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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작가에게 무엇인가를 눈에 담다 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관용‘ ’
어를 넘어서기 마련이다 이미지를 눈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자신의 매체로 옮기는 . , ,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작품이 구현되기 전에 작가들에게 낯선 과정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 
회화의 근원이 누군가 눈에 담은 것을 화폭에 옮기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복기해본다 그. 
리고 그 화폭에는 단지 실재의 흔적만 남았다는 것까지도. 

임노식 작가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풍경을 관찰하고 작업실로이동하여 캔버스로 옮기는 
과정을 반복한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가 풍경을 관찰하는 것은 관찰 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 ‘ ’
도로 대상을 상정하는 의 모습이기보다는 어떠한 의도를 배제한 채 보는 watch-ing see-ing
에 가깝다 이 진행상황에서 작가는 은연중에 자신의 눈에 담긴 이미지를 발견하는데 이는 . , 
일상의 시공간이 중첩되면서 느닷없이 팝업처럼 인식된 것들이다 이미지는 외부에서 떠내어. 
져서 캔버스의 직조로 이동한다 손으로 모래를 들어 올릴 때 떨어지는 모래를 잡을 수 없는 . 
것처럼 이 메커니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실되는 것이 생기게 된다 흘러내리는 모래를 기억. 
하는 것은 손가락 사이사이에 새겨진 감각의 잔존뿐이다 어렴풋하게 새겨진 감각에서 시작되. 
어 그런 것일까 파편으로 떨어진 이미지는 작가의 머릿속에서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커지는 
흔적을 남긴다 그렇다면 캔버스에 남겨진 이미지가 떠내어진 것인지 혹은 유실된 것인지에 . 
대한 하나의 질문을 남기면서 여기서 하나의 조약돌이 물속에 빠지면서 수면에 생기는 동심, 
원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으로 번역되는 물수제비는 납작한 조약돌을 수면 위로 던지면서 조약Pebble Skipping
돌이 얼마나 많이 수면 위를 튀기는지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는 조약. ‘ ’
돌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남기는 동심원 모양의 물결 수를 보고 확인된다.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면서 튀어 오르는 조약돌은 가라앉기 전까지 물결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물수제비를 뜬다 라는 표현처럼 물 표면에 작게 파인 홈을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이 작게 파‘ ’ . 
인 홈이 물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작품들 역시 풍경 작업실. - -
전시장의 궤적으로 이동했던 이미지들이 남긴 흔적이다 마치 물수제비에서 하나의 동심원이 . 
다른 동심원과 만나 또 다른 물결로 섞이듯이 그것들은 서로 뒤섞인다 캔버스의 흰색에서 물. 
감의 채색과 바니쉬까지 색채들이 얇게 켜켜이 쌓이고 겹쳐지면서 뒤섞인 이 흔적은 그의 회, 
화가 쉽사리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을 일으킨다 임노식 작가는 풍경 작업실 전시장이라는 . - -
세 공간의 흐름이 어떻게 캔버스에 담기는지에 이어 이것이 어떻게 전시장에서 보여질 수 있
는지 주목한다 회화 프레임의 사각형을 유지하되 그는 이 사각형이 어떻게 전시공간과 마주. 
하는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시장 내에서 회화 자체가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까지 고민을 , 
던진다 이 답에서 그의 회화는 호를 그리거나 혹은 벽과 기둥과 같은 형태로 존립하게 된다. .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화이트 큐브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창문과 천장의 보 그리고 전시장 , 
입구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된다.

회화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풍경 “ , 
이 곧 누군가의 삶이자 한 자아의 내면과 외면을 총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 다는 작가노트의 ”
구절은 이 프레임들을 하나의 궤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캔버스에서 남겨진 이미지가 무엇
을 떠낸 것인지 혹은 무엇이 유실된 것이지 구분하는 질문보다는 그 이미지가 지금여기 전시



장까지 이동하게 된 궤적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향키가 될 것이다. 이 궤적의 시
작인 물수제비가 던져지는 순간을 떠올려본다 적당한 크기와 두께의 조약돌을 물가에서 찾아. 
서 던지고 그것이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물결을 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 ‘ ’ 
른다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이 의 마침표가 되는 것은 조약돌이 물속에 빠지는 순간이다 보통. ‘ ’ . 
은 그것이 물수제비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히 상상해 본다 수면 아래에서는 그 순. . 
간이 새로운 물수제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조약돌이 눈앞에 사라져도 그 물결은 . 
우리 눈을 떠나지 않는다고. 



 
For artists who use image as a medium, the expression ‘catch one’s eyes’ is more 
than just an expression. Before presenting their artwork, capturing an image, 
remembering it, and expressing in their own medium, is a common routine for the 
artists. Here, let’s be reminded that the origin of painting began by someone 
moving to a canvas what they have captured with their own eyes. Also, what is 
left on that canvas are just remnants of reality.   
 
Nosik Lim repeats the process of observing the outdoor scenery and bringing back 
to the canvas of his indoor studio. In his process of observing the scenery, the 
meaning of the word “observe” is closer to the act of “see-ing” than the act 
of“watch-ing”. Noticing without paying attention,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notice. He discovers certain images that impliedly caught his eyes in this process. 
When the time and space of everyday life overlap continuously, these images are 
perceived as pop-ups. Images are then scooped up from the outside world and laid 
down to the fabric on canvas. Imagine someone grabbing a handfulof sand but 
inevitably failing to catch the falling sand. Likewise, there are also images that are 
lost in the mechanism of painting. The remains of sense, engraved between the 
fingers, are the only things that remember the falling sand. The fragmented 
images of lightly engraved sense begin with small pieces but eventually leave a big 
sign in the painter’s mind. If so, a question remaining would be whether the 
images left on canvas are scooped or lost. This brings up the image of continuous 
concentric circles on the surface of water when skipping a pebble.
 

물수제비“Pebble Skipping”, which could be translated into “ ” in Korean, is done to 
see how many times a pebble could bounce off the surface of water by throwing a 
small flat pebble. Scarcely, the count of “how many times” is recognized by 
observing the movement of the pebble, but normally by the wave of concentric 
circles that it leaves. The bounced pebble draws an arc and makes waves on the 
surface until it sinks. At the same time, it creates small engraved scratches like 

물수제비를 뜨다the Korean idiom “to scoop pebble skipping( )”. In other words, this 
small engraved scrat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wave. What the artist shows in 
this exhibition are also traces of images that moved in the process of 
scenery-studio-exhibition. These images are blended like in pebble-skipping, one 
concentric circle meets an other and turns into a new one. From the white 
canvas, to the hue of pigments, varnish, and the thin layered traces of colors, 
these traces overlap and generates friction, making the paintings hard to slipper. 
Nosik Lim focuses on how the flow of the three spaces, scenery-studio-exhibition, 
is show non a canvas, as well as how these images would be seen in the 
exhibition. While maintaining the rectangular format of the painting, his question 
goes further on to how his rectangular canvas would face the space in exhibition, 



or more precisely,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modern paint itself to 
become apart of the space. In his answer, his painting exists as a shape of an 
arc, a wall or columns. What had been considered as elements of a white-cube 
space, like windows, crossbeams, and even an entrance of space, operates as a 
frame. 
 
 “Painting does not only stop in the act of seeing but leads us to think. Scenery 
itself represents a life of someone, reenacting both their inner and outer ego.” 
This phrase of the artist weaves his frames into one trajectory. Then, rather than 
asking the question of what images of canvas was scooped or lost,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eek the answer by observing the trajectory of the images. Think 
of the moment aflat pebble, with a proper size and thickness found on the 
waterside, is thrown,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trajectory. Nobody knows 
‘how many’waves will be seen until the pebble touches the surface of water. The  
moment the counting of ‘how many’ finishes is when the pebble goes underwater. 
Generally, this moment is regarded as the end of pebble skipping. But imagine that 
this moment could be the new beginning of pebble skipping under the surface of 
water. The pebble disappears from our vision, but the waves it left do not leave 
our e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