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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바톤은 쿤 반 덴 브룩 Koen van den Broek (b. 1973) 의 개인전 <기억과 꿈의 사이(In Between Memory and Dream)>를
4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남동 전시공간에서 개최한다. 유럽 내 현대미술의 중요한 포스트이자 역사적으로 동시대 회화의 보고였던
벨기에 출신인 반 덴 브룩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풍을 매개로 국제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오고 있다.

명문 H.I.S.K Higher Institute for Fine Arts, Belgium 등에서 회화로 석사 과정을 수료하기 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였던 작가는,
도시와 그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도로 표지판, 주차장, 격자무늬 보도, 교각, 도로 경계선 등의 형태를 탐구한다. 전업 작가로서 길러온 작가
특유의 '순수한 관찰의 힘'은, 대상을 단순히 도시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부차적인 구조물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 깃든 색감과 기하학적
요소의 의미와 그 개성의 발현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보더 시리즈(Border Series)'로 불리는 반 덴 브룩의 일련의 작품들은 캔버스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강렬한 원색 라인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흔히 도로와 인접한 구조물에 칠해진 도료의 재현이다. 차량과 행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고의 목적으로 칠해진 원색의 도료는 작가의 해석을 통해 그 본질을 초월하여 미적 감상을 피사체화한다.

여행 시 항상 휴대하는 폴라로이드는 그에게 포착된 이미지와 풍경 - 주로 미국 서부 등을 여행하며 마주한 황량한 광경 또는 평온
하고 한적해 보이는 교외의 모습들 - 의 아스라한 기억을 스튜디오에 붙잡아 두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마치 채집하듯 수 백번 촬영하고,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평범해 보이던 풍경엔 작가의 새로운 시각이 투영되고 고유한 기법으로 분할되어 종국에 캔버스에 이식
된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반 덴 브룩 특유의 회화적 접근법이다. 빠른 붓놀림과 오래 고심한듯한 구도가 한데 어우러지며 만들
어내는 독특한 색감과 장면은, 단순한 듯하면서도 일상의 언어로 형용하기 어렵다. 그 안에 서린 서정성과 미적 양식은 명료하게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어렵기에 더욱 신비로운 생명력을 가진다. 어떠한 정치적 함의나 사회적인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운 그의 작품들은, 순수회화가
가진 고유의 가치와 궁극적 지향점에 대해 되새겨 보게 한다.

'현대 전원시적 풍경'이라는 부제가 붙어도 좋을 만큼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시선에서 자연과 건축 구조물의 하모니를 유려하게 포착
해낸 신작들이 다수 등장한다. 채도가 높은 선과 면의 두드러짐, 화면을 역동적으로 분할하는 선연한 크랙(crack) 등 함께 전시 중인 추상적
이고 강렬하며 관념적인 작품들과 달리, 여기선 문득 그의 따스한 시선과 여유로움이 베어난다.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세계의 창조이다"
라는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 의 선언은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의 간극을 넘어 반 덴 브룩의 작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진으로 포착되었던 장면, 폴라로이드 특유의 색감과 비명료성은 비로소 그의 미감과 해석에 어우러져 전혀 다른 감도의 세계를 창조해내
고, 근간의 현대미술 풍토에서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차원 높은 '목가적 감상의 고양'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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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약력
쿤 반 덴 브룩은 벨기에 루벤 가톨릭대학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에서 건축을 전공한 이후, 앤트워프 왕립미술아카데미
Royal Academy of Fine Arts, 네덜란드 성 요스트 미술아카데미 Academy of Visual Arts St. Joost, 플랜더스 예술대학 H.I.S.K Flanders 에서

회화를 수학하였다. 갤러리바톤에서는 2011년 이래 네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고, 드 가라지 De Garage, Belgium (2020) , 브레멘 현대미술관
Weserburg, Belgium (2016), 겐트시립 현대미술관 S.M.A.K., Belgium (2010), 돈트-데넨스 미술관 Museum Dhondt-Dhaenens, Belgium
(2005; 2009), 보네판텐 미술관 Bonnefantenmuseum, Netherlands (2008) 등 유럽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2020년 작고한 존 발데사리 John Baldessari (1931-2020) 와 공동 제작한 작품들로 기획된 전시 <This an Example of That,
2009>는 아카이브용 사진의 의미적 전환에 관한 미학적 고찰을 이끌어 내며 세계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쿤 반 덴 브룩의 작품은 LA 카운티미술관 LACMA, USA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SFMOMA, USA, 겐트시립 현대미술관
S.M.A.K., Belgium, 앤트워프 현대미술관 M HKA, Belgium, 돈트-데넨스 미술관 Museum Dhondt-Dhaenens, Belgium, 오슬로 현대미술관
Astrup Fearnley Museet, Norway 을 비롯하여 국내에는 리움 삼성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국제적 미술기관에 소장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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