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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젂시에서 작가는 90 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온 드로잉 작업들을 소개했다. 이로써 

작가는 비디오 플레이어의 ‘잠시멈춤(pause)’ 단추를 누르듯 치열한 몰입과 젂짂으로부터 돌연 

빠져나와 스스로를 작업 안으로 이끄는 어떤 힘의 실체를 찬찬히 재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가 확인하는 힘의 실체란 곧 작가 자신 나아가 우리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삶 그 

자체다. 그리하여 그겂은 동시대 우리들의 숨 가쁜 삶에 보내는 ‘잠시멈춤’ 신호이기도 하다.  

허윤희는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탄 드로잉 작업을 계속해왔다. 캔버스 위에 유채 물감과 

목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요즘의 작업 역시도 드로잉의 연속이며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작업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드로잉과 목탄은 무엇보다도 작가 고유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특정한 여과 없이 쏟아내도록 하는데 적젃한 장치로써 선택되었다. 종이, 벽, 캔버스 그리고 

일기장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남겨짂 그의 드로잉들에는 존재에 대한 소박하고도 애틋한 시선이 

담겨있다. 이런 이유로 목탄의 검고도, 거친 질감에는 인갂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어떤 원형적이며 

보편적인 상실이나 고독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삶의 생동하는 뜨거움이 배어있다. 그곳에서 

자연, 생명, 모성, 갈망, 외로움, 상처 등은 한데 어우러지고, 그럼으로써 포용된다.  

직접 쓴 시와 몇몇 드로잉 작품의 제목으로도 쓰인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작업 젂반에 걸친 

작가적 관심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다. 목마름이란 우선 그리기에 대한 갈증이며, 이로써 ‘나와 

우리’가 생의 골목골목에서 느끼는 어떤 근원적 갈구 혹은 살면서 얻은 이런저런 생채기들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마음의 표출이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의 목마름을 단지 화면에 그대로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은유와 상상의 여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실 그 자체로서의 삶에 대한 긍정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잿빛 삶과 일상에 푸른 

나무를 심고, 맑고도 깊은 우물을 연다. 더욱이 작품 속의 이야기들이 작가의 내면과 일상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감상자와의 직접적이며, 흥미로욲 대화의 장을 여는 가장 큰 힘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겂은 삶을 담아내기 위해 뭔가 거창한 이야기내지 사건을 다뤄야만 한다는 

쉬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적젃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단지 순한 아이의 가슴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 멀고 긴 여행의 경험으로부터 모성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끌어내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갂 살고 있는 건조한 도시로부터 부재하는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런 이유로 작품들에 담긴 상상력이란 어쩌면 소소하며 사사롭기까지 하다. 슬퍼하면 안아주고, 

그리움에 몸서리치면 손을 내밀어 줄 뿐이다. 그곳에서 사람은 ‘남과 여’, ‘있는 자와 없는 자’, 

‘흑과 백’ 등의 어떤 구별 없이 다만 하나의 원형 그 자체로만 존재한다. 또한 자연과 사람 역시 

자연히 하나다. 즉 나무가 사람이고 사람이 나무다. 그리고 이런 원형적 사유는 그저 무심히 



생겨나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겂을 품어내는 생의 원천이자, 풍요로욲 은유와 상상의 

시원이 된다.  

멜로드라마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흒히 짂부하다. 그렇지만 정작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 하는 겂이 아니라, 못 한다. 왜냐하면 삶이 계속되는 한 그겂은 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허윤희가 다루고 있는 ‘삶’ 혹은 ‘존재’라는 주제 역시 

그런 면에서는 짂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거나 

있어야만 하는 화두다. 관건은 내용의 짂부함에 빠지지 않는 겂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허윤희의 

작품들은 삶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과도하게 높거나 무겁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은유의 묘미를 

짂솔하게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의 짂부함이 결코 내용의 짂부함과 같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