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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양 작 / Museum Camera X, C-Print 100x200cm, 2017 

그림 속 세상은 늘 평평하다.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평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마치

장르적 한계처럼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주도양(41)은 서양화

를 전공한 회화 작가지만 카메라를 통해 본 시선에 천착하고, 이를 비틀고 확장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지난 7일 서울 신사동 한미갤러리에서 시작한 주도양 작가(동국대 미대 조교수) 개

인전의 주제는 ‘플랫랜드’다. 강원도 태백 드넓은 해바라기밭을 촬영한 작품을 비롯

해 직접 제작한 수제 카메라로 서울의 도심을 촬영한 작품 등이 선보여진다. 

특히 서울 도심의 모습은 고전적인 인화기법인 검프린트로 직접 인화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는 면모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개념을 불어넣는

다. ‘플랫랜드’ 즉, 평평한 공간에 입체와 음양의 볼륨을 집어넣으면서 보여지는 평

면적 일상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굴곡을 조성해내는 작업이다. 

개인전의 제목이자 주제인 ‘플랫랜드’는 에드윈 애벗의 소설작품의 원제를 따왔다.

2차원적 존재가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이 성찰

하고, 다른 차원의 존재와 소통하고 불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SF소설이다. 

주도양이 진행하는 작업의 문제의식 또한 이것과 맞물린다. 

그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줄곧 사진 매체를 다뤄왔

다. 인간의 눈을 벗어난 방식으로 보기 위해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보

는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 철학적 사고와 내면세계를 성찰해왔다. 

실제로 그동안 그가 진척시켜온 작업을 보면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눈에 보이

는 풍경을 왜곡시키거나 둥근 원의 형태 안에 가둬 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미지

서울Eye - 포토

‘못 다 핀 꽃’ 아사다 마오의 피겨인

라이프 포토 기사

클래식 선율에 깊어지는 아시아 우정

가장 많이 본 뉴스

하태경 의원 연이은 난관…文측 “고발하겠다”

박지원 “안철수 딸 재산공개 안한 이유는 법적

“美 항모 재출동 엄포 아냐…中도 중대 전환 있

최순실 구치소 인기? 편지 50통씩 받아…“거의

‘4월 북폭설’ 근거 얼마나 되나 따져보니...트

나우뉴스 최신 뉴스

생방송 중 남편 사망 속보 전한 앵커

英 할랄 도축장의 잔혹성…충격, 비난

뱀 곡예 구경꾼, 코브라에게 물려 독살 (영상)



4/11/2017 [서울신문] ‘평평한 나라’의 평평한 시선…입체와 볼륨을 불어넣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0500066&wlog_tag3=naver 2/4

로 변주해왔다.

주도양 작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발견하고, 수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고, 생생하게 깨어 있기 위한 신선한 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중요한 목표는 어떤 특별한 영웅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색다

른 관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보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출

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개인전을 기획하고 준비한 한미갤러리 측 관계자는 “주도양 작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이뤄낸 성취 외에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사진에 대한

탐구정신, 그리고 열린 사고를 가진 유연한 작가적 태도 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21일까지 목, 토, 일요일(오후 1시~6시) 한미갤러리에서 열린

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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