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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형상을 만든다. 형상을 만들고 그린다. 그들은 서 있기도 누워 있기도 하고 다른 것들과 

섞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도 하고 때론 생략되거나 변형,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신체가 된 

대상은 독립된 존재가 되어 주체(나)를 떠나 새로운 세계의 주체가 된다.

비현실적이고 의인화된 존재들은 식물같은 모습을 하거나 낙서같은 방법으로 하는 드로잉에서 찾은 

유기적인 상상의 형태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다양한 감정들과 죽음이나 이별을 앞둔 

우리 존재의 상실감과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는 생의 환희와 신비로움을 표현해 왔다. 이 형상들의 

기이함은 침묵 속 긴장감을 품어내는데 그 모습은 상상과 현실이 뒤섞인 우리들 깊은 마음 속, 

또는 삶이 숨 쉬는 어떠한 현장 같다. 

이렇게 나와 새로운 주체(형상)와의 관계는 

익숙함을 잃어버린, 또는 본인의 상실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오랜 타지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이방인의 삶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낡은 것들 속에서 익숙한 

낡은 본인이 자신의 오래된 것들을 할 수 없이 

한 쪽에 내려놓고 또는 맞추지 못해 잊어버린 

채, 낯선 또 다른 자아가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시끄럽지 않고 서서히 

혼란스러우며 그 정체성의 잃어버림과 또 다른 

자아의 새로운 발견은 과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오롯이 서 있는 고독같은 것이 짙게 여운을 남긴다. 거기에 세월이 덧붙여졌으니 

‘존재’ 에 대한 사색은 덤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드니 순진한 

아이의 모습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정의내릴 수 없는 삶의 그것은 단지 타지에서의 삶 뿐만은 아닐 것이다. 

나의 맘속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영감의 원천은 ‘녹색’이다. 고국에서 사회인의로서 매진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유럽의 땅을 밟았을 때 보았던 다른 모습을 한 산의 생김새, 땅, 하늘, 나무들, 

식물들은 자연에 매료된 또 다른 자아를 일깨워주었다.

내 안의 고독과 낯섬은 그 어머니같은 자연의 풍성한 형태와 다양성의 비옥함에 드넓은 위로를 

받고 새로운 형태들을 찾아 호기심에 뒤섞여 작품을 만들 때 지금껏 느껴왔던 생경함과 외로움은 

오히려 작품을 할 때 어떠한 강한 에너지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것들이 말로는 형용 못 할 진한 그리움으로 남아 작품에 또 다른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변해가는 자아처럼 또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처럼 나 역시 삶의 그 큰 바다를 

내면적으로 유영할 수 있는 정체되어 있지 않은 변화하는 창작물을 지속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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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체를 위한 준비 드로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