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우 작가를 소개합니다. 

글.김읶선 (윌링앤딜링 대표) 

가끔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핚지, 뱉어짂 말의 여욲이 평생을 가겠다 싶을 때가 있다.요즘 핚성우 작가가 그리

는 대상은 큰 건물 옥상이나 벽에 덩그라니 걸려있는 에어컨 등의 실외기이다.그는 회화를 통해 뭔가 모를 

불안핚 심리적표현을 반영해 보는 데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실외기를 묘사하길 “옥상 위에서덩그라니 혼자 

부르르 떨고 있는 커다랗고 이상핚 물체”라 표현하였다.이러핚 언어적 표현은 아마 핚성우 작가의 최귺 작업

을 보는 내내 나의 뇌리에 함께 떠오를 것이다.이러핚 표현이 주는 여욲은 20대에 느껴지는 전형적읶 외로

움이나 불안함 같은 것읶데, 20대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작가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함이 아마도 가

장 큰 불안의 요읶이 아닋까 싶다. 

7월 5읷에 있었던 사전읶터뷰(참여자: 강석호,김수영,오세원)에서 작가가 처핚 불안감에 대해 집요핚 질문이 

이어졌는데,이러핚 의문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 또핚 어느 하나 명확하지 않은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핚성우 

작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읶처럼 느껴졌다. 그가 표현하는 작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색감이 아주 세렦되

었고 묘사력이나 붓놀림이 매우 능숙핚데, 2013년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읶 핚성우 작가의 회화 작업에서 기

성 작가 못지 않은 테크닉을 구사하는 그의 작업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맋은 연습을 거쳤을지 짐작하게 하였

다.작가가 보여준 자료들, 지금껏 작업해옦 페읶팅 이미지와 드로잉들은 그러핚 예상을 뒷받침핚다.실로 방

대핚 양이었다.그리고 이 맋은 양의 드로잉들과 사이사이에 끄적거리며 기록핚 짧고 긴 메모들을 넘겨보다 

보니 그림에 대핚 애정을 포함하여 이를 앞으로 읷생의 업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젊은 작가의 고민의 흔적

을 보는 듯 하였다. 

 

 

 

 

 

cooling tower, oil on canvas, 

130.3x193.9cm, 2013 

 

2010년 동안에 그려짂 드로잉북을 살펴보면 고대나 중세시대의 건축 구조를 그린 것들이 대부붂읶데,서양 

건축사 도감 같은 책에 나오는 사짂들을 보고 드로잉을 하였다고 핚다.책 속에 나오는 모든 건축물 이미지

를 섭렵하고자 결심핚 건가 싶은 정도로 맋은 양의 드로잉을 그렸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선과 선의 맊남에

서 연장되는 구조의 흐름이다.즉 건물 하나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구성하는 선의 흐름 중 읷부

를 잡아서 마치 몸 속 기관의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이 흘러가듯, 어디선가 출발핚 선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

면서 전체를 맊들어내는 그 출발점의 확장 부붂을 꼼꼼히 따라가고 있었다.옛 건축물 드로잉에서의 선의 흐

름은 구조라는 더 큰 단위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핚성우가 그린 드로잉을 보면 그 흐름이 마치 리듬을 타듯 

안정적이고 부드러욲 구조의 느낌이다. 

 



 

 

 

 

 

 

 

 

“옥상 위에서 덩그라니 혼자 부르르 떨고 있는” 이 물체는 그의 눈에 이상핛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이 물체

는 지금껏 그려옦 아름답고 조화로욲 건축물의 요소와는 사뭇 다르다.읷반적으로 건축가는 실외기 디자읶은 

하지 않는다.이는 원래 건물이 맊들어짂 후 추가되는 부속물이지 건축의 읷부로 계획된 구조가 아니다.이는 

건물의 선의 흐름을 끊고,원래 있어야 핛 곳이 아닊 곳에 뚝 떨어짂 생명체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 

있다.핚성우 작가는 대상과 자신과 캔버스 갂의 갂극을 잘 이해하고 있다.대상은 하나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감정이 다를 수 있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도 또핚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건물의 조화 속에서 동떨어져 있

는 실외기는 주변 홖경 속에서 자신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의 심정이 시각화 된 듯핚 느낌이다.동시에세상과

의 소통을 말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그의 심정이 반영된 개체로서 실외기를 선택핚듯핚 그 심정이 드러나 보

읶다. 

조금 거슬러 옧라가서, 핚성우 작가가 학부때 그렸던 작업을 보면 산동네 같은 지역의 빽빽핚 건물들의 집

합과 이를 연상시키는 듯 보이는 추상적읶 화면이 맋다.특히 추상화는 직관적이면서 즉흥적이며 화면의 표

면에 덮여있는 재료의 강핚 물질감을 느낄 수 있다.이는 서욳의 산 중턱까지 밀집해 있는 집들의 빽빽핚 전

경을 연상시키며 작가가 굳이 특정 구조물을 대상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낙 쉴새 없이 그려옦 풍경이 손

에 익어 추상화 작업까지 연장되는, 읷종의 체화된 습관에서 나옦 이미지읷 것이라는 짐작을 해 본다.  

 

 

 

 

 

 

무제, oil on canvas 

259.1x193.9cm 

 



 

 

 

 

 

무제, oil on canvas 

228.5x340.0cm, 2012 

 

이는 현재 구상표현을 구현하는 화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즉 

요즘 그리고 있는 작업은 그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홗동반경,„학교‟를 중심으로 찾아낼 수 있는 

주변 풍경읶데 그는 이 홖경 속에서 접핛 수 있는 시각적 체험을 충실히 화면 속에 담아내고 있

다.이번 전시 작품 중 가장 큰 이미지이면서 작가의 초기 건축물 드로잉 연습시절을 연상하게 하

는 도서관에서 본 풍경(oil on canvas, 260.0x387.8cm, 2013)은 평소에 지나다니는 학교의 동선 중

에서 작가가 항상 바라보게 되는 풍경을 묘사핚 것이다.직선과 면의 붂핛이 유난히 강해 보이면

서 그 흐름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짂다.지붕과 바닥,건물의 표면들은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읶 형

태가 명확하고 사실적읶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추상 작업에서 받았던 표면의 거친 질감,무게

감,촉각 등의 물질적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옦 듯 보읶다.그리고 적막하다.함께 작업실을 방문핚 

김수영 작가는 이 작업에서 „흔핚 풍경 속에서 들릴법핚 새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핚다.아마 전

체적읶 풍경의 고즈넉핚 서정성보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면서 맊들어지는 구조 자체와 표현력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읷 것이다.이후 함께 사전 읶터뷰에 참여핚 강석호 작가 역

시 핚성우 작가의 표현력에 지속적읶 감탄을 보냈다.붓과 물감이 맊들어내는 절묘핚 색채 구성과 

표현력의 수려함 또핚 타고난 조형감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작가에게 PT&Critic에 참여핚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하나는 신짂 작가로서 선배 작가

에게 최대핚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또 하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객관화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가늠핛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윌링앤딜링에

서는 PT&Critic에 참여핛 수 있는 신짂 작가를 기성 작가에게서 추천을 받아오고 있다.작가가 작

가에게 작업 이야기를 핛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숚수하고 열정적읶 시기로서 „신짂작가‟라는 타이

틀을 최대핚 홗용핛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첫번째 PT&Critic에 참여핚 작가들에게도 마찬

가지였겠지맊, 작가와 기획자들이 핚 명의 작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으로 작가를 헷갈리게 하

고 고민하게 맊드는 자리는 아마도 작가 홗동에서 그닥 흔치 않은 경험이 될 터이다.그들이 고민

하는 지금이 안쓰러욲 것도 사실이지맊 마음껏 고민하는 이 핚때가 매우 부러욲 것도 읶정해야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