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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 주목할 만한 작가전 – 권인경   

« L’échapée belle »  
 

 

Maison dépliée, 2013. Collage, encre de Corée et acrylique sur papier de riz,  x 75 cm 

 

전시개막식 / 2013 년 3월 28일 목요일 18 시부터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éna, 75116 Paris – Tel. 01 47 20 83 86 

매주 월요일~금요일 (9시 30분~18시) 

단, 매주 목요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4시~19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2013 년 3 월 27 일부터 4 월 24 일까지 « 2012-2013 

한국문화원 주목할 만한 작가 » 시리즈의 일환으로 선정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소개작가인 

권인경의 개인전을 마련한다. 

권인경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도시풍경을 그린다. 대개가 그의 방안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외부의 정경이다. 창밖에 펼쳐지는 바깥 풍경을 관찰하는 작가의 시선은 외부의, 낯선 이방인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는 작가 자신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그림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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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창문 밖과 안의 풍경이 작가 스스로를 표상한다는 것인데, 확장된 의미에서의 자신의 

생활공간, « 자신의 영역 »을 그린다는 것은 그 공간과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살피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권인경은 이렇듯 

그가 사는 동네와 그가 살아온 또한 앞으로 살아갈 도시, 그리고 그의 삶을 화폭에 담는다.  

작가는 자신의 거주공간 안에서 외부를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이 친밀한 시선을 가져다 주어 

풍경을 자연스레 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정원조성에 

있어서의 « 차경 », 즉 « 경치를 빌린다 »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집안에 편히 앉아서 보기좋게 

걸린 풍경화를 감상하듯이, 창으로 훤히 들어오는 근경과 원경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다는 

의미이다. 즉, 본래의 자연을 해하지 않고 이와 어우러지도록 배려한다는, 그가 지향하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태도로서 작가는 크게 열어 젖힌 창(작품)을 통해 이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 창 »은 오래전부터 외부세계로의 소통을 상징하는 회화의 주된 소재이다. 안과 밖의 경계를 

보여주는 « 전망좋은 방 » (chambre avec vue)의 전형적인 구도는 창을 통한 회화 자체의 정의와 

방법론을 제기한다. 알베르티가 그의 저서 Della Pittura 에서 회화를 « 열린 창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 창은 이렇듯 시각적 도구로서 눈과 시선, 더 

나아가 창작 활동을 은유적으로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다.  

권인경의 회화에서 창은 이따금 암시적인 요소로서 공간을 구성한다. 창가에 놓인 화분, 차주전자, 

찻잔, 의자, 전등, 책 등의 실내 광경을 자아내는 오브제들을 통해 내부와 외부, 정적과 역동적 

또는 카오스한 공간이 구분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위를 맴돌던 시선이 공간을 넘나들며 유동적, 즉 

« 살아있는 눈 (l’œil vivant) »이 되는 순간 이 경계는 불분명해진다.  

권인경이 그리는 창밖의 정경은 실재하는 구체적인 풍경이지만 이내 비현실적인 양상을 띤다. 

이는 평론가 박영택의 말을 빌어 시선이 « 두툼하게 » 느껴지는 풍경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투명한 시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층이 한 화면에 중첩되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풍경은 공교롭게도 회화 공간의 불투명함과 평면성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여기에 

« 덧입힌 »(꼴라주) 고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된 시간성이 복합되어 일련의 

대비효과에 일조한다.  

권인경은 이번 전시에서 « 개인의 방 », « 정감화된 공간 », « 펼쳐진 집 », « 경계의 바깥 », 

« 기대의 척도 » 등의 최근 작품들을 통해, 그가 도시생활에서 얻은 낙천적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안락함과 동시에 외부세계를 향한 출발지로서의 확장된 개념의 공간, 우리의 삶과도 

같이 약간은 모순된 도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다.  

1979 년 서울 출생인 권인경은 현재 서울에서 작업하며 생활하고 있다. 홍익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작가는, 2003 년 이래 수 차례의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이번 파리 한국문화원 전시가 그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다.  

큐레이터 전상아 

¹ Jean Starobinski, Jean-Jacques Rousseau ; la transparence et l’obstacle, Paris, Gallimard, 1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