간적이다. 이러한 독법 덕분에 전시장의 오른쪽 뒤편의
좌대 위에 자리 잡은 것들은 몸통 없는 머리로 떠다닌다. 서로 다른 색과 질감과 형태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밥상머리에 만듦새가 좋은 맛난 머리들이 올라와 있는 우아한
고어물을 떠올린다.
달리 보면, 종이 조각들을 보며 인체를 연상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착각일지도
모른다. 특정한 스케일의 좌우 대칭형 요소들이 적당히 조립되어 있다면 곧바로 제 신체
같다고 오해하는 인간의 습관은 실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 조각들은 인간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특히 껍데기만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질감이 균일하게
출력된 얇은 종이로만 서 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공동(空洞)을 숨기려는 노력은 굳이
하지 않는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 안쪽을 들여다보면 면과 면이 접하는
곳에 종이를 질서정연하게 오리고 붙인 자국들이 노출되어 있다. 오리기, 접기, 붙이기의
결과는 기둥이 없는 벽, 가시가 없는 비늘, 등과 표지가 없는 책의 낱장 같은 요소들의
배열이다. 잠재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종이 조각의 속은 또 다른 길, 벽, 촉감, 겉이 된다.
속이 곧 겉이고, 겉이 곧 속인 이 형체들, 그리고 반드시 머리, 몸통, 다리로 인식할
이유가 없는 요소들은 무질서한 형태의 군집을 이루기보다 변주하며 반복된다. 혓바닥같이
생긴 곡면들이 위에서 아래로 봉긋하게 이어 내려오고, 이러한 곡면과 곡면이 만나 융기하여
얇고 미끈한 접선이 돌출된다. 네 개의 곡면이 만나면 날카롭게 한 점으로 솟아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의 반복은 일종의 추출 과정을 동반한다. 《허밍 헤드》 이전에 보여주었던
조각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접합되어 있던 모습 중 일부가 ‘자주 찾는’ 형태로 추출되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그 때문에 이전에는 각 조각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했다면, 이번에

만난 종이 조각은 일견 인체 모형 마냥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파츠의 조합이라는 점이 선명해진다.
파츠들이 확연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접합 지점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므려져 있는 종이 조각들은 동시에 펼쳐져 있는 전개도의 모습을 투명하게 지시한다.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조각들이지만, 속을 드러내면서 가두고 있던 공기를
내쉬고 바닥이나 벽에 평평하게 붙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전개도
이미지는 그것을 자르고 붙였을 손, 평평한 종이에 부피를 부여했을 행위를 명령하다시피
한다. 오려야 하는 두꺼운 직선과 접어야 하는 점선으로 구획이 나누어진 전개도는 그 자체로
지시문과 다름없다. 일련의 지시문과 행위의 잠정적 결과물인 종이 조각은 우선 접히고
닫혀있지만 전개도적 사고방식을 환기한다. 곡선과 곡선이 만나 뾰족하게 수렴된 변은 벽을
어떻게 조각내는가? 면과 면이 접합되어 공간을 차지한 저 덩어리는 얼마나 많은 공기를
섭취하였는가? 작은 구멍과 문이 노출한 빈 공간은 전시장의 내부인가 외부인가?
입체도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때, 수학 수업은 거의 만들기 교실이었다. 파스텔톤
종이에 전개도를 그리고, 잉여 면적을 오려내고, 접선 부위를 딱풀로 붙여서 직육면체를
만들고 나면 변이 몇 개인지, 꼭짓점이 몇 개인지, 어떤 변들이 평행인지 따위를 관찰했다.
하지만 나와 친구들은 학습 목표는 안중에 없고 그저 더 튼튼하고 반듯하고 아름다운
직육면체를 만들기에 골몰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수학은 대체로 도형 만들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평면 도형에 축을 꽂아서 이를 중심으로 360 도 돌린
후 부피를 구하기 적합한 단위로 자르는 일의 반복. 강사는 바로 이 돌리기와 자르기를
머릿속에서 1 초 만에 할 자신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협박했다. 그 1 초 안에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곤 했다. 짧은 선은 오목하게, 긴 선은 볼록하게
부피를 획득한다. 그 입체도형은 정해진 공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도형 단위로 댕강댕강
토막 난다. (1 초는 이미 끝났고, 이제 산수 할 차례다.) 각각의 값을 구했다면 모두 더하여
정답을 구한 후, 언제 잘랐냐는 듯이 시치미를 뗀다.
황수연의 종이 조각은 완결된 형태를 유지한 채로 얌전히 있는 것 같지만, 만들기의
즐거움과 1 초의 시각화를 왕복하며 접히고 펼쳐지고 접히기를 반복한다. 손으로 오리고 접고
조립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상의 좌표 위에 올려진 형태를 환기한다. 손의
동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만진 손과의 씨름을 강렬하게 증거하는 대신 요소의 완결된
조합으로 보이기를 희망한다. 만지다 보면 손을 떠나는 것, 충분히 오래 굴리면 저만의 형태를
찾는 것, 압력을 가하면 그 자체로 전혀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 사물인 것 같지만 얇은
부피를 지닌 바로 그 순간에도 활짝 펼쳐진 평평한 모습을 잊지 않고, 잠정적인 상태를
고수한다. 공기가 그 안팎을 드나들고 중력이 뭉긋하게 각 면을 끌어당기는 동안 이 요소들은
탄력을 잃고 더 너그러운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 공식의 주요 변수로
설계되어 있다는 듯 스스로를 펼쳐 보이고, 다시 접혀들 것이다.

잘못된 질문 – “황수연의 종이 조각은 인체를 닮고자 하는가?” – 으로 시작했다. 종이
조각들은 유사성을 공통분모 삼아 인체에 수렴하려는 과제를 의식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자. 인체는 어떻게 황수연의 조각으로 접혀 들어가는가? 종이 조각이
펼쳐질 때 이를 마주한 신체는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가? 종이 조각의 접힘과 펼침의
연쇄는 어떻게 신체의 경험을 잠정적으로 단절하거나 집약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