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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온화’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하면 입술이 오므려졌다 한순간 쫙 펴지면서 누구라도 쉽게 온화한 표정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짜

릿’을 읽으면 마지막에 혀가 앞니 뒷부분에 절도 있게 닿으며 경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텍스트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

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이먼 몰리의 작품을 감상할 때도 이렇게 한 자 한 자 혀끝으로 읽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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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텍스트를 아련하게 그려 넣는 작업으로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 사이먼 몰리(Simon Morley)는 201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

며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백해영갤러리에서 열린 국내 첫 개인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당시 한국의 텍스타일 디자이너와 사랑에 빠

졌고, 그 후 2010년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를 거쳐 9년째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사전적 경계를 오가며 작업 중이다. 2016년부터 파주 문산에 터를 잡은 그는 작업의 모티브를 주변의 여러 가지에서 얻지만

이미지와 텍스트, 디지털과 아날로그, 추상성과 물성, 모호함과 명확함 등이 만들어내는 ‘사이’에 집중한다는 것이 작품 전체에 흐르는

공통점이다. 2014년 아트선재 라운지의 <북-페인팅> 전시에서는 전 주한 영국 대사 마틴 유든이 소장한 고서 컬렉션 중 10권을 선정

해 책 표지를 단색화로 변형한 시리즈 작업을 선보이며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압도당한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2015

년 갤러리바톤에서 열린 < Kiss Me Deadly > 전시에서는 로버트 앨드리치의 1955년 할리우드 고전 누아르 영화를 바탕으로 영화의

특정 장면과 문학적 텍스트를 병치해 억압된 것들이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과정을 표현했다.

올해 5월에는 열화당책박물관에서 ‘유토피아(utopia)’를 테마로 새로운 작업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그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

가 1516년 라틴어로 처음 발표한 <유토피아>의 개념을 ‘노플레이스(no-place)’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판문점과 멀지 않은 자신의 거

주지에서 바라보는 맞은편(북한)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사색으로 연결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근대사를, 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한 후 사우샘프턴에서 동아시아 철학과 미학 관념에 대

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0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미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 Parallel >전을 준비하고 있다. 판문점에서

멀지 않은 DMZ 근교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것,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일어나고 있는 긴장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견해를 절제된

색감과 평행한 수직선, 불분명한 텍스트로 그려내며 남북 간 경계와 그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남북의 경계 근처에서 누구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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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분단의 의미와 그 긴장감을 크게 경험한 그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중일까?

Simon Morley, War Is Over No.1, 2018, Acrylic on Canvas, diptych 160 X 240cm.

2010년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에 온 이후 지금껏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작가로2010년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에 온 이후 지금껏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작가로

서 작업에 몰두할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신지요?서 작업에 몰두할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신지요? 작업할 시간을 쪼개야 하기에 교수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한국의 대학교수는

영국 대학교수보다 지루한 업무를 더 적게 해도 되어 좋습니다.(웃음) 제가 가르치는 시각예술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영어

로 강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죠. 사실 큰 행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예술가가

예술 활동만 하며 생활하긴 어려운데, 교수로 일하는 건 예술가가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영국에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한국에 오기 전 영국에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19년간 살았어요. 영국은 저에게 집이죠. 또 영국은 많은 사람이 살

고 싶어 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영국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미술사와 순수미술을 가르쳤으며 미술 비평을 하기도

했죠.

런던의 아트 신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입니다. 그럼에도 왜 런던을 떠나 서울에 머무르기로 결심하셨나요?런던의 아트 신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입니다. 그럼에도 왜 런던을 떠나 서울에 머무르기로 결심하셨나요?

영국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든 시간이 흐르면 장소가 주는 자극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저는 영

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색다른 곳에서 사는 재미를 알죠. 런던을 떠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런던은 예술가가 되기에 아주 좋은 곳인 동시에 예술가로 성공하기 힘든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죠.

한미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 Parallel > 전시에서는 남북 관계의 긴장감을 작가적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Simon Morley, Natural History Series: Utopia No.1,

2018, Watercolour on Paper, 32 X 41cm (Unframed). Simon Morley, US Zone, 38 North Latitude, South Korea(1945), 2017-2018, Acrylic on

Canvas, 53 X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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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예술계는 런던 예술계에 비해 작고, 한국 작가로만 이뤄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더욱 다양한 문화

의 유입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끔 한국 예술계는 새롭고 미래를 대변하는데 반해 런던은 과거를 대변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한미갤러리 서울 < paralle >전에서 선보일 ‘Parallel’ 시리즈는 현재 남·북·미의 관계를 38선 근처에 거주하는 외이번에 한미갤러리 서울 < paralle >전에서 선보일 ‘Parallel’ 시리즈는 현재 남·북·미의 관계를 38선 근처에 거주하는 외

국인의 시선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요?국인의 시선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많은 작품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인은 그가 북

한과 대화하기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남북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죠. 실제로 당

시 저는 DMZ 너머에서 들려오는 총성에 극한 공포를 느꼈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는 그때 느낀 감정에서 비롯됐습니다.

‘Parallel’은 아무래도 남과 북을 상징하는 것이겠죠?‘Parallel’은 아무래도 남과 북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평행한 두 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이 북

한과 남한이라면 앞으로 어쩌면 만날 수도 있겠죠. 제 작품에선 평행한 두 선도 중요하지만, 선 사이의 빈 공간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에 거주한 이후 ‘사이(in-between)’의 개념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작업하셨는데 이 작품에서 선과 선 사이의 공간 또한한국에 거주한 이후 ‘사이(in-between)’의 개념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작업하셨는데 이 작품에서 선과 선 사이의 공간 또한

같은 개념인가요?같은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제 이름이 사이먼인 것처럼 ‘사이’라는 단어와 저는 운명이 아닐까요?(웃음) 사이는 분명히 존재하진 않

지만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이죠. 또 저는 사이라는 개

념이 한국 문화에선 긍정적 의미로 작용하는 게 무척 신기해요. 서양인은 사이와 같이 애매한 개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더하기와 빼

기, 켜짐과 꺼짐, 뜨거움과 차가움처럼 이분법적 개념을 좋아하죠.

그 말엔 저도 동감이에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근간만 봐도 알 수 있죠.그 말엔 저도 동감이에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근간만 봐도 알 수 있죠.  서양인에게 ‘네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머리를 가리키지만 한국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가슴을 가리키는 것도 재미있어요. 한국인은 정신이나 마음이 몸과 연결되

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인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죠.

문산에 거주하면서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이번 작품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문산에 거주하면서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이번 작품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저

에게 한국 분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남북 분단을 야기한 이들이 한국이 아니라 서양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죠. 더구나

우리 집에서 북한이 보이기 때문에 분단은 저에게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전쟁 다시 영국 병사들이 유엔군으로 한국에 와

싸운 역사까지, 이 모든 것이 저와 남북 분단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전시할 제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

요.

지금까지 작품을 보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고서, 옛 장소 , 영화, 남북 분단 등 매 전시마지금까지 작품을 보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고서, 옛 장소 , 영화, 남북 분단 등 매 전시마

다 모티브가 다릅니다. 주변 상황에서 주로 영감을 얻는 편인가요?다 모티브가 다릅니다. 주변 상황에서 주로 영감을 얻는 편인가요?  저는 제가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느 도시에서 전시회를 하는

지 등과 연관해 작업하는 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의 역사와 그곳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2012년에 선보인 ‘리얼 DMZ 프로젝트 2012’는 철원 일대에 흩어져 있는 안보 관광지 곳곳에 여러 작가가 장소 특정적 작2012년에 선보인 ‘리얼 DMZ 프로젝트 2012’는 철원 일대에 흩어져 있는 안보 관광지 곳곳에 여러 작가가 장소 특정적 작

품을 설치한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도 월정리역에 작품을 설치했는데 , 이런 성격의 전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품을 설치한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도 월정리역에 작품을 설치했는데 , 이런 성격의 전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다고 생각하세요?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로서 DMZ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DMZ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결과물이 의외로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Z에서

전시회를 열면 역설적으로 DMZ가 굉장히 일반적 장소인 것처럼 느껴져요. 역사의 상흔이 남아 있는 슬픈 장소임에도 말이죠.

2014년에 개최한 아트선재 라운지의 <북-페인팅>도 매우 한국적인 전시였습니다. 고서 컬렉션 10권의 표지를 단색화로 변2014년에 개최한 아트선재 라운지의 <북-페인팅>도 매우 한국적인 전시였습니다. 고서 컬렉션 10권의 표지를 단색화로 변

형한 작품인데 , 어떻게 시작된 작업인가요?형한 작품인데 , 어떻게 시작된 작업인가요? 주한 영국 대사가 소장한 고서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무척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

것에 대한 작품을 만듦으로써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책을 그린 그림 그 자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작업은 한국에 대해, 또 한국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책을 여러 빛깔의 흰색으로 칠한 이유는

제 주변의 한국인이 저에게 “흰색은 한국의 전통적 색깔이고 한국인은 흰색을 무척 중요시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홈페이지를 구경했는데 , 마치 책의 인덱스처럼 정리해놓은 것이 흥미로웠어요. 거기서 수십 년 전의 전시와 작품까지당신의 홈페이지를 구경했는데 , 마치 책의 인덱스처럼 정리해놓은 것이 흥미로웠어요. 거기서 수십 년 전의 전시와 작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 전시 장소와 도시에 따라 작품의 바탕 컬러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도한 것이겠죠?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 전시 장소와 도시에 따라 작품의 바탕 컬러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도한 것이겠죠? 전시회가

잡히면 색을 활용해 저와 전시회가 열리는 곳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전시에서는 작품에 빨간색을 활용했어요. 볼로냐

는 붉은 도시입니다. 예전에 공산주의자의 거점 도시였거든요. 볼로냐의 오래된 서점에서는 이탈리아의 공산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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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에서는 흰색과 청자색을 활용했죠. 이번에도 저는

DMZ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의 색, 그리고 군대나 군사와 관련된 색을 사용했어요.

보는 것과 읽는 것, 이미지와 언어 사이를 교란하는 작업은 이번에도 계속되었나요? 멀리서 보면 단색화 같지만 가까이 갈수보는 것과 읽는 것, 이미지와 언어 사이를 교란하는 작업은 이번에도 계속되었나요? 멀리서 보면 단색화 같지만 가까이 갈수

록 이미지와 텍스트가 은밀하게 드러나는 방식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해서 아주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록 이미지와 텍스트가 은밀하게 드러나는 방식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해서 아주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

지 않으면 각각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 않으면 각각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고요한 게 좋습니다. 고요함은 정신 건강에도 이롭죠. 처음에 관람객

은 단색 면이 눈에 띄겠지만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 뒤에 아련하게 그려진 이미지와 텍스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과

만나게 되는 거죠.

갤러리바톤의 < Kiss Me Deadly > 전시에서는 로버트 앨드리치 영화의 특정 장면과 문학적 텍스트를 단색화에 접목한 작갤러리바톤의 < Kiss Me Deadly > 전시에서는 로버트 앨드리치 영화의 특정 장면과 문학적 텍스트를 단색화에 접목한 작

품을 선보이셨어요. 모호한 색면 가운데 드러난 양각의 텍스트가 매력적이었는데 , 사실 옐로 컬러 바탕에 ‘God ,품을 선보이셨어요. 모호한 색면 가운데 드러난 양각의 텍스트가 매력적이었는데 , 사실 옐로 컬러 바탕에 ‘God ,

Descartes, Hegel, Ecstasy, Fortune, Nietzsche’라고 적힌 작품 ‘God’를 보았을 땐 텍스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느라Descartes, Hegel, Ecstasy, Fortune, Nietzsche’라고 적힌 작품 ‘God’를 보았을 땐 텍스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느라

애를 먹었어요.애를 먹었어요. 저는 그 단어들을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시즘(Eroticism)>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어요. 각 단어는 각 챕터의 제목입

니다. 저는 몇 년간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그 단어들과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

요. 그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 중 ‘the ascent of truth, the waters of silence, seeds of contemplation’이라는 텍스트는 미국 근

대의 수도승 토머스 머튼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정치, 심리, 문학, 철학, 종교 서적 등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작품에 인용

합니다.

11 한미갤러리 서울 전경.

22 갤러리바톤에서 열린 < Kiss Me Deadly >에 전시한 작품. Simon Morley, Silence, 2014, Acrylic on Canvas, 53 X 41cm.

33 열화당책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북페인팅 작품. Simon Morley, 현대문학, 2018, Acrylic on Canvas, 40 X 30cm.

이번 작품에는 어떤 문자가 이미지화되어 있나요?이번 작품에는 어떤 문자가 이미지화되어 있나요? ‘War is over’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존 레넌과 오노 요코가 들고 있는

큰 포스터에서 가져왔어요. ‘towards a sociology of ecstasy’라는 텍스트도 사용했죠. 그럼 이 두 텍스트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름

관련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war)도 일

종의 도취(ecstasy)라고 봅니다. 작품에 사용한 텍스트는 처음엔 단편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래 들여다보면 관련성이 명료해지죠.

선생님의 작품에선 동양적 여백도 느껴져요. 관람객에게 비우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선생님의 작품에선 동양적 여백도 느껴져요. 관람객에게 비우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비움’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해요. 비움은 자유에 대한 아이디어이자 절제에 대한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보면 무척 자유로우면서도 정

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서양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

에 들어요.

혹시 준비 중인 다음 작업이 있나요?혹시 준비 중인 다음 작업이 있나요?  네, 날짜에 대한 작품이에요. 1953, 1951, 1910 등 책과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스타

일의 날짜, 개개인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날짜 등에 관해 작업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1951’이라고 하면 한국인은 한국전쟁을 떠올리

겠지만 저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날짜는 매우 강력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작업의 이유’는 뭘까요?선생님이 말하는 ‘작업의 이유’는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작품과 교감하는 것, 색과 교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림이라는 매체는 교감을 쉽게 만들죠. 또 저는 그림을 그리며 손을 더

럽히는 그자체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그림 그리기는 저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미갤러리는 영국 런던을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을 국제 미술 시장에 소개하고 한국 미술의 입지를 세계적으로 넓히고자 2011년 런던

에 개관했다. 2014년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 한미갤러리를 개관해 해외 주요 작가와 다양한 장르의 젊은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고



27/10/2018, 17)57노블레스닷컴

Page 6 of 6http://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detail.php?no=7782

있다.

문의문의 070-8680-3107, www.hanmigallery.co.uk

 

에디터에디터 김이신(christmas@noblesse.com)

사진사진 김제원(인물)

##

회사소개회사소개 이용약관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고객센터 광고/제휴문의광고/제휴문의
(주)노블레스미디어인터내셔날(주)노블레스미디어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62길 13 (노블레스빌딩)  대표이사 : 명제열
사업자등록번호 : 120-81-48160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남-8889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윤지호
[고객센터] 02-3015-8000  webmaster@noblesse.com  평일 09:00 ~ 18:00 / Off-time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Copyright © Noblesse Media International Inc. All rights reserved.
 정기구독  신청정기구독  신청 뉴스레터 신청뉴스레터 신청

http://www.hanmigallery.co.uk/
javascript:void(0)
javascript:void(0)
http://www.noblesse.com/home/search/search.php?keyword=%23
http://www.noblesse.com/home/company/main.php
http://www.noblesse.com/home/basic/policy.php
http://www.noblesse.com/home/basic/policy.php?type=privacy
http://www.noblesse.com/home/cscenter/main.php
http://www.noblesse.com/home/subscribe/advertisement.php
tel:02-3015-8000
mailto:webmaster@noblesse.com
http://www.noblesse.com/home/main.php
http://www.noblesse.com/home/subscribe/subscribe.php
http://www.noblesse.com/home/subscribe/newsLetter.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