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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박그림 작가의 작업을 접한 것은 SNS였다. 작가와 모델

저마다의 얼굴을 비슷한 톤으로 다듬는다. 모델들의 자기 표

이름이 태그된 게시물에 업로드된 남자 초상들이 눈에 들어

현을 재구성하는 시도에서 그가 전공한 불화 기법은 작업베

왔다. 그림 속 인물들은 SNS 네트워크를 이루며 ‘좋아요’를 몰

이스이자 게이남성들의 자기도취에 개입하는 관점으로 작동

고 다니며 농이든 아니든 ‘셀럽 게이’로 불리는 이들이다. 모델

한다. 자의식적 대상을 그리는 손은 관음보살을 그리는 작가

을 섭외하는 주요 채널 중 하나는 게이들의 페이스북, 소위 ‘게

의 손이기도 하다. 관음을 대면한 선재동자처럼, 그는 자신감

북’으로 불리는 네트워크다. 구성원들은 얼굴과 몸을 전시하고

넘치는 존재를 마주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탄과 동경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좋아요’를 호소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만은 아닐 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델들을 두루 관조하며 저

관심과 동경, 친밀함을 표시한다.

들의 나르시시즘과 관심의 욕망을 그대로 시선에 통과시킨다.

그는 SNS에서 활동하는 게이 남성의 얼굴을 드러낸다
는 점에 여타 성소수자 작가들과 차별성을 둔다. 모두에게 열

게이스북 셀럽게이의 얼굴을 굽어 살피거나 우러러보는 어딘
가에 작가가 있다.

려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을 전시하는 게이남성을 밖으로 끌

인기와 매력을 전시하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저

어낸 것은 전시가 획득한 의의일 터, ‹화랑도›는 미술전시의

들을 관조하지만 관심의 지옥으로부터 구제하기보다 친밀함

형식을 통해 하위문화와 미술계, SNS와 대중사회를 매개한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거리 두는 관계를 설정한다. 그가 아호

다. 반폐쇄적 SNS 플로우 안에서 끝없이 점멸하는 친밀함의

(雅號)로 삼은 ‘정월(井月)’의 의미처럼 작가의 눈은 관음의 빛

교환체제를 표구하고 전시 공간에 잠시나마 한데 박아두는

을 반사하여 속세의 얼굴들을 향한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형질전환은 SNS 커뮤니티 기반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다른 차

화랑이지만, 불안정하고 화면에 고립된 채 관계의 열림을 그려

원에서 재연결하는 기예이기도 하다.

나가는 주체들이다.

작가는 개별 모델과 접촉하여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커뮤니티 내부에서 거리두기를

거리를 두면서 커뮤니티 문화를 전유한다. 인물그림은 대부분

실천하는 것인지, 우정의 표현을 교환경제 위에 대리소유의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옮긴 것으로서, 모델이 포착한 자신

형태로 발현하는 것은 아닌지 분간하기는 어렵다. 그의 작업

의 얼굴을 작가가 전치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의 그림은

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중에 위계를 거듭 재생산하

실재하는 개별 게이 남성을 직접적 대상으로 삼기보다 모델에

는 의혹과 의식적인 거리두기 사이의 긴장 위에 있다. 예의 판

의해 연출된 사진을 재연출한다. 이는 얼굴 자체를 드러내기

단유예는 차후 그가 그려낼 커뮤니티의 모습을 다시금 주목

보다 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춤으

할 것을 요청한다. 수려한 외모에 집중된 작업은 차후 어떤 기

로써 일종의 메타 재현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가는 모델 개인

준으로 커뮤니티 내 다양한 결의 관계를 분기시킬 것인가. 불

의 자의식보다 자의식의 인정게임에 초점을 맞추며, 고립된 공

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그림들은 퀴어 미학과 불교 도상 사이

간 속에서 눈빛을 주고 응답을 갈구하는 게이커뮤니티를 비평

모종의 융합과 교차 해석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관음보살

적으로 바라본다.

과 셀럽 게이를 오가는 붓끝은 시각의 연장이자, 양단을 관조

나르시시즘과 유혹의 무게에 보정과 연출이 가해진다. 그

하는 내적 시선이다. 하지만 정작 그가 관조하는 자신의 모습

는 개개의 세계를 고립된 화면에 담는다. 모델들의 세계는 집

은 제 내밀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차후 그의 작업은 어떤 의식

단적 나르시시즘의 총합이지만, 얼굴의 아우라는 독립된 화면

적 과정을 거쳐 소재를 선택하고 사유할 것인지, 어떤 공정을

에 갇힌다. 화면에 인물을 가두고 SNS의 사진배열처럼 반복

거쳐 비판적으로 재창안될 것인지, 과정을 주도하고 반영하는

전시된 얼굴들은 비단담채의 방식으로 필터링 된다. 정돈된

제 내적 의식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지속적인 성찰을 요

색감은 작가가 캐릭터에 직관적으로 선별한 소재와 패턴들로

구할 터.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를 관조하며 커뮤

인물 주위를 물들이며 방출하는 자의식의 무게를 가라앉히고

니티를 비평적으로 재구축하는 작가를 목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