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ganic Style 170  Organic Style 171

해외의 에코 아티스트

왼쪽 플라스틱 뚜껑 8만 개와 플라스틱병 9천 개의 형태를 변형해 만든 설치 작품 ‘Be Like Water’.

위 폐플라스틱으로 작업하는 오로라 롭슨. 그는 예술가를 ‘잠시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어떻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요? 캐나다의 삼림과 하와이 마우이섬의 대양에서 어

린 시절을 보내며 원초적 자연이 걷잡을 수 없이 파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와이 바다가 깨끗해 보이

는 이유는 호텔 인부들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밤새 치우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플라스틱을 아름답게 변형한 작품들로 해양 쓰레기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품을 본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기

울인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

지요. 언젠가 교육 시스템과 사회제도, 기업 윤리가 변

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거창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건 아니에요. 초기엔 주로 

플라스틱병을 재료로 사용했는데, 어디에서나 공짜로 

구할 수 있었고, 형태가 다양하니까요. 

투명한 플라스틱에 다채로운 색채를 입히는 이유가 있

나요? 밝고 화려한 색채는 기분을 들뜨게 만듭니다. 작

가로서도 색채는 중요한 문제이지요. 피부색이 그런 

것처럼 색은 어떤 존재를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하와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오로라 롭슨Aurora Robson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료로 조각,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예술가이자 환경 운동가인 

오로라 롭슨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글 정규영 기자 | 사진 제공 오로라 롭슨(www.aurorarobson.com)

예술로 거북이를 살리는 방법
폐플라스틱으로 예술 작품 만드는 오로라 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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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려진 플라스틱에 아름다운 색을 입혀 ‘쓰레기’라

는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업에 쓰는 폐플라스틱은 어떻게 구하나요? 바다와 

강ㆍ공원을 청소하는 사회단체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학교와 기업, 봉사 단체 등의 도움도 받습니다. 개인적

으로는 홈리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폐플라스틱을 구

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작업에 필요한 재

료를 손쉽게 구하고, 홈리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

며, 거리는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대체 플라스틱은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나요? 매

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는데, 분해

되지 않고 미세 알갱이가 됩니다. 90% 이상의 바닷 새

가 위 안에 미세 플라스틱을 품고 살아간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고기와 바다거북, 고래도 마

찬가지이지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따라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1 전시장을 가득 채운 설치 작품 ‘The Great Indoors’. 압도적 규모를 통해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2 폐플라스틱을 변형해 만든 태양광 조명등 ‘Pick of the Litter’. 3 하와이 남쪽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제작한 조각 작품 ‘Kam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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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가볍고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플라스

틱을 필요 이상으로 소비한 후 무신경하게 버려 생태

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건강마저 위협하지만 그 문제

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야 합니다. 예술의 재료로 쓸 것이 아니라면요!

예술가이자 환경 운동가로서 가정에선 환경보호를 어

떻게 실천하나요? 제겐 여섯 살, 열 살 두 딸이 있습니

다. 종종 지구환경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

는데,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

기 때문에 대화하기에 쉬운 주제는 아니지요. 저는 아

이들에게 우리가 무신경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때문

에 가여운 동물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녀에게 귀여운 바다거북을 아끼고 도울 수 있는 기

회를 준다면, 아이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둘째는 

쓰레기가 눈에 띌 때마다 주워서 제게 다가와 내밀며 

말합니다. “엄마, 이걸로 예술 해.” 그러면 첫째가 이러

지요. “너 또 거북이 한 마리를 살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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