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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er

Rose’s Canvas
Paintings by Rose Wylie, 

the adorable artist still going strong 
at 83, are as pleasant and 

lovable as her name. and they’re on 
display in Cologne,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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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위에 밝은색으로 덧칠된, 엉뚱한 표정과 몸짓의 주인공들. 작품만 봐서는 영락없는 젊은 작가의 작품이다. 

하지만 단발머리에 화려한 색감의 스타킹, 작업의 흔적이 버젓이 드러난 지저분한 운동화 차림의 작가는 

그런 선입견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다. 

83세. 우리에게는 이미 노회해서 안주하고만 싶어지는 나이. 하지만 여든이 넘은 이 작가는 이제서야 갈 길을 발견했다는 듯 

“유레카”를 외치며 더욱 에너지 넘치게 작업에 몰두한다. 

JULIEta (FILm NotEs), 2016, oIL oN CaNVas, 181×336cm

-

JULIEta (FILm NotEs), 2016, PEN, CoLoUREd PENCIL aNd CoLLaGE oN PaPER, 30×6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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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 oF taLEs, PINK CastLE (FILm NotEs), 2017, oIL oN CaNVas, 183×165cm

-

PINK CastLE, 2017, PEN, CoLoUREd PENCIL aNd CoLLaGE oN PaPER, 60×21cm

aFRICaN BaRBER shoP sIGN, 2016, oIL oN CaNVas, 183×341cm

-

aFRICaN hEads, 2016, PEN, CoLoUREd PENCIL aNd CoLLaGE oN PaPER, 30×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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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보다 낯선

로즈 와일리Rose Wylie. 2010년 76세의 나이에 

영국 <가디언>이 뽑은 ‘가장 뜨거운 신진 작가’에 

뽑힌 아티스트. 그래서인지 로즈 와일리에게는 

‘Emerging Elders’, 우리말로 ‘떠오르는 원로’

라는 수식이 곧잘 붙는다. 예술가에게 나이라는 

고루한 편견과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 어쩐지 비

예술적이고 예의 없는 일 같지만, 그녀를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이라는 선입견이 먼저 든다. 

그만큼 그녀의 그림에는 나이라는 편견을 잊게 

하는 에너지가 충만하다. 

1934년 잉글랜드 남동부 켄트에서 태어난 로즈 

와일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작업하며 살고 있다. 

20대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결혼 

후 아이를 키우느라 그림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와일리가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런던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

Royal College of Art, London를 졸업하고 나

서부터다. 이후 여러 그룹전과 개인전을 거치면서 

로즈 와일리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갔

다. 생동감 넘치는 터치감과 천진난만한, 때로는 

만화나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 대형 캔버스에 제소

같은 밑작업을 거치지 않고, 유화를 두껍고 거칠

게 그려간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친 붓질 뒤로 

가려진 드로잉이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다. 그녀

는 인터뷰를 통해 “지구에서 단 한 번도 그린 적

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대상을 수십 번 다시 

그린 끝에 그림을 완성한다”고 말했다.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와 필

립 거스턴Philip Guston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고 했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작품에선 바스키아

의 장난스러운 낙서도, 거스턴의 진지하면서도 

동화 같은 그림도 은근 느껴진다. 하지만 보다 밝

고 천진난만한, 보라색 스타킹과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 그림에 짙게 배어 있다. 

쾰른에서의 전시

늦어서 더욱 열정적이었던 그녀의 작업은 영국 미

술계의 눈에 띄었고, 이는 바로 수상으로 이어진

다. 2011년 폴 햄린 재단상Paul Hamlyn Prize 

for Visual Arts, 2014년 존 무어스상John 

Moores Painting Prize, 2015년 찰스 울러스턴

상Charles Wollaston Award 등 대표적인 예

술상이 그녀에게 수여된다.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개인전을 연 시기도 이 즈음이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첫 개인전을 열었지만 고령으

로 인해 고막이 약해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 없었

다. 하지만 반응만은 뜨거웠다. 그런 로즈 와일리

의 개인전이 현재 독일 쾰른의 ‘초이앤라거 갤러리 

Choi & Lager Gallery’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전시도 초이앤라거 갤러리가 주도한 것이다. 

전시 제목은 ‘Rose Wylie: Cupid & Fur Coat’. 

우리말로 하면 ‘큐피드와 모피코트’다. 전시에서

는 총 19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로즈 와일리는 

먼저 드로잉을 한 후 2미터 내외 크기의 대형 캔

버스에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 전시에

서도 그런 스타일에 맞게 드로잉과 그림을 함께 

걸었다. 

로즈 와일리는 평소 영화를 통해 받은 영감을 

자신만의 필름 노트에 기록해 작품에 반영하

기도 한다. 물론 작업에는 자신의 상상이 녹아

든다. 이번 전시에도 스페인 감독 페드로 알모

도바르Pedro Almodovar의 영화 <줄리에타

Julieta>와 이탈리아 감독 마테오 가로네Matteo 

Garrone의 영화 <테일 오브 테일즈Tale of 

Tales>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있다. 작품명 

모두 영화명과 동일하다. 이 작품 외에도 프랑

스 출신 테니스 선수 마리옹 바르톨리Marion 

Bartoli와 테니스를 묘사하거나 아프리카 이발

소에서 영감을 받은 재미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

다. 그녀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정열적으로 

작업을 한다. 3월이 다 가지 않은 지금까지 완성

한 대형 작품만 세 점이 넘는데, 이번 전시에서 모

두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그

의 작품 대부분이 판매되었다. 한국의 컬렉터도 

한 점 구입했다고 한다. 작년 한국 전시에서 받은 

감동을 잊지 못한 팬이었을 것이다. 

로즈 와일리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 중이다. 시간

도 잊고, 나이도 잊었을 것이다. 작품은 계속, 더

욱 흥미 있고 짜임새 있어질 것이다. 그렇게 완성

된 작품이 쌓이면 4월 21일부터 벨기에에서 열리

는 ‘아르 브뤼셀Art Brussels’에서도 소개할 예

정이다. 

Information rose Wylie: Cupid & Fur Coat

dates  3. 10~5.7

Place  Choi&Lager Gallery, Cologne

Web www.choiandlag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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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룹 제스로 툴Jethro Tull이 ‘록음악을 하기엔 너무 늙었고, 

죽기엔 너무 젊다Too Old To Rock ‘N’ Roll, Too Young To Die’를 불렀지만, 

로즈 와일리는 그림을 그리기에도 ‘여전히’ 너무 젊은 작가다. 

그리고 그녀가 완성해나가는 작품은 그녀 자신의 나이와 손길보다 더욱 빨리 젊어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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