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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과잉 혹은 서스펜스
닉 도일展 8. 26~10. 1 페로탕 서울

트레이 압델라展 9. 4~10. 3 쾨닉 서울

주어진 미디엄의 한계를 활용해 공간을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직조하는 것이 예술의 간계라 한다면. 예술가는 

질서의 통념을 비틀거나 교차하여 시공의 강약을 

달리하고 예기치 않은 곳에 디테일을 부가하거나 생략하며 

낯선 틈새로 이질적인 의미의 공백과 초과를 살핀다. 

아래 두 전시는 평면성의 질서에 징후의 표상을 치밀하게 

구성한다. 주어진 요소의 한계를 굳이 부정하지 않는 

작업은, 당장 새로운 질서를 출현시키기보다 한계를 

초과하고, 초과로서의 한계를 제시한다. 

엉뚱한 징후의 표상

비 오는 밤 차에 열쇠를 꽂고 카 오디오에 레코드를 넣는 

순간 백미러로 눈이 마주친다. 머리를 빗는 중에 흠칫 

놀란 홍조 띤 시선이 거울에 드리운다. 솟구치는 물줄기가 

얼굴을 격하게 때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음수대에 

비친다. 벽 뒤에 숨어 상대를 때려눕힌 모습을 지켜본다. 

비밀을 들킨 듯 놀란 표정이 와인 잔에 난반사한다. 

트레이 압델라의 화면들은 서스펜스 영화의 

전통적인 구성을 따른다. 일테면 현재 일어나는 장면과 

이를 지켜보는 시선을 화면에 함께 배치해 폭풍 전야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코믹스와 사진 이미지 등 

상이한 재질의 이미지를 회화로 구사해 온 트레이 

압델라는 이번 작업에 영화적 화면 구성을 도해한다. 

영화가 시청각적 요소로 서사의 효과를 부가한다면, 

시각예술은 주어진 화면에 질감과 부감, 필치를 달리하며 

장면을 전달하고 스토리의 요소를 산개한다. 카메라 

심도를 연상시키는 상이한 초점은 매끈한 화면부터 두꺼운 

마티에르의 질감까지 다양한 소재로 화면에 적용되어 

그려진다. 물감과 사물이 응집하며 질감과 부감을 

다변화한 화면은 하이퍼리얼리즘 회화 위에 비회화적 

질료를 덧대며 회화에 반목한다. 

화면에 그려진 거울과 유리, 금속성 장치는 장면의 

바깥쪽 시선을 담지만, 레진으로 마감되어 그로시한 

질감을 강조하거나 난반사되는 모습을 과장하면서 빛을 

방사하는 효과를 구사해, 화면 속 온전한 투명성을 

방해한다. 초점을 살짝 비켜난 눈은 상황을 응시하지만 

화면을 조감하는 전지적 시선보다 목격자로서의 시선, 

중심에서 벗어나고 기울어진 시선의 위상에 가까워 

보인다. 놀란 눈들은 관객을 화면으로 매혹하는 동시에 

화면에서 일어난 상황과 거리를 견지하며 생략된 공간을 

암시한다. 트레이 압델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교란하고 

대비해 화면의 긴장감을 높인다. 개연성과 통일성을 

모두 누락한 심도와 질감은 시선을 붙들지만 관객에게는 

온전한 파악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요소들만 주어질 

뿐이다. 인물의 표정을 의도적으로 감춘 자리에는 벽이 

돌출하고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리는 부수적인 상황이 

과잉 재현된다. 무언가 발생하지만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도 

주변적인 장면만 쏟아놓는다. 

오히려 작가는 예의 엉뚱함을 극대화하여 캔버스 

바깥으로 소재들을 펼쳐낸다. <Caught in a Lie>는 활짝 

미소 짓는 입 주위로 거미줄이 한가득 펼쳐진 가운데 사람 

입을 가진 거미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씹어 삼킬 태세를 

취한다. 덴탈 미러에 비친 시선은 터져버린 말풍선 모양의 

프레임 안에서 미소 짓는 입과 배치된다. 상황을 증언하는 

응시가 프레임 바깥의 정황을 토해내는 것처럼, 하지만 

쏟아낸 표상의 실체는 엉뚱하게 사악한 입으로, 벽에 

던져진 그물 같은 거미줄로, 화면을 부수고 바깥으로 튀어 

나와 으르렁거리는 거미로 돌출한다. 

평면에 넘쳐나는 주변적 부조로 가득한 그림은 

한편으로 트릭아트를 연상시키지만, 그림의 장치들이 

내용을 의식적으로 가리며 상황의 일관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그림은 무언가 드러나지 않은 

장면을 목격한 듯한 시점을 제공하지만, 응시의 대상을 

노출하기보다 부수적인 소재만을 과장되게 표현한다. 

닉 도일 개인전 <Everything 

is Fine> 전경 2021 페로탕 

서울_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닉 도일(1983년생). 

작가는 자판기, 재떨이, 우편함 

등을 데님으로 형상화해 미국의 

소비주의를 되짚는다.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된 소형 조각은 

미국 서부 카우보이의 표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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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혹은서스펜스
닉도일展 페로탕서울

트레이압델라展 쾨닉서울

주어진미디엄의한계를활용해공간을자의적으로

배치하고직조하는것이예술의간계라한다면 예술가는

질서의통념을비틀거나교차하여시공의강약을

달리하고예기치않은곳에디테일을부가하거나생략하며

낯선틈새로이질적인의미의공백과초과를살핀다

아래두전시는평면성의질서에징후의표상을치밀하게

구성한다 주어진요소의한계를굳이부정하지않는

작업은 당장새로운질서를출현시키기보다한계를

초과하고 초과로서의한계를제시한다

엉뚱한징후의표상

비오는밤차에열쇠를꽂고카오디오에레코드를넣는

순간백미러로눈이마주친다 머리를빗는중에흠칫

놀란홍조띤시선이거울에드리운다 솟구치는물줄기가

얼굴을격하게때리는모습을바라보는시선이음수대에

비친다 벽뒤에숨어상대를때려눕힌모습을지켜본다

비밀을들킨듯놀란표정이와인잔에난반사한다

트레이압델라의화면들은서스펜스영화의

전통적인구성을따른다 일테면현재일어나는장면과

이를지켜보는시선을화면에함께배치해폭풍전야의

긴장을끌어올리는것이다 코믹스와사진이미지등

상이한재질의이미지를회화로구사해온트레이

압델라는이번작업에영화적화면구성을도해한다

영화가시청각적요소로서사의효과를부가한다면

시각예술은주어진화면에질감과부감 필치를달리하며

장면을전달하고스토리의요소를산개한다 카메라

심도를연상시키는상이한초점은매끈한화면부터두꺼운

마티에르의질감까지다양한소재로화면에적용되어

그려진다 물감과사물이응집하며질감과부감을

다변화한화면은하이퍼리얼리즘회화위에비회화적

질료를덧대며회화에반목한다

화면에그려진거울과유리 금속성장치는장면의

바깥쪽시선을담지만 레진으로마감되어그로시한

질감을강조하거나난반사되는모습을과장하면서빛을

방사하는효과를구사해 화면속온전한투명성을

방해한다 초점을살짝비켜난눈은상황을응시하지만

화면을조감하는전지적시선보다목격자로서의시선

중심에서벗어나고기울어진시선의위상에가까워

보인다 놀란눈들은관객을화면으로매혹하는동시에

화면에서일어난상황과거리를견지하며생략된공간을

암시한다 트레이압델라는구체적인정황을교란하고

대비해화면의긴장감을높인다 개연성과통일성을

모두누락한심도와질감은시선을붙들지만관객에게는

온전한파악을철저하게방해하는요소들만주어질

뿐이다 인물의표정을의도적으로감춘자리에는벽이

돌출하고머리카락이쏟아져내리는부수적인상황이

과잉재현된다 무언가발생하지만정체를파악하지못한

상황에서그림은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가를물으면서도

주변적인장면만쏟아놓는다

오히려작가는예의엉뚱함을극대화하여캔버스

바깥으로소재들을펼쳐낸다 < >는활짝

미소짓는입주위로거미줄이한가득펼쳐진가운데사람

입을가진거미가당장이라도달려들어씹어삼킬태세를

취한다 덴탈미러에비친시선은터져버린말풍선모양의

프레임안에서미소짓는입과배치된다 상황을증언하는

응시가프레임바깥의정황을토해내는것처럼 하지만

쏟아낸표상의실체는엉뚱하게사악한입으로 벽에

던져진그물같은거미줄로 화면을부수고바깥으로튀어

나와으르렁거리는거미로돌출한다

평면에넘쳐나는주변적부조로가득한그림은

한편으로트릭아트를연상시키지만 그림의장치들이

내용을의식적으로가리며상황의일관성을배제한다는

점에서성격이다르다 그림은무언가드러나지않은

장면을목격한듯한시점을제공하지만 응시의대상을

노출하기보다부수적인소재만을과장되게표현한다

닉 도일 개인전 <

> 전경 페로탕

서울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닉 도일 년생

작가는 자판기 재떨이 우편함

등을 데님으로 형상화해 미국의

소비주의를 되짚는다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된 소형 조각은

미국 서부 카우보이의 표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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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스펜스 영화의 장치를 변칙적으로 참조한 음모론의 

구조를, 가짜 뉴스의 기술을 연상시킨다. 회화에 반목하는 

작업은 동시에, 반목함으로써 회화적 술수를 갱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회화를 초과하려는 야망은 회화적 평면성에 예속되고 

징후를 물신화해 현현하면서도 엉뚱한 징후의 표상만을 

쏟아낸다. 

신대륙 남성성의 불안

소화기와 보타이, 정수기와 자판기, 손거울과 셰이빙 

크림을 푸른 음영으로 확대시킨 2차원 부조가 벽에 

걸려있다. 닉 도일은 인디고 데님을 질료 삼은 평면 

오브제를 전시한다. 매끈한 형상은 데님 조각을 틈 없이 

집요하게 이어 붙인 결과이다. 사진 이미지를 참조한 듯 

보이는 오브제는 다양한 명암으로 갈라지는 각각의 면을 

분할한다. 명암과 음영에 맞춰 데님을 선별하고 형태와 

크기, 색상을 맞추는 공정은 컬러링 북을 연상시킨다. 

전시는 작가가 선택한 사물이 남성성의 

전유물이라는 점을 명기한다. 여기에 신대륙의 남성성과 

정복, 도전과 폭력의 의미가 교차하는 소재로서 데님의 

의미를 부연한다. 해석에 따르면 그의 작업은 남성성의 

표상을 남성적 패브릭으로 절합한 산출물로 이해할 수 

있다. 레디메이드 형태와 상이한 질료를 접목하고 평면성을 

부각하여 낯선 정조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은, 기념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팝아트의 전략이다. 

데님을 조각조각 이어 맞춘 평면적 사물이 병렬로 

걸려있는 전시장 가운데에는 베지터블 가죽과 나무로 

제작한 선인장 오브제들이 배치된다. 선인장의 세 줄기는 

각기 손과 머리가 되어 올가미에 포박되거나 수갑을 차고 

여행 가방 입에 허리를 물린 채 허우적거린다. 선인장은 

미국 서부의 환상이 그리는 자유와 도피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의 이념을 떠올리게 하지만 수갑을 한쪽만 채운 

유사 가죽의 형상은 미래의 약속이 환상이었음을 깨달은 

현재를, 저물어가는 현재성에 고립되고 구속된 정황을 

환기한다. 베지터블 가죽 선인장과 데님 오브제는 상호 

보완을 이룬다. 기물을 확대하고 데님 조각으로 맞춰나간 

형상을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좀비 오브제로 명명할 

수있다면 선인장은포박된몸으로불가능한구제를

부르짖는가짜가죽오브제로부름직하다 틈새없이

기워낸형상이해체로재구성된남성성을비유한다면

전시장가운데에는피로와체념이겹쳐진벼랑끝의또

다른남성적표상이놓인셈이다 데님과가죽오브제에

공통적으로등장하는올가미는체념의정조를치밀하게

매듭짓는알레고리처럼반복된다

앞서트레이압델라가회화적과잉으로각종

비회화적사물을화면밖으로쏟아내면서도초과의

요소자체를평면에물화해놓았다면 닉도일은사물의

단춧구멍부터그림자의음영까지치밀하게분할하고

평면에틈새없이붙여구속과통제의형상을미적으로

형식화한다 말하자면두작가는해체를통제하고

반대로통제를해체하는방식으로장르영화의화면

구성을 신대륙남성성의징후적불안정성을재조형하는

것이다 평면성을유지하지만사물을개입시키고파편을

접합하는비평면적작업은화면의이완과긴장 확산과

수렴을시각화한다 미디엄에가하는변주는불안의

진폭을확장하되상황자체를부정하거나삭제하지

않는다 구조적일관성에혼선을가중하지만구조자체를

전복하지도않는다 닉도일은남성의전유물이자문화를

부각하고산산조각내지만 그것은애써재조합하기위해

거듭조각을내버리는편집증적공정에가깝다 남성성의

범주를해체하기위해서 ‘남성적소재’라는프레임을

소환해야하는의미론적한계에스스로발목을묶는

셈이다 하지만남성성의표상을남성적소재를재료

삼아접합하는공정은퀼트의여성적속성을따름으로써

시스젠더이성애자남성의독점적남성성을반복하는대신

‘여성의 또는여성적 남성성’ 또한소환할수있지않을까

해석적탈주를봉합하되매듭의틈새를재차열어내는

엉뚱한해석적가능성은닉도일의나무태엽장치

위에서사무작업을하고있는더미의형상으로연장된다

<누구도알수없다>는제목처럼미지의영역을드러내는

동시에미지의징후자체를물화하여탈주의가능성을

닫으면서도 틈새를벌려온닫힌방식을계속해서갱신해

나가는것처럼

남웅

위 트레이 압델라

< > 앞 <

> 뒤 혼합재료

가변크기 뉴욕 출신의

트레이 압델라 년생

< >는 작가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회화 조각

아상블라주 등으로 일상에 깃든

공포를 표현했다

왼쪽 페이지

< > 캔버스에 아크릴릭

레진 가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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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서스펜스영화의장치를변칙적으로참조한음모론의

구조를 가짜뉴스의기술을연상시킨다 회화에반목하는

작업은동시에 반목함으로써회화적술수를갱신하는

것처럼보인다 아니면이렇게도얘기할수있지않을까

회화를초과하려는야망은회화적평면성에예속되고

징후를물신화해현현하면서도엉뚱한징후의표상만을

쏟아낸다

신대륙남성성의불안

소화기와보타이 정수기와자판기 손거울과셰이빙

크림을푸른음영으로확대시킨 차원부조가벽에

걸려있다 닉도일은인디고데님을질료삼은평면

오브제를전시한다 매끈한형상은데님조각을틈없이

집요하게이어붙인결과이다 사진이미지를참조한듯

보이는오브제는다양한명암으로갈라지는각각의면을

분할한다 명암과음영에맞춰데님을선별하고형태와

크기 색상을맞추는공정은컬러링북을연상시킨다

전시는작가가선택한사물이남성성의

전유물이라는점을명기한다 여기에신대륙의남성성과

정복 도전과폭력의의미가교차하는소재로서데님의

의미를부연한다 해석에따르면그의작업은남성성의

표상을남성적패브릭으로절합한산출물로이해할수

있다 레디메이드형태와상이한질료를접목하고평면성을

부각하여낯선정조를이끌어내는방법론은 기념비를

조롱하고비판하는팝아트의전략이다

데님을조각조각이어맞춘평면적사물이병렬로

걸려있는전시장가운데에는베지터블가죽과나무로

제작한선인장오브제들이배치된다 선인장의세줄기는

각기손과머리가되어올가미에포박되거나수갑을차고

여행가방입에허리를물린채허우적거린다 선인장은

미국서부의환상이그리는자유와도피를 미지의세계를

향한도전의이념을떠올리게하지만수갑을한쪽만채운

유사가죽의형상은미래의약속이환상이었음을깨달은

현재를 저물어가는현재성에고립되고구속된정황을

환기한다 베지터블가죽선인장과데님오브제는상호

보완을이룬다 기물을확대하고데님조각으로맞춰나간

형상을일종의프랑켄슈타인좀비오브제로명명할

수 있다면, 선인장은 포박된 몸으로 불가능한 구제를 

부르짖는 가짜 가죽 오브제로 부름직하다. 틈새 없이 

기워낸 형상이 해체로 재구성된 남성성을 비유한다면, 

전시장 가운데에는 피로와 체념이 겹쳐진 벼랑 끝의 또 

다른 남성적 표상이 놓인 셈이다. 데님과 가죽 오브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올가미는 체념의 정조를 치밀하게 

매듭짓는 알레고리처럼 반복된다. 

앞서 트레이 압델라가 회화적 과잉으로 각종 

비회화적 사물을 화면 밖으로 쏟아내면서도 초과의 

요소 자체를 평면에 물화해 놓았다면, 닉 도일은 사물의 

단춧구멍부터 그림자의 음영까지 치밀하게 분할하고 

평면에 틈새 없이 붙여 구속과 통제의 형상을 미적으로 

형식화한다. 말하자면 두 작가는 해체를 통제하고 

반대로 통제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장르 영화의 화면 

구성을, 신대륙 남성성의 징후적 불안정성을 재조형하는 

것이다. 평면성을 유지하지만 사물을 개입시키고 파편을 

접합하는 비평면적 작업은 화면의 이완과 긴장, 확산과 

수렴을 시각화한다. 미디엄에 가하는 변주는 불안의 

진폭을 확장하되 상황 자체를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구조적 일관성에 혼선을 가중하지만 구조 자체를 

전복하지도 않는다. 닉 도일은 남성의 전유물이자 문화를 

부각하고 산산조각 내지만, 그것은 애써 재조합하기 위해 

거듭 조각을 내버리는 편집증적 공정에 가깝다. 남성성의 

범주를 해체하기 위해서 ‘남성적 소재’라는 프레임을 

소환해야 하는 의미론적 한계에 스스로 발목을 묶는 

셈이다. 하지만 남성성의 표상을 남성적 소재를 재료 

삼아 접합하는 공정은 퀼트의 여성적 속성을 따름으로써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의 독점적 남성성을 반복하는 대신 

‘여성의(또는 여성적) 남성성’ 또한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석적 탈주를 봉합하되 매듭의 틈새를 재차 열어내는 

엉뚱한 해석적 가능성은 닉 도일의 나무 태엽 장치 

위에서 사무 작업을 하고 있는 더미의 형상으로 연장된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제목처럼 미지의 영역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지의 징후 자체를 물화하여 탈주의 가능성을 

닫으면서도, 틈새를 벌려온 닫힌 방식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처럼.

/ 남 웅

위 · 트레이 압델라 

<Nightcall>(앞), <Caught 

in a Lie>(뒤)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1_뉴욕 출신의 

트레이 압델라(1994년생). 

<MIRRORS>는 작가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회화, 조각, 

아상블라주 등으로 일상에 깃든 

공포를 표현했다.

왼쪽 페이지

<Knotted> 캔버스에 아크릴릭, 

레진, 가발 187.9×33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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