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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은유 - Daily Space

Daily Space - Dream, 182 x 116.7cm, Mixed Media on Panel, 2014



추억에게 쓰는 답장, 그리고 미래의 꿈

그림을  그릴 때면 나는 언제나  바다를  연상한다 . 기억 한 켠 작은 창가에  서서, 늘 
수평선을  찾는다 . 달빛은  밤새 철썩철썩  갯바위를  깨우고 , 반짝이던  잔 별들이  이제 
옷깃을  적실 때면, 나는 좁은 숲길 건너, 바닷가  하얀 모래사장으로  간다.

   지난 밤 하늘엔  별들도  참 많았었나  보다. 반짝반짝  하늘 위를 노닐던  많은 소라와  조개 
껍질들도  이제 다시 돌아오고 , 바람에  밀려온  파도와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도  새로 
만난다 . 그들을  손수건  위에 주워 들고, 그들의  수다에  다시 귀를 기울인다 . 어제 밤 하늘 
나라에서는  어쩌고저쩌고 . 남쪽 나라에서는  이러쿵저러쿵 . 한참의  수다가  지루해  질 
즈음, 나는 조그만  나의 집으로  돌아온다 . 그리고  그들이  두런두런  들려주던  까마득한  
추억의  파편들에게  답장을  그린다 .

누구에게나  추억은  있다. 그 중 일부가 , 조금이라도  더 푸르렀던  시절.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속에 묻어야만  했던 이루지  못 했던 꿈이다 . 이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스라히  
잊혀진  추억으로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지라도 , 문득 손수건  
속의 소라와  조개와  나뭇잎들이  발신인  없는 추억의  메신저가  되어 나에게  그 추억의  
회한들을  상기시켜주는  단초가  된다. 커다란  태양 아래 누렇게  색이 바랜 손수건을  풀어 
헤치고  눅눅해진  추억들을  다시 정화시킨다 . 그리고  나는 그린다 . 나는 젊은 시절 추억에  
답장을  쓰는 심정으로  그림을  그린다 .

가슴 시리던  추억들마저  예쁘게  장식하고  싶었다 . 퇴색해버린  추억의  파편들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모아 새로운  색을 입혀 본다. 영겁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사라져  가지만 , 
잠시나마  내가 이 세상에  다녀 갔다는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 오늘도  동이 
터오는  추억의  바닷가에  정든 이와 둘이 앉아, 시간과  추억의  경계를  아스라히  건너본다 .

그리고는  색다른  미래를  꿈꾸어  본다. 조개는  꿈의 상징물로  비유된다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 무의식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영향들 ,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양한  정서적 , 정신적  인고의  산물들을  정화하여  오늘도  나는 그림을  그린다 .

    나는 나를 사랑한다 .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내 삶의 시간과  작업, 공간들을  
사랑하며  그 중심에  선 나는 미래를  꿈꾸어  본다. 보는 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의  
홀씨, 즐거움을  선사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다.
                                                                                                                  

                                                                                                                 -작가 노트 -
Daily Space - Relationship, 91 x 72.7cm, Mixed Media on Panel, 2014



Daily Space - Dream, 145.4 x 91cm, Mixed Media on Panel, 2012



Daily Space - Gift Series, 50 x 50cm X 6EA, Mixed Media on Panel, 2014



Daily Space - Dream, 53 x 33.4cm, Mixed Media on Panel, 2021 Daily Space - Dream, 45.5 x 53cm, Mixed Media on Panel, 2021



Daily Space - Find the Dream, 116.8 x 91cm, Mixed Media on Panel, 2011

Daily Space - Find the Dream, 
90.9 x 72.7cm, Mixed Media on Panel, 2017

Daily Space - Find the Dream, 
72.7 x 60.6cm, Mixed Media on Panel, 2016



Daily Space - Dream, 60 x 90cm, Mixed Media on Panel, 2014

Daily Space - Dream, 
45.5 x 53cm, Mixed Media on Panel, 2021

Daily Space - Dream, 
53 x 45.5cm, Mixed Media on Panel, 2018

Daily Space - Dream, 
60.6 x 72.7cm, Mixed Media on Panel, 2014

Daily Space - Dream, 
72.7 x 60.6cm, Mixed Media on Panel, 2020



Daily Space - Relationship Series, 50 x 50cm x 9EA, Mixed Media on Panel, 2012

Daily Space - Relationship, 116.8 x 91cm, Mixed Media on Panel, 2018

Daily Space - Relationship, 
45.5 x 37.9cm, Mixed Media on Panel, 2021

Daily Space - Relationship, 
53 x 45.5cm, Mixed Media on Panel, 2021



한국의 사계 - Road

Daily Space - Floral Way, 
80.3 x 116.8cm, Mixed Media on Panel, 2019

Daily Space - Water Way, 
80.3 x 116.8cm, Mixed Media on Panel, 2019

Daily Space - Harvest Way, 
80.3 x 116.8cm, Mixed Media on Panel, 2019

Daily Space - Snow Way, 
80.3 x 116.8cm, Mixed Media on Panel, 2019



Daily Space - Joy, 
53 x 45.5cm, Mixed Media on Panel, 2018

Daily Space - Dream, 
72.7 x 60.6cm, Mixed Media on Panel, 2018

기억의 지층에서 건져올린 미래의 꿈

  1. 태양을  꿈꾸다 .
작가 유미수의 화면들은 일상의 사물들이 뇌 속 깊은 곳 기억의 파편들처럼 흘러 나와 유영하고 
있는 듯하다. 소라, 나뭇잎, 태양, 조개, 연꽃 들은 화면에 찍히고 긁혀짐으로써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화면은 단조로움 가운데 세밀한 구성과 짜임새 그리고 명징한 색의 변조가 
어우러져 있다. 화면 왼편에 볼록하게 처리한 태양은 언제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작가도 
동일한 구성을 고수하고 있다. 유미수의 태양은 하얀 빛깔이다. 어릴적 즐겨 먹던 익숙한 사탕의그 
부드러움과 달콤함처럼 그녀의 태양은 찬란함을 유년기의 추억으로 변환시키며 그렇게 항상 
빛나고 있는 것이다. 조개는 조형성에서 태양을 닮아 있지만 비너스의 탄생이 조개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창조의 신비한 능력을 담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이자 태양을 상징하는 연꽃의 등장 또한 작가의 
추구하는 화면의 지향점이 태양을 닮은 이미지, 태양이 가진 신성한 힘을 동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화면 오른편의 둥근 연잎을 포함하여 나뭇잎, 소라와 같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태양 이미지 즉, 둥글다의 조형성과 빛나다, 
고귀하다, 꿈꾸다의 상징적 의미의 또다른 변형태(태양 변형 이미지)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화면은 일상적인 모티브들로 잘 가꾸어진 태양의 변주들이라 할 수 있으며 
언제나 우리곁에 존재하는 따스한 존재인 신성한 태양, 빛이 가진 밝음과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화석으로  고착된  일상의  흔적들
작가의 작업들이 망막을 오랫동안 붙잡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양각과 음각을 조화시키고 
찍어내기로 일구어낸 견고한 화면의 창출일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화면을 대할 때 동삼동(부산) 
조개무지와 같은 고고학적 자료와 오버랩핑 되게하는 이유인 것이다. 조개무지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내다버린 조개껍질과 일상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곳으로 그 속에는 
여러가지 사람들의 유물을 포함한 흔적들이 잘 남아 있다. 우리가 그 발굴현장을 직면할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대인들의 삶의 숨소리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마치 순간의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적막한 과거와 미래의 대면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가 되어 기억속에 
퇴적되며, 미래는 현재로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 버린다. 과거는 현재를 꿈꾸었고 
현재는 미래를 소망하듯이, 작가 유미수의 작업들 또한 작가가 습관적으로 모아놓은 현재의 삶의 
단편들은 화면에 붓을 대신하여 찍히고 긁혀짐으로써 이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즉, 작가가 수집한 이러한 소소한 일상의 소재들은 현재의 기억들을 담은 
유물들 즉, 현재 자신의 추억의 등가물 또는 비유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화석이나 고고학적 
유적의 삶의 숨소리를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작가의 일상적 소재들 또한 견고하게 박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삶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기억과  비유에  관하여-축복을  노래하다 .
가시적인 세상의 재구성이나 내면의 행복, 슬픔,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정신과정들을 이미지나 
그림으로 조형화 시킬때에는 비유를 사용하게 된다. 비유는 인식의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된다고 
볼때 작가가 천착하는 소라와 태양, 조가비 이미지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의 일화일 수도 
있지만 인류보편적인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상학(iconography)적인 역사성과 고착해 버린 인류학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신(神)에 
관한 가시화인 것이다. 작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 건 작가의 화면은 우리들에게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동공을 확장시키며 미래의 확신과 밝음을 강하게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의 신플라토니즘(Neoplatonism)에 세례를 받은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폭발하는 내재적인 힘으로 가득찬 인간으로 가시화시켰다면, 베르니니의 
성테레사의 환영에서는 미묘한 테레사의 몸짓과 분위기(nuance)로 극적인 신의 축복을 
표현했다. 이렇듯 화가가 가진 내 재의 잠재력은 이를 기억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기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비유로 기억의 형상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비로자나불
(vairocana) 또한 태양을 신으로 대체시킨 형상이라고 보았을 때 작가의 화면은 분명 태양으로 
은유된 신에 대한 작가 유미수의 기억에 대한 가시화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기억을 종합하고 붉게 화석화시킴으로써, 축복이 내재되어 있는 긍정과 
희망이 깃듯 신이 찬란하게 빛나오르는 화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했듯이 내일의 
희망에 관한 솔직한 고백인 것이다.

박옥생/ 미술평론,한원미술관 큐레이터



( Art fair, 국제전 및 그룹전 )
2021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갤러리1898),              에꼴 그룹 기획 초대전 (갤러리 이오)
2020 명랑한 사색 5인초대전(갤러리두),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갤러리1898)
         Artist Ground My space전(혜화아트센터)
2019 에꼴 정기전(진부령미술관),                                     에꼴Paris 그룹전(Galerie 89 Paris)
         서울아트쇼(코엑스),                                                 소담한 선물전(혜화아트센터)
2018 서울 아트 쇼(코엑스),                                                only women 50인전 (장흥BH 갤러리),
         BAMA 부산 국제 화랑 아트 페어(벡스코),
2017 굿모닝 새아침 전(갤러리 아리수),                             에꼴 기획 초대전(갤러리바움),
         8femmes 기획 초대전(갤러리 아리수),                     서울 아트 쇼(코엑스)
2016 에꼴전(한전 아트 센터),                                             SCAF 2016(롯데호텔 소공동 본점)
2015 반딧불이마을 전(갤러리 지오,인천),
2014 CONTEXT 2014 Seoul(코엑스)
2013 아트 햄튼(미국 햄튼),                                                 Asia Hotel Art Fair(CONRAD SEOUL),
2012 상하이 국제아트 페어(중국 상하이 마트),                  버질 아메리카 전(캘리포니아 럭키 갤러리),
         대구 국제 아트 페어(대구EXCO)
2011 KIAF(코엑스-리더스 갤러리 수),                                  대구 국제 아트 페어(대구EXCO),
         멜버른 국제 아트 페어(호주, 로얄 전시장),
2010 KIAF(코엑스-리더스 갤러리 수),                                  사고의 확장전 (가원 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의 신르네상스 전 (서울 아트 센터 공평 갤러리)
         STAR & BLUE ARTIST HOTEL ART FAIR(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14층)
2008 NEXTART 전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                    한국 미협전 ( 예술의전당 미술관 )
2007 The Asian Spirit & Soul전 ( 성남 아트 센터 미술관 ),
2006 퍼즐전 ( 일본 ),                                                            한국 미협전 ( 예술의전당 미술관 ),
         의왕 국제 플래카드 아트전 (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광장 )
2005 우리동네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과천-바야돌리드 미술교류전 ( 제비울 미술관 ),
         서울-베를린전 ( 독일 )
2004 우리동네 현대미술 청년작가전 ( 제비울 미술관 ),       한국 미술전( 세종 문화회관 미술관 )
2003 서울 인사동 미술축제 ( 모란 갤러리 )
2002 Korea Art Festival ( 인사 아트 프라자 갤러리 ),
2001 경기 미협 초대전 ( 경기도 문화예술 회관 )
1999~2005  과천 미협전 ( 과천 시민회관 )
1997 한국 현대미술 THEME전 (1차: China , 2차: 삼성 금융 프라자 갤러리 ),
         제2회 지중해 Le-salon전 ( France )

감사합니다 ...

  유 미 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Website: www.yoomisoo.com
 h/p: 010 - 9507 - 3999
 e-mail: msdailyspace@naver.com

( 개 인 전 )
2021. 제25회 혜화아트센터 (서울)
2020. 제24회 큰나무 갤러리 초대전 (하남)
2019. 제23회 백두산갤러리 초대전(양구.제21보병사단)
2019. 제19회 리 미술관 기획초대전(사천)
2015. 제12회 갤러리 아트리에 초대전(안양 예술공원내)
2015. 제11회 해금강 테마 박물관 유경 미술관 초대전(거제도)
2014. 제10회 세종 갤러리 초대전(서울)
2013. 제09회 EW 갤러리 초대전(서울)
2008. 제04회 The International Art Expo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08. 제03회 Europe Art Fair(스위스 제네바)-갤러리 호 초대
2007. 제02회 인사 아트 센터(서울)
2005. 제01회 갤러리 수(서울)

( 작품소장  )
국립 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세종 호텔, 가톨릭 재단 (학교 법인), 리 미술관, 
유비 벨록스(주), 이삭 유치원, 동서 문화재단, 월간 에세이, 한우리 재활병원, 
새빛 안과,  아이스프린트 컨설팅(주),  말레이시아 현지 갤러리 및 현지인, 
미국햄튼 현지인,  인도네시아 현지인

( 출판 )
2016. 9월호 헬스조선 힐링 갤러리 작품 수록
2014.저서 ”아트&더마켓” 박정수 지음, 작품 수록
2013.한국 NSK(자동차 부품회사) CALENDAR 작품 선정
2012. 3월호 월간 에세이 작품 표지 모델 및 작품 에세이 글 기고

( 현재 )
.한국 미술협회, 한국 전업미술협회, 에꼴, 서울가톨릭미술가 회원

http://www.yoomis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