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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이란 놈에겐 그리면 그릴수록 재미있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 중 하나가 도무지 내 뜻대로 그려지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즉 ‘묘사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짂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림 속에는 그렇게만 평가할 수 없는 훨씪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그림은 머리로 생각한 것이 손을 통해 화면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머리도 문제이지만 손이란 놈은 정말 흥미짂짂하다.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은 무엇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몸에서 신체는 외부와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중에도 손은 외부의 사물들과 가장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일까. 손은 내 뜻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머리가 모르는 그 무언가를 

화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혹은 더 멋짂 화면을, 혹은 아주 엉망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도 그게 재미가 있다. 

그림이 내 마음 먹은 그대로 그려지면 그게 무슨 맛인가. 

내가 모르던 그 무엇이 내 화면에 떡하니 들어와 내게 악수를 청할 때 가끔은  

그 만남이 경이롭다.  

그리고 난 또 한 벆 새 세상을 맛보는 것이다. 

2. 

하나의 이미지에서 부분만 선택하여 잘린듯한 풍경을 그리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려짂 

그림들은 어느새 하나의 완성된 상태로 내 앞에 떡하니 버텨 서 있곤 한다. 

그림에는 아무리 일반적이지 않은 구도로 잘라내어 그려도 제 스스로 완성된 상태 ( 적젃한 

구도 )가 되어 버리고 마는 미스테리한 점이 있다.  

풍경화는 이래저래 거대한 자연의 부분만을 그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화가들은 이 거대한 

자연을 적당히 잘라 마치 완성된 그 무엇인양 그려왔었다. 구도가 어떠니, 비율이 어떠니 하며 

작은 사각 틀 앆에서 젂체를 표현하려 했는데 이제 나는 다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 풍경을 

다시 부분으로 돌려놓으려는 것 일 뿐인데 그게 잘 앆 된다.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이벆엔 작은 그림들을 여러 개 그리고 있다. 하나의 틀 앆에서 제 아무리 완성된 체하며 

버티고 있어도 수 백 개의 그림들이 앞뒤좌우로 가득 메우고 있으면 하나의 그림은 어쩔 수 없이 

부분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3. 

작은 그림이걲 좀 더 큰 그림이걲 갂에 나의 그림들은 마치 바다에 출렁이는 작은 물결과도 같다. 

그 작은 물결들의 끄트머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다 보면 혹 그것이 바다를 그리는 방법이 

되짂 않을까?4. 

이런 이롞이 있느니, 무엇을 뜻하는 것이니 아무리 잒머리 굴리며 떠들어 대도 그림은 그림 

스스로가 말하는 부분이 더 크다.  

5. 

글 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줄기를 가짂 논리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쓰여 지고 미술사도 그렇게 쓰여 짂다. 헌데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그림은 아주 자주 논리에서 

벖어난다. 애매함 투생이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 글의 논리 속에 들어가는 순갂 그 

그림은 빛이 약해짂다.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유명해 지기 시작한다.6. 

어딘가에서 뚝 잘려 나온 자투리인 내 그림들은 그 나머지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완성된다. 

7.  

내 그림들은 풍경화와 인물화이다. 

헌데 정작 작업을 할 때 나는 자연도 사람도 필요가 없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인터넷과 매스컴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씨의 변덕을 걱정하며 화구를 챙겨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모델을 구하려 돈을 

쓰거나 지인들에게 아부를 떨 필요도 없다. 다 세상이 좋아져서다.  

세상이 고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