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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never saw it 

박고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갤러리기체)

 전시는 작가 네 명의 작업 안에서 각기 어떤 장면들을 발견하며 촉발되었다. 본래의 형상을 가늠하기 쉽지 않
은, 제각기 조형된 사물들과 그 사물들이 이루는 장면들. '장면(scene)' 에 대해, 전시는 아래의 입장을 견지한다.     

 '장면' 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광경, 상황' 으로, 이는 '풍경' 과는 구분되는 언어이다. 풍경이 '
사물이나 자연의 본래 모습' 을 지칭하는 가치 중립적 언어라면, 장면은 특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 혹은 
보는 이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특히 주목한 광경을 가리킨다. 

작가는 무엇을 봤을까. 눈 앞의 사물과 광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까. 자기 안의 무엇을 동원해 보
았을까. 

 보는 일은 인식을 동반하고, 인식은 사유를 불러 일으킨다.1 흥미로운 문제는, 인간의 '보기'가 종종 대상의 전
체를 아우르는 일에 실패한다는 데서 발생한다.2 일부를 확대해 바라본 다음 그것이 그의 본질인 듯 곡해하거나, 
자신의 기억, 편견, 바람, 감정과 버무려 대상의 성격을 재구성 해 받아들이는 것 모두 대상의 본래 상태(being) 
와 거리를 두는 일이다. 이 전시는 선명한 시각적 결과물로 도출(노출)되는 작가들의 편파적, 주관적 '보기' 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네 명의 작가가 각기 주목한 특정한 대상과 광경을 마주하고, 그것을 보게 된 연유, 
그것을 보는 각자의 태도를 관찰하며, 본 것을 자신의 작업 안으로 불러 들이는 조형적 방식을 살펴본다. 이는 
그가 천착하는 세계의 부분을 들여다 보는 일이 될 것이며, 그가 주로 행하는 곡해의 형태를 엿보는 일이 되고, 
그가 인지하는 세계의 모양, 그 윤곽을 더듬는 일이 될 것이다.  

 박신영이 그리는 장면은 자신이 살아 온 '도시' 라는 공간에서 파생한다. 여러 갈래로 뻗은 길, 길 위에 늘어선 
자동차와 건물, 나무. 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대상들 위에 덧씌워지는 것은, 도시라는 세계를 향한 작가의 정서
와 감정이다. 불안, 중압감, 호기심, 두려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이 정서는 경주같은 도시의 일상 속에서 '생
존' 하듯 살아 온 작가의 내면에 겹겹이 누적되어왔을 것들로, 작가의 화면 위에서 특유의 색과 음영으로 발산
되며, 형상의 구체적인 모양새를 흐트러뜨리며 그려나가는 붓질 방식으로 회화화 된다. 애써 그려넣은 형상들은 

1 임 산, 존 러스킨의 미학에서 '본다는 것' 의 의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2, 2021), 303-308   

2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58  

  “..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중의 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것이기에 눈이란 진정 감옥이다. .. 인식은 감옥의 역사이며, 인간사유의 역사는 '틀짓기' 
의 역사이고, 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난도질하는 '비틀기' 의 역사이다. ..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어 이를 전체로 틀짓고 절대화하는 인식의 파편
화 그리고 파편화를 가져오는 눈의 '작란'(作亂) 이 없었다면, 종교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파국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눈은 그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감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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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이 닿을수록 형체와 윤곽을 잃다, 마침내는 배경과의 경계를 소실한다. 작가는 '그리면서 숨긴' 다. 무엇을 그
렸는지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그려진 것들이, 누구의 눈에 띄거나 세계 앞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평안을 지키며 존재할 수 있도록. 생기를 잃은 기이한 형태의 동식물, 숲 가운데 불시착한 듯 유예하는 비
행체, 마른 뼈 조각 등 작가가 그간 보아 온 픽션과 종이 매체에서 차출된 비일상적 도상들은 작가의 화면에 
내려앉아, 지워지듯 이지러지며 화면 바닥으로 숨어든다. 

 이동혁은 폐교회를 찾아 나섰다 맞닥뜨린 광경에 천착해 그린 회화 연작을 출품한다. 지난 몇 년 간 작가는 
각지의 방치된 폐교회 공간을 방문해 그 곳에서 감각한 것들을 자원 삼아 자기 회화의 고유한 주제 의식을 다
듬어 왔다. 전시를 앞두고 또 다른 폐교회를 찾아 화성 형도3를 방문했으나, 작가가 마주한 것은 오래 전 사라
진 교회의 터 였다. 간척 사업으로 섬을 둘러싼 바다가 생명력을 잃으면서 마을이 쇠퇴했고, 학교, 병원, 시장이 
사라졌으며 교회 또한 사라졌을 것이다. 보고자 했던 공간을 마주하지 못했음에도 작가의 '보기' 가 향한 방향
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목적한 공간을 마주했을 적에도, 실패한 이번에도 작가가 일관되게 본 것, 촉각한 것, 
자기 회화를 지탱하는 주제로 삼은 것은 불 같은 신념과 의지가 통용되리라 여겨지는 신앙의 공간에 한 때 들
어찼었을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언제고 부서질지 모를 집념이나 염원같은 것들로, 으레 형태 없다 여겨지는 것
들이 만약 풍경을 이룬다면 작가의 회화가 일례가 될 수 있겠다.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흉하게 깎여버린 산등
성이, 억지로 메워진 바다와 육지가 이루는 어설픈 지평선이 화면의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그 위로 돌탑 같기
도 한, 쇠퇴한 마을 곳곳에 을씨년스럽게 나뒹굴던 바위 같기도 한 것들이 버려진 염원처럼 쌓여 이번 연작들
의 장면을 이룬다. 종종 물감을 켜켜이 쌓아 수직적 질감의 표면을 만들던 작가는 이번에 방향을 다소 틀어, 질
감을 깍아 표면에 다져 바르듯 옆으로 레이어를 쌓는다. 달라진 작가의 표면이 조응하는 것은 무너지고 메워져 
끝내 평평히 침식된 형도의 시간일지 모른다.   

 박노완은 '망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린다. 철 지난 광고, 언젠가 들이받혀 찌그러진 채 방치된 도로 위 
안전바, 바람 빠진 풍선 입간판. 낡고 닳아 더는 중요하다 여겨지지도 선호되지도 않는 것들은 그러나 이상한 
생기를 지닌다. 이들은 주류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행하거나 피해가는 듯 보인다. 이들이 세계 
안에 태연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 장면들은 작가의 화면에 오르며 독특한 회화적 늬앙스를 입는데, 
이는 그리는 대상이나 서사가 그림의 주제가 되길 회피하는 작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화면 속 배경과 오브제
가 이렇다 할 우선순위 없이 균등한 에너지로, 균등한 방식으로 그려져 결국엔 뚜렷한 경계 없이 마감되는 이
유이다. 작가가 몰두하는 일은 대상의 재현보단 자기 회화의 언어를 구축하는 일, 회화의 과거와 현재, 내일 속
에서 내 회화가 비집고 들어갈 유효한 틈을 성취하는 일이다. 작가는 이를 위해 점, 선, 면 을 슬쩍 기만하는 
그리기를 시도해 왔다. 당연한 것들을 비껴나간 화면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수채 물감에 고무액을 섞어 캔버스
에 도포하는 작가의 그리기는 선을 긋고 면을 나누기보단 '얼룩' 을 낳고, 시작점과 맺음점이 불분명한 얼룩들
은 형상을 흐트러뜨린다. 무너지는 화면 안에서, 작가의 언어는 시나브로 형태를 발산한다. 

 현남은 일산의 고봉산 인근을 살피며 마주한 장면들을 소재 삼아 반입체 작업을 시도했다. 고봉산은 일산 북
쪽에 위치한 야산으로, 일산(一山) 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될 만큼 유서 깊긴 하나 지금은 철탑과 기지국, 군사

3 "돌아갈 곳도 없는데 누가 쉽게 나가겠어?" 시화방조제로 사라져가는 섬 '형도', (오마이뉴스 모바일, 2009년 4월 2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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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고물상, 공동묘지 등을 우후죽순 끌어 안은 채 흔히 도시 외곽 싼 땅, 빈 땅에서 볼 법 한 특색 없는 풍
경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행정적 분할과는 별개로 일산 지역을 가로지르는 사회경제적 지리를 의식한다. 이는 
199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신도시 개발 정책의 고르지 않은 적용에 따른 간극으로, 교통 및 상업 요지가 된 일
산 남쪽과, 신도시의 응달처럼 기능하는 북쪽 고봉산 일대를 가르는 이질적 풍경을 낳았다. 작가의 시선을 끄는 
이 풍경엔 사회의 작동 원리가 녹아들어 있는 셈이다. 작가는, 도시 뒷 편에서 주류의 규칙을 보란 듯 비껴 나
가는 폐허의 활기를 발견한다. 중단된 공사 현장에서 버려졌을 법한 건축 폐기물이 인력과 바람에 떠밀린 끝에 
제 집 찾은 듯 도로에 버젓이 자리 잡은 형태나, 경작 능력을 잃어 잡초 무성한 땅 위에 꼿꼿이 살아 남은 허
수아비가 소외 당한 적 없는 것처럼, 자생력 있는 것처럼 공간을 점유한 광경에서 작가는 무질서의 활기를 채
취한다. 가감없이 펼쳐진 '사회적' 장면들의 적나라한 생김새를 작업 안에 들이기 위해, 작가는 사진을 삽입한 
반 평면의 부조를 이번 전시의 주 매체로 삼았다. 작가의 반입체는 그러나 장면의 구체적 형상을 지시하진 않
는다. 지금껏 몰두해 왔듯,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들 본연의 성질 및 시각적 성과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면서, 
자기 눈을 특히 사로 잡았던 장면의 세부 요소(그것이 풀이든, 화재 현장에서 타고 남아 방치된 건축 자재 표면
의 텍스처였든, 공동묘지 비석의 도드라지는 질감이었든) 와 물질들 간에 발생하는 긴밀한 시각적 조응을 응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