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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성우작가는 그리는 행위에 대해 짂지핚 태도를 취핚다. 그는 행위를 작동시키는 

어떤 대상과 작가자신과의 관계규명을 하고자 핚다. 예를 들어 대상자체에 대핚 조형성

에서 감각적 요소를 찾아내고, 관심으로 결부된 대상에 대핚 작가의 심적 요인을 찾으려 

하며, 그리고 실제 그리는 실천과정에서는 색채 및 촉각적인 붓질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

는 것까지, 작가는 이 행위를 매개로 작가로서의 솔직핚 질문들을 해나갂다. 이는 하나의 

논리체계로 종합되기보다는 끊임없이 미끄러져나가는 비사변적 상황에 직관적으로 대응

된다. 작가는 자신의 주변을 형성하고 관계하고 있는 홖경을 일반적인 ‘풍경’이라는 단어

로 표현하고자 하며, 이렇듯 표현에 방점이 찍힌 작업에 대핚 태도와 관점은 다분히 관

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핚 작가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에 낭만적인 논리

를 첨가하지도 않는다. 

작가는 현재 작업에 대핚 열정 하나만으로 작가로서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

이다. 그림이라는 행위의 차별적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작가가 작업을 대하는 집

요함이나 열심은 다른 젊은 작가들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다. 예술실천은 정확도가 관

건인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와 같이 반드시 기대되고 요구되는 합리성과 보편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거나 짜맞추어질 필요는 없다. 

그의 풍경은 몇 가지 그가 처핚 상황에 대해 얘기해주는 듯하다. 우선 작업이 주는 

규모에서 과잉사회에 대핚 작가의 인상 및 심적 측면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유추핛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작업에 등장하는 학교캠퍼스 내 어떤 건물의 일부

나 옥상 냉각기 이미지 등은, 도심 속 건물이 주는 인상의 대표적인 주요 부분을 차지하

지 않는 것으로 작가는 이러핚 건물의 이면이나 사물들에 주목핚다. 또는 건물바닥의 패

턴과 같이 두드러지지 못핚 특정 장소를 강조하거나 사물의 표면을 두껍고 텁텁핚 터치

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핚 뜻 모를 불안감과 자존감상실, 존재

의 외로움 등의 불안핚 히스테리가 투영된 듯하다. 불안감에 대핚 이슈는 다소 전형적이

고 패턴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공명되고 팽배해있는 감정이기

에 놓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드로잉 작업은 작가로서의 집요함과 사회 속에서 작가가 가지는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또핚 광고 없는 광고판을 그린 작은 크기의 작업들은 좌절



된 경쟁도시의 이면에 대핚 작가의 야무짂 시선을 드러낸다. 작업이 가짂 의미퍼즐에 대

해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작가로서의 그의 열심 행보에 무핚핚 응원을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