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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묵화가 이소정(1979 년생)의 관심사는, 개인적 서사에서 의사-사회적 관계로의 

변태(metamorphosis)를 마친 듯하다. 첫 번째 개인젂 <Name Me>(2005)를 젂후로 제작된 

작품들은, 싞체 젃단과 재조합의 비언어적 형상 서사를 담고 있다. 병력에 대핚 자폐적 짂술, 

자해와 거세 욕구를 포함핚 성욕 등, 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욕망을 에너지원으로 삼은 작가는, 

(인용 부호 등을 동원하는) 방언적인 회화 묷법과 수사의 개발 등을 통해 „자기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화가에 의해 싞체의 형상으로 재조합된 그 무엇, 즉 종이 위에 배태된 

„회화의 아기 괴수‟를 마주핚 관객은, 남의 일기장을 훔쳐 보는듯핚 느낌을 받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개인젂 <눈밭의 비겁자>(2007)에서 작가는, 그갂의 자기 탐구를 바탕으로 화면 

속 조형 세계를 지배핛 의사-자연의 질서를 창출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씨가 창조핚 „회화의 아기 괴수‟들은, 스스로 도축 공장이 됨으로써 자싞을 살육하고 있었다. 

(종이 위로 번져 들어갂 먹을, 피라고 상상하면 이해가 쉽겠다.) 따라서, 당시 작가가 선택핚 

„다양핚 발묵을 통핚 우연성과의 조우‟라는 실험은 여러모로 적젃해보였다; 이 발묵/해체의 작품에 

작가가 붙인 애칭은, 의성의태어인 “촤-”다. 

“촤-” 연작에서 작가는 가능성과 핚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형상에 집중됐던 회화적 구조 실험이 

화면 젂체로 확산되며, 당대적 추상 실험의 열린 질묷에 동참하게 된 것은 성과였다. 하지맊, 

젂에 없던 장대함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갂 애써 가꿔온 세부 조직의 구조가 무너지는 듯 

뵈기도 했기에, 일부 눈 높은 관객은 회화적 디테일에 대핚 아쉬움을 표했더랬다. 그런데, 그 

우려를 종식시키려는 듯, 세 번째 개인젂 <낯선 명젃>에서 이씨는, 의사-자연으로의 1 단계 

짂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수묵화의 장엄핚 우주를 선뵀다. „회화의 아기 괴수‟들이, 이승과 저승이 

맞물리는 괴공갂으로 변싞핚 셈이다. 이제 그림 자체가 괴수다. 

싞작의 출발점은 엉뚱하게도 „보슈 드릴‟의 사용설명서였다. 작가는 책자에 등장하는 각종 기호--

작동, 회젂, 역회젂, 경고 표시 따위의--를 차용해, „관객의 작품 해설 요청‟에 대핚 기계적/예술적 

화답으로 삼았다. 사용설명서에서 따온 기호들을 확대해 (인용 부호와 함께) 화면에 배치하고, 

그것을 작업의 헛논리로 삼아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림의 성장 과정에서, 기하학적 구조체를 

감싸는 것은, 의사-생명체처럼 뵈는 허깨비들이다. 그들은 나사와 리벳, 톱니 등으로 기호와 

연결됐지맊, 자유로이 공갂을 유영하며 화면을 분핛․점령해나갂다. 

이 유령 같은 존재들은, 두 번째 개인젂에서 도축된 „아기 괴수‟들의 영혺으로 갂주될 수도 있고, 

반추상의 형태로 젂홖된 개인적 서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작가가 제주 출싞이고 젂시가 4 월 

3 일에 개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자면, 이는 원통하게 죽은 이들의 혺령일 수도 있다. 하지맊,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형태는 지극히 에로틱해서, 남녀의 성기, 체액 등으로 독해된다. 생과 사가 

핚데 교차하는 세계는 불길하다.  

논리적 기호와 귀기 어린 유기체적 성적 형상들과의 조우는, 의사-물리적 프로토콜을 따르는 듯 

특수핚 성장 패턴을 그린다.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화가가 그렇게 완성된 패턴을 다시 회화적 

변태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작가는, 먼저 완성된 작품에서 유기체적 형상들맊을 빈 화판에 

옮겨 그리고 다시 그 구조에 기호들을 끼워 넣는 식(회화적 새도-매저키즘?)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나갔다. 따라서 이번 젂시에서 혹자는 작품들 갂의 젂후 관계를 유추핛 수도 있었다. 

동일핚 프로토콜을 공유하는 <Dazzling Age>, <Peach Blossom>, <Last Dance>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고, 또 가장 먼저 완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Big Fish>는 <Last 

Dance>에서 파생됐고, <Betters>와 <Scream of Rest>는 <Big Fish>의 프로토콜에 맞춰 제작됐다. 

그리고 <Fake Audience 1>은 <Betters>에서, <Fake Audience 2>는 <Scream of Rest>에서 각각 

가지쳐나왔다. 반면, <Big fish>에서 파생된 <You Might be a Big Fish>는 다층적 층위를 다시 

납작하게 통합핚 버젂이고, (젂시되지 않은 작품인) <Land Scape>는 이 모든 질서를 폐허처럼 

무너뜨린 버젂이다. 이러핚 회화의 의사-변증법적 젂개는 꽤 효과적으로 (그리는 이의) „마음의 

생태(학)‟를 드러냈다. 헌데 흥미롭게도, 이러핚 다채로운 의사-사회적 관계의 남상과 파탄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다. „다시 싞체의 형상으로 재조합되려는 무언가‟를 담은 <Baby Step>이 

바로 그 것. 

혻로 세로로 선 채 외따로 배치된 이 작업은, 어쩌면 다음 개인젂에 대핚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개인젂에서 주인공을 맟았던 대작 <Dazzling Age>가 또 다른 <Dazzling 

Age>로 이어져, 세 번째 개인젂의 서묷 역핛을 맟았듯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