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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경의 주제는 ‘번역’ 혹은 ‘평행이동’ 이란 의미를 지닌 ‘Translation'이다. 작가는 영국의 박물관에

서 직접 접한 아테네 파르테논에서 떼어온 유물들을 보면서 본래의 장소가 지닌 역사성과 분리되

어(탈장소화) 보이는 방식을 접했다. 이것이 서양미술의 원류와 시공간의 차이를 갖고 한국 땅에 들

어와 제도화되고 교육된 그간의 서양미술을 새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레 작업

의 주제로 형성된 듯하다. 신미경은 이번 전시에서 이동된 장소성과 그 이동에 따른 문화적 몰이

해, 왜곡 등을 말하고자 한다. 원래의 장소에서 자생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역사와 배

경을 달리하는 다른 장소에서 보이는 것, 그로 인한 불가피한 번역과 왜곡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

이 작가의 전략이 되었다. 서구 고전 조각의 포즈를 비누로 모각하는 과정에서 원작과는 다른 균열

과 차이가 발생한다. 향기 나는 비누로 조각함으로서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케 하려는 것인데

이는 원래의 대리석 조각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마모되는 것에 대한 은유다. 결국 작가는

’번역‘이라는 주제를 통해 문화의 단순한 수평이동이 아닌 해석자가 지닌 시각과 관점에 의해 새롭

게 환생하는 또 다른 탄생을 말한다. 나로서는 신미경의 작업을 보면서 배준성, 정주영 같은 작가

들의 작업을 떠올려 보았다. 공통된 점은 일종의 `문화전이’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또한 한국 근.

현대미술사를 지탱시킨 그간의 전거들을 반성하고 드러내며 그 기반 자체를 문제시하는 지점에 걸

려있다. 물론 이는 미술사가 하나의 원천과 근원으로서 창작의 기반이 되는 흐름과 맞물려있다. 또

한 경계를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탈식민정체성과도 연관된다는 생각이다. 경계란 순탄한 전

환이나 초월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적 전위와 분절의 과정이 발생하는 지점이며 과거와 현

재의 시간, 그곳과 이곳의 공간, 지역과 간국가적 리얼리티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 경계

에서 지속적으로 절충을 위한 문화적 번안의 변증법이 작용하면서 문화적 혼성과 예술적 새로움이

만들어진다. 문화의 번안과정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혼성을 거치며 그 결과 원형의 참조구조가 파괴

된다는 지적은 모방이론, 즉 모방이 제국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한 식민지인의 미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 신미경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작

업을 그와 같은 텍스트아래 위치시키고 이해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작업의 알리바이로 포장된다는 느낌을 준다. 여전히 중심과 주변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작업을

전개시키면서 최근 주요한 담론인 탈(후기)식민주의 혹은 문화전이, 문화적 정체성 등을 말하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 시의적이고 흥미있고 진지해보이지만 자신이 차용하고 끌어들인 텍

스트의 진위성 및 작업의 진정성 같은 것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대다수

작가들의 작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