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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박현숙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문구는 “호탕하다.”라는 단어다. 

호기롭고 걸걸한 그의 남편이 생각나기에 그렇다.  권력. 명예. 경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인간관계

가 대단히 원만하였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노릇하기 어렵고 좋은 사람

되기는 더욱 어려운 세상에서 그의 존재감은 컸다. 그를 조용히 내조를 했던 분이 박현숙이다. 늘 차분하고 과묵한 성격이다. 

박현숙에게 그림은 일상이다. 미학을 논하거나 예술을 논하기 전에 그에게 그림은 일상 그 자체였고, 그림을 통해서 자아를

찾고 사유했던 것이다. 자연에 둘러싼 환경이 고향과 같고, 그 안에서 자연을 비롯한 내. 외적인 환경과 친숙해져 자유로움을

느낀 듯하다. 

자연에 대한 시선은 자유로운 응시이며, 정신적 매개로 하여 객관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표현한다. 몰입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찾고 또 자아를 잊었던 것이다. 그 행위 안에서 자유로운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자연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불안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에, 자아를 사랑하고 비워서 주체인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응시하고 고요히 사유하며 내면에 솟아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드러내지 않았고 느슨

하고 조급하지도 않았다.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자세로 즐기며 사유하고 표현할 뿐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가진자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명예는 더 큰 명예를 원하며, 권력을 거머쥔 자는 더 큰 권력을 원한다. 

자신을 세상에 내 놓으려는 욕망, 좋은 기분이 되고자 하는 욕망, 타인의 시선에 의한 우월감의 노예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에

서 온다. 창조의 행위와 창조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 자아 수련과정에 의한 능력과 철학적 사고의

축적이 있어야 표현이 가능하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외부세계에 얽매이게 합니다. 욕구를 버리고 내면세계의 소리에 따라 자유로워지십시오.” 아돌프

케시다 

“창조는 예술과 생존을, 예술과 치유를, 예술과 사회 변혁을 이어준다. 아름다움을 향한 충동과 건강을 향한 충동은 모두 연결

되어 있다. 문화와 예술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다.”저술가 스티븐 나흐마노비치의 말이다.

작가 박현숙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잠시 숨고르기하며 심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

박현숙 곁에서 호탕함은 이제 잊어야하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필자에게도 각인 되어진 생생한 현실로 기억이 된다. 드러

나지만 결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배려의 드러남이었고 자상함이었다. 외형의 아름다움 보다 내면의 덕은

중요하고 생명력은 변하지 않고 오래간다.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할 줄 모르는 덧없는 인간사에

안달하는 바보짓이다. 과거에 집착하고 정을 붙여 개체적 자아에 머무르지 말라”고 한다. 쉽지는 않다. 작가 박현숙에게는 더욱

그러리라. 변화와 갈등의 어려운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시련을 겪고 나면 흉터가 남지만 새롭게 시작할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도 없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스승도, 선사도, 신조차도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창조의 과정은 몰입이고,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깊이 빠져드는 몰입에서 온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유희하기를 바란다. 

작가 박현숙의 말 “아름다운 동행”처럼

동양화가 이의재

아름다운 동행-사색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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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의 속삭임 45.0×35.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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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크고 작은 무수한 별들이 밤하늘을 촘촘히 수 놓듯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남과 헤어짐은 

숱한 사연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이어간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숨 가쁘게 살아온 나에겐

아름다운 동행으로 잠시 숨 고르기하며

심호흡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빛나는 작품으로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욕망과 사명감 같은 것은 나에겐 무의미하다.

평온함 그리고 작품에 심취하여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나의 시간이었다.

소박한 작품들을 펼쳐 보이면서 부끄럽지만 

열심히 살아왔노라 토닥여본다.

먼 곳에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줄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운 마음을 전한다.

작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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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의지 65.5×46.5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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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 46.0×34.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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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다무네미 43.0×34.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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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자연을 담다 60.6×49.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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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봉우리의 이야기 73.0×53.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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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피산은 그곳에 있다. 54.0×42.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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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속의 휴식 65.5×50.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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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련한 그리움 49.0×34.5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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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 고향집 65.0×53.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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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골 45.0×37.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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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산사의 아침 63.0×41.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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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왈츠 120.0×67.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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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돌개 52.5×42.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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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의 노래 65.5×51.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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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의 추억 80.0×56.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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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미소 46.5×34.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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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 꽃길에서 61.0×74.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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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59.0×38.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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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영화를 꿈꾸며 62.5×50.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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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의 눈맞춤Ⅰ  32.0×33.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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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의 눈맞춤Ⅱ  32.0×33.0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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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생존의 외침 54.0×39.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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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자태 34.0×35.0cm  화선지에 먹과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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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아름다움 60.0×50.4cm  화선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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