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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코팅리 요정 사진(cottingley fairies) 사건은 1917년 영국 요크

셔 근교의 코팅리라는 마을에서 16살의 엘시 라이트와 그녀의 

사촌인 11살 프란시스 그리피스가 코팅리 골짜기에서 날개 달

린 작은 요정들과 함께 논다는 말을 주위의 어른들에게 지속적

으로 이야기해왔으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

이 퍼지면서 시작된다. 

이 사진이 단순히 아이들끼리 찍고 논 것이었다면 그냥 가십 

정도로 끝날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 많은 어른들이 요

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셜록 홈즈

의 작가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1859-

1930)에게 이 사진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

게 된다. 신비주의 신봉자인 에드워드 가드너와 코난 도일을 비

롯한 몇몇 사람들이 원판을 구해서 코닥 필름회사에 의뢰를 하

고 이 사진은 조작의 흔적이 없는 진품으로 판정받게 된다. 진

위여부의 논란이 계속 회자가 되다가 한참의 시간이 흘러 컴퓨

터의 본격적인 등장 덕분에 1978년 컴퓨터를 사용한 사진 분석

에서 빛의 반사부분과 사진 속 요정이 입체가 아닌 평면인 것

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1983년 4월4일 타임즈 잡지에 프랜시

스의 고백문이 기재되기에 이르고 엘시도 진상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다.

‘나의 유일한 놀이상태는 사촌인 엘시뿐이었고, 엘시는 코팅리

의 자연을 매우 좋아했으며 우리는 자주 코팅리의 강가에 놀러 

갔다. 그런데 강에 놀러가 옷과 구두를 자주 더럽혀 집에 돌아

가 어머니에게 어째서 강에만 놀러 가느냐며 야단을 맞기 일쑤

였고 그때마다 요정을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놀라고 말했으므로 요정의 사진이 있으면 강에서 노는 

것을 허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엘시가 요정의 그림을 그리

고 그것을 핀으로 고정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것이 도일의 

손으로 건너가 이런 대소동이 되어 버렸다.’ 

-프랜시스의 고백 

상상력은

모든

능력의

여왕

상상은 지식보다 더욱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기 때문이다.

_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미국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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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은 인간의 속성이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눈물짓고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감에 사로잡히고 좌절에 빠진다. 요즘은 뉴스마

다 팩트 체크를 한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정보를 알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

런데 사실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바르

게 인식할까? 1965년 엘시 라이트는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

스와 인터뷰에서 사진의 위조를 인정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묵

인했다. 사실정보를 알아도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경우

가 많다. 즉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부모들은 자식들의 비현실적인 꿈과 몽상가적 기질

을 못마땅해 하며 그들에게 현실의 엄정하고 냉혹한 규칙을 일

깨우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법, 의학, 정치경제이

론 등 보다 현실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오락이나 영

화, 음악 등에 심취해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

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상상을 불필요하게 느끼고 상

상을 거부당하거나 감추게 되고 그 상상마저 증명해야 하는 슬

픈 현실 속에 갇혀버리고 만다. 

상상과 상상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코팅리 요정 사건

에 대한 이야기로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상의 소개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헤

르난 바스(Hernan Bas, 1978- )이다. 마이애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세계 미술계의 신성으로 주목받은 작가 헤르난 바스는 

과거의 미술과 문학, 영화 등에서 인용한 풍부한 이야기를 특유

의 장식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로 재탄생시킨다. 

빽빽하고 무성한 낭만적인 풍경의 현기증 속에 사춘기와 성인

기 사이의 시간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을 등장시키

며 자유로운 생각에 빠지는 능력을 많이 망각해가는 요즘 사람

들의 아쉬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잠시라도 현실세계를 잊고 인

간의 상상 능력,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느끼길 바

라면서 작업을 이어간다. 

고전 회화의 모든 범주 속에 화려한 색상과 세련되고 다양한 

터치 안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그들의 갑옷과 장식품이었던 아

름다움을 헤칠 위험에 처해있다. 예전에는 관대했던 미학자들

과 우울한 낭만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용감하

게 소중히 여기는 생물의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해 생명체나 집

을 희생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작가에게도 큰 영감을 불어넣은 코팅리 사건은 현대인들의 의심 

섞인 반응을 보면서 ‘불신의 유예’를 많이 상실했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책

을 보면서 ‘아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일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곧잘 작품에 반영한다.” 이렇게 상상을 불러올 수 있는 소

재를 탐구하며 기준이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개념이나 

주제를 먼저 떠올리고 적합한 방식을 찾아 나간다. 

에르난 바스의 작품세계를 통해 대중과 나누고 싶은 상상의 결

여나 불신의 유예는 오늘날 우리에게 상상이란 무엇이가에 대

한 의문을 남긴다. 상상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이미지가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상은 현실을 왜곡하기 보

다는 현실을 달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보들레르는 

“상상력은 모든 능력의 여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상이 없

는 예술이나 삶은 건조한 기록이나 무기력한 일상으로 머물 것

이다. 끝도 없고 법도 없는 상상의 특성은 자유와 비교할 수 있

으며 따라서 현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르난 바스의 <Creature Comforts> 전시는 2020년 10월17일부

터 2021년 1월30일까지 파리의 마레지구에 위치한 빼로탕 갤러리

(Perrotin galerie)에서 소개된다.

Portrait © Silvia Ros

글_홍일화 미술 작가

여성의 미, 아름다움의 조건에 대해 

회화적인 성찰을 보여준 작품을 그리고 있는 

명성있는 재불작가로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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