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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OOK

복슬복슬, 회화의 스펙터클 화가 스스무 카미조의 그림은 ‘푸들’에서 

시작한다. 복슬복슬한 곱슬 털, 까맣고 동그란 눈, 길고 가느다란 다리, 

뾰족하면서도 야무진 입. 작가의 손에서 푸들의 신체는 다채로운 선과 면, 

색으로 확장돼 하나의 회화에 도달한다. 주로 초상화와 풍경화에 몰두했던 

카미조가 처음 푸들을 그린 것은 2016년. 애견 미용사인 아내를 도우러 

숍에 방문했다가 푸들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그러나 그가 심취한 것은 

반려견으로서 매력이 아닌, 푸들의 감각적인 스펙터클이다. “내 그림은 견종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푸들에 잠재된 모양, 형태, 컬러와 같은 회화의 

구성 요소에 더 관심을 가진다.” 카미조는 평소 윌렘 드 쿠닝과 프랜시스 

베이컨의 화풍에 담긴 역동적인 형상을 추앙해 왔다. 그리고 두 화가의 

강렬한 필치를 푸들의 신체 곳곳에서 발견했다. 이후 다양한 미용을 거친 

푸들 이미지, 함께 산책하며 보았던 풍경을 데포르메해 미니멀리즘 회화를 

완성했다. 작가는 최근 한국 첫 개인전 <Alone with Everybody>(4. 21~5. 26 

페로탕 서울)에서 새로운 작풍을 선보였다. 푸들의 형태를 해체해 추상화를 

시도한 것. 대상의 각 요소를 비정형의 덩어리로 환원했다. 자동기술법처럼 

직감을 따라 스케치한 후, 원하는 형상이 우연히 도출되면 그것을 화면에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작가는 이 과정을 반려견과의 산책에 비유한다. 

“반려견과 산책할 때 나는 목줄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저 개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둘 뿐.” / 조재연 기자

스스무 카미조 / 1975년 나가노 출생. 

미국 오리건대 및 워싱턴대 회화과 석사 졸업. 

브뤼셀 스템스갤러리(2022, 2019), 이스트햄튼 

하퍼스갤러리(2021), 도쿄 마키갤러리(2021), 

뉴욕 잭핸리갤러리(2020), 마빈가든즈(2020), 

베를린 GNYP갤러리(2019) 등에서 개인전 개최. 

현재 뉴욕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

위 · <In the Orchid Garden> 

캔버스에 파스텔 연필, 비닐 페인트 

152.4×121.9cm 2022

아래 · <She Will Come Around 

Again> 레녹스 코튼 페이퍼에 

오일 파스텔, 파스텔 연필 

182.88×139.7cm 2019

오른쪽 페이지

<In the Backroom> 캔버스에 

비닐 페인트, 파스텔 연필 

60.9×50.8cm 2022_빠른 

스케치로 해체주의 형식의 푸들을 

그렸다. 신속한 필치는 유년 시절 

배운 서예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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