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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명 작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유학, 국내외로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 프랑스에서 판화를 전공하던 시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작가에게 스스로 판화 장르
를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다양한 매체들을 실험하면서 홍순명 작가는 한동안 장르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한 표현적 경험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홍순명 작가의 회화가 본격화된 것은
2005년에 시작한 <사이드 스케이프(Sidescape)>시리즈로부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리즈는 중심이
되는 사건의 이미지를 둘러싼 주변 부분에 시선을 두고 이를 캔버스로 옮기는 풍경화이다. <사이드
스케이프> 시리즈의 다양한 사이즈의 캔버스들은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개별 캔버스로서 혹은 캔버스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로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부분’과 ‘전체’간의
유연한 조합을 만들어냈고 전시 공간 속에는 이미지의 파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풍경이 벽 전체를
타고 흘러 다녔다. 작가는 평소 사건사고의 이미지와 정보를 지속적을 수집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아 둔 이미지들이 작가의 컴퓨터 속에 천여 점이 넘게 아카이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 흥
미로운 사건 사고를 파헤치고 이를 이미지화 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은 결코 직접적인 네러티브를 구
사하지 않는다. 골라낸 이미지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미지를 비껴간 장면들이며 이미지 안에서의
감정은 삭제된다. 시위 현장에서의 격렬한 감정이나 뻔뻔한 사기 행각의 말로를 보여주는 통쾌함도
없다. 모든 이미지에는 이야기가 있으나 표현은 담담하며 중성적이다. 2014년 대구미술관과 15년 미
메시스 미술관에서 선보인 3천여점의 18x14cm 동일한 크기의 회화는 2005년부터 10여년간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위한 여정의 일종의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회화들을 시도하면서 작가는 몇 가
지 독특한 자신만의 회화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홍순명 작가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2017년 개인전 “장밋빛 인생”을 통하여 전작 시리즈인 <
사이드 스케이프>의 연장선상에서 작가 특유의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전 작업에서 시도하였
던 방식인 분리된 파편들을 드러낸다기 보다는 모든 작업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미지로서 완결된다.
부분 보다는 전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돼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작가는 이 장면들을 거대한 음
모론을 들추는 부분적인 단초로서 제공하였다.
작가는 화면을 만들어 내기 전, 전 세계의 각종 사건들, 그리고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그 배
후, 즉 그것이 일차원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닌 숨겨진 음모들이 있는 아야기들을 조사한다. 여러 매체
의 자료들을 포함하여 실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 – 형사, 역사학자, 법조인, 의료인
등을 만나 각종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곤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작품을 통해 해당 사건의 진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 홍순명 작가에게는 해당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이를 둘
러싼 이야기 자체를 다루는 의미가 만들어질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접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그 상황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면 또 다른 레이어가 숨겨져 있거나 혹은 그
숨겨진 것이 세월이 흘러 드러나기도 한다. 사건 장면의 배경 중 특정 부분을 캔버스로 옮기는 ,사이
드 스케이프>에서의 방법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일차원적 현상에 대한 작가의 은유법이다. 그리하
여 완성된 이미지는 평화로워 보인다. 사건의 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고 고요하고 적막하다. 이러한 적

막감은 이야기의 단서를 제공하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이처럼 부분적 파편을 통하여 본질의 거대
한 크기에 상대적으로 압도되어 있는 작은 단위들, 혹은 주변부의 형태들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전작
시리즈와 비견하여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질에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는 장치는 ‘색채’이다.
화사한 장밋빛 톤으로 뒤 덮인 아름다운 풍경이다. 핑크빛 붉은 색채가 캔버스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
나가면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수채화처럼 맑은 느낌으로 물감을 얇게 펴 바르
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로 인하여 색이 발리는 캔버스의 원래 표면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전체
적으로 화면의 투명도를 높이고 있다. 강이나 바다를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더욱 절묘하게 두드러지는
기법이다.
한국의 4대강 개발을 둘러싼 경제, 정치적 음모론을 들춰보게 하는 두 개의 대형 작품 <4대강-한강>
은 55개의 캔버스들이 모여서, 그리고 <4대강-낙동강>은 44개의 캔버스로 나뉘어져서 완성되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에 설치된 <4대강-한강>은 공간 크기 문제로 44점이 설치되었다.)
이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되지만 이들은 또한 하나 하나의 캔버스 작업이기도 하다. 상황의
단편들은 추상적이라 특정 대상을 볼 수 없다. 이 추상들이 모이면서 비로소 하나의 풍경으로 드러나
는데 이는 흩어진 이미지들의 연결점을 맞춰가며 하나의 원래 이미지를 찾아 들어가는 ‘퍼즐’과 같은
원리이다. 작가는 주인의 무덤가에 14년을 맴도는 영국의 바비(Bobby)라는 개가 지닌 기적과 같은 충
견의 모습은 알고 보니 모두 거짓된 조작이더라는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면서 작품 <Bobby & John
Grey>를 보여준다. 이 충견에 대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비석을 새우고 모금을 하는 동안 이 이야기
를 꾸며낸 묘지기 등은 돈벌이가 되는 이 개의 이야기를 지속시켰다. 최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내세
운 개가 죽어버리자 또 다른 비슷한 개를 구하는 등 14년간 사기행각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작가
는 한 도시가 이 거짓으로 인하여 개 동상이 세워지고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는 그리 큰 일
도 아닐지 모른다고 한다. 그보다도 찰스 다윈이 자신의 이론 중 개의 충성심의 유전적 성향을 확증
하는데 이 거짓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상쩍었다. 작품 <Piltdown man I>에 그려진
초상화는 세계 인류의 기원이고자 하였던 영국의 과학자 C. Dowson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다. 이 인물을 호모사피엔스 종의 최고 조상형으로 공표했다가 여기 저기서 구한 뼈를 조작하고 조합
하여 만들어낸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세계적인 망신은 물론이요 과학사상 최대의 날조 사건으로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전시 제목에서 보여지듯 “장밋빛 인생”전이 제시하는 일련의 풍경들은
아름다운 분홍빛이지만 한편 적막하다. 그래서 공포스럽고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표현인 ‘장밋빛 인생’은 긍정적인 의미의 삶에 대한 태도이
다. 유명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1945년의 이 곡 “La Vie en Rose”는 사랑에 대한 찬가이며 사
랑으로 인하여 찬란한 인생을 노래하는 곡이다. 이 가수의 파란만장한 드라마 속의 한편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감정을 담은 이 노래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게 들리는 것은 아마도 그녀의 전체 삶 속에
녹아있는 역경 또한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밋빛 인생’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행복한 미래
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아무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일까. 어쩌면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었던지, 혹은 알면서 순응하던지 우리들은 이 두가지 방향 속에서 나름
의 행복을 위한 거짓에 순응하거나 혹은 진실을 쫓는 선택지에 서게 되곤 한다. 작가는 우리에게 음
모론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만 화면 속 이미지에서 그 실체를 유추하게 할 풍경은 화사한 색채 속에서
무척이나 아름다운 색채를 띤 신기루 같은 풍경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