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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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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형아트서울 / 코엑스 / 서울 
2021 BAMA / 벡스코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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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호 사랑나눔전 / 성남아트센터 /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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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서울 
2009 행복한상상프로젝트 / 고양아람미술관 / 고양  
       구구절전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서울 
       픽션's / 교하아트센터 / 파주 
       난전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서울 



Horse _2019 

작가노트  Artist’s note 

 

피카소의 작품 중 선을 최소화 하여 동물을 드로잉한 작품들이 있다.  

나는 그 작품들을 통해 최초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캔버스가 아닌 공간 속에 재현하고 싶었

다. 

선, 면, 색은 나의 작품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2차원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선은 작품

의 큰 흐름과 형태를 결정하고 그것은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입체화 된다.  

사각의 선은 흐름과 꼬임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와 색상으로 보여지고, 멈춰있는 작품에서 역동

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흐름에 따라 선의 굵기가 리드미컬하게 굵어지거나 가늘어지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교집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것은 선을 선(line)이 아닌 덩어리(mass)

로 인식하고 작업하기 때문이다. 

 

The square lines of each sides in the artwork separately different colored or same-colored 
are cheerful and rhythmical, twisted and intersected each other. 
And also the knot made by square lines create an interesting visual landscape. 
These interesting artworks that makes us to give a glimpse into the artist's creative thoughts, 
in such as the cat's tail raised, the body of an animal expressed in elegant and concise 
curves, and the cute tail feathers. 



Rooster 
40x20x40(h)cm 

mixed media 
2020 

Poodle  
62x22x52cm 

mixed media_2020 



Siamnese Cat_55x15x40cm_mixed 
media_2021 

Stretching Siamese Cat 
56x21x52(h)cm 

mixed media_2021 



Dachshund_57x15x27(h)cm_mixed media_2020 



parrot(red, blue) each artwork 76x31x27(h)cm 

 

Q.  동물을 선택하여 작업하는 이유? .. 형태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Artist :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과 형태의 동물들이 있으며 

모두가 각각 그들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최소한의 선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제 

작업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선 개성이 강한 동물들을 선택하여 작업하는 것이 표현에 유리 합니

다. 그리고 동물들 특유의 모션과 포즈가 있거든요. 이 점 역시 작품에 적용을 하면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K옥션 인터뷰 중에서  



Two Dears_36x16x35,26x7x23(h)cm_mixed media_2019 

Dear_41x15x37(h)cm_mixed media_2019 



Q. 리듬감 있는 곡선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형태가 다양한 컬러들이랑 어울려서 즐거운 느

낌이 듭니다. 선이 유려해서 금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사실이 신선하고요. 제작 방법 소

개 부탁드려요!  

 

Artist :  입체 드로잉 작업은 기존의 많은 조각가들에 의해 작업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의 입체 드로잉은 여러 물리적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선의 두께가 리드미컬하게 변

하기가 힘들고, 선과 선의 간섭(교집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작업방식은 3D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공간 속에 드로잉을 하는 것이었

습니다. 3D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은 제가 원하는 형태(선의 흐름과 두께)를 가장 완벽에 가

깝게 표현할 수 있었고, 컬러 또한 여러 베리에이션을 통해 이상적인 조합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파일화된 작품은 CNC, 3D프린터, 레이저커팅 등 다양한 출력매

체로 실제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형태의 작품을 다양한 소재(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

의 한계가 없는 사이즈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1미터 미만 크기의 작품은 3D프린

터를 통해 플라스틱 소재로 출력하여 후 가공하고 채색을 하는 편이며, 그 이상의 크기가 

될 경우엔 작품을 도면화하여 금속판을 레이저 커팅 후 용접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Stretching Cat_54x17x50(h)cm_mixed media_2019 

K옥션 인터뷰 중에서  



2차원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선은 작품의 큰 흐름과 형태를 결정하고 3차원의 공간에서 작가의 
방식으로 드로잉이 되어 입체화된다.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 특
징적인 공간드로잉으로 여러 가지 동물과 인체를 자유롭게 그려내어 하나의 조각적 매스 덩어
리로 형상을 만들어낸다. 
경쾌한 컬러의 4면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모양의 드로잉 선이 리드미컬하게 생동하며 서로 꼬이
고 교차하고, 매듭을 이루어 재미난 시각적 풍경을 만들어 낸다.  
치켜올라간 고양이의 꼬리, 율동하는 듯한 닥스훈트의 몸체, 우아하고도 간결한 곡선으로 표현
되는 동물의 몸체와 꽁지깃 등 기발한 작가의 생각을 엿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들이다. 
 
The square lines of each sides in the artwork separately different colored or same-colored 
are cheerful and rhythmical, twisted and intersected each other. 
And also the knot made by square lines create an interesting visual landscape. 
These interesting artworks that makes us to give a glimpse into the artist's creative thoughts, 
in such as the cat's tail raised, the body of an animal expressed in elegant and concise 
curves, and the cute tail feathers. 
 
 

Horse_54x34x55(h)cm_mixed media_2019 



Deer On The Rock_52x30x76(h)cm_mixed media_2021 



Flamingo 
36x13x57(h)cm 

mixed media 
2019 

Walking People 
_2020 

Walking With A 
Dog_2020 



  
Artist’s note 
 
서투르고 단순하지만 과감하게 묘사된, 우연히 발견한 나의 어린 시절 그림에서 즐거움, 기발
함, 자유로움을 느낀다.  
나는 그 후 오랜 시간 아이들의 그림을 주목하고 놀이하듯 재미있게 그려지는 과정과 결과물
에서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해 오던 '그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질서가 무의미하다. 난해함 보다는 쉬운 미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작업
하기 위하여 나는 그 동안 배워오고 익혀왔던 지식과 경험, 작업방법들을 내려놓았다.  
 나는 연령별 아동의 특징을 고려한 후 다채로운 색과 형태로 표현욕구가 강하며 독자적 표
현을 하는 시기인 5-7세 아이들의 그림을 관찰한다.  
무엇보다 크레파스로 채색된 그림을 주목하는 데, 보편적으로 크레파스라는 재료는 훈련되지 
않은 아동들이 손쉽게 색칠할 수 있는 미술재료라고 한다.  
다양하게 채색된 아이들의 작품 속에서 나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상상력이 돋
보이는 작품들을 선정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은 나의 손으로 입체화된다.  
하얀 레진으로 덮여진 조각들은 마치 도화지 위의 밑그림을 연상시킨다. 나는 원화의 표현 방
식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유롭고 거친 선으로 채색을 더한다. 
 피카소가 아프리카 미술에서 미술의 근원을 찾으려 하였듯, 나는 아이들의 그림에서 순수성
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작업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즐기려 한다.  

순수미술 – In my Childhood Series 작업 (From 2013~) 

무지개 까마귀_26x32x58cm_레진에 크레파스_2016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_60x35x93cm 
레진에 크레파스_2016 

순수미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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