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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뇌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형체와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세계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를 통해 우리가 본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둥글게 보는 대부분의 사물들은 둥긂을 문자 그대로 구현하지 않는다. 

그 사물들은 단지 둥긂에 근사(近似)하다. 바닥의 물웅덩이나 벽지의 얼룩을 보고 사람의 얼

굴, 동물의 모습 등을 찾아내는 것도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추상적 얼룩을 보고도 특징적 형태를 찾아내고 이미 알고 있는 특정 

대상과의 유사함을 찾아 유추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파악한다. 이 사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이미지를 추상화시켜 저장하는 데 얼마나 능숙한지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조작하여 저장해두고 시각적인 외부자극을 

그 저장된 기억의 틀에 대입시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 작용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감

상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난다.

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익숙한 전형으로 자리 잡은 예술작품의 형식을 차용한다. 내가 대

표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동양화의 형식에서는 사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구상은 중요치 않

다. 사람들은 동양화의 구도, 형상들의 배치, 화면의 비례를 저장한 오랜 경험의 데이터를 

조합함으로써 그것이 동양화의 포맷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부분은 현실의 인식과 표현

이 추상화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실의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재현'한다기보

다는 물감과 형태를 조작하여 희망하는 형상을 짜맞춤으로써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나의 조

형 방법과 잘 부합한다. 

나는 작업과정에서 페인트의 물성과 흘리는 방법을 이용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페인트가 캔버스의 표면에 흐르면서 나타나는, 우연의 효과가 가미된 얼룩들로 작품

을 구성한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이치를 피할 수 없는 방법들로, 중력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를 조작하여 작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얼룩들은 '비어있는 공간'(여백)에 '암시

적 공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나는 2차원 평면위에서 공간의 구축(construction)을 

이룬다. 여기에서 공간의 구축은 비단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방향

에 대한 유추와 물질적 상상력에 힘입어 현실의 공간으로도 확장된다. 또한 캔버스 위의 조

형요소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형체 이루기(shape-building)’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림

의 포맷이 기존에 알고 있던 동양화의 것임을 알아챌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

편으로 우리가 어떤 상(像)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우연적 효과와 강한 색채, 광택의 페

인트 얼룩일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