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공간 현재, ,

허나영 영아티스트필자공모 당선가( )

복잡한 전철 찌는 듯한 더위 꽉 막힌 도로 정신이 아찔할 정도의 네온사인으로 연상되는, , ,

도시 속에서 대부분의 일상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은 현란한 간판과 영상 광고에서 내. ,

뿜는 화려한 색과 넘쳐나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풀 한포기 없는 아스팔트 시멘. ,

트 벽 메마른 운동장과 같이 삭막한 풍경도 있다 너무나 복잡하면서도 삭막한 두면을 지, , .

닌 도시는 어쩌면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 .

시의 두 면중 어느면을 주로 바라보고 느끼고 살고 있을까.

노충현이 제시하는 공간은 삭막해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가깝다 그가 지금까지 주로 다룬.

공간은 한강시민공원 의 단면들로 비교적 익숙한 공간이지만 작품의 화면 속에서는 아무도‘ ’ ,

없는 황량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람이나 자연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작가.

가 원하는 분위기를 가진 장소를 찍고 사진을 인쇄하여 이를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막연히 느꼈던 그 감정 역시 줄여 나간다 그래서 노충현의 작품은 풍경화 지. ( )景畵
만 풀이나 나무가 있는 자연을 그린 전통적인 것이기 보다는 인공적인 공간을 담고 있는,

풍경화다 이를 작가는 살 풍경 이라 이름 지었다 이 명칭처럼. ‘ - ( ; Prosaic Landscape)’ .殺 景
도시 안의 공간은 죽어 있는 듯하다 또 단조로운 어떠한 생명도 표정도 부재한 곳으로 묘. ,

사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묻어나는 공허함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어떠한. ,

특성을 갖고 있는 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어떠한 희극적인 요소도 강렬한 요소도 그렇다고. ,

마음이 애이게 아픈 이야기도 없는 다소 메마른 듯한 도시의 감성을 드러낸다.

이는 흡사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 의 다소 무거운 듯한 도시(Edward Hopper)

의 단편과 비슷하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 쓸쓸함은 노충현의 회화 작품의 전반적. ,

인 분위기를 대변한다 문득 결렬해지기도 하는 작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다소 칙칙한. ,

색의 물감을 얇게 바른 표면에 조금은 가벼운 듯한 외로움의 감상을 얹는다 그러면서 노충. ,

현은 공간에 어떠한 감정이나 무게도 배제가 된 날아가 버릴 듯한 푸석거리는 질감 작가“ ‘(

노트 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붓 터치를 남기지 않고 붓을 눕혀 사용하여 색이 흩) . ㅊ

뿌려지는 듯한 질감을 만든다.

그의 이전 작품들에서의 넘칠 듯한 역동성과 강한 색감을 화면 전반에 채워서 드러내었던

폭발적인 감정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삭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간성을

만들어낸다 어떠한 구체적 생명도 표정도 지니지 않는 이 공간은 일견 낯선 제 의 공간. , , ‘ 3 ’

이며 이러한 낯설음은 사실상 공간 그 자체의 모습 을 드러낸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이, ‘ ’ .

를 위해 노충현은 어떠한 공간이나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햇빛에 따른 명암의 대비를 극

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대비를 완화하고 그림자를 삭제하여 시간을 애매모호하게 처리함,

으로써 빛의 존재감을 약화한다.

또한 전통적인 원근법에 의한 구도이기 보다는 실제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들어갔을때 보,



게되는 시점에 따른 수평선과 수직선 혹은 다소 기울어진 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동시에 수직선 수평선 역시 캔버스의 틀에 비해 다소 기울어진 선을 통해 묘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특히 공간이나 건물을 안정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꽉 차도록 자르. ,

거나 화면 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음으로써 모호한 긴장을 준다 또한 간판이나 안내문 등 그. ,

장소를 설명해준는 장치를 삭제함으로써 특정 공간의 성격을 모호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러.

한 풍경을 뜻 모를 불안의 묘한 긴장감 이 드러나는 모호한 풍경 이추영 이 된다‘ ’ ‘ ’( ) .

도시의 메마른 풍경 감정이 배제된 작품 속의 공간에 대해 작가는 언제부턴가 그 자리 에, ‘ ’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들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이곳.

의 현재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각의 공간과 마주치면서 작가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 ’ ,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처럼 너무나 많은 공간이 밀집해있는. ,

도시에서 일상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공간을 마주 대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일까 작각가.

바라보는 공간의 느낌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스치게 되는 공간의 의미와 그 속에 있는 자,

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상의 또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