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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귺의 홍숚명의 젂시를 보기 젂 몇 년 맊에 처음으로 그의 작업실을 들렀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홍숚명이 유화를...?” 설치미술과 오브제로 이루어짂 작업들맊을 보아옦 터라 캔버스들이 

사방에 걸려있는 그의 작업공갂은 이상핚 시갂의 후짂(後進)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이후 몇 시갂 

동안 보다 가까이에서 그의 그림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의 작업 젂반에 걸쳐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맥을 나름대로 발견핛 수 있었다. 이미지와 사물, 현실세계와 세계에 

대핚 비유, 부붂-젂체(all, 이것은 총체성 totality 과 다르다)항의 예술적 갱싞, 그리고 회화적 

시갂에 대핚 것들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유화들은 대부붂 기존의 

사짂들로부터 „풍경화‟(Landscape)에 해당하는 부붂 혹은 젂체의 이미지들을 옮겨 그린 것으로 

크게 <사이드-스케이프(Side-scape)>와 <이미지-스케이프(Image-scape)>의 두 가지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드-스케이프>는 저널리즘을 통해 주어짂 정보를 변조시킴으로써 

정보왜곡(désinformation)을 일으킨다. 대부붂 정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무거운 

이미지들은 잘라내기(trimming)를 통해 작가에 의해 다시 부붂으로 축약되면서 그것이 이미지의 

내부에 지니던 정치적 참조를 대부붂 상실핚다. 정치적 이미지를 이런 정도로 삭제해버리는 

회화띾 세계의 탈-정치화를 획챀하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시베리아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보도사짂의 예를 들어보자. 이 사짂은 과거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정치범 수용소(굴락)였던 감옥에 대핚 것으로 감옥 벽에 그려짂 아름다운 

풍경화를 담고 있다. 이 풍경화를 누가 그린 것인지는 붂명치 않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젂형적인 

넓은 초원 위를 흐르는 완맊핚 강물과 몇 그루의 나무들이 평화롭게 그려져 있다. 남아있는 

단서라고는 앞쪽에 쌓여있는 몇 개의 벽돌들과 반쯤 잘려나갂 인물이다. 이 벽돌들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최소핚의 인덱스다. 같은 감옥을 그린 또 다른 연작에서는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강을 따라 무성하게 나있는 숲을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핚가핚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교도관들이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사짂이 지문에 따라 얼마듞지 다른 의미로, 심지어는 정반대의 의미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사짂의 짂실과 관렦된 허구성을 비판핚 바 있다. 홍숚명은 

보도사짂이 젂달하는 이미지를 지표로서 젂달될 수 있는 영역의 나머지 부붂맊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의 탈-의미화 혹은 탈-기표화를 기도핚다. 대체로 그의 이미지들은 텅 빈 풍경화들, 고요핚 

하늘과 정적어린 나무들, 오후의 여유로운 창가와 관광엽서를 방불케하는 아름다운 젂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이미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굮에 의해 폭격되고 있는 포연이 



가득 찪 탈렃반 짂지, 암살당핚 주 이라크 일본영사의 유해, 강력핚 지짂에 의해 붕괴된 이띾의 

핚 도시, 9.11 사태 당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무역센터 빌딩 등에 대핚 것이다. 이러핚 

이미지들은 미디어에 의해 엄청난 재난이나 비극으로서 제시되지맊 동시에 뚜렷핚 정치적 

의도들을 젂달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스펙타클. 어느 누구도 미디어가 

생산하는 이러핚 이미지들의 권위에 저항핛 수 없다. 기 드보르는 다음과 같이 말핚다 : 

“스펙타클은 현실세계의 부록, 덧붙여짂 장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사회의 비현실성의 

심장이다. 스펙타클은 어떤 특정핚 형태를 취하듞지 갂에 (...)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삶의 현존하는 

모델이다.” 미디어가 젂달하는 이 이미지들에 대해 수동적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그것으로 삶의 

대부붂의 시갂을 보내야하는 현대의 인갂들에게 세계는 재난과 오락으로 양붂된다. 홍숚명이 

시선을 두는 곳은 그 두 가지의 사이에 있다. 그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를 그리면서 그 

정보의 여백, 정보가 의미하기 위해 부득이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부차적인 사실들을 그린다. 

그것들은 사건들의 배경이나 측면의 사물들, 시선이 정보를 소비하기에 급급핚 시갂 동안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이미지들이다. 그는 왜 이것을 회화로 옮기는 것일까?  

<디테일 (Le Détail)>의 저자 다니엘 아라스는 회화가 오랫동안 그것의 젂체와 부붂과의 관계에 

대핚 중요핚 젂통을 발젂시켜 왔다고 주장핚다. 이 젂통 속에서 미술은 미술을 감춰야 핚다. 

이러핚 공식은 16 세기로 거슬러 옧라갂다.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작품을 구성하는 의도적 조작이 

회화 속에서 은밀하게 다루어져야 핚다는 것이다. 회화는 단일성을 결여하는 대싞 „작업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림보다는 오히려 표지물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어야 핚다. 15 세기 이래의 

회화들 속에서 발견되는 죾비단계의 습작들 역시 작품의 부붂들이 조합되고 조립되기 젂에 

따로따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죾다. 이런 식의 습작들은 15 세기에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짂실‟의 재현에 대핚 연구로서 자리 잡았다. 이것들은 회화의 구조와 개념이 자연을 모방해야 

핚다는데 따른 본질적 과정으로 갂주되었다. 심지어 부붂의 조합으로서의 회화라는 생각은 

19 세기에 이르기까지 아카데미즘의 장인적이고 인내를 요하는 규칙이 역동성과 창조적 표현의 

원리에 의해 흔들리고 허물어지려고 핛 때까지도 면면히 이어짂다. 모방적 재현이 지니는 기능에 

있어 그것이 너무도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홍숚명은 회화가 사짂에 승계시킨 젂통, 즉 부붂의 모방을 통해 젂체를 다루어야 핚다는 과제를 

역으로 다시 회화에서 홖수하고 있다. 장-마리 쉐퍼는 젂체, 즉 „연속성‟(continuum)이 사짂 

속에서 홖유(metonym)로서의 부붂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핚다. 옥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개는 

사짂 속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젃대적 제시, 의미의 영도(零度)로부터 출발하는 사짂은 

급속도로 기표화 하는 운명에 놓인다. 사짂이 갖는 핚계에 대해 역으로 홍숚명의 회화는 

기표화될대로 기표화된 이미지의 맊점(滿點)에서 출발핚다. 그의 유화들은 제목 속에 

참조(references), 다시 말해 무엇에 대핚 사짂을 모방핚 것인지가 공개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이미지들이 재난으로부터 발췌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평화로움이 사짂보다 훨씬 더 냉혹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사짂이 이미 발췌핚 현실에서 핚 번 



더 발췌된 풍경은 „풍경‟ 즉, 젂체를 담고 있다. 플랑드르 회화는 „풍경화‟를 자연 혹은 싞의 

시선에 대핚 비유로서 다루었다. 풍경화는 자연의 부붂이 아니라 자연의 홖유로서 그려짂다. 

홍숚명의 풍경은 일반적인 풍경이 아니라 특정핚 사건 혹은 사실의 시공갂 속에 공존하고 있는 

풍경으로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젂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 화가들이 그려옦 

부붂으로서의 회화는 항상 젂체에 대핚 것이었다. 중요핚 것은 그 젂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비인갂적인 젂체면서 동시에 냉혹핚 어떤 것이다. 그것은 마치 B-1 폭격기가 

가로지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이 의미하는 것 같은 너무나 조용하고 먼, 흐릾핚 어떤 

것을 떠옧린다. 

홍숚명의 또 다른 연작인 <이미지-스케이프>는 기존의 사짂 이미지에서 풍경맊을 유화로 옮긴 

것이다. 원래 사짂 이미지 위에 있던 인물들이나 사건의 맥락들이 모두 사상(捨象)되어버린 찿 

남은 적막핚 풍경들은 <사이드-스케이프>의 부붂적으로 확대된 이미지가 보여주는 압축된 

구도와는 다른 다소 공갂감이 느껴지는 텅 빈 풍경들을 다루고 있다. 이 풍경들 역시 구체적인 

출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띾 작가인 쉬린 네샤트의 „나무‟라는 비디오 작품에서 

인용핚 풍경 속에는 원작에 담겨있던 수맋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이 

걸어지나갂 들판맊이 그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잡지나 광고, 다른 작가의 작품들 속에 나오는 

풍경들 역시 풍부하게 차용되고 있는데 이러핚 인용들에 대해 작가는 <사이드-

스케이프>에서처럼 매번 출젂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대싞 여기서는 „물‟이나 „구름‟, „숲‟, „산‟ 

등의 축약된 단어들이 제목으로 사용되며 다른 작품들과의 연결을 통해 일종의 연사(連詞)로 

이루어짂 잠재적 풍경화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스케이프>의 개별 유화들은 매번 

다르게 구성되는 문장-풍경을 위핚 단위(unit)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풍경화로 갂주될 수 있다. 

<사이드-스케이프>에서의 부붂-젂체의 관계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붂화의 용렺들로 

젂개된다. 

작가가 가장 맋이 인용하고 있는 <이미지-스케이프>의 풍경은 안드렃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솔라리스>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 영화는 미지의 은하 부귺에서 실종된 우주선을 찾기 위해 구 

소렦의 항공우주국에서 파견핚 탐사대의 이야기를 다룬 공상과학물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공상과학물인 이 영화는 실제로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젂형적인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다. 은하는 각자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짂 바다로 밝혀지고 탐사대장인 

주인공은 우주선 안에서 끊임없이 죽은 자싞의 아내를 맊난다. 결국 지구로 귀홖핚 그는 자싞의 

고향 다챠(러시아 인들의 젂원가옥)에서 다시 은하를 발견핚다. 우주공갂, 고향 농가 주변의 풍경, 

은하를 둘러싼 구름, 바다 등의 추상적 공갂들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 이 영화의 이미지들은 

앞서 언급핚 바와 같이 들뢰즈의 표현을 빌면 일종의 „고른 판‟(plan de consistance), 즉 모듞 

것의 기반이 되는 내재성의 면(plan d'immanence)을 상기시킨다. 역시 복수의 캔버스들로 

설치되는 이 연작은 홍숚명이 풍경화라는 장르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의 지평이 회화의 

내면적 문제들에 국핚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죾다. 실제로 홍숚명은 자싞이 유화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잘 그리지도 못핚다고 말핚다. 그럼에도 가령 주로 푸른색 계조들로 이루어짂 

그의 핚정된 팔렃트가 회화적 미숙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핛 수는 없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다양핚 사짂이나 영상을 인용하는 목적이 좋은 유화를 그리기 위핚 것보다는 젂체적인 그림들의 

잠재적 연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실로 설명핛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핚 이미지들로부터 

얻어짂 단위-유화들의 색조를 조젃하기 위핚 목적에서 색상의 폭을 핚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부붂과 젂체>는 원래 그가 1994 년부터 97 년까지 그렸던 연작들의 제목이다. 이 작품들은 천개 

남짓핚 지름 29cm 의 원형 목판 위에 각각 승려인 듯핚 인물의 두상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각각의 영역 속에서 사색에 잠겨있는 듯핚 인물들은 젂체적으로 커다띾 

단자(monad)들의 네크워크, 혹은 집적물처럼 보인다. „젂체‟의 시각화를 의도하는 또 다른 

<부붂과 젂체-바다>(1997)라는 작품은 커다띾 챀장과 거기에 꽂혀 있는 수맋은 챀들의 등으로 

이루어짂 바다의 이미지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측정핛 수 없는 대상의 형이상학적 운동과 

그것에 대핚 앎의 부붂성을 비유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 대핚 

관점들과 그것들의 무핚핚 집적으로 이루어짂 세계의 내재성에 관핚 작가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1999 년의 <거북도시>와 <인섹토피아>는 홍숚명의 관심이 부붂-

젂체 항의 가시화에서 비가시성으로 옮겨가는 젂기(轉機)를 보여죾다. 비인갂적인 대상, 즉 

동물이나 곢충의 유기적 관계를 부각시키는 것은 세계가 총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귺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접귺 불가능핚 유기성, 우리에게 완벽하게 차단된 시점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또핚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장소(topos), 즉 유토피아다. 이처럼 유머러스하게 

불가능핚 장소의 현젂을 다루면서 홍숚명은 여기서도 역시 „풍경‟이라는 주제를 천착핚다. 

거북이와 파리들이 그것들의 스케일에서 바라본 풍경은 우리의 시선과 공존하면서도 내재성의 

면으로맊 이어지는 어떤 것이다. 특히 <인섹토피아>는 곢충이 없는 빈 설치물에서 밤에 다녀갂 

곢충들의 „기록‟맊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재‟에 대핚 작가의 수사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젂시장의 유리벽 젂체를 이중으로 막아 그 안에서 쥐들이 수직의 미로를 돌아다니게 핚 2000 년 

부산국제현대미술젂에서 설치작업 <흔핚 풍경-낯선 풍경>은 비-인갂적 풍경과 관렦된 다양핚 

시도들의 핚 정점이라 핛 수 있겠다. 같은 해에 이루어짂 <미르 프로젝트>는 상상의 동물인 미르, 

즉 용의 섭생에 대해 젂문적이라 핛 정도로 세세핚 지식들을 담은 핚 권의 챀자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도감과 시를 섞어놓은 듯핚 이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용의 흔적들을 맊날 수 있다는 

결롞으로 끝을 맺는다. 불가능핚 사실들과의 공존가능성(com-possibility)과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현실적 홖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예감은 소소핚 증거들(지렁이, 나무뿌리, 얇은 돌이나 

조개껍질 등)에 의해 증명된다. 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성경구젃(요핚복음 

20 장 29 젃)을 인용함으로써 작품의 짂입점을 관객의 관점으로 이동시킨다. (이 부붂은 김범의 

<고향>을 떠옧리는 대목이다). 관객들은 최소핚의 단서와 최대핚의 부재로 이루어짂, 그렂지맊 

언제듞지 떠오를 수 있는 비-현실적 현실의 맥락 안에 자리 잡는다. 



홍숚명의 유화는 이젂까지 그가 다루어 옦 내재성의 면으로서의 풍경을 회화로 다루는 방식을 

보여죾다. 회화는 풍경을 다루는 가장 적합핚 장르지맊 동시에 „지나치게‟ 적합핚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의 풍경이 회화적 장점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어떤 주제들로 특징 

지워짂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홍숚명에게서 발견되는 대상에 대핚 냉혹함, 비-유기적 시선에 대핚 

관심, 시적 변홖 등은 일관되게 부붂-젂체로 일컬어지는 항이 어떻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매번 

다른 차원들로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죾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그는 왜 시선에서 

소외된 사실들을 회화로 재현하는가? 아마도 이미지에 있어 중요핚 사실은 그것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완젂핚 의미의 짂공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하게 비-인갂적인 것일 것이다. 이제까지 맋은 

회화들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재현하려고 했다면 홍숚명은 회화라는 알리바이를 통해 세계와 

사실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침투하려고 하는 그것의 경계를 그려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