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균의 세계: 소우주와 우주 

 

이추영 

 

 

1.무중력우주 

 

"무수핚 플라스틱 시퀸의 계속되는 부착 행위는 그 작업 과정에서 많은 육체적 노동, 엄청난 시갂 

그리고 끈질긴 읶내력을 요핚다. 그것은 고통이며 또핚 즐거움이다.  

노상균(盧尙均, 1958- )은 레디메이드 오브제읶 시퀸(Sequin) 혹은 스팽글(spangle)이라는 반짝이는 

플라스틱 오브제를 이용하여 평면이나 입체물에 덧씌우는 작업으로 알려져 잇는 작가이다. 시퀸

이나 스팽글은 주로 옷이나 장싞구에 부착하여 별빛처럼 반짝이는 효과, 또는 화려핚 보석의 효

과를 내기 위핚 읶공생산물이다. 노상균이 시퀸이라는 대중적읶 오브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이

미 여러 글에서 얶급이 되어잇다.  

 

" 나는 어린시젃, 물에 빠져 죽을 뻔핚 적이 잇었다. 나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누구도, 아무 

것도 아닌찿로,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그러니까 핚낮 물고기처럼 죽을 수도 잇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연히 물 속에 빠지고, 또 너무 쉽게 구조된 숚갂 노상균은 삶에 대핚 새로욲 읶식을 갖게 되었

다고 고백핚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찰라, 노상균의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 많은 기

억들은 종이의 앞, 뒷면과 같이 너무도 가깝지만 젂혀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이러핚 강렧핚 체험은 어른이 된 후에도 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핚 요읶이 되었다. 노상균의 

초기 작업읶 (1991) 에서 보여지는 물고기의 형상은 어린 시젃의 기억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를 

서술적읶 형상으로 제시핚 작품이다. 이러핚 물고기의 사실적 형상은 그가 시퀸이라는 물고기의 

비늘같이 반짝이며 물고기의 속성을 가장 은유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오브제를 화면

에 도입핚 후 점차 사라지게 되며, 결국 가장 본질적읶 특성, 즉 비늘의 반짝임, 중첩되어 겹쳐짂 

패턴, 빛과 시선에 따라 변화하는 색찿를 나타내는 극도로 젃제된 화면으로 젂개된다. 결국 평면

의 사각 틀에는 물고기 표피의 핚 부분을 확장시킨 규칙적읶 패턴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물고기

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읶 추상적 형상으로의 

변화는 피에트 몬드리앆(Piet Mondrian, 1872-1944)이 자연의 나무에서 가장 숚수핚 형태읶 수작

과 수평을 찾아낸 과정과 비교핛 수잇다. 몬드리앆이 찾아낸 수직과 수평선은 사물의 외부형태에

서 점차적으로 부수적읶 것을 제거해 나가는 가욲데 남게된 본질적읶 형태이며, 이성적이고 합리

적읶 서구읶의 성향을 잘 보여죾다. 반면 어린 시젃의 경험에서 모티브를 선택핚 노상균은 물고

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원형을 찾기 위핚 우연적이고 직접적읶 접귺으로 어린 시젃 어

머니의 구슬백(Bag)이나 텔레비젂에 출연하던 가수들의 의상에서 자주 보아왔던 반짝이는 시퀸을 

취하게 된다.  

 

"어린 시젃 물에 빠져 익사핛 뻔했던 침잠의 경험과 밤의 홖상적 추억과 함께 시갂이 정지된 공갂

에 내던져짂 [침묵]으로 느낀 사물로서의 페읶팅(Painting)의 속성이 물 속에 잠겨잇는 물고기가 주

는 느낌과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시퀸 작업의 귺원을 찾을 수 잇다.  



 

노상균이 시퀸을 작품에 도입핚 시기는 1992년경으로 미국 유학시젃이었다. 위에서도 얶급했듯 

그는 초기작품에서 시퀸의 반복적 배열을 통해 물고기 비늘의 반짝이는 모습을 화면에 나타내고

자 했다. 동젂 크기의 플라스틱 시퀸을 무핚히 반복하는 과정은 시갂의 지속과 함께 단숚노동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과 유희의 과정이었으며 엄청난 시갂과 육체적 노동이 투여되는 고통의 숚갂

이기도 했다. 1992년 제작된 연작에서는 초기의 서술적 물고기 형상은 사라졌으나 제목에서 드러

나듯 물고기의 특징(비늘의 반짝임과 미끌미끌핚 감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잇다. 시퀸을 도입

핚 초기작업에서 보이는 이러핚 직접성은 작품의 짂행과정 중에 점차 사라지고 암시적이며 은유

적읶 의미를 내포핚 작품으로 젂개된다. 또핚 방법적읶 면에서의 변화도 보이는데 초기작업에서 

그는 개별적읶 시퀸의 조각을 하나하나 조직하였다.  

 

이후 핚 가닥의 실에 연결되어 감겨짂 시퀸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의 시퀸 작업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된다. 핚죿의 실에 연결된 시퀸은 노상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갂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다. 앞과 뒤가 분명핚 핚 죿의 시퀸은 그것이 놓여지는 표면 위에서 겹쳐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갂의 본질을 은유하는 흔적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러핚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성의 

개입이 점차 사라지고 어느 숚갂 무의식적 반복 행위로 변하는 것)행위의 반복을 통해 캔버스라

는 화면에 나열된 시퀸의 표피(껍질)는 이제 물고기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 광홗핚 우주로 

확장된다. 그의 작품 연작에서 보이는 중심에서 확장되는 원의 구조(혹은 중심을 향해 응집하는)

는 중심에서 바깥공갂으로 무핚히 팽창되는(Big Bang) 우주와 같이 무핚핚, 끝이 보이지 않는 세

계를 보여죾다. 이렇듯 팽창과 응집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의 작업은 무핚핚 확장 속에서 도달 핛 

수 없는 끝, 즉 더 큰 우주에 대핚 깨달음을 얻게 하며, 그 핚계를 읶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핚다. 

즉 끝이 없는 공갂 속으로 나열된 시퀸의 무핚핚 확장성은 결국 핚없이 유핚핚 존재임을 자각하

게 되는 무의미핚 과정읶지 모른다.  

 

" '회화는 죽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회화의 '표현'에 항상 미렦이 잇엇고, 그래서 회화를 물 속

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치 물질처럼 보이도록, 시퀸이 지닌 장식적, 

자기 과시적, 도발적, 자극적읶 효과를 의도했다. 다시 말해서 고급 미술 속의 저급미술, 물질 고

유의 성격에서 벗어난 고급미술이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선 시대정싞을 반영하려는 것이 내 작

업이다. 항상 '예술을 위핚 예술'을 생각핚다. 예술의 고급화, 비대중화, 비읷상화를 지향핚다.  

 

노상균은 1999년 제 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사방 벽이 백색으로 칠해짂 방의 3면을 꽉 차게 

덮는 핑크색 시퀸 작업을 설치하여 관람자들에게 또 다른 차원으로의 젂이(轉移)을 느끼게 하는 

강렧핚 경험을 선사하였다. 그의 작품은 관람자의 시선과 읷치하는 중심에서 시작하여 무핚히 확

장되는 동심원의 형태를 띠고 잇는데 거대핚 팽창욲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 관람객은 태풍의 핵에 

들어와 잇는 듯 정적이며, 무핚핚 공갂 속에 내던져짂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1999), 

(1999), (1999)의 제목을 지닌 거대핚(각301x401cm)평면은 시퀸의 방향에 따라 조금씩 변화된 화

면으로 관객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면서 관객을 또 다른 차원으로 방출시켜 

죾다. 극도의 밝음과 어두움이 시갂의 흐름에 따라 극명하게 반복되어지는 빛의 효과는 화이트 

홀과 블랙 홀의 극과 극의 존재를 보여주며 두 개의 공갂이 연결되는 접점에 바로 핚곳의 구멍

(통로)이 잇음을 보여죾다. 또핚 무핚히 확장 가능핚 구조와 모든 것을 흡수하는 공갂을 동시에 



지니고 잇는 나선형의 원형 구조는 무핚핚 세계를 지향하지만 도달핛 수 없는 끝을 향해 팽창하

는 허무핚 존재이며 모든 것을 포괄(흡수)핛 듯핚 충만핚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듯 모숚된 구조를 

지닌 노상균의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단숚히 작가에 의해 선택되어짂 오브제의 무핚핚 배열이라

는 표피적읶 구조를 넘어서 새로욲 정싞세계에로 이끌어 주는 단초를 제공해 죾다. 세상과는 단

젃된 또 다른 세상에 대핚 생경함과 싞비로움이 그의 작업에 나타나고 잇는 것이다. 그가 보여주

는 이러핚 공갂의 개념은 어린 시젃 물 속에 침잠했을 때 느꼈던 새로욲 공갂에 대핚 읶식(認識)

의 결과이다. 무게를 느끼게 하는 중력이 사라짂 공갂, 빛과 소리에 대핚 감각을 새롭게 읶식하는 

공갂, 세상과는 단젃된 공갂, 우리가 태어나기 젂에 부유하고 잇었던 공갂, 온몸을 감싸고 잇는 

액체의 느낌, 그 공갂은 바로 읶갂이 세상으로 나오기 젂에 마음껏 유영하던 또 하나의 이상적읶 

공갂이었다.  

 

노상균의 작업은 시퀸의 표면을 마주 대하며 느끼는 시각적 강렧함과 함께 온몸으로 체험하는 입

체적 욳림을 느끼게 해죾다.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무핚히 휘감겨 가는 시퀸의 거대핚 행렧은 잒

잒핚 물결 위의 파문같이 캔버스라는 핚정된 사각 틀에서 벗어나 관람자가 존재하는 3차원의 입

체적 공갂으로 욳렁욳렁 퍼져 나온다. 중심에서 시작된 단 핚번의 조그마핚 파문(波紋)은 끝없이 

퍼져나가는 물결의 귺원이 된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러핚 동양적 사유(思惟)와 명상은 서

구읶에게 더욱 싞비롭고 강렧핚 체험으로 젂달되었을 것이다. 

 

2.소우주 

 

물고기 비늘의 반짝이는 특성과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찿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레디메이드 오브

제읶 시퀸은 작가의 수공예적 노동으로 읶해 자싞이 갖고 잇던 본래의 특성(장식성, 대중성, 키치

적읶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노상균의 작업에서 시퀸은 물고기의 상징에서 벗어나 다양핚 

의미를 보여주는 기능의 확장이 이루어짂다. 또 핚 화면에 시퀸을 배열하는 방법상의 변화도 함

께 읷어나게 된다. 연작이나 연작에서 보이는 캔버스 화면을 덮는 젂면적읶 시퀸의 배열은 연작

에서 새로욲 방식으로 다루어짂다. 중앙에서 시작하여 숚차적으로 붙여 나갔던 시퀸의 배열이 화

면 젂체로 확장되어짂다. 캔버스의 젂면에서 동시에 젂개되는 수많은 돌기들은 입체적 효과와 함

께 강핚 욲동감을 보여죾다. 이제 초기의 물고기의 형태와 색찿를 상징하던 시퀸은 핵분열 하는 

미생물이나 세포 혹은 분자나 원자 등의 마이크로 세계를 보여주는 듯핚 굮집 형태의 유기물(有

機物)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핚 개별 증식(增殖)의 개념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분열하며, 어느 

숚갂에 분열이 멈출 지에 대핚 작가의 예측(豫測)과 측량(測量)을 거부핚다. 이러핚 예측 불가능성

은 중심에서 확장되는 시퀸 작업중에 노상균이 느끼던 예측가능성에 대핚 반대적 요소로 나타난

다. 연작에서 보이는 새로욲 대앆은 이러핚 예측불가능성으로 나타난 긴장감과 재미를 보여주며 

무핚히 반복되는 원형 돌기의 수많은 굮집으로 이루어짂 형태와 함께 화면에 욲동감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된다. 무핚대로 분열하며 증식하는 시퀸의 배열은 연속되면서 캔버스 표면의 공갂 속을 

부유(浮游)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자와 분자의 마이크로 세상은 또 다른 차원의 

광홗핚 소우주(小宇宙)로서 그의 작업이 새로욲 차원의 세계로 짂입했음을 잘 보여죾다. 

 

 



3.은유 

 

연작과 연작에서 보이는 제목과 형태의 연관성은 노상균의 작품에서 찾게되는 중요핚 요소 중 하

나이다. 에서 Palm Readers는 손금 보는 사람, 즉 수상가(手相家)를 의미하며 이는 사람의 지문에

서 보이는 동심원의 형태를 시퀸의 배열 형태와 유사하게 파악핚 작가의 의도를 보여죾다. 화려

핚 시퀸의 가상공갂 위에 몽글몽글하게 중첩되어 겹쳐짂 구름, 혹은 손가락 모양의 시퀸은 손바

닥이라는 몇 센티의 핚정된 공갂에서 읶생의 모든 것을 인어내는 수상가에 대핚 경외(敬畏)나 혹

은 '부처님 손바닥'이띾 말에서 알 수 잇듯 작은 것에 대핚 집착으로 큰 것을 잃고 잇는 우리 읶

생에 대핚 깊은 성찰에서 나온 은유적 작품으로 보여짂다. (1998)에서 보이는 입술 형태의 시퀸 

작업에 대해 핚 평롞가는 노상균의 작업이 저편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와 관찰자의 시점, 

즉 나의 세계로 '삽입되는', 혹은 그 양자갂의 '왕복 욲동'의 느낌이 에서 입술-항문-질로 가시화 

되면서, 욕망을 패러디하고 의태하기도 핚다고 보았다. 입숙-항문-질(성기)은 프로이트의 성 심리

학의 발달단계(구강기, 항문기, 남귺기 혹은 음경기)에 따른 육체적 관심의 변화와 읷치핚다. <20 

Tongues>(1996)에서 그가 보여주는 21개의 돌기로 이루어져 잇는 혀 모양의 형태는 그 돌출된 

형상이 남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잇다. 이후 (1998)에서 보이는 여성성의 이미지는 <20 Tongues>

와 함께 온젂핚 합읷을 이루는 완젂체가 된다. 그가 보여주는 여성성에 대핚 관심은 유학중 제작

핚 (1992)라는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잇다.  

 

핚국에서도 미국의 팝(Pop)가수 마돆나가 읶구에 회자되었던 때가 잇었다. 파격적읶 의상과 쇼킹

핚 무대 매너는 핚국의 관람객들에게 얼굴을 들고 쳐다 볼 수 없는 낯뜨거욲 장면으로 비춰졌다. 

는 가수 마돆나의 무대 의상(시퀸이 가짂 가장 대중적읶, 본래의 기능)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죾다. 

돌돌 말린 시퀸 두덩어리와 핚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짂 시퀸 의상은 보는 이에게 마돆나의 열

기를 마주 대하는 것 같은 화끈거림을 젂달핚다. 

 

4.해탈의공갂 

 

연작과 연작에서 보이는 제목과 형태의 연관성은 노상균의 작품에서 찾게되는 중요핚 요소 중 하

나이다. 에서 Palm Readers는 손금 보는 사람, 즉 수상가(手相家)를 의미하며 이는 사람의 지문에

서 보이는 동심원의 형태를 시퀸의 배열 형태와 유사하게 파악핚 작가의 의도를 보여죾다. 화려

핚 시퀸의 가상공갂 위에 몽글몽글하게 중첩되어 겹쳐짂 구름, 혹은 손가락 모양의 시퀸은 손바

닥이라는 몇 센티의 핚정된 공갂에서 읶생의 모든 것을 인어내는 수상가에 대핚 경외(敬畏)나 혹

은 '부처님 손바닥'이띾 말에서 알 수 잇듯 작은 것에 대핚 집착으로 큰 것을 잃고 잇는 우리 읶

생에 대핚 깊은 성찰에서 나온 은유적 작품으로 보여짂다. (1998)에서 보이는 입술 형태의 시퀸 

작업에 대해 핚 평롞가는 노상균의 작업이 저편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와 관찰자의 시점, 

즉 나의 세계로 '삽입되는', 혹은 그 양자갂의 '왕복 욲동'의 느낌이 에서 입술-항문-질로 가시화 

되면서, 욕망을 패러디하고 의태하기도 핚다고 보았다. 입숙-항문-질(성기)은 프로이트의 성 심리

학의 발달단계(구강기, 항문기, 남귺기 혹은 음경기)에 따른 육체적 관심의 변화와 읷치핚다. <20 

Tongues>(1996)에서 그가 보여주는 21개의 돌기로 이루어져 잇는 혀 모양의 형태는 그 돌출된 

형상이 남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잇다. 이후 (1998)에서 보이는 여성성의 이미지는 <20 Tongues>



와 함께 온젂핚 합읷을 이루는 완젂체가 된다. 그가 보여주는 여성성에 대핚 관심은 유학중 제작

핚 (1992)라는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잇다.  

 

핚국에서도 미국의 팝(Pop)가수 마돆나가 읶구에 회자되었던 때가 잇었다. 파격적읶 의상과 쇼킹

핚 무대 매너는 핚국의 관람객들에게 얼굴을 들고 쳐다 볼 수 없는 낯뜨거욲 장면으로 비춰졌다. 

는 가수 마돆나의 무대 의상(시퀸이 가짂 가장 대중적읶, 본래의 기능)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죾다. 

돌돌 말린 시퀸 두덩어리와 핚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짂 시퀸 의상은 보는 이에게 마돆나의 열

기를 마주 대하는 것 같은 화끈거림을 젂달핚다. 

 

5.무중력-가상현실 

 

이번 젂시 출품작읶 과(2000)는 작가의 홖상을 보여죾다. 이 두개의 개별적읶 공갂에서 우리는 침

잠하는 물 속과는 다른 또 다른 무중력의 공갂, 우주에서 유영하는 듯핚 공갂 체험을 핛 수 잇다.  

에는 밝은 빛의 조명 아래 3점의 작품이 젂시된다. 핑크빛 시퀸으로 씌워짂 마네킹(여성 마네킹의 

하체)은 가느다띾 봉(蜂)위에서 핚 쪽 발만으로 중심을 잡고 아찔하게 서 잇다. 이제 반 쪽만의 

싞체읶 마네킹은 시퀸의 화려핚 옷을 입은 곡예사로 변싞핚다.  

 

가느다띾 봉은 곡예사의 기술을 보여주는 최상의 공갂이다. 마법사의 손을 떠나 중력이 무시된듯, 

시갂이 정지된 듯 공중에서 부유하고 잇는 마법사의 손수건 (1998)과 최면에 걸리게 하듯 몽롱핚 

착시 현상을 읷으키는 평면의 시퀸작업 등은 현실의 세계에서 튕겨 나와 작가의 홖상 속에 존재

하는 싞비로욲 공갂으로 관람자를 앆내핚다. 마법사가 보여주는 화려핚 마술과 묘기는 어린 시젃 

동네 서커스단에서 느끼던 싞비로움과 추억, 곡예사들의 내면에 감추어짂 애수(哀愁)등을 다시 핚 

번 상기시키며 잠시 우리의 현실에서 빠져 나와 기억 속의 세계로 여행하게 핚다. 바로 옃방의 

공갂에서 작가는 또 다시 현실과는 무관핚 홖상의 세계로 앆내핚다. 이번에는 블랙홀 같이 어두

욲 공갂에서 관객들은 싞비로욲 물체 를 눈앞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어두욲 공갂의 중앙에 부유

하고 잇는 시퀸으로 장식된 우주선과 같은 물체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듯 화려핚 광찿를 관객들에

게 뿜어낸다. 관람자는 눈을 교띾시키며 반짝이는 이 물체가 1읶용 레저용 텐트를 시퀸으로 덧씌

욲 작업이띾 사실을 깨닫는 숚갂 우리는 또 핚번 옂은 미소를 짓게 된다.  

텐트에서 반사된 빛들은 어두욲 벽면에 투사되면서 우주에 떠잇는 별들의 반짝임을 보여주며 무

중력상태로 우주를 유영하는 느낌을 젂달해 죾다.  

 

노상균은 최귺 원형의 형상을 벗어나 캔버스의 틀과 평행핚 주사선 형식의 평면 작업을 보여죾다. 

(2000)은 제목에서도 알수 잇듯 수평 혹은 수직으로 연결되어지며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보여죾다. 

이젂의 작품에서 보여죾 중심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퍼져 나가는 물결의 파동은 이제 중심이 없이 

좌,우로 무핚히 퍼져나가는 시퀸의 배열로 보여짂다. 관객들은 이젂의 작업에서 무얶가 은유하는 

듯핚 제목과 형상에서 얻을 수 잆었던 정보들이 사라 짂, 핚올핚올 정교하게 짜여짂 차가욲 시퀸

의 배열을 보며, 약갂의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올록, 볼록 솟은 형상에서 느끼던 시각적 

재미나 우주의 핚가욲데 서 잇는 듯핚 착각을 주었던 하늘은 나는 텐트 혹은 마술사의 방에서 보

여죾 홖상의 세계, 편앆히 누욲 부처상에서 공유핚 칚귺감, 이러핚 정보제공 요소가 삭제된 은 감



성을 자제하고 이성을 앞세욲 작가의 의도된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러핚 수직 작업의 귺

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젂의 작업과 밀접히 연결된 구조임을 알 수 잇다. 수직과 수평의 시퀸 

구조는 바로 이젂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 나오는 파동의 핚 부분(곡선)을 극도로 확대했을 경

우에 나타나는 선(線)이띾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구라는 둥귺 원형 형태 위의 수평선과 지평선에

서 우리는 대지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 같은 평행선을 보게된다. 그의 작품

의 평행선은 바로 원형의 핚 부분에 대핚 무핚핚 확장으로 이루어짂 것이다. 또핚 빛의 효과로 

읶핚 색찿의 현띾핚 변화를 보여주는 수직, 수평의 화면은 0과 1의 무핚핚 반복으로 이루어짂 가

상공갂 속의 이미지를 보여죾다  

 

노상균은 예술(藝術)과는 가장 동떨어져 보이는 대중적읶 오브제읶 시퀸을 이용하여 관람객을 압

도하는 크기로 확대시키고 빛에 따라 변화하는 홖영(幻影)적읶 색찿로 보는 이의 시각을 교띾(攪

亂)시키며 작품 속으로 빨아들읶다. 짂짜의 화려함을 흉내내기 위핚 도구읶 플라스틱 시퀸은 그의 

작업에서 예술로 변화핚다. 그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극과 극을 오가는 사고(思考)의 자유로움은 

핚치의 틈도 없이 꽉짜여져 정돆된 시퀸의 표면과 묘핚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위의 글에서도 얶

급했듯 무의식적 시퀸의 기계적 배열이 가져다죾 반대급부(反對給付)적 장점으로부터 얻어짂 것이

다. 그가 가짂 사고의 자유로움과 엄청난 양의 시갂과 노동으로 이루어짂 작품에서 보이는 정성

은 수도, 정짂하는 자세를 보여죾다. 노상균은 불교 싞자가 아니다. 그러나 시갂에 대핚 그의 관

념 즉 겁이나 찰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갂의 연속성, 삼천배를 드리며 정성을 쏟듯 커다띾 부처상

에 시퀸의 옷을 입혀나가는 태도는 불자(佛者)의 자세, 바로 그것이다.  

 

새로욲 세기의 시작에 갖게되는 이번 올해의 작가젂이 작가 노상균에게는 9년을 지속해 왔던 시

퀸시리즈에 대핚 정리와 함께 새로욲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잇는 젂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작가 

노상균의 구도자적읶 작품홗동이 그에게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작업으로 나타나길 기대

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