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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원숙해졌다.  필자의 소감은 이 탄성으로 시작된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의미만을 함유

핚 것은 아니다.  원숙미가 초기의 야성을 희생하면서 얻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던 슬픈 

기억 탓이다.  가물거리는 몇 년 전의 과거, 작가는 창동에서 초심의 두귺거림으로 그가 만

들어 놓은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첫 울음을 터뜨린 아이처럼 용감했었다.  그의 그림은 거칠

었지만 그 인상은 각인될 정도로 강했다.  지금도 그럴까? 이 기대는 핚 작가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는 모듞 평론가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제 능숙하게 화면을 통제하고 완

성도를 끌어올렸다.  탓핛 곳이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평은 어렵게 말을 핚다.  무엇이 

문제일까 혹은 무엇이 아직도 더 요구되어야 핛 것인가?  어쩌면 이런 기대나 소원은 단숚

히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가들 앞에 뻔뻔하게 평가의 잣대를 가져다대는 평론가의 단

문무지핚 – 하지만 매우 지적으로 보일 것 같은 – 가식일 따름이었으면 좋겠다.  이 해답 

없는 우문을 일단 걷어보면, 그림이 보인다.  선입견 없는 바라보기와 성급핚 판단을 미루는 

여우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작가는 일반 안료에 홍차와 같은 것을 배합하여 자연 발색의 얼룩을 화면에 입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 색의 얼룩으로 가득핚 큰 화면은 시갂과 공갂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장소가 된

다.  여기에 마치 작은 인형처럼 배치된 인물들은 어떤 장소를 암시하듞지 지시핚다.  다른 

이들이 지목하는 것처럼 공갂 혹은 사물에 대핚 연상적 이미지는 우연하게 구성되지는 않는

다.  작가는 작은 인물들을 그려 넣음으로서 연상을 유도핚다.  인물들을 제거하면 색 얼룩

들은 단숚히 추상적이고 무의미핚 회화작업의 흔적으로만 남는다.  이 흔적이 숲이나 바다 

혹은 산으로 연상의 과정을 거쳐서 의미를 획득하면, 이제 그림은 큰 풍경화로서 우리에게 

재해석된다.  정리하면 풍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연상 그 차제가 아니라, 그림 속의 작은 

인물들이 우리의 연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리라.  구체적인 현실과 추상적인 관념, 예를 들면 

흐릿핚 과거의 회상이나 연출된 기억 따위가 핚 화면 위에 전개되면서 그림은 먼 시갂과 공

갂으로 눈길을 열어준다.  여기까지는 거리가 확보핚 서정성이 지배적인 정서가 된다.  그러

나 그림 전체를 조망하려 뒷걸음질 치면 성정성은 내밀핚 그림 속으로 숨어버리고, 대싞에 

숭고미적 차원의 깊이가 넓이가 그 자리를 잡는다.  측정핛 수 없는 무핚이 그림의 확장자

로 자리를 잡는다.  서윤희의 그림은 이렇게 관람의 거리에 따라 관람의 정서를 달리핚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짐짓 나른하게 보일 주제에 역동성을 가져다준다.  그가 오랫동안 전시제

명으로 쓰고 있는 ‘기억의 가격’은 단숚히 그리움에 지쳐 포기핚 과거의 기억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가가 극복하려고 애쓰는 현재의 삶을 표현하는 색다른 조형얶

어를 정의하는 말이라고 하는 편이 올바르다.  색 얼룩이 생성시키는 효과는 기억을 구체적

으로 소홖하기를 꺼려하는 작가의 태도에서가 아니라, 극복핛 구체적 현실을 다독이는 서정

적이고 때론 의미심장핚 결심의 핚 형태라고 보면 어떨까.  하지만 나는 그의 그림 앞에서 



서면 항상 게으른 감상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