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노트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캔버스에 오일이라는 전통적인 서양화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소재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한국의 문화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옻칠과 난각 (계란껍질을 옻칠의 판 위에 모자이크함)을 작품에 

도입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옻칠은 내부로부터 온화하고 함축적인 광택이 우러나오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연상케하며, 세상의 모든 사유를 포용할 듯,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움을 지닌 천연의 

도료이다. 접착력이 강하며 습기와 열에 강하고 부식과 벌레 먹는 것을 막아주어 수천년 된 

유물이 옻이라는 옷을 입고 원형 그대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옻칠이라면 현란한 기술로 만든 가구나 기물을 떠올릴지 모르나, 내가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의 대부분은 칠흑의 태판 위에 이루어진 평면작품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 타성처럼 오랜 

세월 머물러 있어, 전혀 새롭게 인식되지 않던 옻칠로 작업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막막 

하였다. 특히 내가 구상하고 있던 작품에 대해서는 두드릴 문이 보이지 않았다. 먼저 그 물성을 

이해하고, 기법을 익혀, 모든 것을 새로이 체득했지만, 일련의 과정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옻에 올라 며칠씩 작업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옻칠은 유화처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을 캔버스에 담고 시간을 두고 다듬어 가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작품에 대한 철저한 구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단 시작하면 수많은 

과정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야 하며 반복적인 과정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 

재료의 특성상 표현의 한계에 부딪칠 때도 많았지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매체가 무엇이든, 작품은 작가가 보아온 세상, 살아온 궤적을 담은 의식의 총화라고 생각한다. 

또 인산은 상황적인 존재이기에 삶의 여정에서 타인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작품은 결국 작가의 누적된 의식이 발현되는 즉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형체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끊임없는 열정의 소유자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 속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험심과 지독한 끈기,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와 창의성이 나로 하여금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게 한다.  

 

누군가 나의 작품 앞에서 어떤 지성적인 교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집중된 에너지의 

원천을 가슴으로 느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복적인 작업의 지루함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도의 마음이 투입된다면 작업에서의 집중력과 직관에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다. 

지각(知覺)하는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로운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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