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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준 작가는 천장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천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천장이 있어서 바로 내 머리 위에 지금 있는 이 천장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용어에요. 저는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과 행복, 눈물, 이별과 배신 등등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비로소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에 붙인 이름들은 얼마나 추상적인가. 그리고 그 이름들은 세상을 참으로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세준 작가와 대화를 할 때 뭔가를 이야기
하면서 다소 장황해 보이는 수많은 설명을 하는 모습이 그다지 생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만나는 이 작가의 수 많은 이미지들의 뒤얽힘을 들여다보면서 이 많은 사물과 사람들, 식물들, 색채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왜 이런 방식이 만들어지는지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세계관은 작업 속에서 뒤얽힌 색채들과 대상의 이미지 개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해 보인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협소하기도 하다. 이들은 이세준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계이며, 그의
주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전시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작업실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작품들이 손상되는 경험을 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자신의 작가 인생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꽤 심각한 상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중에 가장 초긍정
마인드를 지녔다고 여겨도 과언이 아닌) 작가 특유의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를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캔버스
표면의 그을음은 새로운 색채로 입혀지거나 그을음 자체를 표현하는 지침이 되었다.
작가의 작업에 대한 태도는 평면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동시에 드러난다. 페인팅 화면 속에서 사용하는
색채들은 한꺼번에 표면 위로 차올라 오고 표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한 화려한 색상이며 채도가 높은 톤이다.
채색 방식도 그림 속에 보이는 이미지의 공간성 보다는 표면의 색채를 통하여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풍경의
순서대로 색채를 겹치면서 쌓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는 식이다. 이는
색채와 형태를 분리시키면서 어느 순간 전체적인 원근감이나 환영적 공간감을 상쇄해버리며 화면 전체의 중심
이미지나 색채 또한 뒤섞어 버리는 효과를 가진다. 캔버스는 특히 거대한 풍경을 그릴 때는 공간을 휘젓고
있는 구성을 보인다. 공간 천체를 휘감거나 둘러싸는 캔버스의 배열은 지금의 공간에 끼어 들어온 같은
시간대의 전혀 다른 이질적 공간처럼 현실 세계 속으로 끼어든 꼴라주된 풍경으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였던 것이다.
이세준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으로서 그려진 것들은 소외된 것, 버려진 것 등이 부유하는 늪지대와 숲 속,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습, 그리고 이 속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 등 그의 작업을 들여다 보고 이미지를 읽는 우리는 결국 이세준 작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듯 하다. 하지만
우리도 그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의 공통 분모를 조금씩 발견해가며 약간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는 것일 뿐, 사실 이런 어지럽고 정신 없는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