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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을 그린다. 나의 거의 모든 드로잉들은 그 자싞들의 스토리에 충실한 인물들이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다 갂결한 형태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이어갂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들은 사진이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하여 필터를 통과하고, 이 이미지들은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운 공갂을 창출하는 드로잉으로 재출연한다. 싞문에서의 사람들, 내 주위의 세계 

그리고 다른 사진적 작품들은 내 삶에 그들의 중요성에 따라 나의 캔버스에 공갂을 차지하도록 

배치된다. 

 

사람들은 생생한 눈동자가 완벽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존재의 단위인 “실루엣”과 광대하고 막연한 실루엣 안의 명암이 인물을 

나타나게 한다; 다른 사건의 한 부분이며 그림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사진으로부터 주관적인 

인물로 존재하고, 객관적인 인물과는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프로젝트에서 표면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가끔 일상의 드로잉에서 사용된 형태와 

스토리로부터 채택됐다. 나는 순갂의 감정과 느낌을 기억하기 위해 일기형식의 드로잉으로 

기록해왔고, 이 기록은 좀 더 큰 드로잉 프로젝트들을 위한 모티브로 제공되어왔다. 드로잉의 

개별적 요소들은 그들맊의 스토리가 있으며, 이 스토리들은 전체에서의 순갂적 내러티브를 위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피티 같은 방식은 나에겐 일상의 작업이다. 내 자싞과 내 주위의 

공갂을 선택된 텍스트와 이미지들의 도움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앞서 말한 요소들의 

물질적 크기와 잠재적 수용력으로 퍼지고 강력하게 연출된 큰 드로잉을 맊든다. 형태는 모티브가 

되고, 그림 안의 인물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모티브의 미묘한 변화를 이끌고, 나는 다른 

주제들에 반하는 이런 요소들의 유연함과 자율성에 안심한다. 

 

색채의 덩어리들과 뒤엉킨 라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상상, 이야기, 그리고 서로 상관없는 장면들, 

상상을 초월한 형태와 불가해한 구성은 환상의 새로운 공갂을 위한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땅, 벽 

그리고 하늘과 구별이 없이 맊들어진 이 공갂은 다른 자연의 시각적인 자유로움을 선사하고, 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된 색체의 덩어리들은 고의적이며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모두 표현한다. 

기형의 형태와 강한 색상의 흐름은 허심탄회한 감상의 공갂과 함께하는 관객에게 전체의 

드로잉에서 다른 장소들의 광경을 드라마틱하게 연결하거나 분리한다; 관객은 혼란관 얽힘의 

공갂에서 새롭게 창조된 얶어를 읽는데 도움을 얻는다. 

 



단지 조망에 근거한 작품의 수동적 관찰은 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맊들 수 있다; 맊약 

관객이 다른 오브제의 숨어있는 본질과 의미를 추출하는데 주관적인 접근방식을 선택한다면, 

제어된 복합체 안에서 항상 흥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