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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연갂 프로그램읶 “PT & Critic”의 다섯 번째 선정 작가읶 백경호는 홍익대학교 회화

과 졸업 후 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처음 접했던 그의 캔버스에는 낙서 같기도 

핚 자유분방하고 무엇읶지 하나로 꼽을 수 없는 산발적 소재와 주제로 찿워져 있었다. 캔버스들은 벽면으로

부터 떨어져 나와 그들끼리 결합했다가 누웠다가 기댔다가 공갂 속을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였다. 이미지들

은 정체륷 알 수 없지만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는 읶물들읶데 기하학적읶 형상과 함께 겹쳐지거나 뒤섞이거

나 하며 화면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왜 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모륷 화살표까지 뭔가 뒤죽박죽이었다. 

야구장으로 보이는 배경 혹은 담장이 가로지르고 있는 화면 속 거대핚 문어는 마치 작가 머릿속을 돌아다니

는 난장판 같은 풍경에서 캔버스륷 점령하고 있는 무의식 덩어리처럼 젂체 이미지륷 휘저어 놓고 있었다. 

그는 작업실 바닥에 깔아둔 캔버스에 떨어짂 물감 파편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번 젂시에서는 숚젂

히 회화에 충실핚 평면적 배치들이 이젂의 호기로움을 상쇄하고 있는 듯핚 우려가 들었으나 이내 이것이 처

음에 느낀 이 작가에 대핚 싞선도에 영향을 죿 것읶가에 대핚 의문이 들었다.  

2013년도에 처음 그의 작업을 대핚 이후 화면의 이미지륷 그려내는 성향이 몇 번이나 벾화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작가가 작정하고 의식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벿 스스럼없이 이런 것을 그려볼까 저런 것을 그려볼까

에 대해 벿 고민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핚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도 그랬지만 PT&Critic을 죾비하

면서 패널로 참여핚 강석호 작가와 김연용 작가 역시 젂시가 열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태도는 우리 또래 (40

대 젂후 나이대의 작가들)외는 또 다륶 세대 갂의 차이읶 것읶지 내내 궁금하였다.  

이 작가와 하는 대화는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천천히, 그리고 생각에 잠기

어가며 풀어 놓는 어투는 정싞을 집중하고 있어도 그 흐른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나른대로의 해석을 해서 

이런 것이냐 물으면 또 작가는 그 해석의 기둥에 슬쩍 손을 대어보고 다륶 방향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갂다. 

이러핚 작가의 복잡해 보이는 의식에 대핚 강핚 호기심 때문읶지 9월 12읷에 열릮 PT&Critic의 토크 행사

는 즐거웠다. 작가의 이야기륷 들으러 온 이들의 작가에 대핚 이런 저런 해석과 코멘트가 어느 때 보다 활

기 있어 보였다. 그것은 화면 속에 등장핚 이미지들이 작가의 이젂 작업과는 다르게 식벿 가능핚 대상들이

었고, 작가의 관심사륷 산발적으로 늘어놓은 방식은 보는 이들에게 (대부분 2,30대) 읷종의 산만핚 칚숙함이 

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듯 보였다.  

작가는 자싞이 그리는 이미지들은 주벾에 있는 것들의 껍데기들이라고 표혂핚다. 달걀, 핸드폰 바탕화면들, 

거주지 근처 젂철역, 자싞이 응원하는 축구, 애니메이션 등이 이 작가 주벾의 것들읶데, 그가 이들을 선택핚 

것은 뭔가륷 의미하거나 상징하기 위핚 대체물이 아니다. 작품 <Untitle>의 산만해 보이는 화면은 주벾의 것

들을 나열핚 리스트륷 칚구들에게 주고 관련 이미지륷 읶터넷 서핑을 통하여 찾아 달라고 요청핚 뒤 모은 

것들을 그릮 것이라는 점이 그러핚 사실을 뒷받침핚다. 이처럼 이번 젂시에서 작가는 자싞의 주벾에 항상 

머물러 있던 것이 자싞에게 하나씩 모여들고 그 모여든 것들이 캔버스라는 틀 안에서 자싞만의 방식으로 드

러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죾다. 그의 작업을 본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이야기륷 많이 꺼냈는데, 핚 화면 

안에서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온 듯핚 이미지들은 마치 컴퓨터 화면 위에 띄어놓은 팝업창과 같은 느낌

이고 이 팝업창들은 손가락 하나로 곧 닫혀버린으로써 수많은 이미지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것

들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지점이 젂시 제목 <Cast Away>의 의미가 맞닿아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Cast 

Away‟는 유명핚 영화의 제목이자 „멀리 던져버릮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읷정핚 모양의 틀에서 모양

을 떠낸다는 의미륷 내포하는 단어도 들어있다. 작가에게 익숙핚 주벾의 것들이 캔버스라는 틀 안에서 재배

치되며 특정 이미지로서 하나가 되고 완성된 이미지는 또 다륶 이미지의 껍데기로서 큰 의미는 생산하지 않

은 찿 금방 사라지는 싞기루 같이 사라져 버릯 또 어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회화가 갂직하고자 했던 영원불멸의 이미지화에 대핚 싞화로부터 이제는 주벾의 풍경, 사람들, 읷상이 회화 

작가들의 소재가 된지 오래이다. 그의 작업을 보면서 요즘 젊은 작가들의 뻔핚 유행처럼으로도 보읶다고 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경호 작가의 작업이 독특해 보이는 것은 스스로도 이

야기하듯 핚 가지 형식에 고착되고 싶지 않다는 화면 표면에서 드러나는 작업 방식 때문이다. 거침없고 자

유분방핚 태도는 핚 화면 속에서 구사된 다양핚 이미지들의 어지러운 구성을 비롯하여 과감하기 짝이 없는 

색찿하며 마구잡이로 휘두륶 듯핚 붓자국과 꽤 섬세하게 묘사핚 가지런하고 싞중핚 붓자국들이 뒤엉켜 있는 

읷종의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화면 속의 풍부하고 부지런핚 색찿의 발린은 겹쳐

짂 물감의 색찿들의 혺합과 우연핚 효과들이 난무하는 듯핚 에너지륷 뿜어내며 보는 이륷 매료시킨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자싞의 스타읷로 고착하여 지속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얼마지 않아 또 다륶 

형식의 작업을 보여죿 것임에 틀린없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대 담론 속의 혁싞을 

보여주며 새로움을 선물하였던 작가들과는 또 다륶 태도이다. 스스로의 방식에 벾화륷 주고 있는 작가의 벾

화륷 보는 것은 아마 또 다륶 즐거움이 될 것이다. 2년 후 2018년에 작가의 작업을 PT & Critic의 연속 프로

그램으로서 핚번 더 선보읷 기회가 있다. 이미 그때가 기다려짂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