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수 추상화의 시각적 통합SU KWAK
· 이정실 신시내티대학 한국미술사 겸임교수 · 이미지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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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며 꾸준히 물질적, 영적 빛을 주제로 추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재미 한인 작가 곽수. 1980년대 중반부터 자연의 땅, 물, 빛에 자신의 마음을 

투영한 반추상 풍경화로 시작한 그의 추상화 양식은 1990년 말에 이르러 종이 콜라주와 석고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 조각적인 회화를 실험하는 것으로 나

아갔다. 이 실험적인 작품들은 버지니아의 친코티그 섬에서 본 노을과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이 재해석한 <십자가의 길> 

(1958-1966)에서 영감을 받았고, 보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2002년부터 곽수는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빛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추상화 속의 빛에 영적인 의미를 더했다. 2003년부터 2006년에 작업한 ‘치유의 빛’ 시리즈에서는 원색들의 극명한 대조와 캔버스 틀을 드러나는 표면의 

절개가 더욱 대담해졌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빛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작품들에서 영적인 빛이 캔버스에 생긴 열린 상처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이 매우 역동적이고 조각적인 추상 작업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2013년부터 2015년 ‘우주의 빛’ 시리즈에서는 내면화된 빛을 보여주게 된다. 이 시리즈

의 전체적인 양식은 좀더 차분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자제된 색상과 반복적인 빛의 순환, 비교적 편평한 표면으로 안정되어있다. 실제로 작가는 ‘내재적 

빛’ 시리즈(2016-2017)와 ‘빛의 순환’ 시리즈(2018)에서 캔버스 내부에서 빛을 토해내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곽수의 ‘우주의 빛’ 시리즈는 내

재적 치유의 빛을 품고, 이후 몇 년간 생명으로 태어날 빛의 분출을 준비하는 배양 기간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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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는 「회화에서 반대의 통합」이라는 제목의 1979년 석사논문에서 자신

의 회화철학이 17세기 중국 명청 전환기의 화가 석도(石濤)의 미학에서 영

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곽수는 불교와 도교의 수행자이기도 했던 석도가 

성립한 일획론(一劃論)을 수용하여, 실체와 공간, 글과 그림, 음과 양, 육체

와 영혼, 삶과 예술, 개인과 우주 사이의 구분을 떠나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곽수가 석도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놀랍지 않

은 것은, 그의 논문 지도교수가 저명한 중국미술사학자 해리 반데스테판

(Harrie Vandestappen)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제

프리 웩슬러(Jeffrey Wechsler), 알렉산더 먼로(Alexander Munroe)를 비

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추상표현주의의 발전에서 동양의 중요성을 점차 인

정하고 있을 때였다.

실제로 추상표현주의는 절제된 색상과 서예적인 이미지, 거칠고 빠른 붓

놀림, 비대칭 구도,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작화 방식에서 동아시아 수묵

화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도 추

상화 초기부터 추상회화와 개인의 종교관 및 음악과 문학을 포함한 영적 경

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주목했었다. 동양미술과 추상표현주의의 작풍과 

미학이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교류를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영혼에 

공유된 정신성이 특정 종교를 초월한 영적인 계시로서 예술에 보편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 및 비평가들은 지적이고 남

성중심적인 모더니즘의 연장으로 경도하여 형식적이고 자기지시적인 회화

를 강조하고 문학적 배경이나 개인적인 서사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추상 미

술에서 신비적인 측면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미국화된 추상미술의 예술

지상주의라는 명목 하에 금기시되고 잊혀지게 되었다. 20세기 미국미술에

서는 현대미술의 정신성을 언급하는 것이 절제되고 은폐되어 온 것이다.

곽수의 미술의 특성은 뉴먼이나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같은 

추상주의 거장들의 단색화가 보여주는 무언의 형이상학적 기념비성과 다르

다. 곽수는 자연에서의 모티프를 사용하여, 자신의 영적 동기, 삶의 경험과 

기억을 색채가 풍부한 추상화에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이

러한 접근은 미국 미술사에서 동양 표현주의와 서양 표현주의, 그리고 정신

성과 현대성 사이의 근본적인 통합을 다시 환기하며 새롭게 하고 있다. 

그간 곽수의 회화에서 빛은 물에 반사된 햇빛에서 시작하여, 영적인 치

유의 빛으로, 그리고 결국 시간과 공간 속에 움직이는 우주의 빛으로 변화

해왔다. 빛이라는 모티프가 이 땅에서부터 초월적인 영역으로 올려진 것 같

이 보이지만, ‘우주의 빛’ 시리즈에서 빛의 묘사는 그 나름대로의 시각적 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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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곽수는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3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대학(University of St. Thomas)에서 미술을 전

공하고, 1979년 시카고 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에서 회화로 석사학위

를 취득했다. 발파라이소 브라우어 미술관(Brauer Museum of Art), 워싱턴 조

던 슈니처 미술관(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등에서 회고전을 개최했

고 유수 기관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선뵌 바 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을 비롯 워싱턴 국립 여성 예술

가 미술관(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 조던 슈니처 미술관, 브

라우어 미술관 등에 소장돼있다.

성을 드러낸다. 이전 작품에서 광원과 광선을 표현하던 뚜렷한 선들과 달

리, 우주의 빛은 종종 집합된 입자들과 같이 뿌옇게 분산된 선들로 표현된

다. 우주의 빛은 시간과 공간의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서, 시공간 사이에서 

증발하듯이 모호하게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 작품마다 원형의 광원 혹

은 빛의 반사체가 한 개 이상 반복적으로 소용돌이치는 선들로 표현되어있

다. 다양한 색상과 단절된 선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붓놀림은 원들 사이에 

직각으로 교차하거나 관통하는 직선적인 광선들에서도 보인다. 광선들의 

율동적인 반복과 급격한 파열은 연속되는 생명의 순환과 개인적이거나 실

질적인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속도와 정지, 팽창의 결정적인 순간

들에 투영되어있는 시간의 개념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교적 내면적이고 명

상적인 추상을 지닌 ‘우주의 빛’ 시리즈는 멀리서 보면 평화롭고 고요해 보

인다. 비록 내향적이지만, 빛이 나아가는 눈부신 여정 속에 미래를 향한 역

동성이 담겨있다.

‘우주의 빛’ 시리즈는 빛의 근원, 빛의 시작, 빛의 방출, 그리고 빛과 다

른 우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탐구를 반영한다. 그의 작품에서 광원

은 주로 태양과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이다. 이러한 광원들은 종종 한 화

면 안에 함께 묘사된다. 지구에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광원은 

낮에는 해고 밤에는 달이다. 동양의 유교 및 도교에 바탕을 둔 음양오행의 

우주관에 따르면, 해는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예이고 달은 음의 기운을 상

징한다. 이러한 우주관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궁중 병

풍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궁중 화가들은 원색을 사용하여 ‘일월오봉도(日月

五峯圖)’라 불리는 다폭 병풍을 제작해 임금이 앉는 용상 뒤에 전시하였다. 

유교의 원리와 도교의 우주관에 따라 영속적인 질서인 음과 양, 그리고 다

섯 가지 요소들을 재현한 일월오봉도 병풍 앞에 왕이 앉는 것은 그 왕이 하

늘로 부터 권위와 복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반대되는 광원들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캔버스 

하나, 둘, 혹은 넷을 연결하여 만든 곽수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작품 안에서 만나는 해와 달은 빛의 모든 색이 만나면 흰색이 되는 가색혼

합을 보여준다. 작가는 갖가지 물감들을 섞었을 때 검은색으로 채도가 낮

아지는 감산혼합의 필연적인 과정을 거스른다. 게다가 자연현상에서의 일

식이나 월식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 듯이 빛을 가리게 되지만, 그의 우주의 

빛은 그 반대로 작용한다. 곽수의 작품에서는 해와 달이 서로 겹쳐지거나 

구름이 드리워질 때, 빛의 반사와 분산의 효과로 인해 광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곽수는 또한 창조적인 작업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쌓아나간다. ‘우주의 빛’ 시리즈 대부분의 작품 표면은 두꺼

운 물감 아래 접착된 재료들로 인해 편평하지 않다. 작가는 예전에 완성한 

작품을 기다란 모양으로 잘라서, 새 캔버스에 밑칠하기 전이나 색칠을 하

는 과정에 그 불규칙한 조각들을 붙인다. 낡은 조각들을 덧붙이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관점과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결국에는 새 작품에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깊이를 창출한다. 곽수는 점점 더 완성과 오리지널이라는 확정된 

개념을 거부하고, 완성된 작품의 덧없음을 새 물감 아래 기억의 단층들 속

으로 매장시키고 있다. 

이전 작품 전체를 완전히 새로 칠한 그림 두 점은 특히 주목을 끈다. 

1985년에 그린 풍경화 <새로운 강 시리즈 #1>은 <우주의 빛 #30>(2014)

의 바탕 캔버스가 되었는데, 그 캔버스는 그간 틀 없이 말려서 보관되어왔

던 것이라 수직선 주름들이 남아있었다. 원래 풍경화의 모티프는 버지니아

주와 워싱턴 D.C.의 경계를 흐르는 포토맥 강이었다. 작가는 이 강을 보고 

한 찬양을 떠올렸는데, 그 후렴구 한국어 가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그런데 같은 후렴구가 원래 영어 가사로는 “저 아름다운 강가에서 만나

리”다. 영어 가사는 생명의 물을 염두했는데, 한국어 가사는 천국의 영원

한 안식에 이르는 것, 즉 모순되게도 죽음을 암시하게 되었다. 물론 많은 문

화에서 보편적으로 강을 건넌다는 것이 이별이나 죽음을 뜻하지만, 이 작

품을 위한 모티프가 한국 기독교에 기초한 작가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곽수는 여러 번의 유산을 겪은 후에 그 슬픔을 

극복하고자 이 격동적인 풍경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30여 년이 지난 지

금, 작가는 삶의 순환을 따스하게 묵상하면서 그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으며, 주름진 강의 풍경화를 천국에서 회오리치

는 우주의 빛의 움직임으로 변모시켰다.

재활용해서 출품한 또 다른 한 예는 <우주의 빛 #2>(2016)다. 2002년

에 곽수는 조각적인 회화 <빛 #32>을 제작했는데, 건축 재료인 타이벡 지를 

접었다가 방사형으로 펼친 후에 낚싯줄로 캔버스에 꿰매어서 광선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2012년에 그 실험적인 작품에 붙어있던 타이벡 지를 떼어내고 

조각적인 광선들을 대신 광원으로 바꾸어 색칠하여 이차원적인 <우주의 빛 

#2>를 만들었다. 이것을 2013년에 다시 작업하고, 2016년에 다시 네 번째 

버전을 완성하여, 밝은 파란색을 칠한 육지 혹은 물을 배경으로 간결하면

서도 강렬한 노을을 보여준다. 물감 밑으로는 이전에 광선을 붙였던 자국

이 남아서 빛의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동시에, 폭발적으로 분산했던 조각

적 빛은 중력에 이끌려 화면의 ‘라이트 홀’로 수렴되고 사라지면서 이 땅에 

닿아있다. 

‘우주의 빛’ 시리즈는 곽수가 자신의 예술에서 통합의 의미와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한 지난 40여 년 동안 성숙하게 된 경지를 보여준다. 곽수에

게 영감을 주었던 추상표현주의도 애초에 동양수묵화 전통과 서양미술경

향이 통합된 예술이었다. 그의 작품 안에서 빛도 작가가 관찰하는 자연의 

태양빛과 계속해서 묵상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에너지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기독교에 녹아든 유교, 도교, 무속의 혼합적인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곽수는 시간성과 영원성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을 가시화

한다. 파괴적인 무질서와 우울한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곽수

의 그림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빛을 통해, 갈등과 고정관념

과 편견과 부정을 소멸시키고, 조화와 관용과 애정과 생명력을 전하는 궁

극적인 통합으로 향하여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준다.  PA

<삶에 대한 갈망(Longing for Life)>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61×76cm

사진: 리사 그로스(Lisa G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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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Kwak who is a Korean-American artist has consistently dealt with the 

theme of light in its physical and spiritual senses. After im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in 1973 from Korea, Kwak studied art at the University 

of St. Thomas in Houston, Texas and completed the MFA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1979. Since the mid-1980s, Kwak’s abstract 

style has developed from semi-abstract landscapes that include the land, 

water and light, reflecting the state of her mind, to experimentation 

in the late 1990s with sculptural works using acrylic paints on paper 

collage and plaster. After 2002, Kwak rede�ned light to convey a more 

spiritual meaning in her abstract painting by emphasizing light’s healing 

power for weak and ailing bodies. In her Healing Light series (2003-

2006), the contrasts of primary colors and the cutouts on the canvas 

surface, revealing the supporting frames, became much bolder. Before the 

Cosmic Light series, her paintings on light and time from 2007 to 2012 

continued to present quite dynamic, almost sculptural abstractions in 

characteristics. Unlike the decisive lines of the light sources and light 

beams in Kwak’s earlier paintings, cosmic light is often represented 

through blurred, dispersed lines resembling collected particles. Away 

from the rigid frames of time and space, the cosmic light seems to exist 

ambiguously, evaporating between time and space. Each painting has 

one or more circular sources or re�ectors of light, formed by repeatedly 

swirling lines. Multiple brushstrokes with diverse colors and broken 

lines are visible in the straightforward rays of light in perpendicular 

crossings and penetrating lines among the circles. The rhythmic 

repetitions and sudden ruptures of the lines of light suggest the concept 

of time projected in the continuous cycle of life and in the critical 

moment of velocity, interruption or dilation in the personal or spatial 

universe. With its relatively introverted, meditative abstractions, the 

Cosmic Light series seems peaceful and tranquil when viewed from a 

distance. However, such an immanent yet dynamic power of the future 

which the spiritual light penetrates the open wounds of the canvas body. 

By contrast, the Cosmic Light series (2013-2015) presents internalized 

light in Kwak’s paintings. The general style of this series appears quieter 

and the compositions are stabilized with subdued hues, repeated cycles 

of lights, and relatively flat surfaces. In fact, the most recent series of 

Light Within (2016-2017) and of Light Cycles (2018) seems to exhale 

light from inside the canvas. Therefore, Su Kwak’s Cosmic Light series 

can be considered an act of incubation for embracing the inner healing 

light and preparing for external delivery of the light to be born as life in 

subsequent years.

Over the years, light in Kwak’s painting has changed from the 

reflected sunlight on water through spiritual healing light, and 

eventually to cosmic light moving in time and space. The motif looks 

as though it has been lifted from this earth to the transcendent realm, 

yet depiction of light in the Cosmic Light series has its own visual 

captures a glowing journey to the goal of light.

The Cosmic Light series illuminates Kwak’s mature stage of synthesis 

in her art she has pursued over the last forty years since her �rst exploration 

of its meanings and methods. The Abstract Expressionism that inspired her 

was intrinsically a synthetic art derived from Eastern ink painting tradition 

and Western art trends. The light in her art signi�es a synthesis of natural 

sunlight and spiritual energy that she observes, meditates on, and expresses 

while embracing a syncretic symbolism of Confucianism, Daoism, and 

Shamanism in Korean Christianity. She also envisions a synthesis of past 

and present along with temporality and eternity. In a suffering world with 

its deconstructive chaos and depressing uncertainty, Kwak’s paintings give 

us hope to see her continuing growth toward an ultimate synthesis that 

nulli�es any con�icts, stereotypes, prejudices, or negativity while delivering 

harmony, magnanimity, affection, and vitality through the cosmic light 

beyond imagination.  PA

Synthesis of Visions in Su Kwak’s Abstract Painting
· Article by Jungsil Jenny Lee

· Images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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