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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범 개인전 

 

Secret Garden 

 

일정: 2011.9.22(목) – 11.2(수)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문범展_Secret Garden) 

 

 
    Secret Garden #250_light green, sienna, acrylics, oilstick on canvas, 194×259cm, 2011, 

  

갤러리 시몬 은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문범의 『Secret Garden展』을 초대 기

획전시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개인전으로 그 동안 5회에 걸친 뉴욕

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파리, 런던 등 세계 다수의 기획전과 세비야 비엔날레, 아트바젤 및 해외 

유명 아트페어 참여로 범 국제적인 각광을 받으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작가의 신작 Secret 

Garden 연작을 비롯,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 문범은 1955년 서울 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

재 건국대 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척박한 한국화단의 현실 속에서 견실한 작품 세계를 펼

쳐 나가는 문범은, 1982년부터 서울과 뉴욕 등 국내외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어 독자적 회화 

구축을 검증 받은 드물고 튼실한 중심 축의 중진작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대부분의 미술관 및 주요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70년대 미니멀추상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시작된 그의 작업은 극히 범상한 사물 드로잉의 실험

들로 표현, 미니멀리즘에 대한 패러디이자 비판으로 회화의 고정관념과 관습에 문제제기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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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80년대 중반부터 평면과 오브제의 접합으로, 평면과 입체의 팽팽한 긴장감을 시도하며 90년

대 초에 이르러 변형 캔버스에 그려진 표면과 레디메이드 오브제 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부정, 와

해하며 화면을 확장시킨다. 이때 물감이라는 사물의 총화적 시각단위를 이용한 오일스틱의 작업

에 몰입하여 시간성과 신체성을 읽을 수 있는 작업으로 회귀한다. 

 

과거 문범의 작업은 사물성에 대한 집념, 극단과 대비의 긴장과 ‘중심잡기’를 즐기는 구조적 특징

을 지닌 반면 그의 클래식한 감성을 거쳐 오랜 시간 농후한 작업활동으로 쌓여, 오늘날 가장 서

구적으로 누구보다 한국적 미감을 구현하는 원숙미 넘치는 작가세계로 성장한다. 그것은 평면회

화 그 자체로 끊임없이 몰두하고, 과거 집착과 고집을 버린 자유를 획득한 결과의 산물로서 오일

스틱과 손가락으로 밀어내는 작업은 대기의 흐름 또는 우주의 호흡을 유추시키는 작업으로 승화

된다. 보는 이의 판단에 따라 마치 동양 관념산수화의 부수적 요소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현상들

은 곧 피상적이고 장식적인 형상으로 유기체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회화의 표면을 뒤덮는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연작 Secret Garden 에서는 종전과 비교하여 놀랄만한 전환

점을 선사한다. 빅뱅 이후의 고요와 같이 갑자기 모든 부수적인 형태들이 순식간에 잠식되어 정

확한 몇 개의 독립적 형상만이 화면에 부유한다. 이들은 현실과의 차연적 관계설정에 의해 지각 

가능한 어떤 형태와도 철저히 연관을 부정당한 결과들이며, 오히려 낯선 형상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함께 재현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성의 범위에서 이

름을 불러도 불려질 수 없는 존재들이며, 부정형의 형상이미지들은 부재하지만 명백하게 두 눈앞

에 현전하는 궁극적으로 회화적인 세계에 속한다는 모순 띤 매력으로 응집력을 발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범의 『Secret Garden展』에서는 몽환적이고 미묘한 아름다움의 기존 작업을 딛

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절제미학의 기품을 품은 새로운 신작들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

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도약을 꾀하며 젊은 패기 조차 무색케 하는 실험정신과 변화를 두려워 않

는 작가의 숨가쁜 열정을 함께 호흡하는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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