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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면. 그리고 색



원장 인사말

많은 사람들이 미래 대변혁의 시대를 예측하며 소통을 강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깊이 있고 직접적인 교감을 중시합니다. 대면하고 만남으로서 인간의 무한한 잠재성과 가치를 일깨

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창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메시지와 함께 담아 세상

에 내어 놓는 일련의 과정들에 작가의 열정이 보태어져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합니

다. 그러므로 예술은 또 다른 소통의 방식입니다.  

연수원이라는 배움의 공간이 문화예술의 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아름다

운 산물 앞에서 자연과 사람 삶으로부터 받은 영감과 열정을 교과서 삼아 풍성하고 따듯한 삶의 이

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나누는 이야기소리와 노랫소리가 흘러 넘쳐야 비로소 진정 살아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수원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



예술가들은 점, 선, 면, 형, 색 등의 기본적 조형 요소들을 조합하고 연결하여 화면에 시각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깊은 예술혼과 열정을 녹여 응축된 내면의 세계를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이 깊은 울림은 현대인들에게 순수의 세계

를 보여주고 우리 내면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미래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획전에서 만나게 될 이준 작가는 실 Fabric 이라는 재료와 다양한 색 Color들의 배치와 조합으로 

발랄하고도 음률적 조화를 이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속에서 관객들과 만나 편안하면서도 

매혹적으로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5인의 특별히 선정된 현대 회화 작가 조원강, 김상열, 김기태, 황찬수, 강민수 작가는 각자의 개성에 

걸맞는 현대적 매체를 손수 찾아내어 극대화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빛깔을 가지고 인간

의 본질, 관계성, 순수자연,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시각적 질서로 풀어내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들입니다.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기획전의 취지에 맞게 조형의 요소들을 보편적인 시각적 

원리에 따라 질서있게 보여줌으로써 공감의 물꼬를 트게 하는 힘을 가진 작품들을 찾게 되었으며 이

를 수락하여 참여해 주신 작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이 공간에 조형의 아름다움이 

더해 져서 예술의 향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우리 연수원에는 이제 ‘갤러

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

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아낌없는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신 연수원 식

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관초대전을 기획하며...

교육연구사 조혜진



Relationship, Oil on canvas, 60.6x90.9cm, 2015

조원강

조원강 작가는 사람과 개 사이의 따뜻한 교감, 그리고 그 관계에 관해 그린다. 과거 동물을 사육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젠 동물이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작가는 이런 개와 사람의 '관

계'에 집중한다. 그의 그림에는 항상 개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그 시선이 독특하다. 낮은 

시선, 즉 사람이 아닌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가깝다.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에게 개가 서로

의 마음을 여는 데 특효를 지녔음을 은연중 강조한다. "실제로 우리는 개를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

고 심지어는 매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작가는 이런 현대인의 풍속도를 부드

러운 색감과 세련된 선과 면으로 표현한다.



세친구 호수, Oil on linen, 91x116cm, 2018

강민수

강민수 작가는 기억을 담은 ‘공간’을 그리는 화가다.  초현실적이면서 기억 속의 풍경인 듯 아련한 분

위기가 그림 속에 녹아들어 있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우리에게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다. 

때로는 이국적인 데다 원근법에도 맞지 않는 등 낯선 상황으로 연출된다. 작품에서 보이는 풍경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인식되는 이유다.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기억 속 대상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기 위해 흑백과 컬러를 적절히 사용한다. 컬러로 묘사된 풍경에 흑백으로 등장하는 아이

들은 마치 오랜 사진 속의 박제된 아이들처럼 다른 세상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이다. 최근작에서는 이

런 이질적인 풍경들이 차갑고 음울한 느낌을 벗어나 더 따스한 기운을 뿜고 있다. 이전 작품의 아픔

과 트라우마가 내재한 공간을 넘어서 꿈과 안식의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이다. 



김기태

김기태 작가는 사진을 직접 찍고, 현상하고, 캔버스에 인화하고, 그 위에 그림을 덧그린다. 이러한 과

정에서 과거시제와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사진 이미지들과 회화는 구별되기보다는 하나

의 결로 스며들고 삼투된다. 작가는 직접 촬영한 사진 위에 페인팅을 한다. 작가가 원했던 존재론적 

표현을 담아내는데 용이한 사진의 매력에 빠졌고, 특히 흑백사진을 먼저 공부하며 연구하였다. -작

가에게 회화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도구였기에 캔버스에 그냥 그린 작업과 사진 위에 그린 작업과

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접목하는 방식, 즉 재료와 기법이 다른 

장르를 결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무엇보다 작품 주제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방식이고 스트레

이트 포토가 의식의 세계라면, 회화는 무의식의 세계를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Unknown Artist-July 4th 18, Mixed media on canvas, 45x53cm, 2018



Space and Memory-1507, Acrylic on canvas, 130x130cm, 2015

황찬수

황찬수 작가는 작업을 억지로 조합하거나 쥐어짜 내려 하지 않고 몸 안에서 걸러져 자연스레 표출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무척 짧기도 하고 무척 길기도 하다. 작가는 작업 중의 자유를 즐기

기에 치밀하게 계획된 에스키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제에 매여 작업하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자유로이 다룸으로써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황찬수의 그림은 색채의 향연이다. 다양한 

색채는 자연스러운 붓놀림에 실려 시시각각 변화하는 톤을 보여주며 화면 전체에 펼쳐진다. 그가 색

채를 구사함에서도 깊이 감을 찾는 것은 단순한 색채의 가시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신적 차

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또한, 여러 색채가 조합하여 한 톤을 형성함으로써 보여지는 화면도 화면이

지만, 그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연한 붓질 행위는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는 음악적 연주라고 하

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의 작업은 바람결, 물결, 숨결, 마음결에서의 결이다. 섬세하게 다가가야만 

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시각적 대상이 아닌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다. 



Wind garden, Oil on canvas, ø82cm, 2019

김상열

김상열 작가 작품의 큰 틀은 언제나 자연이다. 작품의 주제인 The Secret Garden은 영국의 고전소설 

『비밀의 화원(The Secret Garden)』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아가 된 주인공이 한번 도 본 적이 없는 고

모부의 저택으로 가면서 겪게 되는 성장 소설이다. 우연히 아이의 책을 정리하다 발견한 이 책 속에

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우정과 행복을 발견하고 자연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일궈 나간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작품 속에 숨어 있다. Secret garden 연작은 자연을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시각과 감

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존 작업이 자연의 형상성을 구체적이거나 단순화되었다면 이번 작업부터

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작가가 깊이 들여다보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추상으로 변화되고 있

다. 마치 꽃잎처럼 보이는 Secret garden은 자연물이나 식물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는 작품처럼 오브

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캔버스에 물감을 올려 바람을 불어가며 독특한 점과 흔적 같은 형상을 드러

내는 작업이다. 캔버스와 밀착되어 긴 호흡으로 그려간다.



이  준

이준 작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방관자, 목격자, 그리고 편견이라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작가

는 실이라는 소재를 작품에 사용하는데, 가시적으로 실이 주는 특유의 포근함과 따듯함 그리고 실이 

내포하고 있는 연결고리적 뉘앙스를 상반된 주제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작가는 각각의 작

품에 다른 실의 종류와 패턴을 사용하는데, 이는 작품에 각기 다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준 작품의 소재와 패턴의 조합은 주제에 대한 고찰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 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다. 

Bystander, Thread on plastic cast, 24x5x4cm, 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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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vue, 갤러리 bk, 서울
2012  윈터 원더랜드, 스페이스 K, 광주
         회화의 탐닉, 이마주 갤러리, 서울
         뫼비우스의 띠-신화적 사유를 삼키다, 인
         터알리아, 서울
         밤의 너비, 금산갤러리, 파주
2011  PEARL cross over, 갤러리 박영, 파주
         몹쓸 낭만주의, 아르코 미술관, 서울
         narrative structure, 테오 갤러리, 서울

p.182 발췌, 난지 스튜디오 갤러리, 서울
         공생, 갤러리 박영, 파주
2010  서교난장2010 회화의 힘, 상상마당, 서울
         또 다른 나로서의 자아, 관훈 갤러리, 서울
         mapping mindscape, 케이엔 갤러리, 서울
         YMCA/YWCA, 갤러리 이마주, 서울 
         존재의 침전/감성의 확장, NH lakeside갤
         러리, 용인
         서교육십 2010 상상의 아카이브, 상상마
         당, 서울  
         유년기로부터, 갤러리 아트사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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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M.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 대학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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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B.F.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개인전
2017  Unknown Artist, 갤러리 마크, 서울 
2016  Unknown Artist, 철암탄광역사촌 태백체
         험 공원 (한양 갤러리),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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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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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2010  김기태 개인전  세종갤러리, 서울 

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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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 장애인 인권전 – 공생공존, 공평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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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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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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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두인갤러리 개관기념전, 두인갤러리, 서
         울
2005  오리진 작은 그림전, 갤러리 호, 서울 
         Interchange2-2005, National Art School,  
         시드니, 호주 
         Arte Sevilla 2005, Palacio de 
         Exposiciones, 셀비아,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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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19  Secret garden "Memory", 현대백화점 갤
         러리 H, 대구
2018  Secret garden "Time", 호서대학교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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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봄 전" 천안 예술의 전당 미술관,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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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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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B, 산호세 섬유 미술관, 산호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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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cture, San Jose Museum of Quilt and 
         Textile, 산호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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