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옥   승인 2020.07.05 21:00  댓글 0 

HOME  문화

관계가만든상처의무덤이곧삶…갤러리팔조, 예진영 ‘Space-Light and Time’

예진영 작 ‘SPACE-Light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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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영 작 ‘SPACE-Light and Time’

한국화의 먹의 농담을 기반으로 '관계'와 '상처'라는 주제를 다양한 재료로 표현

하고 있는 예진영 작가가 자신의 갤러리 팔조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 앞에서 포

즈를 취하고 있다

2의 4페이지관계가 만든 상처의 무덤이 곧 삶…갤러리 팔조, 예진영 ‘Space-Light and Tim...

2020-07-06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49



자연을 소재로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해가던 작가가 갑자기 망치로 연선(알루미늄 철사)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면 십중팔구 

강력한 쓰나 미가 그의 일상을 휘 저었을 공산이 크다. 강렬한 계기가 없고서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고하게 그리다 둔탁한 

망치로 딱딱한 철사를 내려치는 살벌한 작업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다.

예진영 작가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10년 전의 일 이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공동체

의 일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당시에는 나한테만 유독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상

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개념적 차원의 소재를 풀어낸 첫 재료는 연선이었다.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로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작업실 한편에 존재

감 없이 뒹굴던 연선을 발견하고 홀린 듯 두드렸다. 둔탁한 망치가 연선의 표면을 때릴 때마다 자신의 몸 어딘가에도 통증이 실렸

다. “당시 가학적으로 내리쳤던 연선은 저 자신이었어요.”

둥근 연선을 망치로 두드리자 꽃잎 모양의 압편으로 형태가 변했다. 이 압편들을 나무틀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한지로 배접한 평면

에 꽂았다. 그러자 일렁이는 물결 형상의 반입체가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첫 번째 반입체 작품 ‘바람-공간을 느끼다’였다. “압편으

로 만든 일렁임에서 제 마음 속 상처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간절함이 만든 물결이었죠.”

이 시기에 점토와 면봉 작업이 병행됐다. 압편을 수직으로 꽂아 물결 형태를 만들었던 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면봉 솜이나 점토를 

점(点)처럼 만들어 평면에 붙였다. 이 작품들은 점, 선, 면을 기본골격으로 형태를 확장해가는 미술의 기본요소 중에서 가장 본질에 

가까운 ‘점(点)’에 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점의 모양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같이 원이라고 대답했다”며 10여 년 전

의 기억 속으로 훅 들어갔다. “삼각도 점이고, 사각도 점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동그란 형태만 점(点)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면봉과 점토로 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점(点)이나 압편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소재라는 공통분모로 묶여있다. 작가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편으로 ‘관계’를 택

했다. 관계 속의 타자를 거울삼아 자신을 인식하려 했던 것. 사실 자아에 대한 관심이 먼저였는지, 상처에 대한 아픔이 먼저였는지 

선후관계를 따지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없지 않지만 저변에 깔린 중심 개념이 ‘관계’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관계라는 대 주제 위에서 현실 속 재료들을 끌어들여 문제의식을 표면화하고자 했어요.”

최근 2~3년 사이에 작업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목도된다. 흰색만 바라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블루나 그린 등의 원색들을 서사의 중

심에 우뚝 세웠다. 재료도 알루미늄 판이나 점토 등으로 다변화했다. “상처를 바라보는 저의 인식 수준이 변하면서 작업도 다양한 

변화가 시도 됐죠.”

최근 개막한 갤러리 팔조에 걸린 변화된 작품은 두 종류다. 첫 번째 작품은 점토를 접착제와 물감을 섞어 둥글게 굳힌 점 모양의 작

은 형상을 시침핀 머리에 고정하고, 그것들을 무리지어 꽂은 작품이다. 하나의 평면에 수십 개의 무리가 구축되어 있다. “인간은 태

어나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 많은 관계들을 수십 개의 무리로 표현해 보았어요.”

하나의 무리는 수십 개의 점들로 구성하고 있다. 이때 점의 크기는 단계적이다. 가장 큰 것부터 아주 작은 점까지 다양하다. 작가가 

“점의 크기는 힘의 강약에 대한 은유”라고 했다. “힘의 역학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 속 무리의 속성을 크고 작은 점들의 조합

으로 드러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작품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한 작업이다. 알루미늄 판을 잘게 자르고 망치로 두드린 후 뒷면에 색을 칠해 스티로폼으로 구

축한 평면에 꽂는다. 알루미늄 조각의 앞면은 두드려서 상처를 낸다. 감정의 충돌로 생긴 상흔을 두드린 상처로 표현했다. 상처 난 

조각들이 평면에 자리를 잡으면 상처 난 표면이 이웃한 표면에 비치게 된다. 이 수많은 조각들에서 비침에서 마음과 마음, 상처와 

상처의 소통을 감지한다.

그가 “알루미늄 조각은 우리 마음의 조각”이라고 했다. “우리 마음의 조각들이 관계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이야

기에요. 제게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고, 상처의 조각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었죠.”

알루미늄 조각들의 운집은 점(点)의 결집과는 결이 다르다. 빛의 변화에 따라 드러나고 감춰지는 부분들도 달라진다. 시간이 흐르고 

빛의 변화에 따라 오른쪽이 부각되기도 하고, 왼쪽이 도드라지기도 한다. 작가가 “빛이 없으면 색을 볼 수 없다”며 “빛을 통해 감정

이 어떤 형태로 다양하게 발산되는지에 대한 표현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빛과 시간을 끄집어 낸 것은 희망과 맞물려요, 빛이 없다면 제 마음이 어둠속에 갇혔겠지만 빛이 있어 어둠이 걷힌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도 변했다.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는데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껏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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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연선을 망치로 두드리거나 면봉을 붙이는 등의 몸 작업을 하면서 상처들을 밖으로 토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처라는 것이 나

만의 문제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인식도 하게 됐죠.”

면봉이나 연선 작업들이 ‘개인 차원’에 국한되었다면, 알루미늄 판이나 점토로 만든 최근 작품들은 보편 차원으로 격상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형상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조각을 꽂는 방식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했다. 수평에 의해 생겨

난 그림자는 수직으로 꽂을 때와는 다른 깊이감을 선사했다.

“수평으로 꽂고 여백도 두면서 그림자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수평으로 꽂힌 평상 밑에 그림자가 베이스로 갈리면서 형상의 중첩이

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졌어요. 깊이감이었죠.”

갤러리 팔조에 걸린 작품들에서 문제의식을 풀어가는 작가의 수준이 읽혔다. 그는 영리하게도 하나의 관념을 개념적으로 풀면서,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을 동시에 구사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주제는 깊이를 더한다. “점토 작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

계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라면, 알루미늄 작업은 하나의 관계를 확대해 그 속에서 충돌과 반사에 의해 발산되는 감정들의 흐

름을 포착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예를 시작했고, 대학까지 논스톱으로 한국화만 했다. ‘관계’와 ‘상처’라는 관념을 붓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몸 작

업으로 변화했지만, 그의 작품에는 한국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관계를 형상화한 모든 작품들에서 물결 같은 일렁임이 드러나는

데, 이것은 먹의 농담으로부터 왔다. 그가 “먹의 강 약 느낌을 형상화 시켰다”고 했다.

“주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로 붓 대신 몸을 써서 반 입체를 구축했지만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동양의 산수화 같다는 이

야기를 해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개체들을 꽂아 무리를 만드는 과정에 한국화의 농담 법을 차용한 것 같아요.”

작품 제목을 동일하게 ‘공간-빛과 시간(Space-Light and Time)’이라고 지을 만큼 작가에게 캔버스는 삶의 공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공간에 점과 면은 선을 구축하며 삶의 서사를 이입한다. 현상의 재료와 몸의 행위로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철학을 체계화하고 

있다. 관계 속의 개인, 그로부터 파생된 상처라는 개인차원에서 시작해 조직과 세계라는 보편 차원으로 확장하며 스토리 구조를 단

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관계’와 ‘상처’라는 주제를 개념이라는 현대미술의 표현법으로 풀어내면서도 한국화의 ‘먹의 농담’을 적극 활용하며 동서양을 아우

르는 예진영의 예술 미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갤러리 팔조 전시는 내달 16일까지. 054-373-6802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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