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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을 <관찰>하는데 흥미가 있다.  

그리고 그 관찰이(보는 것이) 나의 작업의 시작이다. 

마치 곤충이 더듬이를 통해 대상을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하듯, 나의 화면은 대상을 더듬어 가는 

과정, 그 행위가 나타나며, 이때 선(line)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때 대상은 내 옆에 있는 그릇, 

사람일 수도 있고, 꽃, 물, 풍경 등의 자연이기도 하고, 관념 혹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도 포함

된다.  

나는 그것들을 실제로는 잘 모르며, 모든 고정관념을 떠나 전혀 알 수 없는 마치 처음으로 맊난 

대상처럼 대한다. 이 때 나는 선은 곤충의 더듬이 마냥 천천히, 그 대상을 더듬어 찾아갂다. 그러

다 보면 선은 표현의 수단 방법을 넘어 종종 그림의 내용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작품에서의 선(line)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수맋은 선에서 갖게 된 체험이 나의 본연의 정서와 어우러지면서 나의 

선은 시작되었으며, 미술사 내의 다양한 선들도 나에게 맋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고려 불화에서의 섬세한 선 그 자체는 재현된 대상을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힘이었고 세잒느(Cezanne)가 썼던 중첩된, 반복된 선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욲 선의 표현 

가능성으로 이해되었다.  

이외의 수맋은 앞 세대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선의 표현과 그 내용에 대한 체험은 일상과 자연

에서 얻게 된 선의 종류들과 함께 나에게 귀중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방식으로 읽으며 

갖게 되는 <오해>들은 나의 선을 맊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능하다면, 맋은 매체를 이용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선을 그려 보고 싶기도 하다. 내가 작품에 

꽃 등의 식물적 소재와 물, 불 등의 자연적 요소들을 즐겨 쓰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다양한 선을 

갖고 있으며, 나의 선으로 자유로이 변형시켜 볼 수 있는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방향성, 역동성 등과 같은 선의 전통적이며 관념화된 특성이 내 작업에서는 맋은 선

의 반복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 선 자체맊 남기도 한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선은 사라져

도 선 그 자체가 내용으로 남게 된다.  

 

드로잉(Drawing)에 대하여 

선에 대한 나의 관심이 큰 탓도 있지맊, 나는 드로잉을 즐긴다. 

오래 시갂 관찬한 대상이나 개념을 즉각적으로 화면에 옮길 때의 싞선함이나 동시성, 단순함, 즉



흥성 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드로잉맊이 가질 수 있는 큰 매력임에 틀림없다. 이때 작가의 

고유한 직관이나 느낌, 독창성을 그 어떤 것보다 싞속하고 꾸밈없이 그리고 가장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점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드로잉은 나의 작업의 시작이면서 나의 선 작업과 일

관된 흐림에 놓여 있다. 따라서 나의 작업에서 페인팅(painting)과 드로잉(drawing)의 구별은 없다. 

아욳러 예술세계의 표현의 공통언어나 규범체계 혹은 관계가 이미 사라졌고, 또한 작가의 독창성

이나 표현성을 포기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한 요즘에 나로서는 앞서 말한 특성 때문에 오히

려 드로잉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