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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 무  제

77x57cm

oilbar on paper

2017 



The scene of red smokestack ｜ 붉은 굴뚝이 보이는 풍경

52x45cm

oilbar on paper

2018

The green smokestack ｜ 녹색 굴뚝

32x32cm

oilbar on paper

2018



Morphometry of Coincidence ｜ 우연의 계측

90x235cm

oilbar on canvas

2018



Morphometry of Coincidence ｜ 우연의  계측

50x45cm

oilbar on paper

2017

우연의 계측

 
흙 나무 종이 알루미늄와이어 잉크 오일바 . . .

나의 작업은 크게 도자작업과 회화작업으로 이어져 왔으며

간간이 다른 재료와의 유연한 접근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며 반복적이고 단순한 미감

의 조형성으로 형태의 기하학적 모티브를 표현 해 왔다.

 나는 각자의 순수함을 간직한 재료(색)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오는 미묘함과 그것들을 

제 자리들에 위치하여 구축된 사색의 공간, 즉 현실과 우연의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우연과 필연의 얽힘 속에서 좀 더 현실적인 순수성을 획득할 수 있는 평면작업과 점토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 또한 나에게 낯선 시간으로 다가 올 것이다.

사실, 나는 내일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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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wall ｜ 녹색의 벽

32x32cm

oilbar on canvas

2018

Morphometry of Coincidence - The red wall｜우연의 계측 - 붉은 벽

162x130cm

oilbar on canva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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