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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스케이프는 물水로 그린 물物의 풍경을 의미한다,#나는 물을 통해 존재와 세계의 실체를 통찰
하고-#이를 실제 흐르는 물을 매질로 삼아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산물로써 시각적으로 발현하는 작
업을 해오고 있다,#즉-#물은 모든 워터스케이프 연작의 소재-#주된 표현기법-#그리고 그 안에 함축
된 의미 모두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다,#나는 물을 분사하여 강한 수압의 차로 바탕색을 .지우고 씻
어내는/#나만의 고유한 조형방식을 창안하고-#이를 워터드로잉01%2'3453%16789이라고 명명하였
다,#이는 근본적으로 .내용에 부합하는 형식의 구현/이라는 나의 예술관에 기초한 것이다,#나는 끊
임없이 흐르는 물로 상象을 그림으로써 삶과 예술-#존재와 세계 사이의 간극을 소거하고-#물 자체
가 지닌 속성들0생명성-#변화성- 정화성-#융합성9에 기반한 새로운 미적 감수성과 미적가치의 탐구
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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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써 세계를 보다#
이수관지는 나의 예술정신의 근간을 이루
는 뿌리사상이자 미학적 관점을 드러내는 
핵심사상이다,#이는 도道를 천지만물의 근
본 원리로 삼아 도로써 세계를 바라보고자 
했던 노장의 이도관지적以道觀之的 세계
관에 근거한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실재의 세계를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통
찰하고-#이를 실제 유동하는 물을 매질로 
삼아 조형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물과 내가 하나가 되다 
수아일체는 창작방식과 미적이상에 대한 나
의 근본적인 철학사상을 반영하는 말이다,#
나는 흐르는 물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합일
을 추구함으로써 물자체가 지닌 유기적 생
명의 근원과 본질을 탐구하고-#나아가 신인
묘합에 의한 존재의 원형에 대한 감각적 체
현을 추구한다,#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물로
써 변화무쌍한 만물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
적인 이유이다, 

물 흐르고 꽃이 피다#
수류화개는 나의 존재와 예술세계의 긍극적 미적가치를 유비적으
로 표현하는 말이다,#이는 원래 소동파의 ‘십팔대아라한송’의 아홉 
번째 아라한에 나오는 문구로써-#어떤 대상을 사유 또는 욕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성립시키며 저절로 
움직인다는 자연의 섭리를 의미한다,#살아있는 모든 것은 흐른다, 
시간- 존재- 그리고 세계는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
기만의 고유한 생의 에너지를 발현한다,#짙푸른 심연 속- 흰 빛다발
과 같이 피어 오르는 맑고 투명한 물꽃은 불완전한 존재의 완전성에 
대한 그리움과 순수본성의 표상이다,# 

‘!"#$%&'"($06700!"P!R!"PS9#시리즈는 T물결U물풀U물꽃V의 순으로 소재적 변화를 도모하였는
데- 이는 T흐르다U자라다U피어나다V#라는 점층적인 의미와 함께 진화하였다,#이러한 자연스런 변
천과정을 통해 유동하는 물의 생명성- 순환성-#정화성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아의 원초적 성
장욕구와 순수본성의 힘에 대한 시적이고 사색적인 조형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0670시리즈는 존재에 대한 자율성에 중점을 둔-#좀 더 주관적이고 내밀한 감
각적 경험의 산물들이라 할 수 있다,#즉-#세계에 대한 타자성과 재현성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함
으로써 존재와 세계에 대한 사변이 아닌-#나의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미의식
의 세계를 강조하고자 한였다,# #



Waterscape 
17086 물꽃 
190x190cm, 
전통안료, 캔버스,  
물드로잉, 2017 



Waterscape 
17087 물꽃  
190x190cm,  
전통안료, 캔버스, 
물드로잉, 2017 



Waterscape 
17004 물꽃 
190x190cm,  
전통안료, 장지, 
물드로잉, 2017 



Waterscape 17003 물꽃 
190x190cm,  
전통안료, 캔버스, 물드로잉, 
2017 

“흐르는 물을 분사하여 물의 강한 수압에 의해 
화면바탕에 도포된 푸른 안료를 순간적으로 지우
고 씻어내는 방식으로 형상을 만드는 '물 드로잉 
water drawing’은 나만의 독특한 작화방식으로
써 맑고 투명한 독자적 조형세계의 근간을 이룬
다. 이는 허虛의 세계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미의
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수아일체水我一體에 의
한 허실상생虛實相生의 현대적 조형어법이라 할 
수 있다.”  



구례화엄사 전시전경 
 
Waterscape 물꽃 시리즈 
190x190cmx5pcs,  
전통안료, 캔버스, 물드로잉, 2017 



Waterscape 1401 
122x244cm,  
흑연, 장지, 물드로잉, 2014 

W송창애는 물의 유동적인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로 그린 ‘물 풍경’이란 독특한 작업을 보여준다,#작업 방식을 살펴보면 한지에 흑
연으로 밑작업을 한 후 공기 압축기로 물을 분사하여 흑연을 지워가면서 형상을 만들어낸다,#즉 그는 실제의 물이 지나간 흔적으로 흐
르는 물의 조형성을 시각화하는데-#그것은 작가의 내면에 흐르는 관념과 에너지의 발로發露라 할수 있다,#따라서 그 형상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산수화인 듯 추상화인 듯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작가는 .물풍경 $%2'3=D%<'/을 통해 “물은 곧 생명이며-#본디
 물 자체인 우리의 본성을 흔들어 깨워 존재의 원형을 일깨우는 물질이며나아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의 공통체로 연결할 수 있는 소
통과 융합의 매개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X#
 

정나영 소마미술관 큐레이터 



Waterscape 1402 
122x244cm,  
흑연, 장지, 물드로잉, 2014 

“보통 한 작품을 시작하면 완성까지 단숨에 그리곤 하는데, 끊임없이 흐르
는 물을 컨트롤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물과 함
께 흐르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의 의지가 앞설라치면 선은 딱딱해지고 생
명력은 약해진다.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며, 즉흥성과 우연성의 개입
은 워터스케이프의 필수불가결한 조형적 특징 중 하나이다. 이성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직관과 본능에 집중한다. 물과 내가 일체가 되었노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업을 하는 내내 나는 늘 물과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곤 한다” 



Waterscape 1305 
164x260cm, 흑연, 먹, 아크릴, 장지, 물드로잉, 2013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Waterscape 1326-1330  
각 244x122cmx5pcs, 흑연, 장지, 물드로잉, 2013 



‘비움_치유의 기술’ 전시전경, 제주도립미술관 
 

Waterscape marine snow 1403 
각 30x30cmx300pcs,전통안료, 종이, 물드로잉 2014 

‘WATER_천진난만’ 전시전경, 소마미술관 
 
Waterscape marine snow 1403 
각 30x30cmx25pcs, 전통안료, 종이, 물드로잉, 2014 

‘WATER_치유의 기술’ 전시전경, 제주도립미술관 
 
Waterscape marine snow 1403 
각 30x30cmx25pcs, 전통안료, 종이, 물드로잉, 2014 



Y천개의 눈물 O 천개의 일상Z 소셜 공동창작 프로젝트는 생명과 관계의 미학에 대한 시각적 탐구이다,#!"P[년 [월 P\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 총 
]년0!"P^R!"PS9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써 집단 트라우마 이후- 남겨진 우리네 일상 속 상흔의 파편들을 통찰해보는 일종의 사회학적 집단풍경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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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종이에#흑연-#아크릴-#콜라주-#P^!a^SQ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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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cape 물꽃 1644-1647 각 170x60cmx4 pcs, 전통안료, 장지, 물드로잉, 2016 

Waterscape 18001 각 170x60cm x10pcs, 전통안료, 캔버스, 물드로잉, 2018 



Waterscape 17071 
130.5x160cm,  
전통안료, 장지, 물드로잉, 2017 

W물은 나에게 사유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사
유의 통로다, 마치 웜홀과 같이 여기에서 저
기로 이동하는 사이 공간을 잇는 매질이란 
말이다,# .쏴/하고 물을 쏘기 시작하면 나는 
그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물의 호흡으
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감
각의 결들이 흐르는 물에 스미듯 하나가 되
고- 순간 텅 빈 듯- 허나 충만한 희열감을 느
끼곤 한다, 시간이라는 씨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교차하는 그 순간- 나는 작은 틈 사이
로 현실 세계의 .나/보다 좀 더 맑고 투명한 
또 다른 나와 마주한다,X##
#
#



WaterscapeI연과#연-
PS"a\"DEaP!<D=-##
전통안료-#물드로잉-#물판화-#캔버스-#
!"PQ#



Waterscape 18013_20270821 
직경 40cm, 전통안료, 캔버스, 물판화 & 물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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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h/#0!"P!R!"PS9#시리즈가 흐르는 물을 매질로 한 주체
의 자율성과 내면세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 ‘$f&g()*f+g#
hh/#0!"PJR!"!"9’는 주체와 타자?세계와의 소통과 관계성에 중점을 두
고- 이를 좀 더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사유의 공간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였다,#예를 들어-#큰 원과 작은 집합체의 조합을 통해 한 주체의 이중
적 관점0E%D3A#O#E6D3A9을 보여주고자 하였다,#소위 소우주라고 하는 
한 주체의 내면세계는 재현적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이지만-#
주체적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일수 있다고 본다,#누구에게나 자신
의 내면세계가 중심이다,#이는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타자와 세계가 존
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f&g()*f+gI물꽃’ 시리즈가 소우주로서의 한 존재의 주관적 감각
세계의 응축된 힘을 구현한 것이라면-#작은 원들의 집합체 속의 이미
지들은 객관적 세계의 이미지들이 마치 물 속에 부유하듯 다양한 기호
와 표상으로 나타난다,#이는 불완전한 한 존재의 파편화된 기억의 일
부이자 시간의 잔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객관적 세계의 이미지를 빌
려오기 위한 방편으로써 나는 하나의 중간 막을 활용하였다,#그리고 
이는 물판화01%2'3#<36729 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방식과 기존의 물드
로잉0$%2'3#53%16789기법과의 접목을 통해 구현되었다,#물판화란 강
한 수압을 이용하여 물이 망점을 투과할 때 는 바탕색을 씻어내는 방
식으로 일반적으로 색을 올리는 기존의 판화형식과는 반대되는 원리
다,#모든 존재는 자기 동일성과 차이성의 반복을 통해 생장하며- 이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변증법적 반복운동을 한다,#워터스케이프 
시즌 h#과 시즌 hh#사이에서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안에서 밖으로-#밖에
서 안으로-#다시 안에서 밖으로i그러나 이번에는 ‘내 안의 바깥’이다,##



Waterscape 내안의 바깥 01-60 
직경 40cmx60pcs, 전통안료, 캔퍼스, 물판화 & 물드로잉, 2018 



작품제목##$f&g()*f+gI흘러라 물- 피어라 꽃#
 
작품크기 지름^""EE#작품\[개-##
################지름]-"""EE#작품P개 ##
#
작품재질 물판화-#물드로잉-#캔버스-#전통안료 외 혼합재료   
#
#
#
#
#
 
작품설명 #
#
깊고 투명한 푸른 공간 속을 부유하는 가녀린 흰 빛다발들이 춤을 추듯 
피어 오른다,#영롱하고-#신비롭고-#신명난다,#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본 프로젝트는 흐르는 물줄기를 붓 삼아-#캔버스에 도포된 푸른 전통안
료를 강한 수압에 의해 지우고 씻어내는 독자적인 표현기법0물드로잉-#
물판화9으로 제작되었다,#유동하는 물은 그 자체로 생동하는 힘을 발현
한다,#또한 스스로 정화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지향한다,#내가 물을 사랑
하고 물水로써 물物을 그리는 이유이다,#나는 그저 물을 타고 흐를 뿐,#
맑고 푸른 심연으로부터 물이 샘솟고 생명의 꽃이 피어 오른다,#
#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존재와 세계의 근본적 속성에 근거한 
나만의 고유한 j물드로잉’ 과 j물판화j#기법으로 창작될 이 작품은-#내용
과 표현형식의 일체화를 통해 흐르는 물 자체가 지닌 생명력 넘치는 물
성과 유기적 관계망을 강조한다,#대 우주심을 상징하는 큰 원과 소 우주
심을 상징하는 총 \[개의 작은 원들의 집합구조는 무한을 향해 끊임없
이 변화-#생장-#순환을 궁구하는 현존재의 시원적 생성의 욕망을 은유한
다,##
#
본 작품은 물과 산의 도상으로 자연을 의미하는 음양의 대비와 조화를 
구성한 작품이다,#작은 원이 총\[점으로 이는 T주역V# \[궤를 의미하
여-#생명의 근본원리인 생생지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
*生生之理Y생생지리Z>#모든 생물0生物9이 생기고 번식0繁殖9하는 자연0自然9의 이치0理致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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