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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길고인생은짧다(히포크라테스)

여기서아트는예술이아니라의술을말하는거

였다 수많은 질병 앞에서 의술의 무력감을 느낀

히포크라테스가익혀야할의술은너무많은데벌

써 늙어 버린 자신을 한탄하며 한 말이었다고 한

다 이 명언을 예술가들이 인용해 예술의 종점에

이르긴어려운데사람의일생은정해져있다는뜻

으로사용돼왔다

현재 젊은작가로서베이징에서활동하고있는

나는 2009년 1월부푼꿈을안고베이징으로유학

을왔다 내가 좋아하는사실주의미술을더공부

하고자했고앞으로더성장될미술시장을바라보

며베이징으로의유학을결정했었다

중국은경제성장과함께발전된미술시장덕택

에세계적으로유명한작가들이많이배출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798 예술구 그곳은

예술가들이싼임대료와편리한작업실을찾다우

연히발견한국영공장지대로가난한예술가들이

하나둘씩모여들며자연스럽게예술촌이형성된

곳이다

이후점점갤러리들도하나씩늘어가며관광객

들도 찾기 시작하면서 798은 베이징의 유명한 관

광지이자작가들의활동무대로발전됐다

하지만 798 예술구도 점점 세월이 지나감에 또

다른형태로변모되기시작했다

더욱 큰 예술 무대로 발전되길 바랬던 내 기대

와는다르게차츰차츰갤러리들의숫자들은줄어

들고예쁜커피숍과기념품상점들이자리잡기시

작했다

중국의거품경제가꺼짐과더불어미술시장도

차츰 어두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갤러리들

이문을닫았다 화려했던 798예술구의매력은사

라지고 점점 겉치장만 꾸민 상점들만 보였다 당

시까지만해도중국의국수주의사상으로외국작

가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까닭에 3년동안 조금한

단체전한번도끼어보지못한나로서는아쉬움과

절망감이컸다

그 와중에운이좋게도영국사람들이주체하는

소규모 아트페어 공모로 겨우 한 점의 작품을 출

품하게 됐다 798 space에서 주최한 이 행사에

출품된 10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내 작품은 다른

작가들의작품과크기에밀려나조차도찾기어려

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 어

렵게 시작된 초라한 나의 작가 활동은 한해 한해

커져작년에는개인전을가졌으며 각종단체전과

아트페어에참여해작품판매도하고있다

최근 798 예술구에 위치한 여러 전시장에서는

실험적인현대 미술이 많이눈에 띈다 여러 나라

들의 현대미술작가들이 베이징에서 활동하며 영

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외국 유학을 갔었던 중국

작가들이귀국후활동하면서분위기가많이바뀌

게된것이가장큰원인이라할수있다

또한 798의 유명 갤러리들이 외국 거장들의 전

시를 자주 열어 나와 중국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

을주고있다

얼마전있었던남아프리카공화국의위대한작

가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개인

전이 UCCA에서 열렸다 인종차별에 대한 그의

예술작품은내게너무멋진감동을선사했다

매번 그의작품을보고나올때면왠지모를허

탈감에 젖는다 세계적인 작가를 꿈꾸는 내가 저

런작가들과견줄만한훌륭한작품을할수있을

까?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며 798 거리를 지나 작

업실을향해걸어갈때면가방에서아이디어스케

치북을 꺼냈다 좀 전에 봤던 전시에서 받은영감

을잊어버리기전에스케치와메모를해두기위해

서다

몇 년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스

케치 해두었던 양이 이제제법 많아보인다 내가

이런아이디어도메모했나할정도로생소한것까

지도있었다 재미있는주제도있었고실험적이면

서도현실불가능할것같은허구맹랑한스케치들

도있었다

작업실에 거의 도착 할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과몇년동안해둔이아이디어스케치

북도만약실행에옮긴다면몇십년은걸리겠는데

앞으로 더 무궁무진 하게 떠오를 아이디어를 다

하려면 아마 천 살이 넘도록 살아야겠다고 말이

다798 예술구거리에자리한붉은고릴라조형물

798 예술구의상징인오래된기차

아이디어는 많고 인생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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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미대졸업 러시아샹

트페테르부르크 국립미술대

학 연수 중국 북경 중앙미술

학원유화과석사졸업

개인전2회 단체전 30회

대한민국신미술대전특선행주미술대전특선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