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물, 얼굴을 들여다보는 양식
- 작품 <자화상>에서 영상재료가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하여
:

이철성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체험예술공간 꽃밭)

본 글은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의 작품, 페인팅퍼포먼스 <자화상>에서 영상미디어가 어
떻게 주제를 구축해가는 가를 분석한다.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은 2000년 이스라엘에서 창단되어 2004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하
고 있는 공연예술단체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
한다. 시각예술적 재료(회화, 조각, 미디어아트)와 연극적 재료(몸, 공간, 오브제) 그리고 음
악적 재료(소리, 보이스)가 삶과 인간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 통합된다. ‘꽃’은 그동안 다양
한 미디어와 예술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끌어들여 비디오 영상극 <어머니의 장례식>,
조각그림자극 <그림자로부터>,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페인팅 퍼포먼스 <벽>, 오브제
극 <기저귀맨>, 시 퍼포먼스<차향기>,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의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이 작품들은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루마니아, 인도, 일본 등 국내외 실험예술축제와 거리
극축제, 극장 등에 초청되어 공연되었다.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

페인팅 퍼포먼스 <자화상>은 비주얼씨어터컴퍼니 꽃의 대표작품으로 2007, 2008 과천한마
당축제에 연이서 선보이면서 작품을 가다듬고, 2009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프랑스 샬롱거리
극축제, 모를레거리극축제에 공식초청되면서 많은 관객과 호흡을 했다. 2010년에는 다시 업그
레이드된 새로운 모습으로 극장 씨어터제로, 과천한마당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
였다. 극장 공연 뿐 아니라 대안적, 야외적 공간과 호흡하며 또 그 속의 관객들과 호흡하며 작품
은 지난 4년간 계속 발전되었다.
‘자화상’은 회화, 영상, 라이브음악, 그리고 퍼포먼스가 하나로 통합된 비주얼씨어터이다.
거대한 벽에 자화상을 그리는 과정을 주 구조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자신의 실체를 찾아
가는 여행이다. 흰 빈 벽 위에 화가의 숨겨진 자화상이 드러나고, 몸 위에 사회적, 개인적
상처와 꿈들이 칠해진다. 흰 벽을 거대한 캠버스로 삼아 자화상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벽을
대항한 자신과의 갈등, 자신과의 싸움, 벽과 사회와의 싸움이 드러나고 작품은 우리의 모습

을 고백한다. 빈 벽을 상대로 한 처절한 싸움과 그 욕망의 흔적은, 모든 것이 물로 씻겨지
며 다시 빈 벽을 마주하게 된다.
줄거리 : 이것은 거대한 캠버스 위에 그린 우리의 자화상이다 !

거대한 흰 벽이 우물물처럼 출렁인다. 우물을 들여다보던 공연자는 거대한 흰 벽을 캠버스
로 삼아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다. 그림 그리기 행위는 거대한 운명과 싸우듯, 벽에 대항해 그
리고 뭉개고 지우고 부딪히고 하는 모양을 한다.
그림을 그리던 그가 자신의 그림 속에 빠져 갇힌다. 그에게 군복과 사회적 유니폼들이 입혀
진다. 자신의 거대 손과 물감들이 그를 상처 입히고, 그의 사회적·개인적 상처들을 끄집어낸
다. 마침내 그는 독한 사랑의 상처가 흘러나올 때 무릎을 꿇는다.
그는 자기 눈에 붓창을 찔러 물감눈물을 흐르게 한다. 이 거대얼굴이 흰 벽에 영상으로 투사
되고, 그는 그 위에 머리카락이 미친 듯 자라나는 거대한 광기의 벽화를 그린다. 한 순간 그
위로 물이 흘러내리고, 모든 욕망의 그림은 한 순간의 꿈처럼 지워져 흰 벽만 남는다. 우물물
이 출렁인다.
영상재료가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
‘자화상’의 처음 시작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시인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에서처럼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이다. 옛 시절 인간이 인간을 비춰보는 물리적 방식은
오랫동안 물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에선 많은 미디어들이 그것을 대체했다. 최근
엔 스마트폰에 거울기능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춘다. 작품 자화상에서는 비디오
카메라의 실시간캡쳐기능이 우리의 얼굴과 행위, 우리의 글쓰기와 그림그리기 등 그 모두를
거대한 흰 벽에 실시간으로 투사한다. 우물=실시간비디오캡쳐 등식이 성립된다. 우물을 들
여다보는 고전적 행위는 여러 신화와 동화, 그리고 예술작품에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로 등
장한다. 자신을 비추어보는 물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환상적, 때론 악몽적 여행을 하게
해주는 초현실의 문이다.
물은 고정적이지 않다. 물은 항상 유동한다. 충격을 가하면 파동한다. 얼굴은 항상 왜곡되
고, 때론 가혹하게 일그러진다. 때론 서정적이고 슬프다. 항상 고정적인 거울보다 물은 더
내면에 닮아 있다. 실시간캡쳐든 편집과정을 거친 영상물이든 비디오기기와 그 컨텐츠의 발
전은 급속도로 ‘고정적’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였다. 비디오카메라는 단순 줌인아웃의 기능
과 노출기능을 넘어 대상물을 왜곡시키는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비디오장
비들의 결합은 대상물의 물리적 외면 속에 숨겨진 유동적 내면, 때론 광적인 내면을 잘 드
러내는데 적합하게 발전하였다.
작품 자화상에서 영상재료, 즉 ‘영상미디어우물’이 숨겨진 개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어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을 다음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들여다보자.
구체적 사례들
: 동영상과 사진 참조
(1) 우물(제작영상) = 내면을 들여다보다
초현실의 시작, 움직이는 내면, 흘러나오는 내면, 자화상 그리기의 시작

(2) 확대된 화가책상(카메라실시간캡쳐) = 화가의 그림, 화가의 일상 엿보기
화가책상의 확대, 확대된 개인의 공간, 화가의 일기쓰기, 그림그리기, 하릴없는 일상의 행위
들(물마시기, 낙서, 계란 까먹기, 담배 피우기 등)
(3) 우물에 빠지다(제작영상) = 자신의 그림 속에 갇히다, 내면이 드러나다

흰 벽인 거대 캠버스에 자신이 묶이다. 자신의 거대 손이 나타나 자기 위에 그림을 덧칠하
다. 상처입히다. 욕보이다. 사회적 유니폼(축구복, 전경복)이 입혀지다. 사회적, 집단주의적
상처가 드러나다. 성기가 노출된 팬티가 입혀지다. 마침내 애증의 결합체인 사랑의 대상, 여
인의 옷이 입혀지고, 악사가 다음과 같은 시를 낭송한다. 시의 끝에서 화가는 여인을 목조
른다. 그러나 그 행위는 여인의 옷이 입혀진 자신을 목조르는 행위다. 사랑의 소유와 욕망
이 자신을 죽인다.

우리들의 사랑
방 안 가득한 땀냄새
내가 너를 핣고
네가 나를 삼키고
우리는 서로를 먹어대며 땀을 흘렸지.
방 안 가득 부풀어 오른 우리의 허무
우리의 빈주먹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런 반쪽의 얼굴로
우린 서로를 힘들게 했지.
힘들게 그리워 했지.
떠나 버릴까 두려워하는 얼굴로.
떠나 버릴까 두려워하는 얼굴로.
떠나 버릴까 두려워하는 얼굴로.
(4) 관객과 공연장소의 현시(카메라실시간캡쳐) = 자화상의 확대, 현실의 고발
관객의 현시, 관객 중 한 두 사람의 얼굴 현시, 자화상의 보편화 시도, 주변 공간과 사물의
현시, 우리를 둘러싼 일상과 도시의 현시, 화가의 몸을 그대로 따낸 2차원 마네킹(극의 처
음부터 벽 한쪽에 서 있다)의 카메라실시간 증폭

(5) 자신의 얼굴 위에 붓을 대다(카메라실시간캡쳐, 제작영상) = 욕망의 주체와 대상, 상처
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라는 주제, 그것의 형상화
실제 얼굴의 눈에 붓창을 찌르다, 푸른 물이 흐르다, 그것이 카메라실시간캡쳐로 벽에 투
사되다, 이윽고 벽에 큰 화가의 얼굴이 제작영상으로 뜨다, 그 얼굴 위에 상처를 가하듯 광
기의 벽화를 그리다, 작품 자화상의 주제(나의 욕망, 나의 상처의 근원은 바로 나이다)를 형
상화하는 피날레 페인팅
(6) 모든 것을 지우는 물(실제 물), 다시 우물물의 출렁임(제작영상) = 빈 벽으로의 회귀 또
는 또 다른 흔적, 또 다른 자화상
모든 그림의 흔적은 벽 전체에 실제 물이 흘러내리면서 지워진다, 혹은 지워지지 않은 것들
의 흔적이 남는다. 마치 한 밤의 꿈처럼, 광기처럼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 흔적, 새
로운 자화상이 남는다
날 가둔 건 바로 나! - 조명의 빛(현실)과 영상의 빛(내면), 두 세계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작품 자화상에서 현실과 내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불분명함’을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장
치한다. 그 불분명한 경계에서 작품의 주제가 형성된다.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던 화가가 어
느 순간 우물물에 들어가 있거나, 흰 벽이 순간 화가의 일기 쓰는 책상이 되거나, 화가가
흰 벽에 묶여 자신의 그림 속에 갇히거나 할 때, 관객은 어느 순간이 현실이고 어느 순간이
초현실인지 헛갈린다. 그 헛갈림이 관객을 개인의 뇌 속으로, 내면 속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된다.
자신이 한껏 열정적으로 그려내는 자화상 속에 자신이 갇힌다. 자신의 손이 자신 위에 덧
칠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상처를 입힌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억압하는 것은 바
로 자신의 손이다. 또한 자신은 여자를 소유하고 싶다. 욕망한다. 그리고 소유의 끝에서, 그
가없는 손아귀의 힘으로 여자를 죽인다. 그러나 그 행위는 여자의 그림 옷이 입혀진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이다. 자살이다.
현실과 내면, 두 세계의 불분명함은 욕망의 주체와 대상, 상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불분명함을 형성하는데 조명의 빛과 영상의 빛이
이바지한다. 영상의 빛은 어둠에서 힘을 발휘한다. 내면은 어둠 속에서 그 힘을 발한다. 그
러나 조명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상의 힘, 즉 내면의 힘은 빛을 잃고 조명
의 빛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 마치 새벽, 날이 밝아 올 때, 태양의 빛이 밤의 악몽들을 몰아
내는 것처럼. 꿈에서 깨어나듯, 광적인 내면의 움직임 끝에서 순간 조명의 빛이 모든 것을
몰아낸다. 빈 벽만 남아 있든가, 속옷만 입은 자신이 드러난다.
관객은 어느 빛이 조명의 빛이고 어느 빛이 영상의 빛인지 헛갈린다. 그것을 위해 두 빛
의 전환은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다. 마치 새벽과 황혼의, 그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순간의
낯선 행성처럼, 세계는 내면의 물이 출렁거리는 바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