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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패션쇼의 사진들을 보다가 한 모델에 눈길이 갔다. 그 모델은 줄무늬 정장을 입고 
있었다. 블랙 색상의 바탕에 가는 흰 선이 줄줄이 배치된 통이 큰 옷이었다. 나는 인물이나 
옷보다 걷는 사람의 형태와 동세를 가시화하는 스트라이프 무늬에 초점을 두고 한동안 
관찰했다. 나는 걷는 사람의 포즈를 연구하며 동세를 바탕의 형태로 구현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해온 회화의 원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단순하고 정적인 바탕과 어떤 변별점이 생길지 
궁금했고 기존과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계획 드로잉은 비례를 염두에 두며, 외곽과 신체 각 부분의 형태를 정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캔버스로 제작된다. 나는 미묘한 깊이감과 입체감을 주기 위해 캔버스 각 부분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하고, 각 부분을 부조처럼 보이게 결합한다. 

초기에는 채색방식이 명확하진 않았다. 하던 대로 하고 기존의 작업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부분적으로 표현을 흩뿌리고 서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채색해보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내용과 형식이 따로 노는 듯하고, 썩 
어울리지 않는 포장을 하는 듯한 채색을 되풀이하는 인상을 계속 받게 되었다. 그래서 큰 
인상이 좀 명확해 보이고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끌어 보기로 
했다. 채색 모티프를 처음의 모티프인 스트라이프 무늬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기존에 
채색된 화면 위에 새로운 질감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그 위에 흙을 붙였다. 흙은 물감으로 
구현하기 힘든 질감을 제공하며, 내게 땅바닥이나 길을 떠올리게 하는 재료다. 나는 화면에 
전체적으로 흙을 붙인 후, 흰색 유화물감으로 일정 간격을 띄우며 선을 그어가며 작업을 
완성했다. 나는 이 흰 선이 신체를 형상화한 다양한 형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준다고 
느낀다. 

 완성된 작업은 열화된 옵아트 같기도 하고 토속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별 노력하지 않은 이 작업은 내게 전작보다 더 사람처럼 다가온다.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해서 그런 것일까? 사람을 추상하는 감각에 변화가 생긴 걸까? 

걷는 사람 형상의 작품은 내게 작업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를 떠올리게 해준다. 이는 
걷기이다. 걷기는 내게 불안을 잠재우게 해준다. 그리고 걸으면서 찾은 작고 소중한 것들로 
허전한 내면을 채워준다. 걸으며 생각한 시간은 사실 작업의 시간이었고, 작업과 작업 사이를 
항상 조용히 연결하고 있었다. 

걷기 외에도 내 작업과 작업 사이에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 길을 걸으며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일. 대상의 떨림과 바람을 그림에서 표현해보고자 했던 바람. 작업실에 출근하자마자 
전날 쓴 붓을 천에 닦으며 왜 이 흔적은 아름다울까 생각했던 일 등. 생각해보면 사소하고 
기쁜 순간들이 작업과 작업 사이에 있었다. 내가 봐온 것들과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그것들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감각이며, 기쁨의 감정과 연결돼있다. 
나는 그 감각들을 바로 캔버스에 펼치진 않았다. 그리기 전에 사유의 공간에서 그들의 형태, 



구성, 표현의 흐름을 상상하며, 캔버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한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내 머리 위에 지고 있는 사유의 공간과 이를 구현하는 캔버스 사이에서 
서로를 관찰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경비원 같은 역할이다. 나는 일상과 맞닿은 감각으로 
사유의 공간에 조형 요소를 배치해본다. 그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칠게 분다는 상상을 
하며 새로운 회화작업을 진행했다. 내면의 밑바닥에 남아있던 것들을 살피고, 이를 
이미지나 색, 행위로써 구현한 작품들은 실제 공간에서 어떤 풍광을 비추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