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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담 / 안 종관 (연극펑론가) 
강요배(화가) 

이 좌담은 작가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

보기 위한 소통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좌 

담이다. 

‘왜 그리느냐…’ 

·안종관;이런 자리에, 나같은 문외한이 두분화

가와 함께 그림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게 얼떨떨

하면서도, 한편 관람객으로서의 마땅한 권리가 아

닌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요즘들어 나자신 전람

회장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 것만으로도 80년대 화

단의 새 기운을 실감하는 기분업니다.

따져보면 이제까지의 그럼들은, 미술 전문가들 

아니면 돈많은 사람들의 투자 대상으로 독점되어 

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소외되어 왔 

였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임형의 첫 번째 개인전이 1981년도인 것으로 기 

억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이 두번째 개인전이 되지 

요? 

·임옥상;첫번째 개인전은 자연을 다룬 작품들,

즉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인간의 족

적 · 흔적 내지는 횡포, 바꿔 말하면 자연의 인간에

대한 받L응방식,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이고

영적인 어떤 내용을 다룬 그럼들을 중심으로 전시

하였읍 니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즉 도 

시 ·도시 주변 ·산업호써l 따른농촌의 변모, 이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응방식 등, 삶의 모습을 다 

룬 그럼들을 중심으로 골라 보았읍니다. 

·안종관 ; 정말 이번 전시는 인간의 형상을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갇은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을 만

큼 구체적이고 친절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은조형 위주의 그림으로 부터 내용의 회복,현실성

의 회복, 민중성의 회복이라는 80년대 미술운동의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격변의 상

황 속에서도 인간의 참된 삶을 회복하기 위한 70년

대 문화운동의 축적된 경험이 80년대로 이어지면 

서 나타난 미술쪽의 펼연적인 각성과 그 결과가 아 
년가 해요----

• 강요배 : 70년대 후반에는 미술계 전체가 답답하

고 막혀 있는 분위기였지요. 이것은 우리 미술의 주

체성 회복 문제를 외래 미술의 변용 정도로 해결해

보려는 안이한 생각이나, 형식 자체가 내용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형식주의적 방법론의 무미건조함,

역사적, 사회적 안목의 빈곤, 그에 따른내용의 부

재와 각종 허위의식들이 벚어낸 결과로 볼수있읍

니다.

8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미술 풍토를비판하면서 

우리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성찰이 요청되고, 오 

늘의 미술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의 

미를 가지는가 허는 근본적인 질문이 당연하게 던 

져졌던 것이지요. 물론 사회현실과 미술의 현실을 

관련지어 새로운 각도에서 직시하려는 이러한움직 

임이 초기에는 다분히 단순하고 경직된 경"8"J_으로 

흐른 감도 있었읍니다만-- --

·임옥상; 저의 경우, 현실에 주목하고 의식을 새

롭게 한 것은, 국전이라든가 기타 공모전 등의 미

술 제도 속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자각이 들기 시작한 때 부터 였을 겁니다.

‘왜 그리느냐
’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쳐 왔읍

니다. 내 삶이 고립된 개인의 문제가 아닝을 설감

하면서, 도대체 내 그림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무

엇을 그려야 하는가 생각하기 시작했읍니다. 일단,

그림이란 ‘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것
’

이라고스스

로 전제해 보았을 때, 나의 삶을 결정짓는 사회구

조가 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지요. 나를 표현한

다는 것은 곧 굳건한 역사인식 현실인식의 표현에 

다름아니지 않겠어요 .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에 접근해야 된다 

는 일종의 강박관념 때문에 적극적이고원색적인 온 

갖 언어를 다 동원했읍니다. 



• 안종관 ; 나 같이 전문가가 못되는 사람은 처음

체험적 리얼리티가 필요 개인전보다 임형의 최근작이 훨씬 보가가 쉽고 편

하 다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소위 초현실적인 것보
·안종관 ; 임형의 첫 개인전과 그 이후 다수의 다는 ….

그룹전 등에 출품한 ‘땅
’ 

이라는 연작에서는 좀 달

라지지요?

·임옥상 ; 일련의 암유, 비유 내지는 상정등을 가

지고도 사람들의 의식을 건드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
’

, ‘웅덩이 ,’ ‘불
’ 

연작들이 바로 그

러한 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강요배 ; 저는 그러한 작품들에서 작가의 솔직한

시각체험이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았읍니

다. 저는 푸른 논밭이 붉게 패인 ‘땅
’ 

이란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사물을 보는 작가의 솔직한 시션

이 얼마 나 신선한 충격을 주였던가를 기억하고 있

읍니다. 녹색과 적색의 대비효과나 , 살덩이가도려

내진 듯한 형상에서 오는 충격만은 아니였어요. 사

실, 벼가 자라는 논을 보면, 온통 연두 초록색 천

지거든요.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는 노랑끼나 보라

색끼 , 분홍색끼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또 패여서 속이 드러 난 흙벚도 붉은 색이죠. 바로

이같은간단한 사실, 눈앞의 사물을솔직하게 직시

함으로써 드러나는 그형상을 아무도그리려 하지 않

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낮밤을 고속도로로 달리다

보면 , 엄 형이 그려냈던 갖가지 모습들,- 차창밖에

전개되는 산야의 나즈막한 능선 , 과수원, �{여 속살

이 드러 난 산의 경사면, 숲 사이에 끼어든 광고판,

어둠속에 벚나는 창문 불벚들을 보게 되고 세삼스

레 임형의 솔직한 시션을 되새기게 됩니다. 주위의

흔한 것틀을 그대로 직시하고 작품의 모티브로 삼

는 그 순발력은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

니다. 바로 이같은 진솔한 직시에 의해 발견된 현

상이 옛날의 푸근하고 안온한 정취를 상실하고 있

는 우리 산야의 현실을 일깨우면서, 자연스런 충격

을 불러 일으키지요. 그 솔직한 시션이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읍니다.

• 임옥상 ; 저는 그 초현실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못

마땅합니다. 그 개념은 저오}는 직접 관계가 없는

데 많이들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의 내가

태 어 난  곳. 곧 내 나라의 역사와 현실을 그렬 따

름입니다.

• 안종관 : 그래요 ? 저도 마땅하게 생각해서 사용

한 것이 아니라 인용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꽃밭
’ 

‘나무
’

를 비롯한 몇몇 작품들은 잘 모르겠고, ‘땅 

연작의 상정도 땅은 분명 땅언데 오히려 암호처 

럼 느껴 져요. 그런데 이 번 ‘행복
’ 

‘보리밭
’ 

을 비 땅n I 1981년, 억, 유채, 아크릴릭 (340× 13뼈)부분 

롯한 몇몇 작품들은 나도 많은 결 읽을 수가 있었 

읍니다. 

그것은 감각 의 파편이 정리되면서 나름 대로 구 

체 성을 획득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림이 쉬워 

지 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옥상 ; 그건 전 주로 와서 몇년 동안 살면서 느

낀것 들 입니다. 학교가도섬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탓으로 농사일 하는 사람들 , 도시 변두리의 잡역

부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자

연히 변하더군요

처음에는 전혀 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생각 

이 없었읍니다. 인간생활, 그것도 내가 아닌 남들

의 생 활을 표현하게 될 경우 자칫 그들의 진실성

을 내 입장으로 왜곡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소

재주의
’

에 빠지게 될 위험도 있고요. 마치 초가집

에 사는 사람의 ‘가난 하게 사는 것도 서 러운데 내

가난으로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

라는 비난 

을 면키 어려운 것과 같지요. 그런데도 제가 이들 

의 모습을 그럼으로 옮기게 된데는 아마도 이들에

게서 동류의식을 느끼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밤
’ 

‘창
’ ‘가족’ 

‘거 리
’ 

또 안선생이 지적한그림

들이 그렇지요 ’·



·안종관 ; 그렇지만 임형의 그럼에서 연극적이고

연출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곤 허는 것도 눈에 띄던
더l ···

·강요배 ;달리 말해 작위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지 

요? 

·안종관 ; 그렇군요 그 작위성을 일종의 형식주의

적인 맥락으로 보고 싶은데, 바로 초기에 임형이 

많이 사용했던, 그 충격 수법이 상투적으로 이제까 

지 연장되어 오지 않냐 하는 느낌이지요. 동양화와

셔양화의 중첩 , 두 이질적인 사물의 대치 및 전위 ,

자극적인 색채의 대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현란한 색채의 배합 등은 확실히 반란이 었

고, 파격이 었고, 자극이 였고, 충격이 아닐수가 없었

어요. 이 기볍이 분영 쇼크를 주고 뭔가 일상적인

의식에 강타를 먹이낀 했지만, 이건 감각의 차원에

머물고 만다는 생각입니다.

충격이란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둔화되기 마련이 

니까, 그 충격을 계속시키려면 더 원색적인 자극을 

찾아야 하고--- 그러다보면 형식주의로 빠지기 십 

"'J-이지요. 이번에 출품되는 ‘새
’

야말로 그 충 

격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꽉 채운 

시커먼 독수리 같은 새가 아름다운 우리 산야를 내 

리 덮칠듯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은 정말 끔찍하 

더군요. 거기다 그 새는 부조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실감나고 흉악스럽지요. 

그래 오랜만에 임 형이 더 자극적인 충격적 구성 

과 형상을 발견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 역시

그 형식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아요. 다분히 형 

식주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였다는 얘기지요. 

·강요배 ; 어떤점에선 그 새가 임형 자신이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말하자면 미술계에 대해서든, 안이

한 세계에 대해서든 위압적인 자세로내리 누르려

는 임형의 모습으로 ---

·임옥상: 허. 허. 허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 

·안종관 : 어쨌튼 보는 순간에 와 닿는 충격이 굉

장한 것만은 틀럼없읍니다.

·강요배 : 안선생의 말씀이 엘리는 있읍니다

임 행의 그럼에는 파격, 충동이 늘 있어서, 그것이 

화면상에 강렬한 효과로 드러나곤 하는데, 표현기 

법으로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더 숙고해 볼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화변에서 이질적인 두요 

소를 대립시키는 방식이 지나치게 의도적일 때 신선 

도가 렬어절 수 있고, 오히려 한 화면 전체가그 여 

타의 것, 즉 상투척이고 습관적인 시각 방식을 벗 

어난 것을 보여 줄 때, 진정한 충격과 신선도를 획 

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임옥상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할

수 있을런지 --- . 저는 화변에서 무언가폭발적인 표

현이 없으면 허전해 지는 것 같아요. 일종의 기질

이 랄까. 얼련의 대비는 어쩌면 이 사회현실의 이중

구조라든가 갈등에서 연유한 것이 아년가도 자문 

해 봅니다. 

·안종관 : ‘보리받
’

이나 ‘행복
’

은 이 같은감각의

차원에 서 벗어나 구체 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는

데 …, 특히 ‘행복
’

은 대위법 자체가 겉으로 튀지 

않아서인지, 얘기가 아주 능청스럽게 와 닿는 거예

요. 그것도 뭉클하게 말업니다. 삭막한 현실 속에

서 받을 갈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가

족들의 모습과 삽, 호미, 막결리, 주전자,숨갈,그

리고 뜨거운 대지와 어울려 현실을 개척하는 여유

만만한 의지로서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요소가 그대로 우리 삶의총체성윤 

보여주는데 까지 이르고 있고, 노동과땅의 의미까지 

도 곁들여서 멀엽니다. 코를 골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건강해 보엽니까? 바로 이러한 구체성이 

내 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리얼리즘의 근본이 아닌가 

해요. 



·강요배 ; 아까, 솔직한 시선에 대해 예기했지만,

작품들에 도입된 여러가지 모티브들을 지나치게 상

정적으로 해석해서 광범위 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작가나 감상자가 다같이 절제해야되리라고봅

니다. 다시말하면 임 형의 그럼 소재들은 어떤 역사

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수단이라기보

다, 오히려 그 자체가 현실의 한 단면으로서 알찬

것이며, 이런 시선의 각도가 시대성 사회성을지 닌

다고 보아야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선생이 강

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자첫 설명적인 것

으로 흘러서는 안되겠지요.

• 안종관 : 내용에 따른 형식의 탐구는 계속되어야

겠죠. 설명적인 것이 되었을 때의 역기능은 경계

해야 합니다. 그건 미술의 언어를 포기하는게 아

니겠읍니까?

·강요배 ;그래서 저로서는 솔직한시각이 가장중

요한 것이고, 이러한 눈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

본다면 설영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밀도있는 이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옥상 ; 저는 보이는 것과 보는 것과의 거리를좁

히려 노력 합니다. 보는 방식은 인습화되거나 타성

에 빠지기 쉽고, 또교육적ξ로나 사회적으로 길들

여지기 마련이지요. 어떤 특수한 ‘눈
’

이 강조된다

고나 할까요. 예를 들연, 사물을 꼭 인-".}주의 방식

으로 보아야그럼이 된다거나. 또는 비구상적이어

야 현대적인 언어다라는 식으로 말엽니다. 이러한

보는 방식의 강조는 아마 세계와 개인의 만남을 조

절하는 장치는 될 수 있으나, 창조의 세계와는 무

관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격자로서 그럼

에 임 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인간은 모든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존재인만큼 그 

현장에서의 행동주체자이자 그 성원으로서의 다각 

적 접근이 이러한 상투적 시션을 벗어 날 수 있는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요배 : 주관적 입장이냐, 객관적 입장이냐 히는

것은 사실 그럼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것 보다는 이 두 입장을 똑같이 관통하는 시원한 

관점이 보다 필요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안종관 : 역시, 
‘

행복
’

이나 
‘

귀로
’ 

또는 ‘보리밭
’ 

처럼 우리 이웃이 그려져야 더 좋을 것 같든데 ----

·임옥상 ; 요즈음 사람들을 보면 남이 아니 다는 생

각이 들어요. 저들이 곧 ‘나
’

다라는 느낌이지요. 그

래서 그 전에는 사실 단순히 그럼의 대상, 즉 소재

로만 여겨졌던 사람이나 물건들이 나와 밀접 하 게

관련된 주객의 이분법을 념어서 와 닿습니다. 세상

은 그렴의 소재가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 

는 인식이지요.

그럼의 법으로 세상을 각색하고 규벙화 시키려는 

태도가 전혀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리 영 ll I E8l년, 먹, 유채, 아크릴릭 (3!0 ×!:()or)부분

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현실에 이르는 통로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그린 작품에서 저는

단순히 농부나, 잡역부 등을 그린것이 아니라 이땅

을 살아왔고 지켜왔던 바로 그들에게서 오늘의 나

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안종관 ; 허지만 역시 거리는 있지요.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거리, 이 거리감의 은폐나 호도는

더 큰 자폐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데…. 

·임옥상:
‘

저는 그렴쪽으로만 사람들을이끌어들여

서는안될 것이다. 나와 그렴과 또 관객,이 삼자가

어떠한 지점에서 만나야할 것이다. 셋이 하나가 되

는 상태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

다
’

라는 생각을 그럼 그릴 때 주의하곤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공감대
’

의 형성이 중요히다라는
의미이지요. 공감한다하여 자기를 망각한 것은 아 

니지요. 망각은 곧 현혹이지요. 이런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국 안선생이 말한 거리에 대한 재인식으 

로써 제자리 찾기의 튼튼한 뿌리내렴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동시대의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함께 

살아 가고 있다는 확인과 애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 

다고 봅니다. 

·강요배 :이런 점에서 일련의 종이부조작품은 어

떠한의미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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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이부조는 평면작

품들보다 작업단계가 훨씬 많지요. 흙으로 벗고,석

고뜨고, 종이로 떠내고 다시 채 색하는 번거로운 여

러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자

신 저와는 다른 일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일’ 

에 눈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를테면 인

간 모두를 소모하는 인생살이의 숙명적인 어떤 상

황말업니다.

·강요배 ;전면적 생의 투여, 즉 생각하고 땀 흘리

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전체적 인간다움의 생활 말
• 업니까---?

·엄옥상 : 그렇습니다. 지적 우월감이나 인습적 사

고나 관념이 한갖 우%에의 맹종에 지나지 않는다

는 생각이지요. 작엽성 즉 성칠성에 대해 다시 보

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교와 성실성의 문제에서 우

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쉽게 효과 볼 수 있을까라

는충통에 사로잡히지요. 기교는 여러단계의 하찮

고 귀찮은 번거로움을 뛰어 념을 수 있게하는 무

기이기도 하지만 자칫 그것에만 탐익히는 함정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기교의 유혹을 뿌리치고 흙 

과 종이의 그 생생한맛에 최대한 접근하려 노력해 

보았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커지고, 단순히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럼을 행위한다는 

즉 활동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이르게 되더군요. 

·강요배 ; 작업전체를 모두 감당히는 뚝심같은 것

이 아쉬운 때입니다 빨리 그렬듯하게 그려내는 재

주와 재치, 보다 안락한 환경, 더 나은 기계와 도

구등 본질적인 미술의 문제오}는 다른 컷에 경도되

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고통속에서 

·안종관 ; 개인의 정직한 삶이 곧 민족적 삶과 통

하지요. ‘귀로U
’ 

‘밥상
’

등은 업체가 주는 느낌이

따사롭고 주제 자체가 늘상 접 하는 현실이기도 하 

여 흥미롭습니다. 이런점에 서 리얼리즘에 주목할 필 

요가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미술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닐는지요. 

·임옥상 ; 우리 미숭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

지요. 사실 리얼리즘은 양식의 차원을 뛰어 념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리얼리즘은 항상 있어 왔읍니다. 나와 그렴과의 얼

치 ,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간격을 좁히는 일에 게

으를 수는 없읍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현실을 은폐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분단의 현실

이라든가 전쟁의 공포 등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우

리들의 문제에서 항상 도피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

해 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소외현"'c을 소극적인 자기 

완상이나 국외자적인 입장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지 

도 모릅니다. 

• 안종관 ; 어떠한 사회현실도 나와 무관할 수 없다

는 자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으로
가능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망상 에서 더불어 웃고

울을 수 있다는 열려진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것업

니다.

·임옥상 ; 현실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

실의 불균형과 삶의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생

리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일 것엽니다. 그것은 곧 사

랑하는 ‘해+ 됨
’

의 애정으로 묶어질 겁니다. 그럼

만을 위해 그렴을 그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

는 것이지요.

·강요배 ; 리얼리티의 문제에서, 그림이란 것이 작

가가 의도한 부분과 작가가 도저히 의도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이 두 영역의 일치 여부가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표면적인 의도와 내

재적인 속뜻의 문제지요. 또, 땅을 그런 펼촉이나

풀잎을 그런 펼촉에서는 땅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듯한, 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처럼 체질적이고 근본적인 감각과 의도적으로 탐 

구된 주제 등이 일치했을 때, 그림의 리얼리티가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돼요. 

·임옥상 ; 리얼리티를 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것이라고 볼 때, 작업 자체가 갖는 허망함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세계 를 잘그

렸다 해도 현실과 그럼은 근본적으로 분리되 고 말

지요. 더구나 한가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다른 문제를 그렴으로 다루게 되는 모

순과, 상업성의 문제,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

들의 이율배반적인 고통을 끊임 없이 겪고 있어요.

관객과의 소통을 찾아야 만이 

·강요배 ; 임 형에게 ‘과연 임옥상은 누구인가 ? 전

시회는 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 그렇게 큼지 막하게

두루마리로 그려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

하고 묻는다면---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지

요9

·임옥상;과시욕, 정말이요, 과시욕이요. 사실이

지 이상한 병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전 조그땅게는

못 그리겠읍디다

• 안종관 ; 단순히 과시욕만은 아닐게고, 그 의의는

중요합니다. 옥내 전시장에서 액자 속에 답답하게

구속되어 있는 그렴과 비교할 때, 액자없는 두루말

이의 큰 스케일은 확실히 속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메시지의 �력도 거기에서 생기는 듯해요.

·임옥상 ; 두루말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흔히들 전

시회가 성황리에 끝나면 그 그럼이 가정이든 어디

든 결렬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한다고들 생각%}는

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않고 있어요. 특히 벽

장식이나 응접실 장식은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럼을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은 뻔하니 팔것을 생각한다면

상투적이고 예쁜 그럼밖에 그릴 수가 없지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려 발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허죠. 이것만이 내 그렴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강요배 ;사실상 저 자신도그러한 고민에 빠져있

는데, 적어도 그럼이 상품으로만 전락해서는 안되

지요.

• 안종관 : 먹고 입고 살고, 또 염청난 재료비는 어

떻게 충당합니까?

·임옥상 : 한참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할 중요한 얘

기라, 길어질텐데 ---- 어쨌든 그림을 팔아야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세성이 그러니 그냥 살아 가야지
’ 

해서는 물론 안되고, 그 보다는 상업주의를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생각할 시기가 되었어요. 

·강요배 ; 어떻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

불어 살고 소통하는 방식,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의

생산과 공급,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체제, 즉

미술의 건강한 유통체제를 우리 모두가 모색해 보

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상 : 저도 이번 개인전의 경우 화랑 전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읍니다. 내 나름대로 새로운 전

시 방식이랄지, 소통의 모색을 해보고 있는데,예를

들연, 학교에다 학생 선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

통의 장을 마련해 본다든지 , 더 획돼시격서 지 역사

회 즉 통네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을 모색해 본

다든지 … 그런걸 생각하고 있어요.

·안종관:이거, 정말난두분께 미술에 대해 좋은

말씀많이 들 었읍니다.

·강요배 ; 임 형은 전체적으로 보아 통이 크고 심지

가 힘찬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수십 점

의 작품 모두에 맥맥히 흐르고 있으며, 또 저로서

는 현재의 힘이 앞으로 십여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

되였을 때의 결실될 경이로움을 기대하고있읍니다.

1984. 5. 



자화상 1983. 종아 아크렬릭 67.5×78cm 

• 임옥상은 매우 커다란 목소리로 웅

변하고자 한다. 그의 언어가 비유적이고 우회적일 경우에조차 목소리는 결코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투가아니다. 

그의 시션은 자기자신 빛 자신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두루 열려 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느낀 것을 거침없 

이 서술하고자 한다. 초라한 소시민인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이 살아가며 겸는 불만과 우울 그리고 간흑 경험하

는 조그만 행복감, 급격한 산엽화와 도시화의 오}중에서 변모되고 파괴되어 제모습을 잃어기-는 선원과 농촌의

정경 및 이를 보고 느끼는 서글픔과 환멸, 그는 농촌출신이다 대낮에 갑자기 나타난 허깨비같은 번영과

광기에 사로잡힌 도시, 군중 속의 소란과 어지러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피로와 고통, 꿈과 현실의

상호배반 또는 악몽과 가위눌럼 ----- 등등.

표현방식 역시 다채롭고 기발하다. 그 자신악 말처럼 필요에 따라 추상적이던 구상적이던, 서구적이던 동양 

적이던, 직설법이던 은유법, 또는 인유법이든 여러 가지 기법과 표현방식을 과감하게 동원한다. 예를들어 전 

통적인 동양화의 기법으로 전원(농촌)의 정경을 그린 다음 같은 화변에 서구적인 유화기법으로 산불이 나는 

정경, 또는 흙이 파헤쳐진 공사장, 자동차 도로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나란히 대비시킨다든지, 과거의 유 

명한 그림을 인용하여 임의대로 패러디화하거나 옹티쥬와 데빼이즈망의 방법을 통해 평벙한 이미지들을 초현 

실주의적 환상으로 변모시킨다든지, 낙서 또는 서투른 만화와 흡사한 거칠고 단순한 필치로 순간적인 느낌을 

속기하는 등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 



그의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은 무엿보다도 난폭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유분방한 상상력이다. 이러 

한 상상력과 다양한 기법에 의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확대, 변형, 전치된 이미지와 정경은 성공적일 경우에 

는 일종의 마력적인 예언과 유사한 불가사의한 힘을 지난다. 그 힘은 인습과 타성에 젖어 있는 눈과 사고에 충 

격을 주어 당황케 만들고 다시급 현재의 상태에 대해 반성하고 질문하게 만든다. 

예언자의 위협적인 말이 비밀스런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러나 그의 예언적인 비견은 매우 신기하고 화려한 색채로 수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두려움보다는 일종의 
상상적인 해방낌L을 준다. 마치 자기자신은 위험에 처하지 않은채 어떤 파국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느끼게 되 
는, 두려움과 뒤섞인 경이 빛 이에 역설적으로 뒤따르는 희열과도 흡사한. ----------------------…------------------”

최 민(미술평론가) 

Lim Ok- Sang s’abandonne plutot a l ’eloquence a pleine gorge. Meme figure et metaphorique, 

son langage n ’a rien d ’un murmure a voix basse. 

11 ouvre son regard sur lui-meme et sur tout son entourage. 11 decrit sans hesitation tout ce qu
’il a 

vu et ressenti. Le mecontentement et la melancolie, le fragile et fugitif bonheur entrevu, le paysage 

rural et la campagne qui se transforment et sont detruits dans les remous de l ’industrialisation et de 

l’urbanisation rapides, la tristesse et le desenchantement qu’il en eprouve-il est l’origine rurale-, 

la ville saisie par la prosperite et la folie surgies soudainement comme des fan tomes en plein jour, 

les troubles et Jes desordres dans la foule, la fatigue et le mal qui sont Jes produits de la misere de l ’ 

epoque, la trahison du reve et du reel I ’un par l ’autre ou leur inopinee rencontre, le cauchemar, 

etc... qu’eprouvent le petit bourgeois ptoyable qu ’est le peintre et sa famille ... 

Sa maniere est egalement variee et originale. Comme il le dit lui-meme, ii use hardiment des 

di verses, techniques et manieres d’expression, comme l ’abstraction, la figuration, l ’occidentalisation, 

l ’orientalisme, le style indicatif, la metaphore, la citation. Par exemple, peignant la campagne dans le 

style traditionnel, il ajoute a cette scene un incendie de montagne peint avec la technique occidentale 

de l ’huile, ou bien represente de fa�on realiste un chantier, une rue encombree d’automobiles pour 

provoquer le contraste. 

En s’inspirant des tableaux renommes du passe, il parodie a volonte ou transforme ces images 

devenues banales en visions surrealistes par un procede de montage et de depaysement; il prend 

rapidement note des emotions momentanees par des touches de pinceaux simples et incisives, 

pareilles a un brouillon ou a un dessin anime assez grossier. 

Son imagination, libre au point d’etre brutale, parcourt son reuvre entiere. Si l ’image ou la scene 

pathetique, grandies, metamorphosees, transposees a l'improviste par cette imagination et les techni

ques dont elle se sert est reussie, elle exerce l ’attrait mysterieux d ’une sorte de prophetie magique. 

Cette force deconcerte, elle choque les yeux et la pensee plonges dans l ’habitude de la tradition et leur 

inertie coutumiere, elle donne a reflechir et a questionner sur l ’etat des choses. 

Les paroles mena�antes d ’un prophete peuvent avoir une influence clandestine parce qu’ell es 

stimulent le malaise existant. Mais la prediction embellie par la merveille et la magnificence des 

couleurs donne un sentiment de liberation imaginaire plutot qu’une simple crainte, - comparable a 

une terreur melangee de surprise et a la joie qui la suit paradoxalement devant le spectacle d’une 

catastrophe. 

이 글은 ‘사랑틀, 빛나는 정신들
’

이란 전시회 (서울미숨관 및 프랑스 영굴랭 조형예술센터) 

의 서문으로서, 최민 (미술평론가)의 글중 부분이다. 



전시작품 목록 

인사 

대화 

소변금지 

아침 

색종이I 

색종이H 

샤과 

밤I 

방n 

밤m

창I 

창n

철조망 

얼월도H 

가족I 

가족H 

가족m

딸-나무 

귀로I 

귀로H 

호랑이 

밥상 

정한수 

꽃밭 

1978 I 유채 130 × 98cm 

1978 I 유채 130 × 98cm 

1978 I 유채 130 × 98cm 

1980 I 유채, 아렬릭엌 164×115cm 

1981 I 유채, 아크릴릭 185 × 139cm 

1981 I 유채, 아크렬릭 244×110cm 

1980 I 유채, 아크릴릭 164×115cm 

1980 I 유채 188 × 127cm 

1982 I 유채 220 × 139cm 

1983 I 아크혈럭 302×139cm 

1980 I 먹, 아크렬럭 280×139cm 

1983 I 유채 197 × 139cm 

1982 I 유채 224 × 139cm 

1982 I 유채, 아크렬링 195 × 139cm 
1982 I 유채 215cm × 139cm 

1982 I 종이부조, 石彩 5× l lOX 95cm 

1983 I 아크릴릭 250 × 139cm 

1982 I 유채 135 × 103cm 

1981 I 유채 159 × 139cm 

1983 I 종이부조, 먹, 石彩 5 × 260X 172 cm 

1982 I 종이, 아크렬링 163×280cm 

1983 I 종이부조, 아크릴릭 5×117×86cm 

19183 I 종이부조, 아크릴릭 5×61×91cm 

1983 I 아크렬릭 360× 140cm 

꽃받 1983 I 아크렬릭 360×140cm 

보리밭I 1983 I 유채 140 × 100cm 

보리밭n 1984 I 유채 320 × 140cm 

자화상 1983 I 종이, 아크릴릭 67.5×78cm 

1984년9월 1984 /종이 부조, 아크렬릭5 × 274 × 185cm

下水H 1984 I 유채 210 × 139cm 

촬영 1984 I 유채 180× 139cm 

동물 1984 I 유채 250 × 139cm 



林 玉 相 LIM Ock-Sang 

1950 충남 부여생 
197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74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엽 

Ne en 1950 a Puyo, ChungNam, Coree. 
Formation artistique a l ’ Universite Nationale de 
Seoul(Section Peinture, Faculte des Beaux-Arts). 
A obtenu le License des Beaux-Arts en 1972 et 
la Maftrise en 1 9  7 4 

Expositions personnelles 
1981 1 ere Exposition personnelle( Centre de Pro

motion de Lettre et d ’'Art, Seoul) 
1982 Zeme Exposition personnelle(galerie de Seoul, 

Seoul) 
Participations aux manifestations collectives 
1974∼ 1 983 Expositions annuelles du ‘ groupe de 

Sibiewol j on ’ (groupe de Decembre) 
1977 ∼1982 Expositions annuelles de ‘Jesam group ’ 

(groupe du Tiers) 
1980 ∼1982 ‘ Artistes d ’Aujourd'ln피 expositions 

annuelles sur invitation 
1980 ∼1983 Expositions annuelles du ‘Group de

Hyunsil-gwa-Barun' (Realite et Prise du Parole)
1982 ∼1983 Expositions annuelles des Enseignants de

de la Faculte, Universite de Jeonju. 

Expositions sur Invitation 
1981 ‘Onze artistes de Figuration Nouvelle; 

exposition organisee par le Kyegan Mis비 
(Revue d ’art trimestrielle du Journal de 
Joung Ang Ilbo) 

1981 Participation a la 12eme Biennale de Paris 
(Section ‘ Audio-Visuel') 

1982 ∼1983 ‘ Artistes de l ’'Annee ’ IGalerie de Seoul) 
1983 ‘Les gens, !es esprits; exposition d ’echange 

organisee par la Galerie de Seoul et le Mu-
see d ’'Angouleme. 

1983 ‘Exposition de Commemoration pour le Zeme 

anniversaire de la Galerie de Seoul ’ 

1983 ‘ Artistes de selection: exposition organisee 
par le Journal de Seoul Shinmun. 

Actuellement, membre du ‘Groupe de Sibiwoljon ’ 

et du ‘Groupe de Hyunsil-gwa-Barur니 il est assi
stant professeur a I ’Universite de Jeonju dans 
la Section d ’Education artistique. 

개인전 

1981 제 1회개인전(문예진홍원 미술회관) 
1984 제 2회 개인전 (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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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전 

1981 계간미술선정 새구상 11 인전 
1981 제12 회 빠리 비엔날레 슬라이드부문 
1982 서울미술관 주최 ’ 81 문제작가 • 작품전 
1983 서울미술관 • 앙굴렘미술관 교환초대전 

서울미술관 개관 2 주년 기념전 
서울신문사주최 정예작가 초대전 

1984 서울미술관주최 ’ 83문제작가 • 작품전 

현 재 섭이월전, 현실과 

발

언동인 
전주대학교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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