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 GALLERY 5월전시
이영지 개인전

모든 순간, 너와_60X72.7cm(20F) 장지위에 분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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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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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02) 734 – 0458

1

[ 내 용 ]
선화랑(원혜경 대표)에서는 2021년 5월 19일(수)부터 6월 8일(화)까지 한국화가 이영지(46)개인전
이 열린다.
이영지 작가의 화면은 인간의 감정을 작가의 넘치는 위트와 톡톡 튀는 솔직한 화법을 통해 우리
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 친숙함은 화면에 담긴 긍정적이고 따듯한 메시지와 함께 자연 친화
적인 공간의 편안함이 한데 어우러져 더욱 친근하고 정겹게 다가온다.
작가 이영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의 화폭 속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나무에 대변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신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흐르는 시간과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환경과 부딪히고
이겨내어 쌓여진 하나의 완성체임을 말한다. 무수한 점이 모여 선과 면을 이루듯 수많은 이파리
가 모이고 모여 무성하고 든든한 나무 한 그루를 만든다. 연두 빛 어린잎들이 하나 둘 모여 짙은
초록빛 나무로 우뚝 서 있다. 나무는 단순히 자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과 결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작가의 작업성 또한 이러한 과정이 여실히 돋보인다. 원하는 색이 나오도록 여러 번의 밑 색을
칠한 후 마른 붓질의 먹 선이 공간 위를 넘나든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흐름이 담긴 회벽의 느낌
처럼 자리한다. 거기에 작은 나뭇잎과 풀들을 세필로 일일이 그려나간 성실한 노동력으로 인해
이영지만의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된다.
작가는 삶 속에 소소한 감정과 이야기를 중시한다. 그의 화면에서 등장하는 ‘새’들의 모습이 우
리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감정을 이야기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나무를 찾아와 준 화면 속 ‘새’들
은 인생을 살아가며 맺어진 인연이 되고 나와 바깥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희로애락을
담은 인생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처럼 자연의 대상을 의인화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감
정들을 마치 시처럼 화폭에 그려내었다. 아기자기한 그림들과 마주하고 있는 내내 감상자들은 자
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입하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새들을 통해 종알종알 들려주는 이야기들
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담아내어 봄기운처럼 따뜻하다. 이영지의 작품들과 동행하며 그
의 작품명에서도 읽어 낼 수 있듯 인생 속의 솔직하고도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공감할 수 있는 따
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꿈처럼 다가온 너, 130X80cm(60M), 장지위에 분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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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노트 ]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희로애락을 지나치다 보면
흐르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한 시간 속에 자신과 주변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마다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다르고 좋음과 나쁨이 다를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을 느낄 수 있음이, 모두의 삶이 살아 있음을 알게 하는 것에 중요함을 느낀다.
정적인 공간인 화면 안에 동적인 이야기를 담아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른 시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군가에게는 과거를, 또 다른 이에게는 미래로, 현재로 보이기를 기대한다.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과 감정에 따라 다른 시간을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결국 화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삶은 점에서 시작하고 한 점은 존재, 두
점은 선, 세 개의 점은 면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그 출발은 작은 점에서 시작하듯 나무를 그릴 때
이파리 역시 하나하나 표현함으로 그 존재감을 중요하게 나타낸다.
이파리들이 모여 나무가 되었지만, 나무로 탄생하는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새'라는
이미지를 통해 의인화 함으로 더는 시간이 머물지 않고 흐르도록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의
움직임이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됨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보는 이의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의 모양, 시간, 이파리와 나무
그리고 새의 이야기를 모두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이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조금씩 다른 삶이 있을 것이니 그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자신의 감정과 비교해보는 것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것 딱 거기까지이다.
다른 게 정상이다. 다양성의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작가는 작업하는 것이고 감정의 테마파크에
들어와서 여러 경험하고 충분히 느낀 후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내꺼야 내꺼 / 널 만나서 고맙다. / 너의 뒤에서_ 35X27cm(5F), 장지위에 분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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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서문 ]

숲속숨쉼씀_글. 윤기채
숲
연인과 손잡고 거니는 산책길 같았다. 숲 속 초록 숨결이 불어오자 들숨 가득 포근함과 설렘이 부풀
었다. 그것을 내쉬자 날숨은 봄바람이 되어 날렸다. 아름다운 얼굴의 봄바람은 머리칼을 날리며 눈
웃음 지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익숙하기도, 또 낯설기도 한 것이었다. 수수한 얼굴의 풀잎들은 인사
하듯 반갑게 손을 흔들고, 고혹한 달빛의 눈화장은 끈적하게 나를 옭았다. 나는 한참을 멍청하게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러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꼭 닮았노라고 멍청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불현듯 작년 봄의 이곳, 숲길을 생각하며 나는 묘해졌다. 작년 봄의 꽃향기가 올봄의 것과
같지 않듯, 그렇게 사랑은 계절을 맴돌면서도 어디론갈 향했다.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
길을 따라나서고 싶었다. 얼굴 없는 새들의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면 어디든 지루할 것 같지 않았다.
무표정한 새들은 아픔을 비웃지 않았고 흐린 날도 함께 흥겨워했다. 그들의 노래가 나는 왠지 사람
들의 목소리 같았다. 지저귀는 울음소리가 어째선지 내게 발음했다. 그것을 받아 적자니 연애편지가
될 것 같았다. 그것을 읽어보니 절로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웅성대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새들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꽂아 넣은 이어폰과
드리운 마스크,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나는 이상했다. 무표정한 얼굴은 무심해 보이지
않았다. 웅성대는 사람들의 소음이 선율이 되어 흘렀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 도시가 외롭지 않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니 텅 빈 가슴에 울컥 물기 어린 무언가가 차오른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상해진 건 이 도시가 아니라 내 안의 황야일 것이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풍경이 아니었다.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이곳, 평생을 갇혀 지내도 좋을, 따스한 숲이었다.
속
설렘 가득한 이 숲길의 역사를 생각하다가 나는 눈물겹곤 한다. 당연한 듯 놓인 이 황홀한 숲이 있
기 전,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을 것이다. 외로운 나무 한 그루가 뿌리 내리기 전, 황량한 언
덕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테다. 싹을 틔울 비옥한 흙이 있기 전, 푸석한 황야의 모래만이 날렸
을 테다.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워 새들이 모여 사는 숲을 이루기 까지, 나무는 얼마나 많은 계절
을 곱씹으며 몇 겹이나 푸르름을 덧칠해 왔을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가 울리기까지 얼마나 깊은
적막 속에 숨 죽여 기다려 왔을까.
포근하고 따뜻한 숲 속으로는 그 아득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흥겹게 춤추는 새들의
날갯짓 속으로, 폴락이는 나무의 황홀한 풀푸름 속으로, 그 나무가 그루박힌 흙 속으로, 흙이 되기
위해 썩고 썩었을 황야의 모래 속으로, 한 없이 깊숙한 그 속으로, 안쪽 어딘가 소중히 자리할 그
마음의 깊이를 가늠하다가 나는 아득하게도 눈물겹고 마는 것이다.
숨
가슴 가득 들어차는 숲의 숨결에 내 마음은 자주자주 폴락이곤 한다. 들숨과 날숨 사이 그 작고 무
한한 우주 속에 풀푸른 잎사귀는 별처럼 흩날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멍청한 내 지론에 따르면 ‘숨’이란 ‘삶’이다. 들숨과 날숨 사이, 그곳에 무얼 채워 넣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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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는 ‘삶’이라 부른다. 쉼 없이 반복되는 숨이라는 지겨운 공정 속에 생의 기록은 쌓여간다. 누군
가는 그 숨 속에 벽을 쌓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가시를 돋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에 푸른 점을
찍는 누군가가 있다. 텅 빈 황야였을 삶 위로 푸른 점을 찍는다는 건 참으로 처절한 용기였으리라.
아득한 그 곳에 작디작은 푸르름을 찍으며 숨은 삶으로 차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숨 쉬듯 끝없이 반
복된 푸른 점들은 한 데 모여 폴락이는 잎사귀가 된다. 숨으로 쌓인 푸른 점들이 푸른 숲의 삶이 된
다. 그렇게 숲은 새들의 마음속에 푸른 숨결을 불어 넣는다. 그렇게 들숨과 날숨 사이, 나의 숨 어딘
가로 푸른 점이 번져 간다.
쉼
숲 속에 들어 앉아 나는 가만히 숨을 쉰다. 그것이 休(쉴 휴)가 그리는 ‘쉼’의 모습이라는 것이 재밌
다. 편안하고 포근한 숲, 새들이 노래하는 활기찬 숲, 푸른 숨이 마음을 도닥이는 이곳에서 나는 외
롭지 않다.
이곳에서 나는 마음껏 눈물을 쏟고 새들과 함께 춤춘다. 산뜻한 기운 속에 산책을 거닌다. 쨍쨍한
볕을 피해 걷다가 푸르게 푸르게 달아오른 풀잎 아래로 편안하게 드러눕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바람은 사람의 체온으로 닿아 내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 그렇게 슬몃 눈감으며 까무룩 잠이 들곤 한
다.
눈 뜬 현실 속에 그런 꿈결을 누리다니,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날 위해 준비한 선물처럼, 애
타게 나를 기다려온 반려동물처럼, 환하게 반겨주는 그 예쁜 마음에 나는 내 안에 초록을 덧칠한다.
꿈결 같은 위로에 푸르게 달아오른 내 맘이 거창한 꿈을 꾼다. 내 안에 푸른 숲을 가꿔야지. 나도
언젠가 내 안의 숲을 내어 줘야지. 언젠가 내 맘을 내어주며 “여기 널 위한 나무가 서 있어.”하고
수줍게 말해봐야지. 그렇게 꿈결 속 숲의 무릎을 베고서, 나는 웅얼웅얼 고약한 잠꼬대를 내뱉는다.
씀
숲길을 거닐다가 나는 자꾸만 무언갈 적게 된다. 머릿속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새어들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소꿉장난 같은 유치한 말들, 어쩌면 일기장에나 몰래 적을 낮 뜨거운 말들일지 모른다. 하
지만 그것이 곧장 내 가슴에 꽂혀와 마음을 울리곤 한다. 그 울림은 유려한 곡선의 울음으로 흐르다
가 이내 다시 아름다운 선율로 울리곤 한다. 그렇게 울리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나는 정성스레 받아
적는다. 소박하지만 묵직한 ‘진심’, 스치듯 지나치곤 하는 진실한 말들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그 말들의 울림을 따라서 그렇게 내 안의 초록 숲은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잎새의 결로, 옹
이로, 나이테로, 숲의 이름은 소중히 적힌다. 적는다는 것은 잊지 않도록 새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숲은 누군가의 가슴에 진심을 새겨 넣는다. 그렇게 내 안에 가득 푸른 이야기들이 새겨진다.

내 세상에게, 170X60cm,장지위에 분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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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약력 ]

이 영 지

LEE YOUNG JI (1975~)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21 제 12 회 개인전 (선화랑, 서울)
2019 제 11회 ‘봄, 너와 함께’ 개인전 (2448 문파인아츠, 서울)
2018 제 10 회 '네가 행복하니 내가 행복해' 개인전 ( 선화랑, 서울 )
2017 제 9 회

‘느린 이야기’ 개인전 ( 공간시은, 전주 )

2016 제 8 회 개인전 ( Art1, 전주 )
2015 제 7 회 ‘봄 봄’ 개인전 ( 아트컴퍼니 긱, 서울 )
2014 제 6 회 ‘사랑, 그 아름다운 구속’ 개인전 ( 아트팩토리, 서울 )
2013 제 5 회 ‘쬐깐한 이야기’ 개인전 ( 갤러리진선, 서울 )
2011 제 4 회 '동행' 개인전 ( 갤러리진선, 서울 )
2006 제 3 회 개인전 ( 공평아트센터, 서울 )
2002 제 2 회 개인전 ( 관훈 갤러리, 서울 )
1998 제 1 회 개인전 ( 삼정 아트스페이스, 서울 )
그룹전
2020 특별한 선물전 (선화랑,서울)
봄바람 휘휘호호 (신세계갤러리,대구)
이영섭, 이영지 2인전 (문파인아츠,서울)
밤과 낮의 소리 3인전 (슈페리어갤러리,서울)
Under200 (아트소향,부산)
2019 특별한 선물전 (선화랑,서울)
'

The Forest' (조은갤러리,서울)
올미씨의 행복여행전 (올미아트스페이스,서울)

2018 한 여름의 꿈 (2448 문파인아츠, 서울)
Happy Together (갤러리진선, 서울)
Peaceful Garden (필 갤러리, 서울)
봄,숲으로 오다 (2448 문파인아츠, 서울)
특별한 선물전 (선화랑, 서울)
2017 9 인 9 색 성탄선물전 (2448 문파인아츠, 서울)
‘당신 옆에 그림’ 2 인전 (갤러리 아트리에, 안양)
선물 ‘The Nature' 2 인전 (카라스갤러리, 서울)
아트심포지엄 (테네리페, 스페인)
2016 다정다감전 (아산병원,메이준갤러리, 서울)
특별한 선물전 (선화랑, 서울)
커피, 공간으로의 초대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Color-ing (그림손 갤러리, 서울)
Come out (카라스 갤러리, 서울)
예감전 일상에서 바라본 시선 (선화랑, 서울) 외 다수, 아트페어(화랑미술제, 아트부산, KIAF 등)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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