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서 본 풍경>에는 냉각탑이 없다. 

 

글. 김수영(작가) 

 

1.  형상을 그리다. 

한성우가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

다. 그는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었다. 어쩌면 소소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맊 아마도 당

시의 그에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던 것 같다. 그가 이미지가 없는 작업을 짂행

하면서 혺란스러워 졌을 때 그의 어머니가 던짂 한마디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 지점은 아마도 „보는 일‟에 대한 우엯한 경험이 때론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때 그는 보이는 것과 그에게맊 보여지는 것의 차이를 의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보는가?‟ 반

문에 가까운 물음이다. 왜냊하면 되물음으로 순화하는 것이 그의 최귺 작업에서 보이는 그리기 

같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반문을 되풀이하는 시기에 그에게 다가온 사물이자 풍경인 냉각탑을 그렸다.  우두

커니 서있는 그림에서의 냉각탑은 그가 바라보는 순갂에 그의 응시하는 모습을 엯상하게 한다. 

라캉이 재현의 상이란 바라봄과 보여짐이 맊나는 지점에서 생긴다고 하였듯이 냉각탑을 자기동화

적인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는 느낌으로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리고 즉시 나는 그림을 통해 상황

을 파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차단된 장소이거나 소외된 장소, 지속되는 시끄러운 소음, 냉각

탑의 홖기판들이 뿜어 내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 인지되는 상황이다.                                                             

그는 <냉각탑, 193.9x259.1cm, 2012>에서와 같이 하늘의 시야가 벽에 의해 막혀 있는 공갂이나 <

냉각탑, 130.3x193.9cm, 2013 > 에서와 같이 협소한 장소에 냉각탑이 갃혀있는 공갂의 풍경을 엯

출하여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편하게 그림에서 상황을 파악하게 맊듞다. 그림이 획득한 이러한 시

각적인 느낌은 그림에서의 강조된 음영대비를 후끈한 연기로, 그리고 그가 초반 작업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회화적 행위의 우엯한 흔적들을 시끄럽고 멈추지 않는 부담스러운 소음

으로 지시하게 맊듞다. 이것은 시각성이 이미지 앆에 머무르지 않고 시선의 동선과 심리를 따라 

다른 감각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일종의 변형이다.  

 

2. 이미지와 우엯한 흔적 

그의 작업을 처음 보았던 것은 2011년이었다. 그는 세계건축도집에서 본 서양의 고대와 중세시대

의 건축물에 현혹되어 그린 드로잉을 보여 주었다. 건축물의 전체적인 모습과 기둥, 그리고 외형

에서 보여지는 장식을 그렸던 드로잉에서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맊들어 놓은 선들의 엮임과 뭉침

은 표현으로 부족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건축물의 형태를 따라 흐르기도 하고 비껴나가기도 하는 

선들은 식별할 수 있는 형상을 맊들다가 손의 움직임을 가시화시키면서 화면 속의 이미지는 점차 

상을 잃어갂 듯한 느낌으로 보였다. 이는 마치 그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그리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이 위에 드로잉 되어 있는 선들에 대응하면서 다시 드로잉 해나가는 직관

적인 감각을 그려 놓은듯했다.                                                                                          

이어지는 회화 작업들에서도 그는 일관적이었다. 무작위로 집적된 건축물들의 공갂을 그리려고 



하였더라도 그는 정작 그리려고 했던 이미지보다도 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취한 행위에서 발생

하는 흔적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고대와 중세의 서양건축물과 함께 바로 자싞의 집 앞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나 외국의 어떤 도

시에서 볼 법한 건축물들이 겹쳐져 쌓여지거나 허물어지는 건축물들의 뭉치를 그린  <무제 - 죽

밥>과 <무제, 2011>에서 그는 시공갂을 초월한 이미지를 구상하여 어느 정도는 어지럽고 혺란스

러운 감정을 야기시키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러나 드로잉에서와 같이 운용된 붓질이 두텁게 발

려짂 물감 위에서 미끄러지고 거칠게 겹치면서 맊들어내는 붓질 자국에 구성된 캔버스 표면 위의 

이미지는 함몰된다. 이는 오히려 이미지를 관통하며 새롭게 구성되고 감정의 홖기를 보다 자국으

로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운용된 붓질의 흔적은 그가 그리려 했던 것에 더 귺접한 유사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내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리려고 했던 것을 전혀 상상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려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했던 것은 아닐까?                              

<무제 - 죽밥>과 <무제, 2011> 작업 이후 한성우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보인다.   우선은 어느 

정도는 알아 볼 수 있었던 건축물의 형상이 제거되었다. 여전히 집적된 공갂은 암시되고 있지맊 

건축물들의 구조나 구성된 이미지보다는 캔버스 표면 위에 물감의 물질감맊이 드러나는 면들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른 변화는 이러한 추상적인 접귺에도 불구하고 집적된 공갂이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장소나 상황을 엯상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는 건축물을 대체한 면들 위에 이전의 작업보다 

다양하게 붓을 운용하는 기법을 비롯한 긁어내기와 같은 다양한 회화적 행위들을 시도하여 물감

의 물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무엇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리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의 구체적인 형상이 제거된 화면으로부터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

움으로부터 그는 그리면서 발생하는 행위의 흔적을 이전 작업보다 확장시켜 개엯적인 표현으로 

전홖시킬 수 있었다. 절대적으로 확실하짂 않지맊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표현의 

귺갂에는 그가 여전히 건축물의 집적된 공갂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일지도 모

른다. 2012년에 그린 <무제> 작업들에서 그는 청회색, 미색, 녹회색의 색조로 그림의 전체 화면을 

찿웠다. 이 작업들에서 건축물의 시멘트 벽, 페인트가 칠해짂 벽이 꽤나 구체적으로 엯상되는 색

조는, 그림에서 회화적 행위가 맊듞 흔적인 물감의 물질감을 울퉁불퉁하고 거친 벽의 질감을 묘

사하고 있는 듯 하게 맊들고 집적된 면들의 구성 역시 서울의 긂호동이나 면목동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사실적인 풍경으로 엯상시킨다. 이렇듯 재현적인 이미지가 없는 그림에서 그려짂 모듞 것

들을 실재적인 감각으로 인식하게 맊드는 특징은 추상이라기 보다는 캔버스 표면을 구상적으로 

맊듞다. 

그는 이번 <풍경- 그림과 그리기> 전시에 소개하는 최귺 그림들에서도 회화적 행위의 흔적을 캔

버스 표면 위로 드러낸다. 변화한 것은 이전 작업과는 달리 냉각탑이나 교내 풍경을 재현된 이미

지로 그려나가는 부분이다. 풍경의 대상색을 빛 바랜 듯이 사용하지맊 그 변형은 그다지 크지 않

고 그가 풍경을 바라볼 때 위치한 시점이 드러나 있어 실재하는 풍경을 대면하는 느낌이 강조된

다. 그러나 그는 풍경의 질감을 재현하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본 풍경> 에서 건축물이나 계단의 

구조, 풍경의 공갂성, 풍경의 색찿들은 묘사적이지맊 풍경 속에 보이는 벽이나 바닥, 창문, 나무 

등의 질감은 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 번 색이 칠해져 거칠게 그 물감의 층들로 전체적인 그림 표

면 위에 드러난다. 그 위에 직선이나 동적인 붓질이 다시 또 여러 층으로 그어지거나 남겨지면서 

그리기 동앆의 과정과 행위들이 보이는 흔적들이 맊드는 질감에 풍경을 대면했을 때 발생했던 감

정이 투사된다. 여기서 이 흔적들은 질 들뢰즈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여 언긃한 <우엯



한 표시> 들일 것이다.  

“형상에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려짂 이미지 앆에서 <자유로운 표시들>을 아주 빨리 해야 

할 것이다. 이 때의 형상은 비가망성 그 자체이다. 이 표시들은 느닶없는 사고적인 것이고, <우엯

한 것>이다. 하지맊 우리는 <우엯> 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가망성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는 그 전의 가망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선택과 행동을 지적한다는 것을 앆다. 이 표시들은 전혀 

재현적이 아니다라고 말해 질 수 있다. 그것은 이것들이 우엯한 행위에 의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관계되는 것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표시들은 화가의 손과 관계할 따

름이다.”(1) 

한성우는 풍경을 보여짂 그대로 재현했다기 보다는 자싞으로부터 표현되는 현상적인 상태를 심리

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눈에서 읽혀짂 것을 즉시 손으로 이행하는 본능적인 감각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다시 말해서 화면을 구성할 때 이미지가 들고 나는 것 보다 물감으로 구상되는 회화

적 행위의 효과로써 또 다시 재창조 해 나가는 그리기 과정이 어찌보면 그가 인지하려 했던 그 

자싞이 바라보고자 했던 풍경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풍경을 단순히 재현하려는 이미지로 선택

하고 그려 나가는 이상, 타자의 이해까지도 아우르는 이미지의 서술성을 그는 그의 타블로 앆에

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그가 얼마맊큼 고려했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1).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pp 13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