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화가다. 우리말로는 환쟁이라 한다. 나는 환쟁이란 말이 좋다. 거짓말쟁이가 연상된다. 그림이 진정성

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행복함도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구토를 했는데도 시원치 않

고 속이 쓰린 느낌이 된다. 동시에 거짓말쟁이가 된다. 진정으로 괴롭고 아프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싶다.  

 환쟁이에게 종이는 정말 좋은 친구이다. 가끔은 전쟁하는 전장이다. 환쟁이는 공간을 나누고 메

꿔가며 제압해야 한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에는 둥글고 자연스럽게, 공간과 함께 춤추듯 놀며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대가의 경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내 나이 예순다섯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

까. 광기와 슬픔과 도취와 즐거움을 아주 잘 분배할 수 있게 말이다. 그러나 아직은 젊기에 둥근 척 노력하며 

연출하고 연기한다. 

 시간은 자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내 그림의 원천이 된다. 정

말 중요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들, 그리고 자연 그 자체이다.”







갤러리 소굴 



� 10

빨래터에 활짝 핀 무용수 Dancer Blooming on Washing Place
종이에 유성색연필, 드로잉잉크, 아크릴물감 Oil colored pencil, ink, acrylic on paper | 18.2 x 22.6cm | 2008

1



11 12

내가 그대 앞을 지나든 그대가 내 앞을 지나든 중요하지 않아요 

No Matter Whether I Pass by You or You Pass by Me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26.8 x 19.2cm | 2008

2 내 보석같은 고양이와 

지붕 위 산책

Walking on Roof 
with My Jewelike Cat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19.1 x 26.8cm 

| 2007

3



13 14

구름놀이 

The Cloudplay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22.6 x 18.5cm 

| 2008

4



15 16

꽃처럼 활짝 핀 닭과 잠든 병아리 Blooming Cock and Sleeping Chick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21.6 x 28.5cm | 2008

5 상상동물 밥주기 Feeding Fantasy Animals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18.5 x 22.8cm | 2008

6



17 18

오리와 함께 폭포 다이빙 놀이 Waterfall Diving with Duck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21.7 x 28.9cm | 2008

7



1� 20

세상모르고 빙글빙글빙그르르 

Round and Round and Rrround Without Thinking
종이에 드로잉잉크, 색연필 Drawing ink, colored pencil on paper | 21.0 x 29.5cm | 2008

8 신과 인간의 과학이 전쟁하는 날 

The Day Making War Between God and the Science of Man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18.7 x 22.7cm | 2008

9



21 22

물고기고추 The FishPenis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2.7 x 18.4cm | 2008

10

무사 The Knight
종이에 드로잉잉크, 색연필 Drawing ink, colored pencil on paper | 29.6 x 21.2cm | 2008

11

개올림픽 The Dogolympic
종이에 드로잉잉크, 색연필, 금분, 은분, 동색반짝이 

Drawing ink, colored pencil, gold and silver powder, copper glittering powder on paper

| 22.5 x 18.5cm | 2008

12

나비올림픽 The Butterflyolympic
종이에 잉크, 색연필, 메탈파우더 Ink, colored pencil, metal powder on paper | 31.3 x 18.1cm | 2008

13



23 24

새춤피아노연주곡 The Birdance Piano Playing
종이에 드로잉잉크, 색연필 Drawing ink, colored pencil on paper | 38.6 x 26.7cm | 2008

14



25 26

바람의 순환 Circulation of Wind
종이에 잉크, 색연필, 아크릴물감, 금분, 은분 Ink, colored pencil, gold and silver powder on paper | 31.3 x 18.2cm | 2008

15 우주 피아니스트 The Space Pianist 
종이에 잉크, 색연필, 금분 Ink, colored pencil, gold powder on paper | 31.6 x 18.3cm | 2008

16



27 28

알과 함께 잠들다 

Sleeping with Eggs
종이에 아크릴물감, 금·은분, 

잉크 Acrylic, gold and silver 

powder, ink on paper 

| 18.2 x 31.2cm | 2008

17 노인의 우주 산책 The Old Man Spacewalking
종이에 아크릴물감, 잉크, 금분 Acrylic, gold and silver powder, ink on paper | 18.6 x 22.7cm | 2008

18



2� 30

여우말과 함께 잠이 들다 Sleeping with Foxhorse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19.2 x 27.3cm | 2007

19 우주 피아니스트 The Space Pianist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39.6 x 26.7cm | 2007

20



31 32

소와 소년 The Bull and the Boy
종이에 아크릴물감 Acrylic on paper | 17.5 x 17.5cm | 2007

21

하얀 여우 White Fox
종이에 유성파스텔 Oil pastel on paper | 22.8 x 9.6cm | 2007

22

고양이섬의 꼬리를 잡아당겨 개구리물고기를 지켜줘야지

I Would Help Frogfish by Pulling the Tail of Catisland
종이에 색연필, 아크릴물감 Colored pencil and acrylic on paper | 19.2 x 26.7cm | 2007

23



33 34

사냥 The Hunting
종이에 잉크 Ink on paper | 31.3 x 18.3cm | 2008

24

거북이 세수 Turtles Face-washing
종이에 잉크, 금분 Ink, gold powder on paper | 31.1 x 18.2cm | 2008

25

대천사까마귀대마왕 The Archangel Crow Satan
종이에 잉크, 금분 Ink, gold powder on paper | 18.3 x 31.2cm | 2008

26



35 36

킹까마귀의 점심식사 Kingcrow’s Lunchtime
종이에 아크릴물감, 수채물감, 금·은분 Acrylic, watercolor, gold and silver powder on paper | 22.3 x 27.8cm | 2008

27 하늘 위 피아니스트와 새 합창단 The Pianist and The Bird Choir in Mid Air
종이에 아크릴물감, 금·은분 Acrylic, gold and silver powder on paper | 19.1 x 26.7cm | 2008

28



37 38

거북이낚시 The TurtleFishing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19.3 x 26.6cm | 2008

29 연못놀이 The Pondplay
종이에 수채물감 Watercolor on paper | 22.3 x 27.8cm | 2008

30



3� 40

개구리왕자 The Frog Prince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1.7 x 28.5cm | 2008

31 선인장나무 나뭇잎오리 The Cactus Trees and The leaf duck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8.2 x 22.1cm | 2008

32



41 42

꽃의 품에서 잠들다 
Sleeping in the Flower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18.4 x 22.7cm | 2008

33

산과 호숫가 오리 산책 

Walking by Lake and Mountain
with Duck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1.3 x 28.6cm | 2008

34



43 44

여우꼬리낚시 The Foxtailfishing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1.7 x 28.5cm | 2008

35 사막 낙타와놀기 Playing with Camel in Desert
종이에 유성색연필, 아크릴, 금분 Oil colored pencil, acrylic, gold powder on paper | 28.0 x 22.2cm | 2008

36



45 46

무제 Untitled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18.5 x 22.7cm | 2008

37 개신 Dogod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18.5 x 22.6cm | 2008

38



47 48

춤추는 가네샤 Dancing Ganesha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18.5 x 22.7cm | 2008

39 하얀 여우와 개구리 새 그릇 White Fox, Frog, Brid and Bowl
종이에 크레용, 유성색연필 Crayon,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26.1 x 20.0cm | 2008

40



4� 55

고양이빗 The Catcomb
종이에 잉크, 메탈릭컬러 Ink, metallic color on paper | 18.3 x 31.2cm | 2008

49무제 Untitled
종이에 유성색연필 Oil colored pencil on paper | 22.2 x 28.8cm | 2008

41



56 57

자화상 

Self Portrait
종이에 아크릴, 비즈 Acrylic, 

beads on paper | 18.9 x 

23.1cm | 2008

50 무제 Untitled
종이에 아크릴, 잉크 Acrylic, 

ink on paper | 28.2 x 31.3cm

 | 2008

51



58 5�

자화상 Self Portrait
종이에 크레욜라, 잉크 Crayola, ink on paper | 21.6 x 28.6cm | 2008

52



60 61

무제 Untitled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1.6 x 29.6cm | 2008

53 부처님들 Buddhas
종이에 금분, 색연필, 아크릴, 잉크 Gold powder, colored pencil, acrylic, ink on paper | 18.6 x 31.5cm | 2008

54



62 63

무제 Untitled
종이에 수채물감, 티벳 부적 Watercolor, Tibetan amulet on paper | 21.6 x 28.1cm | 2008

55 벌고양이 오리습격사건 Beecat Attacks Duck
종이에 수채물감, 티벳 부적 Watercolor, Tibetan amulet on paper | 22.6 x 27.9cm | 2008

56



64 65

거북이요가 Turtle Yoga
종이에 잉크 Ink on paper | 12.2 x 17.2cm | 2008

57 연못놀이 The Pondplay
종이에 잉크 Ink on paper | 12.4 x 17.2cm | 2008

58



66 67

긴 다리 밑에서 그림 파는 사람 Painting Seller Under Long Bridge
종이에 아크릴물감, 오일파스텔 Acrylic, oil pastel on paper | 32.9 x 81.3cm | 2008

59



68 6�

물가의 수탉 Cock by Waterside
종이에 포스터컬러 Poster color on paper | 20.8 x 29.6cm | 2008

60 게 The Crab
종이에 포스터컬러 Poster color on paper | 29.5 x 21.0cm | 2008

61



70 71

새와 나 Bird and I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19.8 x 27.9cm | 2007

62



72 73

내 달을 물지 말아요 Don’t Bite My Moon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1.7 x 28.8cm | 2008

63



74 75

오리 안은 부처님 Buddha Holding Duck in Arms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19.1 x 27.4cm | 2008

64



76 77

소와 나 Bull and I
종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paper | 21.9 x 28.5cm | 2008

65



78 7�

토끼새 The Rabbitbirds
나무판에 반짝이물감, 은분, 잉크 Glitering color, silver powder, ink on panel | 31.3 x 18.2cm | 2008

66 모자거북이 The Haturtles
나무판에 반짝이물감, 아크릴, 색연필 Glittering color, acrylic, colored pencil on panel | 12.1 x 17.1cm | 2008

67



80 81

황금실내정원 Golden Indoor Garden
종이에 아크릴, 잉크 Acrylic, ink on paper | 27.2 x 19.2cm | 2007

68

개떼들 Dogs
나무판에 아크릴 Colored pencil on panel | 21.0 x 14.1cm | 2008

69

새들의 실내산책 Birds’ Indoor Walking
나무판에 아크릴, 색연필 Acrylic, colored pencil on panel | 18.4 x 31.0cm | 2008

70



82 83

화이트초코릿풍명품시대 Whitechocolatesque luxurious Era
나무판에 젯소, 아크릴, 색연필 Gesso, acrylic, colored pencil on panel | 18.3 x 30.2cm | 2008

71 다크초코릿풍명품시대 Darkchocolatesque luxurious Era
나무판에 검은색 젯소, 미디움, 색연필 Black gesso, medium, colored pencil on panel | 18.4 x 31.0cm | 2008

72



84 85

흰왕관새 The Whitecrownbird
나무판에 아크릴, 금분 Acrylic, gold powder on panel | 17.9 x 29.5cm | 2008

73 까만왕관새 The Blackcrownbird
나무판에 아크릴, 금분 Acrylic, gold powder on panel | 17.9 x 29.5cm | 2008

74



86 87

개싸움 The Dogfight
나무판에 붉은색 파우더, 아크릴, 젯소 Red powder, acrylic, gesso on panel | 31.2 x 18.2cm | 2008

75



88 8�

개구리 The Frog
나무판에  잉크, 아크릴 

Ink, acrylic on panel

 | 18.5 x 22.4cm | 2008

76 고양이 The Cat
나무판에  아크릴  Acrylic on 

panel  | 22.4 x 17.9cm

 | 2008

77



�0 �1

행복한 아이 Happy Kid
나무판에 아크릴, 잉크, 5루피 Acrylic, ink, 5 rupee on panel | 18.2x31.2cm | 2008

78 물고기인간 The Fishman
나무판에 아크릴, 젯소, 비즈 Acrylic, gesso, beads on panel | 24.8x30.0cm | 2008

79



�2 �3

파도 The Waves
나무판에 아크릴 Acrylic on panel | 25.1x 29.3cm | 2008

80 무제 Untitled
나무판에 젯소, 아크릴 Gesso, acrylic on panel | 18.3 x 31.2cm | 2008

81                     



�4 �5

인생 Life
캔버스에 포토잉크, 아크릴, 젯소, 금분 Photo ink, acrylic, gesso, gold powder on canvas | 60.6 x 72.7cm | 2008

82



�6 �7

무제 Untitled
나무판에 포토잉크, 젯소, 아크릴 Photo ink, gesso, acrylic on panel | 18.8 x 22.9cm | 2008

82 밀짚모자까마귀 계단 오르기 The Straw Hat Crow Going Upstairs
캔버스에 포토잉크, 젯소, 아크릴 Photo ink, gesso, acrylic on canvas | 24.2 x 33.4cm | 2008

83



�8 ��

황금빛하늘산책 The Golden-Colored Skywalking
나무쟁반에 젯소, 아크릴 Gesso, acrylic on wood tray | 33.2 x 45.0cm | 2008

84 내 고향의 봄비 The Spring Rain on My Hometown
캔버스 뒷면에 색연필 Colored pencil on back of canvas | 31.8 x 40.9cm | 2008

85



100 103

86  
피아노 치는 손 

Hands Playing the Piano
틴캔에 아크릴 Acrylic on tin can | 6.6 

x 9.5 x 5.0cm | 2008 

87  
머리 위 까마귀 

The Crow Overhead
골판지에 아크릴 Acrylic on corrugated 

cardboard | 9.7 x 9.7cm | 2008

88  
새를 탄 아이 

Kid riding on bird
종이에 아크릴 Acrylic on paper | 8.4 x 

8.4cm | 2008

무제 Untitled
종이에 목탄 Charcoal on paper | 13.8 x 24.5cm | 2008

92



104 105

93 드로잉 Drawings



106 107



108 10�



110 111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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