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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Grey & 12'여는 작가 박미나. <<국제갤러리 제공>>

"범위나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지킬지 깰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끝이 어딘지
알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작가 박미나는 일단 모으는 스타일이다. 세면대에는 서로 다른 비누가 10 개 정도 놓여 있을
정도다. 일일이 다 써본 뒤에 그 중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고르기 때문.
이런 성격은 작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감과 색연필 등을 회사별로 다 모은 뒤 종류별로 분류해 작업하는 식이다.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박미나의 개인전 'Grey & 12'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7 개
물감회사에서 나오는 12 색 유화 물감 세트 11 개가 사용됐다.
누구든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12 색 세트를 일단 모은 뒤 정방형
캔버스에 회사별로 붙인 고유의 색채 명칭과 배열 순서에 따라 물감을 입혔다.
작가는 19 일 기자들과 만나 "재료를 사서 모으고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새롭게 시도하는 추상회화 'Figure'도 선보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0 호부터 200 호까지 초상화(Figure) 용도로 규격화된 캔버스 22 개가 왼쪽
벽부터 차례로 걸려 있다.
모두 작가 주변의 인물을 떠올리며 개개인의 초상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제작했다. 무채색의
추상화지만 실은 22 명의 초상화인 셈이다.
스무 살에 만난 첫 남자친구의 초상을 그린 작품에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모든 게 미숙해
끝내 상처투성이로 남은 첫사랑의 강렬한 인상이 손바닥만한 캔버스에 담겼다.
다른 작품에 비해 밋밋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짙은 회색의 캔버스는 묵묵히 애정을 주고
헌신적인 어머니를 떠올리며 제작했다.

"눈에 띄지는 않는데 사실 굉장히 두껍게 그린 작품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애정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죠."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색칠 공부 드로잉 연작 중 신작도 감상할 수 있다.
수백 권의 학습용 색칠공부를 모아 온 작가는 도형의 기본인 해와 달, 별의 이미지가 담긴
낱장을 일일이 분류한 뒤 12 색 색연필 등을 사용해 해와 달, 별만 남겨두고 색칠했다. 작품의
바탕이 된 색칠공부 속 다양한 캐릭터도 아기자기하다.
전시는 내년 1 월 19 일까지. ☎02-735-8449.

MeeNa Park, 12 Colors Drawings II, 2013, Colored pencil on coloring page, [Jikuguahak
Colored Pencil], 34.5 x 26.5 cm each (framed). <<국제갤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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