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디온의 '해양 폐기물 캐비닛' /사진제공=바라캇갤러리

버려진 쓰레기는 ‘의외로’ 당대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흔적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쓰레

기 고고학(Garbage Archaeology)이다. 미국 출신의 저명한 현대미술가 마크 디온(60)은 이 방

법을 예술에 접목했다. 해양 쓰레기를 수집한 그는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분류해 고급 원목 캐비

닛에 박물관 진열방식으로 배치했다. 마치 16~17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귀족들이 신대륙과 

아프리카·아시아를 여행하며 수집한희귀 표본들을 진열했던 것처럼 말이다. 디온은 1996년 독일

의 발트해와 북해를 여행하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고 1997년 베니스비엔날레

와 그해 열린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카셀도큐멘타 등 굵직한 예술행사를 휩쓸었다.



마크 디온의 '해양 폐기물 캐비닛' 세부 모습.

디온의 국내 첫 프로젝트가 서울 종로구 삼청로7길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

이고 있다. 작가는 코로나19 시국을 뚫고 지난달 방한해 한국의 서해안을 훑었다. 충남도청과 국

립해양생물자원관, 충남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과 협력했다. 유난히 플라스틱 병뚜껑이 많았다. 

색깔도 제각각이어서 붉은색과 분홍색, 노란색과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배열했더니 무지개처럼 

곱게 놓였다. 서랍 한 칸은 신발 한짝과 마스카라, 칫솔과 장갑 등 어쩌다 바다로 흘러왔는지 의아

한 물건들이 차지했다. 플라스틱 음료수병은 폭 2.5m의 진열장을 빙 두르고도 남는다. 희한하게

도 일회용라이터 또한 한 층 전체를 꽉 채울 정도로 많다. 1층 전시장 가운데 놓인 신작 ‘해양 폐기

물 캐비닛’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한국의 해양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과 얼추 비슷하고 멕시코, 알래스카, 

플로리다의 바다와도 마찬가지”라면서 “산업화 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바다쓰레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디온은 “바다에 버려지는 가정 용품의 대부분은 음료수병이다”면서 “전체 해양 쓰레기의 

70%는 해양산업의 잔해인데 해양을 착취하고 쓰레기와 잔해물까지도 바다로 돌려보내는 셈”이

라고 지적했다.



마크 디온의 '핏빛 산호'. 해양생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산호를 소재로 해양 환경의 파괴를 이야기한 작품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말쑥하게 정리해 귀한 박물관 유물처럼 선보이는 ‘아이러니의 작가’ 디

온의 강점은 유머와 위트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장 한쪽에 ‘한국의 해양생물’이라

는 퍼포먼스형 설치작업도 선보였다.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면 맨 처음 대표적인 박물관을 찾아가

고 그런 다음 문화적 무의식이 투영되는 벼룩시장이나 쓰레기장을 찾아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하는 것들 속에서 구성원들의 가치기준, 열정과 집착을 찾아내 본다”고 말하는 작가가 아침마

다 서울의 수산시장을 누비며 갈치,조개, 오징어 등의 해산물을 사들여 해양생물학자의 실험실을 

꾸몄다. 흰 실험가운을 입고 이들을 정밀 묘사하는 이들은 한국에서 섭외한 화가와 일러스트레이

터들이다. 디온은 “20세기 초 해양생물학자들의 활동은 새로운 땅에서 찾은 새로운 종을 구분하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낮은 해저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그 중간층에 대한 

것을 빠뜨린 셈”이라며 “손쉽게 접하고 매일 접시에 놓이는 바다 생물을 더욱 잘 알기 위해 그것들

을 그려보면서 친밀함을 높이고 생각을 정리할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크 디온의 '브론토 사우루스' /사진제공=바라캇갤러리

디온의 대표작들을 축약적으로 모은 2층 전시장에서는 공룡 작업 ‘브론토사우루스’를 만날 수 있

다. 흰 좌대 위에 놓인 공룡은 끈적이는 타르로 이뤄진 제 그림자를 밟고 서 있다. 작가는 “죽은 공

룡을 비롯한 과거 생물의 사체가 화석연료를 이룬다는 개념이 널리 퍼졌고 급기야 공룡을 로고로 

사용한 정유회사도 있었다”면서 “석유를 제공한 공룡은 석유자본주의의 신화를 친숙하게 만들려

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된 셈”이라고 말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조각 받침인 좌대 문이 빼꼼 열려 그 

안에 담긴 청소용품들이 다 보인다는 점. 일부러 보이게 한 것인데 ‘닫아주는’ 관객들이 생각보다 

많다. 작가는 “지난 2016년 뉴욕에서 처음 전시했을 때 닫아주고 가는 관객들 때문에 하루 최소 4

번씩은 점검하고 다시 열어둬야 했다”면서 매끄러운 전시를 위해 은폐되는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웃으며 얘기했지만 더없이 진지하다. 전시는 11월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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