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타를 이용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작가 마이클 딘.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축하한다. 14일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10점의 신작 드로잉을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당신의 키스 마
크로 모래시계 형상을 구현한 독특한 작품이다. 어떤 계기로 이 작품들을 시도하게 됐나?

Michael Dean 서울의 호텔에서 참 비통한 14일을 보냈다(웃음). 하지만 옛말에 시간이 약이라고, 나에게 쌓인 지난 시간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흐르는 시간을 곰곰 헤아리며 호텔에서 몇 시간이고 모래시계 형상의 키스 마크를 남겼다. 립스틱을 바른 
입술에 올리브유를 듬뿍 적시고, 종이 위에 형상을 찍어낸 다음 그 위에 시멘트 가루를 흩뿌려 고착시켰다. 마치 키스의 행적
이 날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붙들려는 것처럼. 재료는 호텔 공기에 부유한 먼지 가루, 시멘트 가루였다. 작품을 만드는 내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과거 이탈리아에서 시간을 보내며 나눈 키스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콘크리트, 녹슨 철골 골재, 시멘트, 동물 뼛조각 등으로 제작한 다양한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영국 런던 외곽 일퍼드에 위치한 당신의 작업실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 들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어떻게 흐르는 
편인가?

동네 여우들과 내 정원을 공유한다. 매일 아침 이 친구들이 밤사이 무슨 흔적을 남겼을지 기대하며 정원으로 나간다. 정원은 
다른 집들의 시야에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자리하는데, 나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작품의 주재료인 시멘트를 섞고, 풀 
위에 앉아 글을 쓰고, 차를 홀짝이다가 이내 다시 춤을 춘다. 모든 행위의 끝에 춤이 있는 셈이다(웃음).

시멘트와 모래, 물과 같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와 안료의 혼합물로 조각을 주조했다. 
조각 표면에는 주먹, 손가락, 입술, 알파벳 ‘X’ 등을 형상화한 세부 조형 요소를 더했다

전시 제목이 <삭제의 정원>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

작업실 정원 여기저기에 놓은 조각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작품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
다. 비를 맞고, 바람에 깎이며 점차 변화하는 조각이 어딘가 ‘삭제’되는 듯한 인상이 들었는데, 지금 말하는 삭제는 완전한 ‘소
멸’이라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시 ‘멈춘’ 상태에 가까운 것 같다. 식물이 시들어 죽으면서 씨앗을 남기고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새싹이 나오듯, 나의 조각은 자연 안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떠돌다 새로운 발화를 위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
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삭제의 정원’은 마치 내 작품의 특성을 묘사하는 하나의 표현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작업은 주로 글쓰기에서 출발해 신체와 비등한 크기의 조각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당신의 작업에 영향
을 준 서적이 있는가?

나만의 컬렉션을 구성했을 정도로 사전을 좋아한다. 난 그 사전들을 위대한 ‘레디메이드’로 여기면서 공부한다.

<삭제의 정원> 전시 풍경. 영국에 자리한 작가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신체와 비등한 크기의 조각 여러 점을 제작해 
전시장 바닥에 눕히거나 세웠다.

오랜 시간 시멘트를 작업의 주요 재료로 활용해왔다. 새롭게 탐구하고 싶은 재료가 있는가?

음악! 여태 토양 역학을 연구하면서 흙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파괴된 암석, 유기물, 물, 공기. 공기를 
제외한 세 요소는 늘 내 작품에 존재해왔다. 파괴된 암석은 전시장 위 부서진 조각으로 현현했고, 유기물과 물은 축축한 잉크
를 머금은 책 설치물로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공기마저 작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음악 퍼포먼스, 그러니까 전자기타의 
줄을 이용해 조각 작품의 표면을 증폭시키고 그때 발생한 음향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전자기타를 통해 작품, 관객과 소통
하는 퍼포먼스는 앞으로도 쭉 이어가고 싶다.

앞으로 남은 2021년의 야심 찬 계획이 있다면?

다가오는 6월과 9월에 각각 브라질, 뉴욕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멀게는 10월 벨기에와 루마니아에서 전시를 열고. 올해 많
은 작품과 전시를 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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