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간

천연염색과
화가 부부의 가족공방

바느질로
차앤박콜렉션

쪽은 파랑을, 치자는 노랑을, 소목은 빨강을 선물한다. 쪽, 치자, 소목에
물든 천은 꽃잎이 되고, 예술가의 바느질에 ‘자연을 담은 꽃’으로 피어난다.
자연에서 얻은 색과 천으로 꽃을 만들고, 옷을 지어내는 화가 가족,
천연 염색으로 자연을 담아내는 예술가들이 작업에 몰두하는 곳.
바로 ‘차앤박콜렉션’이다.
글·사진 진성철 기자

꽃을 피워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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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 투 네이처’
. 천연 염색한 천으로 꽃을 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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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이 벽에 걸려 있다. 한 아름이 넘을
만큼 큰 꽃도 있다. 꽃은 파랑, 노랑, 빨
강, 초록 등 여러 색을 가졌다.
자연 그대로 자란 꽃은 아니다. 꽃과
사랑에 빠진 예술가가 자연에서 얻은
천을 꽃잎 모양으로 자르고, 천연염료
로 물들이고, 바느질과 재봉질을 더 해
만든 꽃이다.
화가 부부인 차윤숙과 박원태는 딸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시골 마을에
서 이처럼 천연 염색한 천으로 옷과 생활
용품, 꽃을 만든다. 부부는 치유농장
‘자연을 그리는 사람들’과 천연 염색 제
품을 만드는 ‘차앤박콜렉션’을 꾸려가고
있다.
차윤숙은 지난 2019년에 미국 로스앤
젤레스에서 열린 아트쇼에 꽃들을 선보
였다. 주최 측이 신선하다며 먼저 다가
왔다. 그들은 색다른 꽃들에 반해 퍼포
먼스를 부탁했다.

2

차윤숙은 딸과 함께 직접 천연 염색해서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나섰다. ‘오마주
투 네이처’(Homage to Nature)란 이름
을 준 꽃들로 전시장을 장식했다. 어머
니 같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는 “자연은 인간을 끝까지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한국 예술작품에 특화한 로스앤젤레스 전시장을
둔 보카라 아트 갤러리가 그 작품에 특별한 관심
을 보였다. 보카라 갤러리는 ‘오마주 투 네이처’와
차윤숙을 보카라 뉴욕과 마이애미 갤러리에도 초
빙했다. 차윤숙은 보카라 갤러리와 함께 우루과

1
1 우루과이 에스테 아르테에 2020년 1월 전시된
‘오마주 투 네이처’
2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차앤박콜렉션 공방에서
2019년 10월 열린 오픈스튜디오
3 보카라 뉴욕 갤러리에서 2019년 4월 열린
‘오마주 투 네이처’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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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양도시 푼타델에스테에서 2020년 1월에 열
린 에스테 아르테에도 초대전 형식으로 참가했다.
우루과이 이후 예정됐던 해외 전시 일정은 코로나
탓에 아쉽게도 중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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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박콜렉션은 작품에 사용하는 천을 모두 ‘쪽’으로 기본 염색한
다. 쪽이 가진 천연의 아름다운 파란색과 약효 때문이다. 동의보감
에 따르면 쪽은 독을 다스린다. 아토피, 땀띠 등 피부질환 치료에도
좋다. 차윤숙은 둘째 아이의 아토피를 쪽으로 치유했다고 전했다.
부부의 일을 돕는 첫째 딸 하연 씨는 말벌에 발을 쏘인 뒤 쪽물에 담
갔더니 부기가 빠졌다고 했다.
파랑을 얻어내는 재료인 쪽은 남부 지방에서 찾아낸 우리나라 자생
쪽이다. 따뜻한 지역의 쪽이 염료인 인디고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서다. 쪽을 경기도 안성의 햇볕 좋고 물 좋은 산골짜기 밭에 심어 가
족이 직접 재배한다. 지금은 작품 주문량이 많아 일부는 수입한다.

1 옥빛인 쪽물을
발효시키면 인디고,
짙은 파란색 염료가
된다.
2 인디고
덩어리(왼쪽)와 냉동
보관한 생 쪽잎
3 생 쪽을 항아리에
담아 물로 우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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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은 4, 5월에 심어 7, 8월에 수확한다. 생 쪽을 따서 세척하
고 항아리에 담아 물로 우려낸다. 처음 우려낸 쪽물은 옥빛
이다. 쪽물을 30℃에서 15일 정도 발효시키면 인디고, 짙은
파란색 염료가 된다. 생 쪽 일부는 연두색 염색을 위해 냉동
으로 보관하고, 발효된 인디고 염료는 사용하기 편하게 덩어
리로 만들어 둔다. 수확부터 한 달 정도 걸린다. 쪽 염료를
얻어내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 농사꾼인지 예술가인지 모르겠
다고 차윤숙은 말했다.
노란색은 치자, 울금, 대황에서 나오고, 빨간색은 소목, 홍화
등의 한약재로 염료를 만든다. 자연이 준
파랑, 노랑, 빨강 삼원색이 있으
니 초록, 주황, 보라 등 다른
색은 덤으로 따라온다.

2
1 천을 잘라 천연 염색한 뒤 말리면 화려한 꽃잎으로 변한다. 2 쪽 모종

1

190 I

June 2022

www.yonhapimazine.com I 191

차윤숙은 동양화를, 남편 박원태는 서양화를 전공했다. 학교시절 부터 쪽,
치자 등 천연염료로 그림을 그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천연 염색에 이르게 됐다.
좋은 쪽을 구하기 위해 남쪽 지방을 직접 헤맸고, 염색도 자신들만의 방법으
로 한다. 한국 전통 염색법을 꼭 따르지는 않는다.
천연 염색을 시작한 지 벌써 18년 정도가 됐다. 70℃ 정도의 뜨거운 쪽물에
천을 넣어 염색한다. 쪽물에 담그고 말리고 하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천은 더
진하게 물들고, 산화되는 정도에 따라 색도 달라진다.
기본 염색은 남편 박원태가, 그리고 치자, 소목 등 한약재 염색은 부인 차윤
숙이 주로 맡아서 한다. 부부가 회화를 전공하고 작품 활동을 한 덕에 색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한다.

차앤박콜렉션은 차윤숙이 작품 활동을 천으로 옮기면서 태동했다. 평면적인
캔버스를 벗어나 천으로 입체적인 꽃을 만들면서부터다. 작품을 본 사람들이
옷이나 스카프, 가방 등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다. 예술가의
손길이 더해진 천연 제품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1

1 안성 차앤박콜렉션
공방에서 작업 중인
차윤숙 작가
2 안성 차앤박콜렉션의
실내정원
3 천연 염색한 옷들
4 2022년 2월 평지로
옮겨 문을 연 안성
차앤박콜렉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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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은 2022년 초에 안성의 산골짜기에서 좀 더
접근이 쉬운 평지로 옮겼다. 실내정원과 온실,
쇼룸, 작업실 그리고 쪽, 목화 등 식물을 재배하
는 화원도 갖췄다. 실내정원에서는 블루아이스,
셀프레아 등 공기 정화에 탁월한 북유럽 편백,
엔들리스 썸머 등 여러 수국과 흔하지 않은 식
물들을 볼 수 있다. 전시된 ‘오마주 투 네이처’
작품 꽃들도 감상할 수 있다. 또 방문객이 작
가와 원하는 색상과 컨셉의 제품에 대해 대화
하고 의뢰할 수 있다. 쇼룸에서는 천연 염색
으로 만든 옷, 가방, 쿠션, 이불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사전예약하고 찾아가는 게 좋
다. 안성 작업실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2014년에 문을 연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가게를 찾아가도 좋다.
차윤숙을 찾아간 날, 그는 새로운 전시를
위해 꽃잎을 말리고 있었다. 꽃잎들은 자연이
선물한 온갖 색으로 물들어 빛났다.

1 인사동 차앤박콜렉션에서 볼 수 있는 꽃 브로치들
2 인사동 차앤박콜렉션의 내부
3 천연 염색으로 만든 옷, 스카프, 가방,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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