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노트 한국적 일상에 관한 다이내믹한 풍경:

박상희

나의 작업은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재와 현재 한국사회의 다이내믹하고 유닉크

한 정서를 다루고 있다 카이스 갤러리 카페에서 열린 일곱 번째의 개인전을 비롯하(unique) . C

여 모두 회의 개인전을 하는 동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일상의 이미지들을 포착한 작업들을8

전시해 왔다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독특한 회화의 일루젼을 보여주고 싶었다.

난잡한 간판의 문구들이나 도시의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듯 한 풍경들 대형 할인 매장에 쌓,

여져 있는 과자 봉지들 우리는 늘 멋진 자연 풍경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 꾸고 있지만 현... ,

재 한국 사회의 풍경은 개발위주의 시대가 낳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인위적인 모습들이다 그러.

나 그런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는 한국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풍경들이 색다른 정감과 삶,

의 애착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나의 그림은 우리의 도시가 너무나 현실적이라 외면.

하고 싶을 정도로 난잡한 면을 갖고 있지만 서양 고전 예술에서 보여지는 풍경의 숭고한 아름

다움 못지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의 그림 속 도시 야경은 다이내믹하면서도 삶의 열정이 있는 번화한 상가와,

간판들 그리고 달리고 있는 택시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인공의 빛으로 단장된 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미묘한 빛이 주는 도시의 정서를 회화의 스펙타클 한 재현(spectacle)

을 통해 새롭게 만들고 싶었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대낮과는 달리 그 도시의 문화적 특.

성을 빛이라는 조형적 요소로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낮의 보편적인 빛보다 더욱 도.

시의 숨은 곳을 보여주고 문화적 독창성을 드러내는 풍경과 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 이번 전시의 작품에서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홍콩과 일본의 요.

코하마 등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된 개성이 강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플라스틱 씨트지를 캔버스에 붙이고 칼로 형태를 따 오려내는 방식이다.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씨트지가 오려지고 붙어있던 작은 조각들이 부조의

평면처럼 굴곡과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더 주목하고 싶었다 이미지는 명암이나 원근에 의.

한 상 을 통한 고전적인 회화의 기법을 따른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따고 밀도를 올리는( ) .像
작업은 씨트지의 오려진 패턴들이다 결국 한 화면에서는 원근을 따르는 눈과 패턴의 평면.

성을 보는 이중의 레이어 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작은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커다(Layer) .

란 이미지로 재 탄생시키는 광고 사진류나 브리짓 라일리 등이 했던 년대(Bridget Riley) 1960

옵아트 에서처럼 그림의 내용보다는 망막의 관성을 이용한 철저하게 비 재현적(Optical Art)

현상을 이용한다 즉 내 그림에서 울퉁불퉁한 씨트지의 조각들은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재현적 이미지와 다르게 비 재현적인 조각들로 분리된다 이 조각들은 재현적.

이미지에서 주는 일방적인 전달과 재현 대상의 제시와는 달리 감상자들에게 손을 들고 만지

고 싶게 하는 촉각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그림에서 주제로 쫓아가는 눈과 화면의 재질감을 느끼려는 손의 감촉이 동시에 작동하고 눈

은 주제와 원근으로 빠지는 통로를 따라가면서 패턴의 평면성을 감지한다 정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했던 미술의 형식에서 밀려났던 물질적 가치의 존재감을 이성의 눈이 아닌 몸으로

반응하는 시기에 적절한 미술 미디어의 출현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씨트지에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균질한 마띠에르는 회화가 가져왔던 평면성의 미덕을 계승하면서 이성 의 눈만( )理性
이 아니라 감각을 반응시키는 새로운 미술의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화면 상에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씨트지의 얇은 두께가 약간의 입체감을 만들어 내 평면 회,

화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옵티칼한 감각이 작품 감상에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