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먼 회화의 서정(抒情) 

송가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서원미의 《블랙커튼》 연작은 말없는 서정시다. 그의 회화가 말이 없는 것은 우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은 채 다만 
짐작하는 손으로 더듬어 앞을 살피는 탓이다.

《블랙커튼》 연작을 시대의 증언으로 간주하거나, 역사와 결부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정신
병리학적 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읽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
을 추상화하거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잠시 뒤로 하고 가능한 만큼 거리를 좁혀서, 
말하자면 이런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한 작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작품을 살펴보자. 역사적 
사건과 비극적 장면들로 구성된 기록사진과도 같은 풍경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낯익은 경험과 
인식의 편린들을 만나거나, 혹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미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 우
리는 (그것이 작품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결국 알지 못한 채) 작품을 떠
돌다가 아스라하게, 혹은 단숨에 훅하고 들이닥치는 어떤 정감에 휩싸이고, 어느덧 내 안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오래도록 새겨지는 이미지를 마주칠 수도 있는 것이다. 단 한 번의 마주
침으로도 충분할 그 여정은 보다시피 조금 어둡고 불안하며 음울하다.
 
《블랙커튼》 연작의 인물들은 대부분 얼굴이 변형되었거나 훼손된 채로 있다. 그들의 얼굴은 
감각기관의 일부가 지워져 있거나 때로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리고 뭉개져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다. 그들은 폭발물이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착발한 현장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기묘한 얼
굴을 하고 있거나(<The Black Curtain: 518_002>), SF 영화에 나오는 퇴화된 뱀파이어의 미
끄덩한 머리를 한 괴물처럼 눈코입 대신 파편과 같은 흔적만 있거나(<The Black Curtain: 
625_004>), 아예 아무것도 없는 얼굴로 등장한다(<반란자들>, <흰 산>). 지난 《FACING》 연
작에서도 그랬듯이 작가는 인물의 눈을 훼손함으로써 시선을 박탈하는 듯한 구도를 빈번히 취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미의 화폭에서 표정과 시선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다. 사실 감각기관이 사라진 얼굴의 
공백은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상상하려 하지 않아도 마치 하나의 답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 
수천의 표정을 대입하도록 만드는 순간들로 가득 차있다. 한쪽 시선이 박탈된 얼굴에 나머지 
한쪽이 증식한다. 눈을 감은 얼굴에서조차 시선은 눈꺼풀 아래서 살갗을 들어 올리는 잔상으
로 작동한다. 지워지지 않는 시선은 계속 남아서 화면 전체로 확장된다.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 시야를 넓혀서, 훼손되었으나 제거되지 않는 얼굴들이 머무르는 화면
을 보자. 대부분의 작품이 인물과 그가 속한 특정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목 등의 
레퍼런스가 구체적인 사건이나 배경을 암시해주고 있다. 서원미는 그동안 죽음을 주제로 한 
작업을 지속해왔는데 《FACING》 연작이 자신의 트라우마적 경험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면, 《블랙커튼》 연작은 한국사회가 기억하고 망각해온 역사 속의 죽음들을 다
루고 있다. 개인은 잊히고 사건만 기억되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작가는 사라진 개인



을 다시 불러내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풍경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보
이지 않는다는 것’의 고유한 회화적 의미를 확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과거로서의 역사를 재현하는 예술의 자의식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또 그들의 
부모를 통해 사회 안에서 대물림되며 자신 안에 잔존하는 이미지의 진동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자 하는 주관적 의지다.  

서원미의 작업세계에서 역사 속 개인의 죽음이라는 주제적 공통분모를 구축하고 작업 전반의 
동력을 촉발시킨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북에서 내려와 서울에 정착한 할아버지의 삶과 죽음
에 대해 그의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다. 이십 대의 작가가 알게 된 이야기 속에는 열두 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아버지가 있었다. 자신보다 어린 아버지가 맞이한 아버지의 죽
음과 그의 고된 삶이 있었다. 알베르 까뮈가 들려주었던, 자신보다 젊은 청년-아버지의 죽음
과 대면하는 이야기 또한 주인공 자크의 이야기이자 까뮈 자신의 이야기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역사를 재현하는 예술의 자의식은 이처럼 수많은 개인사를 진동시키는 역사의 파동 속에
서 자리 잡는 것이다. 적어도 역사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작가에게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할 
것과, 잊었던 것은 기억해야 할 것과 동의어다. 역사는 계속되고 개인은 죽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삼켜지는 것들은 화석화되고 나머지는 유령으로 떠돈다. 그것이 죽음에 대
한 공포와 극복의지든 죽음충동이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는 작가의 주관적 의지는 역사화의 리얼리즘 대신 역사의 흔적으로서, 그리고 개인화된 역사
적 경험으로서 트라우마가 잔존하는 이미지를 탐구한다. 박탈된 시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어둠은 잔존하는 이미지를 포함한다. 보이지 않음에도 어둠을 더듬어 불을 켜는 곳에 
눈먼 회화의 서정이 있다.

《블랙커튼》 연작의 고요한 서정성을 보충하는 한 가지 요소는 매번 새로운 감각의 모험이다. 
각 작품마다 자유롭게 변화하는 기법은 형태의 표현부터 중첩된 붓질의 마감까지 물성에 대한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한 작품 내에서조차 인물들은 각기 다르게 표현된 얼굴을 갖고 
있다(<흰 산>). 반면 색채의 사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작품의 현실에 집중하고 상황적 본질
을 구성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배제하고 형상을 강조한 작품들은 흑백, 또는 모노톤의 풍경을 
구가한다. 변화하는 기법과 맞물린 모노톤의 구성은 역설적으로 회화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
유하는 이미지로서 작품을 드러낸다. 시대의 뒷면을 밝히는 어둠은 반복되는 어둠이며 매번 
새로운 어둠이므로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더듬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원미의 《블랙커튼》 연작은 알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시(poetry)다. 다만 어두운 곳에서 더
듬거리며 읽어내야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에 매번 다르게 발화하는 서정시(lyric)다.   



기억의 변형 

 
서원미의 ‘검은 장막’ 연작은 2016년 심산 김창숙의 초상을 그리는 데서 시작된다. 
화폭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백색의 시트이며 미이라 같은 빈사의 노인이 
뼈만 남은 팔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가 초상의 주인공인 심산인데 세
상에서는 그를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항일했던 독립운동가로 지칭하고 있으며 
‘조선 유림의 마지막 선비’라고 일컬었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고 있는 검은 어둠 속에
서 불쑥 나타나듯 서있는 사람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이다. 심산은 고
개를 돌려 외면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사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박정희는 묘한 
미소를 머금고 서있다. 앞에 들고 있는 군모가 마치 방패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도는 
초상화 주인공의 성격과 한국의 근대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어딘
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블랙커튼 시리즈는 한국사회 속의 역사적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룬다. 이들 연작은 

2012년부터 지속해 온, 개인의 죽음을 다룬 작업들 이후에 시작되었다. 역사적 사건들의 망

각과 무지, 혹은 의도적 무관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사람들의 의식 저편에 묻혀 

변형되고 왜곡된 채 유령처럼 다가온다. 이제는 역사의 눈꺼풀 뒤로 숨어 들어간, 억지로 숨

겨놓은 유령들을 눈앞으로 끄집어 낼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비로소 잃어버린 것

과 잊었던 것과 찾아야 할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지닌 화석화 된 콤플렉스와 트라우마의 이면에 존재하는 초상이면서 동시

에 풍경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풍경은 과거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

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현재의 그림자이다. 나는 역사적 사건의 트라우마들을 마치 연극 

무대에서 핀 조명을 받은 배우들처럼 캔버스 위로 불러내고, 과거와 현재, 사실과 기억이 중

첩된 어딘가에 이들을 세워둠으로써 내가 만난 이 시대 뒷면의 풍경으로 옮겨 놓고자 한다.  

 

(서원미, 작업노트에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단체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칠십년 
동안 진행 중이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가 살아낸 오랜 군
사독재 기간의 고통과 아픔도 덧붙여져 수많은 기록 사진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멈추지 않는다. 우선 인상적인 장면을 포착
하고 끊임없이 변형과 합성을 꾀한다. 때로는 사실적으로 아니면 초현실적으로 추상
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모노톤으로 처리된 음울한 그림들은 일부러 사실적인 현장성
을 지우거나 다른 오브제로 대치되기도 한다. 장면의 포착 자체가 작가의 비판적 시
선에 의하여 일종의 패러디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두 손을 머리에 얹은 전쟁포로
의 행렬은 단순한 붓 터치의 형상만으로도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 장면은 
연이어 순발력 있게 손가락으로 뭉갠 모양이 되어 예수의 십자가처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총상을 입고 풀밭에 죽어있는 소년병의 시체며, 영문 표지판 위에 꽂힌 철모라
든가, 가해자이면서 치료자가 된 미군이 화상 입은 포로의 얼굴에 붕대를 감아주는 
모습, 등은 서정적인 또는 풍자적인 작가의 시선을 짐작하게 한다. 예를 들면 벽에 
붙인 김일성의 포스터에 낙서를 하는 미군은 그림 속 또 하나의 캔버스가 되어버린 
사각 프레임 속에 반쯤 녹아 들어가 있고, 그의 남은 몸의 자취는 어둠에 먹혀 들어
가 있다. 대부분의 화폭이 모노톤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어둠 속에서 차츰 밝은 색으
로 드디어는 백색으로 형체를 드러내면서 강렬해진다.
화가는 역사적 큰 사건인 전쟁은 물론 여순 사건이나 광주항쟁의 기록사진을 대할 때
에도 이러한 작가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변형시킨다. 얼굴이 부분적으로 뭉개지거나 
차츰 뒤헝클어지고 자유롭게 추상적 붓질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가는 현재 이 자리에 
서서 과거의 기억들을 자기 식으로 되씹으면서, 장면을 포착한 자의 마음의 흔적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들 적막한 세계는 오래된 집의 대청마루에 걸려있던 옛날 사진처럼 많은 사연들을 
평면 아래 깊숙이 감추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한 무리에 소속된 군중이든 아니든 
각자 외롭게 당하고 겪은 개인이면서 저마다 다른 갖가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
지 않은가.  

 황석영  



Variation of Memory
 

Seo Wonmi’s ‘The Black Curtain’ series began when she drew the portrait of 
Simsan Kim Chang-sook in 2016. The white sheet of the bed fills more than half 
of the canvas and the dying old man is lying down like a mummy, with his 
scrawny arms hanging and his head turned away. He is the subject of the portrait, 
Simsan Kim Chang-sook, but the world acknowledges him as the most fierce 
activist who fought against Japan for Korean independenc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refers to him as ‘the last Joseon classical scholar’. The man standing 
next to the bed fills the rest of the canvas, almost as if he is looming out of the 
dark. This man is General Park Chung-hee, who rose to power after a military  
coup  d'état. Simsan expresses his historical position with his head turned away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and Park Chung-hee is standing with an uncanny 
smile. The military cap that he is holding looks almost like a shield. Such 
composition connotes multiple meanings about the personality of the portrait’s 
main figure and about modern Korea evoking a peculiar tension somewhere within 
the work.
 
‘The Black Curtain’ series deal with incidences related to the numerous historic 
deaths in Korean society. This series began after the works that have continued 
from 2012 relating to the deaths of individuals. Within the oblivion and ignorance, 
or even the deliberate indifference of historic incidences, the unsolved problems 
have been buried and transformed deep inside people’s consciousness, left 
distorted, approaching us like a ghost. Now, it may be the time we draw out the 
ghosts that have gone into hiding behind the eyelids of history, or those that have 
been forcefully concealed, right in front of our eyes. That way, we can come face 
to face with those lost and forgotten, and those that should be retrieved and 
remembered.

This is a portrait and, at the same time, a scenery that exists behind the fossilized 

complex and trauma of Korean society. This scenery looks like an image of the past, 

but it is the shadow of the present following around, with problems still unsolved. I 

have brought out the traumas of historical incidences onto the surface of the canvas, 

as if they are spotlight actors on stage. Placing them somewhere in between the 

overlap of past and present, and of truth and memory, I seek to move these traumas 

onto the scenery on the back of the period that I encountered.

<Seo Wonmi, Artist’s Note>



The Korean War is not yet over and the division has been ongoing for 70 
years without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While the scars of the war 
and the division lasts, the pain and agony from the long military 
dictatorship that we lived through have been accumulated and still remains 
as vestiges of documentary photographs.

However, the artist does not stop in reproducing them as they are. Above 
all, she captures a memorable moment and constantly attempts to 
transform and compose these images. At times, she would use realistic, 
surrealistic or abstract depiction and for gloomy monotone pictures, she 
would intentionally erase or replace the realistic present sense with another 
object. At times, the captured scene itself becomes a form of parody 
through the critical eyes of the artist. For example, the procession of the 
prisoners of war with their two hands on their heads evokes a great deal 
of imagination with mere shapes done in simple brushstroke. Consecutively, 
this scene turns into a smudged shape, reminiscent of Christ on the cross. 
It is the corpse of the soldier that was lying on the grass with a gunshot 
wound; one can assume the lyrical and satirical eyes of the artist through 
such images of the helmet on the sign and of the American soldier as both 
the injurer and the curer putting a bandage on the burnt prisoner’s face. 
For instance, the American soldier scribbling on Kim Il-Sung’s poster is 
half-absorbed in frame that became a new canvas within a painting, and 
the trace of the rest of his body is lost in the dark. The majority of the 
canvas is treated in monotone, but the light colors gradually intensifies 
from the dark and takes shape into a white form.

The artist transforms historic incidences through her unique viewpoint, not 
only for big incidences like the war, but also for documentary photographs 
of Gwangju uprising. She may depict the faces to be partially smudged or 
crumbled and freely expresses them in abstract brushstroke. The artist 
stands in the present state and meditates on the past memories in her own 
way. She depicts the traces of the mind of the person who captured the 
scenes through her painting.

Such desolate world seems to be hiding the many stories deep below, like 
old pictures that were hung in old houses. Whether they were a part of a 



mass or not, they are all individuals that have suffered in solitude and 
they all hold their own individual stories. Does not the feud between 
remembrance and oblivion still remain unsolved, and continue to persist in 
us, even today?

Sok-Yong Hw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