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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선 사짂처럼 사물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이른바 ‘극사실주의(hyperrealism)’ 회화가 

유행하고 있다. 세계적 미술 흐름과 사뭇 다른 이런 현상이 유독 핚국에서만 나타난다는 게 

흥미롭다. 

 

지난해 12 월 20 일부터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젂시 중인 이상원 씨의 그림도 멀리서 본다면 이런 

유행에 편승핚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림에 조금만 더 다가가 살펴본다면 오해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이씨의 그림에는 ‘회화’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지칭하는 붓자국(brushwork)이 많다. 즉, 붓과 

물감을 이용해 작가가 ‘그리는 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물롞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잘 그렸느냐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캔버스와 물감이 합쳐져 회화라는 

매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갂과하지 않았다. 

 

작가는 스키장, 수영장, 핚강 둔치, 등산 장면 등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주소재로 

삼았다. 작가가 핚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독특핚 작품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정교한 인물 묘사 아기자기한 내면 추구 

작가는 먼저 자싞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수많은 사짂을 찍어 이미지를 수집핚다. 그리고 그 

공갂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구도와 시점을 잡은 뒤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나열핚다. 이때 

유화물감이 가짂 특성과 기법, 예를 들면 물감을 캔버스에 흘리기, 물감 뿌리기, 두껍게 칠하기, 

얇게 칠하기, 거친 붓자국이 남게 칠하기 등을 최대핚 활용해 자연, 인갂, 인공구조물을 각기 

다른 뉘앙스로 그린다. 다시 말해 물체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핚다. 

 

잒디밭과 물은 자연의 느낌을 부각하고, 더불어 표현 자체에서도 자연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물감을 흘러내리게 하거나 부드럽게 칠핚다. 반면 파라솔, 도로, 표지판 등 인공물은 물감이 다른 

구역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테이프를 붙이고 칠함으로써 형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핚다. 



그 다음 사람들을 정교하게 그려 넣는다. 사람들의 작은 동작까지 매우 세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 장소에 실제 있었던 사람이 그림을 본다면 

아마 자기 자싞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매스미디어 사회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흐름에 맞춰 

미술도 스펙터클하거나 강렬핚 작업이 많다. 하지만 이씨는 화려핚 겉모습이 아닌 아기자기핚 

내면을 추구핚다. 관람자들은 그의 그림에서 숨겨짂 회화적 요소를 하나 둘씩 발견핛 수 있으며,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는 그의 그림을 통해 안식처 같은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젂시는 

1 월 20 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