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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상과 현상 그리고 사상들의 독특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혼합되어진 이미지들을 평면과 공간 속에 다각적으로 표현한다 이 형상들은 대.

부분 존재하고 있는 물상들의 이미지와 조형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미지들이 많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상과 정의들.

에 의문을 던지는 이 시대의 질문들이며 모든 것을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진행형의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둔 표현들이다.

나는 가끔 인간의 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상으로의 안식을 꿈꾸나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의 냉정함에

직면한다 수직과 수평의 구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비가시적인. ,

인간의 계층 칼날같이 직조된 건물들 그리고 이들이 관계하는 유기적인 공간들은 나의 작,

업에서 기하학적 도안이나 직선 날카로운 예각의 이미지들로 전환된다 이는 철저한 조형, .

의 관계성과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미를 반영한다 반면에 인간이 항상 곁에 두고 싶.

어 하는 이상향인 자연은 이런 현상을 둘러싸고 품어내며 포용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자연의 현상들을 이용하는 작업들은 대부분 유연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우연의 표현들이 지

배적이다 이는 채집된 물성이나 사고를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서 관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중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드로잉적인 요소들과 물성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하여 만들

어내는 평면작업들이 주가 된다 극단의 대조적인 형상들을 화면 안에 재구성을 하고 여러.

겹의 레이어 들을 중첩해서 인간이나 정물 그리고 꽃과 비슷한 형상들을 만든다 이것은 내.

재되어 있는 인간의 관계와 사고의 겹침이고 무엇 하나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정의이기도 하다.

그려진 그림들의 겹침이 고정태의 회화로 존재한다면 이 두 가지의 대립적 사고 체계는 설

치 작업과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운동태의 진행형 작업으로 전환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들이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성과 이를 지지하는 중력의 관계임을

인지하게 된다 빛과 대기가 만든 자연의 상태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 공간과 사물들은 결국.

자연이 만들어내는 드로잉을 가시화 시킨다 나의 여러 겹의 고무줄 작업은 여기에서 시작.

된다 어떤 물성이 공간에 존재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를 극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고무줄이었다 당겨진 줄의 탄성.

과 이를 통해 보여 지는 직선의 이미지들을 앞에서 언급한 수직 수평의 사고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탄성을 잃어가고 지면으로 쳐지는 줄의 현상은 중력에 의해서 그



어지는 흐르는 선들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다.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고들과 형상들도 이 같은 현상 속에 존재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선.

과 악 문명과 자연 동양과 서양은 쉽게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 , .

속에 존재하는 존재태의 가치는 비가시적이고 정세한 변화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이 믿고 있었던 가치가 변화했고 사상이 변화했으며 이

로 인해 시대가 변화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모호한 이미지들의 다양한 겹들과 변화.

하는 물성의 진행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관계 속의 이미지들을 표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