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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이 연결되는 공간, 빛의 터널   
 9.6-10.8 뉴욕, 준 켈리 갤러리

미국에서 활동하는 곽수 작가는 자연의 ‘빛’을 통해 희망을 선사한다. 작가는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희망 그리고 자연과 빛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치유의 세계를 회화로 표현해왔다. 

그간 작가의 작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빛 이외에도, 자연의 땅, 물,  하늘 그리고 빛의 근원, 태

양, 달, 지구의 움직임과 같은 소재까지 회화에 투영시킨다. 또한 캔버스를 자르고, 꿰매고, 다

른 천을 다시 붙이면서 캔버스의 화면을 채우기도 한다. 뉴욕 소호에 위치한 준 켈리 갤러리

(June Kelly Gallery)에서 곽수의 개인전이 열렸다.  

● 정재연 미국통신원  ● 사진 June Kelly Gallery 제공

이번 <Su Kwak: Light Circle>전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빛, 지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만큼의 눈부신 원형의 광원과 빛의 형체가 돋보이는 신작들을 보여준다. 곽수는 지난 

수년 동안 빛이라는 주제를 본인 고유의 추상 언어로 작품을 이어왔다. 초기 작품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오방색(五方色)을 썼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색이 

무의식적으로 나왔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삼원색으로 축약되기 시작했다. 곽수의 회

화에서는 색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작가가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에 ‘빛의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빛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덧칠하면 하나의 빛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밝은 색감 위에 몇 번을 더 덧대고 덧칠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빛의 

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작가의 그림은 겸허하고 우아하지만, 색감은 확신에 차 있듯이 강

렬하다. 또한 섬세한 작가의 손놀림과 숙련된 붓질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치유의 빛을 생

성한다. 자연을 추상화하는 것, 자연에서 배우는 것,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다. 

작가는 하늘을 보면서 저 빛을 내려면 무슨 색을 써야 할까, 늘 고민한다. 그리고 말한다. “화

가에게 색은 언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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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손이 찢기고 상처가 나

면서 한동안 작가는 종이접기와 조각 천으로 조각

과 콜라주 작품을 이어나갔고, 손이 완전히 회복하

고 난 후, 말기에 이르러 다시 온전히 물감으로만 

빛의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작품들 가운데 <Light in the Heart>(2018), 

<Living Light>(2019) 등에서 강렬한 색감의 소

용돌이와 함께 두꺼운 물감 아래 접착된 성경 구

절 조각들은 환하게 비추어 내려오는 빛에 영적인 

의미를 더해 주고 있었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처럼 

작가의 작품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

는 변증법적 전개 원리로 설명되어진다. 작품 초

창기 한국의 자연, 그리고 빛의 움직임을 추상적

으로 보다 구체적이게 화면에 제시하는데 주력했

고, 이후 입체적인 3차원의 공간 안에 물성으로 

채운 반(反)추상 작품을 보여주었다. 이후 다시 자

연의 풍경을 곁들인 추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관람객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 그들

이 기억하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치

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붓을 들게 된다고 작

가는 설명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Light Circle’은 빛

이라는 모티브가 자연과 우주 사이의 공간을 설정

하고 시각적인 빛의 묘사를 푸른색과 붉은색, 그

리고 노란색을 통해 초월적인 중력이 감지되는 부

분적인 묘사로 강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치유의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지만, 자연의 땅과 하늘, 태

양과 달, 그리고 산과 물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

고, 그림의 상하가 중력의 힘을 받는 공간적인 상

하와 일치하여 산수화를 연상케 했다. 신작들에서 

보이는 새로운 변화는 빛을 표현하는 색감들이 더

욱 풍부해지고 시간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강한 의지

가 반영된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

며 필자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곽수의 작품을 통

해 모두의 마음속 짐을 홀가분히 내려놓고 소용돌

이치는 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내면에 자리한 근심이 씻겨 흘러내려 

가기를 바라본다.    

 곽수가 빛이라는 소재를 회화로 다룬 것은 

40여 년 이상 되었는데, 실재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내면적이면서

도 추상적인 빛을 캔버스에 투영하는 것이

기에 사적인 경험에서 작업으로 시작된 소

재임을 짐작케 할 수 있다. 작가가 미국에 온 

처음 10년은 미술사적인 것들 그리고 새로

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고생과 더불어 회의

감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우연

히 미국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햇빛 아래 

있는 나무는 오랫동안 잎이 푸르고, 싱싱하

고, 그늘에 있는 나무는 일찍 잎이 바래지고 

금방 잎이 떨어진다”는 문구가 가슴에 꽂혔

고, 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희

망을 얻고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

에 ‘빛’이라는 소재를 그리게 되었다고 전한

다. 그때부터 빛을 연구하고 태양과 달, 땅

과 물, 빛의 근원 그리고 지구의 움직임을 추

구하게 되었다. 그런 빛의 근원을 추구하다 

보니 작가는 빛의 물리적인 근원뿐만 아니

라 누가 그 빛을 창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영적인 치유의 매개까지 작품

의 주체가 되었다. 영적인 빛, 자연 그리고 

빛과 인과관계를 탐구하면서 화가로서의 자

신의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평가

하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시에서 돋보이는 것은 색감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도형들의 구성과 함께 하나

의 캔버스 안에 하나, 둘 혹은 넷으로 면을 분

할하여 마치 여러 캔버스를 붙인 것 같은 작

품들이 눈에 띈다. 작가의 작품은 전체적으

로 추상의 기본 원리인 수직, 수평 그리고 기

본적인 도형 중 원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한 

구성적 추상은 태양, 달, 지구 그리고 빛 등

의 이미지들이 기하학적 조형으로 환원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추상 언어를 작품으

로 투영시킬 때, 한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한다. 추상의 원리가 수평, 수직 그리고 원

이기 때문에 수평은 자연을, 수직은 사람을, 

그리고 원은 인간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할 때에도 자

연을 표현하는 수평선과 사람이 걸어 다니

는 수직 그리고 말소리와 입을 표현한 얼굴

은 원의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산과 물 그리고 빛은 자연 이미지를 가

지고 색감과 터치, 물감의 물성 등을 작가만

의 조형 언어로 표현했다. 또한 낮과 밤, 현

실과 이상이라는 이분화된 공간 사이에 제3

의 공간을 주목한다. 특히 <Sunrise>(2019), 

<Eternal light>(2019) 등의 작품은 현재의 

원, 그리고 뒤의 배경은 어제일 수도 있고, 일 

년  전일 수도 있는 밤과 새벽을 지나는 시간

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었다.  

곽수는 크게 세 번의 시기에 걸쳐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주제인 빛을 다루는 방식

과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 초기의 그림에서

는 동양미술사의 원근법과 큐비즘의 구조, 

추상표현주의를 융합해 동양과 서양의 기법

을 절충한 자연 추상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중기에서는 완전한 빛의 추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와 중기에 이르러 작가의 작품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치유(healing)’는 캔버

스를 자르거나 꿰매고, 다른 천 조각을 덧붙

여가는 형식으로 화면을 채우며 강한 에너지

와 메시지를 전달한다. 캔버스를 찢고 꿰매

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가 스스로 내면

의 치유와 더불어 어느 불특정 대상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치유'의 과정을 몸소 옮기게 

글쓴이 정재연은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언어와 텍스트,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인간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탐구해 전시로 풀어내는 것을 장기 연구과제

로 삼고 있다. 2012년 일현미술관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교육을 기획 및 진행하였고, 2016-2017년

에는 문화역서울 284 <다빈치 코덱스>전의 큐레이터를 맡았다. 현재, 뉴욕 첼시의 작가 스튜디오

에서 일하며 전시 리뷰를 비롯해 예술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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