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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lliant Plane-F.No 2, 80×50cm, Oil on canvas

Brilliant Plane-F.No 11, 80×50cm, Oil on canvas

Brilliant Plane-F.No 18, 100×100cm, Oil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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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iant Plane-F.No 3, 80×50cm, Oil on canvas

Brilliant Plane-F.No 17, 194×112cm, Oil on canvas

Artist Notes

공들인�밑작업, 진기한�디테일

예술적인�연기력이�강점인�김연아�더러�예술성을�제외하고�기술만�치중해서�작품을�구성해
연기하라하면�맥이�빠지듯이�예민한�구력�좋은�구상�작가에게�뭘�자꾸�빼야�하는�상황이
온다면�이것만큼�난감한�게�또�있을까.
소재를�정해�묘사를�하면�할수록, 형태가�드러나면�날수록�마음에�들지�않는다. 촌스럽기가
말도�못한다. 요즘�건물들은�심플�그�자체로�너무나�아름다운데�그림이�역행하는�느낌이
들어버린다. 내가�가진�것은�사실적인�구상력과�색감인데�이걸�그만하면 ‘덜’ 한거�같고�계속
더하면�점점 ‘이발소�같아진다’는�느낌이다. 요즘�유행한다는�레트로�스타일이�될�것도
아니면서�말이다.
‘과유불급’ & ‘화룡점정’ .

이번�작업을�관통하며�강박적으로�치열하게�고민하고�매달린�부분이다. 마음을�비우고
절제하여�점잖게�화려하고�세련되면서도�아름다움을�그려내어�동시대�현대와�함께
나아가는�작업. 한국적인�정서와�색을�담으면서도�세계와도�소통할�수�있는�그런�작품.
강박적으로�수고스럽게�캔버스의�화면�안�질서를�바로잡고�공들인�밑�작업에 ‘매화’를�얹어
필력과�색감으로�진기한�디테일을�담아낸다. 나름의�특유한�방법으로�세차례의�밑작업을
거듭해�수고와�창의에�빛나는�화면을�만들어낸�다음 ‘토탈�명품각’을�그�안에�구축하고자
했다.
‘과유불급’ ‒ 절대�끝까지�묘사하려�하지�않고�되도록�한�붓에�모든�효과를�살릴�수�있으면
좋겠다. 물감의�두께로�꽃잎의�앞뒤�거리�공간이�나오게, 그�전에�베이스로�어두운�꽃�속
수술�부분을�고운�털붓으로�비벼�얇게�꼼꼼히�자국남지�않게�깔아둔다.
‘화룡점정’ - 충분히�공들인�밑�작업에�마음을�비우고�절제를�더한다. 수술과�빛�받은
부분의�꽃잎�중요한�몇�개만�골라�찍어�준다. 이�모든�절제는�미니멀한�현대적인�느낌을
살리기�위함이고�이것이�세련되게�보이려면�충분히�공들인�밑�작업이�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Brilliant Plane-F.No 4 , 70×50cm, Oil on canvas

여전히�불안하고, 회피하여�만들어�진�것들이�바로�내�세계,
나와�세상을�잇는�통로는�작업

난�사실�밖에�잘�나가지�않는다. 그나마�개들�때문에�산책�핑계로�도시의�소란이�지나간�달
밝은�밤에�종종�길을�나선다. 귀신�같은�강형욱�반려견�훈련사의�말에�무한한�신뢰와
책임감으로�나의�삶을�바꿔나가고�있는�중이다. 강쌤왈, “개는�주인의�거울인데�개가
사회성이�떨어져�주변인을�경계하고�호의적이지�않다면�혹시�당신이�이웃과�그렇게�지내고
계시지�않은가요?”
현대인의�고질적인�병�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장애, 강박�뭐�이런�것들이�총체적으로
난무한�가운데�긍정적�마인드를�추구하며�도시의�소란이�지나간�시간, 개와�함께�길을
나선다. 여전히�불안하고, 회피하여�만들어�진�것들이�바로�내�세계. 그래서�작업실에
틀어박혀�꼼지락꼼지락�작업하고�이미지�소재�모으고�개�털�깎고�쭈무르고�딩굴며�노는게
재미있다. 심지어�옥상에�버드피딩하는�참새랑도�꿍짝이�잘�맞는다.
모두에게�힘이�되기를�바라며, 아무쪼록�건강하십시오

“나두�완전�망했지뭐... 화랑�미술제에�이어서�하려던거 9월로�잡았더니�날도�참�절묘하지.
그�힘든�걸�해낸다.”일년�반을�미뤄�왔던�개인전을�어쩔�수�없이�오픈�했다며�카톡으로
온라인�팜플렛을�보내온�친구가�있어�서로를�위로하고�자축해�줬다. 동기동창이다.
러시아도�함께�였고�남편과도�단짝�친구, 기숙사�담�뛰�넘던�술친구라�참�그립다. 코로나의
바람은�인사동에도�여기�대구�봉산동에도�매섭게�불고�있다. 아무쪼록�건강하십시오.
모두에게�전하고�싶은�나의�작은�위로이다.

Brilliant Plane-F.No 16, 162×130cm, Oil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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