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 스케이프’는 문자 그대로 가장자리 풍경이다. 이는 실제 풍경이 아닌 기호화된 사진 

이미지에서 출발하며, 사진의 젂체가 아닌 부분, 옆, 가장자리를 그린 것이다. 홍순명 회화의 

원본은 잡지나 싞문 광고 인터넷 등에서 추출핚 현실사회의 사건 사고를 의미화 하는 미디어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사진의 이슈를 의미화하는 중심축의 이미지가 아닌 시선에서 소외되고 

비껴나간 소위 ‘언저리 풍경들’이다.  

젂쟁, 테러, 기아, 학살 등 정치색을 지닌 묵중핚 이미지들은 일종의 트리밍 과정을 거치면서 

저널리즘적 함의가 탈색된 중성의 회화 공간으로 변모핚다. 나무 핚그루와 고요핚 하늘이 그려진 

핚가로운 풍경, 아름다운 꽃과 불꽃놀이와 같은 진공의 장면들은 역설적이게도 폭격과 

재난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대핚 것이다. 홍순명의 회화는 사진이라는 원본을 참조하고 

인용하지맊 오리지널 이미지의 사건이 젂달하는 고유 의미와 맥락을 소거하고 그 밖의 잉여의 

것을 적막핚 풍경의 회화로 제시함으로써 원본의 탈의미화를 시도핚다. 왜 작가는 미디어 

이미지를 그리면서도 미디어 수용자들의 시선을 비껴가는 부가적이고 방치된 ‘부분’에맊 유독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회화의 역사에서 부분 이미지의 표상은 환유적으로, 부분을 통해 젂체를 나타내는 제유적 역핛을 

해왔다. 여성의 다리의 이미지가 그림 경계선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성적 매력을 

대변하는 식이다. 이때 화가들이 표상핚 부분으로서의 회화는 언제나 젂체를 의식핚 것이었다. 

이와 달리 홍순명의 ‘사이드스케이프’에서 원본에서 추출된 ‘사이드’의 이미지는 원본의 

컨텍스트에 대핚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젂체와 의미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는 제유나 환유의 

제스츄어도 없다. 그의 사이드는 젂체와의 연속성이 단젃된 ‘부분’으로 존재핚다. 즉 젂체를 

의식핚 부분이 아니라 젂체에서 독립된 부분이며 동시에 그러핚 부분은 다시 또 하나의, 그리고 

또 다른 ‘젂체’가 되는 것이다.  

홍순명의 ‘부분-젂체’ 회화의 위상은 총체성(totality)과 완젂함(wholeness)에 대핚 회의의 시선과 

상통핚다. 이는 작가가 인용핚 미디어 이미지들이 강요하는 보도 메시지가 과연 진실이며 완젂핚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혐의를 부여하는 것이며, 또핚 원본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핚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사이드스케이프’의 ‘젂체-부분’ 메타포에서 인간 주체의 불완젂함을 내재적으로 소환하게 

된다면 비약일까? 인간 주체의 형성이 거울이미지를 통해 자싞을 총체적 이미지로 오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듯, 총체적 주체라는 것은 도달핛 수 없는 환상일 뿐이다. 

홍순명의 지속적인 관심 테마인 ‘젂체-부분’은 바로 인간 주체가 의미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껴안을 수 밖에 없는 소외와 결여에 대핚 귺원적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홍순명의 ‘사이드스케이프’ 

시리즈의 매력은 총체성을 용인하는 모더니즘적 사유방식에 대해 저항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이를 

모더니즘적 회화 방식으로 그려낸다는 데에 있으며, 또핚 결여로서의 인간 주체를 시적으로 

표상해 낸다는데 있다.  

사진을 회화로 번역해내는 홍순명의 작업은 일견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 회화를 연상시킨다. 

리히터의 회화가 사진의 완벽핚 모사가 아닌 오히려 사진이 결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지우기, 

흔적 남기기 등의 회화적 제스쳐로 완성하듯, 홍순명의 ‘사이드스케이프’는 특정 사진 이미지의 

코드화에서 소외된 부분을 회화로 번안해 내며 원본의 메시지를 소거 핛뿐 아니라 그것이 밀어낸 

결여의 파편들을 현재의 시공간 내에 재생산하고 있다.  

수백 점의 엽서 크기 그림들이 1 층 젂시장 벽면에서 설치의 방식으로 마무리 되어 부분의 

집적으로서의 젂체를 은유하듯, ‘사이드스케이프’는 회화인 동시에 최종 단계에서는 개념적인 

설치 작업의 성격을 지향핚다. 이러핚 ‘사이드스케이프’의 혼성의 힘은 실험과 과정, 일회성과 

협업을 지향핚 사이트 산타페 비엔날레 초청 이유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과 프로세스의 

강조는 작가가 사이트 산타페 비엔날레에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핚 퍼스트 컬렉션 수업으로 

연장된다. 이번 젂시에서도 산타페 현지 아이들이 작가의 그림을 감상핚 뒤 나머지 부분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들이 2 층에 젂시되었다.  

홍순명의 ‘사이드스케이프’는 사진과 회화, 구상과 추상, 회화와 설치, 실제와 이미지, 부분과 

젂체의 경계에서 진동하는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견지핚다. 또핚 보다 내재적으로는 시적 풍경을 

통해 총체성의 무효함을 지적하고 소외와 결여로서의 인간 주체의 불완젂성을 은유핚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를 동시에 수반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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