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속 그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떻게 다른 차원의 회화적 문제들이 결합하는가?

강수미 미학( )

짧은 리뷰1.

기억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난 년 송명진의 금호미술관 개인전 풍경. 2005 , <

의 표면 에 붙인 서문에서 이 작가의 당시 그림들을 그린버그식 형식주의 미술> ,

에 샛길을 내는 젊은 세대 회화 중 한 시도로 분석했다 요컨대(Greenbergian Formalism) ‘ ’ .

그때의 송명진 그림은 모더니즘 미술 문법이 회화의 본질적 속성으로 정의한 평면성‘

을 다루되 고도의 추상이나 물질성이 아니라 관객의 사고를 자극하는 모호한 형상(flatness)’ ,

을 통해서 단색의 평면을 강화하거나 간섭함으로써 그 회화적 조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

한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전체가 불투명 녹색 으로 칠해진 화. (‘opaque oxide of chromium’)

면에 마치 그 화면을 잘라 뒤로 젖혀놓은 것 같이 보이는 면 들을 그린 그림이 있, ( )

다 여기서 그녀의 그림은 형상의 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면이라.(<some trace >) , ‘ ’Ⅳ

는 회화적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의식한 것이었다 부득불 주종관계로 이를 표현하자면 회. , ‘

화의 평면성이라는 것이 주 개념이고 묘사된 형상은 종 모티브가 되면서 그림의’ ( )- ‘ ’ ( )- ,主 從
부분 요소인 형상이 그림의 지적 차원과 감각적 차원 모두를 포괄한 전체 구성에 기여하‘ ’ ‘ ’

는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송명진의 그림은 좀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다. .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년에서 년 사이 그림들에서는 형상의, 2006 2007

묘사 또는 이미지로 묘사된 사건이 주를 이루고 회화의 평면성을 문제시하는 개념적 차원,

은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기의 송명진 그림이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림이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의.

구성이라 할 때 한 작가의 회화가 각 시기마다 어떤 변별점을 갖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서다 나는 송명진의 년 그림들은 그림 속 이야기의 내용이 많아지고 대신 그림. 2006-2007 ,

을 구성하고 있는 메타 개념 은 약화됐다고 본다 후자의 약화에서 결정적 요(meta concept) .

인이 역설적이게도 전자 즉 그림 속 사건을 묘사하는 디테일 이미지의 매력이라는 점이, ‘ ’

흥미롭다 말하자면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 시기 그림들은 그림을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 ,

그림 속 이미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는 그런 디테일로 채워진 그림으로서 매력을 발‘ ’ ,

휘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이즈음부터 그녀의 작품에 그림 속 세상의 행위자로 등. , ‘ ’

장한 가상의 캐릭터가 한몫했을 것이다 엉덩이와 다리로 이뤄진 하체만 있는 인간처럼 보.

이는 이 캐릭터를 작가는 손가락 인간이라 부르는데 말하자면 송명진의 그림은 이 우둔하‘ ’ ,

고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의 좌충우돌 생활기를 물론 작가가 지어낸 그림 속 삶의 우화―

로서 만화경처럼 보여주는 장 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손가락 인간 캐릭( , allegory) ( ) .―寓 場
터와 그들의 공상적 세계가 디테일하게 화면의 매력적인 이미지로 풀리는 가운데 송명진의,

작품들에서 회화에 대한 메타적 차원의 주제들 개념적 사고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 ,

것이 내 판단이다.



액자 구조 메타 내러티브의 디테일2. ,

그렇다고 작가 송명진이 자신의 미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화의 구조적 조건을 개념적으로 떠안고 가야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나는, .

첫째 작가의 초창기 작업에서부터 그 개념적 측면이 형상과 더불어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는 데 큰 흥미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맥락의 변화를 언급했다 둘째 년. , 2007

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번 성곡미술관 전시에 선보일 새로운 그녀의 그림들에서 다시,

한 번 평면성과 삽화적 이미지의 결합 결합불가능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그 점에서‘ / ’ .

송명진 스스로가 여전히 이 주제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때문에 우리 또한 여,

전히 이 논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송명진의 작품이 또 다르게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 만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

그림 속에서 삽화적 디테일이 무엇으로 작용하는가 단순한 볼거리인가 아니면 한 눈에‘ , ?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품의 개념적 성격을 알레고리적으로 전달하는 형상들인가 가 이?’

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송명진의 최근작에 대한 비평 포인트이다 핵심을 먼저 말하자.

면 이 그림들에서는 평면이라는 회화의 물리적 조건이 그림 내부 이야기의 차원과 동시에, ‘ ’

그림 외부 메타 개념의 차원에 두루 관여한다 이를테면 여전히 송명진의 그림은 예의 손가. ‘

락 인간이 등장하는 우화처럼 보이는데 그 알레고리가 지시하는 의미가 회화 일반 또는’ , ‘ ’

좁혀서 모더니즘 미술이 정의한 회화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알다시피 일반‘ ’ . ,

적으로 회화란 차원 평면에 물감과 붓 또는 그 밖의 질료와 도구 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2 ( )

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청각이나 촉각 같은 감각보다는 시각이.

우선시된다 달리 말해서 회화는 소리가 없고 만질 수 없으며 오로지 평평한 표면 위에 이. , ,

미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일반적 조건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게다가 그린버그가 모더니. ,

스트 회화에서 터부시한 환영을 유발하는 재현 형상과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 ’ ‘ ’ ,

게 우리는 회화 바깥에서 회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달리 말해서 메타 크리틱( ) ? , (meta

할 수 있을까critic) ?

송명진이 구축한 해법은 액자 구조이다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우화의 내용이 곧 회화‘ ’ . ‘

일반 에 대한 논평이 되고 그 논평이 말이 아닌 화면 자체의 이미지로 구현되는 이 그림( ) ’ , ‘ ’ ‘ ’

들은 다름 아닌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는 액자구조는 가시, .

적으로 그림 속에 그림을 그렸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그림의 주제를 이해하려 할,

때 내용상의 의미에서이다 이 구조가 바로 송명진의 지난 년 그림들과 이후 현. , 2006-2007

재까지 그린 그림들을 분리시키는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자에서 누릴 수 있는 시.

각적 만족과는 다른 우화적 이미지를 통한 지적 유희의 가능성을 후자에서 발견할 수 있, ‘ ’

는 요인이다 작품을 보며 이에 대해 얘기해 보기로 하자. .

알레고리의 디테일과 평면 회화의 원칙3.

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처음 보면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a foolish step 1> ,

대담하게 화면의 거의 할 정도에 걸쳐 칠해진 녹색의 평면에 눈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8 .

면은 실제 캔버스 자체의 차원 공간인 동시에 그림 속에 묘사된 내용으로서 녹색종이 갈2 ,

피들이 허공에 그물 같이 매달려있어 보이는 차원 공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림 윗부분3 .

에서는 색면회화 처럼 단지 녹색으로 칠해진 면들이 점차 화면 아래로(color field painting)

내려오면서는 재현된 사물 즉 성긴 녹색종이 벽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어느 지, .

점에서라고 말할 수 없이 이 그림에서 실제 물리적 공간은 가상의 이미지 공간으로 변화하,



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송명진의 은 그림에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서. , <...step 1>

현실의 캔버스가 가진 차원 공간성을 자기 지시하면서 그 순간 또 다르게 차원처럼 재현2 , 3

된 공간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이 그림에는 회화 일반 에 대한 논평이 그림 속 알. ( )

레고리로 곳곳에 현상돼 있다 예를 들면 녹색종이 쪽지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캔버스의.

흰색 바탕 위에 드로잉 선을 연상시키는 흔적을 그려 넣은 것이 그렇다 또 모더니즘 회화, ‘ ’ .

가 작가의 현존이자 그림의 자기 지시성 으로 숭배했던 붓질(self-referentiality) ‘ (brushstroke)’,

그 붓질을 패러디한 하단의 우화적 형상들이 그렇다 짧은 붓 터치 모양을 한 그것들은 바.

야흐로 녹색종이 그물 벽에서 카드 정도 크기의 그 종이들을 떼어 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

습인데 이는 분명 그림이 그려진 얇은 이미지의 표피를 제거하고 액면 그대로의 캔버스를,

드러내려는 작가 의도가 투사된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말한 송명진의 액자 구조는. ‘ ’

그림 속에 묘사된 형상들의 디테일이 바로 메타 차원에서 회화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 ‘ ’

는 창작 행위가 되는 이미지 개념 결합방식을 뜻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 ’ . <Two Persons>

나 에서도 반복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느 것에<a foolish step 2>, <Passing through> .

는 우화의 성격과 디테일한 사물의 묘사 정도가 더 짙고 어떤 것에서는 모더니즘 회화 문,

법에 대한 코멘트의 성격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다.

이상에서 논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회화의 조건을 문제시한 그림들이 <Soft

연작이다 여기서 중점적인 문제는 앞서와 같은 회화 공간의 차원이 아니monument 1-5> . ‘ ’

라 회화에서 주변적이거나 취약한 감각인 촉각이다 작가가 자신의 집과 작업실을 오가는, ‘ ’ .

길에 마주치게 되는 벽제 지역의 석재 공장 앞에 전시된 기념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말

하는 이 그림의 주요 모티브는 다름 아닌 기이한 형태의 돌조각이다 분명히 좌대 위에 번, .

듯하게 올라 있으니 조각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이 형상들은 생기다만듯한 모습이고 보는‘ ’ ,

이가 거의 본능적으로 피부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만큼 물컹하고 푹신해 보인다 쭈글쭈.

글한 뇌같이도 보이고 혀가 구부러져 꽁꽁 매져 있는 것으로도 보이며 토끼처럼 긴 귀를, ,

여러 개 가진 머리와 엉덩이가 맞붙어 있는 괴생물체처럼도 보이는 이 일련의 그림들이 감

상자에게 주는 느낌은 분명 시각을 통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촉각적인 것이다 마치.

눈으로 캔버스의 표면을 더듬을 수 있다는 듯이 혹은 어루만져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부, ‘

드러운 기념비들이 그려진 그림들에서 시각 중심의 회화라는 고정 관념은 다시 한 번 그’ ,

전제를 의심받으며 우리 감상자의 의식 뒤로 물러난다.

다른 한편 여기서도 우리는 앞서 논한 그림들과 마찬가지의 액자 구조를 발견할 수 있

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시리즈의 그림에서 시각만이 아니라 시각이 곧 촉각과 연결되는. ,

회화의 조건을 우리는 그림을 보며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우화적‘ ’ .

형상들의 행위 또한 시각이 촉각적으로 경험되고 촉각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감각에 대해‘ ’ , ‘ ’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자는 그림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느끼는 것이다 특, ‘ ’ .

히 이 그러한데 여기서 예의 손가락 인간들은 하얗고 가는 실로 좌대<Soft monument 3> , ‘ ’

위의 부드러운 기념비를 꽁꽁 묶는 기이한 행동을 연출함으로써 그 재현된 기념비가 부드,

럽고 푹신푹신하다는 점을 감상자에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송명진의 최근 그림들을 둘러보건대 우리는 이 작가가 다시 한 번 그러나, ,

초기의 방법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회화에 대한 메타 내러티브와 삽화적 이미지를 관, ‘ ’

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명진은 얼핏 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 내부의 이야기와. , ‘ ’

회화 일반 에 대한 메타 이야기라는 다른 차원의 두 문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복잡할 수‘ ( ) ’

밖에 없는 그런 결합을 통해 커다란 회화세계에 자기만의 그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때, .



로 그 과정은 내가 보기에 우화에 경사된 표현과 디테일 이미지로 평범해지는 양상을 띠기

도 한다 또 어떤 그림은 디테일이 주는 시각적 재미와 매력이 보다 강해서 감상자가 다른. ,

어떤 생각 이를테면 그림을 그림이게 하는 구성이라든가 그림의 요소라든가 시청각적 경, , ,

험에 대해 반추할 계기를 갖기 힘들게 한다 물론 그림의 성공적인 디테일은 보는 이를 놀.

라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움직인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 . , (R. Barthes)

가 작가 솔레르스『 Sollers écrivain 에서 경이는 환희의 수줍은 시작 이라 쓴 말은 비단 문“ ”』

학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전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송명진의 최근작에서 볼 수 있듯.

이 그림 감상의 환희는 우리가 그림의 여러 차원들을 읽고 의미를 꿰고 구조를 재구성할, , ,

수 있는 터전 이미지의 표면 위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풍요롭고 충만한 것이 된다 문학작( ) .

품을 읽으며 눈에 보이듯 장면을 떠올리고 상상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와중에 세계를 경험,

해 가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