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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이것은…
이어지는 페이지의 작품들을 보는 동안, 

가능한 많은 답 중의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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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전>, 테라코타이성범, <보이지 않는 힘>, 테라코타



정준모, <바라보다>, 사진최진섭, 자화상 <투혼>



피터 루이, <Mary Walling Blackburn>, 사진 스티븐 에라, <Dale Cannedy Boxing a Brailled Bird>, 사진 



카를로 치넬리, <무제>미츠시마 다카유키, <캔커피 마시기>, 콜라주



하인리히 안톤 뮐러, <콧물을 흘리는 남자>사바 세쿨리치, <사바에서 사바에게>



포크다.
한 시각장애인은 점 3개로 포크를 그려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사물의 정수에 곧바로 다가갈 수 있었고,

표현의 관습에서 자유롭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장애는 예술의 또다른 세계를 여는 새로운 감수성이다.

able gallery에 걸린 작품들은 모두 장애인의 작품입니다. 팔 없는 화가가 일필휘지로 그려낸 

필묵 크로키의 대담한 필치와 축약, 시각장애 사진작가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포착해낸 

사진의 독특한 아우라, 정신장애 화가의 독창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그림…. 모두 ‘장애가 

이들의 독특한 감수성’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작품에는 저마다 고통스럽게 품어온 장애가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돼 있습니다. 



석창우의 필묵 크로키 작품. 석창우는 지난 1984년 전기감전사고로 양팔

을 잃은 지체장애인으로, 의수에 붓을 끼워 크로키 작업을 한다. 현재까지 

18회의 개인전과 7회의 해외 초청전을 가졌다. 관련기사 p.130

최진섭의 자화상 <투혼>. 최진섭은 전신마비장애인으로 부자유한 손가락

에 붓을 고정시켜 그림을 그린다. 1992년 <소울음 3인전>을 시작으로 해

마다 꾸준히 전시활동을 하며, 한국장애인미술대전 등에서 수 차례 수상

했다. 현재 장애인 화가들의 그림공간 ‘소울음’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p.80

정준모의 사진작품 <바라보다>. 정준모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사진을 찍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임 ‘도사모’(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동한

다. 정준모를 비롯한 ‘도사모’는 매년 정기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성범의 테라코타 <보이지 않는 힘>. 시각장애아 이성범이 ‘우리들의 눈’ 

워크숍에 참가해 만든 작품이다. 눈이 보이지 않아 손이 더 중요해진 걸

까? 유난히 강조된 손이 존재 전재를 지배해버릴 것 같다. / 사진 박정훈 

관련기사 p. 62

이은미의 테라코타 <도전>. 시각장애아 이은미가 점토로 상상력을 표현한 

작품이다. / 사진 박정훈 관련기사 p. 62

김영수의 누드 크로키 작품. 김영수는 진행성 근육병으로 목 밑으로는 움

직일 수 없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다. 1992년부터 구

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5회의 개인전과 150여 회의 그룹

전을 열었다. 관련기사 p.106

지현곤의 카툰. 지현곤은 하반신 마비로 40여 년 동안 칩거하며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다. 1991년 제5회 주간만화 신인 공모전으로 데뷔하여, 현

재까지 국제만화전 등에서 11여 차례 수상했다. 2007년 8월 서울애니메

이션센터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다. / 사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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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루이Peter Lui(홍콩)의 사진작품. 피터 루이는 어린 시절 시각을 잃

은 시각장애인으로 12년째 사진작업을 계속 해오는 한편, 현재는 바루크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하인리히 안톤 뮐러Heinrich Anton Müller(스위스)의 <콧물을 흘리는 

남자>. 10세 때 치매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뮐러는 가족들이 가져다 준 물

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사진 다빈치 출판사 제공

카를로 치넬리Carlo Zinelli(이탈리아)의 <무제>. 카를로 치넬리는 30살 

무렵 정신분열증으로 수용된 후, 병실 벽에 벽돌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

다. / 사진 다빈치 출판사 제공

사바 세쿨리치Sava Sekulic′ (크로아티아)의 <사바에서 사바에게>. 사바 

세쿨리치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그후 독학으로 

글쓰기와 그림을 배워 67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다. / 사진 다빈치 출판사 

제공

스티븐 에라Steven Erra(미국)의 사진작품. 스티븐 에라는 파슨스 패션

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중 색소성 망막염 판정을 받고 시력이 퇴화하

기 시작했다. 현재 매우 좁은 시야를 통해 미술과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미츠시마 다카유키(일본)의 콜라주 <캔커피 마시기>. 미츠시마 다카유키

는 녹내장으로 10세에 실명했다. 현재는 침술원을 운영하며 아티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