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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쓴 자전적 소설 곽수영 작가 개인전 "Autofiction"

배치, 0il on canvas, x 116.8 x 91.0 cm, 2022. [사진= 스펙트럼 갤러리]

곽수영 작가가 스펙트럼 갤러리(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인전 “Autofiction”을 개최한다. 작가는

2020년 10월 스펙트럼 갤러리 개관전으로 아나킴 작가와 함께 2인전 ‘Stubborn Visionaries’ 참가하여 낯선 조합에 의한 ‘특별한

상상’을 보여주었다.이번 곽수영 작가 전시 제목 'Autofiction'은 ‘자전적 소설’이라는 뜻이다. 자전적 소설은 작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소재로 쓴 소설이다. 이번 전시를 곽수영 작가가 그림으로 쓴 자전적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교차로, 0il on canvas, 224.2 x 387.8cm, 2022. [사진=스펙트럼 갤러리 제공]

 "이런 이야기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하다. 전시를 작가의 오토픽션이라 간주한다면 그림은 일견 허구적,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초현실적이라 평하기는 어렵다. 그의 그림은 무의식에 기반하거나 현실을 초월한 세계를 그린 게 아니다. 작

가 그리고 그가 현실 속에서 경험한 사람, 사물, 공간들 간의 '사이현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은 작가가 기억 속에서 그것들과

주고받은 분위기, 나아가 파악하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에 근거하기에 순전히 허구적이지는 않다."(박상은 '전시글' 중)

곽수영 작가의 작품 '배치'에서 거대한 조인(鳥人, 새 인간)이 여러 자재를 이용하여 건물을 짓는다. 게다가 물에 거의 잠긴 땅은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곳에 짓은 건물 맨 꼭대기에 원형 조형물을 놓으려는 두 손의 움직임이 조심스럽다. 원형 조형물

을 잡는 두 날개에 우리의 눈이 집중된다. 

터널, 0il on canvas, x 116.8 x 91.0 cm. 2022. [사진=스펙트럼 갤러리 제공]

 조인이 배치하는 물건을 장난감으로 본다면 우리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된다. 서투른 아이 손으로 장난감을 조립하고 뭔가를 완

성하려는 모습이다. 이런 어릴 적 경험은 우리 누구에게도 있다. 작가의 그림을 매개 삼아 나의 자전적 소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단국대 예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일반대학원 회화과에서 수학한 곽수영 작가는 ‘담:다 - 문화상회 다담(수원, 2019)’, ‘실

패전 - 플랜비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2020)’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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