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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플래시에 들어온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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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의 작품(회화/영상)에는 ‘인물’이 중심을 차지하며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겨가며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 속 인물을 거론하

자면 단수 개념인 ‘인물’보다 ‘인물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서동욱의 작업을 

논하는 이 글에서 필자는 ‘인물’을 고집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동욱의 화면이 인물들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들을 재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imi를 찾을 

때도, 이승현을 찾을 때도, 그리고 회화 속 인물들이 묘사 될 때도 그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그리고 있는/찾고 있는) 자의 기억(생각)에 있다. 

그러기에 서동욱의 화면 속 인물들은 마주하고 있는 자(인물)를 재현하고 있는 대상이다. 

즉, ‘인물들’ 너머에 존재하는 ‘인물’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주체를 형상화하는 개별적 인물들

서동욱이 자신의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던 <Mimi>(2004)는 ‘연애에 탕진한 나의 20대에 

바침’ 이라는 말과 함께 끝을 맺는다. <Mimi>는 한 여성이 남기고 간 상자에서 시작된다. 

그 상자에는 그녀의 파리 생활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정지된’ 사진들이 있다. 그것은 그녀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서동욱은 그 지점을 ‘정지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

신의 기억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서사로 전환시킨다. 대상은 현재 부재하고 그것의 파편들만 

남아있다. 이러한 단서들을 가지고 인물을 구성하는 것은 한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그

곳에는 반드시 기억의 주체(서술의 주체)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작업의 종착점이 

‘Mimi’라는 여성이 아니라 ‘나의 20대’로 향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영상 작업인 <불꺼진 극장의 거리>(2007) 역시 한 인물에 대한 회상, 그리고 그를 

찾아가는 과정에 중심서사가 놓여 있다. 그러나 <Mimi>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인물은 정체

를 드러내지 않고 작가의 기억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또 다른 화면에 등장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은 이승현의 이야기가 흐르는 매 순간 그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무

언가를 찾고 있다는 지점을 제외하고 두 인물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 두 개의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목소리는 이승현의 이야기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일견 정체모를 남자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목소리의 주인공이 몰고 있는 차의 강한 헤드라

이트 앞에 노출된 남자가 불빛을 받고 정면을 응시 할 때(이 지점에 이를 때까지 두 개의 

채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번도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던 불특정 다수

였을 정체모를 남자가 이승현의 화면에 개입하게 된다. 

회화 속 인물은 <불꺼진 극장의 거리>에서 강한 헤드라이트를 받으며 화자와 마주하는 순

간과 마찬가지로 강한 플래시를 받으며 서 있다. 그들은 <Mimi>와 <불꺼진 극장의 거리>

와 다르게 철저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강한 플래시와 정면을 향한 시선은 인물을 실재

적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마주침의 순간)에 달라붙게 하려는 듯 납작하게 밀착

되어 있다. 그곳에는 인물이 가졌을 법한 전후의 서사구조는 차단되고 오직 마주보는 주체

가 포착한 시선만이 담겨지게 된다. 그러기에 사실적인 세부적인 표현보다는 빛이 투여될 



당시에 포착된 순간을 색면을 통해 표현하고 강조한다. 그곳에는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시선 자리한다. 최근 그의 작업은 공간을 평면화해서 인물을 강

조하는 것에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한 공간(자연 환경)에 놓인 인물을 그리

는 방향으로 작업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그의 플래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인물에서 

자연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물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물에서 획

득한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는 지금 인물화에서 획득한 회화의 

방법을 들고 세상을 거닐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확장된 세계에서 그

것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