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쓸모 없이 버려진 평범한 사물들을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신유라 작가의 개인전이 2013년 2월 25일
부터 3월 26일까지 김리아갤러리 청담점과 통의점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에 대한 해학적 해석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의 설치작품 6점과 순간적 설치물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남기는 사진작품 2점, 앓던이 샹들리에 시리즈 6점이 전시된다.
매일의 신문과 뉴스 보도에서 나는 수많은 상대적 가치들을 발견한다. 다양한 이슈들 속에 포함되어있는 여러 상대적 가치들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가치의 경중이 결정되고 성급히 결론 맺어지는 것을 본다. 상대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편향되어있는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모습들 속에서 나는 대립각을 세우는 주장들 중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거북함을 느끼곤 한다. 상당히 오랜 시간 무기력한 모습으로 현실을 관망하다 문득 이런 고정된 사고방식에 환기 팬을 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작업은 주변에 쓸모 없어 버려진 사물들을 모으는 데서 시작된다. 버려졌기 때문에 이미 그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물들을 나는 임의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의미론적 구조를 탄생시킨다. 이것은 식물의 접붙임의 과정에 대한 우연한 관심이
작업에 영감을 준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 속에 갇혀있는 보편화된 인지방식을 환기시키는 과정을 즐긴다.
사물들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과 가치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맥락으로 읽혀질 때 그것은 마치 새 생명을 불어 넣는 느낌과 같을
것이다.
관계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서로 낯선 것들의 결합들은 각기 다른 내러티브를 가지는데 그것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억압된 개인의
정서이거나, 여러 관계망 사이에서 갖게 되는 모순된 인식 또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들은 시대의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지만 익숙한 사물들이 모여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망에 의해 예기치 않은 극적인 반전의 과정을 거쳐 해학적 정서로
전환된다. 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정되어 묵직했던 의식이 가볍고 자유롭게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 신유라, 작가노트 중
작가는 작품의 해석을 하나로 단정짓지 않기를 바란다. 보잘것 없는 사물들이 개개인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사물의 가치에 대한 인지방식이 환기되길 원한다. 한가지 해석으로 닫혀버리는 작품이 아닌,
누구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예술을 조금더 쉽게 받아들이고 예술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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