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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는 해변처럼 시야가 탁 트인 장소들이 자주 나타난다. 인적은 없고 주변의 빛과 그림자만 살랑거린다. 푸른 하늘과 물을 반사하는 평면들이 

상호 상승효과를 발휘한다. 천정까지 이어진 통가림막은 보이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절경을 약속한다. 다양한 계열의 푸르름으로 가득한 화면은 

복닥거리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하늘거리는 커튼이나 바닥부터 휴양지같은 풍경이 배치되어 있는 작품은 도시적 시점에서 본 자연이다. 자연은 

대개 구조와 구조 사이에서 부분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도시 풍경 자체가 추상에 기반하며, 순수한 추상적 요소 또한 존재한다. 작품 속 풍경에는 

도약과 비약의 지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를 계단은 문, 창문, 거울, 그림 등과 더불어 잠재적 

이동을 약속할 따름이다. 

여러 시공간들은 잘린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림의 틀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직선과 사선을 지지해주며, 부드러운 천 소재의 커튼이 

기하학을 완화시켜 준다. 휴양지의, 또는 그에 준하는 풍광들이 섞여 있는 작품들은 이국적이긴 하지만, 탐험가만 도전 가능한 오지의 자연은 

아니다. 풍경은 여러 근심을 자아낼 인간사가 깔끔하게 정리된 시공간들로 뚫려있다. 여기에는 불연속을 통한 연결이라는 역설 어법이 있다. 

부조리한 관계로 맞붙은 경계들로 이루어진 광경에서, 거기로 갈 수 있는 시각적 징검다리는 부재하다.

서로 다른 층들로 이루어진 다차원 공간 속에서 ‘평면으로 변해버린 공간에서 시간은 멈추게’ 된다. 건물이나 물건으로 대변되는 인공물이 

이 직선적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연물은 변화하고 있다. 작품 속 식물, 물, 구름은 그자체가 유동적이며, 반영 상으로 더 많이 등장한다. 

자연은 이제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지기보다는 막에 싸인 듯이 거듭되는 해석을 통해서만 자신의 몸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더 흥미롭고 불가사의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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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된 풍경과 의식의 재구성

다양한 순간과 시점의 차이에 의한 다양한 층을 

만들어 순간을 공간으로 기억하는…. 움직이는 

순간의 장면을 다차원의 공간 속에 기록하는…. 

평면으로 변한 공간에서 시간은 멈추고 고정된 

화면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이 드러나고, 그림은 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한 문의 역할을 하는 것. 작가 노트

여기에 하늘이 있다. 흰 구름과 대비되면서 실제보다 

파란 하늘이 청명한 기운을 느끼게 하고, 붉은 노을과 대비 

되는 먹구름이 아직은 오지 않은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도 

같다. 하늘만큼 파란 바다가 있고, 물안개로 희뿌연 바다도 

보인다. 야자수가 보이고, 멀리 산이 가물거리고, 야생의 

들판이 보인다. 풍경인가. 그런데 하늘은, 바다는, 산은, 들판은 

어디에 있는가. 풍경은 어디에 있는가. 창문을 통해 본 

풍경인가, 아니면 거울에 비친 풍경인가. 파문을 그리며 그 

형태가 일그러지는 것으로 보아 풍경은 수면에도 비친다. 

풀장인가. 수영장은 실내에도 있다. 그렇게 풍경은 실내외 

수조에 일그러진 자기를 반영한다. 여기에 의자가, 화초가, 

커튼이, 블라인드가, 레이스로 장식한 보가, 타일로 마감한 

벽체 구조물이, 끊어질 듯 연이어진, 때로 허공에 떠 있는 

것도 같은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실내에서 창밖을 

통해 본 풍경일 것이다.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추정할 뿐,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현실인가, 아니면 

작가의 의식이 그려낸 풍경인가. 실내외를 넘나드는 풍경이 

공간을 오리무중으로 만든다. 그림 속 지금은 언제인가. 다른 

시간대에 속한 풍경이 하나의 화면 속에 공존하면서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다. 수면에 비친 반영 상은 또한 어떤가. 

창문을 통해 본 풍경이, 그리고 화면 밖에 있는 풍경이 비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도 그 

인과성이며 개연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초현실주의에서 실제에 연유한 

인과성이며 개연성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임의적인 

편집과 의외의 조합으로 예기치 못한 현실을 열어 놓는 

고충환

미술평론가 

Parallelogram
90.9x72.7cm
Oil on canva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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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그렇게 열린 현실은 터무니없는 현실, 공허한 현실이 

아니라, 억압된 현실이며 잠재적인 현실, 그러므로 어쩌면 

현실을 밀어 올리는 현실, 현실이 유래한 현실, 현실보다 더 

지극한 현실, 다시, 그러므로 진정한 현실일 수 있다. 그렇게 

탈 혹은 비 인과성과 개연성으로 의식의 확장을 꾀하고 

무의식의 확장을 실천한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경우 역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에서처럼 의식의 확장을 꾀하고 

무의식의 확장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 아마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작가의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색 면과 추상적 패턴이 

화면을 분절하면서, 화면에 개입하면서, 그러므로 화면을 

매개하면서 실제에 근거한 선입견을, 시공간에 대한 

인식구조를 흔들어놓는다. 색 면과 추상적 패턴이라고 했다. 

작가는 화면을 기하학적인 구조로 재편하고 재구성하는데, 

실내 건축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기하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건축구조와 색 면의 구조가 서로 어울리면서 충돌하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작가는 화면을 기하학적인 구조로

재편하고 재구성한다고 했다. 이 부분이야말로 작가의 그림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세계를 

보고 재현하고 제안하는 작가만의 시각이, 입장이, 태도가 

작동하는 지점이고, 그런 만큼 작가의 작가적 아이덴티티가 

생성되고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작가는 세계를 기하학적인

포맷으로 해체하고, 분절하고, 재편하고, 재구성한다. 작가는

화면에다 이런저런 기하학적 구조를 던져놓는다. 그리고 그

구조를 화면 삼아, 스크린 삼아 마치 그 위에 영상을 투사하듯 

이미지를 중첩 시킨다. 그렇게 투사된 이미지 화면은 앞서 

말했듯 창틀과 거울 같은(그리고 여기에 수면마저 가세하는) 

현실구조와 어울리거나 충돌하면서 그림을, 그림의 형식을, 

그림의 의미를 중층 화한다.

그렇게 현실을 닮은 듯 닮지 않은, 현실의 구조를 

다중적이고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복잡 구조로 가져간다. 

그렇게 실내 구조물 위, 이를테면 벽면에, 수면에, 거울에, 

창문에 아마도 그림 밖에 있을 잠정적인 풍경의 일부가, 

그리고 여기에 더러 실제 풍경과는 상관없는 작가의 의식이 

소환해 첨부한 이미지가 반영되고 반영하면서 그림을 확장 

시킨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림의 확장은 곧 확장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다시, 그러므로 사실은 

어쩌면 작가의 자의식이 그린 그림이며 내면 풍경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은 친근하면서 낯설다. 알만한

풍경을 소재로 한 것이란 점에서 친근하고, 풍경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란 점이 낯설다. 이처럼 재구성된 

풍경은 작가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해체된 풍경, 편집된 풍경, 

편집되고 재구성된 풍경을 예시해주는데, 그 이면에서 

총체적 주체와는 비교되는 파편화된 주체, 우연적인 주체를 

반영한다.

주체는 세계를 반영한다. 마찬가지 의미지만, 

주체는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세계가 주체를 만들고 

형성시킨다. 세계가 유기적이면 주체도 총체적이다. 세계가 

조각나 있으면 주체 또한 파편화된 세계를 반영한다. 그렇게

조각난 세계를 반영하는 주체는 타자들의 우연하고 

무분별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겪었던, 

그러므로 타자들에게서 건너온 것들의 우연하고 무분별한 

총체다. 이처럼 조각난 세계와 파편화된 주체는 디지털 

이후에 가속화되는데, 부분 인식의 편집과 재구성으로 나타난, 

이질적이고 무분별한 것들을 하나로 접맥시키는, 그렇게 

제3의 현실을 열어 놓는, 관계의 기술 혹은 네트워크의 기술

혹은 편집의 기술로 나타난 현대미술의 경향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작가는 파편화된 부분 인식을 매개로 사실은 

조각난 세계를, 현실을, 존재론적 조건을 부지불식간 증언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작가의 그림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물이

흥미롭다. 작가의 그림에서 물은 외계를 반영하는 스크린 

이며 영사막으로 작용하는데, 작가의 기억이, 자의식이, 

무의식이, 그리고 어쩌면 억압된 욕망이 투사되고 방영되는 

극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기반성적인 거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작가는 어쩌면 의식과 함께 반쯤은 

무의식이 자기를 실현하도록 열어 놓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의식 흐름 기법에도 맞닿아 있다. 

의식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의식은 예측할 수 있지도 

않다. 나는 의식과 나를 분리할 수조차 있다. 그래서 자크

라캉은 지금 나는 여기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의식은 욕망을 따라 흐르고, 자유 연상을 따라 흐른다. 하나의 

연상이 다른 연상을 부르고, 그 연상이 또 다른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현실은, 현실 인식은 첨부되고, 

덧붙여지고, 부풀려지고, 확장된다.

아마도 그렇게 확장되는 작가의 의식(혹은 무의식)

은 한동안도 지속할 것이다. 마치 부속을 갈아 끼우듯 

변주될 것이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은 의식의 흐름 기법에 

맞닿아 있으면서, 이를 통해 현실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고 

또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건드린다. 그렇게 

작가의 그림에서 조각난 화면들, 구획된 영사 면들이 질 

들뢰즈의 천 개의 고원을 연상시킨다고 한다면 상상력의 

비약이라고 할까. 천 개의 고원은 천 개의 방이고 천 개의

문이다. 의식의 문이고 방이다. 작가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이 드러나고(열리고), 그림은 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한(그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문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현실과는 또 다른 세계를 연다는 것, 그것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의식의 방에서 또 

다른 의식의 방으로, 그렇게 겹겹이 중첩된 또 다른 방들을 

찾아서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여행을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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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stair; for potential movement
162.2x112.1cm
Oil on canva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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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t as a layer
116.8x80.3   cm
Oil on canvas
2020

In and out
72.7x53.0cm
Oil on canva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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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Project, 현대자동차 후원 에코피스

아시아, 중국

우민신진작가 <그만한 힘>,우민아트센터, 청주

Intersection Point 展, SEDEC ART 갤러리, 서울

모樂모樂 展, 갤러리 ILHO, 서울

VCCA(verginia center for creative artist) 

residency, USA

2nd solo exhibition, 모아레 갤러리, 서울

ASYAF, 문화역 서울 284, 서울

BREEZE art fair, 복합문화공간 NEMO, 서울

‘IN THE IN-BETWEEN’ 제 1회 개인전, 인사

아트센터, 서울

‘Small Masterpiece’ 展, 롯데갤러리, 서울

ASYAAF, 문화역서울 284,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학위청구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ASYAAF, 옛 기무사 건물, 서울

GPS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개인전

2021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학력

2013

2009

헝가리대사관 작품소장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작품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작품소장

GS에너지 작품소장

작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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