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P병실

1월 1일 VIP병실 나는 할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할아버지를 따라 

다니던 이후로 가장 오래 있어보는 것 같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처음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병원이라는 공간에 방문 할 것만 같았다. 사실 

나는 병원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왜 VIP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VIP실 자체를 권력으로 생각하기도 하였고, 차별적인 면모에 보이던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엘름그린과 드라그젯의 전시를 보면 

상업미술에 대한 부정, 콜렉터의 죽음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새롭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점을 흥미롭게 보았고, 가능성도 생각해보았다. 

    2017년 1월 1일 내가 본 VIP병실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 이전에 해왔던 생각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었다. 어쩌면 인식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부정적 반응 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다. 공간의 

차별성을 깨고 그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자 했던 내 생각은 그게 아닌 오히려 

내 자신이 유연해지는 기분이었다. 공간의 차별로 느껴지던 VIP병실이 너무 

감사하게 느낄정도로 할아버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야비하게 느껴진다. 다시 내면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어떤 미묘한 감정이 이 문제점들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는지 2017년 

1월 1일부터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가 생겼다. 

    다시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잠에서 깨시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고 있는 나는 그동안 놀고 쉬느라 

미루었던 글 작업과 작업구상을 하였다. VIP병실이라는 공간에서. 

    VIP병실에서 몇 시간동안 앉아있는데 이 상황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마치 전시장지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돌아와 지금 

나의 상황은 할아버지지킴이가 된 것이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킴이가 

바뀌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전시로 변환시키는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보았다. 

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VIP병실, 전시기간은 할아버지께서 입원하고 계시는 

기간만큼, 전시작품은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전시장지킴이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전시장지킴이의 역할에 대한 문서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 



나 또한 할아버지지킴이의 역할로 이 상황을 재미있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작품의 역할인 할아버지의 작품성도 평가해 보았다. 사실 할아버지는 

나의 작업에 몇 차례 출연을 하셨다. 돌이켜 보면 할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런 할아버지가 좌대역할을 해주고 있는 침대위에 계시며, 

밝은 모습으로 누워계신다.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VIP병실에서의 전시가 끝날 

때까지 계실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