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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서 “먹”까지

뻐1 에 르 레스따니

1990'견 7.8. 서 울

우리가 李鍾靜의 作品世界로 파고들어 갈 때

에는 마치 天地가 創造되던 記憶 속에서의 世上

언 根源的이고도 原始的언 世界 속으로 벨-려 들

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펀다.

1989년의 글에 셔 나는 다음과 감이 쓴 바가

았다.

“李鍾햄의 野心만만한 꿈은 自身의 視線을

大地위의 最初의 A間에 게 代替시키는 일이며，

(공룡의 出現이 나 들소들의 戰蘭에 , 휴은 햇

빚의 彈烈함에 질컵하여) 洞庸 속으로 폼을

숨기기 전에 우리 先祖들이 自身들의 첫 視線

을 援與했던 것처렴 매우 激烈하고도 驚歡에

가득차있는 눈칼을 生命力으로 充滿된 그 호

間으로 먼지는 일이다. 그 視線은 또한 널-암

스트롱이 달위에 最初의 말자국을 내 딛으면

서 自身의 周邊에 던져졌던 視線과 같은 것

이 기 도 하다(그때는 至今으로부터 20년 전언

1969년 7원 21일 ， 寶際로 李鍾햄이 自身의 績

畵를 이미 Fresco에 서 看想하였던 同一한 時

期였다. ) 닐-암스트롱은 우리가 집작하고 있

었던 常識을， JlP달은 이미 죽어있는 별이라

는 事寶을 目擊者로서 우리에게 再確認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韓國의 한 藝術家는

最初의 人間의 自己自身과 삶에 대해 視線을

購與하기 전에 原初的인 自身의 環覆 위에 購

與하려 했던 視線의 總體性은 回復하고자 努

力하게 된다

李鍾햄의 質料에 대한 보다 精製된 構成의 表

象언 默視的 動作性에셔 도움을 받는 것과 똑같

이 또한 바그마 속에서 녹아내리는 輪熾을 聯想

하게 하는 根源的얀 生動感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理由에서이다.

I뿔示에 서 意、味까지는 단 한결음 밖에 되지 않

는다. 風景， 建物의 表意文字， 말이 나 물소떼가

作品의 表面에 ‘짧出 되기까지에는 참으로 오래

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냐에게 있어서 이러한 出現들은 自然됐序로서

의 復歸라는 意味를 지난다.

이려한 出現들은 時間에 대한 오랜 熟考， 質

料에 比하면 無限 한 時間의 相對性에 대한 長

久한 思慮를 表出한 것으로 보언다. 왜냐하면

李鍾햄은 불꽃의 淡紅빚 뿜光이 나 벚服， 天然頻

料의 유황質的이고도 敵密한 密度에서 뿐만이

아니 라， 그가 먹 으로 그런 流麗한 71<뚫畵와 大

地의 素擺， 이런 線鋼를 構成해 내는 激浪과도

같은 線泳에 있어서도 그는 亦是 縮뽑的 質料表

現의 大家이기 때문이다.

動作的 二元性에 대 해 質料的인 二元， 性 JlP
흙과 먹 , 現寶의 不透明性과 現實의 變짧가 對

應한다. 그려나 作業中인 쫓켈術家의 精神 속에

월寶로 二jGf生이 란 것이 存tE할 수 있는 것일

까 ? 그것은 차라려 漸進的안 過程의 繹↑용한 突

然變異의 最終歸結언 歸納的 結果가 아닐 까 ?
構成動作이 內的 必然性에 依해 어떤 意味를 지

니게 될 때， 그 構成動作은 意、味를 置情 바꾸는

것일까?

作品을 창작할 때， 水뿔畵와 版畵(!!±紙畵:， 휩퍼

*버릎홉， 용훌畵) 等을 製作할 때마다， 이 런 作品들

은 原初的언 洞察力의 有機的 總體性 안으로 浮

刻되는 것이다. 이러한 創作의 統一性이 {Fp品에

있어 氣題의 原動力과 基本的얀 力뚫을 이 루는

것이다.

격~~필i햄의 動因的 ~間은 그의 銷폈에서 至極

히 퇴然스럽게 記述되어져 옮겨가게 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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