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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일 “도청 1층 윤선도홀 전

남도청갤러리에서 오는 6일까지 최성

배 작가의 ‘꽃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

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시회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꽃부터 이름 모를 야생화 등을

소재로 제한된 화폭 안에 자연의 웅장

함을 표현한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최 작가는 목포에서 전업 작가로 활

동 중이다. 개인전 7회와 다수의 단체

전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전남도 미술

대전과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

미협회 이사 등 여러 미술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중견 예술작가다.

전남도는 5인 이상 단체 관람객에게

미술 전문가가 전시 작품을 해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전에 전화(061

-286-5442)나 이메일(cat6666@korea.

kr)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청갤러리,오색찬란꽃이피다

6일까지최성배작가전시회

오는 10일까지 광주 동구 미로센터

레지던시에 입주해 미국 참여 작가로

작업을 펼치는 조인자(53) 작가는 최

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인자 작가는 자신의 고통스런 삶

을 예술로 풀어낸 작가다.

조 작가는 어린시절 양동초와 월산

초, 효광여중, 중앙여고를 졸업한 광

주 출신 작가로, 서강대 유아교육과 2

학년 재학 시절 미국으로 떠났다. 일

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

은 미국에서 살아온 디아스포라적 작

가다.

작가는 결혼을 통해 미국에서의 삶

을 시작했고, 30여년간 미국 미시간

주 칼라마주시에서 거주했으며 10년

전부터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노정숙 작가와의 인연으로, 2014년

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여성전에

참여하면서 점차 광주 등 한국미술계

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원래 그는 다국적기업인

미국 화이자제약 규제법률감사과에

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했다. 그곳에

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도 했지만, 격

무에 시달리던 그는 갑작스레 뒷목

연골이 파열되면서 직장에서 구조조

정 대상자가 돼 직업을 잃게 됐다.

“회사를 다니던 중 반신마비 진단

을 받았어요. 왼쪽 전체 신경이 돌아

오지 않더라고요. 2005년부터 수차례

경추 수술을 받고 재활 끝에 눌렸던

신경이 되살아나고 근육은 돌아왔지

만, 후유증으로 자꾸 발생하는 고통

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그는 오랜

시간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

았다.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몸

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그는 웨스턴미

시간대 미술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

로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캔버스 위 붓 터치 하나 하나에 감

사함을 담아 그림을 그렸어요. 수채

화, 유화부터, 밀납 물감을 쌓고 불로

붙여서 구워내는 인코스틱(encausti

c·인화 또는 납화)까지 학교를 다니

면서 기본기를 다졌죠. 2010년 졸업

이후 저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빨

강과 파랑’의 색채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채로운 색의 물감을

진득하게 바르고, 캔버스 위 마티에

르를 강조한 게 특징이다.

“‘빨강과 파랑’은 ‘차가움과 따뜻

함’(cold+hot)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신체 근육이

때로는 너무 차갑게, 때로는 너무 뜨

겁게 느껴지는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

다. 제 작품은 민족적이거나 국가적

인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일만을 다룬다고 해 그가

국가나 민족에 전혀 무관한 삶을 사

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철저히 한국인

이자, 광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늘 자신 안에 뿌리깊게 내재돼 있다

고 말한다.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삶을 살

며 항상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늘 강조해 왔던 것은 바로

‘조인자’(Inja Cho)라는 한국 이름이

갖는 의미와 가치였습니다. 한국의

산, 땅과 흙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을

추상적인 풍경화로 녹이기 위해 노력

해 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광주 작가로서 더

욱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는 80년 5월을 현장에서 목도한

세대이자, 대학시절에는 시위 현장에

나가 인권을 부르짖곤 했습니다. 민

주화를 일궈낸 광주 사람의 기질로

더욱 많은 무대에서 제 작업세계를

알리고 싶습니다.” /정겨울기자

“신체적고통·정체성혼란븣치유의미술큰힘”
뱚동구미로센터서작업하는광주출신 미국작가조인자

뱚월산동서어린시절븣결혼후30년미국서생활
뱚제약회사근무중반신마비진단븣붓들기시작
뱚뱚뱚뱚“80년 5월겪은세대븣영원한정신적뿌리로작용”

말할수없이절망적인순간

에서 제게 한 줄기 빛이 돼

준것은바로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정신적으

로치유되는느낌을받았죠.

조인자作븮awakening븯

부와 행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를 줄곧 그려왔던 박유자 작가가 꼿꼿

한 선비정신, 기개를 상징하는 ‘대나

무’를 소재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어

서 눈길을 끈다.

박유자 작가는 2일부터 31일까지

담양 고서면 명지갤러리에서 열일곱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 전시를 위

해 작가는 지난 1년여간 꼬박 대나무

만을 소재로 그려 왔다.

작가가 대나무를 소재로 작업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여년 전

작가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소재로 주

로 작업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박 작가가 ‘대나무 작

가’로 다시 돌아온 의미 있는 전시이

자, 서양화의 기법으로 대나무의 곧은

절개를 표현한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대거 선보이는 자리다.

사실 대나무는 동양화가들의 수묵

화 기법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일반인들에게 서양화의 대나무 그림

이란 낯설기 마련이다. 그러나 박 작

가는 이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쭉쭉

뻗어 나가는 대나무 줄기를 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

였다.

전시에선 세로로 긴 변형 캔버스에

대작 7점, 50호 7점, 20호 10점, 15호 1

0점 등 34점의 대나무 시리즈를 선보

인다. 작품들은 모두 ‘저 높은 곳을 향

하여’(Day and Night)란 제목으로,

대나무를 둘러싼 배경이 밤과 낮으로

표현돼 있다.

각 작품은 밤낮의 이미지 2점이 1조

를 이뤄 나란히 내걸리며, 마치 하나

의 작품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색채 또한 눈여겨볼 만 하다. 보라

색, 녹색, 회색 등 차분한 이미지를 주

는 색을 엄선해, 세련된 작품을 완성

시켰다.

박유자 작가는 “내 안에 강한 기상

과 욕망이 꿈틀거리며 숨 쉬고 있는

것 같다. 그걸 뽑아다가 대나무 그림

에 담았다”며 “사계절 내내 변치 않아

군자의 품격으로 다가드는 대나무를

통해 작가로서 갖고 있는 높은 기상과

기개를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겨울기자

해바라기작가에서대나무작가로븣20년 만의회귀

박유자作븮저높은곳을향하여븯

박유자초대개인전‘저높은곳을향하여’
이달말까지담양명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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