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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매개하는 감각물의 작품은 여러 들이 모여 한 작품으로 보여진다 절규하는unit ,

손 장화들 바다 속에서의 잠수마스크 탑 쌓는 건물의 이미지형상 자화상의 얼굴 기계형, , , , ,

태 등 다양한 형상들이 서로를 보완하듯 모뉴멘트 형태로 이루워져있다.

청색으로 이루워진 형태들은 암시적으로 전통 문양과 인체해부도 반핵운동의 로고 등등이, ,

남겨지면서 돌연 진한 청색의 물감이 쓸고 나간 붓의 자취 질료의 얼룩을 보여준다, , .

바닥부분에는 망간유를 이용하여 화려한 청색과 거침없는 붓질에 극적인 해방감을 가시화시

킨다 흙으로부터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구성물을 만들고 그 구성물을 하나하나 해체하.

면서 그것이 나온 것으로 환원시키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표와 같이 떠돌던 인간

의 감각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문명이라는 이름아래 인간 실존의 근원적 고독이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장화들은 본인의 작품세계에서 오랫동안 신발을 주제로 이용된 테마로,

한 개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이며 여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

남성과 여성이며 동시에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장화작품은 석고를 이용한 압축성형.

으로 같은 형태로들로 마치 컬렉션을 연상하며 마치 시간여행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

또 다른 형태들은 주로 손성형 으로 제작되었다 일반 용기에 사용하는 흙 과 조형작업에.

쓰이는 흙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번 작품에 사용한 흙은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조형

흙에 옹기토와 샤모트를 다소 더 첨가 하였고 재벌소성후에 소지색이 다소 어둡기 때문에,

작품성형후에 분청사기 기법인 화장토로 분장하였다 작품제작은 우리전통옹기 성형기법으.

로 타렴 도판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초벌이후 청화안료채색과 투명백유와,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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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의 연결부분은 원형의 아크릴판 시멘트 판 도판 판으로 형태를 유지시킨다( , , ( )) .陶版

또한 작품설치 방법은 각각의 이 크게 개의 형태로 탑쌓는 형상으로 구성되어진다unit 4 .

도자에서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기법이 흙 안을 비우는 것이다 흙덩어리 상태로.

소성하게 되면 흙 밀도가 높은 온도에 견디지 못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 되는.

데 늘 다양한 작업의 과정들이 흥분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