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ING POINT

작품/ 샌정, ‘Untitled’, 2018, Oil on Canvas, 240×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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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정의 작품은 무한한 회화의 세계 안에서 한 뼘 크기의 사색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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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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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A Form to the World> 전시 전경.
2 ‘Untitled’, 2017, Oil on canvas, 100×80cm.
3 ‘Untitled’, 2017, Oil on canvas, 60×50cm.

3

정의 회화는 서사보다는 서정적인 시어에 가깝다. 그 스스로 ‘대기감’
이라 부르는 캔버스 속 빛바랜 듯한 여백, 단조롭다 못해 원형적인 선
과 면, 아득한 색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끽되는 시각의 몰두를 아우
르는 캔버스로서 말이다. 그런 그의 신작 스물다섯 점이 독일 쾰른의 초이앤라
거 갤러리에서 전시 중이다. 초이앤라거 갤러리 최초의 추상회화 전시로, 불명
료하고 사색적인 작업을 좋아하는 독일 관객들이 진지하고 신선한 반응을 보
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타이틀 <A Form to the World>는 샌정 자신의 회화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와 더불어 무한한 회화의 세계를 대하는 작가의 사색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는 언뜻 허공을 부유하거나 미완성처럼 보이게
하는 흐릿한 감각이 존재한다. 색상과 불규칙한 선, 컬러톤의 변화만으로 캔버
스에 더 풍부한 사색을 표현하면서 만들어진 기하학적 형상들은 “추상회화의
스펙트럼을 한계점 안에서 몰두해보려고 한다”던 샌정 회화의 현재적 스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빈 캔버스를 마주하고 한동안은 직관과 암시의 시간을 보
낸다는 그는 예전 <바자 아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묵직한 답변을 전했다.
“빈 캔버스, 팔레트 그리고 붓. 이 단조로움에서 오는 영감은 가끔은 나를 가장
넓은 회화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든다. 화면에 이는 첫 번째 파문은 직감이며, 캔
버스는 비어 있는 것만으로도 대기감을 허락하는 공간이라고 본다. 이후 그 위
를 지나는 붓질은 형이상학에 근접하는 시도이자 새로 일구어지는 생각의 텃
밭이라 여기면서 사색 가장 안쪽의 존재론과 세계관을 형과 색에 담아 화면에
붓을 긋는다. 이렇듯 생각의 소용돌이와 잔잔함을 시각화하는 고민의 반복이
그림에 임하는 시각에서의 긍정적인 불균형의 과정이다.” 샌정 회화 내부의 공
간과 대상, 기억과 시선, 회화와 감상자 사이의 거리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심미
성과 감수성은 막연함에서 시작한 붓질이 가장 담담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화적 원동력으로 가득한 도시 뒤셀도르프에서 오랜 시간 작
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에게 뒤셀도르프는 반복되는 사유를 거쳐 작업에 임하
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는 정신적인 장소에 더 가깝다. 일상적인
시공간 밖의 정서에 뿌리내린 시간. 샌정의 예술에서 상대적인 희소성과 고독
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될까? 캔버스 위의 물감이 만들어내는 어떤 위대한 생각
과 본령, 부유하는 이미지들의 단단한 밀도. 그것이 샌정 회화의 숨은 힘이자
아름다운 깊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글/ 박선영(미술 칼럼니스트)

사진/ 초이앤라거갤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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