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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보여준 송명진의 녹색 그림들은 색채 형태 기법 모두 극도로 절제된 태도로 일관하, ,

기에 일견 편안하고 심지어 단순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녹색 장막을 한 켜만 들추, .

면 그 뒤에 빈틈없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파라독스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의 그림 앞.

에서 느끼게 되는 미묘한 불편함은 심플한 외양과 복잡한 내용 그 역설적 충돌을 알게 모,

르게 감지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주조색으로 사용되는 녹색은 풍경 모티브들과 함께 분명히 자연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 이.

런 연상은 손쉽게 그 그림들에 편안하고 흐뭇한 첫인상을 부여한다 자연만큼 우리를 품고.

위로해 주는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모성에 대한 달콤한 기대를 품은 관객은 자연의 일루전.

속으로 기꺼이 건너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녹색은 왠지 석연치가 않다 그래 이것은 풀도. . .

나무도 아닌 그저 물감덩어리일 뿐이다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어떤 풍경화도 공. .

공연히 숨기고 있는 트릭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송명진의 녹색은 불편한 것일까. ?

사실 그가 그리는 것은 자연물이 아니라 벌써 녹색 페인트를 흠뻑 덮어쓴 풀 모양의 어떤

물체이기 때문이다 그 녹색은 생명의 원천인 엽록소가 아니라 생명을 가장하고 있는 죽은.

물질이다 마치 녹지 사이사이에 서 있는 금속 울타리에 칠해진 녹색 페인트처럼 이 색은. ,

죽음을 가리고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송명진의 자연은 우.

리를 불편하게 한다 이 그림을 통해 자연으로 들어가자면 녹색 페인트를 흠뻑 덮어쓸 각오.

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인 송명진의 신작들은 예전에 비해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화

되어 있다 지난 년 금호미술관 전시에서 보다 단순한 형식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을 시. 2005

도했던 것에 비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화면은 많이 복잡해졌다 무엇보. .

다 손가락 인간이라고 부르는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전에는 흔적으로만‘ ’ ,

암시하던 인간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생명체는 창조주의 손길을 어설프.

게 흉내 내고 있는 짝퉁이자 자만에 빠진 가련한 존재 현대인들의 상징이다 이들은 자신‘ ’ - .

들이 얼기설기 조악하게 창조한 유사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역할을 자임한다- .

는 이번 시리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사각형으로 적당히 자<Green Shelter> ,

른 녹색 카펫들을 엉성하게 기워서 쌓아올린 인공산과 방공호 앞에 군림하는 암수 한 쌍을

보여준다 바야흐로 자신들만의 조그마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새벽을 맞이하는 장면처럼 보.

이기도 한다 이어지는 에서는 말라버린 풀밭에 생명을 부. <A Builder>, <Taking the rest> ,

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조그마한 공간이나마 초록색 실로 엮어놓는 것으로

신과 타협하는 이 생명체의 가소로움이 우리들 자신의 자화상인 양 초라하다.

이번 전시에는 이례적으로 복잡한 구성과 이야기를 가진 작품들이 또한 몇 점 소개되고 있

다 는 벌써 많은 수로 번식한 손가락 인간들이 다시금 문명세계를 모방하고 있. <Riverside>

는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어설픈 것으로 건물은 정면의 파사드만 간신히. ,

세워져서 역시 엉성하게 조성된 뒷산을 막아서고 있으며 녹지 부분은 벽돌처럼 찍어내어져,

불안한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푸코의 패놉티콘 에 착안한 감옥 같은‘ ’ . (Penopticon)

구조물 종이로 접은 듯한 계단과 그 밑을 지나가려는 돗단배 나무기둥 등 화면은 예전과, , ...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징적인 도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Making

역시 조악하게 흉내낸 문명의 성채를 재현하고 있다 생명체들은 엉성하게 기워paradise> .

진 성벽으로 스스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만의 낙원을 만들어 간다 성채의 바깥.

에는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남은 재료들로 황량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 송명진은 분명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표면 아래로 숨어들어 있던 메시.

지들이 이제는 갖가지 소품들의 도움을 받아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 내러티브의 강화는.

분명히 보다 쉽게 관객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그 장치를 운.

용하는 작가의 조형적 능력으로 인해 출품작들 모두 여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

한편으로 내러티브의 강화는 역시 다소 쉬운 해결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송명진의.

회화가 가지는 은근한 역설의 힘이 상징체계에 막혀 일정부분 희석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과연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러티브를 선택할 가치가 있을까 최근 참여. ?

하고 있는 뉴욕 레지던시의 경험이 그에게 어떤 새로운 계기를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