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
늑대와 함께 춤을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크리스탈같은 빗방울이 내리네요.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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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빛날 때,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내 마음 속에 무지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요?
And I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가끔 당신을 생각하면
Just the two of us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We can make it if we try
우리 둘이서

Just the two of us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요
(Just the two of us)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만
하늘에 성을 지어요
우리 둘이서
당신과 나

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look for love, no time for tears

Wasted water's all that is
우리는 사랑을 바래요.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말이에요.
And it don't make no flowers grow
눈물은 그저 낭비일 뿐이죠.
그건 꽃도 자라지 않게 하는 물이에요.
Good things might come to those who wait
Not for those who wait too late
기다리는 이에게는 좋은 일이 올지도 몰라요.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요.
We gotta go for all we know
모두 알듯이, 우리는 가야해요.
Just the two of us
우리 둘이서.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Just the two of us)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만,
하늘에 성을 지어요.
우리 둘이서
당신과 나

Just the two of us
Building them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크리스탈같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복도에 난 창문 위로.
그리고 그건 아침이슬이 되요.
I hear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그대여, 아침이 오면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나는 아침 해를 봐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요.
And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우리 둘이서
I wanna be the one with you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요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만

Just the two of us
하늘에 큰 성을 지어요
(Just the two of us)
우리 둘이서
Just the two of us
Building big castles way on high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just the two of us)
Let's get it together baby (yeah)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당신과 나
우리 둘이서
당신과 나

트랙목록 | Tracklist
관객 | Audience
Just the Two of Us - Bill Withers, Grover Washington, Jr.
+ 인터프리터의 트랙과 실시간으로 겹쳐서 들리는 부분들

인터프리터 | Interpreter (performer)
Pollen - H.Takahashi
Chysis - Green House
Out Here - Locust
Mono No Aware 1.1 - William Basinski, Lawrence English
Relief Pt.1 - ASUNA, Jan Jelinek
After Images - Slow Attack Ensemble
99, 3- Ulises Conti
All the Big Tress (2019 remaster) - Jonsi, Alex Somers
Reverse Culture Music - Nonlin
Creature Pt.1 - DjRUM
Te Conoci - DJ Phython
Why Are You Here - KMRU
Billow - Ulla Straus
Chapter One - Jonsi & Alex Somers
Chapter Two - Jonsi & Alex Somers

"손에 손잡고"
<박관우 : 늑대와 함께 춤을> 전시에 관하여
장진택 (독립기획자)

1. 경험

"꽤나 급작스레 당신은 공간으로 도착했겠죠. 전체가 쉬이 가늠되지 않는 어둑한 공간에
서 당신은 잠깐이나마 당신의 감각을 적응시킬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음악이 들리고 자
욱한 안개가 공간을 머금을 때, 그제야 당신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않았나요. 이윽고
푸르른 풀밭에서 당신은 마주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바깥세상으로부터 닫힌 상황 속에서 당신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
다.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 그 공간은 당신이 들어섰던 처음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공간은 이제 더는 무위(

)의 빈 곳으로서 남아있지

못한 채, 당신의 의지나 계획 또는 예상과는 무관하게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공간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이 아닌, 당신들에게 허락 혹은 강요되었을지도 모를 그 시공 속
에서 당신들의 감각은 오로지 그 세계 안쪽의 질서만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그
리고 너는 나를 조우하며 우리는 그 공통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시 삶의 관계를 맺었던
거여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오롯이 당신들에게만 허
락 혹은 강요된 것이었고, 당신이 낯선 그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낯선 당신을
만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며, 은은히 퍼지던 싱
그러웠던 풀냄새까지도 가시면, 마침내 당신은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였겠죠. 그리고 비로
소 이 글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익숙한 공생(symbiosis)의 영역에서 말입니
다. 아마도 당신은 이 공간에서의 기억을 곧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
이 했던 그 경험의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느껴진다
면, 그 경험은 앞으로 당신과 타인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날 함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2. 구조
박관우는 작가이자 일종의 연출자로서 상황을 연출한다. 그가 연출하는 상황은 순전하다. 먼저 관객, 그리고
이 관객의 존재를 투사하는 동시에 작가의 설정을 최대한으로 실행해내는 한 명의 인터프리터(interpreter)로서
훈련한 수행자, 마지막으로 조향, 조명, 실내 공간 구성 등, 관객에게는 경험 수행자에게는 행위라는 범주 안에서
각기 다른 관계 맺음이 상호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연극적 요소들을 구조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연출하는 상황이다. 연출자가 마련하는 이 연극적 요소들은 관객과 퍼포머(performer)라는 서
로 다른 주체를 서로 엮는 매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특징적인 것은 그 모든 요소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면서도, 그 반대 개념인 자연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 연출은 곧 공간 자체의 즉흥성(instant)을 극대
화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공간이 말 그대로 꾸며진 공간임을 상기하며, 만남이라는 계기를 통해 일으켜지는 공생의
시공이 판단을 유보하는 진공의 성격을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관우는 그 가상의 풍경에 스스로 처한 관객과
수행자로 하여금 그토록 중립적인 만남의 순간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었던 바깥 세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찰나의
공생을 경험케 한다. 서로 다른 이들의 존재를 유일하게 구분 짓는 것은 음악이 유일한데, 작가는 관람 후에 이들이
들었던 청음의 플레이 리스트를 공개함으로 실제로는 각기 다른 음악에 맞추어 이들이 각 주체로서의 수행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린다. 이로써 음악은 기타의 요소들과 함께 몰입의 과정을 조성하며 바깥과 안의 세계를 구분토록 하고,
퍼포머와 관객이 듣는 음악에 따라 각자의 수행을 전유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는 생의 시공을 공유하는 와중에도
결국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엔 없는 운명임을 폭로하는 달콤씁쓸한 단서이기도 하다.

3. 배경
이처럼 박관우의 관심은 온통 인간을 향해 있다. 지금껏 그의 작업들 역시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미학적 혹은 철학적 변수의 실험을 포괄하고자 일으켜지고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한 인간의 면면에 점철하는 질문을 던지는 지를 작가는 명백하게 드러내 왔다. 더불어
박관우는 일반과 합리의 뜻을 의심하는 정도와 방법을 초월하려는 시도 또한 지속해왔다. 그러한 그의 작가적 태도
는 오독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대신, 적어도 기존의 그것과 작별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백하게 드러내어 주기도 했다.
이상의 방법론을 통해 그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자아감 식별에 개입하려는 제도의 이면을 공평하게 드러낸
다. 그 때문에 그의 작업으로부터 관객은 예기치 못한 자유를 만끽하거나, 작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한계를 감내하게
하며, 전시의 관계자들은 그로부터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정의를 규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내게 박관우의 제언은 새 시대의 인간상이 무엇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밝히려는 일 자체의 불가능함,
나아가 그것의 덧없음을 상기한다. 그 연장선에서 그의 전시 《늑대와 함께 춤을》(플랫폼엘, 2021)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무척이나 명료한 명제를 일깨우려 한다. 상황은 단순할지언정, 관계는 복잡할 것이고, 상황은 관계를 구속하
겠지만, 관계는 반드시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인간사의 진리를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각자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머피(Murphy)이거나 샐리(Sally)일 테고, 샐리이거나 줄리(Julie)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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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택(독립기획자)

이들에 관해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머피의 법칙(Murphy’s Law)”, “샐리의 법칙(Sally’s Law)”, “줄리의 법칙(Julie’s Law)”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참조할 것.
1

A DANCE
WITH
A WOLF
박 관 우 (Kwanwoo Park)
박관우는 일시적으로 한데 뭉쳐져 있을 뿐인 원자더미들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이런 종류의 글마저 쓰고 있다는 일상적인 사실을, 지극히 신기하고 특별한 일로 여긴다. 그는 원자더미간의
피아식별이 이루어지는 흐릿한 경계 주변을 자주 서성거린다. 그리고 마치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처럼, 그 현상을
재현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왔다.

그는 인간의 자의식과 정체성의 경계에 관한 오래된 관념들에 대한 의문과 도전을 작업의 ‘내용’으로 다루며, 이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작업의 ‘방법’으로 삼는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그의 작업은 인식의 해리(解離)를
도모하는 일련의 사고실험 장치다. 공간에서, 그의 작업은 장치를 통해 발현되는 ‘현상’으로서 존재하며, 관객은
은밀한 증인이자, 사건의 일부가 된다. 주객의 관계가 모호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그의 ‘상황’들은, 자기-타자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자의식의 재귀적 특성에 대한 작가의 집요한 관심을 반영한다.

홍익대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을 공부한 작가는 관객의 자의식적 경험에 관한 내용을 피지컬 인터렉션을
통해 다루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미술관과 대안공간 등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진로를
변경, 영국으로 건너가 왕립예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에서 순수미술 조소를 다시 전공했다. 재학시절,
영국의 Ashurst Emerging Artist Prize, 포스코 미술관 신진작가전, 현대자동차 제로원 크리에이터, 등에 선정된
작가는, 졸업 후 귀국하여 인사미술공간, 우민아트센터 등에 초대되어 전시하였으며, 월간 <퍼블릭아트>지의 2021
뉴히어로 에 선정되었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에서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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