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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새벽처럼 희뿌연 대기 사이로 단단한 구조를 드러낸 강철 울타리 오랫동안 무언가가 . 
밟고 지나며 남긴 흔적 그것의 육중한 무게 때문인지 한겨울의 추위 때문인지 단단하게 다. , , 
져진 채 굳어진 대지의 표면은 울타리의 안과 밖을 잇는 희미한 길목이 되었다 길이 인도하. 
는 방향을 따라 서서히 시선을 움직이면 알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법한 암흑의 세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 내부로부터 다시 눈부신 빛이 비추는 문턱을 향해 고개를 돌리, 
면 이내 불투명한 회색 공기로 둘러싸인 밀실로 인도하는 또 다른 울타리가 기다리는 풍경, . 
임노식은 자연에서 목도한 인위적인 상황과 흔적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사회에 ,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의 형태와 그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인식 가치판단의 문제를 , 
이야기한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자연은 그림의 소재이기 전에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삶의 현장이, 
기도 하다 그의 유년시절 평범한 일상은 오랫동안 목축업을 일궈 오신 아버지의 곁에 머물면. 
서 목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시간과 궤를 같이한다 가정이라는 , . 
최소한의 사회단위를 경험한 작가에게 목장은 그 다음으로 자연 속에서 접한 사회의 작은 축
소판과 다름없는 대상으로서 가치판단을 하는 나이로 접어든 그에게 자연스럽게 세계에 대한 , 
관찰자적 시선을 심어준 터전이다 평범한 일상이 관찰과 의문의 대상이 되는 길목에서 그가 . 
경험한 사회는 목장처럼 울타리로 구획되어 안과 밖의 경계가 있으나 좋고 나쁨 안전과 위, , 
험 자유와 결박 일탈과 구속과 같은 양가적 가치로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호함이 존재하, , 
는 곳이며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소처럼 진실을 알고 있으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 , 
공간이다. 
울타리를 경계로 나눠지는 두 개의 세계에는 자연과 인간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치판
단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적응하, 
는 과정 안에서 또 다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는 판단의 문제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다. 
가로 길이가 약 미터에 달하는 안에서 본 풍경 은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자 그가 현실을 9 < 1> , 
투영한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목장을 바라보게 된 중요한 계기를 고백하듯 담아낸 대작이다. 
그는 몇 년 전 가축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구조물 밖으로 목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젖소 한 마리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으나 엄동설한 속에 얼어붙은 , 
세상과 마주한 끝에 결국 다시 스스로 목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목장은 강제적인 임신과 착유가 진행되는 폭력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탄생과 
생존을 위한 출산 사육 치유와 보호가 이뤄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목장의 역할과 기능 안에, , . 
서 정해진 틀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소들의 삶은 외부에 의해 통제된 사회로부터 일탈을 꿈꾸
지만 결코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 
그려낸 안에서 바라 본 풍경 이란 단순히 울타리라는 물리적 공간 구획이 만들어낸 안과 밖< > , 
의 풍경의 모습을 그린 것을 넘어 눈앞에 닥친 현실과 그에 반하는 이상이 끊임없이 부딪치, 
고 뒤엎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갈등하는 내면의 심리와 이를 통해 바라본 세계에 관한 이야기
다.   
이러한 내면의 심리를 담은 임노식의 풍경에는 안과 밖의 경계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공간이 자주 등장한다 착유실 과 급여기 는 제목에서처럼 목장의 업무에 따라 구. < > < >



획된 공간과 시설을 그린 작품이다 이전의 길러지다 연작 에서 착유와 교배가 진행되. < > (2014)
는 일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달리 작가는 근작에 이르러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지는 목장의 공간 구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담아내고 있다 각각의 공간에서 이뤄졌을 갖. 
가지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무언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획된 장소에, 
서 사육하는 자와 사육을 당하는 대상이 머물렀을 공간의 모습은 모노톤의 화면 안에 건조하
게 기록된다 또한 그의 화면에서 공간은 단단한 벽체와 강철 울타리를 기점으로 안과 밖이 . 
물리적으로 구분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덧, 
입기도 한다 빛은 그의 그림에서 표면적으로는 어두운 실내와 대비되는 햇빛 가득한 자연 공. 
간으로의 해방 또는 일탈을 의미하지만 착유실 심리적으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야생(< 3>), 
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는 목장의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 안에서 본 풍경 의 (< 1>
화면 중앙 반대로 어둠은 인간에 의해 자유로운 삶을 억압받는 생명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 
수 없이 적응해야만 하는 통제의 공간이지만 착유실 생명이 유지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1>), 
급여기 때론 안락한 목장과 달리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야생의 공간이 되기(< >), 
도 한다 안에서 본 풍경 의 화면 양측 이와 같이 안과 밖의 공간이 지닌 중의적 의미에 (< 1> ). 
대한 작가의 사유는 고된 노동 후에 오물이 잔뜩 묻고 땀에 전 작업화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장화 에 대한 그의 작업노트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2014) . 

장화는 외부의 오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더러운 일을 할 때 장‘ . 
화를 신는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장화를 벗으면 땀에 절어버린 발을 보게 된다 우리의 삶도 . .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외부의 더러움을 인식하지만 그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차버린 더러움을 .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년작 장화 에 대한 작업노트 중에서- 2014 < > .

이렇듯 그가 그려내는 공간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며 흑과 백의 구분, 
처럼 극단적인 의미를 지녔던 가치들은 뿌연 잿빛처럼 묘사된 대기의 흐름 속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조금씩 상실해간다 즉 임노식의 그림에서 자유와 구속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정의 . , 
아래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입구이자 출구이며 안이면서 밖이 될 수 있는 공간의 경계를 , , 
담은 화면구성을 통해 그리고 빛이 비추지만 암울한 현실처럼 눈부시게 환하지 않으며 어둠, , 
이 서려있으나 희망이 사라진 칠흑 같은 암흑으로 표현하지 않는 무채색의 섬세한 변주를 통
해 전달된다 아울러 그가 최근 무제 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작은 일상의 풍. < >
경 속에서 이러한 양가적 의미와 가치를 환기시키는 인공적이고 건축적인 공간의 구조에 더욱 
집중한 작업으로서 공간과 그 의미에 대한 작가적 관심이 목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머물지 , 
않고 보다 보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임노식의 회화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과 기억 속에 각인된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그가 , 
화면에 담아낸 경계의 풍경은 섬세한 명암대비와 화면구성을 통해 사회 구조 속에 내재한 다
양한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 소멸. , , 
충돌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건넨다 결박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 가져. 
오는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현실의 구조가 만들어 낸 일시적인 안주와 .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각자가 마주한 현실의 울타리는 과연 무엇인가. . 



Gray boundaries, Deferred judgement 

Jungin Hwang (Curator, Project Space Sarubia) 

A hard fence made of steel unveiled in the midst of foggy atmosphere like that of 
dawn. A trace left behind from something passing by for a long period of time. 
Whether it is from the heavy weight, or the winter cold, the beaten and hardened 
surface of the ground has become a faint roadway connect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fence. Viewing down the pathway leads to a dark world where the 
unknown seems to be awaiting, and turning one's head from those depths to the 
threshold shining brightly, another fence that leads to a secret room surrounded 
by opaque gray air comes into sight. Based on his personal experience of 
witnessing artificial situations and traces in nature, Nosik Lim speaks of the 
various forms of boundaries existing in the real society and the confrontations, 
awareness and problems of value judgement centered around them. 

To the artist who majored in Oriental painting, before it is a source of painting, 
nature is a place of his childhood. His childhood routine overlaps with the time he 
experienced big and small incidents at the farm while living with his father, who 
spent considerable time of his life in stock-farming. To the artist who experienced 
the minimal social unit of family, the farm was basically a miniature of the next 
social unit he encountered in nature, where he naturally grew an observant 
perspective of the world at an age of value judgement. At a crossroad where 
ordinary daily life became the subject of observation and questions, although there 
were boundaries like the inside and outside marked by the fences in the farm, the 
society he experienced was a place where ambiguity existed that cannot be 
determined simply by two contrasting values, such as good and bad, safety and 
danger, freedom and oppression, deviation and restriction. It was a space of reality 
where one remained silent like the cow who knows of the truth but cannot speak 
the human language. Although there clearly exists a problem of value judgement  
seen from the side of nature and humans, the two worlds divided by the fenced 
boundaries are constantly challenged by problems of decision of right and wrong 
that cannot be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the two adapting and getting used to  
each other. 'View from the inside1', which measures 9m wide, is the leading piece 
of this exhibition and a masterpiece that portrays the important motive of the 
artist viewing the farm as a small society reflecting reality. Several years ago, he 
witnesses a cow that was unable to get used to the farm environment escape the 
farm over an electric fence preventing cattle from escaping, but that ends up 
coming back to the farm by itself faced with the cold reality of the harsh winter. 
The farm is a violent place with forced pregnancy and milking takes place, but it 
is at the same time a place for the birth of a new life, survival, breeding, healing 
and protection. The cattle that lives under the fixed boundaries of the farm and 



its functions, dream of escaping such restricted society, but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mankind that cannot live away from society. In this context, the 
'View from the inside' he depicted, goes beyond the simple picture of a scenery of 
a physical space where the inside and outside is divided by a 

fence. It speaks of the reality and contrasting ideals that endless clash with one 
another and the world seen through such conflicting mind. 

In Nosik Lim's sceneries that reflect such mind, symbolic spaces that bring about 
the boundaries dividing the inside and outside appear frequently. Like the titles, 
'Milking room' and 'Feed Dispenser' are artworks that depict the divided space and 
facilities of the farm according to its function. Unlike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of milking and inbreeding in this previous series 'Raised' (2014), in 
his recent works the artist's work show the structural space of the farm where 
such activities take place in an objective and observant manner. Although there is 
no detailed mention of the various activities that would have taken place in each 
of the space, the space where the person raising and the subject being raised 
existed in the divided space for controlling and managing something is recorded 
dryly on monotonous screen. Also, in his picture, the inner and outer space is 
physically divided by hard walls and metal fences, but it also has the symbolic 
layer of light and dark. In his picture, light signifies freedom or deviation in  
nature filled with sunlight, in contrast with the dark interior space 'Milking room3', 
but psychologically, it also means the farming system that is safely managed from 
the wild environment outside where danger awaits (Centre of 'View from the 
inside1'). On the contrary, darkness is a restricted space where life whose liberal 
way of life is oppressed and must adapt for survival ('Milking room1'), it is also a 
space where life is maintained ('Feed dispenser'), and a space of the wild that is 
left unattended, unlike the comfortable farm (The outer two sides of 'View from 
the inside1'). The artist's intention of the neutral meaning of the inner and outer 
space as such is also hinted in his work notes about 'Boots'(2014) which shows his 
objective perspective of 

work boots that is covered in dirt and soaked in sweat after hard work. 

'Boots protect the feet from external pollution. So normally, we wear boots for 
dirty tasks. However, when we take off the boots after the task, we see our feet 
socked with sweat. Our life seems similar to this. We are aware of the pollution 
from the outside, however we may be living unaware of the dirtiness built from 
within.'- from the artist notes about 'Boots', 2014. 

As can be seen, the space he depicts has a relative meaning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and the values that had extreme meaning like the clear contrast of 



black and white slowly lose its absolute meaning in the midst of air described in 
smoky ash-gray. In other words, in the pictures of Nosik Lim, freedom and 
oppression cannot be categorized under a complete definition, and this is delivered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picture with boundaries than can be seen as the 
inside as well as the outside, illumination which is not bright like the depressing 
reality, and the refined variation of achromatic colors that show the dark which is 
not expressed in hopeless pitch black. Furthermore, his recent series under the 
name 'Untitled' are works in which he focused on artificial and constructional 
space that refresh such ambiguous meaning and values in everyday scenery. It 
shows that the artist's interest in space and the meaning does not rest solely on 
the unique situation of the farm, but is spreading out to more general areas. 

As such, the paintings of Nosik Lim starts from a space of very personal 
experience and memories, however the scenery of boundaries he portrays through 
the subtle contrast and composition of the picture he reminds the problems of the 
various meanings and value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problems pose 
endless questions to us by forming, disappearing and conflicting in our minds 
repeatedly. Are you going to withstand the pain brought upon by escaping the 
bound reality. Or will you choose temporary stability and peace created by the 
painful yet familiar structures of reality. At this very moment, what is the fence of 
reality we are faced with. 

translated by Yena 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