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집집이 불 켜진 아파트 위로 상현달이 떠 있다. 밤 풍경이 펼쳐진

창 아래엔 책을 읽다 잠이 든 여성이 누워 있다. 달빛에 환한 얼굴 뒤쪽엔 또 하나의 어두운 얼굴

이 잠들었다. 비현실적으로 크게 그려진 방 안의 꽃들은 무채색이다. 낯과 꽃은 색을 잃었다.

불안을 담은 밤 풍경…독일 중견 화가 아민 보엠 개
인전

2022-09-13 14:46송고시간

초이앤초이 갤러리 '어둠에서 밤으로' 10월 9일까지

아민 보엠 'Whispering Wind', 2022, Oil, paper and fabric on canvas, 140x160cm [초이앤초이 갤러리 제공. 재판
매 및 DB 금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초이앤초이 갤러리가 개최한 독일 중견 화가 아민 보엠(50) 개인전에 전시

된 '속삭이는 바람'은 이런 어둠으로 오늘날의 불안을 표현한다.

독일 신표현주의 주요 화가 중 한 명인 외르크 임멘도르프의 제자인 아민 보엠은 스승처럼 화면

이 사회 비판적이기도 하다.

그는 어둠 속 뒷골목의 부랑자들, 이들을 향해 전조등을 밝게 켠 스포츠카, 탐욕스러움이 물씬 묻
어나는 왜곡된 인물 등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또한 일상적인 폭력과 혐오에 무감각해지고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듯한 사람들의 얼굴을 동물의

그것으로 표현하는 다소 유치한 비유도 사용한다.

이번 개인전을 위해 방한한 아민 보엠은 최근 전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그림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그린 야경화의 전통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 다수는 이처럼 밤을 그린 연작들도 비극의 미학을 담으려 했다.

아민 보엠 'The hidden stories', 2019, Oil and fabric on canvas, 170x 50cm [초이앤초이 갤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 고정관념이 촉발한 양극화"라며 "그림을 통해 우리 주

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로 계급 간 투쟁이 극에 달했다"고 진단하는 작가는 자본주의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그림

을 통해 말한다.

그의 회화에는 전구, 전조등, 네온사인 등 인공적 불빛과 야행성인 고양이, 빛을 가리는 커튼과
같은 밤의 모티브가 등장하며 대중문화와 문학 등도 담아낸다.

그러나 그는 "그림의 주제보다 그림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림은 흥미로워야 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림 표면의 질감"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대표적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고 언급한 인터뷰에

감명을 받았다는 아민 보엠은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컨처럼 캔버스에 밑칠하지 않고 바로 채색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컨은 초기에 새 캔버

스를 살 돈이 없어서 캔버스의 뒷면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민 보엠 '3 Schatten', 2020-2022, Oil on fabric on canvas, 120x100cm [초이앤초이 갤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민 보엠은 주로 캔버스에 목탄으로 스케치하고 유화 미디엄을 많이 섞어 묽게 만든 물감으로

칠한다. 목탄과 섞인 물감은 지저분해지면서 한 겹만 발라도 어두운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담아

낸다. 속도감 있는 붓질과 천을 잘라 붙이는 콜라주 기법 등으로 화면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밤 풍경과 두 인물을 중첩 시킨 초상화 연작 등 유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은 10월 9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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