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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ER-CASTELL Art-Book 〈TALK and DRAW〉는 파버카스텔의 

모토인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라’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파버카스텔 브랜드든 

타 브랜드든 관계없이 늘 필기구를 지니고 다니며 언제 어디에서든 

사용하는 이들과 만났습니다. 본 아트북은 그들의 일상과 생각을 

듣는 인터뷰 섹션, 아티스트와 파버카스텔이 협업하여 작업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섹션, 파버카스텔 제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섹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 삶 깊숙이 침범한 이 시대에 손에 

잡히는 아날로그에 대해 되짚어 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었고 지지와 응원도 보태 

주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결코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필기구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서로를 믿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761년 독일 뉘른베르크Nuremberg에서 시작된 파버카스텔은 

9대에 걸친 가족경영을 통해 258년간 지속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필 생산 업체입니다. 캐비닛 제조업자였던 카스파르 

파버가 넓적하고 얇은 두 개의 나무 막대기 사이에 흑연으로 만든 

심을 끼워 넣은 최초의 연필을 선보였습니다. 

2세대 안톤 빌헬름 파버, 3세대 게오르그 레온하르트 파버를 거쳐 

4세대인 로타르 폰 파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타르 폰 파버는 

뉴욕과 파리를 중심으로 판매처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연필에 

브랜드 명을 부여해 세계 최초로 연필을 상품화한 주인공입니다. 

이후 파버 가문의 손녀와 결혼한 알렉산더 카스텔 루덴한센 

백작이 이어받으면서 6세대부터는 가문의 성castle과 회사의 

명칭을 ‘파버카스텔’로 바꾸었습니다. 

8세대인 안톤 볼프강 폰 파버카스텔 백작은 “중요한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태도”라고 밝히며, 전통과 혁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9세대인 찰스 파버 

카스텔이 선대로부터 내려온 기업정신을 이어받아 제품에 혁신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Born in Nuremberg, Germany, in 1761, Faber-Castell is the 

world’s oldest pencil manufacturer with a history of 258 years 

spanning 9 generations. Founded by cabinetmaker Kaspar 

Faber, he introduced the first pencil with a graphite lead 

wrapped around by two thin wooden sticks. The business 

passed on to Anton Wilhelm Faber, then Georg Leonhard 

Faber, and later Lothar von Faber. Lothar was the one who 

expanded the customer base worldwide, centering on New 

York and Paris, and commercialized the pencil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by giving it a brand name. Later, Count Alexander 

von Castell-Rüdenhausen married into the Faber family and 

took over the business, changing the name of the brand and 

family to “Faber-Castell” since the 6th generation. According 

to 8th-generation owner Count Anton Wolfgang von Faber-

Castell, “What’s important is the attitude that passes o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placing equal emphasis on 

tradition and innovation. He strived to be responsible as an 

entrepreneur, discover new ideas, and utilize his experiences 

to create value. Currently, Charles von Faber-Castell heads the 

business as the ninth owner, adding innovation and value to 

the company based on the spirit of enterpreneurship that has 

been passed on in the family.



우리 모두는 씁니다. 글을 쓰지 않는 사람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쓰는 행위를 합니다. 축하 카드에 진심을 담기도 하고 

떠나가는 직원에게 응원의 마음을 쓰기도 하죠. KTX를 타고 

낯선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레 뭔가를 메모하거나 끄적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건 마음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펜으로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의 행위, 하나의 필기구가 

이렇듯 위대하구나 하고 놀라고는 합니다. 

좋은 펜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구체화시킵니다. FABER-CASTELL 

Art-Book은 펜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비주얼 아트북입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취하는 태도와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합니다. 브랜드를 자랑하거나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쓰고 있는 그 펜이 

그들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이들이 

펜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엿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펜을 들어 뭔가를 하시기 바라며, 그 펜이 당신의 마음을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면 기꺼이 따라 나서길 응원합니다.

FABER-CASTELL 한국 총 대리점 코모스유통(주) 

대표이사 이봉기

We all write. Even if you are not a writer, you still write in some 

form. This could be writing a congratulatory note or a farewell 

letter to a departing coworker. Sometimes, you jot down a memo 

in a foreign city or on the plane during a business trip. You are 

compelled to do so. It is incredible how such a seemingly ordinary 

act is performed by so many people around you. A single pen can 

become a great tool to write, record, and draw.

A great pen gives concrete shape to a beautiful heart. The Faber-

Castell Art-Book is a visual resource that looks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who use a pen. I am often reminded of the fact that 

what makes someone special is his or her attitude and actions. 

This book does not attempt to brag about the brand or try to sell 

the pen. We believe that whatever pen you are using is already 

the best pen for you. Rather, we hope that our viewers take a 

look at how other people’s lives are being influenced by the pen 

that they use. I hope you will pull out your pen and do something 

with it today. If your pen tells your heart to do something, I hope 

you take up the offer and embark on that journey.

CEO Lee Bong-ki

KOMOS International Co., Ltd. 

Korean agency for FABER-CAS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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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영국 컴버랜드의 광활한 구릉 아래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불가사의한 광물이 숨어 있었다. 이 메마르고 고요한 땅에서 마침내 흑연이 

발견된 건 순전히 1565년경에 발생한 거친 폭풍 때문이었다. 이 광물은 검고 

미끄러웠다. 이내 이곳은 순수한 흑연으로 가득한 천국이 되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가축에 표시를 하거나 윤활제로, 치료약으로 그리고 끈으로 감겨 

그림 그리는 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파버카스텔은 이미 1856년에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흑연이 나오는 시베리아 한 광산의 광물권을 얻어 

흑연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

During the 16th century, a mysterious mineral was buried under the extensive 

hill country of Cumberland, England. Over the next century, graphite was 

discovered in this dry and quiet land thanks to a wild storm that struck the area 

around 1565. The mineral was black and smooth. So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region was packed with pure graphite. People started to use the mineral 

for marking cattle, as lubricant and medicine, and wrapped it with string as a 

drawing tool. In 1856, Faber-Castell obtained the mineral rights of a mine in 

Siberia that produces the highest-quality graphite.

○

흑연

Graphite and clay for pencil leads.

◦	흑연에	관한	글은	Caroline	Weaver가	쓴	『The	Pencil	Perfec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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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1883 letter to Dutch painter Anthon van Rappard, a friend and a teacher, 

Vincent van Gogh said the following about Faber-Castell’s 20-cent green pencil:

“This pencil has the perfect thickness and is softer and of a higher quality than a 

carpenter pencil. The black color is beautiful—perfect for large works. It is made 

with soft cedar and coated in dark green. Each pencil costs 20 cents.”

Van Gogh is not alone. Many other world-famous artists also adored Faber-

Castell’s pencil. American cartoonist Carl Barks who created Donald Duck, 

German painter Paul Klee who invented modern abstract painting, Chanel’s 

groundbreaking fashion designer Karl Lagerfeld and Novel Prize–winning author 

Günter Grass were all Faber-Castell pencil lovers.  

“이 연필은 딱 알맞은 굵기에, 목공용 연필보다 부드럽고 질이 좋아. 검은색이 

아름답고 특히 큰 그림을 그릴 때 좋더군. 부드러운 삼나무로 만들어졌고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하나에 20센트야.” 

1883년 빈센트 반 고흐가 친구이자 스승인 네덜란드 화가 안톤 반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편지에 묘사된 20센트짜리 녹색 연필은 

바로 파버카스텔 제품이다. 고흐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파버카스텔 연필을 사랑했고, 사랑한다. ‘도널드 덕’으로 유명한 미국 만화가 

칼 바크스, 현대 추상화의 시조인 독일 화가 파울 클레, 샤넬의 부흥을 이끈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노벨상 수상 작가인 귄터 그라스까지 모두 

파버카스텔 연필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로 알려져 있다.

○

녹색 연필

Vincent Van Gogh letter with an imprint of a Faber pencil(background image)

Postage stamp.ⓒ Sutterstock.com



하루에도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그럴수록 호랑이와 

곰, 늑대와 여우 등 온갖 동물들은 물론, 숲에서 살던 많은 식물들도 함께 

사라진다. 파버카스텔은 이십여 년 전부터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발적이며 막대한 노력을 들여 황무지 100㎢의 땅에 소나무를 키워 브라질 

상파울로의 파버카스텔 공장에서 매년 생산되는 23억 자루 이상의 나무 

연필 원료를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숲은 UN의 ‘청정 

개발 체제(CDM)’ 프로젝트에 등록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킨다는 

의미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인증서를 받았다. 이곳의 3분의 1은 

멸종위기 동식물을 위한 보금자리로 조류 200여 종, 포유류 50여 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파버카스텔의 산림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에서도 진행 중이다. 

황폐한 땅을 개간하여 소나무를 심고 쓸모있는 목재로 키우는데 15~20

년이 걸린다. 파버카스텔이 가꾼 숲은 과학자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산림인증(FSC)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나무 연필을 생산하는 파버카스텔 

제재소와 제조시설 역시 FSC인증을 받았다. 현재 파버카스텔은 95% 이상의 

목재를 지속가능성이 입증된 산림으로부터 얻고 있다.

Each day, forests the size of tens of soccer fields disappear. This means the 

tigers, bears, wolves, foxes, and everything else living in them also disappear. 

In response, Faber-Castell started planting trees 20 years ago. Through 

volunteering considerable efforts, we have grown pine trees in a barren land 

of 100 km2. Now, the forest is large enough to supply wood for the 2.3 billion 

pencils manufactured by Faber-Castell each year at the factory in Sao Paulo, 

Brazil. The forest is registered as the UN’s “Carbo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nd has been certified by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for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 

One-third of the forest is home to endangered animals and plants including 200 

bird species and 50 mammal species. Faber-Castell’s forest project is ongoing 

in Columbia as well. It takes 15 to 20 years to reclaim barren land and grow pine 

trees that can be used as lumber. Faber-Castell’s forest fulfilled the conditions 

set forth by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composed of scientists and 

environment experts. Faber-Castell’s lumbermill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are also FSC-certified. Currently, Faber-Castell gets over 95% of its wood from 

forests that are certified sustainable.

○

숲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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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버카스텔은 우리가 흔히 보는 육각형 연필을 고안해 낸 기업이다. 육각형은 다른 모양보다 굴러 떨어질 확률이 

낮다. 삼각형 연필은 육각형보다 굴러 떨어질 확률은 낮지만 생산비가 훨씬 많이 든다. 그럼에도 육각형이 주는 

그립감은 그 어떤 모양도 따라올 수가 없다. 연필의 경도(굳기)와 농도(진하기)를 구분한 것도 역시 파버카스텔이다. 

그 전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원하는 진하기를 골라 구매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단단함(Hard)을 나타내는 H, 짙음(Black)을 나타내는 B를 조합해 총 18 단계로 연필심을 나눴다. 높은 H심일수록 

딱딱하고 색이 옅으며, 높은 B심일수록 부드럽고 색이 진하게 나온다. 이 외에도 파버카스텔만의 특수 공법이 

적용되어 연필을 바닥에 던져도 뾰족하게 깎은 심이 부러지지 않는 것, 아이가 입에 넣어도 해롭지 않도록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연필에 오돌토돌한 돌기를 넣은 것도 파버카스텔이 제품에 

적용한 대표적 혁신 사례이다.

Faber-Castell is the company that invented the hexagonal pencil that we use today. The hexagon shape prevents 

the pencil from rolling around and provides the best grip. A triangular pencil is even more secure, but has a higher 

production cost. Faber-Castell also classified its pencils by level of hardness and darkness. Before, there was no standard 

for hardness or thickness, making it hard to buy the right kind of pencil. Faber-Castell denoted the hardness as H(hard) 

and darkness as B(black) and classified the lead into a total of 18 degrees. A pencil with higher H is harder and lighter-

colored, while a pencil with higher B is softer and darker-colored. Other innovative applications by Faber-Castell include 

extra break resistance, an environmentally safe water-based coating, and a grip zone for a secure, nonslip grip.

○

혁신



19

시인은 펜으로 시를 몸 밖으로 끌어낸다.

시는 제 몸으로 펜을 품는다.

그렇게 펜은 시가 되고,

시는 펜의 삶을 이해한다.

The poet extracts poetry from her body with a pen.

The poem becomes the body and embraces the pen.

Thus, the pen becomes poetry,

and poetry understands the pen.

○

김이듬 시인의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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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은 가깝고도 멀고,

멀어졌다가도 바투 다가선다.

붓을 들기 전에 아티스트 펜으로 

머릿속 획을 미리 그어본다.

글자 그 이상의 글자를 기대하며.

I think of a distant place.

The end is near yet far,

moving away then coming close by.

Before raising the brush, I practice the strokes

with an artist pen.

○

강병인 캘리그래퍼의 붓과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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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자신도 모르던 재능을 

펜이 일깨워 주었다.

그리면 그릴수록 단절되었던 세상과 그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이제야 순간 너머의 일생이 보인다.

The pen

revealed to her a talent that she was not aware of.

The pen was a bridge

that reconnected her to the rest of the world.

○

식물 화가 김현정 씨의 수채 색연필



25

쓰기 위한 것이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기만 해도 좋아서

틈틈히 서랍을 연다.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낯선 도시로 따라와 

지류함에 차곡차곡 쌓인 것들의 모습은

마치 버릴 수 없는 연애 편지 같다.

I keep opening the drawers

even though they’re meant to be used 

because looking at them makes me happy.

Brought over to a foreign city

and piled up in a paper drawer,

they are like love letters that one cannot throw away.

○

필기구 마니아인 한혜연 씨의 서랍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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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삶의 내력을 낱낱이 기록한다.

펜으로 쓰면서

제 몸 안에도 새긴다.

그는 탐욕적일만큼 집요하다.

앎에 대한 열망은 그에게 삶의 근원.

He records life in detail.

The pen writes

and etches on his body.

He’s greedy and persistent.

His thirst for knowledge is frightening. He’s impressive.

○

에코락갤러리 장현근 대표의 노트와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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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거나 낙서거나

아무렴 어떤가.

어떤 이는 쓰면서 제 삶을 살핀다.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한 그리움,

혹은 하루 안에 깃들었던 감정들을. 

그는 고단한 날일수록 스스로의 삶을 더욱 긍정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 외치며.

Diary or scribbles,

what does it matter?

Some dream while writing.

Miss a friend who passed away.

Look back at life. Sometimes, write hope.

Shouting, “Bravo, my life!”

○

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 씨의 노트와 펜



31

카페에 앉아 밖을 본다.

거리가, 골목이 보이고

그의 눈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싶다.

펜을 들어 그리기 시작한다.

살면서 느껴 보지 못한 다른 행복이 넘실거린다.

He looks out while sitting at a cafe.

He sees the streets, the alleyway

Everything is beautiful to him.

He wants to draw.

He picks up a pen and starts to draw.

He is filled with a new kind of happiness.

○

변재민 숲해설가의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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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쓱 그린 몇 가닥 선으로

요가 시퀀스를 알려주고 동작을 바로 잡아준다.

마치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듯

한 사람을 위한 바른 자세를 처방한다.

그림이 겉도는 말보다 정확하듯이

그녀가 그리는 선은 유연하며 명쾌하다.

She sketches a few lines

to explain the yoga sequence and fix postures.

Like how a doctor writes a prescription for a patient,

she prescribes the right posture just for that person.

Like a painting more precise than equivocal words,

her lines are resolute and clear.

○

이윤선 요가 테라피스트가 작성한 요가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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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그는 펜으로 디자인을 시작한다.

머릿속 생각을 펜으로 드로잉하며 구상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펜은 상상의 지렛대다.

컴퓨터는 단지 그것을 구현하는 도구일 뿐.

Before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he designs with a pen.

Thoughts on mind

are drawn out with the pen.

The pen is his tool for imagination.

The computer only executes the idea.

○

채병록 디자이너의 책상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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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료로 그린다.

동양화가라고 동양화 도구나 재료만 쓸 

까닭이 없다는 그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신뢰할 만한 증언일 것이다.

모든 믿음은 경험 자체이기도 하다.

서양의 잉크를 동양화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I draw with many tools.

From experience, he says

that Eastern painters don’t have to stick to Eastern tools.

A valid statement no doubt.

Belief is experience itself.

Why shouldn’t we use Western ink in Eastern painting?

Yes, exactly. Why not?

○

김선두 화가의 파버카스텔 세트





○

심이안

old lady

2019

145 X 112cm

arcylic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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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에 관한 그림이다. 아주 견고하여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제 아무리 견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예리한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내뱉고 

행동을 저지른다. 그런 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조여오는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다. 또 어떨 때는 ‘1+1=2’

라는 공식이 정답이 아닌 경우도 생긴다. 이번 작품 〈Spear and Shield〉는 지우개로 그렸다. 지우는 

용도의 물건, 그러니까 지우개로 공간을 채우고 싶었고, 지움으로써 드러나기를 바랐다. 그리는 동안 

나의 감정은 휘몰아쳤고 동시에 잠잠해졌다. 그림 안에서 구체적인 형상인 창과 방패를 상기시킬만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저 이해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이해하려 애쓴다. 모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얼굴은 어쩐 일인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 아주 견고하여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제 아무리 견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예리한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그림은 창과 방패에 관한 그림이며 창과 방패가 없는 그림이다.

심이안. 개인전 〈RE; Birth〉(2016), 

국제 전시인 〈Art Yellow Book 

#3 Exhibition〉(2017), 개인전인 

〈Home Sweet Home〉(2018)

을 열었으며, 작품집으로 『Art 

Yellow Book #3』를 출간했다.

spear and shield

2019

145 X 112cm

arcylic on canvas

43
심이안 작가의 이번 작품들은

Faber-Castell 더스트 프리 지우개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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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

2019

145 X 112cm

arcylic on canvas

안신처. 차갑고 어둡고 불안정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나이든 여자가 서있었다. 입고 있던 탁한 분홍색의 점퍼는 뒷부분이 터져 

속이 빠져 나와 있고, 들고 있던 합성피혁 재질의 낡은 손가방 역시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어디를 저렇게 가는 길일까. 문득 타인의 삶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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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

도시의 틈에서 온 도형

2017

297 X 420mm

digital print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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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나무가 많은 시골에서 2년 정도 살다 올라와 도시의 낯선 느낌을 관찰하다가 작업을 시작하였다. 

어디에서 살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도시와 자연의 경계점을 살폈다. 도시가 건물과 건물의 사이 

공간, 나무의 가지와 풀이 자라는 좁은 틈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공간을 그려낸다는 걸 발견했다. 

사람들이 건물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공간을 작게 나누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점점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묘사하며, 사각형 공간을 그리고 그 틈인 사이 공간에 자연(풀)을 심기도 한다. 도시에는 

수많은 단면이 존재하고 면의 틈을 통하여 우리는 이동한다. 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문, 건물들 사이의 

틈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형태를 이미지화해 겹쳐가며 면의 틈과 형상을 드러낸다. 우리는 틈에 사는 

존재인 까닭이다. 도시가 변화하고 확장하듯 나도 그렇다. 이번 작품은 도시에 흩뿌려진 생명을 지닌 

포자들의 이야기다. 제목은 〈공간의 포자〉. 포자 하나를 발견하여 열어주고 확장시키고 소실되게 

하고 빛을 주고 춤을 추게 하면 발아가 시작된다. 낱낱으로 혹은 접합으로, 그렇게 생명이 자란다. 

공간에 앉아 자라나는 풀들을 보며 자유롭게 분열하며 확장하는 공간 사이로 나는 점프해 본다. 새로운 

포자들이 수없이 퍼져 낯선 공간, 낯선 식물들과 조우하며 만들어내는 봄날의 도시를 상상하면서.

51

까시.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실내건축을 전공했다.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느끼고 살피는 

재능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간을 

탐색한다. 그는 도시의 면과 

틈을 현미경처럼 때로는 새처럼 

관찰한다. 〈관찰자의 산책〉(2017), 

〈도시의 틈〉(2018), 〈도시에서 숨 

쉬다〉(2018) 등 여러 전시가 그 

관찰의 결과이다. 작가는 여전히 

도시 사이를 배회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까시 작가의 초상 ⓒ 여기(최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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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e of space / series

2019

210 X 297mm

ecco pigment pen, dots on paper

까시 작가의 이번 작품들은

Faber-Castell 에코피그먼트펜으로 작업



○

인비저블

pool party

2019

297 X 420mm

digit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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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메세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반영하는데 집중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작품은 

그 결과다. 작가로서의 꿈과 바람은 물론, 한 개인으로써의 소소한 감정까지 아우른다. 작업을 하는 

동안, 성공과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 앞서며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도 잊은 채 

새롭고 나은 것만을 지향한다. 그것은 곧 현실적 고민과 충돌하며 아무 것도 않고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 기대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평온한 풀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한다든지, 바다에 

잠겨 노을을 본다든지 하는 모습으로. 기대를 작품에 투사하는 이유는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말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매일 ‘잘 될 거다’ ‘다 좋아질 거야’ 같은 주술적인 말을 되뇌고는 

한다. 바라는 상태를 작품에 투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힘들었던 나를 떠나 보내고 평온을 되찾은 나를 작품으로 수렴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내 작업은 일종의 

자서전이다.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대중의 공감을 받을 기회라고 믿는다. 대중이 작품에 

녹아든 내 삶을 보며 자신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끼길 바란다. 나는 젊다. 내가 말을 거는 

대상도 젊다. 힘들고 지쳐도 멈추지 말라고 응원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이번에 파버카스텔을 향한 

오마주 작업을 한 까닭은 내게 있어 디지털 장비가 곧 필기구이기 때문이다. 파버카스텔 필기구를 쓰는 

마음으로 마우스와 전자펜을 그렸다.기존의 내 작업과 다를 바가 없다.

인비저블. 디지털 아티스트다.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빌어 

작업하지만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사유 방식이 적용된다. 그에게 

있어 마우스와 펜은 파버카스텔 

필기구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버카스텔의 브랜드 

철학을 담아 마우스와 펜을 

작업해 주었다.

sea

2019

297 X 420mm

digital art



63



65



67



69

채병록 

그래픽 디자이너

BYUNGROK, CHAE

GRAPHIC DESIGNER

김종진 

뮤지션, 봄여름가을겨울

JONGIN, KIM

MUSICIAN, SSFW

변재민

숲해설가

JAEMIN, BYUN

FOREST INTERPRETER

한혜연

LG상남도서관 책임

HYEYEON, HANN

LG SANGNAM LIBRARY

김현정

식물 화가

HYUNJUNG, KIM

BOTANICAL ARTIST

김이듬 

시인

EDUM, KIM

POET

이윤선

요가 테라피스트

YOONSUN, LEE

YOGA THERAPHIST

장현근

에코락 갤러리 대표

HYEONGEUN, CHANG

ECOROCK GALLERY CEO

김선두

화가

SUNDOO, KIM

ARTIST

강병인

캘리그래퍼

BYUNGIN, KANG

CALLIGRA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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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록 

     그래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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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의 시간이 빚어낸 것들

한국적 디자인이란 대체 무엇일까? CBR 그래픽의 채병록 

디자이너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것은 여전히 난해한 화두며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면, 한국적이라는 단어는 그의 디자인 

세계를 가늠케 하는 사상적 토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자신만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맥락이 강줄기처럼 

흘러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다채로운 

표현 그 이상을 탐색하면서도 한국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에 

집착하는 까닭이다. 그가 디자인에 

물음을 던지며 유학을 떠난 날로부터 

어느덧 십 년이 흘렀다. 올해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개인전과 다양한 

실험들을 펼쳐볼 예정이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으나 지금은 느끼게 된 

것들에 대해 고백하듯 담담한 어조로 

들려주었다.

Things that are shaped by time over 

ten years

Just what is “Korean-style design?” Chae Byungrok, 

a designer at CBR Graphic, completely agrees with 

the notion that “what is Korean is global.” At the 

same time, he thinks it is still a very complicated 

topic that is like homework that you need to figure 

out yourself. If design is the means of expressing 

yourself, could it be that the term “Korean-style” 

can serve as a basis of ideas that can help us get a 

grasp of his world of design?

He says that you need to have some context that 

flows like a river if you want to build your unique 

world. This is why he has a fixation on exploring 

his identity as a Korean while searching for 

various means of expression and beyond. It has 

been ten years since he went to study abroad in 

search of answers to his questions on design. This 

year, he plans to do solo exhibitions and various 

experiments and told us about the things he feels 

now that he did not before, in a calm voice taking 

on the tone of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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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디자이너로 활동한 지가 어느덧 십 년이네요. 처음과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전히 제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러운 감정과 맞닥뜨리고는 해요. 그럴 때마다 아직 예술가적 질투가 

남아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제게 질투는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강한 행위니까요. 십 여 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포기할 줄도 알만큼 유연해졌다는 거죠.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뒤 한동안은 꽤 힘들었어요. 제 안에 

에너지가 무궁무진하다고 착각하며 실험에 실험을 더하느라 많은 

걸 소진했거든요. 때로 철 없이 굴기도 했습니다. 인식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삶이 반복되었지요. 재충전도 않고 오로지 디자인 그 자체만 

탐닉하며 몰입했어요.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요. 이제는 성숙해져야 

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보다 더 진지해졌고 겁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밟으며 새로운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 갖은 고민과 사건들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2017년에 에비뉴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주제가 〈만월만복滿

月萬福〉이었습니다. 만월을 바라보며 만복을 기원하는 우리 풍습을 

동그란 형태를 이용해 만들어 싶었어요. 일본의 와쇼쿠 정식은 밥알이 

하나 하나 살아있도록 예쁘게 담아내지만 고봉밥은 한국적인 푸짐한 

정이 있지요. 세련되거나 꼼꼼하지 않지만 풍성함이 주는 매력이 

담겼죠. 영국 V&A뮤지엄디렉터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 〈만월만복〉 

포스터를 소장하고 싶다고 해서 선물하기도 했어요. 서구의 모던함에 

익숙한 그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의 풍습과 그것을 표현한 

디자인과 색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옥을 연구하고 

있는데, 기와지붕을 위에서 내려다 본 수평 도면인 와복도瓦覆

圖를 자세히 보면 한글 자음 ㄱ, ㄴ, ㄷ과 비슷합니다. 건축 설계와 

연결되면서도 핵심을 그리는 것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실험이지요. 

It has been ten years since you have been working as a professional 

designer after having studied abroad. It must be different from how 

it was then. What do you think?

I	still	compare	myself	with	others,	and	it	hurts	my	ego	and	makes	me	

jealous	of	others.	Whenever	 that	happens,	 I	 try	 to	comfort	myself	by	

telling	myself	 that	 I	 am	 jealous	as	an	artist.	To	me,	 jealousy	 is	not	an	

uncomfortable	feeling,	but	a	healthy	way	of	taking	a	look	into	myself.	The	

biggest	change	I	had	over	the	ten	years	is	that	I	became	flexible	enough	

to	give	up.	I	had	some	difficulties	after	I	finished	my	studies	in	Japan	and	

came	back	to	Korea.	I	was	under	the	delusion	that	I	had	infinite	energy,	

and	I	exhausted	myself	with	so	many	experiments.	 I	was	 immature	at	

times.	I	repeated	the	cycle	over	and	over	again	without	even	realizing	

what	I	was	doing.	I	was	addicted	to	design	and	immersed	myself	in	design	

without	even	recharging	myself.	I	am	very	different	from	then.	I	became	

old	enough	to	be	mature	and	to	be	honest,	I	became	more	serious	and	

fearful	than	before.	But	I	am	preparing	myself	for	a	new	leap,	by	taking	

one	step	at	a	time.

I understand that you have to give much thought and go through a 

lot before you get the results. What was the most memorable work 

for you?

In	2017,	 I	had	a	 solo	exhibition	at	 the	Avenual	Gallery.	The	 topic	was	

Full	Moon,	Great	Fortune.	I	wanted	to	make	something	round	that	can	

illustrate	our	tradition	of	praying	to	the	moon	for	good	luck.	The	Japanese	

washoku	meal	looks	so	pretty	that	in	a	bowl	of	steamed	rice,	you	can	

actually	see	each	grain	of	rice.	By	contrast,	a	Korean	bowl	full	of	rice	is	a	

very	generous	serving.	It	is	not	as	stylish	or	precise,	but	it	has	the	beauty	

of	 abundance.	When	 the	British	Victoria	 and	Albert	Museum	Director	

visited	Seoul,	he		wanted	the	Full	Moon,	Great	Fortune	poster,	which	is	

why	I	gave	it	to	him		as	a	gift.	I	think	he/she	was	fascinated	by	our	tradition	

of	wishing	for	good	health	and	longevity	and	the	design	and	colors	that	

were	used	to	illustrate	the	tradition.	I	guess	it	was	new	to	him		because	

he		is	used	to	the	modern	style	of	the	West.	Nowadays,	I	am	studying	

hanok	or	traditional	Korean	house.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a	wabokdo,	

which	is	the	horizontal	tile	roof	plan	seen	from	above,	you	will	notice	

that	the	roof	looks	similar	to	the	Korean	consonants	‘ㄱ,’	‘ㄴ,’	and	‘ㄷ.’	I	

am	interested	in	what	I	like	to	call	the	‘new	digital	experiment’	of	drawing	

something	that	is	related	to,	or	the	core	of,	an	archite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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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감성을 의도적으로 발휘하는 것인지, 한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지요? 

누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결핍의 욕구가 있어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국적인 것이 촌스럽거나 창피한, 혹은 이전 세대의 

것이라고 치부하거나 불확실한 편견을 발동시키고는 해요. 

육공일비상 박금준 디자이너를 존경하는 이유도 그가 한국적 

디자인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문화라는 오래된 소재를 

세련되게 표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색동 이불을 변화시켜 

새로운 패턴으로 만드는 작은 프로젝트조차 한국적 정체성을 

인식해야만 하죠.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해야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듯이요. 

좌우명이 ‘가치 없는 데이터를 넣으면 가치 없는 결과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라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동하자는 의미이지요. 가볍게 접근하면 

가벼운 작업만 나오죠. 수준 높은 경험으로 제대로 뱉어내기 위해서는 

묵직하면서도 겸손해야죠. 

공감과 감성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모니터에서 보이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완성된 작품이 어떤 

장소와 배경에 쓰일지 고려해야죠. 현실적인 공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좋은 작업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고, 예술가적인 관점도 잃지 않아야죠. 그리고 

익숙한 관념들은 버려야 해요. 다양하고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배려심이 필요해요. 클라이언트와 소비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한다면 결과가 좋을 거에요. 그렇게 배려를 담은 작품들이 

국내외에서 호평 받았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결국, 전부의 것이니까요.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일본에서 5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죠. 

나만의 디자인을 펼치고 싶었거든요.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미니멀한 이미지 중심의 작품을요. 색의 대비를 이용하거나 한국적 

요소들로 풀어내는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되면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잦았죠. 저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복福을 전하는 디자인을 

하기로 작정했지요. 연하장 시리즈가 그 결과물입니다. 상업적 

성공까지 바라지 않았지만, 선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요즘은 연하장 

개념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우편으로 보내는 아날로그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표현했어요.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디자인으로요. 

아직도 어릴 적에 전축 위에 할아버지가 놓아둔 학 그림이 그려진 

연하장이 기억나요. 유학 당시에 연하장 디자인을 전시하기도 했죠. 

십이지신과 복을 결합하여 입체감까지 살린 디자인이었어요. 그 뒤로 

복을 기원하는 연하장 디자인이 포스터로 이어졌어요.

You said that for a designer, it is important to be considerate of others by sympathizing with them and having feelings for them. I was 

impressed when I heard that. What does it really mean?

What	you	see	on	the	monitor	is	not	the	final	result.	You	need	to	consider	where	the	completed	work	will	be	used,	and	what	the	background	will	be.	You	

also	need	to	calculate	other	factors	in	order	to	develop	a	realistic	sense	of	space.	You	should	not	miss	the	details	in	preparing	to	create	quality	work	or	

lose	the	perspective	of	an	artist	in	the	process.	You	should	also	get	rid	of	any	fixed	ideas	because	you	should	see	the	world	from	new,	different	angles.	

To	do	that,	you	need	to	be	considerate.	You	will	get	a	good	result	if	you	create	a	design	while	being	considerate	of	the	client	and	consumers.	Works	that	

were	created	in	consideration	of	others	were	popular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ce	a	work	is	completed,	it	does	not	belong	just	to	me.	At	the	end	

of	the	day,	a	design	belongs	to	everyone.

You use the Korean language whenever you can. Is there a special reason for that?	

After	studying	in	Japan	for	about	five	years,	I	wanted	to	work	in	Korea	again.	I	wanted	to	create	my	designs	and	to	come	up	with	works	based	on	

images	that	are	Korean,	stylish,	and	minimal.	My	goal	was	to	create	designs	by	using	color	contrast	and	elements	of	Korean	culture.	At	the	time,	online	

communication	became	part	of	our	everyday	lives,	and	people	were	often	offensive	and	malicious	to	others.	So	I	decided	to	create	a	design	that	can	give	

good	luck	and	cancel	out	the	negative	things.	As	a	result,	I	designed	a	series	of	New	Year’s	cards.	I	did	not	expect	commercial	success,	but	they	became	a	

popular	gift.	Nowadays,	not	many	people	send	a	New	Year’s	card	to	others,	but	I	still	wanted	to	illustrate	actual	paper	postcards	by	giving	them	a	modern	

definition.	I	did	that	with	a	fancy,	and	yet	genial	design.	I	can	still	remember	the	New	Year’s	card	with	a	crane	painting	that	my	grandfather	put	on	his	

record	player	when	I	was	little.	While	I	was	studying	abroad,	I	even	had	an	exhibition	of	New	Year’s	card	designs.	It	was	a	three-dimensional	design	with	

12	Chinese	zodiac	signs	combined	with	a	symbol	of	luck.	After	that,	I	created	a	poster	based	on	the	New	Year’s	card	design	for	luck.

Do you create Korean-style designs on purpose or is it the result 

you get because you are Korean?

Everyone	has	a	feeling	of	lacking.	To	compensate	for	the	feeling,	many	

people	have	some	bias	toward	things	that	are	Korean,	thinking	that	 it	

is	out	of	style,	embarrassing,	or	just	old.	The	reason	I	respect	designer	

Park	Geum-jun	at	601Bisang	 is	 that	he	 inherited	Korean	designs.	 It	 is	

never	easy	to	express	Korean	culture	during	the	modern	era	in	a	stylish	

way.	You	should	consider	the	Korean	identity	even	for	a	small	project	of	

creating	new	pattern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blanket	with	stripes	

of	many	colors.	You	need	to	be	aware	of	who	you	are	to	understand	the	

world	we	live	in	fully.

I have heard that your motto is “Garbage in, Garbage out.” 

It	simply	means	to	learn	the	right	things	and	do	the	right	things.	If	you	take	

a	casual	approach	to	something,	you	only	end	up	with	something	casual.	

If	you	want	to	produce	something	based	on	a	high	level	of	experience,	

you	need	to	be	serious	and	humbl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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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책상 위에 필기구가 많네요.

저는 미대를 나오지 않아 데생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덕에 남들과 

다르게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4B연필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15년차 디자이너인 요즘에서야 연필로 

그리는 일이 잦아요. 디지털 작업도 스케치로부터 시작하니까요. 

아이디어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그걸 숙성시켜서 본 작업을 진행하죠. 

작업 시간의 대부분은 고민과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고민이 얕으면 

작업도 얕을 수 밖에 없지요. 늘 그 부분을 엄격하게 검열합니다. 

학생들의 작업을 보면 시작과 끝이 전부 컴퓨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모니터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건축가였던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듯 한데요?

아버지께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근무했었는데 종종 파버카스텔 

색연필을 선물로 보내주셨지요. 금색과 은색도 있는 특별한 

세트였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 보고 만졌던 아버지의 

설계도면과 도구들이 참 값진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미대에 가고 싶다고 하니 반기지 않으시더군요. 제 작업이 입체적이라 

평가받는 것이 어쩌면 건축가셨던 아버지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어요. 

디자이너 대부분이 그래픽은 이차원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평면과 

흑백은 거짓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삼차원인데 그래픽 디자인만 

평면일 수 없지요. 중첩과 반복으로 새롭게 구축한 이미지는 평면에 

머물지 않아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디자이너 역할과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개념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어도비Adobe 

프로그램조차 없었고, 지금은 3D 프로그램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디자인에 있어 시대적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가 중요하지요. 

또한 앞으로는 클라이언트 없는 협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 분야의 명인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미래에는 종이 책이 

없어진다고요? 무엇이든 없어질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겠죠. 인간이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진화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50년 

뒤에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역시 때로는 자신만만했고 

때로는 후회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요. 

시대는 계속 흘러갈 것이고 디자인도 그렇겠지요. 시대가 변한다고 

같이 휩쓸리면 안됩니다. 대세를 쫓아가다 보면 자기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몰입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Why do you have so many stationeries on the desk when you 

mostly work on the computer?

I	did	not	learn	dessin	(how	to	draw	sketches)	because	I	did	not	major	

in	art.	 I	 think	that	 is	why	 I	draw	 images	differently	from	others.	 I	had	

never	used	a	4B	pencil	when	I	was	in	school,	and	it	was	not	only	after	I	

have	been	working	as	a	professional	designer	for	15	years	that	I	started	

drawing	with	pencils.	You	know,	digital	works	also	start	with	a	sketch.	I	

draw	a	picture	on	my	idea	note,	add	more	details	to	it,	and	then	I	start	the	

real	work.	While	I	am	working,	I	spend	most	of	my	time	thinking.	Shallow	

thoughts	will	only	produce	shallow	works.	I	am	always	strict	with	myself	

in	this	aspect,	which	is	why	I	feel	sorry	for	the	students	when	I	see	them	

work	only	on	the	computer,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	hope	they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best	way	to	reduce	the	mistakes	is	to	take	

a	step	back	 from	the	monitor	and	check	and	verify	 their	works	using	

manual	methods.

It seems to me that you were influenced by your father, who was an 

architect. Were you not?

My	father	worked	 in	Saudi	Arabia,	and	he	sometimes	sent	me	Faber-

Castell	 colored	 pencils	 as	 a	 gift.	 One	 of	 them	was	 a	 special	 set	 that	

included	gold	and	silver	colors.	Looking	back,	my	precious	asset	as	a	child	

was	my	father’s	designs,	drawings,	and	tools	that	I	saw	and	touched.	But	

my	father	was	not	happy	when	I	told	him	I	wanted	to	go	to	an	art	college.	

My	works	are	regarded	as	three-dimensional,	and	it	may	be	because	I	

was	influenced	by	my	father,	who	was	an	architect.	Most	designers	think	

that	graphics	are	two-dimensional,	but	I	consider	flat	surface	and	black-

and-white	 as	 lies.	 Graphic	 designs	 cannot	 be	 two-dimensional	 when	

the	world	 is	 three-dimensional.	New	 images	that	are	created	through	

repetition	and	reiteration	do	not	just	stay	on	a	flat	surface.

I wonder how you think about the role and future of designers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age.

I	do	not	think	design	concepts	will	ever	change.	In	the	past,	we	did	not	

even	have	the	Adobe	programs,	and	so	many	3D	programs	are	being	

developed	nowadays.	However,	when	it	comes	to	design,	the	historical	

background	does	not	 really	matter.	What	 is	 really	 important	 is	how	a	

designer	expresses	something,	and	how	happy	he	feels.	I	believe	that	the	

age	of	collaboration	without	clients	will	come.	I	mean	masters	of	various	

schools	will	rely	on	each	other	so	that	designs	can	be	created	by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whenever	it	is	necessary.	People	say	that	there	will	

be	no	paper	books	in	the	future.	Anything	can	disappear,	and	anything	

can	be	made.	All	communication	tools	made	by	people	will	evolve,	and	

there	is	no	way	around	it.	It	would	be	the	same	if	we	were	born	50	years	

from	 now.	 Even	 Kim	 Jeong-hui	 (pen-name:	 Chusa)	 was	 confident	 at	

times	and	regretful	at	others;	that	is	the	nature	of	people.	Time	will	go	

by,	and	so	will	designs.	However,	you	should	not	be	swept	away	by	the	

changes	of	time.	Your	time	will	never	come	if	you	just	go	with	the	flow.	

Anyone	can	have	the	time	of	his	life	if	he	focuses	on	something	he	is	good	

at,	and	something	he	wants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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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안병학, 민병걸, 사토 고이치의 공통 DNA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이너의 DNA는 마치 혈액형처럼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원색적이고 미니멀리즘적이지만 안병학 교수님의 작품은 섬세하고, 

민병걸 교수님은 오리엔탈리즘의 재해석에 뛰어나죠. 사토 고이치 

교수는 화려함과 디테일의 끝판왕이었어요. 그 분들께 배운 모든 것이 

지금의 제 바탕이 되었어요. 고이치 교수님은 3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아직도 곁에 계신 듯 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제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하곤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너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에 일생을 바치고, 후학 양성에 힘써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스승들 덕에 먹고 살게 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스승은 저를 지켜주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간 한 학기에 서너 개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교육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술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소모적인 것을 생활 소품으로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십 대에는 얼른 삼십 대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주로 포토샵으로 

제품 사진을 오려내는 작업만 했어요. 앞으로 일흔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서른다섯에는 인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서른에 유학을 

갔지요. 자신감이 넘쳤고 공격적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죠. 마흔이 되면서는 따라올테면 따라와 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한편, 하나씩 

지워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어요. 삼십 대에는 마니아적 작업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다른 분야의 연륜 있는 거장들의 

작업에도 눈이 많이 갑니다. 우연한 발상, 반복적이고 화려한 제 

디자인 스타일을 모방하는 후배들이 많아 걱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You said that your teachers Ahn Byeong-hak, Min Byeong-geol, and 

Sato Koichi share the same DNA. What did you mean by that?

I	think	the	DNA	of	designers	is	categorized	like	blood	types.	While	all	the	

three	of	them	are	straightforward	minimalists,	Professor	Ahn	Byeong-

hak’s	 is	 very	 detailed,	 and	 Professor	 Min	 Byeong-geol’s	 is	 good	 at	

redefining	Orientalism.	Professor	Sato	Koichi	is	the	champion	in	terms	of	

detail	and	fanciness.	Everything	I	have	learned	from	them	made	me	who	

I	am	today.	Professor	Koichi	passed	away	three	years	ago,	but	it	still	feels	

like	he	is	around	me.	Whenever	something	goes	wrong,	I	wonder	what	he	

would	tell	me.	Before	he	passed	away,	he	told	me	to	‘Dedicate	your	life	in	

something	that	only	you	can	do,	and	try	to	teach	students.’	It	would	not	

be	wrong	to	say	that	I	am	making	a	living	thanks	to	them.	To	me,	teachers	

are	like	a	giant	tree	that	protects	me.

You teach students both as a designer and educator.

I	have	been	giving	 lectures	at	a	 few	colleges	 in	one	semester.	 I	 think	

teaching	is	important	because	it	can	change	someone’s	life	around.	I	also	

have	the	desire	to	show	that	there	is	a	professor	who	is	good	at	teaching	

technical	skills	in	Korea.	But	this	year,	I	will	spend	as	less	time	as	possible	

on	 lectures	 because	 I	 am	planning	 to	 have	 a	 solo	 exhibition.	 Graphic	

designs	are	out	of	my	hands	once	they	are	drawn,	but	I	still	want	to	work	

on	creating	things	that	are	used	on	everyday	necessities	even	if	they	are	

consumed	like	that.

What do you think about as a designer nowadays?

When	I	was	in	my	twenties,	I	wanted	to	be	in	my	30s	as	soon	as	possible.	

At	the	time,	I	mostly	did	Photoshop	works	that	mostly	involve	cutting	

out	the	works.	Then	I	realized	that	I	would	have	to	keep	working	until	

I	am	seventy.	So	when	I	turned	35,	I	did	not	hesitate	to	study	abroad	

because	I	felt	that	it	was	time	to	make	some	changes	in	my	life.	I	was	

full	of	confidence,	aggressiveness,	and	stubbornness.	I	did	a	lot	of	work,	

so	when	I	turned	40,	I	continued	to	work,	and	I	did	not	care	if	someone	

followed	my	footsteps.	I	became	bolder,	I	did	more,	and	I	became	more	

eager,	but	I	am	also	getting	rid	of	the	things	I	do	not	want.	When	I	was	

in	my	 thirties,	 I	 thought	working	 on	 things	 that	 only	 the	 fans	would	

appreciate	was	the	way	to	survive.	But	now,	 I	am	beginning	to	notice	

the	works	of	masters	of	other	schools.	 I	am	also	worried	 for	younger	

designers	who	try	to	copy	my	repetitious	and	fancy	design	style,	which	is	

based	on	ideas	that	came	to	me	out	of	the	blue.	It	goes	the	same	for	me;	

I	need	to	change	as	well.

BigRiver-Workshop, digital printing, 700x990m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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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게 지켜보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조중현 디자이너의 작품이 흥미롭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앱을 

담당하는 직장인이자 개인 작업도 하는 젊은 디자이너죠. 두 가지 

일을 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하니까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디자인 스튜디오 리더와 강의를 하는 

교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처럼 가르치는 동시에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도 해야 

해요. 요즘은 위가 아니라 밑을 보며 일합니다. 선배보다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죠. 

앞으로 삼사십 년은 더 일해야 하잖아요. 거시적 관점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시대니까요. 일본에도 그렇게 오래도록 일하는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지요. 디자인 필드가 탄탄한 일본이 가끔씩 부러운 

까닭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많으니 

아쉬워 할 필요는 없겠죠.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러시아 타이포마니아 축제를 우리 나라에서 열 예정이에요. 일종의 

타이포그래피 축제로 세계 순회 전시죠. 세계적인 작가의 대표 

작품을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야를 넓혀 주고 싶어요. 

모니터에서만 보던 디자인이 아닌 실제 물성을 가진 작품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는 얼마 전 국제타이포그라피 비엔날레의 책임 큐레이터로 일하며 

직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직관은 인간의 숨겨진 감각이기에, 

디자이너라면 직관을 활용해 작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 각자의 경험치가 변수겠지만, 직관이 발달할수록 

디자이너의 오리지널리티가 상승할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후배에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그는 선배로서 

기술을 전수하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흥미로운 작업을 같이 하는 

공생관계를 꿈꾸고 있다. 

Which designers catch your attention?

Designer	Cho	Jung-hyeon’s	works	are	interesting	to	me.	He	is	a	young	

designer	who	works	both	as	a	regular	employee	of	Naver	in	charge	of	

mobile	apps	and	a	freelance	designer;	I	must	give	it	to	him.	I	mean	it	is	not	

easy	to	be	good	in	two	different	areas,	because	it	takes	a	lot	of	energy	to	

do	both.	Most	designers	in	my	age	are	faced	with	two	choices:	Become	

a	design	studio	leader	or	a	professor	and	give	lectures—but	I	think	I	need	

to	do	both.	It	is	like	being	a	surgeon;	both	teach	and	perform	operations.	

Nowadays,	I	look	down	rather	than	up	while	doing	my	work	because	I	

want	to	be	respected	by	designers	who	are	younger	than	me	rather	than	

those	who	are	older	than	me.	They	are	like	a	barometer	that	shows	me	

if	I	am	working	hard	or	not.	I	mean	I	have	to	keep	on	working	for	the	

next	thirty	or	forty	years.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we	need	to	look	

at	the	big	picture	while	we	keep	moving	forward.	There	are	many	good	

designers	who	have	been	working	for	so	many	years	in	Japan.	Japan	has	

a	solid	foundation	for	design	fields,	and	it	is	one	of	the	reasons	why	I	envy	

them;	however,	it	is	not	a	bad	thing,	because	we	also	have	a	lot	of	things	

that	the	Japanese	are	envious	of.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year?

The	Russian	Typomania	Festival	will	be	held	in	Korea.	It	is	a	typography	

festival	 and	 a	world	 tour	 exhibition.	 I	want	 to	 help	 Korean	 designers	

develop	 a	 broader	 view	 of	 design	 by	 showing	 them	 the	 works	 of	

internationally	renowned	artists.	I	am	sure	they	have	seen	the	works	on	

the	monitor,	but	I	want	them	to	see	the	real	physical	works	rather	than	

just	the	design	with	their	own	eyes.

He says that he saw the necessity of intuition while working as the 

chief curator for the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 while 

back. Because intuition is one of the hidden senses of human 

perception, designers should upgrade their work by making good 

use of their intuition. Although the level of experience can be a 

variable, a well-developed intuition can help improve the originality 

of a designer. He says that he feels sorry for younger designers 

while teaching his students. He wants to teach his skills to them as 

their senior, so they can build a symbiotic relationship by working 

together on things that are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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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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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

인기척이 끊기고 가게들이 문을 닫는 밤, 고요에 휩싸인 

책방은 시인의 집필실이 된다. 여윈 불빛 아래서 시인은 

펜을 들어 종이의 여백을 지운다. 책방을 운영하는 

일은 점점 빠듯하다. 그럴수록 시인의 시상은 풍성해진다. 

시인의 시는 노트에 쓰이고, 읽는 이의 가슴에도 쓰인다. 

과연, 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일산 호수공원을 

정원으로 둔 ‘책방 이듬’에서 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자꾸만 바람이 책방 문을 밀고 들어온다. 그때마다 

시인은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엇을, 누구를?
I'm Nothing Without Poetry.

When there are no more people around and all the 

stores are closed, silence settles over the bookstore 

and the bookstore becomes the poet’s writing 

room. Under a faint light, the poet picks up her 

pen and fills the empty space on the paper. 

The bookstore business is slow, and it’s getting 

worse. The slower the business, the more the 

poet can write. The poet’s poems are written on a 

notepad, and on the heart of the reader.

Can poems really change the world? 

I came to ‘Bookstore Edum’ with Ilsan Lake Park as 

the front yard to listen to what the poet has to say. 

The wind blows the door open. The poet looks over 

her shoulder at the sound of the wind.

It’s as if she’s waiting for someone.

Who is she waiting for?

시인의 하루는 어떤가요? 

낮에는 책방 손님을 맞고, 밤이면 책방 안쪽에 있는 조그만 작업실에서 

글을 써요. 쓰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나와 보면 바람이더군요. 

겨울이면 호수공원에서 불어온 바람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요. 책과 

자연을 벗삼아 시를 즐기고 있지요.

평소에도 자주 노트나 필기구를 쓰나요?

시는 주로 연필로 써요. 연필을 깎으며 생각을 그리고 그 연필로 

습작을 하듯 시를 다듬고, 완성되면 노트북에 옮기죠. 저는 연필이 

좋아요. 글이 손과 연필을 거쳐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 쓴 노트만 해도 백 권이 넘는 걸요. 여태껏 잃어버린 펜과 

우산만 모아도 잡화점 하나를 차릴 만큼 많아요. 예전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그 펜으로 멋진 글을 

쓰길 바라죠. 물론 가장 아끼는 것들은 집에 두고 다녀요. 언젠가 

심보선, 김소연 작가와 함께 ‘호주 국제 시 페스티벌’에 초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남아 셋이서 문구점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필기구를 

좋아하는 건 다른 시인들도 마찬가진 모양이에요. 다 쓰지도 못할 

필기구로 꽉 찬 필통을 보면 이 욕심을 어쩌나 싶기도 해요.

문구가 영감을 준 시도 있었나요?

그럼요. 펜이 등장하는 시도 있어요. 시집 『히스테리아』에 

수록된 ‘시골 창녀’라는 시인데 남성의 성기를 만년필에 비유했죠. 

낡은 심볼리즘인 셈이지요. 오래 전 유럽에서는 여성에게 깃털 달린 

펜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책을 읽는 여자를 위험하다 여겼는데 하물며 

글을 쓰는 여자면 어땠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지혜롭고 박식한 여성에게 제약을 주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요.

파리지앵 24명을 인터뷰한 책 『모든 국적의 친구』를 흥미롭게 

읽었어요. 주로 인터뷰 대상자였다가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가 된 

기분이 어땠나요? 

그 책 이전에도 계간지 『이 시대의 시인』를 위해 인터뷰어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최승자, 김혜수, 이성복 등 제가 사랑하는 시인들을 

인터뷰했죠. 치과의사이자 시인인 송재학은 취미가 LP 음악 

감상이라서 그의 작업실에서 음악 들으며 인터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인터뷰를 엮어 책으로 낼까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철 

지난 인터뷰는 오래된 뉴스를 읽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인터뷰는 가련한 장르인 것 같아요. 소설이나 시처럼 오래도록 

살아남기 어렵지요. 

How does a poet spend her day?

I	serve	the	customers	while	the	bookstore	is	open	during	the	day,	and	I	

write	in	a	small	study	in	the	corner	of	the	bookstore.	I	sometimes	hear	

the	door	open.	When	I	go	outside,	it	is	the	wind.	In	winter,	the	wind	from	

the	lake	park	blows	the	door	open.	I	enjoy	poems	along	with	books	and	

nature.

Do you use a notepad and writing instruments on a regular basis?

I	 usually	 write	 poems	 with	 a	 pencil.	 I	 come	 up	 with	 an	 idea	 while	

sharpening	 the	 pencil,	 and	 then	 I	 recompose	 the	 poem.	 When	 I	 am	

done,	I	type	them	on	my	laptop.	I	like	pencils;	it	feels	like	the	words	are	

flowing	out	through	my	body,	my	hand,	and	then	through	the	pencil.	

I	must	have	used	more	than	100	notepads	so	far.	I	have	lost	so	many	

pens	and	umbrellas	that	I	can	open	a	miscellaneous	store	if	I	did	not	lose	

them.	In	the	past,	I	tried	to	find	what	I	lost.	But	now,	I	wish	anyone	who	

found	my	pen	make	good	use	of	it	and	write	something	good.	Of	course,	

I	leave	my	favorite	things	at	home.	One	time,	I	was	invited	to	the	Canada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along	with	writers	Shim	Bo-seon	and	Kim	

So-yeon.	We	had	some	time	left,	so	the	three	of	us	went	to	a	stationery	

store.	I	think	all	poets	like	writing	instruments.	My	pencil	case	is	filled	with	

so	many	writing	instruments	that	I	do	not	think	I	will	ever	be	able	to	use	

all	of	them.	I	just	have	to	have	them.

Are any of your poems inspired by a writing instrument?

Of	course,	I	even	wrote	a	poem	where	a	pen	is	mentioned.	The	poem	

is	 called	 ‘Country	 Prostitute’	 in	 the	 poetry	 collection	 Hysteria,	 and	 I	

compared	the	male	penis	with	a	fountain	pen—an	old	symbolism.	I	have	

heard	 that	 back	 in	 the	 old	 days	 in	 Europe,	women	were	 not	 given	 a	

feather	pen.	They	thought	women	who	read	are	dangerous.	What	would	

have	they	thought	about	a	woman	who	writes?	It	is	interesting	that	both	

in	the	East	and	the	West,	there	were	restrictions	on	wise	and	learned	

women.

I found the book Friends of All Nationalities where you interviewed 

24 Parisiennes—interesting. How did it feel like to interview 

someone when you are usually the one who was interviewed?

Before	 that	 book,	 I	 have	 had	 the	 experience	 of	 being	 an	 interviewer	

for	the	book	Poets	of	This	Age.	I	interviewed	some	of	the	poets	I	love,	

including	Choi	Seung-ja,	Kim	Hye-su,	and	Lee	Seong-bok.	One	of	 the	

hobbies	of	the	dentist	and	poet	Song	Jae-hak	was	listening	to	LP	music,	

and	I	still	vividly	remember	interviewing	him	in	his	study	while	listening	to	

music.	At	the	time,	I	thought	about	writing	a	book	about	the	interview	but	

decided	not	to.	The	reason	is	that	an	old	interview	can	feel	like	old	news.	

In	this	aspect,	I	think	an	interview	by	itself	can	be	a	pathetic	genre.	Like	

novel	and	poetry,	it	cannot	survive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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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앵을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당시 파견 작가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섯살 때 한국에서 

입양되어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김치도 담그고 잠도 자면서 친해졌어요. 그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을 외국에 파는 나라라고 욕하며 증오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한국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살았다는 걸 기억해 줄 사람이 

없을듯 해 걱정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거든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어, 글로써라도 그의 존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를 

시작으로 노숙자, 대학교수, 음악가 등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파리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글로 남겼습니다. 폭발한 건물의 잔해 

속에서 희생자를 구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모를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저 자신이 은폐했던 

슬픔이나 시간도 돌아보았고요. 

인터뷰 중에 프랑스 시인 프랑시스 콩브Francis Combes에게 시란 무엇인지 

질문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체 ‘시’란 무엇인가요?

글쎄요. 해답을 내도 오류일 수 밖에 없는 정의 혹은 명제겠죠. 가령 

‘삶’이 무엇인지 되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대답하기 어렵듯이요. 

문학이란 무엇인지 규정하기란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등단한 

지 이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스스로에게 시란 무엇인지 질문하고는 

해요. 그렇지만 시는 모든 예술의 정수이자 시작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존재를 구원할 수도 있는 심도 깊은 것, 그것이 타자일 수도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제가 시인이 아니었다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에요. 생을 포기했을 지도 몰라요. 매주 여는 시 창작교실 

제목 ‘시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나’는 이런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목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예상 밖에 큰 관심을 

받아 무척 반가웠지요. 

‘시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나’라는 시 창작 강좌에 대해 들려주세요.

한 기수에 정원이 10명인데, 벌써 3기까지 배출했네요. 강연에 

집중하기 위해 세 시간 동안 책방 문을 닫아걸어요. 신춘문예 최종 

후보자도 나왔고, 시인도 탄생했어요. 시인을 꿈꾸는 이들도 있고, 

난생 처음 시를 쓰는 이들도 있어요. 모두들 간절하게 시를 쓰고 

있어요. 처음이라고 못쓰는 것도 아니고, 능란하다고 잘 쓰는 것도 

아니죠. 시는 집중에 따라 달라지는 예술이니까요.

Was there a special reason that made you interview Parisiennes?

At	the	time,	I	was	stationed	in	Paris	as	a	writer,	and	I	got	to	know	a	librarian	

who	was	adopted	from	Korea	when	he/she	was	five.	We	made	kimchi	

together	and	even	slept	together.	After	a	while,	we	got	close	to	each	

other.	The	thing	was	that	whenever	Korea	was	mentioned,	he/she	said	

he/she	hates	Korea,	criticizing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sells	babies	to	

other	countries.	Whenever	he/she	said	something	like	that,	I	was	worried	

that	no	one	would	remember	that	he/she	was	born	in	Korea	and	lived	in	

Paris.	He/she	was	having	emotional	difficulties,	and	things	were	so	hard	

for	him/her	that	he/she	could	kill	himself/herself.	 I	could	not	bear	the	

thought	that	no	one	will	remember	him/her,	so	I	wanted	to	tell	others	of	

his/her	existence	at	least	in	writing.	I	knew	it	could	be	meaningless,	but	

starting	from	him/her,	I	wrote	about	a	homeless,	professor,	musician,	and	

others	so	that	there	is	someone	somewhere	in	Paris.	Just	like	rescuing	

victims	 from	 the	 ruins	 of	 a	 building,	 I	 got	 to	 deeply	 understand	 that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are	people	around	us	even	

if	the	world	does	not	know	about	their	existence.	As	for	me,	it	was	an	

opportunity	to	take	a	look	back	at	the	sadness	and	times	I	have	been	

trying	to	hide.

One of the most impressive moments of the interviews was when 

you asked the French poet Francis Combes what poetry is. Just 

what is ‘poetry’?

Well...	Any	answer	I	give	you	will	be	a	wrong	definition	or	proposition.	It	is	

like	asking	what	‘life’	is;	I	bet	you	will	not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in	one	sentence	either.	Defining	what	literature	is	very	difficult,	and	you	

should	 be	 cautious	 in	 doing	 so.	 I	 have	been	 a	 professional	writer	 for	

twenty	years,	and	I	still	ask	myself	what	poetry	is.	One	thing	I	can	say	

is	that	poetry	can	be	the	essence	or	starting	point	of	all	forms	of	art.	It	

is	something	profound	that	can	save	someone,	or	even	yourself.	My	life	

would	have	been	much	more	difficult	if	I	were	not	a	poet.	I	might	have	

given	up	my	life	if	it	was	not	for	poetry.	The	weekly	poetry	writing	class	

I	hold	is	called	‘I'm	Nothing	without	Poetry,’	and	the	title	says	how	I	feel	

about	poetry.	I	was	worried	that	no	one	would	come	to	my	class	because	

of	the	weird	title,	but	I	was	glad	to	see	that	many	people	took	an	interest	

in	my	class.

Please tell us about your poetry writing class ‘I'm Nothing without 

Poetry.’

Only	ten	people	are	allowed	in	the	class	per	year,	and	it	has	already	been	

three	years.	I	close	the	bookstore	for	three	hours	so	I	can	focus	on	the	

lecture.	Some	of	my	students	became	the	final	candidate	for	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Award,	and	some	of	them	became	a	poet.	Some	

of	them	want	to	become	a	poet,	and	some	of	them	never	wrote	a	line	of	

poetry	in	their	life—all	eager	to	write	poetry.	It	does	not	mean	you	cannot	

write	poetry	just	because	it	is	your	first	time;	being	experienced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you	can	write	well.	Poetry	is	a	form	of	art	tha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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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이듬에서 계간지 『페이퍼 이듬』 첫 호를 발간했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학가에게 누가 자격을 줄 수 있을까요? 『페이퍼 

이듬』은 등단 여부에 관계 없이 글 쓰고 싶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창간했죠. 첫 호에서는 젊은 미국 시인들이 쓴 시를 주로 다뤘고, 

그 다음 호에서는 미국 국적을 가진 아홉 명의 한국인 2세 시인들의 

작품을 실었어요. 최초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멋진 시들이었죠. 떠밀려 

간 존재, 국경의 경계에 있는 한국인들의 시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삼월에 나오는 봄호는 중국, 여름호는 호주, 가을호는 일본의 젊은 

시인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시인 박인환이 종로3가에서 열었던 ‘마리 서사’에서 영감을 얻어 

서점을 열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직접 운영해보니 어떤가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원형탈모가 생겼을 정도니까요.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받은 특강비까지 털어 넣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품은 

가치와 희망에 대해서도 깨달았어요. 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주로 칩거했지요. 이제는 매일 책방을 열고, 누구라도 만나야 

하고, 매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지요.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지요. 이해해야 하고, 더 줄 것이 

없는지 고민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기 위해 시간 강사 일을 더 해야 하지만, 낭독회가 인기라 

시인들이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해요. 문학의 메카가 되는 듯 하여 

보람도 커요. 매달 회비를 보내주는 회원들도 많이 늘었고, 지인들의 

후원도 이어져 차츰 나아지고 있답니다. 

힘들게 운영하는 중에도 기억에 남는 멋진 일이 있었을까요? 

오은 시인은 ‘책방 이듬’을 두고 유럽에나 있는 살롱 같다고 했고, 

이재훈 시인은 여기가 망하면 우리나라 독립서점은 다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수 공원 앞에 있어서 월세와 관리비가 

꽤 높은 편이어서 힘들었는데, 책방을 연 지 일년이 되었을 때 가게 

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는 기적도 있었지요. 부유하지 않은 

분임에도 책방 운영을 그런 식으로 격려해주신 거죠. 제가 본인 

딸이었다면 뜯어 말렸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게를 

꾸려줘 사용해주어 고맙다 하셔서 눈물이 났어요. 

여행 에세이 『디어 슬로베니아, 사랑의 나라에서 보낸 한 때』를 

출간하고, 슬로베니아 시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흥미로웠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 작가로 선정되어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대학에서 석달 강의했어요. 그때 알게 된 슬로베니아 국민 시인인 

프란체 프레셰렌, 우리나라 시인 이상과 닮은 스레치코 코소벨 등 여러 

시인의 시들을 번역했어요.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시를 무척 사랑해요. 

프레셰렌의 이름을 딴 프레셰렌 광장이 류블라냐 한복판에 있고, 

그가 태어난 날은 국경일로 지정될 정도죠. 그곳 사람들은 따스하고 

솔직해요. 더군다나 문학과 예술을 존경할 줄 알죠.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여겨지지만 친해지면 더없이 진솔해요. 돌아온 뒤에도 

그들이 그리워 두 번이나 더 방문했어요. 그때 인연을 맺은 류블라냐 

대학 교수도 ‘책방 이듬’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책방 이듬’ 인근에도 대형서점이 있더군요. 맥 라이언과 톰 행크스이 

서점 주인으로 출연한 영화 《유브 갓 메일》이 떠올랐어요.독립서점과 

대형서점의 공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씩 대형서점에 갑니다. 처음에는 대형서점이 출판계를 

잠식하는 것 같아 불편했는데, 지금은 책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높게 평가해요. 독립서점과 대형서점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판매 

도서가 다른 영역이지요. 독립서점은 문학사랑방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서점은 단지 책을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문학포럼을 열 수 있고, 인생의 목표와 예술적 변화가 가능한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하죠. 현재는 현실 감각을 익히고 있지만 앞으로는 ‘책방 

이듬’을 책을 통해 다양한 일을 해내는 장으로 만들겁니다. ‘책방 이듬’

에는 4천 권 이상의 책이 있고 주로 인문학 서적이죠. 시집, 소설, 

에세이, 철학, 여행 책이 대부분입니다. 

‘책 처방’도 해준다고 들었어요. 

방문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요즘은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해요. 결국 자기 앎으로 

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책이에요. 현실 도피나 응급 구조용이 아닌 

겁니다.

I have heard that you published the seasonal magazine Paper Edum 

with Bookstore Edum as the publisher. Congratulations!

Yes,	I	did.	Thank	you.	Who	is	to	say	you	are	a	writer	or	not?	I	published	

Paper	Edum	to	give	an	opportunity	to	those	who	want	to	write,	without	

having	 to	win	 a	 contest.	 The	 first	 edition	mostly	 covered	 the	 poems	

written	by	young	American	poets.	The	second	edition	included	the	works	

of	nine	Korean-American	poets.	They	are	great	poems	that	we	did	not	get	

a	chance	to	appreciate	until	now.	I	wanted	to	introduce	poems	written	

by	Koreans	who	were	cast	away,	and	those	who	are	on	the	boundary.	

The	Spring	edition	will	be	published	in	March,	and	it	will	cover	poems	by	

young	poets	in	China.	The	Summer	edition	will	be	dedicated	to	those	in	

Australia,	and	the	Autumn	edition	will	introduce	young	poets	in	Japan.

I have heard that you opened this bookstore after being inspired by 

the poet Park In-hwan who opened the Mary Story on Jongno 3-ga. 

How does it feel running a bookstore?

I	 cried	 and	 cried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I	 even	 had	 alopecia	

areata.	I	tried	to	cover	the	losses	with	all	the	money	I	made	by	working	

as	a	lecturer	at	universities.	In	the	end,	I	learned	that	there	are	still	good	

people	 in	this	world.	 I	also	 learned	the	value	and	hoped	people	could	

have.	In	the	past,	I	only	met	those	I	want	to	meet,	and	I	mostly	spent	the	

time	alone.	Now,	I	have	to	open	the	bookstore,	see	someone	whether	I	

like	it	or	not,	and	wait	for	someone	every	day.	I	have	to	treat	everyone	

equally,	and	I	cannot	do	as	I	please.	I	went	through	some	changes	while	

forcing	myself	to	understand	others	and	think	about	what	more	I	can	give	

them.	To	keep	the	bookstore	business	afloat,	I	have	to	work	more	hours	

as	a	lecturer.	Luckily,	poetry	reading	is	popular,	and	other	poets	call	me	

before	I	do.	It	looks	like	this	place	is	turning	into	some	sort	of	mecca	for	

literature,	and	it	makes	it	worthwhile.	Now,	I	have	more	members	who	

send	me	a	monthly	membership	fee,	and	my	friends	also	support	me.	

Things	are	getting	better.

I see you had some hard time running a business, but didn't you still 

have a memorable moment even during the ordeal?

The	poet	Oh	Eun	said	Bookstore	Edum	is	like	a	European	salon,	and	the	

poet	Lee	Jae-hun	told	me	that	if	this	bookstore	goes	out	of	business,	

so	will	all	the	privately	owned	bookstores	in	Korea.	Both	the	rent	and	

maintenance	costs	are	high	because	 this	bookstore	 is	 located	 right	 in	

front	of	the	lake	park,	and	I	had	to	struggle	to	pay	the	rent.	However,	after	

one	year	since	I	opened	this	bookstore,	the	building	owner	said	I	did	not	

have	to	pay	the	rent	for	one	month—it	was	like	a	miracle	to	me.	He	is	not	

rich	or	anything,	it	was	just	his	way	of	encouraging	me	so	I	can	keep	this	

bookstore	open.	He	told	me	that	if	I	were	his	daughter,	he	would	never	

let	me	run	a	bookstore.	I	almost	cried	when	he	thanked	me	for	making	

beautiful	use	of	his	building.

Another thing that interested me was the fact that you were the 

first to translate and introduce Slovenian poetry to Korea through 

your publication of the travel essay, “Dear Slovenia: A Moment in 

the Country of Love.”

I	gave	a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Ljubljana	for	three	months	after	I	

was	selected	and	sent	by	the	Arts	Council	Korea	as	a	writer.	While	I	was	

there,	I	got	to	know	poems	by	a	number	of	Slovenian	poets	including	

France	Preseren,	one	of	the	most	popular	poets	in	Slovenia,	and	스레치

코	코소벨,	who	was	similar	to	the	Korean	poet	Lee	Sang.	Slovenians	love	

poetry.	They	even	named	a	square	after	their	beloved	poet,	which	is	the	

Preseren	Square	in	the	center	of	Ljubljana	and	his	birthday	is	a	national	

holiday.	Slovenians	are	warm-hearted	and	honest;	they	respect	literature	

and	arts.	You	may	think	that	they	are	curt	in	manner,	but	you	will	soon	

realize	that	they	are	sincere	once	you	get	to	know	them.	I	missed	them	

so	much	that	I	visited	the	country	two	more	times	after	I	came	back	from	

my	first	visit.	One	of	the	professors	at	the	University	of	Ljubljana	with	

whom	I	became	friends	with	during	my	stay	there	even	came	to	see	me	

here	at	Bookstore	Edum.

There is a large bookstore near Bookstore Edum. The short distance 

between the two bookstores reminded me of the movie “You've 

Got Mail” starring Tom Hanks and Meg Ryan, where both of them 

are bookstore owners. I want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the 

coexistence of independent bookstores and bookstore chains.

I	also	go	to	large	bookstores	sometimes.	At	first,	I	was	uncomfortable	with	

their	business	because	it	looked	like	bookstore	chains	were	taking	over	

the	entire	publishing	industry.	But	now,	I	think	highly	of	them	for	running	

a	business	with	books.	Independent	bookstores	and	bookstore	chains	are	

different	in	nature,	and	we	sell	different	kinds	of	books.	In	my	opinion,	

independent	bookstores	are	like	a	guest	room	for	literature	lovers.	At	an	

independent	bookstore,	you	do	not	just	buy	books,	but	share	your	life	

story	with	others.	You	can	hold	a	literature	forum,	and	you	can	use	it	as	a	

medium	that	enables	you	to	change	your	life	and	artistic	goals.	I	am	just	

getting	a	taste	of	the	reality	for	the	time	being,	but	I	will	turn	Bookstore	

Edum	into	a	venue	for	various	projects.	At	Bookstore	Edum,	there	are	

more	than	4,000	books,	most	of	which	are	literature.	Most	of	them	are	

poetry	collections,	novels,	essays,	philosophy	books,	and	travel	books.

I was told that you also give people the so-called “book prescrip-

tion.”

It	is	a	program	where	the	visitors	and	I	get	to	have	a	conversation	so	I	can	

recommend	books	to	them.	I	am	not	doing	that	anymore	because	I	am	

busy.	Some	of	the	visitors	had	emotional	problems	that	are	so	serious	

that	they	had	to	go	to	the	hospital.	Books	do	not	solve	problems	for	you;	

they	just	help	you	face	reality	and	ultimately,	yourself.	Books	are	a	tool	

that	can	help	you	understand	yourself.	They	are	not	for	escaping	from	

reality	or	emergency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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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출신 시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곳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진주에서 나긴했지만 부산에서 자랐어요. 사실 고향과 가족이라면 

이를 갈 정도로 힘든 시기도 겪었지만 진주를 사랑해요. 남강 건너 

진주성의 오래된 성벽, 촉석루와 누각들이 눈에 선해요. 진주는 

평양만큼이나 기생으로 유명했죠. 양반의 도시이자 천민의 도시기도 

했거든요. 양반을 위해 도축을 하던 도시였기에 진주비빔밥에는 

육회가 올라가지요. 기생이 비구니가 되어 공부를 해서 자기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도 했어요. 제 시 「시골 창녀」도 그런 상황들이 

배경입니다. 제 아버지는 늘 우리 집안을 양반 가문이라고 했지만 

기생 할미나 백정 삼촌이 정말 없었을까 하는 궁금함을 담았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은폐해요. 연애도, 성공도 거짓일 수 있지요. 저는 

상류사회의 인물보다 바닥을 친 경험을 품은 존재들이 더 궁금하고 

애정이 갑니다. 어깨가 부서질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존재들 

말이죠. 오스트리아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Ingeborg Bachmann의 시집 

제목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Das Spiel ist aus)』이지요. 

여행을 자주 하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여행하고 싶은가요?

그간 베를린, 파리, 류블랴나, 아이오와 등 백 여 개 도시를 여행했지요. 

저는 집시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요즘은 통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책방에 머무는 여행을 하는 셈이죠. 파버카스텔 본사가 

있는 뉘른베르크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머잖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 문학을 전공했기에 독일은 저의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죠.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작가로 선정되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 학기를 생활했어요. 그 뒤에 시집 『베를린, 

달렘의 노래』를 펴냈지요. 그때 인연을 맺은 한 교수는 책방에 들러 

후원을 하기도 했어요. 여행이 준 감사한 인연들이죠.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등단 동기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책을 냈는데, 책방을 열고 나서는 

글을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 되었네요. 여름에 새 시집과 에세이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책방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제 책은 

해외에서 더 인기있는 편이에요. 미국 출판사에서 시집 『히스테리아』가 

번역되어 인기를 끌었어요. 조만간 소설 『블러드 시스터즈』도 영문으로 

출간되고, 미국에서 장기간의 낭독 투어도 가질 예정이에요. 

호수공원이 보이는 ‘책방 이듬’에는 시인들의 낭독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빼곡이 붙어 있다. 대형 서점의 큰 강당은 아니지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은 그 어떤 곳도 부럽지 않다. 시인 

박철, 박상수, 장석남, 소설가 배수아와 거물 황석영 선생의 포스터도 

보인다. 김이듬 시인은 자신의 신간이 나와도 다른 좋은 작가에게 ‘책방 

이듬’ 낭독회를 양보하겠노라며 미소 짓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뭔가가 

있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시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You are known as a poet from Jinju. Were you influenced by your 

place of birth?

I	was	born	in	Jinju	but	grew	up	in	Busan.	My	life	back	home	was	so	difficult	

that	just	the	thought	of	my	hometown	and	family	makes	me	grit	my	teeth.	

Nevertheless,	I	still	love	Jinju.	I	can	still	vividly	remember	the	old	Jinjuseong	

Fortress,	Chokseongnu	Pavilion,	and	other	pavilions	across	Namgang	River.	

Jinju	was	well-known	for	gisaeng	just	like	Pyeongyang.	It	was	a	city	of	both	the	

noble	and	working	classes.	Because	there	were	many	slaughterhouses	that	

lived	off	the	rich	noble	class,	the	traditional	dish	Jinju-style	bibimbap	includes	

beef	tartare.	There	was	a	gisaeng	who	became	a	Buddhist	nun	and	attained	

enlightenment.	One	of	my	poems	titled	‘Country	Prostitute’	is	based	on	such	

cultural	background.	My	father	always	said	that	we	are	descendants	of	a	noble	

family,	but	I	could	not	help	but	wonder	if	we	did	not	really	have	gisaeng	or	

butcher	in	our	line	of	family—people	hide	a	lot	of	things.	Love	and	success	can	

also	be	a	part	of	the	lie.	I	am	more	curious	and	fond	of	people	who	experienced	

the	worst	in	life	than	those	from	high	society.	I	mean	those	who	got	back	on	

their	feet	after	hitting	rock	bottom	in	life.	It	is	like	the	title	of	one	of	the	poems	

by	the	Austrian	poet	Ingeborg	Bachmann,	which	is	‘Das	Spiel	ist	aus.’

You traveled a lot. Do you still want to travel?

So	far	I	have	traveled	to	more	than	a	hundred	cities	including	Berlin,	Paris,	

Ljubljana,	and	Io.	I	am	a	Gypsy	at	heart,	but	I	have	not	been	able	to	travel.	

Instead,	I	 like	to	think	of	being	on	a	trip	here	in	the	bookstore.	I	have	

never	been	to	Nuremberg	where	Faber-Castell	 is	headquartered,	but	I	

hope	I	will	get	a	chance	in	the	near	future.	Germany	is	like	my	second	

home	because	I	majored	in	German	literature.	I	spent	a	semester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as	a	writer	in	residence	with	the	sponsorship	

of	 the	Arts	 Council	 Korea	 in	 2012.	 After	 that,	 I	 published	 the	 poetry	

collection	‘Song	of	Berlin,	Dahlem.’	One	of	the	professors	whom	I	became	

acquainted	 with	 even	 visited	 my	 bookstore	 and	 became	 one	 of	 my	

sponsors.	I	am	grateful	for	those	that	I	met	abroad.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year?

Among	my	peers	who	became	a	poet	 in	 the	 same	year,	 I	 am	 the	one	

with	the	most	number	of	books	published.	But	then	I	became	the	one	

who	wrote	the	least	number	of	books	after	opening	this	bookstore.	I	am	

planning	to	publish	a	new	poetry	collection	and	essay	in	the	summer,	which	

will	 include	stories	about	my	bookstore	of	course.	My	books	are	more	

popular	overseas	than	 in	Korea.	The	poetry	collection	Hysteria	became	

popular	after	it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by	an	American	publishing	

company.	My	novel	Blood	Sisters	will	be	published	in	English	before	long,	

and	I	will	have	a	poetry	reading	tour	in	the	US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There are posters of poetry readings by poets all over Bookstore 

Edum. Although it is not as big as the lecture halls at large bookstores, 

Bookstore Edum located right in front of Ilsan Lake Park is one of the 

best gathering places for the lovers of poetry.  The posters include 

images of poets Park Cheol, Park Sang-soo, and Jang Seok-nam as well 

as novelists Bae Su-ah and Hwang Seok-yeong. With a smile on her 

face, poet Kim E-deum says that at Bookstore Edum, other talented 

poets’ works will be displayed before hers even if her new books are 

published. If a poet is waiting for something, it must be those who love 

poetry and books without any intention.

김이듬 시인이 국내외에서 출간한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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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뮤지션

    봄여름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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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우리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은 것을 

추억하는 방법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리고 있는 소극장에서 뮤지션 

김종진을 만났다. 그룹을 대표하는 수많은 명곡을 

만들 때 그의 곁에는 항상 친구와 펜pen 이 있었다. 그간 

그의 노래로 위로 받았던 우리지만 

떠난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줄 수가 없었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의 목소리는 좋은 잉크처럼 

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How to remember those who were with 

you in the past but not in the present.

How can you keep your friends and friendship? 

Musician Kim Jong-jin could be found at a small 

theater where the Spring Summer Fall Winter 

- 30th Anniversary is held. He was the one who 

wrote all the great songs for the band, and 

whenever he was writing a song, he always had his 

friends and pens. While his fans found consolation 

while listening to his music, they could not 

offer him any form of consolation when he was 

desperately missing his dead friend. All we could 

do was to keep our mouth shut and listen to his 

story. His voice is like high-quality ink—thin and 

yet smooth.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공연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으로 바쁜 

중에 시간 내주어 감사해요. 

김종진과 전태관의 30년 음악 이야기를 들려 드리기 위해 많이 

준비했어요. 밴드 멤버들과 두 달 반 동안 연습했어요. 향기부터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기분을 선물하기 위해 공연에 어울리는 향수도 

준비했어요. 

앞으로 혼자 공연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태관이는 무대 위에서 좌중을 압도할 줄 알았어요. 그랬기에 걱정도 

컸지요. 하지만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 해서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태관이와 생전에 무대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고 약속했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태관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작업한 〈고장 난 시계〉

라는 곡을 매회 부르는데 공연 첫날에는 우느라 노래를 할 수 없었죠. 

코러스들도 울고, 관객들도 울고……. 매회 태관이와의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공연하며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될 듯 한데요?

이번 공연 부제는 〈한때는 우리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추구했던 

음악은 기억이 안 나요. 동시에 지난 날이 못 견디게 그리워요. 

어린 시절의 물건과 냄새 들은 생생하게 떠오르는 데 사람은 잘 

기억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0회 공연마다 과거로 돌아가 

당시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8회 공연에서는 ‘1995년’

을 관객들과 떠올렸지요. 그때는 드라마 《모래시계》가 히트를 쳤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요. 그 해 발표한 5집 

앨범은 아쉽게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수록곡 〈미인〉은 호평을 

받았지요. 

Thank you for accepting this interview when you must be very busy 

with the Spring Summer Fall Winter - 30th Anniversary Concert 

titled How to Keep Friends and Friendship.

We	have	prepared	a	lot	to	tell	our	fans	the	30-year	music	story	of	Kim	

Jong-jin	and	Jeon	Tae-gwan.	I	have	practiced	with	other	band	members	

for	two	and	a	half	months.	We	even	prepared	a	perfume	for	the	stage	so	

that	you	can	feel	like	entering	a	totally	different	world.	It	was	like	our	gift	

to	those	coming	to	see	our	concert.

Wasn't it hard for you to do the concerts all your own from now on?

Once	on	stage,	Tae-gwan	knew	how	to	let	his	presence	known	to	the	

audience,	 that	 js	why	 I	was	worried.	But	 I	was	not	 lonely	or	anything	

because	I	am	still	with	other	musicians.	Before	he	died,	Tae-gwan,	other	

band	members,	and	 I	promised	not	 to	get	emotional	on	 the	stage	as	

professional	musicians.	Well,	it	is	not	easy	to	keep	the	promise.	‘Broken	

Clock’	was	the	last	song	we	wrote	with	Tae-gwan,	and	we	play	the	song	

every	day	throughout	our	concert.	But	we	could	not	sing	on	the	first	

day	of	our	concert,	because	we	cried	on	the	stage.	We	cried	during	the	

chorus,	and	even	the	audience	cried.	In	every	concert,	we	do	our	best	to	

keep	our	promise	to	Tae-gwan.

The concert must have been an opportunity for you to look back on 

the 30 years of your music career.

This	concert	is	subtitled,	‘About	the	things	that	are	no	longer	with	us.’	A	

lot	has	changed.	I	cannot	remember	what	kind	of	music	I	wanted	to	make	

in	the	past.	But	at	the	same	time,	I	really	miss	the	old	days.	It	makes	me	

sad	that	while	I	can	still	vividly	remember	the	things	I	had	when	I	was	

a	child,	and	I	can	even	remember	what	they	smelled	like,	but	I	cannot	

seem	to	remember	the	people	I	used	to	know	back	then.	So	the	30th-

anniversary	concert	is	an	opportunity	for	me	to	go	back	to	the	past	and	

remember	how	 it	was	back	 then.	On	the	eighth	day	of	 the	concert,	 I	

tried	to	remember	how	it	was	in	1995	with	the	audience.	It	was	the	year	

when	the	popular	Korean	TV	drama	Sandglass	was	aired,	and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d.	Our	fifth	album	was	released	in	the	same	

year,	and	sadly	it	was	not	a	success,	but	the	song	Beautiful	Woman	in	the	

album	received	favorable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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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을 맞아 친구들과 공연을 하고, 후배 뮤지션들과 헌정 앨범을 

발매한 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보통 30주년이다 하면 대형 공연을 준비한다던지 기념 앨범을 

낸다던지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알려주는 지혜를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아직도 배우고 있지요. 

음악가의 머릿속은 늘 음악과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음악이 노랫말처럼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세상에 들려줘야 할 이야기도 있지요. 

‘고민하지 마라, 인생의 마지막은 온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악은 파장입니다. 파장이 나를 계속 때리며 허물을 벗는 중입니다. 

딱딱한 나무 껍질 같은 허물이 벗겨집니다. 30주년 행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 후배들이 해준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요. 

공연마다 매일 다른 친구들이 초대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헌정 앨범 제목도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가수 윤도현, 김현철, 이적, 조성모,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 

첼리스트 김양수 등 친구들이 매회 공연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룹 ‘빛과 소금’의 박성식, 장기호가 무대에 올라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 분들은 태관이와 함께 했던 봄여름가을겨울 원년 

멤버에요. 이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초기에는 

즐거운 일이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궂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봄여름가을겨울이 걷고 걸어 30년이라는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떠났지만 다른 많은 친구들이 생긴 기분입니다. 헌정 앨범에 

참여한 후배들이 우리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음악이 최고인줄 알고 오만했는데, 이번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놀랐고 

음악은 계속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정 앨범에 참여한 오혁, 

어반자카파, 윤도현, 데이식스(DAY6), 십센치(10cm), 대니정, 이루마, 

장기하, 윤종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You had a concert with your friends to celebrate your 30th anniversary and released a tribute album with 

younger musicians. What you are doing is beautiful.

Major	bands	usually	hold	a	big	concert	or	anniversary	album	to	celebrate	their	30th	anniversary,	but	I	have	recently	

changed	my	mind.	My	ears	are	open	to	the	wisdom	of	time,	and	I	am	still	in	the	learning	process.	Music	and	rhythm	

always	flow	in	the	head	of	a	musician.	That	is	why	some	musicians	just	cannot	concentrate	on	the	conversation	

when	we	are	talking	with	others.	Lyrics	tell	the	story	of	the	world,	but	there	are	also	the	stories	that	I	have	to	

tell.	All	I	want	to	say	is	this,	‘Do	not	worry.	The	end	of	your	life	will	come.’	Music	is	a	wavelength.	The	wavelength	

keeps	hitting	me,	and	it	helps	me	cast	off	the	skin.	The	skin	is	hard	like	a	bark,	but	it	comes	off	anyway.	The	30th	

anniversary	is	not	something	I	did.	My	friends	and	younger	musicians	did	that	for	me;	I	am	here	because	of	them.

It is heartwarming to see your friends come to every concert as your guests. Isn't the recently released 

tribute album is titled How to keep friends and friendship?

Singers	Yoon	Do-hyun,	Kim	Hyun-chul,	Lee	Jeok,	Jo	Sung-mo,	classic	guitarists	Bae	Jang-heum,	and	cellist	Kim	

Yang-su	came	to	each	of	my	concerts.	Today,	Park	Seong-sik	and	Jang	Gi-ho	of	Light	&	Salt	came	up	to	the	stage	

to	have	a	chat	with	me.	Along	with	Tae-gwan,	they	were	the	original	members	of	Spring	Summer	Fall	Winter.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was	when	I	was	with	them.	It	looks	like	we	had	lots	of	fun	in	the	beginning,	but	then	

bad	things	happened	one	after	another	as	years	went	by.	The	30th	anniversary	is	a	milestone	for	Spring	Summer	

Fall	Winter.	One	of	our	friends	left	us	forever,	but	it	seems	like	I	have	made	more	friends	after	that.	The	young	

musicians	who	participated	in	the	tribute	album	did	a	remake	of	our	songs,	and	they	were	amazing.	I	thought	our	

songs	were	the	best,	but	I	realized	how	arrogant	I	was.	I	was	thunderstruck	by	their	performance,	and	I	felt	that	

music	keeps	evolving.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Oh	Hyuk,	Urban	Zkapa,	Yoon	Do-hyun,	DAY6,	10cm,	Danny	

Jung,	Yiruma,	Chang	Ki-ha,	and	Yoon	Jong-shin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tribute	album.



101

항상 만년필을 가지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연필은 파버카스텔을, 만년필은 몇몇 브랜드를 써요. 몽블랑 

마이스터스튁 149 모델을 특별히 좋아하는 데 악보를 더 편안하게 

그리기 위해 특별히 OBBB 펜촉을 주문 제작해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너무 진하지 않은 회색 잉크를 넣어 쓰죠. 또다른 만년필은 

1960년대 만들어진 일본 파이롯트 제품으로 만년필 동호회 회장이 

선물해준 것입니다. 이것도 악보 그리기에 좋은 닙이고 구하기 

어려운 펜에 속해요. 펠리컨 만년필은 이 디자인 그대로 80여 년 동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경외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요. 

PF 닙이며, 스위스에 있는 공방에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파이롯트 743은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만년필로 

닙이 잘 벌어져 한글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몽블랑 147은 김중만 

사진작가가 선물해준 것이에요. 여러 펜을 섞어서 ‘프랑켄슈타인’

처럼 만든 펜이지요. 김 작가님이 2001년에 헝가리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앨범 사진 작업을 해주었는데, 봄여름가을겨울의 새로운 

로고를 이 펜으로 썼었어요. 이번에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기념 

파버카스텔 만년필을 선물했더니, 김 작가님이 “이 펜은 이제 너에게 

가도 좋겠다”며 선물해 주었어요. 카트리지 펜이라 잉크를 들고 

다니지 않아 편하죠. 닙, 몸통, 헤드까지 전부 따로 따로 구성된 김 

작가님의 애정이 담긴 펜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김중만’이라 각인되어 

있죠.

만년필은 제대로 사용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제 손으로 구입한 첫 만년필은 펠리칸 M150이었어요. 1992년에 KBS

라디오 DJ로 일할 때 문구점에서 샀죠. KBS 직원에게 20% 할인 

혜택을 줬거든요. 그때는 만년필 사용법을 몰라 잉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꾹꾹 눌러써서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 덕에 몇 번씩 사곤 

했답니다. 만년필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건 아마 졸업식 때 선물로 받은 

파이롯트 만년필 때문일 거에요. 친한 친구는 파커를 받았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파이롯트를 받았나 싶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성인이 

되고 나서 만년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나봐요. 1998년쯤에 

펠리칸 M400을 구입했었는데 곧 잃어버리고, 2000년도에 다시 

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버카스텔 중에서는 은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좋아하는데 세계적으로 마니아가 있는 펜이지요. 몸통의 세로 

라인 촉감이 매혹적이고, 적당히 낭창낭창해서 영어든 한글이든 잘 

써지죠. 흑단나무로 만든 파버카스텔 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멋져요.

30주년 기념 만년필도 그런 애정으로 선보이게 된 건가요?

아주 기품 있고 심미안을 지닌 친구가 있었어요. 20년쯤 전에 제게 

처음으로 와인을 가르쳐 준 친구였지요. 기타도 무척 좋아하던 

그 친구가 사랑한 만년필이 나무로 만든 이 파버카스텔이었어요. 

태관이가 살아 있을 때 봄여름가을겨울 로고를 새긴 만년필 서른 

자루를 주문해 지인들에게 선물했는 데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전에 60자루를 추가로 주문했어요. 반은 

공연 초대 손님에게 선물하고, 나머지는 팬들에게 주려고요. 

매일 다이어리를 쓴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일본 교토에서 구입한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녀요. 집에서는 

양지사 것을 사용하지요. 아버지도 늘 양지사 다이어리를 사용했어요. 

글씨를 정말 잘 쓰셨어요. 제가 필기를 하거나 만년필을 좋아하게 

된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듯 해요. 그때 아버지도 몸통이 짧은 

파이롯트 만년필을 가지고 계셨어요. 당시 남영동 극장 옆에 만년필을 

수리하는 가게가 있었는 데, 후암동 집에서 거기까지 걸어가 아버지의 

만년필을 고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파카 잉크를 사곤 했어요.

즐겨 사용하는 잉크가 있나요?

다양한 잉크를 쓰지만 파카 펜맨Penman을 아주 좋아해요. 단종되기 

전에 여러 개를 사놓아 맘 편히 쓰고 있어요. 오징어 먹물 추출물이 

들어 있어 자연스러운 색감이 표현되죠. 주로 펠리칸 만년필에 펜맨 

잉크를 넣죠. 펜맨 중에서도 모카 잉크는 마르면서 색이 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짙어지죠. 브라운 컬러도 좋지만 에메랄드 

컬러가 정말 멋집니다. 

글도, 글씨도 잘 쓰는군요? 

스스로 잘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예술은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악기 연주도, 회화도 그렇죠. 건축물도 

결국 손에 의해 완성되잖아요. 자기만의 펜으로 매일 글씨를 쓰는 

행위도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곡을 만들 때 전에는 연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만년필로만 작업해요.만년필만의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가족들도 만년필을 좋아하나요?

그럼요. 우리 가족은 명절이나 생일마다 서로 손 글씨로 카드를 

써서 주고 받습니다. 아내인 이승신 씨가 손으로 쓴 카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승신 씨에게 연애 편지도 자주 썼고, 펜도 여러 번 

선물했어요. 

I have heard that you always carry around a fountain pen. Which 

brand do you use?

I	 use	 various	 brands	 of	 fountain	 pens,	 but	 I	 only	 use	 Faber-Castell	

pencils.	I	particularly	like	the	Montblanc	Meistertuck	149,	and	I	use	the	

custom-ordered	OBB	nib	so	I	can	draw	musical	notes	more	easily.	I	use	

gray	ink	because	I	do	not	like	it	too	dark.	The	other	fountain	pen	I	use	

is	the	Japanese	Pilot	fountain	pen	made	in	1960.	It	was	a	gift	from	the	

chairman	of	a	fountain	pen	club.	It	is	a	rare	fountain	pen,	and	it	also	uses	

a	nib	good	for	drawing	musical	notes.	The	Pelikan	fountain	pen	had	the	

same	design	for	more	than	80	years.	 I	cannot	help	but	be	amazed	at	

the	 fact	 that	 the	original	design	can	be	 loved	by	many	 for	so	 long.	 It	

uses	a	PF	nib.	I	have	heard	that	it	was	made	by	one	of	the	handicraft	

workshops	 in	Switzerland,	but	 I	am	not	so	sure.	The	Pilot	743	can	be	

easily	purchased.	Its	nib	opens	quite	easily,	making	it	a	great	fountain	pen	

for	writing	Korean.	The	Montblanc	147	was	a	gift	from	photographer	Kim	

Jung-man.	It	is	the	‘Frankenstein’	of	fountain	pens	because	it	is	made	of	

various	parts	of	different	fountain	pen	models.	He	is	the	one	who	made	

the	album	jacket	design	for	our	album,	Bravo,	My	Life	in	2001	in	Hungary,	

and	he	used	this	pen	when	he	designed	a	new	logo	for	Spring	Summer	

Fall	Winter.	When	I	gave	him	a	Faber-Castell	 fountain	pen	as	a	gift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Spring	Summer	Fall	Winter,	he	gave	me	

this	pen	saying	‘I	think	it	will	be	good	for	this	pen	to	be	in	your	hands.’	It	

is	a	convenient	cartridge	pen,	so	you	do	not	have	to	carry	an	ink	bottle	

with	you.	The	nib,	body,	and	head	are	from	different	models.	It	was	one	

of	his	favorite	pens.	As	you	can	see	here,	it	is	engraved	with	the	name	

‘Kim	Jung-man.’

When did you first start using fountain pens?

The	 first	 fountain	pen	 I	bought	with	my	own	money	was	 the	Pelikan	

M150.	I	bought	it	from	a	stationery	store	when	I	was	working	as	a	DJ	at	

KBS	in	1992.	They	gave	a	20%	discount	for	KBS	employees	back	then.	At	

the	time,	I	did	not	know	how	to	use	a	fountain	pen.	I	used	to	press	the	

pen	down	because	the	ink	did	not	flow	well,	and	I	ended	up	damaging	

the	pen	one	after	another,	so	I	had	to	buy	more.	I	think	I	became	a	little	

obsessed	with	fountain	pens	after	receiving	a	Pilot	fountain	pen	as	my	

graduation	gift.	A	close	friend	of	mine	received	a	Parker	fountain	pen,	

and	I	thought	at	the	time	that	I	received	a	Pilot	fountain	pen	because	I	

did	not	get	good	grades	as	he	did.	I	think	it	stuck	with	me,	and	I	became	

interested	 in	 fountain	pens	after	 I	grew	up.	 I	bought	a	Pelikan	M400	

around	1998,	but	I	lost	it	shortly	after,	and	then	I	bought	another	one	in	

2000—I	still	have	it	with	me.	Among	the	Faber-Castell	models,	I	like	the	

ones	made	of	silver.	I	know	there	are	many	out	there	in	the	world	who	

just	loves	that	pen.	The	vertical	line	of	the	body	feels	good	to	the	touch.	

It	is	also	very	flexible,	making	it	a	great	choice	for	writing	both	in	English	

and	Korean.	I	also	have	a	Faber-Castell	fountain	pen	made	of	black	ebony	

wood,	and	it	is	just	beautiful.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f giving away 30th-anniversary 

fountain pens because you like fountain pens?

A	friend	of	mine	has	class	and	an	eye	for	beauty.	He	was	the	first	person	

who	taught	me	about	wine	about	20	years	ago—he	also	loved	playing	

the	guitar.	Anyway,	his	most	favorite	fountain	pen	was	this	Faber-Castell	

fountain	pen	made	of	wood.	When	Tae-gwan	was	alive,	we	ordered	30	

fountain	pens	engraved	with	the	‘Spring	Summer	Fall	Winter’	logo	and	

gave	them	to	our	friends.	 It	 turned	out	that	more	people	wanted	the	

fountain	pen,	so	we	ordered	60	more	before	the	concert.	I	plan	to	give	

half	of	them	to	invited	guests,	and	the	other	half	to	our	fans.

I have heard that you write a diary every day.

This	 year,	 I	 have	been	carrying	a	diary	 that	 I	bought	 in	Kyoto,	 Japan.	

At	home,	I	use	a	Yangjisa	diary.	My	father	always	used	diaries	made	by	

Yangjisa	too—he	was	a	really	good	writer.	I	think	I	like	keeping	notes	and	

using	fountain	pens	because	I	am	influenced	by	my	father.	My	father	had	

a	short	Pilot	fountain	pen	back	then.	At	one	time	my	father	asked	me	

to	go	to	a	store	next	to	a	theater	in	Namyeong-dong	where	they	repair	

fountain	pens	to	have	his	repaired.	I	remember	the	incident	because	it	

was	a	long	walk	from	my	house,	which	was	in	Huam-dong.	It	is	the	same	

place	I	used	to	buy	Parker	ink	bottles.

Is there a special ink you prefer?

I	use	various	types	of	inks,	but	I	really	like	the	Parker	Penman	ink.	The	

model	is	discontinued,	but	I	am	still	able	to	use	it	because	I	bought	many	

bottles	of	ink	before	it	was	discontinued.	The	color	is	very	natural	because	

it	contains	squid	ink.	I	usually	put	the	Penman	ink	in	my	Pelikan	fountain	

pen.	Among	the	Penman	inks,	the	mocha	ink	becomes	light	in	color	as	it	

dries,	but	it	becomes	darker	again	after	some	time.	I	like	the	brown	color,	

but	emerald	color	is	the	best.

So you are not only good at writing but also have good handwriting? 

I	do	not	think	I	have	good	handwriting,	but	I	do	agree	that	all	forms	of	art	

are	done	with	hands.	It	goes	the	same	fo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s	

well	as	painting	a	picture;	even	building	plans	are	drawn	with	a	hand.	In	

my	opinion,	writing	something	every	day	with	a	pen	is	another	form	of	

art.	When	I	first	started	writing	songs,	I	used	pencils.	But	now,	I	only	use	

fountain	pens.	There	is	a	unique	feel	to	fountain	pens.

Does your family like fountain pens as well?

Of	 course.	 We	 exchange	 handwritten	 cards	 on	 every	 holiday	 and	

birthday.	My	wife	Lee	Seung-shin	really	loves	handwritten	cards.	I	wrote	

love	letters	to	her	quite	often,	and	I	also	gave	her	pens	as	a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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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뮤지션으로서 작업 방식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통 방식을 따르지만 첨단 기술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실제 

작업은 컴퓨터로 많이 하지만 아날로그적 사고방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처럼 100% 컴퓨터로만 작업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기에만 빠질 수 있어요. 새로운 음악은 언제나 

재미있고 아름답지요. 기술도 극에 달하면 예술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어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뮤지션이 아닐까 

생각해요.

올해의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해요. 4년 전에는 아들과 함께 

걸었는데, 이번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지난 번에 갔을 

때 태관이의 신장암이 뼈로 전이되어 완쾌 가능성이 낮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신에게 기대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갔는데, 마침 공사 중이라 기둥을 만지며 소원을 

빌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올해는 기둥이 저를 반갑게 

맞아 줄까요?

펜으로 쓰는 행위가 그렇듯 연주도 몸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그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몸이 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단련하는 일이 품고 있는 대단함을 잊지 

않는다. 그는 곁을 떠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또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산티아고로 여행을 떠난다. 그는 걸으며 많은 것과 

마주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시 음악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한때는 우리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들을 추억하며, 그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려 한다.

The trend for pop music is changing rapidly, not only in Korea but in 

other countries as well. I wonder if you have changed the way you 

work as a musician.

I	try	to	stick	to	traditional	methods,	but	I	am	also	an	early	adopter	of	the	

latest	technologies.	While	I	usually	work	on	the	computer,	the	old	way	of	

thinking	and	experience	also	come	in	very	handy.	If	you	only	work	on	the	

computer	like	most	of	the	young	generation	do,	you	can	fall	in	the	trap	

of	repeat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New	music	is	always	

fun	and	beautiful.	Skills	can	also	be	art	once	you	master	them.	But	in	my	

opinion,	true	musicians	are	the	ones	who	are	able	to	write	music	without	

the	help	of	a	computer.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year?

I	 am	planning	 to	go	 to	 the	Camino	de	Santiago	pilgrimage	 in	Spain.	 I	

walked	the	pilgrimage	route	with	my	son	four	years	ago,	but	I	want	to	

go	there	alone	this	time.	The	last	time	I	went	there,	Tae-gwan	was	told	

by	the	doctor	that	it	is	very	unlikely	that	he	will	fully	recover	because	

his	kidney	cancer	has	spread	to	the	bones.	I	went	to	the	Cathedral	of	

Santiago	de	Compostela,	which	is	known	as	one	of	the	best	places	to	pray	

because	I	wanted	to	rely	on	God.	But	when	I	got	there,	the	cathedral	was	

under	construction,	so	all	I	could	do	was	touch	one	of	the	pillars	there.	I	

still	regret	that	I	could	not	pray	properly.	Will	the	pillar	welcome	me	this	

year?

He knows very well that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is physical work, 

just like writing with a pen. He does not just play the instrument, 

but his whole body remembers the music. For this reason, he never 

forgets that training his body is a great thing in itself. He is going to 

Santiago to comfort his late friend’s soul and his own. He will face 

many things while walking the pilgrimage route, and he will tell us 

what he experienced with his music. We will remember the things that 

were once around us, and wait for him to return home.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기념 로고를 새긴 파버카스텔 만년필



105

        이윤선

     요가 테라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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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마음을 챙기는 어떤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를 두 번이나 했다. 어쩐지 그녀는 지난 그것에 괘념치 

않고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가슴 졸인 우리와 달리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마음은 빠르게 변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호흡과 하나가 된 몸의 움직임은 고요한 생각을 

유지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요가다. 요가는 경험의 

과학이다. 수련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너그럽고 

깊어진다. 어느덧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다. 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생긴다.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흐른다. 

자연 같다. 그녀도 그랬다.

 About methods of taking care of your 

body and heart

We interviewed her twice already. She invited us 

in as if it was her first interview with us. Unlike 

us, who were worried sick, she looked at ease. Our 

mind changes the pace very rapidly, but not our 

body. That is why our body helps us silence our 

mind when in tune with the breathing—that is 

yoga. Yoga is a science of experience. Repeated and 

continuous training can make you become more 

generous to yourself and to the world. Your mind 

and body become one in harmony before you 

know it. Now you are more solid, and you do not 

get shaken easily. Solid, but more flexible—like 

nature. That is how she is.

얼마 전에 인도에 다녀오셨죠?

인도 첸나이Chennai를 5년째 방문하고 있어요. 크리슈나마짜리아 요가 

만다람(KYM)에서 10일 동안 70시간의 교육을 받고 왔어요. 철학자 

라마나 마하리쉬Ramana Maharshi의 수행자 거처인 아쉬람Ashram과 세계 

최대의 요가 마을 오르빌Auroville에도 방문했지요. 그간은 탐방 여행에 

가까웠지만 이번은 교육에 집중했어요. 크리슈나마짜리아Krishnamacharya

는 제가 존경하는 요가 스승으로, 지금은 그의 아들이 KYM을 세워 

테라피스트를 양성하고 있어요. 일대일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비니 

요가Vini Yoga를 우리 실정에 맞게 나누려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비니 요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강의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마음치유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룹 수업과 개인 레슨을 

통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힘겨움을 조금만 알아줘도 해소하고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 빼고 주위 사람들 모두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지요.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각심도 느끼면서 

명상을 통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죠. 하물며 몸과 마음을 챙기는 

요가 지도자인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인데 일반인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약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느끼기에 

희망을 나누고 싶은 거죠. 

요가 시작 계기와 그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2003년에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이십 대 때와 달라진 몸을 느껴 3

개월간 수영을 배웠죠. 건강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딘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맞은 편 건물에 ‘요가’라는 간편이 보였어요. 

당시만해도 요가라는 말을 들어는 봤어도 뭔지는 제대로 몰랐죠. 

뭔가에 끌리듯 등록하고 다음 날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가 매트에 

앉는 순간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게 느껴지고 왜 이제야 

요가를 알게 되었을까 싶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요가를 

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생각으로라도 요가를 해요. 대학원에서 

심리 공부할 때 배웠던 존재의 본질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요가가 아닌 개인마다 적합한 수련을 알리고 싶어서 

몸마음챙김 비니요가연구소를 열게 됐죠. 

You went to India a little while ago, didn't you? 

I	 have	 been	 going	 to	 Chennai,	 India	 regularly	 for	 the	 past	 five	 years.	

I	 received	 70-hour	 training	 for	 over	 a	 period	 of	 ten	 days	 at	 the	

Krishnamacharya	 Yoga	 Mandiram	 (KYM).	 I	 also	 visited	 Ashram	 of	

philosopher	Ramana	Maharshi	and	also	Auroville,	the	world’s	largest	yoga	

village.	 If	 it	was	 like	a	tour	before,	this	time	I	 focused	on	the	training.	

Krishnamacharya	was	the	yoga	master	I	admire.	Today,	his	son	runs	the	

KYM	to	 train	 therapists.	 I	 am	studying	 to	adjust	 to	Viniyoga,	which	 is	

basically	taught	one-to-one,	to	the	conditions	here.

What are the conditions in this country? What do you mean by 

teaching Viniyoga by adjusting to our conditions?

I	am	giving	a	lecture	at	the	Maum	Hakgyo	(Heart	Healing	School).	Through	

group	studies	and	private	 lessons,	 I	have	 learned	 first-hand	 the	pains	

young	Koreans	have	today.	I	think	sympathizing	with	their	difficulties	just	

a	little	can	help	relieve	the	difficulties	and	heal	them.	Many	Koreans	feel	

like	they	are	left	behind	because	our	society	is	changing	way	too	fast.	To	

them,	it	seems	like	everyone	is	living	a	fancy	and	successful	life,	except	

them.	You	would	feel	better	 if	you	close	your	eyes	to	others,	but	you	

should	not.	You	need	to	see	them	if	you	want	to	know	if	you	are	living	

a	good	life	and	become	conscious	of	yourself.	You	can	find	your	place	

through	meditation.	 I	 feel	the	same	things	they	do	when	I	am	a	yoga	

teacher	who	is	supposed	to	have	a	better-trained	body	and	mind.	If	I	feel	

the	same	things,	you	can	only	imagine	what	nontrained	people	are	going	

through.	I	want	to	share	the	hope	because	I	understand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are	weak	and	in	a	difficult	situation.

How did you get started with your yoga life, and how did it change 

your life?

I	 started	 practicing	 yoga	 by	 coincidence	 in	 2003.	 I	 took	 a	 swimming	

lesson	for	three	months	after	realizing	that	my	body	has	changed	a	lot	

since	I	was	in	my	twenties.	I	felt	healthier,	but	I	was	not	comfortable	with	

some	parts	of	my	body.	Then	one	day,	I	saw	a	sign	that	read	‘yoga’	across	

the	street.	At	the	time,	 I	have	only	heard	of	yoga,	but	 I	did	not	really	

know	what	it	was.	I	was	drawn	to	it	for	some	reason	I	cannot	fathom,	so	

I	signed	up	and	then	started	going	to	the	yoga	class	the	very	next	day.	I	

felt	like	home	the	moment	I	sat	down	on	the	yoga	mat,	and	I	wondered	

why	it	took	me	so	long	to	learn	what	yoga	was.	Since	that	day,	I	have	

never	missed	a	day	of	yoga.	If	I	cannot	practice	yoga	with	my	body,	I	do	

it	in	my	mind.	It	felt	like	I	finally	found	the	meaning	of	my	existence,	as	I	

had	learned	when	I	was	in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I	opened	

the	‘Care	Your	Body	and	Mind’	Viniyoga	Studio	because	I	wanted	to	teach	

people	that	practice	is	good	for	them,	instead	of	just	followi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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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 요가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해주세요?

시작했던 자세로, 다시 끝마무리하는 것이 요가의 원칙입니다. 

자세의 종류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퀀스를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느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제게 특정 시퀀스를 

얻어가고 싶어하지만 저는 요가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요가 자세는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같은 자세를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탐색해야 해요. 몸은 창의적이니 마음 가동성을 확장해 

나가야 하죠.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시도하고, 생명의 숨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숨, 들숨, 복근을 만드는 숨 등 숨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평소의 호흡과 요가 할 때 숨쉬는 호흡이 맞닿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요가를 하지 않는 시간의 호흡이 더 많지요. 그 

무의식적인 호흡까지 친근하게 느끼며, 숨결이 몸에 가닿는 것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잠재의식과 함께 하는 호흡이지요. 제가 가르치는 

건 비니 요가에 나만의 깨달음을 결합한 것입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 

상태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비니 요가의 핵심입니다. 스승 역시 모양 

보다 기능을 중시했고, 언제나 정신이 깨어있어야 같은 시퀀스라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니까요. 같은 걸 하면서도 매번 다르게 

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요가 테라피스트로 일하며 힘들었던 부분은?

혼자 수련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기에 숨어 있던 취약함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요가를 하며 처음으로 나답다는 친밀감을 

느꼈는데, 허리가 아프니 당황스러웠죠. 아마도 수업하기 위해 

날숨과 들숨에 상관없이 자세를 보여주고, 말을 많이 하니 무리가 

온 듯했어요. 요가는 호흡이 중요한 데 가르치다 보면 호흡 따로 몸 

따로 급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저처럼 몸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피하게 되었고, 통증을 

치유할 수 있는 자세를 공부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원에 관련 

과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공부했지요. 앞으로는 개인 레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크리슈나마짜리아의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따르게 되었어요.

요가와 명상, 요가와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2009년에 명상 수행법인 위빠사나Vipassanā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요가가 곧 명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상이 요가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요즘은 요가와 일상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꼬장꼬장하게 고집도 부렸었고, 채식과 단식도 

해봤어요.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부분을 발견하고, 계속 달라지는 

저를 지켜봤지요. 채식을 6년간 했지만 체질에 맞지 않아 멈췄어요. 

기도하는 마음은 모든 종교로 연결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힘든 일이 있으면 명상이 잘 되고 온 

몸으로 울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명상이니까요. 

명상이 심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아쉬탕가 요가Ashtanga Yoga는 요가 수트라에 나와있듯이 여덟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비폭력, 금욕, 무소유와 같은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몸과 마음을 비우는 청결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와 호흡 수련이 이어집니다. 수련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자에 앉은 상태로 요가를 할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명상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명상은 더 깊은 내면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호흡을 

통해 감각을 차단하고 집중하는 경험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건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명상 역시 마찬가지죠. 

집중을 통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가는 유니온Union과 같은 

말이며, 결국 통합을 의미해요.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요. 현대인은 원형탈모, 아토피, 족저근막염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 놀라서 당황한 채 외부 상황만을 탓하면 몸이 

더 놀라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죠. 어떤 치료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스님들조차도 절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겪는 부침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대단히 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봐야 합니다.

Could you explain to me the characteristics of Viniyoga?

One	of	the	basics	of	yoga	is	to	finish	where	you	started.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types	of	poses	you	take—the	depth	of	feeling	

changes	when	you	complete	a	sequence	and	come	back	to	where	you	

started.	 People	want	 to	 learn	 a	 certain	 sequence	 from	me,	 but	 I	 tell	

them	 the	process	 of	 yoga.	 The	 types	of	 yoga	poses	 are	 innumerable	

and	copying	others	is	meaningless.	You	must	ask	yourself	what	you	are	

going	to	do	even	if	you	take	the	same	pose.	Your	body	is	creative,	so	you	

should	move	your	mind.	It	is	important	to	do	the	things	you	are	better	at,	

and	not	to	forget	the	breath	of	life.	There	are	various	styles	of	breathing	

exercises:	Exhale,	inhale,	abdominal	breathing,	and	so	on.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yoga	breathing	into	your	natural	breathing	pattern.	I	do	not	

normally	breathe	like	when	I	am	doing	yoga	either.	Familiarize	yourself	

with	your	natural	breathing	and	feel	how	your	breath	touches	the	body;	

that	is	when	you	know	you	are	breathing	for	your	subconscious	mind.	

I	 teach	people	how	to	add	 their	own	enlightenment	 to	Viniyoga.	The	

essence	of	Viniyoga	 is	 that	 it	 can	chang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your	body	and	mind.	 	My	teacher	also	places	more	 importance	on	

function	 rather	 than	 pose	 and	 stressed	 that	 you	 could	 do	 the	 same	

sequence	differently	only	when	your	mind	is	awake.	In	other	words,	you	

are	doing	the	same	thing	differently,	every	time.	Isn't	it	interesting?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being a yoga therapist?

My	 back	 started	 hurting	 after	 I	 started	 teaching	 longer	 hours	 and	

practicing	more	than	I	used	to	when	I	practiced	alone.	It	may	be	that	I	

began	to	notice	the	most	vulnerable	part	of	my	body	because	I	spent	a	

lot	more	energy	than	I	usually	do.	It	was	embarrassing	to	have	a	backache	

when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like	myself	while	doing	yoga.	I	think	it	is	

because	I	showed	the	class	various	poses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my	breathing,	and	I	even	talked	a	lot	while	taking	the	poses.	Breathing	

is	 very	 important	 in	 yoga,	 but	 you	 cannot	 breathe	 according	 to	 your	

movements	while	teaching	others.	It	led	me	to	think	that	people	should	

not	hurt	themselves	as	I	did,	so	I	began	to	avoid	strenuous	poses	and	

study	the	poses	that	can	heal	the	pain	instead.	I	later	learned	that	there	

is	an	academic	course	on	this	subject	at	a	graduate	school	in	Korea,	so	I	

took	the	course	and	began	to	study.	I	realized	that	I	should	start	focusing	

more	on	private	lessons,	and	became	better	at	following	the	teachings	of	

Krishnamacharya.

Could you describe the correlation between yoga and meditation, 

and yoga and religion?

In	2009,	I	first	 learned	the	meditation	practice	Vipassana	and	realized	

that	yoga	is	meditation	in	itself.	I	have	also	learned	that	yoga	is	actually	

associated	with	our	everyday	life.	But	recently,	I	am	trying	to	disassociate	

yoga	from	my	everyday	life.	I	was	very	stubborn	at	times—I	tried	to	be	a	

vegetarian,	and	fasting.	I	found	myself	being	stubborn	and	obsessed	with	

something	and	saw	myself	changing	as	well.	I	lived	the	life	of	a	vegetarian	

for	six	years,	but	I	stopped	being	a	vegetarian	after	realizing	that	it	did	not	

go	well	with	my	body.	You	can	have	the	desire	to	pray	regardless	of	the	

religion;	even	atheists	sometimes	need	to	pray.	A	hardship	can	actually	

make	 it	easier	to	meditate,	and	you	get	to	cry	with	your	whole	body.	

Meditation	is	just	that,	getting	the	feeling	of	prayer.

People say that meditation is good for your mind and body. How 

is that?

There	are	eight	limbs	in	Ashtanga	Yoga	as	described	in	the	Yoga	Sutras.	

Like	 the	 concepts	 of	 nonviolence,	 abstinence,	 and	 non-possession,	

the	 limbs	 refer	 to	doing	away	nonethical	 actions	as	well	 as	emptying	

and	cleansing	your	body	and	mind.	Next,	are	the	poses	and	breathing	

exercise.	Once	you	get	used	to	the	training,	you	can	do	yoga	while	sitting	

on	a	chair	 like	this,	 then	you	meditate.	Meditation	 is	a	way	of	getting	

in	contact	with	your	inner	self.	You	need	to	learn	to	block	your	senses	

and	concentrate	through	breathing	and	it	means	becoming	friends	with	

someone,	which	is	the	same	with	meditation.	You	become	one	with	the	

target	 through	concentration.	 ‘Yoga’	 literally	means	 ‘union.’	Your	mind	

can	change	once	you	get	to	know	yourself.	Today’s	people	suffer	from	

various	diseases	such	as	alopecia	areata,	atopy,	and	plantar	fasciitis.	 If	

you	blame	the	conditions	you	are	in	just	because	you	are	at	a	loss,	your	

body	will	be	in	a	bigger	shock	and	symptoms	can	get	worse.	What	types	

of	treatment	methods	you	choose	will	be	determined	by	how	you	treat	

yourself.	Even	Buddhist	monks	say	that	coping	with	society	is	harder	than	

meditating	at	a	temple;	that	is	how	much	we	are	exposed	to	stress.	It	is	

all	the	more	reason	why	we	should	take	a	look	into	ourselves	through	

meditation.

싱잉볼singing bowl을 치는 이윤선 요가 테라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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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한 에너지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갈등 없는 곳에서 관계도, 노력도 없는 혼자만의 행복을 느긋하게 

누려도 되겠지만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는 일은 모두에게 힘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과 요가 수련을 나누는 것이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깊은 산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자연과 교감하며 

지내는 것이지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 도움을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건네는 선물을 즐겁게 받을 줄 알아야 하죠. 

순수한 마음을 받는 능력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 연습해야 하고, 자기 

몸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요가를 하는 사람만 만났고 

그들과 잘 통한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고, 

서로의 차이를 알고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믿어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통하는 것이 많아서 놀라곤 해요. 진리는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는 말에 동감하게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오면 어느 만큼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크게 좋아지지 않아 속상한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면 감사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심신이 예민한 분들이다 보니 작은 

변화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겠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많아요. 한번은 목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게 호흡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 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고민했지만 막상 

함께 하니 서로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표정이 바뀌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호흡 근육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 기뻐하시더군요. 

요가의 치유적 접근을 위해 안내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런데 연륜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질투’, ‘우울’이라는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정적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부정과 긍정은 큰 차이가 없지만요. 다양한 경험을 

하다보니 예전에 누군가가 힘들다고 했던 말들이 이제야 와닿아요. 

108배 참회문 중 ‘외로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라는 문장을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참회문이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더 깊게 

아는 것이 전문가로 가는 과정이지 싶어요. 전문가란 더 섬세하고 

세밀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How do you recharge your energy?

You	can	be	happy	alone	without	any	conflicts,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efforts	to	be	made,	but	we	all	have	difficulties	as	long	as	you	live	

in	 this	 world;	 that	 is	 why	 you	 practice	 yoga	 with	 other	 people.	 You	

cannot	live	alone.	Even	a	hermit	who	lives	alone	deep	in	the	mountain	

needs	to	be	in	touch	with	nature.	It	takes	practice	to	share	your	heart	

with	someone	and	accept	help.	You	should	be	able	to	accept	a	gift	from	

someone	gladly.	What	is	really	important	is	to	accept	the	pureness	of	the	

heart,	which	you	should	practice,	and	have	a	relationship	with	yourself.	

In	the	past,	I	only	met	those	who	practice	yoga,	and	I	thought	we	could	

relate	to	each	other	pretty	well.	Now,	I	meet	various	types	of	people	and	

try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differences.	I	think	that	is	the	role	of	a	

teacher.	I	get	surprised	at	times	when	I	realize	experts	from	other	areas	

and	I	have	so	many	things	in	common.	I	finally	got	to	agree	that	truth	can	

be	found	in	the	same	place.

Please share your memorable moments with us.

If	someone	who	is	not	physically	or	emotionally	unhealthy	comes	to	my	

studio,	I	want	him/her	to	get	better	to	a	certain	degree.	I	feel	grateful	and	

sorry	at	the	same	time	if	he/she	says	he/she	feels	better	even	though	

his/her	health	did	not	improve	as	much	in	my	opinion.	I	think	unhealthy	

people	 are	 grateful	 for	 small	 changes	 because	 their	 conditions	made	

them	more	sensitive.	I	guess	it	is	the	role	of	an	expert	to	understand	even	

the	smallest	changes.	I	often	get	a	sense	of	enlightenment	from	even	the	

smallest	things.	One	time,	I	taught	some	breathing	techniques	to	those	

who	are	paralyzed	from	the	neck	down.	At	first,	I	had	no	idea	what	I	can	

teach	them,	but	once	I	got	started,	I	could	feel	that	we	can	actually	relate	

to	each	other.	They	experienced	only	small	changes,	but	their	expression	

changed,	and	they	gained	more	energy.	They	were	happy	just	to	be	able	

to	move	the	respiratory	muscles	on	their	own.

Why do you need someone to guide you when you approach yoga 

as a method of healing?

It	is	my	job	to	heal	the	body	and	mind.	But	the	more	I	experience	and	

learn,	the	harder	it	is	for	me	to	do	my	job.	In	the	past,	I	did	not	really	

understand	 what	 ‘jealousy’	 and	 ‘depression’	 feel	 like.	 Now	 I	 can	

understand	even	negative	feelings.	Actually,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feelings.	Thanks	to	all	this	experience,	I	

can	finally	relate	to	those	who	told	me	they	were	going	through	a	hard	

time.	Now,	I	break	down	in	tears	whenever	I	hear	the	sentence	‘I	repent	

for	not	understanding	a	lonely	person...’	among	the	‘108	Prostrations	of	

Great	Repentance.’	I	have	heard	it	so	many	times	before,	but	I	did	not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t.	I	think	the	deeper	you	know,	the	higher	

the	level	of	expertise.	It	may	be	that	being	an	expert	means	you	are	more	

detailed	and	de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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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바가바드 기따Bhagavad Gita』 읽기 세미나도 가진다고 들었어요. 이 

책은 간디가 삶의 지침으로 삼은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요가는 불교보다 먼저 등장한 철학입니다. 부처 역시 요가 수행을 하며 

행여 벌레를 밞게 될까 염려되어 비 오는 날은 걷는 것도 자제했다고 

합니다. 요가의 첫 번째 이론은 비폭력인데요. 인간 내면의 갈등을 

풀어낸 인도 대서사시 중 한 편이 〈바가바드 기따〉입니다. 인도의 

국민 경전이지만 우리 정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절 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읽고 있어요. 혼자 읽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읽으면 더 좋지요. 읽을 때마다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이미 읽어본 

분들도 참여합니다. 지금의 언어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떠올리며 읽어야 이해가 돼요. 요가 이야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 안에 그림을 그리는 ‘만다라’ 수업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요가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도 있어요. 보통 대칭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이는 상처투성이 발을 그리고 어떤 

이는 꽃을 그립니다. 이렇듯 대칭 문양에 색을 칠하는 과정은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천 가능한 명상이지요. 저는 

연꽃을 주로 그리는데, 연꽃은 요가의 상징이지요. 어머니가 미술 

교사였고 미술 치료 과정도 공부했었지만, 만다라는 미술 실력이 

필요한 수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강생을 위해서 수업 후 그날 함께 

한 시퀀스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해보라는 의미이지요. 

대부분의 스승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따라 하라고 하는 반면, 저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자신의 흐름에 맞게 해보자고 권유합니다. 

십오 년 경력이다 보니 제자와 후배가 많은데, 다들 자신만의 요가를 

합니다.  

커피 요가, 비어 요가에 이어 패들 보드 위에서 하는 요가도 

유행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패들 보드 요가는 제한된 환경에서 하는 특별한 요가이지요. 커피와 

비어 요가는 처음 들어봅니다. 때때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여짐을 위한 이벤트로 생각되는데, 재미있을 수 있겠어요. 

요가는 전에 안 해보았던 것을 해보는 수련이기도 하니, 내 몸이 어느 

수준에서 만족할지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I have heard that you are holding a Bhagavad Gita reading seminar. I 

understand that it is the book that Mahatma Gandhi used the Hindu 

scripture as guidance for life. Why are you holding the seminar?

Yoga	is	a	philosophy	that	appeared	before	Buddhism.	Even	Buddha	tried	

not	to	walk	on	a	rainy	day	for	the	fear	that	he	might	step	on	a	worm	while	

practicing	yoga.	Nonviolence	is	the	first	principle	of	yoga.	The	Bhagavad	

Gita	 is	a	part	of	 the	Hindu	epic	Mahabharata	dealing	with	the	human	

dilemma.	Although	it	is	a	Hindu	scripture	meant	for	Indians,	it	can	still	

be	applied	to	Korean	culture.	I	am	interpreting	and	reading	it	one	verse	

at	a	time.	It	is	better	to	read	it	together	than	reading	it	alone.	I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each	time	you	read	it,	so	those	who	have	already	

read	it	will	also	come	to	the	semin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xt,	you	

must	read	it	with	today’s	language	while	thinking	about	the	difficulties	we	

are	in	today.	A	great	portion	of	the	text	is	about	yoga.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Mandala Class, where you draw 

symbols in circles? It is interesting that you draw symbols during 

a yoga lesson.

I	do	have	a	class	for	drawing	symbols	in	circles.	Most	people	draw	symbols	

to	form	a	radial	symmetry,	but	some	draw	a	foot	with	many	scars	while	

others	 draw	 flowers	 instead	 of	 symbols.	 Coloring	 such	 asymmetric	

pattern	is	one	of	the	meditation	methods	for	observing	your	inner	self.	It	

is	a	form	of	meditation	that	anyone	can	do.	I	usually	draw	lotus	flowers—

the	symbol	of	yoga.	My	mother	was	an	art	teacher,	and	she	also	studied	

art	therapy,	but	you	do	not	need	artistic	skills	to	draw	a	mandala.	After	a	

yoga	lesson,	I	draw	the	sequence	of	poses	we	took	for	my	students.	It	is	

my	way	of	telling	him/her	to	practice	the	poses	again	at	home.	Most	yoga	

instructors	show	their	students	a	demonstration	before	telling	them	to	

follow	the	poses;	I	draw	pictures	and	show	them	to	my	students	before	

telling	them	to	try	the	poses	according	to	their	flow.	Because	I	have	been	

teaching	yoga	for	fifteen	years,	I	have	many	students	and	know	many	

younger	yoga	instructors.	They	all	do	their	own	yoga.

Coffee yoga, beer yoga, and even paddleboard yoga are now in 

tre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rend?

The	paddleboard	yoga	 is	a	unique	 form	of	yoga	that	you	can	do	 in	a	

restricted	environment.	I	have	never	heard	of	coffee	yoga	and	beer	yoga;	

however,	it	will	not	be	a	bad	idea	to	try	them	once	in	a	while.	It	seems	

to	me	they	are	more	like	an	event	to	be	seen	by	others,	but	it	can	be	

interesting.	In	yoga,	trying	out	new	things	is	also	a	part	of	the	training,	so	

it	would	be	good	if	you	test	yourself	to	see	at	what	level	of	training	will	

satisfy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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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요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마음치유학교는 요가원보다 더 열려 있습니다. 마음치유학교 

인사동점에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상담과 요가를 병행한다면 치료의 

효과가 높지요. 우리는 누구나 치유 능력이 있어요. 매일 밤 늦게 

지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 어려워집니다. 

요가 책을 보며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 요가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잃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외부를 향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데, 자신 안에 이미 많은 것이 있지요. 스스로 

너그럽게 평가하고, 타인에게는 거친 잣대를 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SNS로 거친 말이 오가는데, 말이라는 것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요가는 인도철학과 종교를 담고 있다. 어떤 종교라도 신비주의를 

포함한다. 그것은 보여줄 수 없기에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요가로도 신비한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묻기만 한다면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요가는 그냥 신비가 아니라 체험적 신비다. 이윤선 요가 

테라피스트가 말하듯 몸과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이어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신비롭게도.
Why do you think people of today need yoga? Why do we have to 

be interested in yoga?

Well,	you	do	not	have	to	do	 it.	Do	 it	when	you	feel	the	need.	 In	that	

aspect,	 ‘Maum	Hakgyo’	(Heart	Healing	School)	 is	 less	restricted	than	a	

yoga	center.	The	branch	in	Insa-dong	also	has	a	counseling	center.	The	

healing	effects	can	be	better	if	you	take	counseling	and	yoga	sessions,	

simultaneously.	 We	 all	 have	 the	 ability	 to	 heal	 on	 our	 own.	 Office	

workers	who	go	home	late	all	tired	after	working	late	will	have	difficulties	

maintaining	 a	 relationship	with	others.	You	 can	buy	a	 yoga	book	and	

practice	on	your	own.	If	you	actually	do	it,	you	get	the	logic	behind	yoga.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after	losing	

themselves.	They	raise	their	voice	to	be	heard	by	the	outside	world,	but	

what	they	fail	to	realize	that	they	already	have	a	lot	in	them.	You	should	

try	not	to	be	too	generous	in	judging	yourself	and	too	hard	on	others.	

People	 are	 too	busy	 accusing	 each	other	on	SNS,	 but	 you	 should	be	

careful	with	words.

Yoga is an Indian philosophy and religion. Every religion has a hint of 

mysticism. It is because some things cannot be shown, and on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can feel what it is about. You can experience 

the mysterious healing powers of yoga, but you will never experience 

them if you just keep asking others instead of trying it out for yourself. 

For this reason, yoga is not just a mystery, but an empirical mystery. 

Just like what yoga therapist Lee Yoon-sun said, yoga is a process 

of establishing a mind-body connection and making yourself whole. 

Myst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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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민

           숲해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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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라 불러도 좋을 우리 곁의 나무와 풀들

그는 숲을 공부하면,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평생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자신한다. 갑자기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자연을 공부하면 그간 

알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숲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예찬하는 변재민 

숲해설가를 만났다. 그에게서는 숲보다 

골목과 담장 너머의 마당, 시끌한 도로 

옆 가로수, 흙 위래 모습을 드러낸 한 

포기 식물 냄새가 났다. 그가 하는 말의 

향기가 궁금해졌다. 

The trees and plants around us make us 

feel like we are in a forest.

He says that if you study the forest, we will get 

to know ourselves better, without a doubt. He is 

positive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orest 

will change our sense of value and life pattern 

throughout our lives. Not many of us study 

something entirely new, but it is in our nature to 

feel at home like never before if we study nature.

I met Byun Jae-min, a forest interpreter, who says 

loving the forest is yet another way to happiness.

He reminded me of a batch of grass growing in a 

front yard or under the street trees in a busy area 

rather than the forest. I wondered what his voice 

would be like.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철강회사 등 기업에 근무했다가 숲해설가가 된 

계기는요? 

회사 일에 여유가 생겨 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차츰 안목이 

싹텄지요.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보니 제가 이 땅의 나무며 풀에 참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로 숲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그랬지요. 나무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면 무척 신비합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 숲해설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숲해설가로서 대안연구공동체 ‘동네 숲 한 바퀴’와 SNS를 통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숲해설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숲해설가 양성 기관이 있어요. 전 사단법인 

숲연구소에서 공부했는데, 140시간을 공부하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생태, 토양, 나무, 곤충, 야생 동물 등을 

공부하지요. 하지만 이건 기초 과정일 뿐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본격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숲 놀이, 수목 해설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숲해설가는 단순히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숲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지요. 

저도 해가 갈수록 숲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집니다. 숲과 우리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지구에서 가장 해로운 동물이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가리왕산의 스키장을 원 상태로 복원하는데 

무려 천 년이 걸린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많은 이들이 자연을 좋아하면서도 역할과 혜택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 숲해설가가 짚어 줍니다. 숲해설가를 

숲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군요.

I understand that you majored in materials science and worked at a 

waste plastic fuel company before becoming a forest interpreter. Is 

there a special reason why you became a forest interpreter?

I	started	hiking	in	the	mountains	after	finding	some	time	away	from	work.	

Gradually,	I	developed	an	eye	for	nature.	While	I	was	walking	the	Jirisan	

Trail,	I	came	to	realize	that	I	was	very	ignorant	of	the	trees	and	plants	in	

our	country;	that	is	when	I	started	studying	nature.	Many	people	just	love	

the	forest	without	even	knowing	why	and	I	was	one	of	them.	It	is	amazing	

to	learn	about	trees	and	also	about	the	life	of	trees.	I	became	a	forest	

interpreter	so	I	can	show	others	what	amazed	me.	I	am	currently	running	

the	‘Tour	of	Town	Forest’	of	the	Community	for	Alternative	Studies	and	

an	exploration	program	through	SNS	as	a	forest	interpreter.

Tell me about the job of a forest interpreter.

There	is	a	forest	interpreter	training	institute	licens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	studied	at	the	Forest	Research	Academy.	You	can	take	a	test	for	

a	license	after	a	140-hour	class	where	you	learn	about	the	ecosystem,	

soil,	trees,	insects,	and	wild	animals,	but	it	is	just	a	basic	course.	You	have	

to	study	more	after	getting	your	license.	You	pick	an	area	of	your	choice,	

such	as	forest	plays	and	forest	interpretation.	A	forest	interpreter	does	

not	just	explain	about	the	forest.	His	job	is	to	tell	people	how	the	forest	

is	connected	with	us.	I	learn	a	new	significance	of	the	forest	year	after	

year.	You	will	change	the	way	you	treat	the	forest	and	other	people	once	

you	get	to	know	the	forest.	There	is	a	saying	that	‘Humans	are	the	most	

destructive	species	on	earth.’	They	say	it	is	going	to	take	one	thousand	

years	to	restore	Gariwangsan	Mountain	 in	Gangwon-do,	which	is	now	

serving	as	a	ski	resort.	I	feel	sorry	for	those	who	do	not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value	of	nature.	Many	people	like	nature,	

but	not	many	of	them	understand	its	role	and	benefits;	that	is	where	we	

forest	interpreters	come	in.	You	may	say	that	forest	interpreters	are	like	

academic	scholars	who	tell	stories	of	life	through	a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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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마당이 아름다워요. 정원 식물을 정리한 사진 앨범도 재미있네요.

살고 있는 집에도 많은 나무와 꽃이 있습니다. 십 여 년 전에는 정원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죠. 장모님께서 손수 정원을 꾸미셨어요. 

어느 날 자세히 살펴보니 집 마당에만 백 가지가 넘는 나무와 꽃이 

있더군요. 이것들을 구별하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겠죠. 소나무와 잣나무의 구별 방법을 아세요? 

소나무는 솔잎이 두 가닥으로 뭉쳐있고 잣나무는 다섯 가닥이지요. 

잔디를 키우기 어려워 그냥 두었더니, 질경이, 피막이, 중대가리 등이 

자연스럽게 자라 정원을 푸르게 만들더군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젠가요?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느꼈던 경이로움이 기억납니다. 그 놀라움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무척 행복해요. 물론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죠. 방과 후 수업을 받으러 온 학생들도 

처음에는 표정이 밝지 않다가 흥미를 느끼면 금세 빠져들어요. 나무를 

좋아하는 참여자들은 감수성도 풍부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지식을 받아들여요. 수강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채롭습니다. 주로 

평일에 수업을 하기에 여성이 많은 편이죠.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 숲을 

즐기기 어려워요. 자연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숲 

안내자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의 눈높이와 

관심의 방향에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는 숲을 

가르치기보다 재미있는 놀이로 알려주는 것이 좋지요. 

다른 숲해설가를 가르치며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른 분야를 더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숲해설가 

자격증은 첫발을 내딛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숲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무를 알고 생리를 알면 좋아할 수 밖에 

없지요. 저 역시 어느 순간, 꽃과 나뭇가지를 꺾으면서까지 관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뿌리를 캐서 관찰하는 이들도 있는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는 방법도 

성숙해지고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지요. 

You have a beautiful front yard. Your photo album of front garden 

plants is also interesting.

I	have	lots	of	trees	and	flowers	at	my	home.	A	little	more	than	ten	years	

ago,	I	had	no	interest	in	gardens	whatsoever.	It	was	my	mother-in-law	

who	 took	 care	of	 the	garden.	Then	one	day,	 I	 suddenly	 realized	 that	

there	were	more	than	100	species	of	trees	and	flowers	in	the	front	yard	

alone.	 I	guess	distinguishing	them	and	calling	them	by	their	name	are	

the	beginning	of	your	communication	with	nature.	Do	you	know	how	to	

distinguish	Korean	pine	trees	from	other	pine	trees?	Pine	trees	have	two	

needle	clusters,	while	Korean	pine	trees	have	five	needle	clusters.	It	was	

hard	to	lawn	the	grass,	so	I	just	left	it	as	it	is.	Later,	the	whole	garden	was	

covered	with	plantains,	lawn	marsh	pennywort,	and	Centipeda	minima	

that	grew	naturally.

When did you find your job worthwhile?

I	 still	 remember	 how	 amazed	 I	 was	 when	 I	 first	 started	 studying	

the	forest	because	 it	makes	me	feel	happy	when	 I	share	my	amazing	

experience	with	others.	Of	course,	some	of	them	were	forced	to	take	

the	class	because	it	was	part	of	their	vocational	training.	Students	who	

attended	the	class	after	school	did	not	look	happy	at	all	at	first,	but	then	

they	get	immersed	in	the	subject	as	soon	as	they	take	an	interest	in	the	

forest.	Participants	who	love	trees	are	usually	sensitive,	and	they	learn	

really	fast.	The	students	are	of	different	age	groups,	men	and	women	

alike.	 There	 are	more	women	 than	men	 because	 the	 class	 is	 usually	

held	on	weekdays.	It	is	difficult	to	enjoy	the	forest	during	the	weekend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there.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understanding	nature.	It	is	hard	to	explain	according	to	what	they	know	

because	there	are	beginners	and	advanced	learners	in	the	same	class,	

which	is	why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class	as	the	level	goes	up	if	there	

are	both	children	and	adults.	It	is	better	to	let	children	play	nature	games	

rather	than	teaching	them	the	forest.

What do you emphasize the most while teaching other forest 

interpreters?

A	lot	of	people	come	to	my	class	to	learn	about	other	areas.	Getting	a	

forest	interpreter	license	is	just	the	first	step.	I	want	to	make	them	really	

like	the	forest.	Most	of	them	do	once	they	learn	more	about	trees	and	

the	physiology	of	trees	where	it	came	to	a	point	where	I	no	longer	pick	

flowers	or	break	a	branch	to	observe	them.	Some	even	dig	out	the	roots	

to	observe	them,	but	I	do	not.	Once	you	accept	the	fact	that	plants	are	

also	alive,	you	will	find	more	mature	ways	to	study	them.

변재민 숲해설가가 아끼는 양버즘나무  안산으로 향하는 변재민 숲해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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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집 근처에 있는 안산(安山)을 즐겨 올라갑니다. 안산은 조선시대 

지금의 경복궁 자리와 다투었을 정도로 풍수가 수려한 곳이지요. 

연대 뒤편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를 

본 적이 있나요? 양버즘나무는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도심의 나무는 매년 흉측하게 가지를 칩니다. 그곳의 나무는 수령이 

150년 가량 되는 데 참 멋집니다. 죽으면 이 나무 아래 뿌려지고 

싶을 정도로요. 지금은 겨울이라 빈 가지뿐이지만 속살을 드러내는 

이 때가 제일 멋지죠. 잎이 풍성하면 속살이 보이지 않거든요. 겨울 

나무가 근사하다는 걸 모르는 이가 많아요. 나무도 좋지만 풀도 무척 

좋아합니다. 씀바귀, 고들빼기, 개망초 등 대부분의 풀은 먹을 수도 

있어요.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라 일년 중 잠깐만 볼 수 있는 까닭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죠. 저는 꽃보다 잎, 줄기, 숲을 보라고 

강의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꽃은 없지만 씀바귀와 고들빼기 꽃이 

예쁘다는 건 꼭 말하고 싶네요. 

자연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요?

프로그램은 일회성도 있고,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일년 내내 산과 들로 같이 놀러 

다니지요. 숲 탐방에 맛을 들이면 다른 게 재미 없습니다. 저도 골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골프장은 환경 문제도 염려되지만 숲에 가기에도 

바빠서 골프 칠 시간이 없지요. 강원도, 울릉도, 제주도는 서울에 없는 

식물이 많아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시간을 내 공부하러 가지만 

일반인은 삶의 주변을 즐기는 것이 더 좋지요. 골목길에도 정말 

많은 풀이 있지요.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로수 아래 풀들만 

살펴도 흥미롭습니다. 동네 뒷산도 아름답고, 주변의 공원도 좋지요. 

집 가까운 곳이 명소입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된 곳보다는 오래된 정원이나 산이 좋지요. 식물 그림을 그리는 것이 흥미롭네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요? 

2017년부터 대안연구공동체 ‘드로잉 교실’에서 배우고 있어요. 숲을 

설명할 때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말보다는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언젠가 책을 만들고 싶은데, 일러스트레이션을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는 제가 그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독창성을 겸비한 

실력이 필요 하지요. 그래서 먼저 정물 드로잉을 배웠고, 요즘은 조금 

능숙해져서 카페에 앉아 창밖 풍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이후 처음 그리는 거라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막상 하니 

재미있어요. ‘드로잉 교실’ 선생님이 독일 유학파 작가인데, 테크닉을 

알려주기보다 자유롭게 그릴 것을 강조합니다. 식물 그림은 관찰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선에 따라 섬세함이 달라서 놀랐고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공부도 좋지요. 꽃과 나무를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그리는 건 인간이 지닌 본능 같아요. 

메모도 필요하지요. 예전에는 수첩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주로 

핸드폰으로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름을 자주 잊어요. 

그래서 공책처럼 정리할 수 있는 에버노트Evernote 앱을 즐겨 씁니다. 

여러가지 식물자료를 만들어 에버노트에 넣어두고 활용합니다. 

숲으로 나설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은퇴할 나이가 되면 경제적 문제는 둘째치고 할 일이 없는 것이 

큰일이지요. 그런 친구들에게 산에 가자고 권합니다. 그림이나 악기 

연주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나무와 풀을 보러 다니는 일은 돈도 안 

들고 누구든 할 수 있지요. 시간만 있다면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저는 산에 갈 때 카메라와 휴대용 확대경인 루페lupe만 챙겨 갑니다. 

중북부 지방의 참나무는 총 6종으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등이 있는데, 확대경으로 각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보면 

겨울눈도 다르고 잎도 다릅니다. DSLR 카메라를 사용하고 GPS를 

달았어요. 워낙 많은 자료 사진을 촬영하기에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요. 

장소ㆍ종류별로 식물 사진을 정리해 두기에 필요할 때 인터넷보다 제 

자료에서 찾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012년부터 촬영한 사진이 7

만 장 가량 됩니다. 사진을 보며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Do you have a favorite place?

I	enjoy	hiking	Ansan	Mountain,	which	is	close	to	my	home.	The	feng	shui	of	Ansan	Mountain	was	so	good	that	our	

ancestors	during	the	Joseon	period	almost	built	Gyeongbokgung	Palace	there	rather	than	the	current	location.	Did	

you	see	the	platanus	occidentalis	on	the	way	to	Ansan	Mountain	right	behind	Yonsei	University?	This	species	of	

tree	is	often	planted	as	a	street	tree	because	they	can	survive	the	pollution.	Despite	the	urban	pollution,	they	grow	

to	have	thick	branches	every	year.	The	tree	over	there	is	150	years	old.	It	is	so	beautiful	that	I	want	my	ashes	to	be	

scattered	under	this	tree	after	I	die.	Its	branches	are	bare	now	because	it	is	winter,	but	it	is	when	the	tree	is	most	

beautiful.	You	cannot	see	the	bark	when	it	is	covered	with	too	many	leaves.	Not	many	people	know	that	winter	

trees	can	be	beautiful.	I	also	like	plants—Ixeridium,	Crepidiastrum	sonchifolium,	and	daisy	fleabane	are	all	edible.	

Flowers	are	reproductive	organs	of	plants,	and	people	take	particular	interest	in	them	because	they	can	only	be	

seen	for	a	certain	period	of	the	year.	I	teach	people	to	see	the	leaves,	stems,	and	the	forest	rather	than	flowers.	I	

do	not	have	a	favorite	flower,	but	I	want	to	say	ixeridium	and	Crepidiastrum	sonchifolium	flowers	are	really	pretty.

Are there any courses you want to recommend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nature?

There	are	one-time	and	series	of	programs.	If	you	keep	going	there,	you	will	sometimes	meet	the	same	people.	You	

go	to	the	mountains	and	fields	with	them	throughout	the	year.	Once	you	find	joy	in	exploring	the	forest,	you	will	see	

that	nothing	can	be	more	interesting.	I	stopped	playing	golf	altogether.	While	I	am	worried	about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country	clubs,	I	am	too	busy	going	to	the	forests	to	play	golf.	There	are	plants	in	Gangwon-do,	

Ulleungdo	Island,	and	Jeju	Island	that	you	cannot	find	in	Seoul.	I	go	there	to	study	in	my	own	time	because	it	is	my	

job,	but	it	is	better	for	you	to	go	and	enjoy	someplace	near	you	if	it	is	not	your	job.	You	can	also	find	lots	of	plants	in	

the	alleys;	you	do	not	have	to	go	far.	Plants	under	the	street	trees	are	also	interesting.	The	mountain	behind	your	

house	and	a	nearby	park	are	also	good	places	to	see	plants.	Those	that	are	close	to	your	home	are	the	best	places	to	

go	to.	Size	does	not	matter	either.	Old	gardens	and	mountains	are	better	than	new	gardens	and	parks.

It is interesting that you draw plants. When did it become your 

hobby?

I	have	been	learning	to	draw	at	the	Drawing	Class	of	the	Community	for	

Alternative	Studies	since	2017.	I	want	to	draw	the	forest	with	my	own	

hands	so	I	can	show	them	to	others.	Drawings	can	be	better	than	words.	I	

want	to	publish	a	book	someday,	and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if	I	draw	

the	pictures	myself	instead	of	hiring	an	illustrator;	it	is	not	as	difficult	as	I	

thought.	Nevertheless,	you	still	have	to	have	unique	skills.	So	I	learned	to	

draw	still	objects	first.	Now	I	got	a	little	used	to	it,	so	I	draw	the	landscape	

outside	the	window	while	sitting	in	a	cafe.	It	was	not	an	easy	decision	

for	me	because	I	never	drew	anything	since	I	was	in	junior	high.	But	I	

gave	it	a	shot,	and	it	is	fun.	The	Drawing	Class	is	taught	by	a	painter	who	

studied	in	Germany.	He/she	tells	us	to	draw	freely	rather	than	teaching	

us	some	drawing	techniques.	Having	observant	eyes	is	very	important	

in	drawing	plants.	I	was	surprised	how	the	details	can	change	according	

to	the	lines,	and	that	is	what	I	am	working	on	nowadays.	It	is	also	a	good	

idea	of	drawing	a	photo	because	I	think	it	is	in	our	nature	to	have	the	urge	

to	draw	flowers	and	trees.	You	also	need	to	write	notes	because	I	used	

to	write	notes	on	a	notepad,	but	now	I	write	them	on	my	smartphone.	

As	you	get	older,	you	easily	forget	people’s	names.	That	is	why	I	use	the	

Evernote	app,	which	can	be	organized	 like	notepads.	 I	even	used	 the	

app	to	create	a	small	database	with	which	to	compare	more	than	870	

different	species	of	trees.

What do you need when you go out into the woods?

Once	you	reach	the	retirement	age,	having	nothing	to	do	is	a	big	problem,	

aside	from	money.	I	have	a	number	of	retired	friends,	so	I	ask	them	to	

go	 to	 the	mountain	with	me.	Not	everyone	paints	or	plays	 a	musical	

instrument,	but	anyone	can	go	out	to	nature	and	see	the	trees	and	plants	

because	it	is	free	too—all	you	need	is	time.	You	do	not	need	any	special	

equipment.	 I	only	 take	a	camera	and	the	portable	 lupe	magnifier.	For	

instanc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mountain,	 there	are	six	different	

species	of	oak	trees	in	the	north,	including	Quercus	acutissima,	Quercus	

variabilis,	Quercus	dentata,	and	Quercus	aliena.	You	can	even	observe	

winter	tree	buds	with	a	magnifier;	the	leaves	all	look	different	too.	I	use	a	

DSLR	camera,	and	I	also	installed	a	GPS.	I	take	so	many	photos	that	it	can	

get	confusing	later.	I	have	organized	all	photos	by	location	and	species	of	

plant	that	it	is	much	more	efficient	to	look	them	up	instead	of	browsing	

the	Internet.	I	have	taken	more	than	70,000	photos	since	2012.	Photos	

can	be	very	handy	when	you	study	the	plants	an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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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숲해설가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숲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숲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숲해설가의 

역할입니다. 숲해설가는 단순히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숲을 사랑하면 꽃도, 나뭇가지도 

함부로 꺾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야 환경이 보존됩니다.

숲해설가가 되고 인생에 변화가 있나요? 

전에는 가치관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벌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자연과 더불어 공부하니 안빈낙도(安

貧樂道)의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전에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요즘은 여유를 누릴 줄도 알고 행복해요. 매일 행복하다는 

소릴 하니 아내가 저보고 이상하다고 할 정도에요. 숲해설가를 

하며 인연을 맺은 많은 이들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가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많은 이들이 숲 해설을 무료로 듣는 것이라고 인식해요. 그런 까닭인지 

진심으로 숲 강연을 듣고 싶어서 오는 이들이 드뭅니다. 무료로 숲 

해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숲해설가 제도를 유료화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제도는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신청자 수요가 

줄더라도 유료화시켜야 가치가 상승하지요. 그렇게 해야 심도 깊은 

해설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숲해설이 식물의 유래와 

에피소드 정도를 전달하는데 그치곤 합니다. 그것보다는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고 보면 숲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요즘들어 숲치유사 과정을 공부하는 이들도 많은데, 핵심은 

어떤 자격증인가가 아니라 숲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지요.

해외에도 숲해설가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나요? 

유럽은 숲해설가의 역사가 깊고, 고급 직업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산림복지산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숲해설가들에게는 아직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고 교류한다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How will the role of forest interpreters evolve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Humans	cannot	survive	without	forests.	The	earth	will	not	be	able	to	play	

its	role	anymore.	The	role	of	forest	interpreters	is	to	make	people	love	

the	forest;	however,	working	as	a	forest	interpreter	is	not	simply	a	job,	

but	you	also	need	to	be	a	messenger	of	nature	protection	and	love.	If	you	

love	the	forest,	do	not	pick	flowers	or	break	branches	unless	you	have	to.	

We	need	more	people	who	care	in	order	to	preserve	the	environment.

Were there any changes in your life after you became a forest 

interpreter?

In	the	past,	I	did	not	have	a	sense	of	value.	I	just	thought	to	make	money	

and	to	live	a	comfortable	life	were	the	best	things	you	can	do.	After	I	

started	 studying	nature,	 I	 came	 to	believe	 in	 the	 idea	of	 anbinnakdo,	

which	means	to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and	take	pleasure	 in	

acting	 in	an	honest	way	 in	Korean—it	 is	a	dramatic	change.	 	 I	did	not	

know	what	it	means	to	be	happy	in	the	past,	but	it	was	not	until	recently	

that	I	learned	to	take	my	time	and	be	happy.	My	wife	says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because	I	keep	on	telling	her	I	am	happy	every	

day.	A	lot	of	people	I	met	while	working	as	a	forest	interpreter	also	tell	

me	that	they	are	happy.	I	never	thought	studying	something	can	be	this	

much	fun.	I	have	changed	completely.

Do you have any plans to help people appreciate the beauty and 

value of nature?

Many	people	think	that	forest	interpretation	is	free,	maybe	that	is	why	not	

many	people	voluntarily	come	to	listen	to	a	lecture	on	the	forest.	I	think	

we	need	to	come	up	with	a	new	set	of	strategies	and	get	rid	of	the	free	

forest	interpretation	policy.	The	forest	interpretation	program	at	national	

parks	must	be	a	paid	service.	Volunteer	programs	also	decrease	the	value.	

To	increase	the	value,	it	has	to	be	a	paid	service	even	if	we	get	fewer	

applicants	in	the	beginning,	which	is	the	only	way	to	provide	in-depth	

interpretation	services.	Most	forest	interpreters	explain	the	origin	of	the	

plants	and	episodes	about	them.	That	 is	not	 important.	What	 is	really	

important	is	for	people	to	understand	how	plants	grow	and	reproduce.	

Once	you	know	that,	you	will	gain	an	entirely	new	perspective	of	the	

forest.	I	have	heard	that	more	people	apply	for	the	course	to	become	

a	‘forest	healer’	rather	than	a	forest	interpreter.	The	point	is	not	which	

license	you	get,	but	how	you	treat	the	forest.

There must be forest interpreters in other countries. Are they any 

different from the ones in Korea?

In	Europe,	forest	interpreters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they	

are	categorized	as	one	of	the	highest	paid	jobs.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are	working	hard	to	preserve	the	forests,	

but	they	only	let	forest	interpreters	play	the	role	of	an	educator.	I	think	

there	can	be	new	synergy	effects	 if	 they	promote	strategic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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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에 따른 연간 스케줄이 있나요?

봄은 꽃이 피는 시기이지요. 새싹을 관찰하고 그립니다. 여름에는 

나무가 잎이 나는 양상을 관찰보고 여름 숲을 감상하지요. 계절 

변화에 맞춰 일년 계획을 미리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든 산에 

가면 발걸음이 느려져요. 가족과 함께 가면 따로 다니게 되지요. 다들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려고 하지만 관찰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등산이 되지요. 산에서 어떤 식물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세요. 숲을 

잘 보는 방법은 천천히 낮게, 때로는 높게 보는 겁니다. 나무는 위로 

보고, 풀은 앉아서 들여다봅니다. 시야가 넓어지죠. 

올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숲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의 숲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가치를 공유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전국을 시시때때로 오갈 수 없으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숲에 대한 

가치를 지역민과 나누는 겁니다. 각자의 지역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할 사람을 

모아서 지역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낙엽이 떨어지는 지 공유하고, 숲 

안내자를 양성하고 싶어요. 그들이 다시 훌륭한 숲 안내자를 양성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언젠가 이뤄지겠죠? 

그는 우리에게 『식물들의 사생활』, 『식물의 정신세계』를 추천했다. 

나무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사람이 다가가면 식물이 움추러드는 

것과 같은 실험적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자신도 첫 책을 준비하고 있다. 

꽃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다. 예를 들어 수분受粉하면 꽃마다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꽃은 꽃잎이 지고, 어떤 꽃은 탈색한다. 결혼 

반지를 낀 것처럼 변하는 꽃도 있다. 또한 암수를 넘어선 다양한 성性을 

가진 식물을 소개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궁금하다. 책이 나오면 다시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Is there an annual schedule according to the four seasons? 

Spring	is	when	flowers	bloom,	that	is	when	I	observe	and	draw	the	buds.	

In	summer,	I	observe	how	the	leaves	grow	on	trees,	and	appreciate	the	

summer	forest.	I	do	not	set	up	an	annual	schedule	according	to	the	four	

seasons.	You	walk	slower	in	the	mountains,	and	it	does	not	matter	when	

you	go	there.	I	walk	alone	when	I	go	to	a	mountain	with	my	family.	It	is	

because	my	family	wants	to	get	to	the	top	as	fast	as	they	could,	but	the	

idea	of	hiking	changes	altogether	if	you	observe	nature.	In	the	mountain,	

try	to	see	how	plants	survive.	The	best	way	to	look	at	the	forest	is	to	look	

at	it	slowly,	from	the	bottom	and	from	high	above	sometimes.	If	it	is	a	

tree	you	are	observing,	see	it	from	above.	If	it	is	a	plant,	sit	down	and	look	

closely.	It	will	broaden	your	horizon.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year?

I	am	organizing	a	forest	cooperative.	How	nice	would	it	be	if	the	local	

residents	of	Seodaemun-gu	share	the	same	value?	Because	I	cannot	be	

traveling	the	country	all	the	time,	I	want	to	start	by	sharing	the	value	of	

forest	with	local	residents.	My	goal	is	to	establish	cooperatives	in	each	

region,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ose	who	want	

to	keep	studying	nature	will	gather	together	and	tell	each	other	which	

flowers	have	fallen	and	which	leaves	have	fallen	in	particular	regions.	In	

the	process,	I	want	to	train	new	forest	guides,	and	I	wish	it	will	create	a	

positive	cycle	of	training	other	new	forest	guides.

He recommended 『The Private Life of Plants』 and 『The Secret Life of 

Plants』. The documentary includes a number of experiments, such as 

playing music for trees and demonstrations on how plants can recoil 

when someone approaches it. Byun is writing a book, which is about 

the hidden stories of flowers. For instance, changes in all the flowers 

when they are pollinated, but some flowers fall, while others lose their 

color. Some flowers even change their shape to resemble a wedding 

ring on the finger. The book will also introduce plants that have various 

genders, not just female and male. It can be an interesting topic, and 

it would be nic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after his book is 

published.



○

김수환



지금. 지금은 곧 사라진다. 붉은 노을은 곧 어둠에 묻힌다. 고요한 바다는 어느새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휘몰아치고 따스했던 바람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살을 파고든다.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거침없이 짓밟는다. 스스로의 피로 물든 세상이 

다시 인간을 위협한다. 한낱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우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역동적인 생명력 속에 이기적인 모순과 기괴함으로 가득 차 있다. 짧은 생, 인간은 무엇이 되고 

싶어 그토록 발버둥을 치는 걸까? 작은 위안이라면 우리는 영원의 존재라는 것. 인간도 세상 만물과 

같이 나고 살고 죽으며 쉼 없이 다른 것이 되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망각의 늪에 빠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어리석은 인간에게 과분한 호사이자 너그러운 축복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이 

묵묵히 흘러간다.

김수환. 시각예술가. 

거칠고 음란하고 우울한 

이미지를 즐겨 그린다. 〈즐거운 

나의 집〉(회화, 2012), 〈가족〉

(애니메이션, 2013), 성기소년의 

탄생」(단편소설, 2013) 등을 

작업했다. 절망과 허무로 가득한 

날들 속에서 꿈과 사랑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world now〉는 2018년 겨울과 

2019년 봄 사이에 파버카스텔 

만년필 잉크로 작업했으며 

현실을 통찰하는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김수환 작가의 이번 작품들은

Faber-Castell 병 잉크로 작업

world now / series

2019

210 X 297mm

pigment ink on paper































지금. 지금은 곧 사라진다. 

그렇게 지금이 묵묵히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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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우리의 미래다

할부로 미술 작품을 살 수 있는 갤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무이자 할부 금융 서비스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갤러리를 운영 중인 장현근 대표를 만났다. 

그는 인간 생존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가 농업과 미술이라고 

말한다. 농업은 현실적이지만 미술은 감성적이기에, 

두 가지 사업을 모두 다루는 에코락갤러리의 

성공 전략은 흥미진진하다. 그는 거침없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듯 하다. 그건 자기 신뢰와 확신, 

명확한 목표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플랫폼으로 더 큰 무대까지 사로잡으려는 

그의 큰 야심 말이다. 

 

Art is the future

Did you know that there is a gallery that lets 

you buy artwork in installments? Meet Chang 

Hyeongeun, Director of the Ecorock Gallery, who 

operates an art gallery that allows customers to 

purchase artwork via an interest-free installment 

finance service. According to Chang, agriculture 

and art are two mandatory things to human 

survival. This is because agriculture is realistic 

while art is sensuous. If he is right, then Ecorock 

Gallery is bound to succeed because it handles both 

aspects. Chang is unhindered because he is self-

confident and has a clear goal, which is not to profit 

but to captivate the larger market by successfully 

operating a completely new platform. 

만년필 마니아가 된 이유가 있나요?

2008년, NS홈쇼핑 영업 임원일 때 한 직원이 제게 윤광준 작가의 

『생활명품』을 선물했는 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통해 

파버카스텔을 처음 알았고, 몰스킨 또한 유명한 문구 브랜드라는 걸 

알았죠. 파버카스텔이 258년 전 우리나라 영조 시절에 탄생한 유서 

깊은 브랜드라는 걸 알고 나니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년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볼펜은 쓱 미끄러지지만 

사각거리며 써지는 만년필은 생각의 속도에 따라 써집니다. 아이디어 

노트에 주로 사용하고, 업무 노트에도 쓰지요. 새로운 마인드 맵 

전략을 만년필로 그렸는데 그것이 사업으로 발전해 에코락갤러리가 

되었죠. 

특별히 아끼는 만년필은?

처음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썼는데 요즘은 파버카스텔을 편애합니다. 

1999년에 킬리만자로를 등반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국제공항에서 

남은 돈을 털어 처음으로 만년필을 샀어요. 1992년에 독일에 있을 

때 백화점에서 본 만년필이 300불이었어요. 당시 제 용돈이 100

불이었으니 엄청 비쌌던 거죠. 그런 기억이 있어 탄자니아에서 

만년필을 보자마자 구입하게 됐고, 2008년부터는 파버카스텔 

만년필만을 쓰고 있어요. 특히 말총으로 만든 만년필은 2009년에 

나온 ‘올해의 펜’으로 제 분신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가 말띠고, 

고향이 말 귀를 닮은 마이산이 있는 진안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집에 

놓고 나오면 다시 되돌아갈 정도로 애착이 큽니다. 이 펜이 없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죠. 저와 함께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구상한 

펜이죠. 에코락갤러리도 이 펜과 함께 현실화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품 할부 금융 상품을 만들었지요.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게 

만년필을 선물합니다. 제가 아끼는 만년필을 주기도 하고요. 사무실에 

공용 잉크도 준비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만년필을 좋아합니다. 왜 

만년필을 수집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모은 만년필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들 손주까지 대를 이어 즐겁게 

쓴다면 보람이 클 것 같아요.

How did you become a fountain pen lover?

When	I	was	a	sales	executive	at	NS	Shopping,	a	coworker	gifted	me	with	

a	book	called	Daily	Luxuries	by	Yun	Gwangjun,	which	has	greatly	moved	

me.	 It	was	 through	 that	book	 that	 I	 learned	of	 the	 famous	stationery	

brands	 Faber-Castell	 and	 Moleskine.	 Knowing	 that	 Faber-Castell	 was	

a	258-year	old	brand	launch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	had	to	use	it.	I	have	been	using	a	fountain	

pen	since	then.	A	ball-point	pen	would	glide	through	the	surface,	but	a	

fountain	pen	has	a	crispy	feel	and	moves	according	to	the	speed	of	your	

thought.	I	mainly	use	it	for	jutting	down	ideas	and	for	work.	I	drew	a	mind-

map	strategy	with	a	fountain	pen	and	that	idea	has	since	evolved	into	the	

Ecorock	Gallery	business.

Which is your favorite fountain pen?

At	first	I	used	Montblanc's	fountain	pen,	but	now	I	favor	Faber-Castell.	I	

bought	my	first	fountain	pen	in	1999	with	all	the	money	I	had	left	at	the	

Kilimanjaro	International	Airport	in	Africa	after	climbing	up	Kilimanjaro.	

In	1992,	a	fountain	pen	was	sold	for	300	dollars	at	a	department	store	

in	Germany.	My	monthly	allowance	was	100	dollars,	 so	 it	was	a	pricy	

purchase	for	me.	So	when	I	saw	a	fountain	pen	at	a	cheaper	price		at	

Tanzania,	I	had	to	buy	it.	Since	2008,	I	only	use	Faber-Castell's	fountain	

pen.	In	particular,	the	horsehair-made	fountain	pen,	which	came	out	in	

2009	as	‘Pen	of	the	Year’	is	my	alter	ego.	I	feel	a	special	connection	with	

the	pen	since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horse	and	I	come	from	the	

city	of	Jinan,	which	is	home	to	the	horse	ear-shaped	Maisan	Mountain.	

Whenever	I	leave	this	pen	at	home,	I	have	to	go	back	to	retrieve	it—I	just	

cannot	work	without	it.	Many	of	my	business	ideas	were	drawn	out	using	

this	pen.	The	business	idea	for	the	Ecorock	Gallery	was	planned	out	with	

this	pen,	as	well	as	Korea's	first	finance	product	involving	the	purchase	

of	 artworks	 in	 installments.	Employees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are	awarded	a	fountain	pen—even	with	a	treasured	one,	sometimes.	We	

even	have	communal	ink	in	the	office	because	the	staff	also	love	using	

fountain	pens.	People	ask	me	why	I	collect	fountain	pens.	It	is	because	

I	want	to	hand	them	down	to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it	would	

please	me	immensely	to	watch	them	use	it.

늘 말총으로 만든 만년필을 쓰는 장현근 대표

에코락 갤러리에 진열되어 있는 칼 라거펠트 리미티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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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렸나요? 

모기업인 에코캐피탈은 농업 금융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신사업을 

논의하면서 문화에 적용하고 싶어서 영화에 투자했는데, 《부산행》 

《연평해전》과 같은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금융과 

문화의 결합이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화예술 투자는 담보 없이도 투자금을 갚지 않는 부실 발생 확률이 

적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금감원에 신사업을 신고했더니 신진 화가의 작품 판매를 

당부하더군요. 중견 작가들은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젊은 작가를 

위한 사업을 하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림 팔아 생활하기 어려운 

신진 작가 천 명을 지원한다면 언젠가 위대한 작가가 한 명정도는 

나올 테니 우리가 판매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죠. 한 달에 커피 한잔 가격만 쓰면 누구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등학생도 그림을 구입할 수 

있지요. 우리 갤러리에는 2년반 동안 979명의 젊은 작가들이 12,000

여 점의 작품을 등록하고, 616점을 판매했어요. 하루에 한 점씩 

판매된 셈이지요.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술계의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미술 할부 금융 서비스를 실시하는 

갤러리인 것은 확실한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갤러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가와 작품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가와 작품 선정에 있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업 

작가라면 누구든지, 어떤 작품이든 간에 판매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스스로 경쟁해서 살아남는 작가가 작품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상파 작가들도 당대에는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혹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작품이 미래에 인정을 받을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갤러리는 예술 표현의 장을 펼칠 

뿐이고, 작품이 많이 팔리는 작가에게는 무언가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십 년 후에는 빅 데이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작가의 작품이 왜 인기를 끌었는지 분석할 수 있겠지요. 대중의 판단이 

시장의 논리이기에 억지로 시장을 생성하지 않아 좋지요. 작가 스스로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컬렉터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고객이 이곳에서 미술 작품을 구입합니까?

고객 중 70~80%가 우리 갤러리에서 생애 최초로 컬렉션을 했다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크려면 작가뿐 아니라 

컬렉터ㆍ갤러리와 같은 기본 인프라가 튼튼해야 합니다. 안목 높은 

컬렉터와 큐레이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갤러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으로는 예술적 안목을 높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갖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자 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기에 정치, 미술, 여행, 문학 등 다채로운 강연을 합니다.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사이에 앉아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등록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작가가 스스로 작품 가격을 책정합니다. 미술가는 프로페셔널으로서 

자신의 작품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억 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안 팔린다고 중간에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 신뢰에 

지장이 있으니 이는 지양해야죠. 

이미 100여 점을 수집했다고 들었어요. 컬렉션 원칙은 뭔가요? 

예전에는 적금을 들었지만 요즘은 그림을 사요. 은퇴하고 갤러리 

카페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카페에서 전시도 하고 

강연도 하는 것이 노후의 꿈이지요. 제가 가진 작품들 대부분이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수집 원칙은 

최근 십 년 동안의 젊은 작가 작품을 고루 가지자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좋은 작가가 탄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십 년의 

시간을 화석처럼 아카이브하고 싶어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컬렉션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요. 나중에 한국 작가들의 젊은 

시절 작품을 보려면 제게 와야 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갤러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인 판화, 그래피티, 

조각 판매뿐 아니라 미술 대학 졸업작품 전시도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누구라도 전시를 해야 명맥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피티는 전공 학과도 없는 장르인데, 우리 갤러리에서는 이미 4

번의 그래피티 전시를 개최했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유행 음악을 

틀어놓고 벽에 그림을 그리고, 유명 DJ들이 외서 오프닝 파티를 

했었지요. 십 년 후에는 낙서가 아니라 예술 영역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f buying artwork in interest-free installments?

Our	mother	company,	Eco	Capital,	offers	an	agricultural	lending	service.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new	business	models,	we	came	up	with	a	good	

plan	of	applying	a	similar	model	to	culture.	Investing	in	Korean	movies	like	Train	to	Busan	and	Northern	Limit	Line,	which	were	huge	successes,	opened	

us	up	to	the	idea	of	combining	finance	and	culture.	We	were	soon	confident	that	investing	in	the	arts	and	culture	had	a	low	risk	of	failure	to	retrieve	

investment	even	without	collateral.	When	we	reported	this	idea	as	a	new	business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elling	them	that	the	art	market	

will	grow	significantly	in	the	future,	they	asked	us	to	focus	on	selling	new	artists'	works.	Basically,	they	were	telling	us	that	because	senior	artists	are	

already	financially	stable,	do	the	business	for	the	sake	of	young	artists.	We	agreed	that	we	should	become	the	sales	channel	for	young	artists	who	can	

barely	make	ends	meet.	By	doing	so	for	1000	artists,	at	least	one	of	them	will	become	a	great	artist	one	day.	Our	system	allows	customers	to	purchase	

the	work	of	a	rookie	artist	for	up	to	60	months	in	installment,	interest-free.	Save	on	a	cup	of	coffee	per	month,	and	you	get	yourself	the	painting	of	

your	choice.	Even	a	high	school	student	can	purchase	art	this	way.	Over	the	past	two-and-a-half	years,	979	young	artists	registered	12,000	works	and	

sold	616	pieces	of	art	at	Ecorock	Gallery,	which	means	that	we	sold	one	work	a	day.	This	platform	business	is	an	extraordinary	phenomenon	in	the	art	

world,	and	I	am	certain	that	we	are	the	first	gallery	to	offer	an	installment	finance	service	in	Korea,	but	I	am	not	sure	if	something	similar	exists	in	other	

countries.

What standard do you have when selecting an artist and work?

We	do	not	have	a	fixed	standard	in	selecting	an	artist	or	an	artwork.	Any	professional	artist	can	register	and	sell	their	work	at	Ecorock	Gallery,	and	those	

who	survive	on	the	platform	will	be	able	to	sell	their	work.	Even	the	impressionists	were	underappreciated	when	they	first	came	out,	so	who	is	to	predict	

what	kind	of	work	will	become	popular	in	the	future?	The	gallery	merely	provides	the	stage	for	artistic	expression	to	flourish.	If	an	artist	sells	many	

works,	then	there	must	be	something	special	about	that	artist.	In	the	next	ten	years,	big	data	will	be	available—that	is	when	we	can	start	analyzing	why	

certain	artists'	works	are	popular.	What	is	great	is	that	the	market	is	organic	and	shaped	by	people's	decision.	It	is	a	system	wherein	the	artist	makes	his	

own	decisions,	and	the	collector	decides	which	artist	they	will	buy.

Who normally buys through Ecorock Gallery?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70–80%	of	our	customers	bought	their	first	

artwork	at	our	gallery.	For	the	Korean	art	market	to	grow,	we	need	a	strong	

infrastructure	that	features	a	healthy	collection	of	artists,	collectors,	and	

galleries.	The	galle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ltivating	collectors	and	

curators	with	a	good	eye.	Unfortunately,	our	public	education	does	not	

contribute	to	developing	a	good	artistic	eye.	Ecorock	Gallery	supports	

those	wish	to	raise	their	knowledge	of	the	arts	and	humanities	by	holding	

special	humanities	lecture	for	the	general	public.	Also,	because	the	goal	

of	these	lectures	is	not	to	sell	art;	we	focus	on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politics,	arts,	travel,	and	literature.	What	joy	it	brings	me	to	see	

people	 listening	 to	 the	 lecture	while	 sitting	 between	 artworks	 at	 the	

gallery!

How do you price a registered work?

As	a	professional,	the	artist	decides	on	the	price	and	has	the	responsibility	

to	value	his	own	art.	You	can	price	your	own	work	at	100	million	won.	Just	

be	careful	not	to	lower	the	price	of	a	work	that	does	not	sell	well	because	

this	could	destroy	the	credibility	of	it.

I heard you have already collected 100 works. What is your 

collecting rule?

I	used	to	have	a	savings	account,	but	now	I	buy	artwork	instead.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I	want	to	open	a	gallery	cafe	after	I	retire	to	

hold	exhibitions	and	lectures	in	my	old	age.	Most	of	the	work	I	own	was	

exhibited	at	Ecorock	Gallery	at	one	point.	My	rule	in	collecting	is	to	own	

works	by	young	artists	from	the	last	decade.	Even	if	some	of	them	may	

become	famous	or	not,	I	want	to	archive	the	last	ten	years	like	a	fossil.	

Yes,	I	realize	that	it	is	a	quantitative	collection	rather	than	a	qualitative	

one,	but	someone	has	got	to	do	it.	In	the	future,	if	someone	wants	to	see	

the	early	works	of	famous	Korean	artists,	I	would	be	the	person	to	visit.

You are one of the few galleries that sell prints, graffiti, sculpture, 

and hold exhibitions of work of graduate students. Why?

Because	someone	has	got	to	do	it	to	keep	the	genres	alive.	Take	graffiti,	

for	example.	It	is	a	genre	that	is	not	offered	as	a	major	in	art	school,	but	

we	have	held	four	graffiti	exhibitions	at	Ecorock	Gallery	already.	Young	

artists	put	on	popular	music	and	drew	on	walls	while	the	hottest	Disc	

Jockeys	rocked	the	opening	parties.	In	ten	years,	I	expect	graffiti	to	be	

recognized	as	a	for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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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시 개최를 위한 작가 공모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가 공모 시스템은 특허를 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특정 주제의 전시를 하고 싶다면 기획 의도를 

갤러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는 SNS를 통해 젊은 작가들에게 

무한 확장됩니다. 이미 979명의 작가를 확보하고 있으니 등록 

작가만으로도 전시는 충분합니다. 갤러리 홈페이지에는 작가들의 

등록 작품 이미지와 사이즈 등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 

작가는 기획전 공모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큐레이터가 작가에게 

전시를 직접 제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각 전시를 하고 있는데, 

조소 작품은 인기가 낮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작가들 프로필 사진도 촬영해준다고 들었어요.

그저 취미로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지요.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을 촬영합니다. 가방에 라이카 카메라, 수첩, 만년필 파우치를 

넣고 다닙니다. 언제 외계인이 나타날지 모르니 길을 걸을 때도 늘 

들고 다닙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카메라와 영상 장비를 무이자할부로 

대여ㆍ판매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책도 수집하는데 

사무실과 집에 엄청난 양의 사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홈쇼핑에서 근무했던 지난 경력이 지금의 갤러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에서 10년 근무하며 자본 시장에 대해 알았고, 홈쇼핑에서 

10년 근무하며 상품 시장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 시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돈, 상품 그 다음 미술 작품 

쪽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한 것은 시장의 생리를 잘 아는데다가 괜찮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지막 도전은 

미술과 금융의 융합이지요. 

2년 반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한 미술가는 김보미 작가입니다. 서른 두 살의 

젊은 여성 작가로 48점이 등록되었는데 두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작품을 구입하고 싶어 대기하고 있는 수집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2019년에는 그의 개인전을 하고 싶은데 작품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인기 있는 이유는 위트와 풍자를 

섞어 현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작품 

가지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열고 첫 번째로 구입한 작품으로 ‘키 작은 

사람은 루저’라는 사회 풍자를 마라톤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몇 년 전 

거리에서 열린 한 아트페어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우리 갤러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작품을 구입한 뒤 갤러리로 

초대했었습니다.

How does the special exhibition contest system work?

We	have	a	lot	of	pride	in	our	artist	contest	system.	If	a	curator	wants	to	

do	a	themed	exhibition,	he	will	upload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on	

the	gallery’s	website,	which	will	then	be	delivered	to	young	artists	via	

social	media.	Because	we	have	979	registered	artists,	it	is	already	enough	

for	an	exhibition.	The	gallery	website	has	the	image,	and	the	actual	size	

of	registered	works,	which	is	why	a	member	artist	can	apply	directly	or	

the	curator	can	suggest	to	the	artist.	We	are	currently	doing	a	sculpture	

exhibition;	however,	because	of	the	low	popularity	of	sculpted	art,	we	

receive	funding	from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I heard you are an avid photographer who also takes profile pictures 

of artists.

I	am	an	amateur	photographer	who	photographs	daily	life.	In	my	bag,	I	

have	my	Leica	camera,	notepad,	and	fountain	pen	pouch.	I	always	carry	

my	camera	around	because	I	do	not	know	what	kind	of	exciting	things	I	

might	run	into.	My	company	also	rents	and	sells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in	 interest-free	 installments.	Also,	 I	 have	 a	 large	 collection	of	

photography	books	in	the	office	and	at	home.

How did your work experience at stock companies and home 

shopping influence the gallery business?

I	gained	an	understanding	of	the	capital	market	during	the	ten	years	that	I	

worked	in	stock	companies,	and	learned	about	the	product	market	while	

spending	another	ten	years	in	home	shopping.	The	last	part	of	my	career	

will	be	in	the	art	market.	The	reason	why	I	chose	artwork	as	a	business	

item	after	working	with	money	and	then	as	a	product,	is	because	I	knew	

the	market	and	was	confident	that	I	would	have	a	successful	business.	My	

final	challenge	is	to	combine	art	with	finance	successfully.

While operating a gallery for the past two-and-a-half years, what 

work was the most memorable?

Kim	BoMi	had	 the	highest	 rate	of	 sales.	The	32-year-old	young	artist	

registered	48	works	and	sold	almost	everything	but	two	of	them,	but	

there	are	a	number	of	collectors	waiting	to	purchase	her	work.	There	

is	not	enough	work	available	to	hold	a	solo	exhibition	for	her	in	2019,	

but	we	are	still	waiting.	Her	work	appeals	to	the	public	because	they	like	

how	she	combines	wit	and	satire	to	express	the	present	day.	I	own	one	

of	her	works	as	well,	which	was	the	first	work	I	purchased	after	opening	

the	gallery.	Kim’s	satirical	artwork	about	the	marathon,	Short	People	Are	

Losers,	 is	 the	first	work	 I	saw	at	an	art	 fair	 in	the	streets	a	few	years	

ago	and	had	a	feeling	that	this	will	become	the	future	of	our	gallery.	I	

immediately	purchased	the	work	and	invited	her	to	th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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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미술품 무이자 할부 판매 갤러리에 대한 해외 반응은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가 가로수길 건너에 있기에 간간히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곤 합니다. 홈페이지와 갤러리에서 작품 가격을 볼 수 있죠. 

원화뿐 아니라 엔화, 달러, 위안화도 병기합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여러 작품을 구입한 적도 있어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어 

서비스까지 시행해 아시아 청년 미술가의 허브로 키워 나가려 합니다. 

K-아트K-ART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시적 작가 후원이 아닌 원활한 작품 

판매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아직은 적자이지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작가도 더 많은 돈을 벌어 작업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최선이자 최고의 후원이 될 것입니다. 

K-아트를 통한 아시아 청년 예술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은 뭔가요? 

전작 도록인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e는 작가에게 있어 무척 

중요합니다. 도록에 작품이 올라 있어야 가격도 제대로 책정할 수 

있고, 작가의 주요 작품이라는 신뢰도 줄 수 있지요. 이는 천하의 

피카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작가는 도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갤러리 웹사이트의 사이버 도록이 도움이 됩니다. 

작가는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자유롭게 그림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며, 작가가 작품 공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내역에서부터 연도별, 주제별 정리도 가능하지요. 작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카이브가 생성되는 일이고, 우리는 젊은 작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979명 등록 작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구상 중입니다. 캔버스를 작가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캔버스 회사와 조만간 미팅 예정인데요. 미술가가 사용할 일 

년치 캔버스를 한꺼번에 에코락갤러리에서 구입하고, 작가는 추후에 

비용을 할부로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가와 갤러리, 캔버스 

회사 모두가 이익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 스무 곳의 갤러리와 무이자 할부 판매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원활한 현금 유통을 위해 지역별로 한 곳씩만 선정했어요. 앞으로 

서서히 늘려갈 예정입니다. 2019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

와도 손 잡고 아트페어 최초로 무이자 할부 거래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경영자는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술 공부하는 것이고, 이십년 된 사진 취미도 여기에 연결해 

발전시키려 해요. 직원들도 늘 공부했으면 합니다. 21세기에는 기존 

지식만으로 경쟁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면 역사다”라는 구호로 

직원들이 책을 읽고 안 해본 일에 도전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회사에 

일천 권을 갖춘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특정 분야만을 추천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식을 쌓도록 권합니다.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극복할 수 있지요. 직원들이 책을 읽고 

만년필로 정리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처음과 확연히 달라진 직원들의 

지식친화적인 태도가 놀랍기만 해요. 

What kind of overseas response did you get after opening the first art gallery in Korea that provides an interest-free purchase service by 

installments?

Our	service	is	not	available	for	foreigners	yet.	But,	because	the	gallery	is	located	across	Garosu-gil,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we	have	foreigners	come	

in	as	well,	and	they	can	check	out	the	price	at	the	gallery	and	the	website.	We	mark	the	price	in	won,	yen,	dollar,	and	yuan	because	one	time,	a	Japanese	

tourist	purchased	a	number	of	works.	From	now	on,	we	are	going	to	provide	foreign	language	services	on	our	website	to	grow	into	the	hub	of	young	

Asian	artists.	What	we	need	to	cultivate	Korean	art	is	a	smooth	art	selling	system	that	goes	beyond	providing	temporary	support	for	artists.	We	are	in	the	

red	yet,	but	once	we	make	a	profit	the	artist	will	also	make	more	money	and	gain	the	freedom	to	focus	more	wholeheartedly	on	artmaking.	Establishing	

an	effective	business	ecosystem	is	the	best	sponsorship	a	gallery	can	provide	for	artists.	

What is your strategy for becoming the hub for young Asian artists through Korean art?

Having	a	Catalogue	Raisonne	is	very	important	because	when	your	work	is	listed	on	a	catalog	means	you	can	properly	price	your	work	and	provide	the	

potential	buyer	with	evidence	that	the	work	you	are	selling	matters.	This	is	true	even	for	an	artist	as	famous	as	Picasso	because	it	is	difficult	for	a	young	

artist	to	make	a	catalogue	raisonne.	They	can	use	our	catalog	on	the	website	where	artists	can	easily	update	recent	and	earlier	works.	Also,	we	use	a	

hack-proof	server	of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helps	the	artist	can	self-manage	the	disclosure	status	of	each	work.	You	can	also	organize	the	list	by	

sales	history,	year,	or	topic.	It	is	a	win-win	situation	because	the	artist	gets	to	have	an	archive	and	we	get	the	database	of	young	artists.	We	are	also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	new	service	for	our	979	registered	artists—a	canvas	procurement	service.	We	are	going	to	meet	with	canvas	companies	to	

장현근 대표의 파버카스텔 만년필 컬렉션노트에 기록한 아이디어 맵

discuss	a	plan	to	provide	canvases	to	artists	at	a	cheaper	price.	Ecorock	Gallery	will	purchase	a	year’s	worth	of	canvases	from	the	company,	and	the	artist	

will	pay	the	price	in	installments.	This	will	benefit	everyone—the	artist,	the	gallery,	and	the	canvas	company.	This	is	what	we	call	a	platform	business.

What other plans do you have?

We	recently	signed	an	agreement	with	twenty	galleries	to	provide	our	interest-free	sales	installment	service.	For	smooth	cash	flow,	we	chose	one	

gallery	per	region;	however,	we	plan	on	increasing	the	number	of	galleries.	In	2019,	interest-free	sales	installment	service	at	the	Busan	Annual	market	

of	Art	was	offered	for	the	first	time	in	art	fair	history.	A	CEO	should	never	invest	in	something	that	he	does	not	know	that	is	why	I	continue	to	study	art	

and	develop	my	twenty-year-old	hobby	of	photography.	I	always	encourage	employees	to	study	because,	in	the	21st	century,	conventional	knowledge	

is	not	enough	to	survive	in	the	competition.	Under	the	motto	“Whatever	we	do	becomes	history,”	I	encourage	employees	to	read	books	and	challenge	

themselves	at	something	new.	We	built	a	library	with	1000	books,	and	I	tell	them	to	build	their	knowledge	without	limiting	themselves	to	specific	areas.	

Knowledge	in	a	wide	range	of	topics	allows	you	to	handle	unexpected	situations.	I	love	it	when	staff	read	a	book	and	summarize	it	using	their	fountain	

pen	because	it	is	a	pleasure	to	watch	staff	members	grow	into	knowledge-friendly	people.

Director Chang hopes to add 2000 new artists to the system this year. He plans to develop the Yangjae-dong Freight Terminal site into a complex 

equipped with a department store, hotel, and convention center in hopes to hold an art fair there once the building is completed in 2023. We hope 

the sole finance company dealing in art in Korea grows into an international art exchange in due time. 

올해는 작가를 2000명 이상 새롭게 영입하고 

싶다는 장현근 대표. 양재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할 예정인데, 백화점ㆍ호텔ㆍ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고 한다. 2023년 완공되면, 직접 

아트페어도 개최할 계획이다. 미술작품을 

다루는 유일한 금융회사로서,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국제적 미술 거래소의 꿈을 

실현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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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만났을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공유와 확산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디지털은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손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아날로그는 감성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아날로그도 공유와 확산을 위해 디지털을 

필요로 한다. 종이책이 단 한 권도 없는 디지털도서관에서 

한혜연 책임의 강점은 디지털에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취향을 바탕으로 삶의 

원동력을 찾는 그만의 감성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어 절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When digital meets analog

Digital and analog are interactive rather than 

exclusive. Digital allows sharing and spreading, 

enabling people to exchange thoughts and ideas 

conveniently. Analog, on the other hand, has 

unmatched emotional value. All things analog, 

however, require the help of digital to be shared 

and spread. Even though Chief Hann works at a 

digital library without a single paper book, she is 

valuable because of her unique sensibility based on 

the love of the analog, not because of her digital 

expertise. I could not help but listen to her story 

because she spoke with such a tone that revealed 

satisfaction and love toward her own life and work.

LG상남도서관에서 과학정보 서비스 파트 책임으로 일하고 있군요. 

어떤 곳인가요?

이 곳은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100% 

디지털도서관입니다. 종이책은 한 권도 없지요. LG 구자경 회장님이 

사회 공헌을 위해 기부한 건축물인데 공간이 크지 않아 1996년 과학 

발전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으로 개관했어요. 원래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LG 창업주의 저택이었어요. 테라스가 돌출된 모던한 건축물로 

요즘도 건축가들이 견학을 올만큼 아름다워요. 개관 초기에는 과학 

기술 해외 저널을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했으나 요즘은 시각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서비스라니 흥미롭네요. 

정보화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2G 핸드폰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태반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화ㆍ문자ㆍ음악 감상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은 계열사들과 손 잡고 

시각장애인 전용 핸드폰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곧장 ‘책 읽어주는 도서관’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책 한 권을 낭독 형태로 바꾸는 데 한 달 가량 걸립니다. 

그러기에 앞서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 가서 희망 도서를 선택하고 

제안하는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운이 좋아야 도서가 

채택되니 신간이나 관심 있는 책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도 실명을 하기 때문에 점자를 배울 기회조차 

없고, 촉각이 퇴화되는 14세 이후에는 점자를 배우기도 어렵지요. 

그렇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 메이커 교육도 있더군요?

 4차 산업혁명이 주목 받으면서 영 메이커Young Maker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영 메이커 페어를 개최한 바 있지요. 요즘은 누구나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3D 프린터가 있으니 금형 

없이도 가능하지요. 만드는 행위는 인간의 원초적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힐링보다는 교육 효과에 주목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도서관은 영 메이커 플랫폼을 지향하고 학교로 지원도 나갑니다. 

만들기는 어느 연령이나 가능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추천하지요. 아이들이 10~12주 동안 매주 세 시간씩 

모여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뤄져요. 놀라운 건 실패작이 나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영 메이커 교육은 실천입니다. LG상남도서관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장소와 재료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돕는 것이 즐거워요.

You are working as the Chief of the Scientific Information Service 

Part at LG Sangnam Library. Tell us about it.

Sure.	LG	Sangnam	Library	is	the	only	100%	digital	library	in	Korea	located	

in	Wonseo-dong,	Jongno-gu,	Seoul.	There	is	not	a	single	paper	book	in	

here,	and	the	building	was	donated	by	LG	Chairman	Koo	Cha-kyung	for	

social	contribution	purposes	and	the	not-too-large	space	opened	as	the	

digital	library	for	science	in	1996.	It	was	originally	the	house	of	LG's	founder	

designed	by	architect	Kim	Swoo-geun,	which	is	a	modern	architecture	

with	a	beautiful	projecting	terrace	that	still	attracts	architects.	At	first,	we	

offered	digitalized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s	from	overseas,	but	

the	service	has	since	expanded	to	center	o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lind	and	youth.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lind, how interesting!

While	 informatization	 has	 advanced	 rapidly	 worldwide,	 the	 disabled	

are	still	 largely	left	out.	Most	disabled	persons	still	use	2G	cell	phones	

and	using	phone,	text,	and	music	service	on	the	smartphone	remains	a	

challenge	for	the	blind.	This	 is	why	our	 library	developed	a	phone	for	

the	blind	in	partnership	with	affiliated	companies.	Recently,	we	started	

servicing	a	program	that	connects	directly	to	a	Reading	Library	from	the	

smartphone.	It	takes	roughly	a	month	to	create	one	audiobook.	But	first,	

a	blind	person	must	go	to	the	library	to	select	and	suggest	a	book,	which	

takes	six	months.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	will	get	to	read	new	

publications	or	the	book	of	your	choice	because	your	book	is	selected	

only	if	you	are	lucky.	Only	5%	of	blind	people	in	Korea	can	finger	read.	

Many	become	blind	later	and	therefore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finger	reading.	Also,	it	is	difficult	to	learn	finger	reading	after	the	age	

of	14	when	your	sense	of	touch	starts	degeneration.	This	is	why	a	service	

for	the	blind	is	absolutely	necessary.

You also provide a Young Maker education for the youth.

Thanks	to	the	rising	interes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ople	are	

becoming	mo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Young	Maker	education.	

Former	 President	Obama	 once	 held	 a	 Young	Maker	 fair	 at	 the	white	

house.	Today,	people	can	make	anything	 they	want;	with	 the	help	of	

the	3D	printer,	one	can	do	this	without	a	mold.	The	act	of	creating	is	a	

naturally	pleasurable	act.	We	focus	on	educational	effects	more	so	than	

healing;	that	is	why	the	library	promotes	the	Young	Maker	platform	and	

visits	schools	to	teach	it.	Any	age	group	can	do	it,	but	we	recommend	it	

for	children	in	grade	four	or	above.	The	kids	get	together	for	three	hours	

a	week	over	the	course	of	10–12	weeks	and	discuss	what	they	want	to	

make	and	how	to	do	it—a	natural	collaboration	occurs.	The	amazing	thing	

is,	even	if	they	fail,	they	take	it	positively.	This	is	because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The	 Young	Maker	 education	must	 be	

practiced	more	because	it	gives	me	joy	to	help	children	change	and	grow.	

Experts	in	various	fields	besides	LG	Sangnam	Library	are	working	hard	to	

spread	the	cause,	but	we	are	still	short	on	venue	and	materi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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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메이커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영 메이커 교육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회적 질문보다는 생산적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세운상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다들 눈빛이 

반짝거리더군요.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기계 부품을 

보는 것이 더 풍성한 영감을 얻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 과정을 

많이 접했던 아이들도 세운상가에 가면 놀랍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할 줄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르고 있어요. 영 메이커는 청소년들이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행복을 만드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지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요. 이런 

노력 없이 성장하면 성인이 되어도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릅니다. 

연구원으로도 바쁠 텐데, 미술관에 자원 봉사를 나가는 이유는요?

2007년부터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얻는 것이 더 

많아요. 2005년 미술가 매튜 바니Matthew Barne의 전시회를 보고 

미술관 도슨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은 

아마추어 미술가인 어머니와 외삼촌인 강경구 화백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했지만, 전공으로 삼기보다는 즐기며 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삼촌 집에서 20색 크레올라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크레올라crayola 크레용 냄새를 맡으면 그때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만년필을 즐겨 사용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언론인이셨어요. 그 뒤로는 책을 편집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셔서 어릴 적부터 집에 책이 많았고, 오빠들과 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죠. 해외에서 가져 온 특이한 책도 많아 그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아버지의 문구 사랑도 대단했지요. 만년필 세대인 

아버지의 손가락에 자국이 배여 있을 정도였지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면 특별한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가지고 놀다 망가뜨린 

적도 많았지만 한번도 혼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해외 여행 

다녀올 때마다 아버지께 문구를 선물해요. 일할 때는 라미 만년필을 

써요. 촉이 쇠라서 사용이 편합니다. 초록색, 검은색, 자주색을 즐겨 

써요. 만년필로 낙서하는 것이 습관이라 회의 중에도 낙서를 하곤 

해요. 낙서를 하면 집중이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은 나무 소재의 파버카스텔 펜이에요. 십 년 정도 사용했는데 

만년필은 몇 년은 써야 손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종종 교보문고로 

나가 신간도 보고, 파버카스텔 코너에서 새로 나온 만년필도 구경해요. 

만년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제 행복 중 하나랍니다. 

What do you emphasize when you teach the Young Maker program 

to children?

The	point	of	the	Young	Maker	education	is	‘to	not	teach,’	instead	our	role	

is	to	ask	questions	so	that	the	children	can	solve	problems	on	their	own.	

We	ask	productive	questions	rather	than	roundabout	ones	because	it	is	

important	to	ask	the	right	kinds	of	questions.	When	we	took	the	children	

to	Seun	Shopping	Area,	their	eyes	started	beaming	with	curiosity.	You	

are	more	inspired	by	looking	at	actual	parts	rather	than	watching	videos	

on	the	computer.	Even	though	kids	watched	the	process	of	production	

a	number	of	times	on	video,	they	are	still	amazed	when	they	visit	Seun	

Shopping	Area.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is	to	teach	how	to	become	

happy	because	many	people	do	not	know	how	to	become	happy.	Young	

Maker	 is	 the	process	of	 teenagers	 finding	happiness.	 It	 is	 the	process	

of	finding	what	you	like	in	a	new	way	and	cultivating	the	ability	to	find	

happiness.	Children	who	come	from	dysfunctional	families	require	extra	

training;	it	also	requires	more	effort	on	their	part.	Without	the	effort,	you	

grow	into	another	adult	who	does	not	know	how	to	be	happy.

Being a researcher must keep you plenty busy. How do to find time 

to volunteer at the art gallery?

I	have	been	working	as	a	docent	at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ince	2007.	I	started	doing	it	to	study	art,	and	the	benefits	are	huge.	

My	interest	 in	the	job	grew	after	going	to	Matthew	Barne’s	exhibition	

in	2005.	My	interest	in	art	perhaps	stemmed	out	of	the	influence	that	

my	 amateur	mother	 and	 artist	 uncle	 Kang	 Kyungkoo	 had	 over	me;	 I	

am	not	sure.	What	I	do	remember	is	that	although	I	was	exposed	to	art	

since	childhood,	I	was	told	to	enjoy	it	rather	than	make	a	living	out	of	it.	

I	still	vividly	recall	playing	with	the	20-color	Crayola	at	my	uncle’s	house.	

Whenever	I	smell	Crayola,	I	still	think	of	those	days.

Is there a reason why you like to use fountain pen?

My	father	was	a	journalist	who	eventually	edited	and	translated	books.	

Naturally,	books	were	all	over	the	house,	and	my	older	brothers	and	I	

enjoyed	playing	with	them	and	loved	looking	at	interesting	books	from	

abroad.	Father	had	a	special	appreciation	for	stationery;	he	was	of	the	

fountain	pen	generation,	and	his	fingers	were	always	smeared	with	stains.	

His	drawers	were	full	of	special	stationery,	and	I	would	play	with	them	

and	break	them	a	 lot,	but	never	once	did	father	scold	me.	Now,	 I	gift	

father	with	stationery	when	I	return	from	an	overseas	trip.	When	I	work,	

I	use	Lamy's	fountain	pen	that	has	a	steel	nib,	which	makes	it	easy	to	

use.	I	like	to	use	green,	black,	and	wine	color.	I	have	a	habit	of	scribbling	

with	a	fountain	pen,	even	during	meetings.	The	act	of	scribbling	helps	

me	concentrate	and	relieve	stress.	My	favorite	fountain	pen	is	a	wooden	

Faber-Castell	pen,	and	I	have	been	using	 it	for	about	a	decade	now.	 I	

think	it	takes	a	few	years	to	break	into	a	fountain	pen.	Occasionally,	I	visit	

Kyobo	Book	Centre	to	check	out	new	books	and	the	new	fountain	pens	

at	the	Faber-Castell	section.	I	love	gifting	fountain	pen	to	people	I	like.

LG상남도서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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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컬렉션이 독창적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주제로 컬렉션 하나요?

수집한 만년필과 연필을 보관하기 위해 지류함도 구입했어요. 

인쇄소에서 사용하던 지류함인데 이태원 중고가구점에서 

발견했지요. 첫눈에 반해서 당장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지류함은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연필 서랍에는 아무래도 파버카스텔 

연필이 많습니다. 해외에는 지역별로 연필 브랜드가 있어서 몇 자루씩 

구매해요. 지우개도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구매를 절제하는 중입니다. 

유독 좋아하는 아이템은 책갈피와 페이퍼 나이프입니다. 여행가면 몇 

개라도 꼭 사지요. 이 지류함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만 보관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이스라엘 전통 할레 가위를 복각한 

가위도 가지고 있어요. 공연ㆍ전시 티켓이라도 예쁘면 책갈피로 

사용하고, 예쁜 종이를 발견하면 접어서 책갈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책 커버, 클립, 마스킹 테이프를 보관하는 서랍도 있어요. 책 커버의 

반 정도는 영어권 페이퍼백 사이즈이고, 나머지는 일본 문고판 

사이즈입니다. 천으로 만든 것이 많지만 종이, 가죽도 있어요. 노트도 

수집하는데 좋아하는 스타일은 오래될수록 감촉이 좋아지는 가죽 

제품들입니다. 대부분의 노트 브랜드는 최상급 종이로 된 노트 패드를 

같이 생산하기에 지속적으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노트는 만년필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어 더 애정을 느낍니다. 노트는 

필기구 이상으로 개인별 선호도 차이가 보이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조차도 때에 따라서 좋아하는 노트 재질의 두께, 색감이 달라서 여러 

종류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노트는 영국 

왕실에 문구를 납품하는 스마이슨Smythson 제품입니다. 아삭거리면서도 

부드러운 종이 느낌이 일품입니다.

블로그를 살펴보니 관심 분야가 다채롭더군요. 

원래 블로그는 문구와 책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한동안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블로그에 만년필 세척 과정 노하우를 

올려 두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만년필은 자주 

사용한다면 월 일 회 정도 청소하는 것이 좋아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척해 보관하는 것이 좋지요. 친구에게 펜을 선물할 때는 

부담을 주기 싫어 청소 이야기는 미리 하진 않아요. 해외 여행은 

미술관 방문을 중심으로 가고,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얼마 전, 도쿄의 미쓰비시 이치고칸 미술관에서 구입한 색연필도 

사랑스럽습니다. 이 미술관은 후기 인상파 컬렉션으로 유명하고, 

아트샵에서 각각의 미술가들이 즐겨 썼던 색깔의 색연필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즐겨 읽나요? 책도 컬렉션 하는지요? 

소설을 즐겨 읽어요. 자기개발서는 좋아하지 않고요.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는데 외국어는 말보다 책을 읽는 것이 효과가 좋아요.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했기에 일본 소설이나 영미권 소설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읽어요. 주로 가벼운 책을 선택하지요. 일본 추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Higashino Keigo의 책도 좋아합니다. 그의 책은 

탐정물이거나 몽환적이거나 도덕적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은 현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선호합니다. 

특히 미국 작가이자 삽화가인 에드워드 고리Edward Gorey를 좋아해서 

그의 삽화 도록, 단편집, 달력, 컬러링 북을 모으고 있어요. 20세기 

초반의 분위기가 강하고 엽기적인 스토리지만 펜화에서 오는 느낌과 

위트가 좋아서 여행 중에 발견하면 꼭 구입합니다. 고래 관련 책도 

수집해요. 고래가 품은 생태학적 비밀에 끌립니다. 가장 오래된 

포유류로 태초의 시간과 연결고리인 고래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생태학적 궁금증이 많아 파고 파도 끝이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비딕Moby Dick』은 필수 아이템이죠. 놀라운 책 중의 하나는 필립 호레

Philip Hoare의 『고래The Whale』입니다. 고래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기록까지 샅샅이 담고 있어 그 방대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시리즈로 모으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행서는 

시리즈별로 특색이 달라 마음에 드는 여행서를 발견하면 도시별로 

모읍니다. 『넘버원 레이디스 디텍티브 에이전시The No.1 Ladies' Detective 

Agency』라는 추리소설 시리즈도 좋아합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해 

읽다가 매력에 빠져 순차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아프리카 보츠와나Botswana의 

뚱뚱한 여자 탐정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매력은 사건 발생 

이후 해결까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대응이 느리고, 사건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묘한 긴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순박하고 진정성 있는 주인공의 태도에 감동하게 되지요. 작가가 

영국계 짐바브웨 사람인데 애정 어린 눈으로 보츠와나를 그리고 

있어요. 영어가 쉬우면서도 울림이 있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한 권만 꼽아야 한다면 단연코 『호밀 밭의 

파수꾼』입니다. 양장본, 단행본으로 몇 권을 가지고 있죠. 십여 년 전에 

초판본을 복각하여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책도 있는데 초판 당시의 

책 크기, 표지, 인쇄 활자를 그대로 적용해 책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여러 번 읽었더니 초판만큼이나 낡아 버렸네요.

I heard you have a unique stationery collection. What’s your 

collecting rule?

I	even	bought	a	paper	drawer	to	store	my	fountain	pens	and	pencils.	It	is	

a	paper	drawer	used	at	a	printing	studio	that	I	found	at	a	used	furniture	

store	 in	 Itaewon;	 I	 fell	 in	 love	with	 it	 immediately	and	had	to	bring	 it	

home.	The	paper	drawer	is	organized	by	theme,	and	the	pencil	drawer	is	

dominated	by	Faber-Castell	pencils.	When	I	go	abroad,	I	purchase	a	few	

pencils	from	different	brands	in	each	region.	Erasers	are	also	a	favorite	

item,	but	I	try	to	restrain	from	buying	too	many.	My	absolute	favorites	

are	bookmarks	and	paper	knives,	and	I	have	to	buy	at	least	a	few	during	

a	trip.	This	paper	drawer	contains	the	cream	of	the	crop.	I	even	have	a	

traditional	circumcision	scissors	of	Israel	purchased	at	the	Metropolitan	

Museum	in	New	York.	 If	a	performance	or	exhibition	ticket	 is	pretty,	 I	

would	use	it	as	a	bookmark,	and	if	I	discover	a	beautiful	paper,	I	would	

also	fold	it	into	a	bookmark.	I	also	have	a	drawer	for	storing	book	covers,	

clips,	and	masking	tape.	Half	of	the	book	covers	are	in	western	paperback	

size	and	the	other	half	is	in	Japanese	pocketbook	size.	Many	of	them	are	

made	of	fabric,	but	some	are	paper	or	leather.	I	also	collect	notebooks	

and	my	favorite	style	is	leather	products	that	grow	softer	with	age.	Most	

notebook	brands	also	make	premium	paper	notepads,	so	you	can	refill	

the	paper.	Premium	notebooks	are	great	 to	use	with	 fountain	pens.	 I	

think	people	tend	to	be	quite	specific	about	the	kind	of	notebook	they	

like,	more	 so	 than	writing	 supply.	When	 it	 comes	 to	notebook	paper,	

even	I	prefer	different	thickness	and	color	depending	on	the	occasion,	

which	is	why	I	use	a	number	of	options.	My	favorite	notebook	is	made	by	

Smythson,	a	brand	that	supplies	stationery	to	England's	royal	family.	It	

has	got	this	crisp,	yet	soft	texture	that	is	quite	lovely.

I looked through your blog, and it seems like you have many 

interests.

Yes,	I	began	a	blog	to	share	my	thoughts	on	stationery	and	books,	but	

have	not	been	able	to	update	it	for	a	while.	A	lot	of	people	showed	interest	

in	the	posting	about	‘how	to	clean	a	fountain	pen.’	I	advise	cleaning	your	

fountain	pen	at	least	once	a	month	if	you	use	it	often.	Even	if	you	do	not	

use	it	much,	it	is	a	good	idea	to	cleanse	it	before	storing.	When	I	give	

gifts	to	my	friends,	I	do	not	tell	them	about	the	cleaning	part	because	

I	do	not	want	to	burden	them.	When	I	travel	abroad,	I	plan	my	trips	to	

museums	because	I	like	to	travel	alone.	I	bought	a	lovely	colored	pencil	at	

the	Mitsubishi	Ichigokan	Museum	in	Tokyo.	The	museum	is	famous	for	its	

late	impressionist	paintings	and	sells	pencils	at	the	art	shop	in	the	color	

that	each	artist	favored.

What kind of books do you enjoy reading? Do you also collect 

books?

I	read	novels,	and	I	am	not	a	fan	of	self-help	books.	I	like	to	study	foreign	

languages,	 and	 for	me,	 it	 is	 better	 to	 read	books	 than	 to	 speak.	And	

because	I	studied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	carry	around	Japanese	

or	English	novels;	I	try	to	pick	light	books.	I	like	books	written	by	Japanese	

mystery	 novel	 writer	 Keigo	 Higashino	 because	 his	 books	 are	 either	

detective	novels,	dreamlike,	or	didactic.	As	 for	English	books,	 I	prefer	

modern	art	books	for	study	purposes.	Edward	Gorey	is	a	favorite,	and	I	

am	collecting	his	illustrations,	short	stories,	calendars,	and	coloring	books.	

His	work	is	strongly	reminiscent	of	the	early	20th-century	style,	and	the	

storyline	is	rather	grotesque,	but	I	make	sure	to	buy	his	work	when	I	spot	

it	during	travels	because	I	like	his	pen	illustration	and	wit.	I	also	collect	

whale-related	books	because	I	am	strongly	attracted	to	the	ecological	

mystery	represented	by	the	whale.	The	whale	is	the	oldest	mammal	in	

the	world	linked	to	the	beginning	of	time,	but	there	is	so	much	ecological	

secret	to	be	discovered	regarding	whale.	Moby	Dick	is	a	must-have	item.	

Another	great	whale	book	to	have	is	Philip	Hoare's	The	Whale.	It	contains	

ecological	 knowledge	 on	 whale	 as	 well	 as	 records	 from	 an	 arts	 and	

humanities	point	of	view—surprising	the	reader	with	the	sheer	amount	

of	knowledge.	I	also	collect	books	in	series.	Travel	guides	are	different	by	

series,	so	I	collect	ones	that	I	like	in	the	edition	of	each	city.	There	is	also	a	

detective	novel	series	called	The	No.1	Ladies'	Detective	Agency	that	I	love.	

I	picked	it	up	randomly	at	a	bookstore	and	fell	in	love.	Now,	I	am	reading	

it	 in	chronological	order;	unfortunately,	 there	 is	no	Korean	translation	

available	yet.	It	depicts	the	adventures	of	a	lady	detective	in	Botswana.	

What	makes	the	book	attractive	is	that	despite	the	slow	response	of	the	

characters	to	the	crime	and	the	relative	simplicity	of	the	case,	there	is	

suspense	and	urgency.	Then,	readers	are	moved	by	the	simple	honesty	of	

the	protagonist.	The	author	is	a	British-Zimbabwean	writer.	The	portrayal	

of	Bostwana	is	affectionate.	The	English	translation	is	easy,	yet	fulfilling.	

But	if	I	had	to	choose	just	one	book	from	my	collection,	I	would	choose	

The	Catcher	in	the	Rye;	I	have	many	volumes	of	it	in	hardcover	and	single	

volume.	About	ten	years	ago,	the	first	edition	was	reprinted	as	a	special	

edition.	This	version	has	the	exact	size,	cover,	and	print	type	as	the	first	

edition,	making	it	aesthetically	pleasing.	I	read	it	so	many	times	that	it	is	

as	worn	as	a	first	edition.

한혜연 연구원이 특별히 아끼는 책과 문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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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도 즐긴다고 들었어요.  

등산은 우리 가족의 공통분모입니다. 세 살 때인가 등반 중에 비가 

내려 아버지 배낭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과 산에 올라서 각자 가져간 책을 읽고 내려와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지요. 한때 

자전거도 좋아했지만 요즘 쉬고 있어요. 아날로그에 관심이 많지만 

디지털에도 관심이 많아요. 아이폰을 쓰고, 맥킨토시 컴퓨터만 

사용하는 애플 마니아인 걸요. 조만간 블로그에 디지털 트렌드도 

업데이트하려고 해요. 

지난 2018년 특별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일 년 정도 도서관을 떠나 과학관을 위한 TF 일원이 되어 컨셉트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영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디지털도서관은 빠르게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만 실제 

이용자와의 접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관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잠시 미뤄뒀던 블로그를 다시 운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비밀 

병기인 ‘파버카스텔 250주년 세트’와 ‘칼 라거펠트 세트’도 적극적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구입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250주년 

세트에는 흑연덩어리인 그라파이트Graphite도 포함되어 있어요. 손에 

묻지 않는 쨍한 금속 느낌인데 아삭하게 써지는 것이 어떤 연필보다 

필기감이 좋습니다. 그라파이트로 낙서하면 기분까지 좋아져요. 

심심할 때면 파버카스텔 세트들을 들여다보고는 하죠. 보기만 해도 

신나요. 업무적으로도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디지털로만 운영하는 

도서관은 세계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정보도 일종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information architecture입니다. 해외 도서관은 메타 DB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춘 내실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내실 있는 축적과 DB 경험을 갖춘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인턴을 할 때 일반 사서와 연구 사서가 나뉘어 있는 등 

기본에 충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올해는 선진 도서관들을 돌아보고 더 

배울 계획입니다.

한혜연 연구원은 사물인터넷을 몸에 결합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몸을 이용했을 때 교육 효과가 높다는 걸 과학관에서 근무하며 

깨달았기 때문이다.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 전달에 관심이 크며, 

청소년의 과학 공부를 위한 사이언스 랜드와 영 메이커를 통합 개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녀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I heard you enjoy hiking.

Hiking	is	a	family	thing.	I	had	this	picture	of	me	inside	my	father’s	backpack	

when	I	was	three	on	a	rainy	day’s	hike.	I	still	go	hiking	with	my	parents,	

and	we	each	read	a	book	on	top	of	the	mountain.	What	I	love	about	hiking	

is	that	you	can	interact	with	nature	without	the	help	of	equipment.	I	used	

to	like	biking,	but	I	am	taking	a	break	now.	I	am	interested	in	digital	as	

much	as	analog.	I	am	an	Apple	manic.	I	only	use	the	iPhone	and	Mac.	I	

hope	to	update	digital	trends	on	my	blog	soon.

What was your special achievement in 2018?

I	 left	the	 library	and	 joined	the	team	at	the	Science	Hall	 for	a	year	to	

handle	concept	planning.	It	had	to	do	with	the	Young	Maker	education,	

and	 I	 enjoyed	 it.	 The	 digital	 library	 reflects	 the	 changing	 trends	 in	 a	

speedy	manner	but	does	not	have	contact	with	actual	users.	I	was	able	to	

meet	many	of	the	users	while	working	at	the	Science	Hall.

What are your plans for 2019?

I	want	 to	get	back	 to	 running	my	blog.	 I	 also	want	 to	 start	using	my	

secret	 weapons	 ‘Faber-Castell	 250th	 Anniversary	 Set’	 and	 the	 ‘Karl	

Lagerfeld	Set’	more,	which	I	have	not	really	used	since	buying.	The	‘250th	

Anniversary	Set’	contains	graphite;	it	feels	like	metal	that	does	not	smear	

your	hands	and	has	a	crisp	feel	unmatched	by	any	other	pencil.	Scribbling	

with	graphite	makes	you	feel	good.	When	I	am	bored,	I	look	at	my	Faber-

Castell	sets,	and	that	lifts	up	my	spirit.	I	also	have	a	few	plans	for	work.	

There	are	very	few	libraries	in	the	world	that	are	100%	digitally-operated	

and	strictly	speaking;	information	is	information	architecture.	Overseas	

libraries	operate	with	meta	DB	and	professional	staff,	but	there	are	very	

few	Korean	libraries	with	stable	accumulation	and	DB	experience.	When	

I	 interned	at	Cornell	University,	 I	 noticed	 that	 their	 system	was	quite	

sound	with	a	general	librarian	and	research	librarian.	I	hope	to	visit	more	

advanced	libraries	and	learn	this	year.

Hann is interested in combining IoT with the body. This is because 

through her time at the Science Hall she learned that educational 

effects are amplified through body movement. She is greatly 

interested in deliver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has plans to reorganize the system to combine Science Land, 

a program for teaching science to the youth, as well as Young Maker. 

We hope that her goals of creating convenience and new value for 

users bear fruit. 

up. 미쓰비시 이치고칸 미술관에서 구입한 색연필 | down. 애용하는 파버카스텔 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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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보여드립니다

김선두 작가가 한국화가가 된 것은 운명이었다. 어쩌면 

부친 김천두 화백이 교사를 그만두고 한국화가가 되었을 

때부터 그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가 

고등학생 때 마주한 먹의 번짐과 묵향 역시 한국화를 

전공하도록 이끌었다. 한국화를 선택한 것을 한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전통과 현대, 정체성과 

세계성은 그의 장지 위에 겹겹이 쌓이고 있다. 

그가 그려가는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반짝인다.

To Show the Star

Kim Sundoo was destined to become a Korean 

painter. Perhaps, his fate was sealed when his 

father Kim Cheondoo quit his job as a teacher and 

become a Korean painter. The spreading of the ink 

and the smell of ink that he encountered in high 

school also led him to major in Korean painting. 

We visited the studio of Kim, who has never once 

regretted choosing Korean painting. His rice paper 

is being layered with tradition, modernity, identity, 

and universality. The dream that he paints shines 

brighter with the over time.

전라남도 장흥에서의 시절이 그림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장흥은 문인의 도시입니다. 16세기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 가사 

『관서별곡』을 쓴 백광홍 선생에서부터 소설 『서편제』의 이청준, 

『녹두장군』의 송기숙, 『아제아제바라아제』의 한승원 등 쟁쟁한 

문인들이 나왔지요. 파래, 김, 꽃게, 망둥어, 낙지 등 해산물로도 

유명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미화반장을 맡아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글씨도 

써서 벽에 붙이곤 했지요. 5학년때는 전교생을 대표해 보림문화제 

어린이실기대회에 출전했어요. 사실적으로 풍경화를 그렸는데, 

수상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른스럽게 잘 그려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시 학교 앞 이발소에 걸린 그림을 

보고 현실 같은 생생함에 감탄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장흥 바닷가에서 

살다 중학교 3학년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십 리 

떨어진 곳에 소설가 이청준 선생 댁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985년 이청준 선생이 직접 연락해 전래 동화책 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해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아들 김중일 작가까지 3대째 미술가 집안이군요. 아버지 김천두 

화백과의 추억이 있다면?

샌님인 줄 알았는데 호기심 많고 낭만적이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초등학생 때 서울이 궁금해서 증조할아버지 돈을 훔쳐 서울로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는데 그만 두고 예술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학 공부도 하고,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 배고픈 화가의 길에 들어선 것만 봐도 낭만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당시 아버지는 서울에 사셔서 저와 10년 가까이 떨어져 지냈어요. 봄, 

가을에만 장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아요. 

중학생 때 서울로 올라가 같이 살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특별히 배웠다기보다 닮고 싶은 큰 산이라고 느꼈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아 인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백련과 정우성에게 잠시 

사사하셨어요.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셨죠. 아버지께서 국선에서 

낙선할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어요. 잡지 《샘터》에 ‘아버지’

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우시지 않는 모습이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이 많은 분이 왜 슬프지 

않았겠냐는 마음을 적었지요. 아마도 작업실에 가셔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엄청 우셨을 겁니다. 제가 1984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도 표현은 않으셨지만 속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국전 수상이 최고였던 시절이었으니 큰 상을 한번도 받지 못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대상을 

수상했으니 여한이 없으셨겠지요.

How did your days in Jangheung, Jeollanam-do affect your work?

Jangheung	is	the	city	of	writers.	It	is	famous	as	the	hometown	of	Baek	

Gwanghong	who	wrote	the	first	Korean	travel	verse	Gwanseo	byeolgok,	

Yi	Chong-jun	who	wrote	the	novel	Seopyeonje,	and	Han	Seung-won	who	

wrote	Aje	aje	bara-aje.	This	place	is	also	known	for	its	seafood	like	green	

algae,	seaweed,	blue	crab,	mudskipper,	and	small	octopus.	I	loved	art	ever	

since	 I	was	 little.	 In	third	and	fourth	grade,	 I	was	the	class-decorating	

agent	who	helped	the	teacher	after	class	and	put	up	writings	on	the	wall.	

In	fifth	grade,	I	entered	the	Borim	Cultural	Festival	Children's	Art	Contest	

for	the	school	where	I	drew	a	realistic	landscape	but	did	not	win.	Now	

that	I	think	of	it,	I	think	my	work	was	too	adult-like	in	the	execution,	too	

realistic	to	win.	At	the	time,	I	was	moved	by	the	realistic	painting	hanging	

at	the	barbershop	in	front	of	the	school.	I	moved	to	Seoul	in	ninth	grade,	

and	I	later	found	out	that	novelist	Yi	Chong-jun’s	house	was	only	eight	

kilometers	away	from	our	house.	In	1985,	Lee	called	to	ask	me	to	draw	the	

illustration	for	his	children’s	folklore	book.

Your son, Kim Jungil, is also a painter; that makes it a three-

generation artist family. Can you tell us what your father was like?

He	 looked	 like	a	nerd	but	was	actually	 full	 of	 curiosity,	 romance,	 and	

strength.	He	even	took	off	to	Seoul	on	an	excursion	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ith	money	he	stole	from	his	grandfather	because	of	his	

curiosity—I	think	I	take	after	him	in	that	regard.	After	the	Korean	War,	my	

father	worked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n,	he	quit	and	became	

an	artist.	He	was	an	elite	who	studied	Korean	medicine	and	studied	in	

Japan.	The	fact	that	he	chose	to	become	a	hungry	artist	shows	that	he	

was	a	romantic	at	heart.	At	the	time,	he	lived	in	Seoul,	so	I	did	not	live	

with	him	for	about	 ten	years.	He	would	come	home	to	Jangheung	 in	

the	spring	and	autumn	only,	which	is	maybe	why	I	do	not	have	much	

memories	of	that	period	with	him.	I	moved	to	Seoul	in	middle	school	and	

started	living	with	him.	I	did	not	learn	anything	in	particular	from	him	but	

always	felt	like	he	was	this	monumental	figure	that	I	would	one	day	like	

to	become.	He	had	no	artistic	connections	because	he	did	not	graduate	

from	an	art	school,	but	learned	briefly	from	Heo	Baekryeon	and	Jeong	

Wuseong.	He	was	self-taught,	for	the	most	part.	Every	time	father	would	

fail	to	win	the	National	Art	Competition;	I	remember	everyone	at	home	

felt	down.	I	once	wrote	an	article	called	‘Father’	on	magazine	Saemteo.	It	

is	about	how	sad	my	father	must	have	been	when	grandmother	passed	

away,	even	though	at	the	time	I	thought	that	father	was	heartless	for	

not	crying—he	probably	cried	at	the	studio	while	thinking	of	her.	When	

I	won	the	grand	award	at	the	1984	Joongang	Finearts	Prize,	father	did	

not	say	anything,	but	I	know	that	he	was	really	happy.	Father	never	won	

the	National	Art	Exhibition,	and	that	was	devastating	because	it	was	the	

highest	honor	an	artist	can	receive	at	the	time.	Nevertheless,	he	must	

have	been	so	pleased	to	see	his	son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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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서른 넷부터 동네 조기 축구회에서 매일 축구를 했어요. 기본기가 없이 

시작해서 힘들었어요. 킥에 능숙해져야 보내고 싶은 거리만큼 공을 

정확히 찰 수 있지요. 미술도 기본이 있어야 붓질의 굵기, 속도, 방향 

등 다양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휘청거리는 붓을 혼자서 터득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은 ‘기본’입니다. 화가로서의 기본과 스스로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순서가 

테크닉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4박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보다 삶의 본질을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테크닉, 많은 

경험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배워야지 집에서 

컴퓨터나 보고 있으면 감성이 생길 리 없습니다. 사막과 산맥을 실제로 

보면 감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지요. 미술가라면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축구와 미술을 비교한 것이 재미있군요. 

미술가가 기법을 배우는 것은 효과적으로 잘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본기를 다져놓으면 초보자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지요. 축구의 킥과 붓 테크닉은 같습니다. 기본 테크닉이 뒷받침 

안되면 축구도, 미술도 원하는 위치에 다다를 수 없어요. 모든 기교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화가가 아니라 현대화가라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 의미의 한국화는 과거의 그림입니다. 한국화는 장르를 

뜻합니다. 지금 시대의 그림은 모두 현대화이지요. 한국화는 예전 틀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통적 한국화는 모두 박물관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가는 현대화를 그려야 하며, 그것이 백 

년이 지나면 다시 전통 회화로 불릴 것입니다. 예전 필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 사실 그 안에 새로운 기법이 녹아 있지요. 아무리 

방탄소년단(BTS) 노래라고 해도 과거의 디스코와 고고음악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새로운 것이 하루 아침에 불쑥 생긴 

게 아니듯이요. 

What do you emphasize when you lecture at school?

I	played	at	the	morning	soccer	club	every	day	since	I	was	34.	At	first,	it	was	

hard	because	I	had	no	basic	skills.	You	have	to	be	able	to	kick	well	to	send	

the	ball	to	where	you	want.	Artmaking	also	needs	basic	skills	to	control	

the	thickness,	speed,	and	direction	of	the	brushwork.	It	is	hard	to	master	

the	art	of	brushwork	on	your	own	because	every	field	needs	a	teacher.	

The	best	lesson	that	a	teacher	can	teach	a	student	is	to	‘Honor	the	Basics.’	

First,	 show	 your	 student	 that	 you	 honor	 the	 basics	 and	 paint	with	 a	

passionate	attitude.	Next	is	the	technique.	The	four	basics	step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ad	a	lot.	You	must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life	with	your	brain.	Also,	have	a	warm	heart,	develop	a	delicate	technique	

and	experience	as	much	as	possible.	Learn	outside,	and	you	will	never	

develop	sensibility	while	staring	at	the	computer	all	day	long.	Once	you	

witness	 the	desert	 and	mountain	 ranges,	 your	 sensitivity	 is	 bound	 to	

grow.	An	artist	should	be	diligent	in	experiencing	many	things	in	life.

It is interesting that you compare art to soccer.

An	artist	learns	the	technique	to	execute	properly.	Once	you	master	the	

basics,	you	have	completely	surpassed	a	beginner,	but	you	can	create	so	

much	more.	I	like	to	compare	soccer	kicks	to	brush	techniques	because	if	

you	do	not	have	the	basic	technique,	you	cannot	achieve	greatness	in	art	

or	soccer.	Everything	is	built	upon	basic	skills.

You call yourself a modern painter rather than a Korean painter. 

Why is that?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s	the	painting	of	the	past—a	genre.	All	

paintings	of	the	present	are	modern	paintings,	but	Korean	painting	is	not	

just	about	recreating	the	frame	of	the	past.	In	other	words,	traditional	

Korean	 paintings	 are	 all	 in	 the	museum.	Modern	 artists	 should	 paint	

modern	 paintings	 and	 this	 too	 will	 be	 called	 traditional	 painting	 in	 a	

century,	which	is	why	I	want	to	escape	my	previous	style.	Well,	actually,	it	

is	more	like	incorporating	a	new	technique	to	the	convention.	No	one	can	

deny	that	a	brand	new	single	by	BTS	is	based	on	disco	and	go-go	dance	

music—the	music	of	the	past.	New	things	do	not	come	out	of	nowhere.

사랑을 앓는 철새들 | 종이에 파버카스텔 연필, 붓펜 | 21×29.5cm | 2018

영혼의 소리를 듣는 화가 | 장지에 먹,분채 | 63x92cm | 2014 가면의 꿈 | 종이에 파버카스텔 연필, 잉크 | 21×29.5cm | 2018

축제 | 장지에 분채 | 64x92cm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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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륜이 쌓임에 따라 미술에 대한 관점이 변했는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림은 삶의 감동과 깨달음을 그리거나 불편함을 

그리는 건데요. 중학생 때 서울로 전학 온 뒤 자격지심이 심했어요.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강한 생명력이 

꿈틀거렸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다시 나를 돌아보며 우리 삶을 삶답게 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깊은 사랑은 용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어요. 제 허물을 볼 수 있다면 

남의 허물도 인정해야 하지요. 이념이나 종교 분쟁은 용서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마이너리티minority의 이해와 사랑에 바탕을 둔 저의 

예술적 행위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인 

정진규는 잡풀에 사람을 비교했지만, 저는 고집스러운 철학을 가지고 

사는 강인한 사람을 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뒷전의 삶을 작품으로 

많이 그려요. 잡풀도 즐겨 그립니다. 삶 주변의 풍경 중 하나죠. 논과 

밭, 별, 도시의 구석, 변두리 텃밭, 서커스와 같은 세상의 뒷전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잠시 유화를 공부한 것이 작품 세계에 영향을 끼쳤나요?

한국 교육은 서구식이라 서양화 교육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직도 

동양화 도구를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말이지요. 2005년에 미국 댈러스에서 레지던시 할 

때, 유화 수업을 들었어요. 유화에도 동양화적인 요소가 있었고, 

이를 잘 활용하면 동양화를 새롭게 푸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동양화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첫째 기존 장지 기법과 

같이 낡은 것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둘째로는, 동양 

미학과 감각을 새로운 미디어로 그리는 것이지요. 저는 쇠를 이용한 

작업도 했고, 대형 설치 작품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3백 미터짜리 

긴 회화로 영상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유화 물감과 아크릴 물감의 

사용은 오히려 동양화가에게 더 자유롭습니다. 일본만해도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나라 요시토모Nara Yoshitomo,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등 동양화 전공 미술가들이 세계 현대미술가를 점령했습니다. 

다카시는 재료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뿐 동양화 베이스의 

일본화를 그립니다. 저는 장지 기법으로 유화를 표현합니다. 황창배, 

김환기, 장욱진 등의 선배 미술가들도 이미 유화 물감으로 한국화를 

그렸습니다. 

장지 기법은 뭔가요? 

장지는 한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전통 종이지요. 장지 기법은 견고한 장지 위에 많게는 

30~50번 정도 여러 색깔을 칠함으로써, 여러 색깔이 은은하게 

우러나오게 하는 발색 기법이 특징이지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회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가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안타까워요.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화법이 있나요?

장지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뭔가 다른 것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느린 산수〉은 일종의 산수화입니다. 옅은 먹(墨)

을 칠하고, 칼로 오려내고, 뒤에 먹을 바른 종이를 붙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면이지만 만져보면 올록볼록 하지요. 남도를 돌아다니며 만난 

산을 표현한 대형 작품 ‘장춘’은 역원근법으로 그려졌지요. 역원근법은 

멀리 있는 것을 크게 그려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기법입니다. 

모든 예술의 주제는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나 깨달음이 주요 

소재가 되지요. 우리나라 미술가들도 재료를 잘 쓰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양화 재료는 다루기 쉽고 금세 터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양화 재료는 다루기 어렵고 기법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으니, 컨셉트를 잘 잡아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 동양화, 서양화 따위의 장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 기법과 재료에서 끄집어 낼 것이 많아요. 현대 회화에서 한국화의 

미래를 발견해 기쁩니다. 

동양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파버카스텔과의 인연이 깊다지요? 

최근 흰물결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 중 〈별을 보여드립니다〉 

연작은 모두 파버카스텔 제품으로 그렸어요. 동양화가라고 먹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채물감, 색연필, 잉크도 쓰지요. 이 

연작은 낮에는 볼 수 없는 별을 그렸습니다. 땅은 밝고, 하늘은 어둡게 

표현했지요. 낮 풍경이지만 하늘은 밤으로 그린 까닭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기에 자꾸 이야기해야만 드러납니다. 이 작품 속 큰 별은 

제 꿈입니다. 작은 새는 저고요. 꿈을 찾아 떠도는 이방인이지요. 

꿈은 밤의 몽롱함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에 둔 삶의 조각입니다. 삶은 

낮에 꾸는 치열한 꿈이며, 욕망에 바탕을 둔 감정의 일부입니다. 

욕망은 추할 수도 있고, 정신 없는 쓰레기일 수도 있지요. 붙들고 

있으면 추해지지만 승화시키면 아름워지죠. 계속 한자리에 머물면 

안되요. 피는 꽃이 있으면 지는 꽃이 있지요. 꿈은 결국 덧없는 것이죠. 

이루었어도 허망하고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꿈을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소중합니다. 

Did you view art change with over time?

Not	 really.	 Art	 is	 about	 drawing	 touching	 moments,	 enlightenments,	

or	 discomforts	 of	 life.	 I	 used	 to	 have	 an	 inferiority	 complex	 when	 I	

moved	to	Seoul	in	middle	school	because	it	was	hard	to	adjust	to	a	new	

environment	and	I	had	this	strong	vitality	stemming	out	of	self-reflection	

that	motivated	me	to	paint.	Looking	back	now,	I	think	we	must	love	even	

the	problems	that	make	us	who	we	are.	Deep	love	also	forgives.	Everyone	

has	flaws.	If	I	can	see	my	own	faults	then,	I	should	also	acknowledge	other	

people’s	shortcomings.	Ideology	or	religious	conflict	comes	from	a	lack	

of	forgiveness.	Having	said	this,	I	hope	that	my	art,	which	is	based	on	

understanding	and	loving	the	minority,	helps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Poet	Chyung	Jinkyu	compared	humans	to	weed.	I	draw	tenacious	

people	with	an	unbending	philosophy	as	grass;	that	is	why	my	work	often	

portrays	the	overlooked	things	 in	 life.	 I	also	draw	weed	a	 lot	because	

it	 is	an	easily	spotted	scene	 in	 life.	 I	 feel	a	strong	sense	of	 life	 in	 the	

overlooked	scenes	of	the	world	such	as	rice	paddies,	stars,	corners	of	the	

city,	vegetable	garden	in	the	outskirts,	and	circus.

Briefly, how did studying oil painting affect your art?

Korea	centers	on	western	education,	so	it	 is	natural	to	learn	western-

style	painting.	Some	people	are	fascinated	by	eastern	tools,	but	there	is	

really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m.	I	took	an	oil	painting	class	in	

2005	while	doing	my	residency	in	Dallas,	Texas.	Oil	painting	has	eastern	

elements	as	well,	and	I	thought	I	could	use	it	to	approach	eastern	painting	

in	a	novel	way.	This	could	be	taking	an	old	technique	like	Jangji	technique	

and	further	developing	it,	or	using	a	new	medium	to	draw	with	eastern	

aesthetics	and	sensibility.	I	have	used	steel	in	my	work	and	also	made	a	

large	installation	work.	I	also	created	a	media	work	using	a	300-meter	

painting.	Oil	and	acrylic	paint	are	media	that	eastern	painters	are	quite	

comfortable	 with.	 Look	 at	 Japan—Murakami	 Haruki,	 Nara	 Yoshitomo,	

and	Kusama	Yayoi	are	artists	who	majored	in	eastern	painting,	yet	they	

dominate	the	modern	art	world.	Takashi	paints	eastern-style	Japanese	

paintings	using	acrylic	paint.	I	do	oil	painting	using	the	Jangji	technique.	

Senior	artists	like	Hwang	Changbae,	Kim	Whanki,	and	Chang	Ucchin	also	

painted	Korean	painting	using	oil	paint.

What is the jangji technique?

Jangji	is	another	name	for	rice	paper,	which	is	a	traditional	paper	in	Korea,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or	Japan.	It	is	characterized	by	a	subtle	color	

realized	by	painting	colors	30–50	times	on	a	strong	jangji.	It	makes	me	

sad	that	even	though	it	is	a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	artists	do	not	

even	know	about	it.

Are you trying any new painting technique?

I	am	trying	something	new	inspired	by	the	jangji	technique.	For	example,	

Slow	Landscape	is	a	landscape	painting	where	you	paint	the	ink,	cut	it	out	

with	a	knife,	and	paste	a	paper	with	ink	at	the	back.	From	afar,	it	appears	

to	be	flat	but	up	close,	the	surface	is	bumpy.	Jang	Chun	is	a	large	work	that	

portrays	the	mountain	of	the	southern	provinces	painted	with	reverse	

perspective	that	is	a	technique	in	which	you	draw	faraway	things	larger	to	

make	them	feel	closer.	All	art	draws	from	similar	topics;	stories	from	life	

or	enlightenments.	I	think	Korean	artists	who	select	their	medium	wisely	

have	a	competitive	edge	on	the	world	stage.	Western	painting	materials	

are	easy	to	control	and	easy	to	learn	while	Eastern	painting	materials	are	

hard	to	control	and	difficult	to	master	the	technique.	It	is	our	role	to	have	

a	clear	concept	and	execute	it	using	our	wonderful	eastern	technique.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work	is	eastern	painting	or	western	painting	

because	there	is	so	much	to	take	away	from	our	traditional	techniques	

and	materials.	I	am	glad	to	have	found	the	future	of	Korean	painting	in	

modern	painting.

You are an Eastern-style painter, yet you have experience using 

Faber-Castell.

The	To	Show	the	Star	series	I	exhibited	at	the	Huinmulgyeol	Gallery	was	

all	 drawn	with	 Faber-Castell	 products;	 however,	 not	 all	 Eastern-style	

painters	use	only	ink.	We	also	use	watercolor,	colored	pencil,	and	ink.	This	

series	 is	about	stars,	which	are	only	seen	at	night	while	the	ground	is	

bright	and	the	sky	is	dark.	This	is	because	even	though	it	is	a	day	scene,	

the	sky	was	painted	at	night.	A	dream	must	be	told	many	times	because	it	

cannot	be	seen.	In	this	work,	the	big	star	is	my	dream,	and	the	small	bird	

is	me.	I	am	a	stranger	floating	around	in	search	of	my	dream.	This	dream	

is	not	about	the	mysteries	of	night,	but	a	piece	of	my	life	based	on	reality.	

It	is	a	fierce	dream	dreamt	during	the	day	and	part	of	my	feelings	based	

on	desire.	Desire	can	be	ugly,	like	messy	trash.	If	you	hold	onto	desire—it	

gets	nasty,	but	if	you	sublimate	it,	it	becomes	beautiful.	Do	not	stay	in	

one	place.	One	flower	blooms	while	another	falls.	A	dream,	in	the	end,	is	

fleeting	because	even	if	your	dreams	come	true,	it	is	vain	and	pointless.	

Nevertheless,	the	very	act	of	dreaming	is	pre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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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루기 시작한 주제는? 

정보화 사회의 비인간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몇 만개의 CCTV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너에게로 U턴하다〉 시리즈는 목표를 정해놓고 직진만 하는 

현대인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어느 날 신호등을 보며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라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때 시時’가 아니라 ‘시 시詩’

로 읽히더라고요. 교차로가 시를 쓰는 셈입니다. 직진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생각되었지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현대인은 그럴 수 없지요. ‘좌회전시’는 한눈 

팔고 살라는 의미라면 ‘보행신호시’는 잠시 쉬었다 가라는 뜻입니다. 

2010년에 했던 연작인데,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2018년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전시 계획이 있습니까? 

학고재갤러리에서 열릴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렸던 개인전은 먹그림만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생활에서 깨달은 것을 여러 주제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간 선보였던 

〈느린 풍경〉 〈싱그러운 폭죽〉 연작의 새로운 작품도 있고, 새로 발표할 

연작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의 〈득음〉 시리즈도 다시 선보입니다.

김선두 작가에게 장지는 축구장과 같다. 공의 이동에 따라 여러 선이 

그어지고 여백이 만들어진다. 여백을 잘 읽어야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백은 비어있지만 강렬한 기운으로 꽉 차 

있어야 한다. 선의 길이, 농담, 굵기, 붓질 속도가 작가만의 여백을 

만든다. 좋은 그림은 기운이 넘쳐 흘러 오히려 약간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다. 40년간 붓질을 하다 보니 여백과 공백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기 축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수한 헛발질을 하다 보니 이제는 

축구가 뭔지 알 것 같다는 그. 그는 그림으로 삶과 시대를 통찰하는 

철학자다.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말에는 삶을 향한 깊은 

이해와 애착이 담겨 있다. 

Are there any new topics you have been working on lately?

I	am	interested	in	the	inhumane	environ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Xi	Jinping	is	said	to	control	information	with	tens	of	thousands	of	CCTVs	

in	China.	The	U-turn	to	You	series	depicts	modern	men	who	walk	straight	

toward	a	set	goal.	One	day,	I	came	across	two	phrases	while	looking	at	

the	signal	light.	‘On	left	turn’	and	‘On	walk	signal.’	For	some	reason,	The	

character	for	‘on,’	which	means	‘time’	here,	looked	like	a	character	that	

means	‘poetry.’	It	was	as	if	the	intersection	was	writing	poetry.	That	was	

when	I	thought	to	myself,	‘These	are	the	two	things	that	hold	one	back	

from	going	straight.’	If	you	love	something,	you	should	be	able	to	leave	

everything	behind.	Modern	men	cannot	do	that.	‘On	left	turn’	means	it	

is	okay	to	look	around	sometimes	and	‘On	walk	signal’	means	to	take	a	

break	and	rest.	I	did	this	series	in	2010,	and	this	is	my	second	attempt	

at	it.

Your solo exhibition at the Posco Art Museum in 2018 was highly 

praised. Do you plan to hold a new exhibition?

I	am	preparing	to	hold	a	solo	exhibition	at	Hakgojae	Gallery.	The	solo	

exhibition	at	Posco	Art	Museum	only	had	 ink	paintings,	so	this	time,	 I	

want	 to	present	my	 findings	 in	daily	 life	 in	many	themes.	New	works	

will	be	added	to	the	Slow	Landscape	and	Radiant	Fireworks	series	that	

I	exhibited	before	and	a	new	series	will	be	presented	as	well.	I	will	also	

redisplay	the	Deukeum	series.

Rice paper is like a soccer field to Kim Sundoo. Lines and empty spaces 

are created through the movement of the ball, and you can score only 

if you understand the space well, which is the same with artmaking. 

An empty space must be filled with a strong energy. The length of 

lines, light and shade, thickness, and speed of brushwork create each 

artist’s unique space. A good painting should overflow with energy to 

the extent that it appears slightly lacking. Forty years of experience 

with brush enabled Kim to distinguish between space and vacuum. 

This is the same with the morning soccer club. After many years of 

mis-controlling the ball, Kim says he finally understands what soccer 

is about. Kim is a philosopher that shows his insight into life and the 

modern times in his work. He offers to show us the stars based on his 

deep understanding and affection towar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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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e. 눈길 | 종이에 파버카스텔 붓펜 | 21×29.5cm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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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식물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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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식물 그림은 흰 종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다. 한 송이 꽃을 그리는 과정은 비바람 맞으며 

새싹이 자라는 것과 같기에,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지금 제대로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이 

색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그리하여 결국 꽃봉오리에서부터 

늙은 꽃까지, 식물의 일생을 한 장에 담아 낸다. 한 장면에 

멈추지 않고 하나의 생을 그리는 김현정 식물 화가. 그녀가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도 참 곱다.

To bloom a single flower

Drawing a plant is like creating something from scratch. To draw a single flower is like growing a 

plant; you have to spend a long time thinking about it and struggling with the execution. Am I doing 

this right? Is it right to use this color? It is really like blooming a flower. When you are done, you have 

the life of a plant on a single sheet, from bud to withering flower. This is the lovely work that Kim 

Hyunjung gets to do as a botanical artist. The story behind how she began to draw is lovely as well.

보태니컬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십 년을 살고 귀국하니 우울해졌습니다. 미국에 전화하기도 

쉽지 않고, 오래 전 알았던 한국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 달리 

할 일도 없었지요. 그래서 인사동에 나가 갤러리들을 자주 구경했는데, 

어느날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서울여자대학교 플로라 아카데미 졸업 

전시를 만났습니다. 전시도 매력적이었지만 서울여대 졸업생은 10% 

할인을 해준다니 반가워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시작이었지요.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2015년에 처음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20~3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오십대였지요. 원래 미국에서는 

상담학을 전공했고, 한국 대학원에서 미술치료사 자격증도 받았어요. 

처음 미술을 접한 건 2009년에 딸을 이해하기 위해 같이 입시 미술을 

하면서부터 였지요. 4년간 배우면서 창조성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남들과 

다른 독창성과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하는 통일성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아크릴화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보태니컬 아트를 

하면서 세밀화로 옮겨온 셈입니다. 플로라 아카데미에서 3년간 

전문가ㆍ강사 양성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중학교 

미술 선생이었고, 딸이 올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미술을 전공했기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손이 느려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간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듯이 저도 이제는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재능은 없어요. 꾸준히 해서 오늘의 결과를 얻었을 뿐이고, 

누구든 노력한다면 천천히 발전할 수 있지요.

How did you become a botanical artist?

I	was	depressed	when	I	returned	to	Korea	afte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for	ten	years.	It	was	difficult	to	call	people	in	the	US	and	my	old	Korean	

friends	were	out	of	touch,	so	I	did	not	have	much	do	to	keep	myself	busy	

that	is	why	I	started	visiting	art	galleries	in	Insa-dong.	One	day,	I	went	to	

see	the	Seoul	Women's	University	Flora	Academy	graduation	exhibition	

at	Kyung-in	Museum	of	Art.	The	exhibition	itself	was	very	nice,	but	what	

got	me	moving	was	the	academy	offered	at	a	10%	discounted	price	for	

graduates	of	the	university.	That	is	how	I	registered	at	the	academy	and	

got	started.

You started just a few years ago, yet you are now internationally 

recognized. What is your trick?

When	I	first	joined	the	academy	in	2015,	I	was	the	worst	student.	Most	of	

the	students	wer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I	was	the	only	person	

in	her	fifties.	I	majored	in	counseling	in	the	US	and	became	a	certified	

art	therapist	through	graduate	school	in	Korea.	My	first	encounter	with	

art	was	when	I	took	college	prep	art	class	with	my	daughter	 in	2009	

to	understand	her	better.	Through	learning	art	for	four	years,	I	opened	

up	to	 the	 idea	of	creativity.	 In	 the	United	States,	art	education	 is	not	

centered	on	 technique	but	 creativity	 and	 focus	on	 a	unified	 theme.	 I	

started	out	with	acrylic	but	moved	on	since	to	miniature	as	I	became	a	

botanical	artist.	I	studied	the	expert/lecturer	training	program	at	the	Flora	

Academy	for	three	years.	I	think	I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my	artistic	

family:	my	father	and	younger	sister	were	middle	school	art	teachers,	

and	my	daughter	graduated	from	the	Chicago	Art	Institute	this	year.	 I	

draw	slowly,	which	frustrated	me	at	first,	but	I	worked	my	way	up	like	

the	turtle	in	the	race,	and	now	I	am	a	professional	artist.	I	do	not	have	a	

special	talent;	I	just	kept	going.	Anyone	can	make	improvements	if	they	

put	in	the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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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일 뉘른베르크 본사에서 파버카스텔 아카데미를 수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주시겠어요?

2018년 5월에 여러 식물 화가들과 방문했습니다. 식물원에 가서 

이국적인 꽃 사진도 많이 찍었고, 성을 둘러보며 파버카스텔 258년 

역사와 발전 과정을 알게 되었지요. 아카데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로부터 특별 교육도 받았습니다. 꽃 그림과 도시 풍경 그리기를 

배웠는데, 그림은 어렵지 않게 즐기면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보태니컬 아트는 섬세하게 그리는 것이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전부터 파버카스텔과의 추억이 

많지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동생이 60색 색연필을 선물했었어요. 

그것으로 권교수님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플로라 

아카데미에 등록하면서 120색 세트를 구입했고, 한국식물화가협회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72색을 선물 받았습니다. 다른 브랜드 

색연필도 써봤지만 파버카스텔 수채 색연필이 맑고 깨끗해요. 

파버카스텔 색연필은 수 십 가지의 컬러를 겹쳐 칠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지요. 색연필 하나로 작가가 느낀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성취감은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두 세시간 정도씩 

집중해서 그리지요.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색연필을 날카롭게 깎아가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뭉툭하면 세밀한 표현을 못 하거든요.

심리상담가 출신이라는 것이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심리상담가로 정신과 병원에 근무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보태니컬 아트 강사로 일대일 수업을 하고 있지요. 한 

강좌에 여러 수강생들이 있지만 결국은 일대일 레슨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은 하지 않지만 수강생들이 강좌에 다시 등록하는 것에는 

내 경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보태니컬 아트를 

배우러 오는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학기에는 선도 제대로 못 그었던 분들이 그림을 완성하더니, 나중에는 

멋진 그림을 그리기까지 합니다. 이 수업이 여러 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기에 많이 칭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명을 가르쳤는데, 이제 여러 곳에서 백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빨리 작품을 끝내고 싶어서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완성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수강생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그려야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행복을 위해 그림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그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림으로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은 자기 치유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칭찬도 조심스럽지요. 어떤 

분은 제가 칭찬만 해준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중용의 미덕이 필요해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찬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칭찬할 때는 항상 진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림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잠시나마 힘듦을 잊을 수 있기에 우울증 치료 기능이 

있지요. 경지에 오른 미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이루는 수행과 명상을 

식물 그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림 그릴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잠시 미술 치료도 했었는데,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상담치료와는 많이 멀어졌어요. 나중에는 꽃을 

그리며 미술 치료 상담실도 운영하고 싶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림을 지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뛰어넘으려 한다는 

점이지요. 대부분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이지요. 저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줄 몰랐어요. 모지스 할머니Grandma Moses처럼 50살 넘어 그림을 

시작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꽃 그림으로 알려졌는데, 풍경과 여행도 그린다고 들었습니다. 

풍경을 그리는 스케치도 흥미롭습니다. 주로 연필로 그리는데 흑연, 

목탄, 샤프펜슬, 색연필, 펜 등 가리지 않아요. 도구와 기법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식물 그림과 연필 스케치는 서양 미술 장르인데요. 한국 작가로서 

유리한 부분도 있을까요?

한국 작가라서 더 세밀한 것도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색연필로 

식물 그림을 섬세하게 그리는 작가는 한국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식물 화가들은 주로 수채물감으로 꽃을 그리지요. 

수채물감으로 그리면 제작 기간이 훨씬 짧아요. 극사실화를 그리기 

위한 고도의 인내심과 참을성은 외국 작가들에게는 쉽지 않은 

성향입니다. 보태니컬 아트는 미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술 작품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기록용으로 그린 것이 보태니컬 아트의 

시작이었고, 우리만해도 이미 오래 전에 신사임당이 ‘초충도草蟲圖’를 

그렸습니다. 전 식물 그림이 미술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You completed the Faber-Castell Academy at the Nuremberg 

headquarters in Germany last year. Tell us more about that.

I	visited	in	May	2018	with	other	botanical	artists.	We	visited	botanical	

gardens	 and	 took	pictures	of	many	exotic	 flowers	 and	 learned	 about	

the	258	years	history	of	Faber-Castell.	We	also	received	special	training	

from	world-famous	artists	at	the	academy,	who	taught	us	how	to	paint	

flowers	and	urban	landscape,	reminding	us	that	painting	can	be	easy	and	

pleasurable.	You	see,	botanical	art	is	a	very	delicate	process	and	can	be	

stressful.	I	have	many	other	fond	memories	of	Faber-Castell	because	when	

I	came	back	to	Korea,	my	younger	sister	gifted	me	with	a	Faber-Castell	

60-color	pencil	set.	I	started	drawing	with	it	while	referencing	Professor	

Kweon’s	 book.	Upon	 registering	 at	 the	 Flora	Academy,	 I	 purchased	 a	

120-color	set	and	was	gifted	with	a	72-color	set	from	winning	the	gold	

prize	at	the	Botanical	Artist	Society	of	Korea	Contest.	I	have	used	other	

brand’s	colored	pencils	as	well,	but	Faber-Castell	produces	the	clearest	

and	pristine	colors.	Layering	dozens	of	Faber-Castell	colors	produces	the	

exact	color	that	I	want,	and	because	it	is	challenging	to	express	energy	

with	colored	pencil,	the	satisfaction	is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draw a work?

You	cannot	draw	all	day.	I	draw	2–3	hours	a	day	and	it	takes	1–2	months	

to	complete	a	work.	The	pencil	must	be	sharpened	regularly	to	execute	

detailed	expression.

How did your background in psychotherapy affect your work?

I	worked	at	a	hospital	as	a	counselor	in	the	United	States.	Now,	I	teach	one-

to-one	lessons	in	Korea	as	a	botanical	artist.	There	are	many	students	for	

each	lecture,	but	in	the	end,	one-to-one	lessons	are	important.	I	think	my	

background	in	therapy	has	an	effect	on	my	students	coming	back	to	take	

more	classes	with	me	because	a	lot	of	my	students	who	come	to	learn	

botanical	art	at	a	later	age	are	depressed	and	impatient.	On	their	first	

semester,	they	could	not	even	draw	a	line	properly,	but	toward	the	end	

of	the	course	they	have	not	only	completed	their	works	but	did	a	great	

job.	Because	this	class	could	be	the	only	occasion	wherein	my	students	

are	complimented	and	recognized,	I	try	to	be	as	encouraging	as	possible.	

At	first,	I	taught	two	people,	but	now	I	have	about	100	students	in	many	

locations.	I	also	focus	on	drawing	a	complete	work.	There	are	a	number	

of	students	who	want	to	receive	the	complete	stamp	because	they	are	

anxious	to	finish	the	work,	even	though	 it	 is	 incomplete.	 I	get	honest	

with	them	and	tell	them	that	you	have	to	draw	more.	These	are	people	

who	came	to	enjoy	and	learn	how	to	draw	and	I	tell	them	to	draw	happily	

without	stressing	out.

Do you think drawing can heal the heart?

Art	 is	 a	 self-healing	 process.	 That	 is	 why	 I	 try	 to	 be	 sensitive	 to	

compliments.	 Some	 may	 think	 I	 compliment	 too	 much	 while	 others	

could	be	wanting	for	more;	I	need	the	virtue	of	moderation.	People	are	

all	different,	and	many	are	not	used	to	praises.	When	I	give	compliments,	

however,	please	know	that	I	mean	it.	The	great	thing	about	art	is	that	

you	can	concentrate.	It	is	like	an	antidepressant	because	it	allows	one	to	

forget	about	the	hardships	of	life.	Botanical	art	holds	the	same	meditative	

effects	experienced	by	master	artists.	You	cannot	think	about	anything	

else	while	you	are	focusing	on	drawing.	I	briefly	worked	in	art	therapy	in	

Korea,	but	naturally	withdrew	from	it	as	I	became	a	botanical	artist.	I	hope	

to	run	an	art	therapy	clinic	while	drawing	flowers	in	the	future.

What does it mean to identify the psychology of someone through 

their art?

You	can	get	a	rough	idea	of	a	student’s	personality	by	looking	at	their	

work.	What	 I	have	noticed	these	days	 is	that	many	people	try	to	skip	

the	 process	 of	 drawing;	 people	 value	 result	 over	 the	 process.	 The	

process,	however,	is	what	really	matters.	I	did	not	know	that	I	could	draw	

because	I	only	started	drawing	at	past	fifty	and	I	am	receiving	a	favorable	

evaluation.	There	is	no	such	thing	as	being	too	late	in	life.	Do	not	think	

you	are	late;	just	start	now.	You	can	draw,	too.

You are known for your flower drawings, but I heard you also draw 

landscape and travel sites.

I	am	also	very	 interested	 in	 landscape	sketches.	 I	usually	draw	with	a	

pencil,	 but	 also	 use	 any	 other	 medium	 including	 graphite,	 charcoal,	

mechanical	pencil,	colored	pencil,	and	pen.	I	try	to	mix	up	the	tool	and	

techniques.

Plant drawing and pencil sketch are western genres. What kind of 

edge do you have as a Korean artist?

It	is	true	that	as	a	Korean	artist	I	paint	in	greater	detail.	I	might	go	as	far	as	

to	say	that	only	Korean	artists	paint	plants	with	such	detail	using	colored	

pencil.	 Western	 artists	 usually	 stick	 to	 watercolor	 to	 paint	 a	 flower.	

Watercolor	 paintings	 have	 a	much-shortened	 production	 period.	 The	

high	level	of	patience	required	for	drawing	a	hyperrealistic	work	is	not	an	

easy	feat	to	accomplish	for	western	artists	as	botanical	art	is	not	highly	

valued	in	the	art	world.	 I	think,	however,	that	the	value	of	an	artwork	

lie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otanical	art	started	out	for	recording	

purposes	when	 there	was	no	 camera.	 Sin	 Saimdang	drew	Painting	of	

Grass	and	Insects	in	the	16th	century.	I	do	not	think	botanical	art	has	low	

artist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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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화가의 희로애락이 궁금합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든 것이 미안하지요. 8월 초에 안면도 백합축제에 

사진 촬영하러 갔었어요. 8월은 사실 백합 시즌이 아닌데 휴가 기간과 

맞춰 무리하게 축제를 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어찌나 

햇볕이 뜨거운지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진 촬영에 몰두하다 고개를 들면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는 남편과 

아이들이 보입니다. 불평도 않고 배려하는 가족을 보면 늘 고맙고 

미안하죠. 작품에 몰두할 때는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가족들이 격려해주고 이해해주어 기쁩니다. 수강생들은 아직 

초보자이기에 같이 촬영을 다니지는 않아요. 다만 사진 촬영 노하우를 

알려주며, 나중에 함께 촬영 여행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태니컬 작가가 안됐더라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태니컬 아트가 삶에 끼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 하는지 발견한 것이 기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my life!이지요. 강의와 전시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이미 일년 전시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으니 삶이 활기로 넘쳐요. 

우울증에 걸릴 뻔했는데 제 2의 인생을 찾은 셈이죠. 심리 상담으로 

청춘을 보냈고, 오십대에는 꽃 그림이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네요. 

어르신, 초등학생, 외국인, 직장인 등 다채로운 수강생을 가르치는데, 

남녀노소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가르쳐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 연령, 생활 환경, 

성장 배경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사의 힘겨움이지요. 저 역시 아직까지 수채화 

드로잉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한 자리에 

멈춰 있으면 좋은 강의가 어렵습니다. 회원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에 

저 또한 꾸준히 배워야 해요. 

어떤 꽃을 그릴지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꽃말로 꽃을 선택하는 수강생도 있습니다. 노란색 샌더소니아Sandersonia

는 성공을 의미하고요, 파란 사과는 재물을 뜻합니다. 전 꽃이면 다 

좋아합니다만 남들이 그리지 않는 꽃을 그리려고 노력해요. 작약 

씨앗을 그리며 저도 이 꽃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꽃마다 제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꽃을 꼽을 순 없어요. 식물학을 이해해야 좋은 식물화가가 될 

수 있어요. 2017년에 한국식물화가협회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푸르푸라스켄스 돌부채Bergenia purpurascens는 춘천 제이드가든 입구에서 

발견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피는 설화이지요. 봉오리와 방금 핀 

꽃에서부터 말라비틀어진 꽃까지 모두 한 장에 담아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 대표작입니다. 까맣게 말라버린 잎은 과거에 힘들어서 타 

들어갔던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 애정이 깊습니다. 수상 욕심 없이 

즐겁게 그렸는데, 상도 타고 파버카스텔 본사도 방문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돌부채 그림은 현재 일우재단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식물 화가들은 직접 사진 촬영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모든 작품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실물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꽃을 검색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작가로써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산과 들, 공원과 식물원으로 일년 

내내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지난 파버카스텔 아카데미 연수에서도 

팔먼가든을 방문해 만병초를 촬영했지요. 사진 촬영할 때는 빛과 

그림자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다양한 시간대, 

각종 날씨에 맞춰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하지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원하는 구도로 변경해 그림을 그립니다. 제 그림은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것이 특징이지요.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명도와 명암이 

분명하지요. 물론 비 오는 날의 꽃도 좋지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꽃이 무척 예쁩니다. 물론 입체감도 생기고요.  

How do you choose which flower to draw?

Some	 students	 select	 flowers	 based	 on	 their	 flower	 language.	 Yellow	

sandersonia	 means	 success	 and	 blue	 apple	 means	 wealth.	 I	 like	 any	

flower,	 but	 try	 to	 select	 ones	 that	 are	 less	 drawn.	 While	 painting	 a	

peony	 seed,	 I	 hoped	 to	 become	 someone	 that	 freely	 gives	 like	 this	

flower.	 Each	 flower	 has	 its	 own	 beauty;	 I	 cannot	 pick	 a	 favorite.	 A	

good	botanical	artist	understands	botany	well.	 I	discovered	the	model	

for	Bergenia	purpurascens,	my	work	which	won	the	Gold	Prize	at	the	

Botanical	Artist	Society	of	Korea	Contest	in	2017,	at	the	entrance	of	the	

Jade	Garden	Arboretum	in	Chuncheon.	It	is	a	winter	flower	that	grows	in	

the	Himalayas	and	it	is	one	of	my	representative	works	that	depicts	the	

bud,	freshly	bloomed	flower,	and	crumpled-up	flower	all	in	one	sheet	of	

paper	to	express	the	vitality	of	life.	I	am	especially	fond	of	the	dried-up	

leaf	because	 it	 reminds	me	of	myself	back	when	I	was	suffering	from	

depression.	I	had	a	lot	of	fun	drawing	this	one	and	was	not	expecting	to	

win	at	all.	The	award	was	a	pleasant	surprise	and	the	visit	to	the	Faber-

Castell	headquarters	felt	 like	a	bonus.	The	drawing	is	housed	at	 Ilwoo	

Foundation.

I heard professional botanical artists take their own plant pictures. 

Is there a special reason behind that?

All	of	my	work	was	drawn	from	either	photos	that	I	took	or	the	actual	

plant.	Drawing	a	flower	from	a	picture	off	the	net	 is	degrading	for	an	

artist,	so	I	visit	the	mountains	and	fields,	parks,	and	botanical	gardens	

around	the	world	all	year	long	to	take	pictures.	During	the	Faber-Castell	

academy	workshop,	I	visited	Palmengarten	to	photograph	rhododendron.	

I	make	sure	to	capture	the	light	and	shadow	when	taking	a	picture	and	

I	photograph	from	many	different	angles	considering	the	various	time	

zones	and	changes	in	weather.	Once	I	take	the	photo,	I	alter	it	to	the	

composition	of	my	choice	and	draw.	My	works	are	known	 for	having	

distinctive	light	and	shadow.	When	the	sun	comes	down	hard,	light	and	

shadow	become	clear.	I	love	flowers	on	a	rainy	day	as	well,	but	when	the	

sun	shines	down	on	a	flower,	that	is	a	remarkable	view.	It	also	gives	the	

flower	more	depth.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thing about being a botanical artist?

My	 family	 is	 inconvenienced	 because	 of	 me.	 We	 once	 visited	 the	

Anmyeondo	 Lily	 Festival	 in	 August	 to	 photograph	 flowers.	 August	 is	

not	the	lily-blooming	season,	but	they	held	the	festival	so	that	it	would	

align	with	vacation	season.	I	went	with	my	husband	and	the	sun	was	so	

strong	that	I	felt	like	it	could	kill	us.	When	I	am	busy	taking	photos,	my	

husband	and	children	are	there	to	support	me.	I	am	both	grateful	and	

sorry	for	the	emotional	support	I	receive	from	my	loving	family	because	

when	I	am	really	into	work,	I	am	unable	to	take	care	of	household	chores	

well.	It	makes	me	happy	that	my	family	understands	and	helps	me.	My	

students	are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and	not	advanced	enough	to	go	

photographing	with	me.	I	am	teaching	them	tips	on	taking	good	photos	

and	looking	forward	to	embarking	on	photographing	trips	with	them	in	

the	future.

How did becoming a botanical artist affect your life?

I	am	certainly	glad	that	I	discovered	something	that	I	am	good	at.	Bravo,	

my	life!	I	love	meeting	new	people	through	lecturing	and	exhibitions.	I	

have	a	year’s	worth	of	exhibition	schedule	lined	up,	which	gives	me	so	

much	energy.	 I	moved	 from	being	depressed	 to	 enjoying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in	my	fifties	thanks	to	flower	drawing.

You teach different groups including elders,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eigners, and working professionals. Do you have a 

different teaching strategy for different groups?

My	method	changes	not	by	age	but	by	person.	Even	if	I	teach	the	same	

thing,	 each	 person	 responds	 differently.	 The	 difference	 in	 age,	 living	

environment	and	background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which	is	the	

hard	thing	about	being	a	teacher.	I	am	also	learning	watercolor	painting	

because	 even	 if	 you	 have	 reached	 a	 certain	 level,	 you	 have	 to	 keep	

learning	to	teach	good	classes.	The	students	are	growing,	and	so	shoul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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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그림은 계절에 민감할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른 일 년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미국에 있으니 시카고에 

자주 갑니다. 링컨 파크를 좋아하는 데, 18세기에 만들어진 희귀 

식물이 많은 식물원과 커다란 호수가 있지요. 들판에 마구잡이로 

자라는 잡풀도 좋아해요. 이름 모를 꽃들도 즐겨 촬영해 그립니다. 

동남아시아 여행도 자주 갑니다. 꽃도 촬영하고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만들기 위해 가는 거죠. 아무래도 꽃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족이 저를 위해 많이 배려합니다. 우리나라 꽃 축제에는 반드시 

참가합니다. 한 개 축제를 적어도 세 번은 가야 꽃을 여러 시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기를 쓰고 가지요. 출사가 아니더라도 늘 자연을 관찰합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식물원에는 바나나 꽃이 피었더군요. 우리 

동네에는 목련이 봉우리를 맺었습니다. 김장철에는 김치를 담그려다 

알타리를 그렸고, 도마 위의 오이도 그렸습니다. 식물 그림은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모든 식물 

화가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개성 없는 그림은 안타깝지요. 처음 

미술을 접할 때는 아크릴 물감으로 시작했지만 색연필 그림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료마다 다 특색이 있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림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색연필, 연필 깎기, 붓, 스케치북 등이지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림을 그려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식물 화가로서의 

오감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는 것이 목표라는 그녀. 잘 

그리는 것보다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누가 봐도 ‘김현정’이라는 작가가 그렸다는 말을 듣는 독창적인 그림을 

기대해도 좋겠다. 극사실주의와 접목한 창의적 현대 미술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이 꽃피고 열매 맺을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Plant drawings must be season-sensitive. Do you plan your 

schedule around the seasons?

No,	not	really.	But	since	my	daughter	is	in	Chicago,	I	visit	her	a	lot.	I	like	

Lincoln	Park,	which	has	a	botanical	garden	full	of	rare	plants	bred	in	the	

18th	century	and	a	large	lake.	I	also	love	weeds	that	grow	sporadically	in	

the	fields.	I	love	photographing	and	drawing	anonymous	flowers.	I	travel	

to	Southeast	Asia	a	lot	to	photograph	flowers	and	create	good	memories	

with	my	 family	 because	 I	 have	 to	 spend	 a	 lot	 of	 time	 with	 flowers;	

my	family	 is	very	considerate	of	me.	Moreover,	 I	make	sure	to	attend	

flower	festivals	in	Korea,	and	I	visit	each	festival	at	least	three	times	to	

photograph	flowers	from	different	time	zones	and	angles.	No	matter	how	

busy	I	am,	no	matter	how	terrible	the	weather	is,	I	go.	Even	if	I	am	not	

out	on	a	photography	session,	I	observe	nature	all	the	time.	Right	now,	

there	is	a	banana	flower	at	the	Children’s	Grand	Park	Botanical	Garden.	

My	neighborhood	has	magnolia	buds.	During	kimchi-making	 season,	 I	

drew	baby	radish	and	cucumbers	on	the	cutting	board.	Some	people	say	

that	plant	drawing	all	look	the	same.	Each	botanical	artist,	however,	has	a	

unique	characteristic.	Bland	drawing	is	a	tragic	thing	because	when	I	first	

got	into	artmaking,	I	used	acrylic	paint.	Now,	I	enjoy	colored	pencil	a	lot.	

Each	medium	has	its	unique	traits.	I	also	carry	around	my	drawing	tools	of	

colored	pencil,	pencil	sharpener,	brush,	and	sketchbook.	I	draw	and	paint	

inside	the	airplane.	I	utilize	the	senses	all	day	long	as	a	botanical	artist.

Kim’s goal is to continue diligently as a botanical artist without being 

greedy. She wants to be an artist that draws idiosyncratic work rather 

than the most skilled artist. We look forward to seeing more creative 

works that are clearly recognizable as Kim’s. It looks like her dream of 

creating hyperrealistic and creative modern art will bloom and bear 

fruit very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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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온다

글씨는 일필휘지一筆揮之다.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작품이 완성되는 

시간이 짧다. 제작 기간이 긴 서양 회화를 

기준으로 동양 서예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가치를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 그저 비교만 할 

뿐이다. 그렇기에 강병인 작가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갈고 닦은 수십 년의 세월을 

느낀다는 건 축복이다. 안목을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의 작품을 

보면, 위대한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이 진정한 탁월함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 떠오른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결정적 순간을 움켜쥐기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했다.”

Spring will come

Letters are written in a single brush stroke. 

Compared to the time spent on thinking and 

studying, calligraphy is done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Some people judge the value of 

calligraphy in comparison to western paintings, 

which take much longer to complete. These people 

fail to see the full value of calligraphy; they just 

compare. It is a blessing to understand the worth 

of the many decades’ calligrapher Kang Byungin 

spent before creating his work. It means you have 

got good taste. His work reminds me of Henri 

Cartier-Bresson’s words on true excellence: “To 

capture the decisive moment, I never left my guard 

and always remained alert.

화요2010 ⓒ강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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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 강의를 하고 있지요?

2004년부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2~3학기 정도 수업하며, 

최근에 50기 수업을 가졌지요. 현직 디자이너 중심이며, 그간 천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석달 동안 12회 수업을 하고 그 뒤에 두 

달 동안 전시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를 

하면 실력도 부쩍 늘고, 대부분 생애 첫 전시를 하는 것이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캘리그라피는 문방사우를 이용한 순수 서예, 디자인 쓰임의 

서예, 여러 도구를 이용한 손글씨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손글씨를 예술적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불고 있는 캘리그라피의 인기는 서예를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미로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100% 서예를 이용한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는데, 파버카스텔과 

인연이 깊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기 강의 때부터 파버카스텔 아티스트 펜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캘리그라피부터 가르치기 시작해, 디자인과 캘리그라피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씨를 제안합니다. 좋은 글씨는 디자인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수업은 

전통 서예의 재해석과 변용, 아티스트 펜을 사용한 손글씨 강좌로 

이루어집니다. 붓 펜은 서예 펜을 흉내 낸 것이기에 지양합니다. 

서예는 실제로 먹을 갈아야 하고, 벼루, 화선지, 붓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지요. 붓 펜은 서예를 흉내내는 것이기에 

글씨가 가벼워집니다. 서예 정신과 철학은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지요. 손글씨를 쓴다고 해서 곧장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펜을 잘만 다루면 획의 변화와 품격을 

표현할 수 있지요. 먼저 아티스트 펜으로 손글씨를 쓰고, 이를 서예로 

옮기는 순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서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식이지요. 펜은 법칙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에게 두 가지 손글씨를 모두 즐기게끔 해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아티스트 펜을 이용해 광고 카피를 

썼고, 인디자인indesign 프로그램과 결합해 ‘봄날 서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저의 정신적 스승입니다. 55세 이전에는 감히 추사의 글씨를 

필사筆寫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요즘 조금씩 필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추사의 글씨는 쉽게 따라 쓸 수가 없습니다. 

학예일치學藝一致의 추사 정도는 되어야 따라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막연히 추사의 글씨를 좋아했지만 추사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한참 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유홍준 선생이 

쓴 『완당평전』을 읽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공부하면 할수록 

작품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사는 한문 서예를 했고, 

Tell us about your calligraphy class.

I	 have	 been	 teaching	 since	 2004.	 I	 teach	 2–3	 semesters	 a	 year	 and	

recently	started	my	50th	cycle	of	classes.	Students	are	usually	designers	

and	I	have	taught	around	1,000	students.	I	teach	12	classes	over	three	

months,	 we	 prepare	 for	 an	 exhibition	 for	 two	months,	 and	 hold	 the	

exhibition	as	a	finale	to	the	class.	Once	students	complete	an	exhibition,	

their	skill	level	increases	greatly.	Most	of	them	are	also	thrilled	because	it	is	

their	first	exhibition.	Calligraphy	is	divided	into	pure	calligraphy	using	the	

four	treasures	of	the	study,	design-related	calligraphy	and	handwritten	

calligraphy	using	tools.	 In	the	past,	calligraphy	was	not	considered	art.	

Now,	 this	 is	 not	 true.	 Calligraphy	 is	 quite	 popular	 because	 it	 can	 be	

expressed	in	a	modern	manner.	Many	people	now	write	calligraphy	as	

a	hobby.

It is fascinating that Faber-Castell’s products can be used on 

calligraphy.

I	taught	my	classes	since	the	beginning	using	Faber-Castell’s	artist	pen.	

I	start	with	calligraphy	and	suggest	a	new	type	of	writing	that	combines	

design	and	calligraphy.	Good	calligraphy	should	have	a	good	design	and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s.	That	is	why	classes	consist	of	

reinterpretation	and	alteration	of	traditional	calligraphy	and	handwritten	

calligraphy	class	using	the	artist	pen.	We	refrain	from	using	a	brush	pen	

because	it	imitates	the	calligraphy	brush.	Traditional	calligraphy	requires	

a	 lot	of	prep	work	because	 it	requires	grinding	the	 ink,	 ink	stone,	rice	

paper,	and	brush.	Calligraphy	pen	imitates	traditional	calligraphy,	which	

makes	 the	 writing	 lighter.	 The	 philosophy	 and	 spirit	 of	 calligraphy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imitated.	Just	because	you	handwrite	

something	does	not	mean	it	will	immediately	start	to	have	artistic	value.	

With	the	artist	pen,	however,	as	long	as	you	handle	it	well,	the	changes	in	

stroke	and	dignity	of	the	work	can	be	expressed.	The	class	is	conducted	

in	 the	 order	 of	 writing	 with	 the	 artist	 pen	 and	 then	 transferring	 it	

into	 calligraphy.	 This	way,	 young	 designers	 do	 not	 have	 to	 deal	with	

calligraphy	from	scratch.	The	goal	is	to	have	designers	enjoy	both	types	of	

handwriting	using	a	pen	that	anyone	can	use.	I	used	to	write	commercial	

lines	using	the	artist	pen	and	develop	the	‘Spring	day’	font	using	InDesign.

I heard your role model is Gim Jeong-hui (pen-name: Chusa).

He	is	my	spiritual	mentor.	I	told	myself	that	I	would	not	transcribe	Chusa’s	

calligraphy,	 but	 now	 I’m	 doing	 bits	 of	 it.	 The	 thing	 is,	 his	 calligraphy	

cannot	be	easily	 copied	because	 it	 takes	a	master,	who	has	achieved	

the	perfect	balance	between	the	arts	and	scholarly	learning	to	write	like	

that.	 I	 loved	Chusa’s	 calligraphy	 since	middle	 school,	 but	 research	 on	

him	only	began	later.	My	admiration	for	him	grew	stronger	after	reading	

Wandangpyeongjeon	by	Yu	Hong-jun	and	the	more	I	studied,	the	easier	

it	became	to	decide	on	work	direction.	Of	course,	Chusa	studied	Chinese	

character	 calligraphy,	 and	 I	 am	 doing	Hangul	 calligraphy.	 I	wanted	 to	

distinguish	my	work	from	traditional	calligraphy	and	struggled	to	come	

up	with	a	way	to	express	hangeul	in	calligraphy.	When	I	walked	around	

Insa-dong,	Hangul-calligraphy	works	were	all	in	the	same	form	and	font.	

To	create	something	new,	there	has	to	be	an	established	tradition.	We	

only	want	to	create	something	new	without	referencing	the	tradition.	

저는 한글로 하기에 전통 서예와 다른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서예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지요. 

이십대 때 인사동에 가보면 한글 서예 작품은 형식과 꼴이 작가마다 

똑같았습니다. 창신創新이 있으려면 법고法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 없이 새 것을 창조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사 작품 속 한자 ‘풍風’은 바람 같은데, 왜 한글 ‘바람’은 

바람처럼 시원하게 보이게 쓰면 안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춤 무舞’는 날라 다니는데, 왜 한글 ‘춤’은 얌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지요. 한자는 상형문자이지만, 한글도 ‘하늘사람땅(天人地)’

에서 만들어졌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한글을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문자表音文字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단어의 의미를 글씨에 담아보려고 했고, 추사를 공부하게 된 

후에도 그러한 노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사 역시 친구가 부탁해 

삼십 년만에 완성한 두 글자 ‘침계梣溪’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을 

철저히 분석해 글씨를 썼습니다. 디자인의 기본은 분석입니다. 글씨도 

마찬가지죠. 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자연의 느낌을 글로 표현합니다. ‘봄날’을 쓰기 

위해 봄이 오는 소리, 새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들이를 상상합니다. ‘날’ 글자의 윗부분 ‘나’는 활짝 펼쳐지는 느낌이 

있고, 아랫부분 ‘ㄹ’도 흥겹게 춤추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글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돈도 벌어보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법의 기본으로 알려진 임서와 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임서臨書는 좋은 글씨를 따라 쓰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모방하게 

될까 염려되어 생존 작가의 글씨보다는 조선 시대 작가의 글씨를 

참조합니다. 다만 한글 궁체宮體는 이미경 선생이 생존해 계시지만, 

워낙 기본이 되는 궁체의 대가이시기에 그분 책으로 공부합니다. 

궁체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는 하지 않습니다. 임서는 세가지로 

나뉩니다. 똑같이 쓰는 형임形臨, 의미를 되새기며 따라 쓰는 의임意

臨, 안 보고 똑같이 쓰는 배임背臨이 그것이지요. 배임까지 끝내야 

창작이 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작가라면 언젠가 임서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모방을 경계하지만, 후배를 가르치다 보면 좋은 글씨를 

보여줘야 하기에 저도 모르게 각인될까 봐 항상 조심합니다. 필사筆

寫는 똑같이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에서는 소설 한 페이지를 

그대로 쓰는 것도 포함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가르쳤으니 마침내 

탄생한 제자의 글씨를 받아들여야 하지요. 독창성이 확보되는 것은 

어느 지점일까요? 자신만의 글씨를 쓰려면 단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봄날’에 대한 경험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아이와 징검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졌을 때의 차가운 물로 봄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모두의 글자가 

달라질 수 밖에 없지요. 고민 없이 쓰면 베끼게 됩니다. 

That	 is	 when	 I	 came	 to	 wonder	 why	 the	 ‘wind’	 character	 in	 Chusa’s	

work	looks	like	the	wind,	but	the	Hangul	character	for	‘wind’	does	not.	

The	 Chinese	 character	 for	 ‘dance’	 looks	 like	 it	 is	moving	 around,	 yet	

the	Hangul	‘dance’	is	quite	static.	Chinese	characters	are	hieroglyphics,	

but	Hangul	was	also	made	based	on	Chinese	characters.	 I	 felt	 like	we	

should	not	confine	ourselves	to	considering	Hangul	a	phonogram.	I	tried	

to	 contain	 the	meaning	of	 the	word	 in	 the	 calligraphy	and	 the	effort	

has	continued	even	after	studying	Chusa’s	work.	Chusa	was	known	for	

thoroughly	analyzing	his	target	word,	as	apparent	from	the	story	of	how	

he	completed	the	two-letter	word	‘chimgye’	for	his	friend	over	30	years.	

The	foundation	of	design	is	analysis	and	is	the	same	for	calligraphy.	To	

analyze	calligraphy,	you	need	to	have	a	lot	of	experience	and	imagination.	

I	 normally	 express	 the	 feeling	 of	 nature	 through	 calligraphy.	 To	write	

‘Spring	day’	I	imagine	the	sound	of	spring	arriving	and	the	outdoor	when	

sprouts	come	out,	flowers	bloom,	and	butterflies	fly	around.	The	top	part	

of	the	character	for	‘day’	spreads	out	while	the	bottom	part	dances.	After	

becoming	a	calligrapher,	I	came	up	with	two	goals:	to	showcase	the	newly	

found	beauty	of	Hangul	and	to	make	a	lot	of	mone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wo basic calligraphy methods of 

imseo and pilsa?

Imseo	is	copying	great	calligraphy.	I	reference	the	calligraphy	of	the	Joseon	

Dynasty	(1392––1897)	calligraphers	rather	than	living	ones	because	I	am	

afraid	of	imitating	their	style.	One	exception	is	gungche,	or	the	court	style	

writing	style	for	Hangul	book	by	Lee	Mikyeong	because	her	work	is	an	

established	standard.	I	do	not	display	my	gungche	in	exhibitions	because	

it	is	not	my	own	creation.	Imseo	is	divided	into	three	steps.	Hyeongim	

is	a	copying	form,	uiim	is	remembering	the	meaning	while	copying,	and	

baeim	is	copying	without	looking	at	the	original.	Creating	your	own	work	

starts	once	you	master	baeim.	All	calligraphers	should	master	and	move	

on	from	imseo.	I	am	always	afraid	of	imitating	someone	else,	but	teaching	

makes	it	hard	not	to	imitate	as	I	have	to	show	my	students	many	good	

calligraphy	samples.	Pilsa	refers	to	making	an	exact	copy.	This	includes	

copying	a	page	of	a	novel	in	the	modern	sense.	Having	taught	it,	I	must	

accept	the	outcome	of	a	student’s	writing.	When	is	creativity	achieved?	

To	 start	writing	 your	 own	 calligraphy,	 you	need	 to	 analyze	 the	word.	

Everyone	has	 a	 different	 reaction	 to	 the	word	 ‘Spring	day.’	 Someone	

might	have	 fallen	 in	cold	water	while	crossing	stepping	stones	with	a	

child.	Each	letter	means	different	things	for	different	people,	and	if	you	

write	without	thinking	hard,	you	end	up	cop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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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에서 서예 디자인 문화에 대해 확신했다고 들었어요.

기업은 제품을 만들며 많은 연구와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컴퓨터의 정형화된 활자로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의 

역사ㆍ시간ㆍ이야기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 활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캘리그라피가 더욱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캘리그라피 디자인이 호황이지요.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해 지나친 경쟁력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지만, 

일본에서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캘리그라피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든 과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진 제 계획 중 

하나는 대중이 한글을 새롭게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한글의 디자인 

가치와 매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부 서예가들은 

캘리그라피가 본질 없이 꾸미는 글자라고 우려하고, 서예가 아니라 

컴퓨터 활자와 펜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서양식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지요. 캘리그라피에서 도구와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출발은 

서예에 바탕을 둔 창신이었으나, 마지막 목표는 서예가입니다. 

특별히 불리고 싶은 호칭이 있습니까?

소위 예술이란 다른 것을 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글씨 예술가’라 불리고 싶지만 

아직 스스로 예술가라고 떠들고 다닐 수는 없지요. ‘멋글씨 작가’라는 

말로 불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캘리그라피가 ‘멋’만 

부리는 글씨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서촌에 사무실을 마련한 이유가 있나요?

서교동, 상수동을 거쳐 2015년에 서촌으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평소 

차 마시러 즐겨 다녔던 인사동도 고려했었으나 전통 서예에만 매일까 

염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서교동이나 상수동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디자이너가 몰려있는 문화 생산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상업화되어 다른 곳을 물색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한글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이 서촌에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 이사하게 

됐지요. 서촌은 세종대왕이 탄생한 곳인데 생가터나 기념관 하나 

없어 아쉽습니다. 추사 김정희, 겸제 정선, 송강 정철도 살았던 

곳이죠. 2018년에는 세계문자심포지아를 임옥상 선생과 서촌에서 

열었습니다. 

‘파열’이라는 단어를 30개국 언어로 쓰며 영추문에서 경복궁으로 걸어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든 디자이너이자, 

한글을 말할 때 제일 앞에 세울 분이죠. 그래서 그가 태어난 서촌에서 

행사를 가지며 정신을 기렸던 것이죠. 

I heard you predicted the bright future of the calligraphy design 

culture in Japan during the 1990s.

Companies	do	a	 lot	of	 research	and	spend	a	 lot	of	 time	on	making	a	

product.	 A	 product’s	 history	 and	 story	 cannot	 be	 expressed	 in	 print.	

Computer	 font	 is	 limiting.	 I	 think	 calligraphy	 has	 a	 competitive	 edge	

here.	Take	Japan,	for	example.	Korea	is	too	sensitive	to	the	trend,	too	

much	competition	doing	damage	to	the	market.	But	Japan	is	one	country	

in	which	calligraphy	continues	to	advance.	Of	course,	all	 fields	have	a	

transitional	period.	One	of	my	initial	plans	was	to	make	the	public	view	

Hangul	 in	 an	 entirely	 new	 light.	Now,	 I	 am	 glad	 that	we	 can	 interact	

with	the	people	through	the	design	value	and	appeal	of	Hangul.	Some	

calligraphers	say	that	Hangul	calligraphy	is	just	letters	without	meaning;	

that	it	is	not	calligraphy	because	it	uses	computer	font	and	pen;	This	is	

viewing	calligraphy	from	a	western	point	of	view.	Others	say	that	tool	and	

spirit	do	not	matter	in	calligraphy—I	beg	to	differ.	I	started	out	to	create	

something	new	with	basic	training	in	calligraphy,	but	my	ultimate	goal	is	

to	become	a	master	calligrapher.

Do you have a preferred title?

Art	is	expressing	something	and	to	imitate	is	out	of	the	question.	I	want	

to	be	called	a	“calligraphy	artist,”	but	I	cannot	yet	call	myself	an	artist.	

I	 thought	of	 “stylish	 calligrapher,”	but	 then	 I	worry	 that	people	might	

associate	calligraphy	with	stylishness	only.

Why did you set up your office in Seochon?

My	office	was	first	in	Seogyo-dong	and	next	in	Sangsu-dong.	Then,	in	

2015,	I	moved	to	Seochon.	I	considered	Insa-dong	too	because	I	visited	

a	lot	to	drink	tea,	but	stopped	out	of	fear	that	I	would	be	confined	to	

traditional	calligraphy.	I	did	a	lot	of	energetic	work	while	at	Seogyo-dong	

and	Sangsu-dong.	They	were	culture	hubs	 full	of	designers;	however,	

after	a	while,	the	area	became	commercialized,	and	I	decided	to	leave.	

Then,	 I	 thought	 it	would	be	nice	 for	 someone	 like	me	who	has	been	

inspired	by	Hangul	to	live	in	Seochon.	Seochon	is	also	the	birthplace	of	

King	Sejong.	It	is	unfortunate	that	the	town	does	not	have	his	birthplace	

preserved	or	a	memorial	hall.	Gim	Jeong-hui,	Jeong	Seon	(pen-name:	

Kyomjae),	and	Jeong	Cheol	(pen-name:	Songgang)	once	lived	in	Seochon	

as	well.	In	2018,	I	held	the	World	Script	Symposia	with	Lim	Ok-sang	in	

Seochon.	We	did	a	performance	where	we	wrote	the	word	‘payeol’	in	30	

languages	and	walked	into	Gyeongbokgung	Palace	from	Yeongchumun	

Gate.	King	Sejong,	as	the	alphabet	architect,	is	the	first	person	to	credit	

when	it	comes	to	Hangul,	which	is	why	we	held	the	event	in	his	birthplace	

Seochon.

파버카스텔 아티스트 펜으로 즉석에서 쓴 강병인 작가의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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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며 힘든 부분이 있다면요?

상업 작품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길어봤자 한두 달이 주어집니다. 

디자인 작품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컨셉트에 대한 분석과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공부해야 합니다. 

머리에 360도 회전하는 안테나를 달아야 하지요. 디자이너는 

예술ㆍ경제ㆍ정치ㆍ사회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통달해야 해요. 과제가 

주어지면 대상을 분석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지인과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주제에서 이탈할 정도입니다. 그런 

감정이 이입되어 글씨를 디자인하면 클라이언트의 채택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지요. 주관적 해석이 우선되면 엉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요. 작품 컨펌은 때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바로 

결정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 분석입니다. 예술 작품도 

제작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술 작품은 한글자만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업 작품은 스캔을 받아서 마음에 안 드는 그 글자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순수 예술 작품은 일필휘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작품을 완성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는 형상이 있지만 막상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사도 

평생 모자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추사 김정희는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를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글씨를 쓰는 바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 강과 들, 

산으로 다니며 자연과 접촉했지요. 그런 추억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 글씨를 글씨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제가 막내 아들이라 사회 

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한 없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없이 가라앉지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이런 성격이 글씨 쓰기에는 도움이 되었더군요. 글씨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야 하기에 오히려 저처럼 변덕스러운 

성격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되면 미술관으로 

공원으로 나갑니다. 일하다가도 갑자기 노을을 보러 나갑니다. 또한 

추사와 마찬가지로 책을 많이 읽으려 노력합니다. 추사가 강조했던 

학예일치와 문자향서권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문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향서권기는 만권의 책을 팔뚝 밑에 묻어야 

문자에서 향기가 나고 글씨에서 책의 기운이 나온다는 말인데요. 

어떤 이가 먹을 갈아 큰 호수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사용한 붓으로 

동산을 만들었는데도 글자에 힘이 없다고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蘇

東坡에게 자문을 구하자, 만권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추사 역시 마찬가지로 만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글자에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작품뿐 아니라 제품 패키지, 영상 타이틀, 광고, 포스터, 우표 등 

다채로운 분야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글씨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오래도록 품고 있습니다. 

2010년 조각가에게 의뢰해 작은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이나 파리의 에펠탑처럼,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든 대형 조형물 ‘봄’, ‘꽃’ 

두 글자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꽃처럼 행복해 질 것이라는 홍보 

마케팅 전략도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꽃’의 ‘ㄲ’은 꽃이 핀 형상입니다. 

‘ㅗ’는 식물의 가지, ‘ㅊ’은 뿌리를 의미합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설명이지요. 한자 꽃 ‘화(花)’로는 뿌리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이런 꿈을 떠들어댔으니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글씨가 디자인의 기본이 될까요?

디자인의 바탕은 활자입니다. 활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캘리그라피 

공부가 필수적이죠. ‘캘리그라피는 타이포그래피의 시작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양 타이포그래피 수업 방식도 임서로 진행합니다. 

좋아하는 과거의 활자를 그리게 한 뒤에 창작하지요. 서예와 손글씨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예가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신 수양과 창의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요. 일본은 중학교까지 서예가 정규 과목입니다. 서예를 

한다는 것은 문화적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뜻을 알고 글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이지요. 디자이너라면 최종적으로 

선택할 도구가 컴퓨터일지라도 더욱 서예를 배워야 합니다. 문자는 

시각적이기는 하지만, 그 안의 초성ㆍ중성ㆍ종성 체계를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활자를 다루는 사람은 공간감이 부족합니다. 

서예가와 활자공은 같은 글자를 보아도 다르게 보입니다. 한글은 

모아쓰기 개념임으로 해체하고 모아보면 좋은 글씨가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서예로 캘리그라피의 기본을 익히면 시대에 맞는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술적 응용과 가치도 물론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포트폴리오 없이 자격증으로 강사 취업 하기에 안타깝습니다. 

예술성을 논하는 이에게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작품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더 아날로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수고로움을 

행합니다. 컴퓨터로 만든 글자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서예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그렇다고 컴퓨터 글씨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쪼록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thing about your work?

Commercial	work	has	a	tight	deadline.	You	are	given	1–2	months	at	the	

most.	After	being	commissioned	a	design	work,	you	need	to	analyze	and	

interact	with	the	concept,	which	is	why	you	need	to	study.	Your	brain	

needs	 to	 work	 nonstop.	 A	 designer	 should	 be	 knowledgeable	 in	 the	

areas	of	art,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as	well	as	relationships.	When	

assigned	to	a	work,	a	designer	analyzes	the	target	and	thinks	about	it	all	

day	long.	You	even	deviate	from	conversations	because	you	come	up	with	

an	idea	about	the	assignment.	When	you	design	with	such	a	high	level	of	

concentration,	your	work	has	a	higher	chance	of	being	selected	by	the	

client.	When	subjective	interpretation	takes	priority,	things	get	tangled.	

You	have	to	start	everything	 from	scratch.	Confirmation	of	submitted	

work	can	take	time	or	be	decided	immediate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arget	analysis;	artwork	has	a	similar	process.	The	difference	is,	with	

artwork,	if	one	letter	is	off,	you	have	to	rewrite	everything.	Commercial	

work	can	be	partially	changed,	but	pure	art	must	be	written	with	one	

brush	stroke.	Sometimes	it	takes	up	an	entire	month	to	complete	a	work	

because	the	image	in	the	head	will	not	come	out	the	way	you	want	it	to.	

Chusa	always	said	that	even	after	doing	calligraphy	his	whole	life,	there	is	

still	something	missing.

Gim Jeong-hui said inspiration comes from munseohyangseok-

weongi, which translates into character fragrance and book spirit.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

Calligraphy	is	nothing	elaborate.	I	had	a	lot	of	contact	with	nature	up	to	

middle	school,	playing	at	the	river,	 in	the	fields,	and	in	the	mountains.	

Without	 those	 memories,	 I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produce	

my	own	calligraphy.	I	am	the	youngest	son,	which	means	I	had	a	bit	of	

trouble	getting	along	at	times.	My	mood	is	great	at	times,	and	I	am	terribly	

depressed	 other	 times.	 This	 personality,	 which	 I	 always	 considered	 a	

minus,	came	in	handy	when	doing	calligraphy	because	it	is	supposed	to	

contain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my	precarious	personality	works	

quite	well.	 I	visit	the	museum	and	park	when	I	have	time.	Even	while	

working,	I	would	pop	out	to	check	out	the	sunset.	I	try	to	read	a	lot	like	

Chusa.	He	emphasized	oneness	in	the	arts	and	education	and	reading.	

His	famous	phrase	munseohyangseokweongi	means	that	you	must	bury	

10,000	books	under	your	arms	for	your	 letters	to	have	fragrance	and	

your	calligraphy	to	exude	the	influences	of	the	books.	When	someone	

complained	to	Song	Dynasty	literati	Su	Dongpo	that	his	calligraphy	does	

not	have	strength	even	after	he	ground	ink	enough	to	stain	a	large	lake	

black	and	piled	up	a	hill	with	a	used	brush,	Su	Dongpo	recommended	that	

he	read	10,000	volumes	of	book.

You also worked on product packaging, video titles, advertisements, 

posters, and stamps. What is your current area of interest?

I	have	wanted	to	make	three-dimensional	letters	for	a	long	time.	I	even	

asked	a	sculptor	to	create	a	miniature	sculpture	in	2010.	I	want	to	create	a	

landmark	that	represents	Seoul	like	Gaudi’s	cathedral	in	Barcelona	or	the	

Eiffel	Tower	in	Paris.	I	have	already	come	up	with	the	marketing	strategy,	

too.	People	will	become	happy	when	they	take	a	photo	in	front	of	the	two	

Hangul	letters	‘spring’	and	‘flower’	that	I	have	made	in	large	sculpture.	The	

top	part	of	the	letter	‘flower’	will	look	like	a	blossomed	flower.	The	middle	

part	will	look	like	a	stem,	and	the	bottom	part	will	look	like	the	root.	It	

will	be	a	self-explanatory	way	of	showing	the	principle	behind	Hangul	

production.	The	Chinese	character	for	flower	cannot	represent	the	root.	I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dream	for	9	years	now,	so	it	has	got	to	come	

true	soon.	I	am	working	step	by	step	to	make	it	happen.

Will letters remain the basic unit of design going forward?

Print	 is	the	basic	unit	of	design.	Studying	calligraphy	 is	mandatory	for	

making	 good	 print.	 Some	 even	 say	 that	 “Calligraphy	 is	 the	 starting	

point	of	typography.”	 In	the	west,	 typography	classes	are	done	 in	the	

imseo	method.	They	make	you	write	a	font	of	the	past	and	then	teach	

you	 how	 to	 create	 your	 own.	 Calligraphy	 and	 handwriting	 are	 best	

taught	in	elementary	school	because	it	helps	to	develop	a	sound	mind	

and	enhance	your	 creativity.	 In	 Japan,	 calligraphy	 is	mandatory	up	 to	

middle	school	to	represent	cultural	superiority.	Writing	letters	with	the	

knowledge	of	the	meaning	is	something	that	one	should	be	proud	of.	

If	you	are	a	designer,	even	if	you	work	with	computers,	you	should	still	

learn	calligraphy.	This	 is	because	while	 letters	are	visual,	 you	need	 to	

understand	and	handle	the	first,	middle,	and	last	sound.	Type	casters	lack	

a	sense	of	space.	A	calligrapher	and	a	type	caster	would	see	the	same	

letter	and	view	it	differently.	Hangul	is	written	by	assembling	different	

elements,	 so	disassembling	 it	will	 still	 result	 in	nice-looking	elements.	

Learn	the	basics	of	calligraphy	through	writing	letters	and	you	will	be	able	

to	reinterpret	it	in	a	way	that	suits	the	modern	times.	And	of	course,	you	

will	be	able	to	apply	it	artistically	and	create	more	value.	Young	people	

today	get	hired	as	lecturers	with	a	certification	alone,	without	having	to	

submit	a	portfolio.	This	is	a	shame.	An	artist	does	not	need	certification.	I	

recommend	you	to	study	on	your	own	and	make	more	art.	At	this	digital	

day,	we	need	to	have	a	more	analog	approach.	 I	am	constantly	going	

through	trouble.	Letters	typed	on	the	computer	require	effort	to	make	

but	are	different	from	calligraphy.	Don't	get	me	wrong;	I	am	not	saying	

that	computer-made	writing	is	less	valuable	or	lacking	in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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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나요?

글씨를 보면 사람의 태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그간 

부정해 왔습니다. 모든 손글씨가 예쁘고 잘 읽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글자가 삐뚤어도 마음이 착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의 글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반듯한 글자만 보아서는 그가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보면 정말 명필이지요. 

때문에 단지 글씨로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문이 쌓이면 

몸으로 인격이 표출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글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지 그의 글씨가 좋은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시작은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겠지요. 악필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글씨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잘 써야 합니다. 

의뢰 받은 캘리그라피를 잘 써서 클라이언트를 흥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스승 없이 독학으로 공부했으니 서예 

대가에게 배운 이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콤플렉스도 장점이 될 수 있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더 

노력하게 되지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스스로 공부했다고 후배들에게도 독학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과정을 배운 제자들에게는 ‘스승을 찾는 것도 공부’이니 또 

다른 스승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젊은 디자이너가 한 수 배우고 싶다고 

찾아가니 서예가들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스승이 있든 없든 

캘리그라피를 좋아한다면 1차적으로 성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면 모자람을 알기에 공부할 수 밖에 없지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밤에도, 새벽에도 눈만 뜨면 글씨를 썼습니다. 붓을 늘 

가지고 다녔고, 군대에서도 기록병으로 근무했지요. 그러나 혼자 하다 

보니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랐습니다. 조형을 알게 

되면서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완당평전』을 

읽으며 바탕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Do you agree that penmanship reflects the owner?

Handwriting	definitely	reveals	the	attitude	of	the	owner.	I	have	denied	

that,	however,	because	not	every	handwriting	has	to	be	pretty	and	easy	

to	read.	You	can	have	crooked	handwriting	but	have	a	kind	heart.	Consider	

the	handwriting	of	Yi	Wan-yong—it	was	beautiful.	You	would	never	think	

that	he	was	not	a	patriot	by	 looking	at	his	neat	handwriting.	 Judging	

character	based	on	handwriting	is	dangerous.	It	is	true	that	integrity	and	

learning	flow	out	of	a	person	naturally,	but	you	cannot	judge	a	person	

by	his	handwriting.	We	can	only	judge	whether	the	handwriting	is	nice	

or	not.	Everyone	starts	out	lacking.	Once	you	learn	of	your	inadequacies	

and	study	on,	you	will	grow	into	a	good	person.	I	hate	to	comment	on	bad	

handwriting,	but	if	you	want	to	make	a	living	with	calligraphy,	you	have	

to	have	good	handwriting.	You	have	to	write	nice	calligraphy	that	will	

benefit	your	client.	I	have	my	own	insecurity	because	I	studied	without	a	

teacher	and	always	wonder	if	I	could	ever	receive	better	evaluation	than	

those	who	learned	from	calligraphy	masters.	But	even	my	complex	can	

become	a	plus.	I	try	harder	because	I	feel	less	adequate.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tell your juniors?

Just	 because	 I	 was	 self-taught	 does	 not	 mean	my	 juniors	 should	 as	

well.	 I	 tell	my	 students	who	 completed	 the	 expert	 course	 to	 go	 find	

another	teacher	because	‘finding	a	teacher	is	also	part	of	the	studying.’	

Calligraphers	were	 apparently	 shocked	when	 a	 young	 designer	 asked	

them	to	become	his	teacher.	Regardless	of	whether	you	have	a	teacher	

or	not,	if	you	like	calligraphy,	that	is	half	the	success.	If	you	like	something,	

you	will	stay	up	day	and	night	to	study	it.	I	loved	calligraphy	so	much	that	

I	always	wrote	at	night	and	as	soon	as	I	woke	up.	I	always	carried	a	brush	

and	worked	as	a	recording	officer	in	the	army,	but	because	I	had	to	do	it	

alone	all	the	time,	I	was	not	even	sure	if	I	was	doing	it	right.	After	learning	

about	 formative	 arts,	 I	 started	 to	 study	 design	 in	 earnest.	 Reading	

wandangpyeongjeon,	I	understood	that	I	need	to	study	the	basic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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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는 늘 가까이 했는 데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서예는 원래 군자의 일입니다. 명상과 수행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문과 수양이 부족해 그런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글씨 쓸 때는 행복하지만 글씨와 마음 일체의 경지에는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서예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글씨 쓰는 것은 가족 

다음으로 소중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즐거운 일이지요. 세상이 

저를 따돌릴 수 없고, 제가 세상을 따돌릴 수 있는 것은 서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와 함께 세 권의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2020년은 안식년을 가지려 한다. 그간 일본 서예 작품은 

많이 봤는데, 중국 서예는 책 위주로 보았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실제로 중국 서예가가 작품을 쓰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스승으로 

모실 서예가를 수소문했으나 쉽지는 않다. 추사 역시 스물네 살에 

아버지와 청나라 수도 연경에 가서 당대 최고 학자들과 교류하며 

발전의 시간을 가졌다. 해외로 나가 서예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넓히려는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그에게 또다른 봄날이 올 것이 

분명하다.

You always loved calligraphy. Did it have a spiritual impact on you 

as well?

Calligraphy	 is	 the	 work	 of	 a	 man	 of	 virtue.	 It	 also	 is	 beneficial	 for	

meditation	and	asceticism.	I	do	not	have	enough	knowledge	or	training	

to	have	reached	that	level.	I	am	happy	when	I	write	calligraphy,	but	I	have	

not	attained	unity	in	writing	and	heart	yet.	Calligraphy	is	the	reason	why	

I	liv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next	to	my	family.	It	is	the	most	

exciting	thing	in	the	world.	The	world	cannot	leave	me	behind,	but	I	can	

ditch	the	world	because	I	have	calligraphy.

Kang plans on publishing three books in 2019 and hold a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20th year of his career. In 2020, he is going 

to take a year off. He has seen a lot of Japanese calligraphy, but only 

seen Chinese ones in books. So he is in search of a Chinese calligrapher 

who would become his teacher. It has not been easy to find someone. 

Chusa, at age 24, went to Yanjing, the capital of the Qing Dynasty 

(1616–1912), to interact with the best scholars of the time and hone 

in on his skills. We applaud Kang for going abroad and broadening 

his views on calligraphy. We are sure that another ‘Spring day’ awaits 

Kang.



○

이선화 / moolg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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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큰하고 날카롭고 부드럽고 꼬일대로 꼬인 다양한 나를……. 매일 종이에 그리고 보고 만나면서 

비슷하지만 다른 날들을 살고 있다.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고단한 시간을 탈탈 

털어버리길 바란다. 그건 세상을 향한 나의 바람이자 작업 그 자체이다.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둘러보면 

당신을 위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고기 이선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일, 신선하게 

내린 드립커피, 화창한 날 갑자기 

잠깐 내리는 갑작스런 비, 창문이 

커다란 작업실,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람의 뉴스, 뜻밖의 

용돈, 멋진 소재와 길이의 옷, 

재미있고 단순한 물건, 친구이자 

스승인 사람, 길위의 담배 상자들, 

나비의 춤, 소박한 얼굴의 꽃 꽃 

꽃, 코끼리 그림, 길 위의 고양이, 

박스형태의 자동차, 착하게 잘 

나오는 볼펜, 하얀색 이미지와 

물건들을 좋아하는 작가. 

최근에는 파버카스텔 볼펜으로 

작업하고 있다.

2018년 겨울과

 2019년 봄 사이에 이뤄진 

이선화 작가의 작업들은

Faber-Castell 그립 2010 볼펜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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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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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많은 이미지와 마주한다. 온종일 들여다보는 핸드폰 화면부터 대중교통에 붙어있는 무수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미지 과잉시대에 어떻게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스턴트 이미지〉

는 순간적인 이미지들의 표현이거나 기억 속 이미지 그 자체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색과 글자, 

이미지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풀어냈다. 어쩌면 이것은 그토록 많은 이미지를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분출일 것이다.

강태구몬. 작가는 기억 속에 

있는 혹은 일상에서 접한 

이미지들을 위트 가득한 짧은 

글과 독특한 색감으로 풀어낸다. 

작가는 파버카스텔 제품이 지닌 

특유의 색감이 그의 기억이 

머금고 있는 색을 표현해내기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한다. 그의 

그림에는 그만의 특징과 색감,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그 모든 

특징을 관통하고 있는 건 냉소적 

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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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hungry

2018

acrylic on wooden plank

53.0 x 6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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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 shop

2019

multimedia on wooden plank

65.0 x 53.0cm

Faber-Castell 오일 파스텔, 

전문가용 유성 색연필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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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fish

2019

multimedia on wooden plank

65.0 x 53.0cm

247
Faber-Castell 오일 파스텔, 

전문가용 유성 색연필로 작업



249



251

우리는 매 순간 만난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꽃이든 비든, 불행이든 행운이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사물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

감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그것을 향해 기울거나,

나와 너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떤 건 깨지기 쉽고,

어떤 건 너무 단단하고,

어떤 건 상처가 잘 나고,

어떤 건 흔하고,

어떤 건 그 모든 걸 가만히 품는다.

우아하게, 넌짓이.

그것으로 족하다.

PHOTOGRAPHY. KI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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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세계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파버카스텔의 창의적 제품들이 지닌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버카스텔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객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독창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꾸미거나 다이어리 쓰기와 

같은 유행에서 볼 수 있듯이 아날로그에 초점을 둔 소비 트렌드는 

파버카스텔 제품의 판매량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준 전문 사용자 및 취미 사용자와 같은 고객들로부터 

변치않는 기대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지만 파버카스텔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파버카스텔의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에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리며, 2019년에도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롤프 쉬페렌츠

As a result of digital technologies, our world is moving at an 

ever faster place. Despite - or perhaps even because of - the 

digital transformation, Faber-Castell's offers in the field or 

writing, drawing and colouring are increasingly valued by 

the customers. Faber-Castell has established a beneficial 

dialogue with its fans and users through Social Media, 

listening to their needs and requirements, giving advice and 

consultancy and encouraging their creativity. Additionally, 

analogue trends are nourishing our sales, as seen with hand 

lettering and bullet jounaling. We will excite artists, semi-

professional users and urban sketchers alike. Customers 

become more demanding and are better informed than ever 

before. We are positive that we can impress them together.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trust in our long-term 

brand strategy and look forward to a successful cooperation 

in 2019!

Managing Director Europe / North America

Rolf Schiffe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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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iest pe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