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당신 작품 속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 도시들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빛, 어둠, 나무 생명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Light, Darkness and the Tree”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집을 짓는 한 목수의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모든 사람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따뜻한 이야기 속의 목수는 바닥부터 집을 그립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고 그러기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진실한 목수만의 근본을 보여줍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건축을 공부하고 일해 왔지만, 건축물을 그릴 때 한 번도 바닥과 기초로부터 제 

그림들을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붕부터 그림을 그려왔었습니다. 어쩌면 이제껏 한 

번도 근본을 바탕으로 일을 해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제 작업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지 찾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게 가장 큰 질문이었던 빛과 어둠이 제 

작업의 근본으로 확신이 들 때 저는 제 목소리로서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Light and Darkness”는 무엇입니까? 

저는 (생명이 없는) 사물의 아름다움은 형태에 의존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형태는 눈에 보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것은 반드시 빛과 연동합니다. 암흑 속에서는 어떤 형태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만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형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에서의 형태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빛과 암흑, 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형태의 존재성을 더 나아가 그 형태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근본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Light and Darkness는 빛과 어둠에 반응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탐구하는 과정 

물입니다. 빛과 어둠이 맞물려서 그려내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 빛과 

어둠으로 생명력을 창조해내는 형태에 대한 진지한 탐구입니다. 

 
 

“Tree of Life”는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은 자연의 나무와 무척 닮았습니다. 나무는 

빛과 어둠으로 살아 숨 쉬는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 작품인 “Tree of 

Life”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오브제들은 개별의 빛과 어둠을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별의 오브제들이 서로 의지하고 맞물려 완전한 나무 형태로 뭉쳐지면 개별의 빛과 어둠이 

우리의 빛과 어둠으로 승화돼 빛과 어둠으로 살아 숨 쉬는 나무가 됩니다. 인생은 밝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만으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의 

무거움을 느끼고 어둠이 있기에 빛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무에 

드리운 빛과 어둠도 바뀝니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던 부분이 어둠으로 덮이고 칠흑같이 어둡던 



공간이 서서히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구성된 생명 (빛과 어둠)의 

나무는 사랑, 즐거움, 기쁨 행복과 같은 밝음과 슬픔, 분노, 절망 고통과 같은 어둠을 동시에 지닌 

우리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작품을 발전시키는지요? 

“Light, Darkness and the Tree”의 경우 글을 다듬으면서 작품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글은 때때로 

가장 추상적이고 때때로 가장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글을 다듬으면서 작품의 

생각을 글로서 구체화 시켰고 글을 시각화시키는 과정으로 작품을 발전시켰습니다.  

 
 

“Passage of time”은 무엇입니까? 

사진은 빛의 반사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너무나 빠르기에 사진은 순간밖에 기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진의 본성일 겁니다. “Passage of Time”은 이런 사진의 본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진기를 통해 순간을 잡아내기 보다 시간의 흐름을 잡아내기 위한 도전을 하기 

위함은 시간의 흐름이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어휘를 증명하고 구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ideness”는 무엇입니까? 

“Sideness”는 현실공간과 투영된 공간을 이용하여 사진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사진 속에서 공간은 시간의 채움으로 재해석됩니다. 공간을 순간 보다는 시간의 

흐름으로 채우기 위해서 카메라는 현실 공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 현실 공간의 

움직임이 주변 물체에 반사/투영된 가상 공간의 움직임도 동시에 기록합니다. 반사/투영은 빛의 

움직임, 즉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빛의 움직임 (시간의 흐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현실의 공간과 투영/반사된 공간을 이등분으로 나누어 강렬히 대조시킵니다. 

 
 

“Birth and Death”는 무엇입니까? 

“Birth and Death”는 제 조각품인 “Light and Darkness”를 통한 탄생과 소멸에 대한 탐구입니다. 

“Light and Darkness”는 빛과 어둠이라는 어휘로 빚어진 오브제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제는 시간의 

축의 회전(흐름)에 따라 때때로 어둠으로 인해 존재가 소멸하여지며 때때로 빛으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을 통해 빛과 어둠을 이용하여 탄생과 소멸이라는 어휘를 구체화 

시킵니다. 카메라는 “Light and Darkness”가 빛과 어둠으로 소멸하여지고 탄생하는 시간의 

발자취를 기록합니다. 

 
 

“Diary between Light and Darkness”는 무엇입니까? 

“Diary between Light and Darkness”는 제가 일상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을 제 조각품을 통해 

표현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웹사이트 내에서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쓰시나요? 



Fuji X PRO-1, Fuji X T-10, Leica D lux 3 그리고 iPhone을 사용합니다.  

“HAWIN / How Architecture Works IN”은 무엇입니까? 

“HAWIN / How Architecture Works IN?”은 건축적 비평 사고로 작품을 바라보고 구체화시키는 제 

고유의 작가 정신입니다. 건축은 인간과 자연을 떠나서 정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태와 공간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빛, 어둠, 형태 더 나아가 

생명을 기본으로 하는 제 작품들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근본을 이루게 합니다.  

 

앞으로 현대 사회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는 환경 속에서 제 작품이 어떻게 대응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고찰할 예정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극심한 

인구 밀도, 환경 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끝없이 상승하는 거주지의 가격과 같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제 작품을 보다 치열한 사고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건축을 공부했는데 왜 조각, 사진 비디오 작업을 하는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여러 작업을 진행할 수록 모든 작업이 서로 얽히고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Light, Darkness and the Tree” 프로젝트는 무척이나 건축적입니다. 형태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예술과 달리 각각의 작은 오브제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위해서 내부공간을 가지고 그 

내부 공간의 기능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조립됩니다. 사진은 빛과 어둠을 시각화하기에 너무나 

좋은 매체이며 비디오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제 작업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 작품 속에서 건축, 사진, 조각 비디오들은 

규모와 도구의 차이만을 드러낼 뿐 모든 작품 들은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사람을 

탐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다름 예술가들이 있습니까? 

세바스티앙 살가도 (Sebastian Salgado)의 사진들은 현대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잔인할 정도로 

직시하게 도와줍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의 조각품은 동시대가 가지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스기모토 히로시 (杉本博司)의 사진들은 빛과 어둠의 

탐구라는 제 주제에 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작가 이재효의 조각품들은 분절과 조립을 통한 

규모의 변화를 심도 있게 탐구하게 합니다. 핑크 플로이드 (Pink Floyd)의 음악은 제게 도전과 

진보라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시규어 로스 (Sigur Ros)의 음악과 비디오 들은 음악, 사진, 미술 

그리고 비디오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웨스 앤더슨 (Wes 

Anderson)의 영화는 아름다운 색감과 완벽한 구도 그리고 작품 속에서 녹아나는 따뜻함을 배우게 

합니다. 루이 칸 (Luis Kahn)의 건축물은 빛과 어둠을 어떻게 건축 규모로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중한 스승들인 렘 쿨하스 (Rem Koolhaas)와 

조슈아 프린스 라무스 (Joshua Prince-Ramus)는 작가가 자기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제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 작품은 순수 예술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예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술이 결코 예술가 혹은 유명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진 누군가가 만든 그 어떤 것으로 한정되어 정의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예술가의 무의미한 낙서보다는 이름 모를 농부의 정성 어리게 만들어진 들판의 

허수아비가 더욱 주변을 아름답고 즐겁게 만드는 훌륭한 예술품일 것입니다. 

톨킨의 소설인 니글의 잎사귀 (Leaf by Niggle)에서 니글 (Niggle)이 생명이 깃든 나무를 그리기 

위해 하나의 잎사귀를 그리는데 평생의 정성을 쏟는 것처럼 예술은 예술가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 속에서 탄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작업인지는 일련의 작가의 숭고 어린 정성과 더불어 시대의 보편 타당적인 공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좋은 예술이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과로써 판단이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술만은 그 예술 작품을 창조해낸 

작가의 맥락 속에서 판단 되는 듯하고 계속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캔버스의 무의미한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도 작가의 삶과 그의 작품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무의미한 낙서인지 

아니면 가치 있는 그림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들은? 

나무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큰 규모로 구체화 시켜볼 예정입니다. 규모의 차이는 분명 많은 

소중한 경험을 제게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작품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제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