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버 암스 개관전
장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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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제이슨함의 개관을 맞이하여 미국 작가 올리버 암스의 개인

전이 개최된다 서울시 성북동에 위치한 제이슨함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길

에서 열리는 이

번 전시는 제이슨함의 개관전이자 올리버 암스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로 더욱 의미가 크
다

년부터

년까지 작업한 신작

점으로 구성되며 작가 특유의 대담한 색채 사용과 질

감의 교차가 어우러지는 암스의 작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올리버 암스는 미국

에서 태어나

에서 미술을 전공하였다

주로 큰 스케일의 작업을 선보이는 그는 시간을 들여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바르고 말리는 과
정을 수차례 반복하며 색을 쌓아 올린다 며칠 몇달 혹은 몇 년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 일종의
색의 지층으로 변모한 캔버스는 이후 산업용 벨트 샌더로 갈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다채로운 색채는 표면을 갈아내는 과정에서 피어나고 발현된 결과인 셈이다 이처럼 색을
물리적으로 축적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방식은 그의 자전적 경험에서 연유한다 대학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는 일을 했는데 오랜 세월 여러 주인을 거치며
겹겹이 덧칠된 벽 페인트를 갈아내자 드러나는 다양한 색감에 영감을 얻었다 이후 이를 그대로
작업 방식에 적용하여 쌓기 와 갈아내기 에 천착 작가 스스로 상당한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여
색의 축적과 해체를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의 예술을 통해 그의 캔버스가 마지막에 드러내는 색
채의 향연은 동시에 시간의 궤적이자 지나온 모든 과정의 파편들이다 암스가 궁극적으로 구현해
내는 것은 어떤 역사의 과정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일부만 남게 되는 역사의 본질인지
모른다
시간과 노동집약적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각각 두드러지는 색채에 따라 혹은 갈려진 형태
에 따라 특유의 분위기를 지닌다 제목을 붙이는 것은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차후의 작업이며 작
가가 완성된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의 색조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재치 있
는 제목이 흥미롭다 분홍과 빨강의 붉은 색조가 두드러지는
는 유혹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면

은 거칠고 위협적

이며 대담하다 이처럼 암스의 작업들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매혹적인 색의 경험으로 인
도한다 관객이 마주하는 그의 캔버스는 강렬하고 거침없다 수없이 뒤엉킨 색과 면은 아름다운
혼란을 선사하며 그의 작품을 마주함으로써 혼돈과 질서 진중함과 가벼움 그리고 따스함과 차
가움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암스가 열어 보이는 색과 감정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경
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