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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中央日報社는 충격적인 조형언어로 시대상을 표현하여 화단의 

주목을 받아온 서양화가 林玉相의 작품전을 마련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며 그는 투철한 작가의식으로 생생한 생활현장 

의 모습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문제작가전」, 「현실과 발언전」, 

「아프리카 현대사전」 동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왔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작가의 노 

력은 부단히 인간다워지려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그는 시대의 증인으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 

야 하고 앞날을 준비해야 할 주인으로서 역사를 뒤적이고 오늘의 

모습을 열심히 살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70년대 초기작부터 왕성한 활동의 80년대, 그 

리고 최근작까지 한 작가의 변모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천년을 바라보고 90년대의 벽두에서 사실적인 경향의 이 전시회 

를 기획하게 된 것은 한국미술의 폭넓은 수용과 미래를 향한 의지 

입니다. 

이 전시에 좋은 작품을 출품해주신 작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1991. 1. 7 

中검관日첼꽉 
代表理事 金東益





林玉相 회화전에 

부쳐 

宋美淑(미술평론가) 

모더니즘 對 민중미술, 형식 對 이데올로기, 추상 對 사실주의의 양분논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多元主義的 視覺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또 급변해 가는 세 

계정세와 그에 부응하는 국내의 분위기에 영향을 입어 그 타당성이 희박해져가 

고 있는 요즘 마치 그러한 二分法에 종언을 告하는 듯 국내굴지의 호암갤러리에 

서 민중미술계열의 임옥상 - 물론 작가자신은 ‘민중미술
’ 

대열에 편입되기를 원 

하지 않는듯하나 - 의 개인전을 마련했다. 이미 作故했거나 生存해 있는 원로나 

화단의 기성중진들만을 단골로 취급해오던 호암갤러리가 길게 줄잡아 15년 정도 

의 경력만 가진 40代의 젊은( ? ), 게다가 王流라고는 볼 수 없는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의 개인전을 주최했다는 것은 가히 획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물 

론 임옥상의 선택이 단순히 민중미술계열의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며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작가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 

가치는 지난 2世代 동안의 우리네의 문화환경, 사회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갈둥, 

계층간의 위화감 및 농민의 삶의 實相을 강한 메시지의 탁월한 감각적 필치로 담 

아냈다는 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나는 작가 임옥상을 한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紙面들을 통해 접 

한바로는 그가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이상이 분명하고 그에 맞는 개성있 

는 작업을 추구함에 있어 놀라운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작가라는 것,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작가라는 점이었다. 「현실과 발언」 동인 그룹전에서의 投劃로 각 

광을 받게 된 임옥상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주로 민중미술 성향의 그룹展에 참가 

해왔고 ’81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의 첫 개인전을 서두로 이번이 4회째의 개 

인전(그동안의 작업을 조망해보는 회고전 형식의)이다. 

임옥상의 그림들의 특정은 우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스케일이 크다는 데 있 

다. 소재가 자연이건 시대풍경이건 역사화건, 혹은 부조(파피에 마쉐 Papier 

Mache)건 두루마리건간에, 혹은 먹으로 그린 그림이건 유채건간에, 즉 개개의 

작품의 틀, 재료, 소재 또는 물리적 크기와 상관없이 그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장 

대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장대한 느낌은 때로는 파노라마같은 시점을 수반, 詩

語式으로 비유를 하자면 서사시를 연상케 한다. 초대(初代) 개인전의 자연에서 

나 부조의 「밥상」, 「아프라차현대사」 그 어느 것에서도 그가 스케일이 큰 작가라

는 것이 즉각 표출되고 있다. 평론가 최민이 말한 바와 같이 임옥상은 “매우 커

다란 목소리로 웅변하고자
”

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의 스케일은 대체로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상상력, 그에 못지않은 기량을 수반한다. 또 하나 그의 작품의 특

징은 그는 항상 구체적인 실체나 현실을 근거로 그들에 내포된 문제를 제기하거

나 메시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과 잔인성

(「산불」),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 특히 농민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보리밭」),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서구인의 수탈의 역사(「아프리카현대사」)에는 현실고발적

인 메시지가 강하게 점철돼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具體的인 현실성에 대한 관

심과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양식은 지연 사실주

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사실주의는 인상주의와는 전혀 다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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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리얼리즘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겠다. 그의 사회적 리얼리즘의 양상은 초 
기(초대개인전에서의) 작품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2회 개인전에서, 그러니 

까 1984년경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

77년부터 
’

81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제작된 작품들로 가진 1회 개인전의 소 

재는 땅 연작과 나무, 꽃 등 인물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자연풍경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그의 다채롭고 기발난 특정이 엿보이며 그는 그림이 

요구하는 대로 추상과 구상, 서구적이건 동양적이건, 또는 직설법이건 은유법이 

건 다양한 기법과 표현형식을 과감하게 병치, 기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인 동양의 산수화 기볍으로 전원풍경을 그린 다음 같은 화면에 서양의 유화기법 

으로 산불이 나는 정경을 삽입하거나 몽타쥬하듯 겹쳐 놓는다든지 녹색잔디와 

붉은 산봉우리들, 황량한 자갈받 한 복판에 나무둥지 하나 혹은 꽃 한송이의 백 

색의 실루엣을 데페이즈망시켜 평범한 형상들을 초현실주의적 환상이나 암호로 

서 변형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조야하고 자동기술적인(automatism) 필 

치로 즉각적인 느낌을 기민하게 옮겨적은 그림들도 있다. 이때에 그의 풍경을 주 

제로 한 그림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파손되어가는 전원풍경과 

제 모습을 상실해가는 농촌의 삭막한 정경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 

가의 말을 빌린다면 그의 자연을 다룬 작품들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나타 

나는 인간의 족적 • 흔적 내지는 횡포, 바꾸어 말하면 자연이 인간에 대한 반응방 

식,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이고 영적인 어떤 내용
”

을 다룬 그림들이었다고 

한다. 

3년후에 가진 2회 개 인전(1984년)에서는 자연의 立場이 아닌 人間의 살아가는 

환경, 이른바 도시, 도시 변두리,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변모와 같은 생존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응방식, 즉 삶의 현장을 취급한 그림들로 이루어졌다. 

일련의 비유나 상정 등(산, 땅, 불, 나무들)을 가지고 현실의식을 일깨우려고 

했던 초기의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나 작가자신은 초현실주 

의적이라는 모호한 표현때문에 변화의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듯 이제 그의 그림 

들은 「밥상」, 「창」, 「가족」, 「보리밭」 등 도시주변 또는 농촌의 친근한 일상들을 

질박한 사실주의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현실주의적 충격요 

법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지는 않고 있는데 「새」라는 작품이 그 좋은 예증이며 간 

헐적으로 기용되고 있는 파격적인 대비구성도 초기작품에서 계속되고 있는 모티 

브다. 2회개인전에서 선보인 임옥상 특유의 일종의 작가의 상표와 같은 기법이 

파피에 마쉐 부조작품들이다. 종이부조에 먹으로 그린 그림들은 작가가 원하는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귀로」의 

인부들의 지친 모습들, 「밥상」의 젓가락, 찌개냄비 등은 삶의 실체성을 물씬 풍 

기는 요소들이다. 작업단계가 평면작품보다 훨씬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과정 

을 통해 작가는 그 자신과 다른 노동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일
’

에 눈을 뜨 

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그림들과 관객간의 거리를 좁히는 일종의 공감대의 형성 

액 큰 몫을 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업과정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기 



자화상 
Self-portrait 

판넬위에 천+유채 
120×80cm, 1976 



교의 유혹을 물리치고 흙과 종이의 생생한 맛에 최대한 접근케 했던 것이 종이부 

조 기법이었다고 한다. 종이부조작이나 그외 유채로 그린 평면작업들에서 부각 

되고 있는 ‘사회적 리얼리즘
’

의 개념을 엄옥상은 단순한 양식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그림과의 일치, 혹은 적어도 그 간격을 좁히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시 말해 사회현실과 나의 관계를 자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활동은 현실 

성을 중심으로, 또는 현실성을 획득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사고가 그의 사 

실주의 양식에 근간하고 있는 골자다. 

임옥상의 기발하고 대담한 기질은 ’88년에 가진 「아프리카현대사」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현대사」는 우선 그림의 물리적 크기, 세로 1. 5미터 가로 

50미터의 초대형 두루마리 작품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의 대담성은 상상력을 

능가하는 데다가 주제가 세계사, 특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아프리카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어 그의 스케일이 극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열핏 생 

각하면 우리네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임옥상은 그의 사회학적, 문화 

사적 상상력을 동원, 그가 이제까지 천착해 왔던 주제, 힘과 노동, 서구인들의 

제국주의적 만행과 수탈의 역사적 비극을 아프리카라는 제 3세계권의 지역현장 

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이 그림의 발상과 동기에 대해 작가자선은 “… 프랑스에 가서 보고 가슴깊이

느꼈던 흑인들의 비참한 모습, 서구문명 사회에서 천대받고 설 땅도 없는 기층부 

아프리차인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거기 오기까지의 역사를 그리자는 데
” 

있었다 

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에 체류했던 2년간 1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했고 그곳 

에서 전시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이 그림을 제작하게 된 진실된 동기는 

“제3세계 일원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프리카 역사에 투영시켜 표현해 

보려는데 있었다
”

고 작가는 술회한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 2년간에 걸쳐 그는 

2부와 3부를 계속 제작, 하나의 서사시적 파노라마를 완성했다. 「아프리카현대 

사」는 아프리차인의 비극적 운명, 수난의 현실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연이어 펼쳐

지는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으로 대체로 3부로 대별된다. 1부는 풍요롭고 평화로

운 삶이 깃든 아프리카 대륙에 기독교가 도래하고, 곧이어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

의 식민지 쟁탈전과 지배, 거기에 선생국 또는 동족간의 땅과 이데올로기 분쟁은

식민지의 큰대화와 그에 따른 각종 선무기의 위협에 노출되기까지의 아프리카인

들의 수난과 고통의 역사가 단락별로 압축되어 묘사돼 있다. 2부는 고향에서 뿌

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바다 건너 자유세계에 도착하고 있는 장변에서 시작되

어 자유서방세계의 독특한 인종차별과 박해로 도시빈민화, 범죄군상으로, 또는
경찰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절박한 아프리카의 기

아문제보다는 핵무기보유를 포함한 무력의 균형과 세계질서를 토의하고 있는 초
강대국 정상회담까지, 이 부분에서는 유럽에 이민간 아프리카인의 현실이 적나

라하게 묘사돼 있다. 마지막 3부는 일찌기 노예상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아

프리카인의 후예인 미국흑인들의 자각과 투쟁, 그러나 백인종 중심의 지배체제

에 좌절되고 끝내는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의 첨병으로서 제 3세계 지역들에 파



새 
Bird 

종이부조+아크렬릭 
269×215cm,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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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되어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마는 데까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포함해 그려놓고 

있다. 귀결부분에서 흑인은 죽은 시체로 고향땅인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온 모 

습을 아프리카 인종의 고유의상을 입은 동포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이 파노라마같은 아프리카 현대사의 기록은 그 자체로서의 총체적이고 형상적

인 인식의 전달에는 성공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임옥상의 ‘현실성의 

획득
’

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작가가 제 3세계적 시각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또는 아프리카의 신식민지적 실체, 그들의 해방의지와 투쟁에 대한 시각 

이 분명한지를 질문하기에 앞서 극히 원천적인 문제같지만 이 현대사가 과연 우

리의 삶의 경험 또는 체험된 삶( lived experience) 질곡의 근대사는 아니라는 것이

다. 물론 유추라는 상상력의 개입으로 얼마간의 근사치에는 도달할지 몰라도 작

가가 ‘현실성과 구체성의 획득
’

을 주장했던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현대사」는 주

제상의 모순의 비난을 변키 어려워 보인다. 사실 이 초대형 두루마리 그림이 주

는 감동은 탁월한 구성능력과 기법, 즉 기술적 기량과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시

각적 효과에 있다. 두루마리 기법은 임옥상의 고안은 아니며 이미 전통 풍경화에

서 차용한 것이다. 반면 이 그림은 전통적인 대자연의 파노라마와 달라 복잡다단

한 인간의 역사를 테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엄청난 노고와 기량이 요구된

다. 사진 또는 영화기법을 과감하고 적절하게 기용, 사실적 이미지와 이미지그룹

으로 스무스하게 연결시키고 있어 서술적 효과는 물론 에피소드를 읽어가는 재

미까지도 곁들여 주고 있다.

지난 4월 3회째 온다라미술관에서 가진 개인전은 「우리시대의 풍경」이라는 명 

제가 부쳐졌는데, 이 땅의 역사를 그리고자 의도한 이 그림들에 대한 발상은 이 

미 82년도에 이루어졌었고 따라서 아프리차현대사 또는 앞으로 그릴 한국현대사 

이전에 그릴 예정이었었다고 한다. 기실 「아프리카현대사」에서 기용된 두루마리 

그림 형식도 또 전체구성도 우리시대의 풍경을 그리기로 의도했을 때 생각해낸 

것들이었다고 하며 그런 의미에서 뒤늦게 선보인 우리시대의 풍경은 「아프리카 

현대사」, 「한국현대사」의 모태가 되는 일련의 그림들이다. 

이 작품의 전체구성은 자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 농촌의 모습, 수몰민얘

기, 그리고 한가족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쫓겨나는 이농의 문제와 이들이 결국은 

도시빈민 즉 산업예비군으로 편입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어서 상 

업도시와 대도시의 현실과 그림의 중심부분에 미 8군이 위치해 있는 남산과 골프 

장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한다. 이어 기지촌문제, 공업생산, 공장지대, 노동현 

장의 전형적인 노동자의 모습, 공해문제와 폐허가 된 분단 현실의 땅의 풍경이 

다 그려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시대의 풍경」 전시는 아직도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아마도 「한국현대사」란 제명으로 완성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보기 드물게 과감하고 기발난 기질과 뛰어난 기량은 그를 함부로 어떤 진영에 

분류해 넣기 힘든 작가가 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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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green 

유채 

134× 167cm,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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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II I Landscape II 
화선지에 먹 +유채, 128×64cm, 1976 



말뚝이 I Maldugy 

판+천+유채, 120X80cm, 1976 



땅/ The Earth 

유채, 110×110cm, 1976 



땅/The Earth 

유채, 170 X 100cm, 1977 





한국인 I Korean 

유채, 84×158cm, 1978 





악수 I Handshaking 
유채, 130X97.5cm, 1978 





땅/The Eaπh 

유채, 146×112cm, 1978 





들불 I Fire in the Field 

먹 + 아크 릴 릭 , 1305 × 129cm, 1979 



林玉相의 작품을 보면 즉시 작가의 創造的 想像力 發想、이 

非常함을 감지하게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視覺對象의 自然、

이 奇異한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現象에서이다.

넓고 시원한 草原이 그 멀리서 火씹에 휩쓸리고 있는 광

경, 잡초와 樹木이 있는 三角진 산 언덕 밑에 느닷없이 地面

에 박혀 있는큰통나무, 화려한꽃나라의 기상, 동서양 風景 

畵의 合體 등이 그 예가 된다. 

草原의 화염은 總情的 詩感과 劇的인 감홍을 共存시키고 

있고, 局部的 딩然、實相에 突發的인 통나무의 介人은 自然生

態의 신기한 現象을 劇化시키고 있으며, 꽃나라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양과 그로테스크한 內面과의 相反的 共存은 心理

的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東洋畵風의 自然과 西洋畵의 自然을 對立的으로 동시 

에 共存시키지 않고 융합시키고 있는 점에서 視覺的인 충격 

을 낳케 한다. 이렇듯이 林玉相은 感情, 心理, 視覺 퉁 多面

의 人間性을 통하여 자극과 충격을 주는 劇作的 發想을 제시 

하고 있다. 

(81년 첫 개인전 서문중에서, 임영방-서울대 인문대교수 미학) 



불/Fire 

유채, 126×126cm, 1979 





땅N I The EarthN 

유채 ' 177× 104cm, 1980 



땅 I The Earth 

유채, 145×97cm, 1978 



웅덩이 II / Puddle II 

아크렬럭, 190×126cm, 1980 





색종이 I Color Paper 
유채+아크릴릭, 246×lllcm, 1980 





나무III /Treelll 
아크릴릭, 208×121cm,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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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 II / The Earth II 

"1 +0}3. '§ iè\ +%�H, 350X 135cm, 1981 





땅 I The Earth 

흙+먹+아크릴릭, 165×131cm,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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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I I Family I 
아크렬릭, 248×137cm, 1981 







거리 / Street 
유채, 138×160cm, 1982 



일월도 I The Sun and the Moon 

아크릴릭, 306×140cm, 1982 



일월도n I The Sun and the Moon II 

유채, 137×194cm, 1982 



/ 

‘ 밥상 I Dining Table 
종이부조, 118×87cm, 1982 

... 밥상n I Dining Table II 
종이부조+아크릴릭, 118×86cm, 1982 





보리 밭 I Barley Field 

유채, IOOX 140cm, 1983 





행복의 모습 / Happiness 

유채, 217×138cm, 1983 



하수구 I Sewage 
아크렬릭, 211×137cm, 1982 





보리 밭R / Barley Field 

유채, 296×137cm, 1983 





자화상 I Self portrait 
아크릴릭 +하드보드, 67×78cm, 1983 





‘가족I I Family I 

종이부조+아크릴릭, 104×73cm, 1983 

... 가족n I Family II 

종이부조+아크렬릭, 101×73cm, 1983 



‘---
----



귀로n /Way Hornell 

종이부조+동양화 채색, 124.5×164cm, 1983 





6 • 25 I I 6 25. the Korean War I 

유채, 175 × 160cm, 1984 





6 • 25 / 6 25. the Korean War 
유채, 395×138cm, 1984 







엄옥상은 또 유례가 드물만큼 힘과 순발력을 강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마치 불도저와 같은 힘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건 거침없이 그려낸다. 그의 그림을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먼저 엄청난 ‘노동
’

에 압도당할 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현대주의를 포함한 모든 제도화된 미 

술과 그 관행을 단연코 거부한다. 이는 또다른 아방가르드로 

서의 몸짓이 아니라 미술도 철저히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일용품처럼 쓰여져야 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화가는 농부나 

공장노동자와 결코 다를 수 없다는 신념에서이다. 그러나 신 

념은 그가 80년대의 저 무지막지하고 혹독한 정치를 체험하 

면서 점차 민중적 시각으로 심화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술에서 금과옥조를 내거는 개성이니 독창성이니 상상력이 

니 하는 말조차 거부하려 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임옥상 

이야말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상력이 남다른 화가가 아 

니겠는가. 그의 상상력은 개인적 공상도 정신의 무한한 자유 

를 향한 것도 아닌 말하자면 사회적인 상상력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88년 개인전 서문중에서, 아프리카 현대사에 부쳐, 김윤수 - 미술평론가) 











Of E2-l:,f � C�Af 2.!p-( !p.�) / Modern History of Africa II (a part) 

0}3. ig �, lOOOX 150cm, 1984-5 







아프리카의 현대사, 정확히는 아프리카인의 수난과 현실 

을 다룬 이 그림은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그린 서사적 회화이다. 그림은 두루마리로 연속해서 펼쳐지 

는 웅대한 스케일의 작품이지만 편의상(제작의 시기로도)크 

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부는 풍요하고 평화로 

운 삶이 깃든 땅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어 제국주 

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과 지배, 신생국 혹은 동족간의 이데 

올로기 싸움, 식민지적 근대화, 그리고 각종 신무기의 위험 

에 놓이기까지의 수난과 갈등의 역사가 압축되어 그려져 있 

고, 제 2부는 제고장에서 뿌리뽑힌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지 

난날 식민모국인 ‘자유세계
’

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자유 

세계의 극심한 인종차별과 박해로 도시빈민화, 범죄 군상으 

로 전락하고 혹은 치안의 앞잡이로 되어 인간적 생존을 철저 

히 파괴당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를 아랑곳하지 않 

고 세계질서를 토의하는 강대국 정상회담까지, 주로 유럽에 

사는 아프리카인의 위치와 현실이 그려져 있다. 제 3 부는 일 

찍이 노예 상인에 끌려간 아프리카인의 후예인 미국 흑인들 

의 자각과 투쟁으로부터, 그러나 완강한 지배체제에 부딪히 

고 끝내 흑인대중은 제국주의, 신식민지주의의 첨병으로서 

제 3세계 여러 지역에 파병되어 추악한 전쟁의 희생물이 되 

고 마는 데까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곁들여 가며 그려놓았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렇게 죽어 아프리카의 품으로 돌아 
온 모습을 민족의상을 입은 아프리카의 동포가 지켜보는 장 

면을 그리므로써 대단원을 맺는다. 그것은 아프리차의 부활 

인가? 애도인가? 이 화가는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는 

언제쯤이나 올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다. 

(88년 개인전 서문중에서, 아프리카 현대사에 부쳐, 김윤수 - 미술평론가) 







OfE.2.l1f �[�Af W / Modern History of Africalll 
1005X150cm, %0loJ] 0}3.��. 1986-7





�7Jl 2.f �[j / Rabbit and Wolf 
%ol i'-:-t:, 106X 85.Scm, 1985 



�"ê / Face

%-01-'fs:+o)-3.��, 35X46cm,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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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I Al[�� ��/Portrait of Our Times 

%-0]-f.3::+0}3.'ê_,ej, 120X67cm, 1986 



Él W / Baeksan 

o� 3. 'l:l ,èJ, 195 X 137cm, 1987



01 Dl Li / Mother 
0}3igièj, 120Xl35cm, 1988



%�01 V/ Puddle V 

0}3. '@ �, 209X 138c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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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Puddle 

0}3. '@ �, 210X 134cm, 1985





OfE.2-1:,f � C�Af( �1:f) / Modern History of Africa(a part) 
0�3. � "1, 254X 137cm, 1988 



• 5f-2.\�Li\ 1987\:1 6i / My Neighborhood June. 1987

to] 1f.s:+ 6:j;�, 270X 102cm, 1989

� 5f-2.\�Lil 1987\:110-r,-l / My Neighborhood October. 1987 
to] 1f-s:, 270X 102cm, 1989 



î2.l�Lil 1987\:1 6�(.!j!.�) / My Neighborhood lune. \987(a part) 
%01 � l:+�1 ;t 270X 102cm, 1989



_... Sf2.J�LiJ 1987t112%:! / My Neighborhood December. 1987 
*o]-!j!-� +,oj ;H, 269X 100cm, 1989

"\" Sf2.J�LiJ 1988t1 4%:! / My Neighborhood April. 1988 
%0]+'!\+,oj;H, 272X98X12cm, 1989 



i'-2.l�Lil 1987'd 12�(-'f-�) / My Neighborhood December. 1987(a part) 
% oj !f-1: + -�:j;H, 269 X 100cm, 1989 





OIAf 7f-c AfïM / Moving 
�o] {-:I: + o� 3 '!l ?cl, 177 X 135cm, 1990 



우리 시대의 풍경을 그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의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이야기를 그려봐야 되겠다는 데에 있 

다. 그러니까 11미터짜리 두루마리 그림인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하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천상도〉를 그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애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고 또한 리열리즘 정 

신에서 벗어난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하늘의 이야기가 아 

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과정 즉 〈천상도〉를 그리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되는 그림을 착 

상했던 것이다. 이번 그림도 〈아폰리카현대사〉와 마찬가지 

로 두-루마리 그림인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림, 그리고 바로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림이 되어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디. 

땅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릴수 있겠느냐, 즉 

땅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 

야 되겠디는 측면에서부터 이 직품의 주제를 갖게 되었는데, 

땅이란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 

는 현장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땅은 바로 우리 삶, 역사의 반 

영 즉 정치 • 경제 • 사회의 반영이며 그 산물이디.

(작가 단상중에서) 



우리시대 풍경 - 이농 I Scenery of Our Times Rural Exodus 
천+아크렬럭, 479×133cm, 1990 





우리시대 풍경 -기지촌의 아침 I Scenery of Our Times-Morning of Military Campside Town 
종이+아크릴릭, 543 × 148cm, 1990 



우리시대 풍경 I Scene「y of Our Times 
아크릴릭, 172 × 148cm, 1990 



그대 영전에 / Offered to the Departed 
아크렬릭, 215.5×147.Scm, 1990 





나무Vil /TreeVll 

아크릴릭+먹, 167×133cm, 1990 





우리시대 풍경 - 들, 바람, 사람들 I Scenery of Our Times Field. Wind. People 

아크렬릭+흙+캔버스, 200×890cm, 1990 





6 • 25 후 김씨일가/ Kim’S Family after the Korean War 
종이부조+석채, 198×131cm, 1990 





우리시대 풍경 - 농촌(부분) I Scenery of Our Times-Rural Area(a part) 
유채, 218×140cm, 1984 





우리시대 풍경 - 달동네 I Scenery of Our Times-Slum 
종이에 아크릴릭, 445×148c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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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작업노트중에서 



자화상/Sel때πrail 
유채, 146×뻐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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