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인연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가 2인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운중화랑의 일련의 기획전 <동행>시리즈는, 개인전의 밀도와 집중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일상 속 경쾌함과 흥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운중화랑의 <동행>시리즈는  

두 작가의 교류가 그들의 작품세계에 어떠한 상호 작용과 영향을 주고 받는가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운중화랑의 <동행>시리즈 중 두번째 기획전,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을 

소개합니다. 

 

전시 소개 

 

이인현 · 박기원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  

 

운중화랑 <동행> 시리즈의 두번째 주인공은 이인현 작가와 박기원 작가입니다. 두 

작가는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자 선후배로서 오랜 기간 일상에서 속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작업의 길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위안을 주고 받는 예술적 

동지이기도 합니다. 두 작가의 인연은 1990년대 중반 가인화랑에서의 각각의 개인전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이후 2014년 갤러리 소소 그룹전 <Love Minus Zero>에서 직접적인 

전시인연을 맺습니다. 그 후 다수의 그룹전 등에서 재회하며 서로의 작업세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두 작가의 2인전 

<박기원이 이인현을 만났을 때>가 茶STUDIO 에서 열렸고, 이번 우리 화랑의 

<동행>시리즈로 기획하는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 은 그들의 두번째 

2인전입니다. 

 

이인현은…… 

 

이인현 작가는 정면 중심 캔바스 회화에 도전하며 오면(五面) 그림을 그립니다. 옆면이 

두꺼운 입방체 캔바스 위에서 물감과 기름은 서로 밀기와 당기기를 거듭하며 화폭에 

스며들다가 끝자락 모서리를 넘어 중력을 타고 다시 아래로 번져 나갑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오랜 ‘밀당’이 만들어내는 형상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흐르다 멈추어서 마치 

처음부터 그대로 그 곳에 있었다는 듯 하나의 자연이 됩니다. 이렇게 그는 회화의 

평면성을 뛰어넘는 공간을 그의 작품에 끌어들였고, 그래서 그의 회화는 한 눈에 모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따라 이리저리 구석구석 이동하게 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어느 별을 보다가 다른 별을 보기 위해서 시야를 옮겨야 

하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시간의 경과가 개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시간개념을 입방체 화면에서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상자들에게 

그의 작품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살피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부여하고, 각자의 다른 



경험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입체화하고 조합되는 개별적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늘 정면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 주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 점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은 우리 시야를 넘어선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극복할 수 없는 시간성을 작품 속에서 뛰어넘고 싶은 작가적 열망이 

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천체에 대한 오랜 관심이 이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를 관찰합니다. 망원경에 보이는 우주는 아주 먼 시간 이전의 

과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생명을 다하고 사라진 것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사유하는 바로 이 시간에 저 우주는 실제로 어떤 공간이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작가의 이런 근본적 질문이 그의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1993년 이후 ‘회화의 지층’ (L'épistémè of Painting) 이라는 일관된 타이틀을 가진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밑칠이 없는 순수한 면천에 물감과 기름(turpentine)으로 

스며듦과 번짐을 드러내는 간결한 작업에는 이렇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긴 침묵과 명상 속에서 길어 올린 고요한 붓질을 통해서 서로 

마주치는 물감과 기름이 화폭 위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번지고 스며드는 불가역적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그의 거대한 세계관을 펼쳐 냅니다. 

 

박기원은…… 

 

박기원은 우선 우리 설치미술에 대한 신선한 변화를 만든 설치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치작업이 시간과 공간성에 대한 인식과 그 확장의 담론이었다면, 박기원 

작가의 설치작업은 공간에 사람과 생명을 개입시킴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하는, 즉 

유기적 공간을 창조하는 독창적인 접근입니다. 그의 공간은 공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공간 속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공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환경 속에 사람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박기원의 공간은 

주인공을 기다리는 연극무대이거나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 준비된 여백과도 같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공간이 살아납니다.  

 

그의 최근 전시 <대화>, <연속>, <안개> 등은 관객 참여가 극대화된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 그는 관객으로 하여금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의 작업은 관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또한 공간예술의 시간성, 즉 현전(現前)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물리적 요소에 불과하던 일상적 재료들을 작품 자체로 



해석하고, 우리의 생활공간에 이야기를 불어넣어 공간에 존재하는 주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과 삶이 다르지 않다는 명제를 입증하려 합니다. 

 

박기원 작가는 설치작업과 회화작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의 회화작업 또한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그의 일관된 시각에 터잡고 있습니다. 그가 꽃피운 아름다운 추상회화 

<넓이> 작업에서는 먼저 기하학적 면, 그리고 견고한 수직과 수평의 선으로 크게 

분할된 화면이 먼저 들어옵니다. 마치 건물의 두 면이 만나 선이 되는 건물의 

모서리처럼 면과 면이 맞닿는 지점을 따라 선이 생기고 이를 시각적인 일루전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설치작업 속 공간을 화폭 위에서 면으로 나누고, 면과 면은 서로 다른 

결을 이루며 저마다의 흐름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구름이 바람을 따라 흐르듯이, 강물이 

바다로 향하며 흐르듯이, 저마다 일정한 결을 만들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수없이 많은 섬세한 붓질이 만들어 낸 노동의 흔적입니다. 

 

그의 회화 속 공간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다양한 

비율과 모양으로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고, 벽과 벽이 만나고, 벽과 

천정이 만납니다. 이들이 서로 이웃하며 같은 화면에서 조화를 찾습니다. 각각의 넓이를 

가진 면은 비워진 듯하기도 하고 채워진 듯 한지 위에서 고운 색으로 피어납니다. 

저마다의 모양을 갖춘 넓이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고, 이 공간은 관람자가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상상의 공간입니다.  

 

 

그들의 맞닿음,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 

 

우선 물질의 본성을 표현의 근간으로 삼으며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인현과 박기원, 두 작가가 맞닿아 있습니다. 일상적 사건에 기반하고 이에 대한 시적 

표현을 얻기 위한 가장 단순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미적 감동에 이르게 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재료를 통해 물질의 본성을 탐구하고 물질이 가지는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예술로 옮겨 담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과 예술, 자연과 문명, 사회와 인간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작가의 작업은 현대의 미술사조 

아르떼포베라 와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작업의 프로세스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도 닮아 있습니다. 재료의 물질성에 대한 고민은 

간결한 작업을 추구하는 두 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소한의 재료와 

절제된 표현으로 미적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두 작가의 입장에서는 재료에 대한 

성찰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작가 사이에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예술적 동질감은 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두 작가는 서로의 작업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작업 

안팎으로 그들 사이에 서로 거슬림이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오랜 교류와 

인연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마치 그들의 작품이 

그러하듯이 서로에게 묵묵하지만 서로를 응원합니다.  

 

운중화랑의 두번째 <동행>시리즈 기획전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은 두 

작가의 오랜 인연과 미학이 모두 맞닿은 교차점과 함께 서로 개성 넘치는 다름을 모두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길이와 넓이, 그리고 두께는 두 작가가 작업의 기반으로 삼는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유형요소이고 그들이 집중하는 재료의 물성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기도 합니다. 일차원의 길이, 이차원의 넓이, 삼차원의 두께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들의 공간과 재료에 사차원의 시간 개념과 이를 만들거나 감상하는 주체인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들 작품에 생명을 더합니다. 길이, 넓이, 두께 그리고 시간은 두 

작가의 작업세계에 관한 공통적 핵심어이고, 두 작가 작업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 제목이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은 두 작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렇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마치 그들의 일상 속 관계처럼 보이고자 합니다. 새봄 한가운데서 두 

작가의 작품이 교차하며 흩어지는 모습을 이 전시에서 흥미 있게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운중화랑 대표  김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