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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玉相은 첫 個/\展을 암두고 자신의 작풍에 대한 신중한 성찰을 하 

게 되였다. 출품할 착품을 선정하는 파정에서 그는 겹이 난다고 말한 

마. 

그것은 오늘날까지 자신의 작풍에 대한 송직하고 겸손한스스호의 ”1 

판에서 몇만원 말이고 느낌이라 생각할 수 있마. 첫 개안전은 어느작 

가이든지 간에 별거 벗은 스스로를 공개하고 評의 대상이 되여진다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러워 확고한 *홉빼이 이에 수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신은 모는 評을 감수하고 자신의 약점을 딸견하여 새혹운 자세를 가 

마듬는 힘이 필 것이다. 

林玉相의 작품을 보연 즉시 작가의 월l造的 想‘像力에 의한 짧想、이 非

常함을 강지하게 펜다. 그것은 정상적언 規寬쳐象의 自然이 奇異한 상 

황무로 전환되고 있다는 現象에서이아. 

넓고 시원한 草原이 그 멀리서 火없에 휩쓸리고 있는 광경, 장초와 

樹木이 있는 三角진 산 언덕 밑에 느닷없이 地面에 박혀 있는 큰 동내 

무, 화려한 꽃냐라의 훔象, 동서양 風景빼의 合륨 퉁이 그 예가 완냐-

草原의 화염은 짧情的 詩感과 없l的인 강홍을 共存시키고 있고, 局部

的 自然몇相에, 突흉的인 통냐무의 介入응 텀然、生態의 新奇한 �象을 

劇化시키고 있£며, 꽃냐라의 화려하고 아픔마운 外樣파 그로fl]스크한 

內面파의 相反的 共存은 心理的 衝뽕을 주고 있다. 

한펀 東洋빼風의 自然파 西洋固의 自然을 쳐立的으로 同時에 共存시 

키지 않고 융합시키고 있는 쁘、에서 規효的인 충격을 낳케 한다. 이렇 

듯이 朴玉相은 感情, 心理, 規宜 等 多面의 /\間性을 通하여 자극과 충 

격을 주는 없l作的 흉想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面에서, 超現몇8성안 表出파 유사함을 생각하게도 하냐, 그가 지 

향하는 곳은 다른 世界이다. 그의 作品에서의 놀라웅과충격은모든g 

然 事物에 內在펀 可갖性을 극대화한데에서 可能케 펀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업然의 |때理에 따릎 自然‘物#으l 갖態、를 시사한 것이마. 

진흙과 오래를 울강으혹 (핏用하여 독특한 土%的인 色感을 共感있게 

옳혔j하고 있으며, i힘布에, 東洋뼈j 울강올 그 表現技法에 짜라 우사하 

고, 西洋빼面파 共存시켜 -$를 이루게 하고 있는 事쫓이 그것이다 

이상의 여러 面을 g몇的表出의 細筆固저렴 보여주고, 。l 에 그 筆力

올 파 시하여 活力있는 긴장강을 作品에 加해주고 있다. 

확실히 그의 作l묘l은 충격파 긴장감, 퍼力感, *빼秘感, 土%的안 느낌 

둥을 냐타내고 있다. 그러냐 무엇보마도 作品을 支配하는 그으l 박랙있 

고 잔취척연 精t,jl이 석극석안 중術活動에 重要하나 이와같은 作家의 多

面的안 才質은 統힘l되어야 할 것이마- 이보은 옳驗파 年倫이 쌓인 創

造的 活動에서 갚아 있는 作品을 낳게 하고, 릎術의 어려웅올 더욱 느 

끼게 할 것이마. 

여기에는 또한 은유석인 것이 있다 그것온 A間의 말초적인 生態를 

여려 角度에서 시사하고 검然、파 生의 順理的 關係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林玉相의 作品은 여 러 더然生態릎 A間中心으호 받아들인 해석과 

現몇相의 表象으로 폴 수 있는 것이마. 

그의 ('F品。 1 -見 환상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理由도, 同質性의 可

흉的인 여러 樣相올 共存하케 하고 있마는 .펴‘에서이다 또한 그 환상 

석인 인상은 色彩와 이에 따르는 분위기, 그러고 .응固的 空間性에도 

연유되고 있다 

차갑고 조용한 支뻐的인 色彩에 서 올연 행하고도 熱웠 딴 色彩의 表

出, 或은 熱뒀있고 화려하며 多彩로운 처�、的 原色t센界 等이 一純의 챔! 

秘感을 강올게 한다-

彩色에서냐 素材, 內容, 構成에서냐 수식i'l':J인 要索가 배제되어 있는 

펴도 차가운 분위 기와 시원한 空間感、융 낳게 하여 빼秘의 척악감을 엿 

보게 한냐. 또한 構圖面에서 %얄樂的인 性格。 1 쫓**§되 고 展開的 空間構

成이 주로 되여, r,셈放的인 固面올 낳게 하고 있는 것도 이에 지적되는 

特微이라 하겠다. 

또 한현, 林玉相의 박력있는 적극성은 材料의 질석안 파악파그給햄i 

的 效果를 몇用it하고 았다. 

林英芳 (서울大 人文大敎授 · 美學)



땅 I (Earth I) 유재Oil 。n Canvas) 176×104an 1977년 







링 N(Ea「th N) 유채!Oil 。n Canvas) 183×108cm 1979년 



불 I (Fi「e I) 유채(。,I 。n Canvas) 131 × 131cm 1979년 



꽃밭(Fl。wer Field) 유채, Of크릴(Oil. Acrylic 。n Canvas) 340X.139cm 1981년 



꽃 (Fl。we「) 유재{。Ii 。n Canvas) 170Xl01cm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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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III (Earth III) 흙, 보래, 먹, Of코릴(Chinese Ink. Soil. Acrylic. Sand 



얼룩 I (Spl。tch I) 유재, 모래(Sand. 0,1 on Canvas) 187 ×130cm 198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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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Wind。w) 먹, 0띤릴(Chinese Ink. Acrylic 。n Canvas) 280 X 139cm 1980년 



불 ill(Fi「e ill) 먹, 아크릴(Chinese Ink, Acrylic 。n Canvas) 420 X 139cm 1980년 



불 II (Fi「e II) 먹, Of크릴(Chinese Ink. Acrylic on Canvas) 320 X 139cm 



나무 I (Tree I ) 유재0,1 。n Canvas) 131×131cm 1978년 



나무 II (T「ee II) 유채 (Ori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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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Tw。 Tree) 유채, 이크릴(。,|, Acrylic on Canvas) 220Xl39cm 1981 년 



자기 엔어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모국어 

로 홍에 겨워 노래할 수 있다연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 낭의 언어를 

벌 경우 그들의 오둔 것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으연 실패한다. 그렇 

게 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상살되고 얀다. 내가 누우인지도 오르는 자 

기 분열상태에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 . 자기 언어를 개딸하고 사용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의 것을 차용하는 것은 스스로 댁한植民化이다. 

신정한 예술은 이러한 헨상을 체질적으로 거부한다. 

나는 누구인가, 모국어는 무엇인가-

역사를 뒤석이고 오늘의 오송을 상펴연서 냐는 많은 좌젤융 겪었마 ‘ 

역사의 단절과 오늘의 사회 현살은 總望이자 極限이었다, 파거 유산과 

는 너무 옐어져 있고 또 서쿠화의 물결에 휘말렐 수도 없다. 나는 이 

모두에 소외되고 있다. 차라리 이 양자를 버립으호써 모든 것이 가능 

할 것이마. 결국 상황만이 놓여있마. 이러한 핸실 인식에서 냐는 작품 

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마. 그것은 바로내가 시작해야 한다는확안이 

마. 

그렇기 얘운에 냐는 형식보다도 내용올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통적 

형삭도 서구의 형식도 냐를 표현하는데 석망치 않다. 모두 내 언어가 

될 수 없마. 오늘의 냐라는 존재는 그 사이에 끼인 엘치기마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형식만을 요쭈한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형식은 내용올 

철저하게 탐구해야 형성된마. 오늘날 우리의 미술이 한겨l에 부딪친 것 

은‘바로 자신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없이 남의 형식을소위 自

己化하는 데얀 탕억했기 혜운이마. 자유으| 형식화가 있올 수 없듯 이 

숭의 형 식화는 화석화이 다-

짜라서 미술에 있어 보현성 • 국제성 둥도 냐에게는 설득격이 부족하 

다 그것들 자체가 형식주의의 또 마흔 연안 동시에 마분히 제국주의 

적 성격을 띤 음모이거냐 우상이마. 

냐는 격뻔하는 시대의 증인으로서 단순한 옥격자가 아니라 이 시대 

를 잘아야 하고 앞날을 준"l해야 할 주인으로서 그램올 그런마. 살고 

있는 이콧 이 역사 속에서 작엽한다 이러한 영제가 우체적무로 검토 

되지 않는 그램은 않은 문제점이 었다고 생각한냐. 그링은 정서석 • 성 

이석 客$가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호 하여 그 意識을 깨워야하는 主#

이 마. 자아를 실현하고 소유하여 부단히 인간마워지 고저 하는 절설한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의식의 문제아 의식한 것융 표헨 

하고 제착하연서 마저 의식하지 옷한 것을 깨닫고 성화해 가는意識化 

의 過程으로서만이 이숭은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마. 

백에서 걸어 냐와라. 말하고 수착하라. 깨워라. 그러고 투플겨라. 냐 

를그모두를 

한심한 서구문화의 쓰레기장에서 개인으로 한계가 없을 수 없마. 그 

러냐 최소한 책임올 지기 위해서 운제를 제기한다. 운제소차 없마연우 

엇을 할 수 있겠는가 ‘ 

나의· 판싱은 인간의 모든 것이다. 역사, 문화, 철학, 정치, 사회 등 

인간은 i 모두를 지난 존재마. 따라서 미술의 의마는 확대되어 인간 

의 선연석 운제에 확산되어야 왼마. 즉 미술의 종합석이 여 동합석 가능 

이 석극석으로 회복되어야 한마. o]술이 인간의 운제즐 외연한마연 무 

슨 가치가 있는가. 

그러므로 냐는 모든 것에 관계한다. 그 어디에고 을러 붙는다. 끈 

끈하게 그라고 홍건히 쏟아 놓는다. 접목한마 신성하마는 예술의 탈 

로 열마나 않은 기만이 있는가 ‘ 캡질을 뱃기는 것이다. 까고우|옆에 폭 

로시키는 것이마. 진실의 운턱에 아가서기 위해 우리 모두 아파야한마. 

아릎당고 밝은 것은 그대로 좋마. 더 냐아지기 위해 어웅고, 칙칙하고 

질척이는 곳올 더듬어 영어지고 까져야 한다. 인습의 굴러11. 역사의 층, 

철학의 능, 예숭의 허위, 운영의 우상, 그 오두릎 헤쳐 내 눈�로, 귀 

로, 혀로, 손으로 만져 느껴 맛보자, 맞서라, 이 세계에 한 인간으로 

부딪쳐 보자. 그 오두가 허우하나 하더라도 이 의식만은 값진 것이다 

앤말로 흙밟은 지가 옐o]-인가. 내 옴짓으로 그의 옴짓을 읽은 지 얼 

마 안가. 아, 엘마나 인간올 사랑하고 또 증요하는가. 

아시 돌아서 이웃이 그렵고, 내 족보가 션영해지는 꿈을 꾼마, 

부끄렵마. 

林 玉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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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성이월전, 미국운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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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그룹선(미술회관) 

1978. 섭이월천(미술회판) 

정부수령30주년기념미술단체초대전 (국랩헨대이숭판) 

민정 기 • 신경호 • 임옥상 3 인회화선 (견지화랑) 

장릉문화원 개관기녕초대전(강릉운화원) 

1979. 싱이월천(미도파화랑) 

제 3그룹전(미술회판) 

서울이대 재 전북동운천(선주예총화랑) 

1980. 성이월전예술회관) 

제 3그룹천(마숭회판) 

헨살파 딸언 옹인선(동산땅화랑) 

싱이월전 광주천(광주낭도예술회관) 

2000년 작가전(광주냥도예술회관) 

오늘의 착가천(미술회판) 

1981. 계간미술선정 새구상 11인천(롯데화랑) 

현대이술 워크삼선(동역미술판) 

재 전북 서울미대동운 선(선주에종화랑) 

현실과 딸언 도시와 시 각전(옷데화랑) 

십이월선(마숭회관) 

제 1 회 개인전(미술회관) 

LIM. OCKSANG 

1948 Born in Bu Yoe, Korea. 

Education 

1972 BF A in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 4 MF A in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roup Exhibition 

1974-81 December Exhibition. 
1977-80 The 3rd Group Exhibition 
1977 Seoul ’70 Exhibition. 
1980 Artists Today Exhibition. 
1980-81 Reality and utterance Exhibi tion 

One Man Exhibition 

1981 Art Center, Culture and Arts Promotion Seoul. 

Teaching Experience. 

1978-80 Lectured at Jeon Ju College. 
1979-80 Full Time Lecturer Kwang Ju 

Educational Junior College. 

Present Status 

Member of December Exhibition, the 3rd Group, 

Reality and Utterance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Art Education, Jeon Ju 
College, Korea, Tel. 6-0071∼6 

Address: Na Dong 106. Yegrin APT. 
Hyoja Dong Jeon 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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