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  대체 뭘 믿고 거길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눈까

지 가리고 말이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요. 그

래도 당신이 그렇게 순순히 그곳에 다녀온 것은 무언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예술 작업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박관우라는 사람을 믿었나요?  박관우가 누군지

는 모르지만 그가 예술가라는 것을 믿었나요?  혹은 소격동 한복판에 있는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일

이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당신

의 믿음으로 이 작업이 작동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이 쪽지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들에 대해 몇 글자 남겨놓으려고 해요.   

    누군가 올 것이라는 믿음.  당신이 그 믿음을 포기했다면, 이 작업의 연쇄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단 한 명 만 이 라도 그 믿 음 의 벨트 에 서 튕 겨 나가 면,  이 작 업 은 작동 을 멈 추 는 구조 를 가지 고 

있습 니 다.  당신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의 말을 믿어주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려주

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일종의 형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조우한 그 사람은 고용된 

퍼포머였을까요? 혹은 당신과 같이 그냥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사실,  저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작동시키기 위해 박관우가 고용한 사람이 참여자인 척 끼어들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반쯤은 이 프로젝트의 내부자인 저도 도통 알 수 없으니,  박관우라는 예술가는 그리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믿지 않기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어버리곤 하죠.  아니,  그냥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발가벗은 임금님에게 굳이 나서서 진실을 말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수행한다면,  곧 믿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아래에서,  그러니까 볼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혹시 무엇을 발견했나요?      

당신이 무엇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이 작업이 당신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종의 사건을 만들긴 했지만,  당신을 그곳에 방치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죠.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에게 무언가 발견하도록 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그 곳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그곳에서 무언가 봤다고, 느꼈다고 믿는다면 그게 정말로 맞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예

술 작업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주 흥미롭고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온 것이겠죠. 그런 믿음들이 

계속 모여서 박관우가 더 유명해진다면, 나중에 이 경험이 자랑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예술 작업이라 진짜로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 역시 틀렸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아주 세심하게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눈을 가린 

당신이 그곳에서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딪힌다고 해도,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정말로 어디에도 없었

습니다. 특정한 형식으로 매개되어 있지만, 매개되지 않은 바깥 세상과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매개된 상황과 매개되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 또한,  어떤 믿음일지도 모르겠네요.   

무언가에 매개되지 않은 삶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나요?   그것으로  퍼포먼스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퍼포먼스는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오직 당신의 믿음

만이 이 작업을 작동시켰죠. 그렇다면 아직 무언가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쪽지를 

또 충실하게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말이죠.   믿음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도  믿음은  그리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일상의  연쇄가 지속되지요. 

꿈과  각성의  변증법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무신론적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총체적인 믿음이 

작동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첫 문단에 믿음을 

복수로 썼는데,  아무래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총체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도 믿음으로써 이 작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  이미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일종의  간증이  되겠네요. 복음을 전파하듯..  나는 그곳에서 누군가 

만났다고. 그렇게  믿었더니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믿음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고요.  

2022년 가을, 박관우의 "졸다가 꾼 꿈"에 관하여  

미술 평론가 권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