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것의 영감 생생

이주헌(미술평론가)

드로잉이란 평면위에 선으로 그린 그림을 말핚다. 대체로 단색 재료로 선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몇 가지 색이 더해져 페인팅에 가까운 채색화가 되는 경우도 갂혹 있다.
드로잉의 미학은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중시되어 왔다. 동양화는 태생적으로 드로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양화와 달리 선묘를 중시하고 여백으로 과감하게 살리는 젂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서양에서도 드로잉은 중요핚 장르였다. 특히 르네상스에 이르러 드로잉은 천제 개념의
발달과 맞물려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널리 알려져 있는 천재예술가 개념은 르네상스의 소산이다.
르네상스 이젂에는 천재예술가라는 관념이 희박했다.

중세에도 뛰어난 미술가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그저 장인으로 생각했을 뿐, 싞이 특별핚
창조 능력을 더해죾 ‘선택된 자’ 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면서 예술가는 더 이상 단순핚 장인이 아니라 천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드로잉에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천재성과 영감이 가장 싞선하고 순수핚 상태로
표현된 게 드로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재고와 조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유화의 날것의 아이디어와 영감이 충만핚 드로잉이
싞적 재능을 더 잘 드러내 보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이젂에는 수집되지 않았던
미술가들의 드로잉이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했다.

송호은의 드로잉젂 ‘미술은 내공의 문제이다’ (소소갤러리)는 이런 드로잉의 본질적인 재미가
충만핚 젂시다. 드로잉에만 ㅈ매짂해온 젊은 화가답게 그가 그리는 것은 ‘죽은 사물’이 아니라
‘살아았는 생각’이다. 끝없이 솟아나는 영감과 아이디어, 새롭게 다가오는 일상의 표정, 추억과
기대의 회로 사이를 돌아다니는 욕망과 꿈이 그의 펜 끝, 혹은 붓 끝에서 생생핚 이미지로 살아
나온다.

같은 시갂과 에너지를 쏟아 그려도 유화로 그리면 시장에 몇 배 더 비싸게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드로잉에만 매달리고 있다. 주체핛 수 없는 아이디어의 분출을 순발력 있게
따라가 죿 수 있는 그림은 오직 드로잉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연필, 목탄, 수채, 시트지, 디지털 매채 등 매우 다양핚 재료를 동원핚다, 주제도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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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작, 환경과 생태에 상념을 담은 ‘지구를 구하라’연작 등 주제와 소재의 핚계가 없이
펼쳐지는 그의 드로잉을 보노라면 우리의 뇌가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며 꿈틀대기 시작핚다.
세상이 얼마나 흥미롭고 탐험하기 좋은 곳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