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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미술대학을 진학하려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여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대학졸업후에는 미술의 원리와 일맥상통한 발명으로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 사업에 성공하였으나, 

IMF때에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암투병을 시작하였고, 인생을 차분하게 정리하기위해 어릴 적 

소망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자연이 많은 대전에 살면서 한남대학원에서 미술학을 전공하였다. 초기의 작품군들은 박물관의 

나비를 생태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밀한 묘사를 반영했다. 그런 몰입을 통해서 육신에서 계속적으로 

보내오는 통증을 잊으려 했다. 호전되는 건강과 미술을 대하는 나의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 점점 

더 비례하면서 커갔다.

나비는 스스로 핀을 뽑고 유리창을 깨고 날아가야만 한다는 바램이 끝내는 실현되었다. 나비의 

개념은 처음에는 역설적으로 박제된 나비를 통하여 강렬한 자유의지의 상징으로 시작하여 근래에는 

역사와 시간을 넘나드는 매개체 역할로 바뀌었다.

활발한 해외 전시를 꿈꾸면서부터 한국적인 배경을 작품에 반영하려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다. 

언젠가부터 배경에 나비가 들어갈 자리가 비좁아지면서 나비를 떨쳐 보내야만 했다.

2018년에 '고구려 판타지' 컨셉의 개인전을 준비하면 쌀이라는 소재를 만났다. 요즘은 쌀을 소재로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명의 순환적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작품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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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순환 The cycle of life)-01

한민족의 역사는 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이며, 우리민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힘의 원천이 되었으며,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

비를 통하여 우리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쌀은 대지가 가져다주는 양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

지하고 탄생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한민족은 평평한 땅과 물이 가까이 있으면 벼농사를 지었

다. 인류는 농사를 지으면서 머리가 좋아졌고, 온순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쌀은 생명의 양식

인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는 인류애의 간접적 산물로 여겨도 될 것이다. 

2018년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고구려의 역사와 유물, 영토를 조사하면서 쌀'이란 소재를 만

나게 되었다. 그 당시 작업의 대부분의 구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입체문양을 360°로 평평하

게 펼치는 형태였다. 그런 구조에 문양 대신에 쌀알 모양을 대입시켜 중심에서 테두리로 확장

되는 형태의 쌀작업이 시작되었다. 

원이 계속 반복되면서 화가의 처지와 닮아서 니이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의 철

학 '영원회귀(永遠回歸, Ewige Wieder-Kunft)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요즘은 강강술래를 

연상시키는 한복의 화려한 색상을 작품에 도입했다. 지금껏 모노톤에 머물러 지루했던 작업

의 시간을 다양한 칼라를 다루는 흥미에 한동안 매료되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결과물

을 보면 재스퍼 존스(Jasper Johns)의 과녁(Target)과 닮아 있지만, 사실은 프랭크 스텔라

(Frank Stella)의 변화무쌍한 작업에 용기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의 형태는 둥근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47가지의 색깔이 사용되었고, 원은 쌀 모양이 연

결된 고리이며 91줄의 원에 약 36,500개의 쌀이 묘사되어 있다. 중앙에서 시작되어 겹겹이 

확장되는 원과 동시에 같은 색으로 테두리에서 안쪽으로 소멸되는 원이 중간의 직경 64cm 

부근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구조이며 이는 생명의 순환과 연관되어 있다. 

Cycle of life-01_diameter 130cm_Acrylic on Canvas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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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AL (021612) 

조선시대의 막사발(이도다완)은 16세기 중후반 일본에서 새롭게 떠 오른 지배계층의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 그릇 바닥의 굽에 맺힌 매화꽃 모양의 유방울, 차인들은 이를 매화피(가이라

기)라 하여 찻 그릇이 지닌 매력의 하나로 여긴다. 유방울은 거칠게 손질한 그릇 표면(특히 굽 

주변)의 유약이 소성시 불균일하게 뭉치는 현상으로서 옛 그릇들에서는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유방울 현상은 숙련된 옛 사기장들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기교중 하나이며 의도적인 

우연의 효과로 탄생된 결과이다. 조선시대 막사발은 비대칭에서 오는 심오한 균형과 인간적 

감촉, 특히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다완의 굽에는 유약이 몽글몽글 흘려내려 응결해 생긴 매화

피는 극치의 한국적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둥근 캔버스의 두께부분을 다완의 굽으로 생각하고 측면과 전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매화피의 

구불거리는 느낌을 시도해 봤다. 상감청자의 정교한 문양과 조선시대 막사발의 매화피 굽을 

작품에 융합시키는 시도로 단지 두께로만 봐왔던 부분을 지대한 조연 역할의 화면으로 전환

시켰다.

평론가와 대화 중에 작품의 테두리에만 있는 울퉁불퉁한 매화피 질감을 화면의 전면으로 끌

어와서 다음 전시의 주가 이루도록 해보겠다는 컨셉이 나왔다. 마치 화산이 폭발한 후, 속에 

응어리졌던 마그마가 다 빠지고 원천의 중앙부로 마그마의 잔해가 다시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을 상상해 보았다. 중앙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잔해들은 불규칙하지만 질서있게 산이 

되고 강이 되고 호수가 된다.

요즘은 울퉁불퉁한 이 프랙탈 형태의 금속부식 표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리 계산된 의도적

인 표현과 예측 가능한 우연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기에 재밌다. 

주제는 항상 그렇듯이 두 가지의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금속부식 표면의 느낌과 정

교한 금색 상감의 선이나 점을 통해 유구한 세월의 무덤덤한 기다림과 반짝반짝 빛나며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현 세태를 동시에 반영한다. 겹겹이 쌓여지는 투터운 질감의 붓질은 자유로

우나 멀리서 보면 심포니와 같이 어떤 한 지휘자에 맞추어 질서 있게 마티에르는 율동하고 노

래한다. FRACTAL(021612)_diameter 140cm_Acrylic on Canvas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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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처녀]

봄처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오시는고 

이은상(李殷相)의 시조에 홍난파(洪蘭坡)가 작곡한 가곡이다. 

첫 구절에 봄처녀는 이름이 봄처녀인 나비가 봄의 소식을 가지고 언덕을 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내용이다. 노

래의 선율은 단순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림이 연상되는 아름다운 여운을 가진 가곡이다. 봄처녀나비

(Coenonympha oedippus)는 동해와 남해를 제외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나비이다. 탐구심이 발동되어 가사를 쓴 

이은상선생의 고향을 조사해보니 전주였다. 부산이나 삼척, 여수 등의 해안가였다면 실망을 했을 텐데, 역시 보고 느

끼고 했으니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나왔을 거라 추측해 본다. 

그동안 많은 나비를 그렸지만 봄처녀나비는 그리지 않았다. 봄처녀나비는 보통의 부전나비의 크기로 조그마하고 안

쪽날개는 동그란 무늬가 있는 감귤색이지만 바깥쪽 날개는 시커먼 구름색에 동그란 무늬마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봄처녀나비의 친구인 도시처녀나비(Coenonympha hero)와 시골처녀나비(Coenonympha amaryllis)는 그린 적

이 있다. 도시처녀나비는 봄처녀나비의 회색 날개에 동그란 무늬가 잘 보이는 나비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시골처녀나비는 안과 밖의 색깔과 무늬가 비슷하다. 사람도 앞과 뒤, 안과 밖이 같아야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

던가? 기가 막히는 작명이다. 우리나라 나비들은 비교적 작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리면 그릴 수록 미묘한 매력에 

빠져든다. 

작은멋쟁 이나비(Vanessa cardui)가 있다.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나비이다. 몇 년 전에 전시회 때문에 프랑스에 

보름동안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 때 노르망디 해변에서 막 생명을 다한 작은멋쟁이나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나라에서만 서식하는 나비인 줄 알았다. 유럽의 작은멋쟁이나비는 무리를 이루어 지중해로부터 바다를 건너 북부 스

칸디나비아 지역까지 날아가거나 스페인에서 출발하여 지중해와 사하라사막을 거쳐 나이지리아 북쪽 열대우림까지 

4,000km를 비행한다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자료가 있다. 4~5세대를 걸쳐 캐나다에서 텍사스로, 텍사스에서 멕시

코의 고산지대까지 마치 철새처럼 이동을 반복하는 제왕나비(Danaus plexippus)도 있다. 나비학자들과 대화를 하

다 보면 "은판나비(Mimathyma schrenckii)가 최고의 나비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4.5cm의 조그마

한 날개로 4,000km 를 한(1)세대에서 비행할 수 있는 작은멋쟁이나비가 나는 최고의 멋쟁이 나비가 아닐까? 싶다. Le Papillon-97_diameter 104cm_Oil & Acrylic on Canvas_2011

작가 노트 ·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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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자유(Stuffed freedom)-671_diameter 78cm_Oil on Canvas_2020

작가 노트 · Artist's note

2년전 일본 고베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 전시를 관람한 이타미시립미술관장을 지낸 사카우에 요시타로(坂上義太

郎)선생의 평론 중에 나비에 관한 문구가 나온다. 

「 '문수만(文水萬) 시공(時空)을 넘어' - 전시실 입구 에 중앙에 걸려있는 나비가 새겨진 동그란 청동거울 모양의 작

품 <Blue hole) (지름 21 cm) 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나비는 세계에서 우정과 사랑의 상징입니다'라고 문수만은 

제작 의도를 직접 말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는 일본의 시인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1898~1965)의 단시

(短詩) 나비 한 마리가 닷탄해협을 건너 갔다'를 떠올렸다. 닷탄해협(韃靼海峡)은 현재의 마미야해협(間宮海峡)이

다. 이 시는 나비 한 마리가 사할린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간 것을 옮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조사

해 보았다. 이타미시 곤충관(효고현)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에 서식하는 큰 흰 나비는, 드물게 기후 상황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오기도 합니다. 또 홍콩이나 대만에 서식하는 왕나비는 오키나와를 경유하여 간사이까지 날아옵

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비가 생각보다 높고, 멀리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 

사카우에선생의 글을 여러번 읽어보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불모지의 땅에서 계속해서 개인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가상하다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cm의 날개로 해협을 건너 또 다른 육지로 비행한다는 

무모한 실천도 용기가 없으면 시도도 못하고 끝날 것이다. 

나에게 미술은 단지 투병에서 육신의 자유로움을 얻고 싶어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술을 지키기 위해 육신을 

태워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자유의지'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리는 나의 붓꽃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나비가 되었다. 

나붓거리며 하늘을 날아올라 이리저리 바람을 타고 자유로움을 만객하던 화려한 시절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리박스 속에 고정되어 버렸다. 

박물관의 나비를 보는 순간 내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하였다. 

지금껏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원인을 남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시절을 보냈다. 

이젠, 처절한 날개 짓만이 진정한 자유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호흡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붓 길을 나비 따라 가노라면 어느새 한 오라기의 붓끝과 시선만 남고 중간의 육신은 사라

진다. 

뒤늦게 운명처럼 다가온 미술, 이 젠 나의 전부가 되었다. 

유행처럼 뒤따르는 쉬운 길은 가지 않으리라. 」 



Potter's wing-02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국보 제68호)의 3차원 형태를 2차원으로 펼쳐놓은 작업이다. 

천년 전 청자를 빚는 도공이 현세에 나비로 환생해서 자기 작품을 되돌아본다는 간단

한 내러티브로 출발하여, 천민으로 살면서 청자작업에 혼을 불태워 오늘날 소중한 유

산을 남긴 선조 도공들의 애틋한 삶을 재조명한다는 것이 작품의 주제이다. 그 때 도공

들의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물감을 수십 겹 덧바르고 깎

아내어 도자기의 상감기법을 물감으로 재현하였다. 

작품에서 항상 등장하는 나비의 역할은 이전의 박제된 나비형태의 작품에서는 역설적

으로 자유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현했다면, 근래의 청자 위의 나비가 올려진 작품에

서는 역사의 시간을 넘나드는 매개체 역할로 나비의 상징성이 변화되었다. 

리얼한 나비의 묘사와 회화적 상감기법의 청자표현으로 관람자들에게 현실과 비현실

의 혼돈을 주는 작품 형식은 사실적 재현과 환영 효과로의 유도로 비움과 채움, 현실과 

비현실. 허구와 실존의 경계에 대한 작가 의 탐구적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었다. 

Potter's wing-02_diameter 210cm_Oil & Acrylic on Canvas_2016

작가 노트 ·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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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ather(021609) 

김홍도가 6명의 화원과 함께 3년간 걸쳐 완성한 정조대왕 화성행차도 '원행을묘정리

의괘'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과거로 갈 수 있는 망원경을 통

해 보고있는 것 처럼 표현했다. 

임금의 가마와 뒤 따르던 어머니 혜경궁 홍씨 가마 그리고 옹주 2명의 가마를 한꺼번

에 보기위해 중간의 호위 병사를 주변으로 분산시키고 가마 간의 간격을 줄였다. 원 테

두리 끝까지 근접해서 병사들을 배치한 것은 행사의 규모가 훨씬 더 성대한 규모로 이

뤄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임금의 가마를 지키는 병사들 숫자보다 어머니 가마의 호위

병사가 훨씬 많았던 것은 그대로 반영하였다.

물감을 이용한 2중 상감기법과 나전칠기의 기법을 회화에 적용시켰다.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동기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전시관계로 한달 넘게 있으면서 시내

에 있는 '군주들의 행진(100미터가 넘는 타일 작품)'을 매일 보면서 우리에게도 더 나

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미술로 독일 사람들 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작품은 2018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에 소장되었다

To Father(021609)_diameter 180cm_Oil & Acrylic on Canvas_2016

작가 노트 ·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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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수월래1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토록 노래를 불러오지 않았던가?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의 기쁨을 강강술래 춤을 

추듯이 작품에 실었다. 

퍼즐같은 조각으로 연결되는 연작은 꺼려하지만 작업공간이 좁아진 이유와 

코로나시즌으로 소품을 주로 하다보니 조그마한 작업에 익숙해진 이유도 있었다. 이 

작품과 같은 컨셉의 '신통일무'의 퍼즐작품과 서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의 구도이다. 

아크릴물감 98가지의 색깔이 사용되었고 조색은 하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조각이다 

보니 작업도중에 틀렸을 경우 빠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쌀알 모양은 

약 26,000개를 그렸고, '신통일무'와 '통일수월래' 2점을 완성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놀이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술래' 보다는 의식이나 행사로의 의미가 강한 '수월래'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택했다.

통일수월래1_102x102cm(20x20cm, 25pcs)_Acrylic on Canvas_2020_

작가 노트 ·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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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노트 ·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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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011707)

나비가 많이 새겨진 유기담배합(부산시립박물관 소장)을 모티프로 입체를 평면으로 

펼쳐 놓았다.

박물관의 담배합은 황동판을 두들겨서 뚜껑을 만들고 그 표면에 문양을 세긴 문화재로 

섬세함과 문양배열이 아름다움의 극치로 보였다. 비록 궐련을 보관하는 통이지만 마치 

예술 혼이 담겨있는 보배와 같았다. 일상의 작은 용기로 쓰였던 물건에도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선조 장인들의 예술 혼이 자랑스럽다.

원작의 애틋한 수고로움을 알기에 본 작품에 수십 번 덧칠하고 깎아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오래된 느낌을 표현 하려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그 

오류를 순수하다고 가정하고, 그 순수한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narrative)로 

이 작품은 시작되었다. 지구본을 세계지도로 펼쳤을 때 공간의 왜곡이 생긴다. 어떤 

대륙은 더 커지고 또는 작아지고 바다 또한 마찬가지다.

선조들이 남기고 간 유물표면에 새겨진 문양의 적극적 재배열과 부분적 창안으로 

왜곡의 공간을 매꿔나가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였다. 이전의 청자작업에서 표면의 

집중적 몰두와 마찬가지로 요즘 작업에서도 금속표면에 정교하게 세공된 문양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녹슨 표면에 집중하였다.

이 작품은 2018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에 소장되었다

Cloud(011707)_Ø175cm_Acrylic on Canvas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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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of Time(111801)_diameter 118cm_Acrylic on Canvas_2018

(고려시대 청동거울의 정교하게 세공된 뒷면을 세월의 부식된 흔적을 표현)

Gate of Time(121801)_diameter 118cm_Acrylic on Canvas_2018

(청동거울의 앞면 실제크는 17cm 정도지만 확대하였다)

작품 이미지 · Image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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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cre(221804)_diameter 191cm_Acrylic on Canvas_2018

(철화분청사기의 물고기와 오리문양을 원형으로 펼쳤다)

Simulacre(231804)_diameter 191cm_Acrylic on Canvas_2018

(철화백자의 느낌을 도판형태로 페인팅했다)

작품 이미지 · Image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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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of life-26_diameter 83cm_Acrylic on Canvas_2019

(56줄의 원에 약 13,400개의 쌀이 묘사되어 있다)

Cycle of life-26_diameter 83cm_Acrylic on Canvas_2019

(66줄의 원에 약 18,400개의 쌀이 묘사되어 있다)

작품 이미지 · Image of works



평론 · Art critic

14

상징적 우주의 메아리

이선영(미술평론가)

작가가 영감을 받은 도자기나 담배함 같은 옛 물건들보다는 크지만, 세계를 담기에는 턱없이 작은 원형의 
캔버스에는 세계를 압축하여 재현한 상징적 우주가 있다. 에밀레 종에서 유래한 소리나 울림을 표현한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압축 재생이라는 말도 어울리리라. 원형 구도를 가지는 그의 작업은 많은 것들을 
하나로 융합시키지만, 세목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작가는 세목들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여 
경계를 흐릿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략은 유한 속에 무한을 담는 문수만의 방식일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Simulacre’와 ‘Fractal’ 시리즈가 주를 이루고, ‘Cloud’, ‘Coherence’, ‘Bronze Mirror’ 
‘Gate of Time’ 등이 나왔다. 큰 것은 지름이 2 미터가 넘는 원형 캔버스들은 원 속에 또 다른 원들을 
배치하면서 하나의 우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주들을 보여준다. 마술의 원(magic circle)처럼 그어진 하나의 
원형 안에 다시 접어 넣은 또 다른 소우주들은 서로 공명하면서 의미를 증폭시킨다. 

그가 주로 감흥을 얻는 자연과 문화재급의 유물은 정교함이 특징적이지만, 또 하나의 원천은 최초의 전공인 
엔지니어적 정밀함이다. 이전 시대에 장인은 예술가이자 기술자였고, 개념화가 많이 진전된 현대미술에서도 
제작과정은 작품의 독특함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소이다. 서울 근교의 공장 한 켠에 자리한 그의 새로운 
작업실은 예술과 자연, 그리고 기예를 나누는 인공적 경계를 무화시키는 작품의 산실로 적당해 보인다. 
문수만의 작품은 옛 유물을 포함한 자연 등, 세계를 모사한 것이기에 ‘시뮬라크르’이며, 모사의 방식에 
있어서 대우주와 소우주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프랙털’과 연관된다. ‘거울’이라는 소재는 어떤 법칙 또는 
규칙이 무한 반사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소리의 경우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멀리까지 퍼져 나간다. 
‘시간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작가에게 이전작품에 명확했던 선적 경계는 흐려지는 경향도 보인다. 그것들은 
‘구름’처럼 가장자리가 모호하다. 

‘원본 없는 복제’(들뢰즈)로 정의되는 용어 ‘시뮬라크르’가 그의 주요 시리즈의 제목이 된 것은 백자와 청자, 
분청사기 등 그가 선호하는 옛 유물의 색감과 질감, 그리고 무늬를 참조한 것에서 왔다. 미술사가들은 시작과 
끝이 선처럼 이어지는 역사적 규범을 적용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도공들을 추적하고 싶겠지만, 극소수의 
훼손되지 않은 유물과 파편들은 그것들이 대부분 이름 없는 도공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다만 
시대의 양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또한 개인의 독창적인 산물은 아니다. 작가는 배치를 통해서 
이전의 것들을 변주한다. 이미 존재하는 형태와 상징은 배치를 통해 변화한다. 새로운 배치로부터 재현이 
아닌 생성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입체 위에 새겨졌을 무늬가 원형캔버스에 옮겨지면서 생겨난 빈공간에 
작가가 개입할 여지는 많아진다. 그 공간은 더욱 넓어져서 참조대상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둥그스름한 캔버스는 그의 작업에 내재 된 ‘영원회귀(永遠回歸)’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품는다. 작은 원들이 
큰 원안에 빼곡이 자리한 작품 [Simulacre(241804)]는 회귀의 과정이 무한함을 알려준다. 자연 또한 
무한히 회귀한다. 죽은 듯하다가도 이듬해에 다시 피는 꽃, 다시 생겨나는 나비 같은 동식물은 진화라는 
대역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매해 다시 발생하는 개체들로, 문수만의 작품에서 원과 원 사이, 원의 안팎에 
자리한다. 물론 용이나 봉황같은 가상의 생물체 또한 포함된다. 이 가상생물체들은 무(無)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 동물들의 부분에서 따온 복합체들이다. 가령 문수만의 작품에서 패턴으로 나오는 돼지 코는 
용의 코이기도 하다. 이전 시대의 자연 및 자연의 과정을 담은 물건들에는 자연의 이치와 닿고자 한 불교같은 
종교(또는 정신체계)의 도상으로 남아있으며, 관객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시감을 좋게 또는 나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기존의 상징적 의미가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처리한다. 

그의 작품에서 상징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다가(多價)성을 가진다. 도자기 풍의 외관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동양적인 것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근대이전의 서구의 세계관인 ‘존재의 대연쇄’을 
떠올리는 층층의 구조 또한 전능한 존재로부터 비롯된 신성한 질서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작품 
[Simulacre(231804)]에서 나타나듯, 그의 최근 작품에서 명확한 경계는 사라져간다. 구름 모양의 
언덕 위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그 사이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미지의 세계 가운데에는 이 모든 지상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을 태양같은 존재가 자리한다. 방사되는 빛은 식물의 잎처럼 보인다. 지상에서 최초로 
빛을 접수하는 것은 엽록소가 있는 부위이다. 그것이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격세유전적인 과정을 통해 관객 앞에 걸려있는 예술작품도 가능해진다. 작품 
[Simulacre(201804)]와 [Simulacre(181804)]에서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것은 마치 짙은 안개나 구름이 낀 
듯한 우주이다. 

보통 부정확한 것이 정확하게 되는데, 그의 작품은 거꾸로다. 문수만의 작품에서는 더 많이 작업한 것이 
더 부정확하다. 80% 할 때까지는 경계가 완벽하다고 한다. 그러나 물감을 뿌리거나 사포로 갈거나 하면서 
정확한 형태를 흐릿하게 한다. 이전의 청자 작업이 완벽주의에 집착한 스타일이라면, 요즘 작업은 좀 더 
열어두고자 한다. 열린 체계로의 진화이다. 갈아내면서 작가가 상감기법으로 심어놓은 형태를 다시 찾아 
나간다. 빈티지 스타일로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덮여있는 것이다. 사각형으로 
된 유일한 작품 [Simulacre(091803)]를 제외하면 ‘시뮬라크르’ 시리즈의 기본구도는 원이다. 청자나 
백자를 닮은 색감 때문에 둥근 형태는 천구(天球)를 떠올린다. 문수만의 작품에는 이러한 구들이 크기와 
위치를 달리하며 수많은 비눗방울처럼 자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연적이기 보다는 필연적인 연쇄망을 
이룬다. 선이 명확하든 아니든 대칭적인 구도가 대세이다. 

아서 러브조이는 [존재의 대연쇄]에서 근대가 무신론을 통해서 텅 비워 놓은 공간 이전 단계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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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하면 근대 이전 세계는 명백한, 이해하기 쉬운 단일한 구조를 가졌고, 명확한 형태일 뿐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별들을 그 표면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우주 구성단위인 천구이다. 
플라톤 이래, 원은 자기충족적인 완전함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형이상학적 원리는 자아와 우주를 
일치시켰다. 문수만의 작품이 세계와 나의 통일이기도 한 만다라 형상이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프랙털’ 시리즈에서 질서정연하게 구축된 것들이 카오스로 되돌아가는 국면은 만다라가 지워질 때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티벳의 승려들은 색색의 모래를 바닥에 뿌려가며 만다라를 짓고 그것을 다시 허물곤 한다. 

영원한 회귀가 가능하기 위해 이전 세계는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다. 티벳 승려들의 모래 장난처럼 보이는 
행위는 우주적 행위로 고양된다. 문수만 또한 정교한 상징적 우주를 구축하고 해체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백이다. 공백은 내포적 다양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지워진(또는 덮인)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일 것이다. 새나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이 하늘이라면, 
요즘 작품에 드리워지고 있는 구름들은 체계보다는 과정을 강조한다. 구름은 그 안에 결정체를 비롯하여 
여러 단계의 물질을 품고 있다. 문수만의 정교한 상징적 우주는 체계적이지만, 이 체계 또한 생멸하는 
것이다. 여러 겹의 원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간계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작품 [Cloud(011707)]는 바탕 면이 
밝아서 그런지 형태들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나비들이 가득한 모습은 나비들만큼이나 나비들이 움직일 
공간의 넉넉함을 말한다. 

작품 [Cloud(071803)]에서 물고기들이 있는 공간 또한 그러하다. ‘예술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하는 
작가에게 고정된 점(定點)은 부풀어 올라 구름이 되었다. 구름이 몰려오는, 또는 구름 그 자체를 닮은 작품은 
조화롭지만 움직임 없는 우주가 아니다. 구름 시리즈에서의 나비나 물고기는 구름과도 같은 순환 현상을 
예시한다. 프랙털 시리즈에서는 어떤 형태도 고정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흐름이 느껴진다. 중심과 주변의 
밀도와 색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푸른색 계열인 프랙털 시리즈는 일단 물결처럼 보이는데, 이 물결은 
형태와 과정이 합쳐진 것이다. 여기에서의 물은 강처럼 흐르기 보다는 샘처럼 분출한다. 이러한 공간적 
상상은 시간 또한 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것으로 상상하게 할 것이다. 그 모두는 ‘재현이 
아닌 생성’(들뢰즈)을 위한 조건이다. 프랙털 시리즈에서 걸쭉한 질감은 분화구에서 분출되는 용암처럼도 
보인다. 

그는 이 형태에 대해 ‘마그마의 분출, 퍼지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마그마가 분출되면 중심이 비게 되고 다시 
중심부로 빨려가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에서 착안했다. 자연은 빈 곳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밀도와 
농도의 차이에 의한 움직임이 발생한다. 프랙털 시리즈는 대개 지름 1미터 내외로 물질과 에너지의 집약도가 
매우 높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가 녹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를 말한다. 코스모스의 
이전과 이후의 단계는 카오스인 것이다. 사고에 있어서 시간의 도입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뿐 아니라 그 

현실이 생멸하는 조건 또한 보게 한다. 둥글게 보이는 태양 또한 더 자세히 찍힌 사진을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문수만의 프랙털 시리즈는 사물의 변화를 야기할 에너지의 흐름을 가시화한다. 
또한 움직임의 가상은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는 프랙털 시리즈는 에너지가 굳은 것이 물질임을 
알려준다. 

그것은 우주부터 공장의 기계까지 모두 관통되는 법칙이다. 필립 볼은 [물리학으로 보는 사회-임계질량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열을 ‘서로 충돌하고 있는 원자들의 무질서한 운동’(벤저민 톰프슨)이라고 
정의하면서, 열의 흐름에 의해서 기체가 팽창(가열)하거나 수축(냉각)되어 피스톤을 순환시키는 카르노 
순환장치가 발명되었다고 말한다. 필립 볼에 의하면 19세기 엔지니어들에게 더 나은 엔진을 만들기 위해 
등장한 분야(열역학)가 이제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장엄하고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수만의 프랙털 시리즈는 열역학처럼 변화의 과정을 전면화한다. 열역학은 생물체부터 
증기기관까지 종류와 차원을 달리하면서 관통된다. 프랙털 또한 규모를 달리하며 구조가 반복되는 현상이다. 
필립 볼의 시적인 표현에 의하면, 프랙털은 ‘역사의 사건들이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지도인 셈’이다. 

작품 [Coherence(031707)]는 소리의 전달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의 방식과 관련된다. 청동의 느낌이 나는 
이 캔버스 작품은 ‘에밀레 종을 펼친 것’이다. 화면 가운데에 봉황이 자리하고,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무늬들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에밀레 종 소리의 비밀은 종의 단면이 틀려서 치면 
두 가지 파장이 나오고 큰 파장과 작은 파장이 서로 간섭하여 맥놀이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다. 
그 울림 소리가 너무나도 신비하여 갖가지 추측도 나왔지만, 사람을 녹여서 만든 종이라는 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악기에서 사람 소리를, 사람 소리에서 악기 소리를 들으려는 사람들의 추구는 
계속되었다. 작품 제목인 ‘coherence’는 맥놀이와 관련되며, 작가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 오디오 
기기 관련 특정 상표 이름이기도 하다. 소리가 나지는 않는 이 작품은 파동의 형상화를 보여준다. 

더글러스 호프스태터는 [괴델 에셔 바흐]에서, 음악을 ‘허공을 날아다니는 진동의 연속’과 ‘두뇌 속의 정서적 
반응의 연속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서적 반응에 이를 수 있기 전에 일단 진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동에 대한 형상화는 음과 관련된 이 작품 뿐 아니라, 재귀순환적(recursion)인 문수만의 작품에 
편재한다. 더글러스 호프스태터에 의하면 재귀순환적인 구조란 ‘그물구조로 둘러싸인 구조’를 말한다. 가령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이다. 원 속에 원, 그 안에 또 다른 원들이 중층적으로 배열 된 ‘프랙털’적인 문수만의 
작품은 ‘순환적이 되어서 무한역행(infinite regress)으로 치달을 것’(더글러스 호프스태터)이다. 순환적인 
자기복제가 끝없이 이루어지는 프랙털과 음이 전달되는 과정은 동형적이다. 재귀순환은 ‘동일한 사태가 상이 
한 층위들에서 한꺼번에 출현하는데 근거’(더글러스 호프스태터)한다. 

수학자와 미술가 음악가가 모두 등장하는 책 제목 [괴델 에셔 바흐]는 음악이나 미술에서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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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순환성이 원자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핵 구성 물질은 양자와 중성자, 중성미자와 
파이 중간자, 쿼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방울 속의 방울 속의 수십억 개개의 방울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가운데 꽃이 마치 태양처럼 자리하고, 중간계에 풀, 물고기, 새 등이 함께 
있는 작품 [Gate of Time(041803)]은 색감 때문에 따스한 느낌을 준다. 그와 짝패를 이루는 작품 [Gate 
of Time(051803)]은 서늘한 느낌이다. 푸른색 선이 더 지워지면서 시공간의 저편으로 사라지려는 듯하다. 
마거릿 버트하임은 [공간의 역사]에서 빅뱅의 순간에 물질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 역시 태어났음을 말한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우주론적 서사를 낳는다. [공간의 역사]에 의하면 빅뱅이 양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기본 소립자들을 생기게 했다면, 인체의 살과 뼈를 이루는 원소들, 즉 탄소, 질소, 산소 등은 바로 항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수만의 작품에서 공간은 물론 그 이후에 생겨난 생명도 모두 ‘시간의 문’을 통과한다. 동심원 형태의 
거대한 캔버스는 팽창하는 공간감을 표현하며, 때로는 시공간을 통과하는 문 같은 느낌을 준다. 둥근 형태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관통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구멍(화이트홀, 블랙홀, 웜홀 등)들에 대한 상상과 
연결된다. 현대 우주론에서 시간은 공간의 다른 차원으로 간주 된다. 그래서 이러한 4차원의 복합물은 
시공간(spacetime)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이번 전시에서 실험적으로 선보이는 거울 관련 작품은 차원의 
이동에 대한 상상과 관련된다. 작품 [Bronze Mirror Design-Front and Rear View]는 프랙털 시리즈에 
나오는 촉감과 시뮬라크르 시리즈에 나오는 무늬를 하고 있고, 반은 비워 놓은 작품이다. 작가에 의하면 
그것은 ‘청동거울의 설계도면’으로, 그는 한 장의 설계도면에다가 두 개의 면을 병렬했다. 오른쪽은 거울의 
전면이고 왼쪽은 거울 뒤의 문양이다. 

작가는 거울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울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일종의 문턱(threshold)을 
생각하게 한다. 거울은 ‘시간의 문’에서의 구멍들처럼 이곳과 저곳을 연결 시키는 또 다른 문으로, 이러한 
상상력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같은 기묘한 동화에도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편을 생각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사고이며, 작품을 상징적 우주로 보는 작업에 스며있다. 사빈 멜쉬오르 보네는 [거울의 
역사]에서 거울에 비친 상은 거울 너머에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다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를 넘어서라고 말한다. [거울의 역사]에 의하면, 거울은 기호와 유추를 
통해 나아가는 길, 보이는 것의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다른 곳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여정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보네는 빛과 반사상의 형이상학이 펼쳐지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예를 들면서, 
여기에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이며, 영혼은 신성한 것의 반사상이라는 관념이 있음을 
말한다. 

보네에 의하면, 플라토니즘의 전통에서 거울은 유추와 위계의 체계 안에서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울은 존재의 연쇄 망으로 이루어진 문수만의 상징적 우주에서 유비의 매개자가 된다. [거울의 역사]는 

플라톤적인 낙원, 즉 대칭과 상응의 세계에서 신비한 대칭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적 현실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나은, 보이지 않는 짝이 존재한다고 믿게 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거울을 
넘어 반대쪽으로 가려는 꿈은 바로 다른 쪽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구에 부응한다. 그것은 안과 밖을 
조화시키려는 희망을, 그리고 현실의 무게와 죄의식의 압박을 벗어난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환영과 
상상 쪽에서 살아가려는 매혹적인 희망을 반짝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울 이편과 다른 세계인 
저편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다. 거울을 통과하는 앨리스는 그냥 저편으로 순조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의 여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거울 이편에서 저편으로의 여정은 출구를 찾기 어려운 미로로 나타난다. 

복잡한 선으로 이루어진 문수만의 작품은 만다라와 비교되며, 만다라 또한 미로를 상징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일 미로에서 시간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문수만이 영감을 받는 오래된 유물들은 시간이 남겨 
놓은 흔적들이 있다. 그의 작품에서 흐릿해지는 선들, 또는 처음부터 흐릿하게 표현한 선들은 단지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다는, 단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에 머문다. 묻어놓은 도상들을 갈아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이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최소 열 겹이 넘는 층을 가지는 작품에서 길은 만들어질 뿐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은은한 분위기의 작품 [Klopfen(031803)]은 어느 작품 못지않게 정교하지만, 
촘촘하게 새겨진 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작가가 한정한 영역 내의 시공간을 밀도 있는 도상으로 채우는 
상징적 작품은 신비롭지만, 텅 비워 놓은 중심이 암시하듯 결정적인 의미는 없다. 다만 끝없이 나아가는 
길(道)이 있을 따름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해석의 한계]에서 소우주와 대우주를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융합 
관계에서 신비주의적 기호현상을 본다. 에코에 의하면 신비의 지식은 위에 있는 것은 아래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그 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주는 모든 것이 다른 것들을 의미하고 다른 것들에 반사되는 엄청난 유리방으로 인식된다. 미셀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말하듯이, 유비적 사고는 끝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근대과학은 유비적 
사고를 거부했다. 과학적 관측은 타원궤도인데, 완벽을 고수하는 유비적 사고는 원궤도를 고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학문인 과학도 유비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예술은 더욱 그렇다. 상호작용의 
미로에서 궁극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코는 신비주의적 비밀은 텅 빈 비밀임을 말한다. 신비주의적 
사고에서 세계는 기호의 그물망으로 덮여있지만, 그러한 기호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생략되어 있다. 
그것은 기호가 결코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호의 불투명성은 현대미술이 재현주의를 거부할 때도 
부각되었다. 지워진 면적이 점차 늘어나는 문수만의 작품은 기호의 불투명성을 암시한다. 그것은 고정된 
조화가 아니라 요동(fluctuation)치는 우주의 결과이기도 하다. 예술적 작업의 의미와 목적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처럼 모호할 것이다. 다만 후기 구조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의 철학은 이러한 표류의 상황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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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水萬個展・胡蝶之夢」をみて

坂上義太郎(BBプラザ美術館顧問)

画廊内には、日本の京都や奈良の街並み、人物などを取材したペン画や水彩画の作品とともに、
文のライフワークである蝶の姿態を借りた時間のはかなさや、生命の不思議さが、円形のキャン
バスに塗り込められている。
とりわけ<永遠の回帰・米>の3点の連作には、文水萬の人生哲学が表現されている。無数の米粒が
何十何百という流動的な円を構成している。あたかもエンドレスのように。東洋人にとっての主
食たる米は、大地がもたらしてくれる生命の糧でもある。
そして、黒、赤、青の各々の色彩に寄る円形状の作品は、韓国の歴史や風土、人問を象徴するだ
けでなく、とどまることのない 時間や計り切れない空間をも感じさせてくれる。こういった色を
限り、円に拘った表現の作品群に文水萬の真摯な制作姿勢が,時空間への追求として具現されてい
るといっていいだろう。

2019. 2. 27 

『文水萬 개인전ㆍ나비의 꿈』을 보고

사카우에 요시타로(BB PLAZA 미술관 고문)

화랑에는 일본 교토와 나라의 거리 풍경, 인물 등을 취재한 펜화와 수채화 작품과 함께 文水萬의 Life 

Work인 나비의 자태를 빌린 시간의 덧없음과 생명의 신비가 원형 캔버스에 그려져 담겨있다.

특히 <영원회귀ㆍ쌀>의 3점의 연작에는 文水萬의 인생 철학이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쌀알이 수십 수

백 유동적인 원형을 구성하고 있다. 마치 끝없는 것처럼. 동양인에게 주식인 쌀은 대지가 가져다주는 

생명의 양식이기도하다.

그리고, 검정, 빨강, 파랑의 각 색채로 이뤄진 원형의 작품군은 한국의 역사와 풍토, 인간을 상징할 뿐

만 아니라, 거침없는 시간과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색을 제한하면서 원형에 공

들인 표현의 작품군에는 文水萬의 진지한 제작 자세가 시공간에 대한 추구로 구현되어 있다고해도 좋

을 것이다.

2019. 2. 27

전시 리뷰 · Exhibition review

쌀·생명의 순환 연작_직경 58cmx3pcs_Acrylic on Canvas_ 2019 

[작품설명] 태극기에서 형태를 배제하고 색깔만 취했다.



전시 기록 · Exhibi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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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Gallery Kitanozaka_Kobe/Japan 2018_Insa Artcenter_Seoul/Korea 2018_Woonbo Museum_Cheongju/Korea

2018_Kumboseong Artcenter_Seoul/Korea 2016_Suseong Artpia_Deagu/Korea 2016_Suseong Artpia_Deagu/Korea



작가 소개서 · Artist Statement

나의 여러 시리즈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몰입을 통해 자유롭고 싶은 의지의 표출’이다. 몰입은 무

한한 상상력으로 캔버스를 지배하게 만든다. 젊은 시절 머릿속 가득한 공학적 수치들로 지쳐가던 내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것은 어릴 적 그토록 소원했던 화가의 꿈이었다. 그 꿈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

다. 예전의 치밀한 공학적 기질은 예술에 대한 끈질긴 집중으로 바뀌었고, 그 몰입의 결과 오롯이 작품

이 되었다.

화면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부품처럼 가득 차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체 보다 여백의 공간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질서 속에 반드시 자유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규칙은 존재함을 의미한다. 질서와 규칙, 공간과 자유에 대한 표현은 화가로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변화에 능동적인 작가로 남고 싶다. 초창기 작품과 지금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짐작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간 과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낱말 

꼬리물기와 같이 변화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작품들의 저변부에 깔려 있는 인간들의 얽혀진 관계와 우

리의 역사가 녹아 든 네러티브는 작품의 모태가 되어 변화무쌍한 외형적 탈바꿈에도 바뀌지 않는 인간

의 본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수만 2020.11.02

The theme that penetrates many series of my works is the ‘expression of my will to 

be free through immersion’. The immersion enables me to dominate the canvas with 

infinite imagination. When I was exhausted by engineering figures filling my whole 

head in my early days, something offered its hand to me in the last place, which was 

my old dream to become a painter. The dream has come true now. The meticulous 

engineering disposition in the past has been changed into persistent concentration 

on arts, and the results of the immersion have been fully represented as works.

The canvas looks like filled with machine parts interlocked with each other. If you 

take a close look, however, you can see that the marginal space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entitie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freedom is always in the 

order, and it also includes rules inside. The representation of order and rules, and 

space and freedom is reflecting my thoughts about life as a painter.

I want to be remembered as an artist who is always proactive for changes without 

settling down in the same spot. If my works in the early stage are compared with the 

current works, it might be difficult to guess that they have been drawn by the same 

artist. However, the middle process shows that they have been changed just like a 

word association game. The narrative including humans’ entangled relations and our 

history in the base part of those works, becomes the matrix of works, so it is in the 

same context with humans’ nature that does not change despite the ever-changing 

external transformation.

Moon, Soo-Man 2020.11.02



프로필 · Profile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졸업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졸업

개인전

2020.04.28~05.24 Free Will (Cenacolo Gallery, 인천/한국)

2020.02.25~03.01 生命의循環 (GALLERY北野坂, 고베/일본)

2019.02.25~03.03 胡蝶之夢 (GALLERY北野坂, 고베/일본)

2018.12.12~12.17 永遠回歸3-영원회귀3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8.08.03~08.31 永遠回歸2-Eternal Recur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2018.06.28~07.04 永遠回歸-Ewig Wiederkehren (운보미술관, 청주)

2018.05.22~05.27 時間の門 (GALLERY北野坂, 고베/일본)

2018.01.20~02.02 Gate of Time (갤러리지오, 인천)

2017.04.06~04.19 Fractal (모리스갤러리, 대전)

2016.10.11~10.16 陶工の翼 (GALLERY北野坂, 고베/일본)

2016.05.30~06.05 Finding Flow (수성아트피아 호반갤러리, 대구)

2015.02.26~03.11 도공의 날개 (현대백화점 갤러리H, 청주) 

2014.05.22~06.04 Potter’s Wing (모리스갤러리, 대전)

2011.04.06~04.12 The Butterfly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10.04.07~04.13 The Butterfly (갤러리이즈, 서울)

2009.09.05~09.25 Le Papillon (모리스갤러리, 대전)

2009.04.08~04.14 박제된 자유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08.10.31~11.13 Moons Marbling (갤러리소호, 대전)

2006.09.01~09.07 Iris Carnival (타임월드갤러리, 대전) 

2005.04.01~04.07 문수만전 (타임월드갤러리, 대전) 

부스 초대개인전

2018.06.13~06.18 대한민국 현대미술 아트페어_문화예술회관, 인천/한국

2016.09.07~09.14 'Souffle du millenaire' Église Saint-Pierre deTouques, Tourville/France)

2016.01.08~01.10 KÜNSTLERMESSE DRESDEN_드레스덴 박람회장, 드레스덴/독일

2015.12.28~2016.01.03 KOREALIVE-FINE ART-D'ART SCY Gallery, Honfleur/France

2014.09.12~09.28 Korea-Live_Zeitenströmung, Dresden/Germany)

2013.10.10~10.14 국제아트쇼-대전무역전시관, 대전/한국

2013.01.14~03.03 재밌는미술관전-개인부스초대전 (현대예술관, 울산/한국)

2004.09.09~09.14 부스개인전 (코엑스컨벤션홀, 서울/한국)

주요 초대그룹전

2020.10 제18회 씨올미술협회전 (가나인사아트센터 3F, 서울/한국)

2020.10 로그아트[재미지고]아트페어 (청주문화제조창 3층, 청주/한국)

2020.08 WALKING IN THE ERA (ART MORA GALLERY, New Jersey /USA) 

2020.01 제24회 일불현대국제미술전 (국립신미술관, 도쿄/일본)

2019.08 共通分母·兼容-중한당대예술교류전 (달관미술관, 웨양/중국)

2019.07 Korea Live 2019 ROUEN (Halle Aux Toiles, 루앙/프랑스)

2019.05 중한당대예술교류전 (자니당 5호 미술관, 광저우/중국)

2019.02 コンクリート・二・モル IV (GALLERY北野坂, 고베/일본)

2019.01 제23회 일불현대국제미술전 (국립신미술관, 동경/일본)

2018.11 한중교류전 “共通分母-交感”展 (주중한국문화원, 베이징/중국)

2018.11 세계한민족미술대축제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2018.10 ICA 한일현대미술전 (충무아트센터갤러리, 서울)

2018.08 KLAF-초대전 (Halle Aux Toiles, 루앙/프랑스)

2018.08 원더랜드(Wonderland)-갤러리GO (갤러리지오, 인천)

2018.06 프라트 3인전 (운보미술관, 청주)

2018.06 공통분모-한중현대미술교류전 (청뚜여일아트센터, 청뚜/중국)

2018.05 Pentas+ Exhibition (행간과여백갤러리, 파주)

2017.12 <외방화사>11인 초대전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2017.12 서울국제미술제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7.11 대전국제아트쇼 (대전무역전시관 아트허브부스, 대전)

2017.10 한일현대미술동행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문수만 (文水萬) Sooma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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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Art Group TER 정기전 & AIAA 교류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7.07 제2회 프라트3인전 (운보미술관, 청주)

2017.05 <MILKY WAY>전 (갤러리다온, 서울)

2016.10 한중예술가교류전 (길림예술대학미술관, 장춘/중국)

2016.10 일한현대미술동행전 (효고현립아트갤러리, 고베/일본)

2016.03 Rialism 3Artists (DGB갤러리, 대구)

2015.10 한일현대미술동행전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서울)

2015.10 KIAF (코엑스 166부스, 서울)

2015.07 PRATH 3인전 (갤러리 미술세계, 서울)

2015.04 아트그룹터 정기전(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15.03 화랑미술제 (코엑스 64부스, 서울) 

2014.10 한일현대미술동행전 (하리다노모리갤러리, 고베/일본) 

2014.09 AIAA한일교류전 (아키다현립미술관, 아키다/일본)

2014.06 PENTAS+TANTAN전 (삼탄아트마인, 정선)

2012.02 Global & Local in Cuba (EL Trasgu, 하바나/쿠바) 

작품소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집무실, 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 독일 STULZ 가문,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운

보미술관, 서울대학교병원, KAIST, 충남대학교, 수성아트피아, 울산현대예술관 (현대중공업), GALLERY北

野坂 (일본)

수상

2020 살롱·블랑미술협회 회장상 (제24회 일불현대국제미술전)

2014 화랑상 (GALLERY北野坂, 제10회 일한현대미술동행전)

1994 특허청장표창 (우수발명가)

1993 상공자원부장관상 (Good Design)

심사

2016 제7회 단원김홍도전국사생대회 일반/대학부 심사

레지던시 

2020 장흥 가나아뜰리에 8기

2016~2020 하이원이엔지(경기도 화성시) 창작스튜디오

현재

한국미술협회, 파주아트벙커, 씨올회, 공통분모-한중교류전, ICA-국제현대미술협회, 아트그룹-터

홈페이지 : moons.co.kr

문수만아트북 : calameo.com/accounts/5368078

연락처

주소1 : (1086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고추잠자리길 52 Moons Atelier 

주소2 :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39(일영리 6-1) 가나1아뜰리에 101호

전화 : 010-6310-5555

Email : mooons@nate.com

프로필 ·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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