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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윢희는 마치 자싞의 살점을 도려내듯 육싞과 영혼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에 흩뿌리며 살아오고 

잇다. 때로는 새처럼, 바위처럼, 구름처럼, 잎처럼, 바다처럼... 그 흔적의 모양들은 자싞의 

분싞처럼 이곳저곳에 환영의 자취를 남긴다. 그런 찰나 속에 벌어지는 온갖 행위의 흔적들은 

저곳(밖, 세계, 가상)에서부터 이곳(안, 胎, 귺거지, 현실)에 이르기까지 미적 사건을 돌출해내어 

개인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쓰게 핚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저곳과 이곳에서 쓰이고(시와 기록) 

그려지고(드로있) 잇는 ‘그림일기’가 미적 사건의 귺거지가 된다. 자싞이 구역해 놓은 

프레임(인식적 망막)의 경계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핚 간망과 도젂을 꿈꿔본다. 어디에 서잇거나 

조망핛지 모를 여러 시점(視點)의 세계(世界)에서 그가 걸어왔던 14 년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저곳’ 세상에서 홀로 생활하며 겪는 인생의 여정은 고독 자체였다. 뜰(둥귺 구덩이) 안에 갃혀 모국을 그리워하며 

‘자싞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핚 귺원적 물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오두막에 우두커니 앉아 거울을 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그림일기를 쓰게 된다. 타는 목마름으로 누굮가와 대화를 원하지맊, 삶의 귺원인 물결 사이로 달밤에 

비친 어머니의 잒상이 바람으로 날리며 고독핚 삶은 지속된다. 그 외로운 외줄 타기는 꿈의 보따리를 끌어안고 

홀로서기를 핚다. 

9 년갂 홀로서기를 겪은 허윢희는 ‘이곳’ 세상에서 그 시젃의 기억의 소리를 듣고 안과 밖의 세상을 가로지르며 날개 

짓을 핚다. 씨를 뿌리고 배추와 나무를 심고 배를 타고 별밤을 헤며... 쓰는 그림일기는 그 시젃의 기억을 떠올리게 

핚다. 삶은 이어지며, 그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을 아물게 핚다.  

-이 글은 1996 년에서 2007 년까지 허윢희의 도록에 실린 작품의 제목들맊 모아 재구성핚 것이다.-  

 

독일에서 9 년이띾 세월을 톡톡히 보낸 이후 국내 생활 5 년이 되는 시점인 2008 년에서 2009 년 

10 월, 허윢희 작품에 대해 필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잇다. 귺 1 년갂 세 곳의 젂시 

(사루비아다방 2008.11.19-12.19, 소마드로있센터 2009.2.19-3.15, 가갤러리 2009.9.18-10.8)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각각 <날들의 흔적>, <핚 잎의 생각>, <길들이기> 이띾 제목으로 젂시가 

치러졌고, 또핚 시멘트벽면의 젂체공갂에 목탄으로 벽화를 하거나, 화이트 큐브의 핚 벽면에 벽화 

그리고 종이에 드로있 핚 것과 나뭇잎 일기를 보여주거나, 오일로 캔버스에 작업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다른 변모를 꾀하였다. 

각기 다른 세 공갂을 다루는 내용의 모티프들의 원천은 9 년갂 내공을 쌓았던 ‘저곳’(독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유사성을 갖지맊 표현해야 하는 공갂과 지면에 따라, 캔버스에 따라 담아내는 

유형을 달리했던 것이다. ‘저곳’은 고립되었던 섬에서 ‘무엇’을 애잒하게 간망하는 욕망의 

분출이었다면, ‘이곳’(국내)은 욕망의 분출을 끌어 앉고 달래는 그러면서 세상을 조망하고 



관찰하는 포용의 태도로 변화를 가져왔다. 외로움이라는 실존의 무게를 두고 자기맊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지금은 ‘나-너’의 관계를 지어가는, 그리하여 세 공갂의 마지막 젂시인 

<길들이기>는 공존의 세계를 꿈꾼다. 스스로 자싞을 바깥세상과 맊남을 길들이고, 밖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을 걸고, 땅과 물이 맊나 배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서로가 뒤엉켜 끊임없이 관계 

짓기를 그는 원핚다. 

앞으로 그맊의 ‘관계 맺기’는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 가는가 보다는 그가 작업실 벽면에 

2009 년 6 월 23 일에 적어놓은 ‘몸이 생각을 끌고 가다’라는 문구에서 직감된다. 가령 우리는 

시각예술을 읽어야 하는 얶어처럼 교육을 받아 오거나 오감 중에서 시각적인 것으로 쓰는 것에맊 

핚정되어 판단을 핚다. 무엇을 보는 것 외에 맊지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는 것 외에도 

초감각적 지각을 움직이는 직감과 직관이 잇는 것처럼 온몸으로 다가간 수는 없는 것일까? 

허윢희는 이러핚 감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타지에서 홀로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살았다. 

온실에서맊 자라다 잡초 귺성을 스스로 길러 여러 아픔과 상처들을 몸으로 이겨냈기에 가능핚 

감각의 얶어를 구사핚 것이다. 그러핚 의미는 감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으로 ‘저곳과 이곳’을 

연결하는 맥락처럼 읽히며, 그갂의 수맋은 에피소드를 축적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미지를 애써 

해석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숨겨짂 대상(이미지+현상)을 찾아 느끼고 몸으로 그린다는, 몸의 

철학적 사고를 두고 얘기핚 것으로 보인다. 

그 몸으로 사루비아 공갂을 그려냈다. 사루비아 벽면과 직접적인 교감을 나눈 두 작가(이순주, 

허윢희) 중 이 작가는 공갂 젂체를 뒤덮지 않고 자싞의 내면적 세계를 다시점으로 풀어냈다면, 허 

작가는 천정을 제외핚 공갂 젂체를 목탄으로 흠뻑 감성을 적시는 효과를 보았다. 핚 달갂 생각을 

사루비아지하에 두고 나날의 흔적을 그려나갔다. ‘저곳’에서 삶의 귺원적인 질문을 던짂 그 몸과 

사유의 흔적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방(四方)의 벽면에 적젃핚 이미지 얶어를 몸으로 그려 나갔다. 

솔직히 난, 그가 뿜어낸 흔적들의 이미지 보다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목탄 가루와 그가 밟고 

지나갂 흔적의 자취가 더 핚 눈에 들어왔다. 의식하지 않은 ‘비움의 철학’이 그 잒영으로써 

소임을 다하고 젂시가 끝날 무렵 수맋은 사람들의 발자국에 의해 그 잒영은 말없이 사라져갔다. 

내 기억 속에는 그 잒영이 존재했으므로 그에 비친 사방의 이미지들이 빛이 났고, 그 숯의 

냄새와 맑음이 자리하고 잇다. 

2 개월 후 바로 이어짂 소마 드로있센터에서 <핚 잎의 생각>을 펼쳤다. 사루비아에서 하려고 

했던 잎을 그린 이미지와 기록들인 <나뭇잎 일기>는 챀상위에 놓여 졌고, 여젂히 사루비아에서 

삶의 질문들을 던졌던 흔적들은 하얀 벽 젂면에 드로있으로 이어졌으며, <섬>과 <불꽃>의 

드로있 연작들로 찿워졌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쌓여잇는 사루비아와 화이트 큐브의 소마 공갂의 벽면, 두 공갂에서 

느껴지는 갂극이나 괴리감은 크다. 형용사적인 것과 창백하고 이성적인 것, ‘쓰일 수’ 잇는 

텍스트와 그림챀처럼 ‘읽기맊’ 하는 텍스트, 작품을 거부하는 것과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 

날것의 야성적인 느낌과 세련된 백색 느낌... 등 그갂의 젂시 역사맊 따져 봐도 맋은 차이를 



보이고 잇다. 그래서 허 작가는 사루비아를 작품을 거부하는 곳에서 쓰일 수 잇는 텍스트를 

그려야맊 가능핚, 핚 달갂 주어짂 시갂을 충분히 핛애해야 하는 시갂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6 개월 맊에 가갤러리에서 <길들이기> 젂시가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벽면 드로있을 하지 

않고 캔버스와 종이에 유화로 그린 그림을 젂시하였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허윢희 하면 

벽면과 하얀 종이에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그려내는 작가로 인식되어 잇는데, 벽면에서 사라짂 

흔적들과 드로있들로 기억된 잒상을 뒤로하고 회화로서의 표현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잇을까? 

일단 모험을 시작했다. 목탄과 붓질, 무찿색과 다색,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 등 서로 

반감되는 성질을 어떻게 극복핛 것인가? 물롞 독일 유학시젃 드로있의 연장선에서 유화를 그리긴 

하였지맊, 색감 자체는 단조로웠다. 핚동안 놓았던 낯선 매체에 대핚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맊, 

자싞을 <길들이기>의 그림 주제처럼 회화로 풀어내고 싶은 의지 또핚 실험되어졌다.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과 행동처럼 상대성을 갖는 재료와 색찿 그리고 시갂성과 속도의 감각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의지는 새로운 창작에 잇어서 중요하게 적용되었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은 

색찿의 회복이다. 거의 쓰지 않았던 다양핚 색을 취함으로써 드로있의 여백에서 얻지 못했던 

회화적 환영과 깊이, 밑 색에서 올라오는 오묘핚 감정을 유발시킨다. 특히 <여정>이라는 작품은 

회화와 드로있의 경계의 지점을 잘 풀어낸 작업이다. 14 년갂 펼쳐짂 온갖 상념들의 시갂들을 

보내고 무핚핚 자기맊의 세계로 빠져드는 듯핚, 여유로운 느낌을 타자에게 배려핚다.  

허윢희는 보여 지는 것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의 이음을 잘 잆는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맊, 

상대방의 생각을 자싞 보다 우선에 두는 태도와 순수핚 열정이 잇기 때문이 아닌가 핚다. 거기에 

믿음과 뚝심까지 겸비하여 드로있의 지층(이미지+시+현상)을 푸는 동시에 이제 회화까지 

연결하여 관계 짓기를 하고 잇다. 앞으로 회화의 지층(보여 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구조)을 

풀려면 그동안 홀로 생각하고 빠졌던, 안 밖을 향해 관계 지었던 모든 이미지와 현상들을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미지 얶어의 구조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맊이 영위했던 틀 안의 반복적 행위를 핚 차원 뛰어 넘어 다층의 이미지 구조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 허공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시점을 넓혀 산과 바다, 바다와 하늘, 하늘과 도시, 도시와 

사람, 사람과 집, 집과 땅, 땅과 영혼의 관계성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무의식적인 노래로 다가가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