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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지만 조용한, 빛과 어둠의 바로크적 시선 

박지혜 전 8.24~8.30 인사아트센터  

 

잡지를 읽는 독자들이 ‘바로크(baroque)’라는 단어를 모를 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17세기 유럽의 바로크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인 이성, 균형, 조화에서 벗어나 감성, 우연, 

자유분방함, 극적인 분위기 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크 풍’이라 이름 붙여져 후대에

도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고로 시대의 미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마련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바로크 시대가 

왔듯이 현대까지 이성적(logos) 미감과 감성적(pathos) 미감이 번갈아 가면서 시대미감을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인 현재는 바로크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왔는데, 인사아트센터에서 선보인 박지혜의 신작은 위에 언급한 바로크적 미감

을 잘 드러냈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열린 전시는 박지혜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첫 개인전을 2007년에 열었으니까 근 4년 만

이다. 첫 전시와 비교해 같은 제목(한글이 프랑스어로 바뀌었을 뿐이다)이지만 작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4년간의 많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작가가 첫 개인전부터 일관

성있게 천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선(regard)’이다. 이번 전시의 서문에서 정수경이 

밝혔듯이 “‘regard’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체가 보여지는 시선, 주체를 사로

잡는 세계의 시선’”을 뜻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보면 젊은 여인과 감성적인 문양과 오

브제가 작가의 시선에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

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출품한 작품에서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모두 뒷모습이라는 특징이 있

다. 기본적으로 하이퍼리얼리즘의 회화를 통해 과학적인 관찰 방식을 작업에 이용하지만, 이번에

는 좀 더 어둡고, 격정적인 붓터치를 통해 대상물들을 표현했다. 빛과 어둠의 극적 대립, 어둠과 

더 어둠의 대비는 그의 작업이 왜 바로크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그의 [regard 1101]을 보자. 역광에 비친 여인의 뒷모습을 묘사한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작가

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아침햇살(아마도)의 강한 빛은 

여인의 머리카락에서 극대화된다. 특히 그가 묘사한, 빛에 반사된 한올한올의 머리카락은 한스 홀

바인이 [대사들]에서 정밀하게 묘사한 터럭들과 같은 성격의 자세한 묘사임에도 다르게 느껴진다. 

[대사들]의 정밀한 묘사(이 작품의 리얼리즘은 리얼을 넘어선 리얼이라고 할 수 있지만)가 계산되

어 있는 이성적인 붓터치라면, 박지혜가 묘사한 이 작품 속 여인의 머리카락은 자유분방하다. 사

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묘한 느낌이 이 작품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번 전시 출품작의 하이라이트 [Regard 1002]는 작가가 두 번째 전시를 위해 고민한 ‘빼앗긴 시

선(regard)’과 ‘감성적 오브제’의 향연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여인과 그 대부분

이 들고 다닐 법한 ‘잇백’의 모습은 세밀하고 사실적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이국적인 느낌이 드

는 문양의 천들과 오브제들(개조각상은 흡사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법한 국적 미

상의 환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작가는 전시 제목을 ‘Moving Things’라고 명명했다. ‘움직이는 사물들’. 정적이지만 극적이고 조용

하지만 울림이 큰 그의 작업은 그래서 전체적인 바로크풍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4년간 고민했던 파토스적 시선과 이를 표현하는 로고스적 하이퍼리

얼리즘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결합함과 동시에 바로크적 감수성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 고민하

는 그 ‘무언가’를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 ‘무언가’는 ‘21세기 바로크’ 시대

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불안감과 기대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시선이라는 생각이다. 그의 새로운 

시선이 무엇에 사로잡힐지 다음 전시가 기다려진다.   

 

ㆍ류동현 미술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