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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실내 공간과 문(門)을 만들던 이명진이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보안여관의 

벽지를 이용한 작업을 제작한 무렵부터가 아닌가 싶다. 이명진은 2006 년과 2007 년에 거쳐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보안’이라는 심상치 않은 이름의 여관을 작업실로 사용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때 2 층에 위치한 작업실의 창문 밖으로 경복궁의 오래된 나무들이 

보였다. 작가는 이 풍경을 여관방의 낡은 벽지에 찍힌 나무 모양의 무늬 위에 옮겨놓았다.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던 사람들의 흔적, 창 밖을 바라보던 작가의 머리 속에 떠오른 어떤 이야기들이 

사람의 손으로, 아기의 얼굴로, 성모 마리아의 도상으로, 이전 작업에 즐겨 등장하던 숫자의 

형태로 나무 문양 사이에 보일 듯 말 듯 그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한 <Hide and Seek>에도 역시 풍경이 등장한다. “어릴 적 사진 한 장으로 

출발한 이 작업은” 작가의 말을 빌자면, “원본의 사진 프레임 너머에 미처 잡히지 못 했던 주변 

풍경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개의 캔버스를 연결한 <Hide and Seek>에서 

“한 장의 제한적 이미지로만 남겨진 사진”은 “현재의 작가의 시선과 과거의 시선이 만나는” 또 

다른 풍경으로 확장된다. 한편 무채색의 중성적인 색조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연결된 

순간을 담담하게 채워낸다. 이렇듯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공간 속에서 이명진은 

“마치 어릴 적 숨은 그림 찾기나 숨바꼭질을 하듯” 숨기도 하고 찾기도 하며, 기억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찾아 나선다.  

최근작인 <Wonder Wall> 연작에는 작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단서들과 함께 작가가 

수집한 일상을 떠도는 다양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 <Room> 또는 <Relationship>과 같은 이전 

작업에서 이명진의 관심은 명백히 외부의 세상이나 타인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되었다. 작가는 나무판을 자르고 다듬고 못질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구성하는 

퍼즐들을 맞춰보고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이 공간은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신만을 위한 안식의 공간”이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구를 찾기 전까지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작가는 그 동안 자신이 찾아왔던 

출구를 찾은 듯 하다. <Wonder Wall>이라는 하나의 작업 안에서 이명진은 역사의 흔적,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 등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들을 사적인 기억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즉 이전 작업이 내면의 풍경에 치중했다면 <Wonder Wall>은 작업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출구를 통해 작가가 공적인 시공간과 사적인 시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만들어 내는 복합적인 풍경인 것이다. 

물론 최근의 작업들과 이전 작업들 간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군복무늬를 연상시키는 

<Wonder Wall>의 나뭇잎들은 이미지의 파편들을 관객들의 시선에 쉽게 포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이명진은 작년의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들과는 다른 색으로 채색된 



<Wonder Wall>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개인전의 작업들이 무채색과 녹색을 위주로 사용한 반면, 

현재 제작 중인 작업들은 보다 강렬한 색상으로 나뭇잎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나뭇잎들 

사이로 작가의 어린시절 사진, 퍼즐의 숫자들, 어떤 암시를 지니던 문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출구를 찾아 헤매던 시절의 작가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그 시절의 의문들이 아직도 의식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요즘 이명진은 <Wonder Wall>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풍경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고양 스튜디오로 가는 도로 주변에 위치한 어떤 지표들, 예를 들자면 가로수, 

슈퍼마켓, 기이한 느낌의 석상(石像)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목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필름으로 출력한 후, 각각의 이미지들을 동일한 평면에 늘어놓는 것이다. 

이미지들은 실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가의 임의대로 축소되어 스튜디오의 벽면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간의 이명진의 작업이 어떤 단서를 던지면서도 모호함을 내포하는 상반된 

측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면, 이번 작업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상들을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지닌다. 하지만 예측하기는 이르다. 이 작업은 아직 미완이고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지금의 예상은 여지없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