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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미와 예술미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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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t로서의 Furniture 

   ‘앉을 거리something to seat’를 예술작품으로, 다시 말해서 가구에 속하는 의자류를 ‘오브제objet’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서구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면서 소개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을 작 가 최병훈은 시도해 오고 있다. 90
년대 초 한국에 예술가구의 개념을 뿌리내리게 한 그가 21세기의 벽두에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가구의 오브제화’라고 보인다. 그는 21세 기 우리의 사회에 형성될 가구소비자들의 미적 수용자세의 변
화를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가구작가들도 소비자(수용자)의 이상과 Fantasy를 파악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충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그가 도입했던 개념인 ‘예술가구art furniture’를 지
향 하는 작가들의 성향이 가구에 예술적 요소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퇴조해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예술작품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manipulation하 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본다. 가구가 바로 작품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그의 개인전
에 부친 필자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그의 작품에는 서구의 Post-modernism적 경향을 띤 작품들이 가지
고 있는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시성이나 단순한 Fun적 요소들을 배제시키
는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수용자를 靜觀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는 듯한 일종의 신앙적 대상물과도 같은 
예술작품을 가구라는 기능적 범주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인상을 심어 준다. 

신앙적 심성의 실상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작품’afterimage 01-101’이나 ‘afterimage 01-108’등은 특히 신앙심과도 
연관 지워 생각해볼 수 있는 형태이다. 우리의 고인돌과도 같이 태고 석기문화 의 고요를 지닌 채, 장중
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고요의 신비를 묵상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에 사로잡
히게 해준다. 수많은 주검들을 바닥 깊은 곳에다 묻어두 고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사연들을 상징
하듯이 버티고 선, 그리고 어느 요소 하나 그를 감싸고 있는 정막을 감히 깨트릴 수 없도록 빈틈없는 형
태로서 대지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우리들 산업사회인의 온갖 애환이 어우러져 묻혀버린 
곳에 위치한 침 묵의 상징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실상과 허상 등의 경계
석 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지극히 한국적인 태고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우 리의 조상
들의 신앙적 심성을 현재의 우리들에게 되새기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러한 심성의 뿌리를 시각화
하여 우리들에게 대면시킴으로서 새롭게 해석을 해내라고 요구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Rene Margritte
의 작품”Ce ci ne pas une pipe”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역설적 사고의 연속으로 빨려들게 만들
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다의적이 며, 모호한 해석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
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고인돌 의 형태를 축소하거나, 그 재질적 고유성에 목재를 다루는 자신의 장르적 
기지를 발하여 적 합한 변화를 주면서 재현 해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그 의 작품에서 주목해야할 것들
이라고 판단된다.
    자연미와 예술미의 무경계 플로틴은 미의식에 대한 개념을 ‘예술미’와 ‘자연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 하였다. 그러면 서 ‘예술미’를 질료에 이상적 형태form를 부여한 것으로 자연미보다 숭고한 것이라고 
여겼 다. 그러나 최병훈의 작품들에서는 오히려 자연적 미를 그 표현 목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아 닌가 라
고 여겨질 정도로 ‘자연적 형태감’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 그가 95년도에 소개했던 작품들에서도 보여 주
었지만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 역시 마치 전혀 손보지 않은 상태처럼 느껴지도록 제작되어 있다. 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대부분 아직도 더 다듬어 야 할 것 같은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것
은 어떻게 보면 공예가로서의 행위를 마치 포 기한 듯한 인상마저 갖게 해주지만, 오히려 다듬지 않은 투
박한 자연 그대로의 미를 감상자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의 이번 작품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 특유의 미학적 세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인위적 가공의 美보다는 두려움 마저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의 美를, 또 고승들이 즐기던 우리 민족의 미의식 세계에 잠재해 있는 매끄럽지 못
하고 손보지 않은 그대로의 美를 우리들 감상자에게 듬뿍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위
적으로 다듬고 가꾸지 않은 것에서 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만재해 있는 미의식 중하나
이다. 동양의 도가사상이나 선사상에서 자연 그대로의 美가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우
리에게는 그저 있는 그대로가 사실이며 진리로 간주 되는 것이다. 10세기 唐代의 禪師인 首山省捻이 제
자들에게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팡이라고 하면 그 이름에 예속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팡이
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지팡이’의 본질에 대한 체험이 인위적
인 구조 속에서 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직면하여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을 요
구하 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사상에 심취했던 파울 클레(Paul Klee)도 예술은 보이는 것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앙드레 마쏭(Andre Masson) 역 시 자연이 스스로 말
하게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음미했던 것이다. 아마도 최병훈의 작품경 향이 인위적 가공의 정교성을 의
식적으로 회피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동양적이며 또 지극히 한국적인 그의 미의식, 즉 자연미의 세계를 
표출하기 위한 자신의 공예가로서의 기교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고통 또한 수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최병훈의 작품에서는 언제나 조형적 투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작품세계를 대변 해 주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밝힌 자신의 공예가적 섬세함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적 형태로서의 후덕
함과 중후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그의 예술가적 사명이라 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이
번에 특히 대리석 조형물의 생산지로서 유명한 이태리의 까라라carara에서 수많은 조각가들이 고민했
던 방식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대 리석에 관한한 선택의 폭이 최고로 다양한 현지에서 마
치 고대의 조각가들이 돌을 고를 때 처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여기에 소개되는 것들을 제작한 것이
다. 언제나 자연석을 작품제작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돌에 관해서 만큼은 좁은 식견
으로 임하고 싶지 않은 그의 황소고집이 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그가 선택하는 재료들의 재질 
이나 또 표현하고자하는 형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 자신만의 독자적 표현세계의 구축을 가능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