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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중매체 속 특정 캐릭터의 이미지를 고정적으로 인식하곤 한다. 수십 년이 지나도 

배트맨이나 슈퍼맨 등의 히어로들의 이미지는 그대로인 것처럼 말이다. TV 매체를 통해 인

기를 얻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스타들은 그들의 스타일과 외모는 마치 

영원히 변하지 않을 듯 인상적인 모습 그대로 뇌리에 남겨지며 사람들은 그 이미지 자체를 

그들의 아이덴티티로 인식하게 된다. 

2006년과 2007년, 처음으로 손동현이 발표했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히어로 등은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뇌리에 남겨진 전형적인 캐릭터들이었다. 그리고 이는 소위 미제 캐릭

터로서 한국에 들어온 수입품 같은 것인데 이를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서 보여지는 생

경한 기분은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표현은 한국의 팝

아트적 표현으로서 특징지어지곤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퓨전 동양화들의 

유행을 만들어낸 최초의 시도로서 읽히곤 하였다. 전통 회화에서 답습해 온 소재나 기법이 

현대의 풍경을 재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손동현은 서구 캐릭터와 전통 동양화의 결합 정도로 그치며 일정한 패턴처럼 보이던 

작법에 그치지 않는다. 이후 개최된 2008년의 개인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신작 <King>시

리즈를 통하여 캐릭터에 대한 다른 접근을 보여주면서 그 작품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드러냈

다. 평생을 팝의 제왕으로 군림한 동시에 평생을 성형으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어 온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그린 40개의 초상화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한명의 세계적인 스타의 

모습이다. 동양화에서는 초상화를 단순한 모방이 아닌 그 정신을 묘사하는 ‘전신사조(傳神寫
照)’의 미학을 따른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그 성격을 반영하여 창조된 인스턴트

식의 캐릭터이다. 그렇기에 일관적인 표정과 포즈로 그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을 그

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묘사에 그친다는 맹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마이클 잭슨의 

초상화 속에 묘사된 점점 변해가는 얼굴의 이목구비와 얼굴 색, 의복, 자세 등은 고정된 이

미지가 아니다. 변모하는 시간과 그의 음악세계, 그리고 그에 의한 그의 자신감과 사회적 위

치 등, 다양한 결이 다채롭게 표현되며 손동현만의 초상화 미학을 달성하고 있었다. 특히 작

가는 이를 통하여 현대인들이 하나의 캐릭터가 변모한 모습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

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성형으로 인해 변모되어가는 인간상의 변화에 둔감해

진 현대 사회의 초상을 드러내는 전시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변화가 2014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 <Pine Tree>를 통하여 모색되었

다. 손동현은 지금까지 대중에게 익숙했던 인물 소재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본인이 직접 캐

릭터를 만들어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소나무를 선택하였다. 전통 동양화에서 소나무는 작가

의 말을 빌리자면, 군주의 위엄 (예를 들어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 작가미상, 19세기, 비단

에 색, 196.5×366.6, 국립고궁박물관), 탈속과 풍류를 꿈꾸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 (예를 들어 「세한도歲寒圖」,김정희, 1844, 종이에 먹, 23.3×146.4, 손창근 소장 ), 생명

의 생기와 신성함으로 악귀를 쫓는 이 (예를 들어 「까치호랑이鵲虎圖」, 작가미상, 19세기, 

종이에 엷은 색, 135×81, 국립중앙박물관), 다른 여러 자연물과 더불어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는 존재 (예를 들어 「십장생도十長生圖」, 작가미상, 18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210×552.3, 

호암미술관 소장) 등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그가 창조한 캐릭터와 직접적인 연결지



점을 가진다. 작품에 등장한 네 명의 캐릭터의 이름인 「Pine the Great」, 「Mister High 

Fidelity」, 「Shaman the Evergreen」, 「Master Knotty Needles」 등에서 보여지듯 이러한 상

징성을 적용하고 있다. 

전시장의 입구에는 소나무 ‘松’자를 이미지화하고 있는데 글자 두께를 채우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꿈틀거리는 소나무와 캐릭터와의 결합과 탄생에 대한 암시를 찾아 볼 수 있다. 소나

무의 강하게 비틀어진 굴곡의 선, 솔잎의 경쾌하게 뻗은 방사형 선들의 군집, 소나무 표면 

껍질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반복된 패턴, 영원히 빛날 듯 발산되는 초록빛

의 색채 등 이들은 시각적으로도 골고루 소나무의 특징을 드러내되 작가는 다시 고전적 표

현법을 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미지들을 전통 방식의 액자를 사용하여 고풍스러

운 느낌을 한결 더 드러낸다. 

주요 소나무 캐릭터 4인과 대립되는 인물들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족자 형식의 이미지 속에 

구성된 화면은 마치 무협지의 표지처럼 다이나믹하고 비장하며, TV속 액션 씬을 보듯 현란

하다. 이 이미지의 구성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소 유치한 설명을 해야 한다. 4인의 

주인공과 이들을 돕는 착한 친구들, 그리고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악당들... 어쨌든 선과 악

이 모호한 현대의 픽션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전 소설의 플롯이다. 소나무의 상징

성을 생각한다면 그와 대립되는 특징은 절대적으로 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선과 

악의 대립이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권선징악(勸善懲惡)류의 전통 스토리 기법을 연상하게 

한다. 작가는 지금까지 그려온 익숙한 캐릭터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상상 속 인물들로 대치

하였다. 그의 캐릭터는 새로우면서도 어딘가 마이너한 장르의 코믹북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캐릭터인양 보이기도 하다. 그것의 탄생은 고전 소재인 소나무를 의인

화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화면 왼쪽 상단에 전통적 법칙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언

뜻 보면 영락없는 한자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슈빙(Xu Bing 徐冰)의 문자 제작법을 따른 완

전한 영어표기이다. 

손동현은 이처럼 이번 전시를 통하여 과거의 정신과 과거의 기법, 그리고 과거의 형식과 언

어를 그 레퍼런스로 삼으며 그 시각적 효과를 보다 전통에 가깝게 두고 있다. 그것은 창조

의 법칙으로서 모순적인 듯 하다가 역시나 이 위장술들은 지금껏 손동현이 제공해온 일관적

인 유희를 즐기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