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원속에서 태어나는 작품

(*영원: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권력의 구조적인 틀 안에서는 우리들의 사고와 감성도 그들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술가가 정돈되고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서 어떤 전략적인 태도로 작품을 대한다면 한 줌의 맑은 공기를 작품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정해진 개념 밖에서의 순간적인 빛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다름”과 그들 나름대로의“되어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품은 벌거벗은 순간과의 만남이고,그 순간의“다름”을 형상화 시킵니다.

이 형상은 또 그 자신의“다름”을 분출하고,스스로 살아나서 우리를 영원의 순간에 끌어 들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영원과의 만남

저에겐 이 세상 모든 것 들이 살아 숨 쉽니다.

생물도 무생물도 모두 그들만의 소리로 속삭이며 맥박 칩니다.

돌도,나무도,인간들도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연필도,한 장의 종이도,헝겊 조각 하나도 그들 각자의“다름”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다른 언어로,다른 색깔로,다른 농도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불협화음의 고함으로,또 어떤 때는 조용한 화음으로,

때로는 적막의 깊숙한 감성으로 다가옵니다.

작가로서 저의 임무는

흙,모델,순간의 공기,순간 그 자체의“다름”을 감성화하는 것입니다.

저의 손이 움직입니다.

형상은 태어나고 순간의 물질성에 가담합니다.

즉,“영혼적 물질성”에 가담합니다.

작가는 눈으로 귀로,몸 전체로 순간의 물질성의 흐름을 만나 그들 모두의 강렬한“다름”에 참여합니다.

형상은 살아나고 두발로 서서 그 자신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의존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순간을 깨우며 그 자체의 강렬한“다름”을 내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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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서울에서 태어난WonLee작가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조각가이다.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미술의 기초를 닦으며 수석 졸업하였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포기하고,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캐나다 브리티시컬

럼비아 상과 대학원을 수석 졸업하여 회계사 일을 시작한다.하지만 예술의 꿈을 접지 못 한 그는2002년57세의 나이에 존슨 스테이트 칼리

지 대학원에서 다시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2007년 뉴욕 아트 엑스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2010년에는‘콩고 독립50주년 기념으

로’란 작품이 콩고 대통령궁 앞에 설치되기에 이른다.현재 국제 조각협회 이사회 임원 등의 직함을 맡고 있으며,특히 버몬트 아트 스튜디오

16인의 이사 중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WonLee조각가는 노년의 나이에도1년에50점 정도의 작품을 다작하며,전 세계 각 대학과 미술관 등 강의 활동으로 꾸준히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작가이다.

학력

미국,버몬트JohnsonState칼리지(M.F.A)

캐나다,BritishColumbia대학교(U.B.C)

미국,L.APepperdine대학교(B.F.A)

한국,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 학사

한국,휘문고등학교



현재 활동

SculptorsSocietyofCanada이사회 멤버(Canada)

PeterGreyMuseum이사회 멤버(PuertoVallarta,Mexico)

InternationalSculptureCenter프로페셔널 서클 멤버(USA)

ZwolleInternationalSculptureSpace고문(Zwolle,Netherlands)

VermontStudioCenter전 이사회 멤버(Vermont,USA)

캐나다 조각 협회 내“WonLee신진 예술가상”제정

OCAD대학교 내“WonLee순수 미술상”제정



LuLu
2004
51x18x17cm

AYoungGirl2-04
2004
124x30x22cm



StonSong1-05AYoungGirl
2005
57.5x28x14cm

2005
58x14x10cm



LuLu18-2
2006
101x25x20cm

ADouble
2006
100x26x22cm



IntimateEncounter
2006
81x23x13cm

Emergy
2006
114x32x20cm



AMuteSeductionNo.1
2006
66x18x19cm

AMuteSeductionNo.2
2006
90x20x18cm



AYoungGirl-Future
2006
58x16x14cm

BodyWithoutOrgan
2006
81x23x16cm



TheMeditators
2006
38.5x48x16cm



DifferenceandRepetition#6
2008
220x124x28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