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착력과 무력감의 관계

황윤중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몇몇 그림들에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한 몸처럼 달라붙
게 만드는 점착력이 존재한다. 이 힘은 화면 속 배경과 형상, 풍경과 인물 사이에
그리고 화면 밖 감상자의 시선과 화면 사이에도 작용한다. 그리고 이 힘은 감상자
에게 시각적 반응을 넘어선 몸의 촉각적 반응을 유도한다.
<Tetem pole#3>(2018)의 경우 한눈에는 어디가 배경이고 무엇이 형상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고 화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인다. 그림을 오래 들여다봐야 서
서히 장승의 형상이 보호색의 평면에서 가까스로 드러난다. 여기서 배경과 형상은
서로 명확한 경계 없이 상호 작용하며 달라붙어 있다. 또한 <나뭇가지>(2018)에
서도 물결을 배경으로 양손에 든 두 나뭇가지의 잎들이 얽히고설킨 화면의 중앙
을 보면 물결의 유동성과 나뭇잎의 곡선이라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속성이 교환
되는 관계를 맺는다.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에서도 풍경과 인물의 신체 사이에 점착력이 작용한다.
<나무사람#1>(2018)에서 인물의 신체는 나무의 색과 질감에 동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뒤돌아서서 나무 기둥에 등을 맞대고 팔을 벌린 자세까지도 화면을 구성
하는 수평과 수직의 배열을 충실히 따르면서 풍경과 거의 한 몸처럼 포개어지고
달라붙어 있다. 또 다른 작품에서도 바위에 기대어 서 있는 인물의 몸은 바위에
맞댄 등과 어깨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계선을 잃고 서서히 바위에 흡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바위사람>(2018)).
이처럼 그의 몇몇 그림들에서 배경과 형상, 풍경과 인물은 서로 점착되어 있다.
점착력에 의해 변형을 겪어 한눈에 쉽게 파악되지 않는 장면들은 오랜 시간을 들
여다보도록 눈을 붙잡아두는 동시에 어느 순간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살을 맞
대고 마찰시키고 싶게 만드는 촉각적 깊이감을 획득한다.
한편 풍경에 점착된 인물은 단지 풍경의 특성을 체화해 그곳의 감각을 전달하
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풍경의 형태와 색, 질감
등에 동화된 인물의 신체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보호색을 입
고 풍경의 일부가 되어 숨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나무새
벽>(2018)에서 이러한 인상은 더욱 짙어진다. 화면 상부를 뒤덮은 잎들로 얼굴이
가려진 채 나무 기둥들 사이를 걷고 있는 인물은 숨은 그림처럼 나무 사이에 위
장되어 있다. 이제 의심은 확증에 가까워진다.
풍경은 하나의 은신처다. 자신의 얼굴을 지우고 익명의 상태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왜 인물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는가? 그의 그림이 풍경 속에 인물을
숨기는 이러한 태도는 분명 어떤 감정을 누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은폐의
발견을 계기로 조심스레 화면에 담긴 정서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또 다른 그림
에서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묘사된 대상이 처한 상황과, 제시된 장면에 나

타난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감정을 누설한다.
땅 깊숙이 점착되어 있었을 뿌리가 땅 위로 들려 물가 위로 쓰러져 있는 나무
의 모습은 더 이상 생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물가 나무>(2018)).
화면의 상단을 장막처럼 메우고 있는 나뭇잎들은 시선의 분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흐름을 따라 시선을 밑으로 떨어트리며 흙 위로 빠져
나온 뿌리를 거듭 바라보도록 부추긴다. 뿌리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잎으로, 다
시 잎에서 뿌리로 시선이 향하도록 동선을 제어하는 화면 구성은 결국 더 이상
양분을 취할 수 없는 한 신체의 무력함을 주목하도록 만든다.
이번엔 <길의 끝>(2018)을 보자. 눈앞의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는 노을
에 붉게 물든 암벽으로 가로막힌 길 끝에 서 있다. 결코 넘을 수 없을 만큼 경사
가 가파른 암벽은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화면의 위로도 옆으로도 빈틈 없
이 가득 차 몸의 전진이나 우회 만이 아니라 시선의 투과나 전진마저 완전히 차
단하고 가로막는다. 이렇게 암벽은 하나의 거대한 장벽으로 기능하며 가로막힘의
감각을 극대화하고 증폭시킨다. 게다가 곧 해가 떨어지면 노을에 물든 산을 바라
보는 자는 어둠 속에 갇힐 것이다. 이 장면은 붉은 빛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시
간 감각까지 더하여 무력감을 공간화할 뿐 아니라 시간화한다. 이 그림의 제목은
막다른 ‘길의 끝’일 뿐 아니라 볕이 남아있는 ‘시간의 끝’이기도 하다.
다시 인물이 등장하는 풍경으로 돌아온다. 무력감이라는 정서와 점착력이라는
형식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점착력은 무력감에 휩싸인 인물의
무력한 신체가 풍경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인다. 무력한 신체는 자신
의 개별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저항력이 없다. 장재민은 그런 저항력을 상실
한 지극히 수동적인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풍경의 몸에 흡수되고 달라붙어 숨
는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건 아닐까? 적어도 풍경 속에 인물이 등장하는 장
면에서 나타나는 둘 사이의 점착력은 모종의 무력감에 휩싸인 신체의 감각을 극
대화해 표현하기에 적절한 형식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