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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작업이 개인과 개인이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의 공간과 공간 속의 

만남으로 바라보고 퍼즐 게임처럼 제자리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렸었다면 최근 작업에서는 

이전의 심리적인 부분을 하나의 방으로 보고 재현했던 것에서 나아가 어떠한 세계와 이질적인 

다른 세계가 만나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 긴장 상태 자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세계와 세계의 만남, 수용과 충돌 직전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방과 

방 사이, 세계와 세계 간에는 그것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존재한다. 그 경계선에서는 적인지 

아군인지 서로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탐색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위장한다. 나의 작업 속에 이러한 만남은 세계와 세계,개인과 개인의 만남일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 사회와 개인, 시스템과 개인의 만남일 수 있다. 경계선에서 보여 지는 나의 작업 속 각각의 

위장된 모습들은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보호색처럼 입게 되는 군복무늬 Camouflage 의 

문양 속에 진짜 이미지들은 감추어져 있다. 문양 속에 숨겨진 이미지들은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단서처럼 얼핏얼핏 드러날 뿐이다. Camouflage 는 사람, 무기, 장비, 시설 등의 구별이나 

움직임을 상대방 적으로부터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기고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게 되는 그 옷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시로 입게 되고, 사용되기도 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약하다. 그 약한 부분들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보태고 

위장하여 그것을 감추게 만든다. 자신의 약함을 거대한 세계 뒤에 숨기기 위해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안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의 약함은 그 집단 속에 숨겨져 크고 작은 

수많은 커뮤니티들을 만들어 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위장하기도 하고, 거대한 권력 

세계에 들어가 힘을 행사하기도 하며 조그만 동호회에 가입되어 공동의 의견과 정보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집단은 공동의 힘을 

가지게 되며 공통분모가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 집단에서 소외시킨다. 소외된 그들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의 개인은 사회적 역할과 특징만 남게 되며 개인의 삶, 개인의 취향들이나 개성들은 

사라지고 희생된다. 최근 나의 회화작업들은 일차적으로는 나의 주변의 풍경들이나 일상세계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매일 바라보게 되는 작업실의 작은 창문 밖 이라던지, 아파트 단지 내에 피어 

있거나 도로 곳곳에 심어져 있는 무궁화 나무들, 사창가의 불빛들, 낯선 상점들이 문득 낯설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세계같이 느껴졌다. 이러한 위장된 세계들은 결국에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현실의 세계이며, 그 세계 너머의 숨겨져 있는 진실들은 언젠가 만나야 할 또 

다른 진짜 세계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