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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작가는 초기 작품에서 주로 스티치 기법으로 대상을 재현하였으며 이를 채색된 캔버스

와 결합함으로써 여러 겹의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평면 구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실과 실이 만나는 견고한 구조를 지어내면서 공간을 분할하는 설치 작업으로 그 조형적 성

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가령 기(氣),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단위의 요소들, 자연현상 등 작업과정 내내 작가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

의 유기적 생명력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맞

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대변

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법칙들의 절대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주변의 여러 현상들을 탐

구하고 있다. 

이는 언뜻 ‘우주’와 ‘자연의 법칙’ 등 거대하고 추상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이지

만 작가의 몸이 개입되고 반복적 행위가 따르는 수행적 작업 과정과 세상을 향한 관찰 및 

분석으로 귀결되는 실천적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업 속에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거시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의 삶으로 결론을 찾아가는 미시적 단서들

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권혁 작가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제시한 전시 

<Controlled and Uncontrolled>를 통하여 여러 가지 모호하고 추상적인 현상들을 형식화 

하는 일종의 실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시 작품은 크게 평면과 설치 두 가지로 구성

되는데, 이 중 평면 작업인 <카오스모스(CHAOSMOS)>시리즈는 우주를 뜻하는 Cosmos와 

혼란을 뜻하는 Chaos 의 합성어이다. 캔버스 천 위로 페인팅과 실을 함께 사용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추상적인 비정형적 형태이면서도 광활한 바다의 강렬하고 거친 인상을 내뿜는 

스펙타클한 이미지들을 연상시키는데 2011년도 작인 목탄 드로잉 시리즈 <실체가 없는 것

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를 통하여 물을 묘사하였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캔버스 위 페인팅에 겹쳐진 스티치 기법으로 만들어지

는 이미지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사되었는데, 회화로서 전달되는 작가의 행위적 흔적과 실

과 캔버스 간 구조적으로 엮어가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성으로부터 또 다른 차

원의 질서를 생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작업 시리즈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

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연한 효과로 만들어지는 채색 과정이다. 물감을 섞고 흘리는 등의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작가의 몸의 움직임으로 인한 일종의 ‘현상(phenomenon)으

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화면 위로 만들어지는 동작의 흔적으로 인한 우연적 효과에서 발생

한 추상적 이미지는 작가의 통제를 벗어난 형태이다. 그 다음 단계로 실과 재봉틀을 이용한 

스티치인데, 이는 그 방향과 모양을 작가가 통제하여 만들어가면서 확장되는 패턴으로서 드

러난다.  

이는 입체로 구현되는 설치 작품 <숨 (BREATH)>과 그 방법 및 과정에서 비슷한 양상을 띤

다. 이 작업은 실과 페인팅, 그리고 공간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조형 설치 작업이다. 풍선



에 숨(호흡)을 불어넣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캐스팅하는 작업으로서 풍선과 실, 접착

제, 투명 미디엄 등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평면 작업의 과정과 비슷하게 두 가지 단계를 거

치게 된다. 먼저 풍선을 불어서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정하고 그 위로 실을 감는 과정으로

서 이 상태에서 풍선의 모양에 맞추는 실을 얽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일정한 규칙

을 가지고 작가의 손에서 통제된다. 그 다음 단계는 작가의 손을 떠난 채로 시간의 흐름에 

맡겨둔 상태에서 완료되어 간다. 팽창시켰다가 다시 응축되는 풍선 위로 실이 굳어가는 동

안 미세한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실과 미디엄, 접착제와 물의 농도와 비율, 바람이 빠지는 

속도, 주변의 온도, 습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풍선의 모양은 각자 다른 비

정형의 형태들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는 평소 염두에 두고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현상들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모종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다. 

권혁 작가는 제목 <Controlled and Uncontrolled>에서 시사하듯이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의 이중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은 우연이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

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연으로 보이는 찰나의 순간 또한 다양한 환경과 법칙의 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이는 곧 필연적인 의도와 통제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었다는 것이 시간과 관

찰과 탐색에 의하여 드러나고 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예술과 세

상이 통하는 창구로 환기되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