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하르트 리히터의 획화 - 마흩사의 “편견톨”룰 냄어1) 

김정획/ 서양화과 

1. 다양성을 룡혜서 도달한보편성 

게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대규모 회고전 

이 2002년 초에 뉴욕의 MoMA어|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1년이 넘게 계속되었다. 그처럼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왔던 동시대 화가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ìtz) 

가 일찍이 1960년대에 ‘국제적 앙식에게 굴복했다’면서 

‘조국(Vaterland)을 배반한. 화가로 불렀던 리히터를 미 

국 언론은 .불가사의” 또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현대화 

가.라고 칭송하였다. 

리히터의 회화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 

는 그의 회화의 다채로움에서 찾율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싫주의. 앵포르멜 회화 ‘자본주의적 사실주의. 사진 

옳 보고 그린 윤곽선이 효린 회확， 재현인지 추상인지합 

구멸하기 어려운 회화. 낭만주의적 정물화와 풍경화， 격 

정적인 추상확. 색 때턴 그림 자신의 작품을 부분별로 

나누어 쩍은 흑백사진， 사친 위에 그린 그림， 알루미늄 

판 위에 그련 .회화’， 국기휠 닮은 색 띠 그림 등， 그는 

매우 다양한 앙식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앙식을 ‘폭력행 

위’라고 커부하면서 우리가 미술 내의 여러 특징툴룰 수 

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범주 

률올 무력하게 만들고. 소위 대립적이라고 이해되었던 

요소들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이러한 .불가사이.에 도 

달활수있었다. 

그러나 리히터가 그때까지의 작업을 상징적으로 덮어 

버리듯이 회색 그립을 그리던 시기인 1970년 전후 자신 

의 작품 자료를 툴고 절망하면서 미국 화랑들과 작가톨 

율 찾아다녔던 그의 미술이 특회 미국에서 환대블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작품이 미국 모더니즘 회화가 추 

구했던 슨수성과 보편성(unìversality)을 표방한 점이라 

고 힐 수 있다. 실제로 그는 1959년 2회 카셀 도큐멘타 

에서 추상미솔을 처음 보았올 때 누구보다 잭슨 몰록 

(Jackson P이lock)과 루치오 폰타나{Lucio Fonlana) 

에게 매료당했었다. 그리고 이툴의 그림이. 작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로 하여금 동독올 떠나 서독으로 가게 한 

이유이다. 

리<5 1터의 미술이 지닌 술수성과 그가 추구하는 보편성 

은 미국의 훌상미술에서도 발견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이 현재 그의 미술이 국제적으로 되었고. 그의 

미술을 특히 미국 관객들이 환호하고. 특별하게는 독일 

신표현주의의 강력한 비판자인 미국 비평가 벤자민 부홉 

로(Benjamin Buchloh)가 전자어|게 우호적인 비명가인 

사실을 설영하게 해훈다. 

1980년대 초 독일에서 리히터률 포항한 신표현주의 

미술가틀이 동장했을 때 부훌로(Benjamin Buchloh)는 

당시 이 독일 미술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비평가를 가운 

데 하나였다. 그는 독일 미솔가들 가운데 특히 바젤리츠 

와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작품 속의 .독일적. 

요소를율 저1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현대사와 연결시키 

면서 강렬히 비판했었고， 그 자신이 사회를 비판하는 미 

술의 용호자였기 때문에 리히터가 이데올로기에 대해 무 

관심한 접에 대해서는 불만올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후자 

흩 열심히 옹호하고 있다. 리히터는 1986년 긴 인터뷰 

로 자신을 세계적으로 알린 그의 .미학적 스파링 파트 

너. (Robert Storr)와 함께 찍은 스냄사진을 초상화로 그 

려서 그에게 답했다((Courl Chapel. Dresden). 

1) 이 원고는 2003년 5월 갤려리 험대에서 있었던 독일 3인 직가전 종 리 

히터 전시훌 위한 도활fI 인쇄되었던 훌훌 수정， 보왼힌 것으로 조횡연구 

소 면집부의 요성때 따라 재깨재효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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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리히터가 현채 미국 관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더 툴율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서독에서 처 

음부터 표현주의냐 다다외 같은 독일의 전쟁 전 아방가 

르드툴과 보다는 미국적 미솔민 팝아트와 친밀했다는 사 

실이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하노버 다다이스 

트 쿠르트 슈비터스(Kurl Schwillers)와 같은 자국의 선 

배 거장툴율 이 다다이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국 미 

술가인 로버트 라무센버그(Robe끼 Rauschenberg)와 

같은 당대의 미국인 .스타. 률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한펀 리히터의 미술은 상당 부분 독일 낭만주의 전동 

율 보여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버|르미르(Jan van 

Vermeer)의 미솔처럼 여전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 

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술 내의 기준들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올 거부한다. 니체와 프로이드를 

좋아하는 그는 심리붐석학울 높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 

는 그것이 펀견율 제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그 

림에서도 미술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무효화된 앙상들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이 그의 비평가들의 반응이 당 

혹감과 찬사로 나뉘게 하거나， 아니면 이 툴을 동시에 

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에서 무 

효화되어진 미술사의 .선입견 둘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 

한 방식과 대딘히 많은 수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그의 미 

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선업견를넘어서 

리히터는 우선 추상적인 그립과 인물이나 낭만적인 융 

경과 같은 구상적민 그림올 동시에 그린다. 나아가서 양 

식이 서로 다른 이 그립돌은 서로 닮아졌다， 1970년대 

초 그가 그린 단색조의 하늘 그림틀은 같은 시기에 나온 

그의 효|색 그립률이나 〈적-정-황〉과 같은 세 가지 색이 

회색조룹 띠도록 뒤섞인 그림들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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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추상그림톨에서도 이질적인 양식들이 동시에 보인 

다. 그는 붓 자국이 강하게 드러나고 무질서적으로 보이 

는 추상 그림올 제작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1966년 

의 <Color Chart)처럼 팝 아트 색깔을 지닌 미니멀리즘 

적인 추상 회화톨 그리기도 했다. 그의 캔버스는 .음악 

처럼. 다양힌 색들의 화옴을 보여줄 뿐만 마니라.1970 

년 전후의 회색 그림률이냐 사진을 보고 혹백으로 그린 

회화툴처럽 단색조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가 추상적인 

그립과 구상적인 그림올 동시에 그리는 것이 모순된다는 

부훌로의 설명에 대해서 그는 천자가 말하는 모순이 무 

엇율 듯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리히터는 양식을 

.폭력행위’라고 거부하고 2-3년마다 그림 그리는 방식 

을 바꿨율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그링을 동시에 제작 

하였는데. 이러한 접률이 많은 미술이론가들에게는 모순 

적으로보일수있다. 

리히터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미솔사의 선입견이나 

펀견에 대힌 재고는 그가 1962년부터 보고 그린 (잡지) 

사진과 회화 매체의 비교률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진을 보고 윤곽선을 희 

미하게 또는 대상의 재현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도록 그리 

는 방식， 사진 우|에다 물감으로 그리는 방식， 회화를 사 

진으로 찍는 방식， 사진율 보고 그린 그림을 보고 다시 

그리는 방식 툴， 다앙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1960년대 초에 리히터에게 사진은 일종의 리얼 

리티률 대신했었다. 그러나 실내 장면이나 풍경 사진 위 

에 물감 덩어리훌 자신의 추상그림처럼 .덧바른’ 작품들 

에서 사진은 례디메이드가 되었다. 즉 이 작품들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장르인 회화와 그가 1966년 〈엠마{계단 

을 내려오는 나부))톨 그림으로써 이 작품의 부제와 같 

은 제목의 그림을 물으로 회화를 떠난 마르셀 뒤상 

(Marcel Duchamp)O I 선택한 례디메이드가 만난 것이 

다. 더 나아가서 사진 위에 물감을 덧바른 작품들에서는 

가장 완벽한 재현으로서의 자연의 복사인 사진과 추상성 

이나 올감의 자율성과 겉은 모더니즘 미학이 만났다. 사 

진은 문자 그대로 현실을 복사했고， 회화는 구름이나 파 



도률 연상시키는 환영을 만툴고 있다. 사진은 모더니스 

트들이 말하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회화의 전통 

적 기능을 담당하고， 물감은 자기훌 도러내면서(self

reflection) 모더니즘 회화률 만톨고 있다. 

사진 위에 물감을 칠한 작품률율 통해서 리히터에게서 

는 미술사의 펀견에 대한 패러디도 보여지고 있다. 우선 

이 작품들에서는， 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진과 회화 

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기계복제 시대. 의 

복제 가능한 미솔로서의 사진은 그 위에 칠해진， 모방이 

붙가능한 비정형적인 모읍의 물감 자국을 통해서 유일성 

울 지닌 회확가 될으로써 원본이 되었다. 하지만 이 .회 

화’ 의 물감 자국은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칠해져 있어 관 

객은 다른 쪽의 .현본’ 올 상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핀 

객은 이 사진 위에 그린 회화의 원본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게된다. 바탕의 사진에 찍힌 리얼리티는 각 대상 

의 물질성이 균질하게 표현된 비물질적인 이미지가 된 

반언. 회화에서 리얼리티률 환엉으로 표현하던 물감은 

사진 위에서 물질이라는 리얼리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진과 회화에게는 다른 역할 분담이 주어졌다. 사진은 

그것이 복사한 리얼리티훌 시각적으로 비어있는 느낌옳 

주는 공간으로 전달하는 반면， 회화는 그것 안에서 시각 

적 환영을 표현하던 물감을 혹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진이 회화의 캔버스처럼 물갑을 기다리는 바탕이 

될으로써 카메라/기계에 의한 사진의 이미지는 화가/몸 

의 물감/흔적에 의해 덮여 지게도 된다. 

또한 리효|터가 이 사진 작폼툴융 통해서 그가 서독에 

서 1962년에 그린 첫 작품이자 그의 작품변호 1번인 

〈책상〉과 재회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 

폼온 화면 중앙에 책상을 사셜적으로 묘사한 후 책상 중 

간율 앵포르멜적인 붓자국으로 덧칠해서 지운 그림이다. 

그는 1932년 동톡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사회주의적 사 

실주의 그림을 배웠다. 재현적으로 그려진 책상은 그에 

게는 동독의 유산이자 1962년 이후 지금까지 그의 사진 

작폼툴과 사진에서 출발힌 그림툴율 통해서 계속 등효「하 

는 형상적 요소이다. 반면 물감 지국은 그에게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기가 된 롤룩의 그링에서와 같은 서방 세계 

의 유산이자 그 후 서독에서 제작된 전자의 추상그림올 

통해서 계속 등장한 요소이다. 

한편 이러한 사진 위에 물감이 발라진 작품들이 그의 

후상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 

로 계속 반복되어 제작되는 방식은 리히터의 작품이 구 

체적2로 저|시하기도 한 원본과 복제 개념의 무력화와도 

연결된다. 

리히터는 자신의 회화작품올 혹백사진으로 찍어 사진 

의 리얼리티 .복사.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 

다.1998년 그는 이보다 20년 전에 그렸던 자신의 그힘 

〈할리픽스(Halifax))률 조명과 카메라 각도를 다앙하게 

하면서 그림의 일부를올 클로즈업하여 128장의 흑백 사 

진을 찍었다. 이것은 〈한 그림의 128장의 사진〉인데. 이 

사진들에서는 원작의 색깔이 사라지고 원화의 물감의 두 

께가 다양하여 조명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나 크기가 달 

라져 원화와는 다른 이미지가 생겨남으로써 찍혀진 위치 

활 원화에서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의 말처럽 리히터의 작품에서는 .샤짚 

은 결코 속이지 않았지만’ 인간의 눈은 그것이 찍은 장 

소툴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자의 사진률은 

사진의 지표적(indexical)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흑백사진들은 그것률이 찍은 다색의 회화와 

다룸으로써 .대상의 완전한 복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의 사진은 대상율 그대로 복사하지 않음으로써 창작이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던 가장 완벽했던 자연의 복사 

매체로서의 사진의 효력은 이 작품들에서는 상실된다. 

또한 이 사진 작품에서는 유화와 사진 매체의 속성률 

의 비교도 이루어지고 있다. 측 섬세하게 고려된 조명과 

각도에 따라 촬영된 사친은 원화의 물갑 자국의 효과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미지를 밝기로 구분 

하게 하는 흑백사진율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났다. 사 

진은 회화 작품에서 물감의 색채는 무시하고 물감의 질 

료적 회화의 특집과 성질만올 포착하였다. 이에 따라 물 

감의 물질성을 직접 드러내는 모든 대상의 물질성율 이 

깨혀 .. 리혀터억 힐.- 미.샤외 .톨견톨.톨 냉어 69 



미지로 동일하게 만드는 사진의 속성의 대비가 이루어지 

고 있고. 혹빽으로 찍혀져 보는 이로 하여금 찍혀진 회 

화 작품율 회색 그림돌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는 현실을 ’복사. 힌다는 사진 매체의 속성과 회화의 재 

현과의 관계에 대한 담론이 시작된다. 

리히터는 “사짙율 회화룹 위한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회화를 사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려 했다고 쓴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힌 그림의 128장의 사진)(1998)은 이 

러한 그의 의도월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리히터가 이 사진들에서 부각시킨 추상 그림(회 

회)에서 표현된 톨감의 톨질성은 1986년 부훌로의 집요 

한 질몸에도 뿔구하고 그가 관심이 없었다고 대답했던. 

회화 안의 재현과 반대되는 조형요소의 자기를 도러냄 

(self-reflection) 개념이었다. 즉 물감은 풍경을 재현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색깔과 젖은 상태에서는 다른 물 

감과 섞이고 칠0 1 가눔히고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는 그 

것의 물질성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리ξ|터는 그가 〈힌 그링의 128장의 사진〉으로 사진의 

북제 예술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던 것과 같은 방식 

으로 회회의 원본성 개냄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전자가 공공연했다면， 후자의 경우는 비밀스럽다. 그의 

추상그림률 가운데 1980년의 ‘직접적이고 제스처적인. 

그링. (파우스트)(295x675cm) 이전에 나온 작품들은 

그 자신의 작폼흙의 일부훌 계속 복제한 것이지만 이 사 

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작가가 서로 작품들을 

연결시키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회화의 원본성 개념이 

라는 관객의 선입견이 크게 작용해서이기도 하다. 앞서 

설영했듯이 리히터가 사진 위에 스퀴즈 기법과 데칼코마 

LI 방식으로 물감율 바른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서 회회의 원본성 개념이라는 선입견에 대해 의문시한 

것이다. 아울러 그가 사진율 보고 그림을 그릴 때 복제 

되는 사진이 원화의 아무라외 오랜 전통율 지닌 회화로 

전이되는 반면. 128장의 사짚처럼 회화를 사진으로 찍을 

때는 그러한 회화가 대량 복제되는 사친으로 전이됨으로 

써 그의 작업에서는 미슐에서의 ’High or Low'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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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존재히지않게 된다. 

3. 이톨법률넘어서 

리õl터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모든 그림에서 내가 추 

구하는 것은 가장 공통점이 없고 서로 가장 대립적인 요 

소툴을 가장 위대하고 적절한 자유 안에서 생생하고 획 

실하게 화해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회화의 종말”이 회자되던 시대에도 회화를 고집스럽게 

지속하면서 .회화는 우리가 무감각한 존재를 능가하는 

어떤 것올 생각하게 도와훈다. 이것이 미솔이 할 수 있 

는 어떤 것이다.라고 회화 미슐을 정의하였다. 

우선 리히터가 말하는 대립적인 요소를 확해시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예는 형상성 또는 채현과 추상의 대 

립의 .확해.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추상 그림들은 일 

견에는 전통적인 재현 회화에서처럼 어떤 연상보다는 모 

더니춤의 자율싱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물감 자국 

자체관옳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그림둘에 

서는. 그의 추상그림의 부제돌이 시사하고 화가 자신이 

그립 속의 이미지툴에서 자신에게 친근한 현실의 모습들 

율 찾아낸다고 하면서 그것을 회화가 지닌 흥미로운 점 

으로 설엉하듯이， 추상미술의 요소인 물감자국과 재현된 

대상을 모두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공원을 찍은 

시진율 그 사진을 .보고. 그린 추상적인 그림과 비교하 

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공원율 재현한 사진을 다시 물 

감으로 재현하는 동안 그의 그림은 실제로부터 멀어져 

간다. 즉 그의 그림은 공원율 추상화해 가는 것이다. 이 

러한 사실은 근래에 그가 자신의 아들율 짝딛 사진을 보 

고 그린 후 그 그림울 보고 그리는 과정을 릴레이 하등 

이 계속하여 나중으로 갈수룩 원래 사진의 이미지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율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이러한 작품들에서 관객은 재현과 추상의 

이불법의 오~ßH훨 경험히게 된다. 이와 함께 리히터의 회 

회에서는 판슐(conventlon)과 새로운 것의 경계도 무너 



진다. 

또한 리히터에게서는 한 그림 인에서도 스퀴즈 기법으 

로 뭉개진 물감 자국과 뭇 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물감 

이 깨끗하게 칠해진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에게 

있어 깨끗하고 우아한 .미’ 와 아르브뤼(Art brul)와 갈은 

생경함과 원시성은 대등해 보인다. 이처럼 그의 그림에 

서는 대립적민 것으로 간주되었던 많은 요소들이 지속적 

으로 나란히 동장한다. 그의 그림에서는 파괴적인 것과 

구촉적인 것이 공존하고.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Caspar David Fríedrlch)의 고요함과 리히터가 서독 

으로 넘어 온 직후 매료되었던 뒤뷔퍼I(Jean Dubuflel) 

나 포트리어I(Jean Faulrier)의 제스처적인 점이 공존한 

다.두터운 물감자국. 회화적으로 무질서적임， 무정형성 

과 물질주의.는 그가 위의 두 미숨가틀에게서 매료되었 

던 요소로 칭한 것이고， 매끈함은 그가 팝 아티스트， 특 

히 리히텐슈타인에게서 매료된 것이자 사진의 특징이기 

도 하다. 이러한 대링적 요소들의 공존은 미술에서 대립 

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각각 경항이 다른 미솔가툴에 의 

해 실현되던 것이자. 따라서 그의 작품을 다루는 평론가 

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점이다. 

나아가서 리히터는 추상 그림율 그리는 동안에도 풍경 

화， 춧물이나 해글과 같은 알레고리적 정물화를 그렸고， 

다른 한펀으로는 소나 책상과 갈은 평범한 정물화툴 그 

렸다. 격정적인 붓질이 현저한 그림울 그리는가 하면 색 

연이 규칙적으로 배얼된 색먼 회화률 그리기도 했다. 그 

는 아마츄어 사진을 보고 인물화끓. 백과사전 속의 사진 

에 따라 초상화홉 그리기도 했다. 그는 1977년 10월의 

적군파 딘원둘이 사살된 사건율 11년 후에 그린 

(Oktober 18. 197η나， 재클린 커|네디처럼 대중적인 민 

물과 자신의 가족과 같은 개인적으로 연결된 인물을 그 

리기도 했다. 그는 사진을 보고 회화률 제작하기도. 사진 

위에 회화률 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리 àl터가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장르나 형 

식을 ‘적절한 자유 안에서 화해시킬‘ 수 있었던 것과 이 

것을 동해서 보펀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찍 

이 동독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13의 길.율 모색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가 .냐는 여전히 나이프와 포 

크로 먹고，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으로 그리기에 충분한 

부르주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1962년 이후 서방 

세계에서 이루어친 그의 미술의 바탕은 이미 동독에서 

형성된 것 갇다. 왜냐하면 그의 미술의 특징은 보편성이 

자 중립성이고， 미술과 미솔기에 대흰 그의 견해는 도덕 

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리히터는 자신이 드레스탠톨 떠날 때 그 행동 

의 진짜 이유휠 그가 폴록과 폰타나의 작품에서 발견한 

‘부끄럽지 않용. 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동독에서 그는 

몇 영의 동료률과 .사회주의와 자본추의 사이의 소위 제 

3의 길.율 찾으려 했었다고 한다. 그와 동료들의 .모든 

사고방식은 타협에 칩착했었다 는 것이다. 이렇게 팔 때 

그가 그 자신과 동료들의 타협 태도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던 폴록과 폰타나의 ‘부끄럽지 않옴’은 그의 눈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타협 없이 그리는 태도로 비쳐졌 

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곧 도덕적인 가치이고 또한 

그것은 보펀적인 것으로서 그가 말하는 보편성에 속하는 

개념인 것이다. 

실제로 리81터는 미솔과 도덕율 직접적으로 연결시키 

기도 했다. 동독에서 니체와 마르크스훌 읽었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친과 절언하고 스스로톨 무신론자라 

고 징했던 그는 1966년에는 .성직자와 절학자가 더 이 

상 존채하게 되지 않게 된 이래로 미슐가들은 이 세상에 

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유일하게 나의 핀심 

을 끄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바로 전 해에는 그린다 

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것은 1986년까지도 이어져 부훌로와의 인터뷰 

에서는 현대에 미술이 잃은 가치툴율 제툴마이어(Hans 

Sedlmeyer)의 용어인 .중앙의 상실(die Verlust der 

Mille)"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림에 

서 추구했다고 말한 .대립적민 요소툴율 화해시키는 것. 

은 .중앙’ 율 찾기라기보다는 그와 엣 동료들이 추구했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제 3의 길.처럼 인위적으 

깨혀 .. 리m터외 뼈1"- 미*사외 ·를견 • • 톨 닝어 71 



로 나눈 대립항들 사이의 .저13의 곁’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당파적인 언담을 유보하면서 중립성을 유 

지하려 하고， ‘분명한 주장이나 제한적이고 식별 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독일 화가를， 이를테면 부훌 

로는 아도르노적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이 

후 서정적인 시는 더 이상 불가능히다.고 선언한 아도르 

노와는 달리 리히터는 서정적인 시는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후자가 자신의 추상 회화들 속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것" "그 뒤의 호수. 등을 보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동독에서 서톡으로 와서 뚫케 

(Sigmar Polke)와 획(Konrad Lueg)과 함께 ‘독일 팝. 

을 선언힐 때， 그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들에게는 미국 

팝의 낙관주의나 유머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절망적 비 

관주의도 없었다. 그가 1986년 .정치로부터는 기대헐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정치는 계몽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듯이， 그리고 아방가르드가 

.도그마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과거는 축은 게 아니 

라 우리가 그것율 잊을 때까지 우리에게 속한다.면서 전 

통적민 것툴 강조하였듯이 미슐에서든 정치에서든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건해는 동독의 사회주의 

에 대한 기억과 연결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중립성은 

그가 모든 종류의 국단을 거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그처럼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폴케나 그와 같 

은 시기에 독일 회화를 대표하던 키떠. 바젤리츠， 임맨도 

르프(Joerg Immendorf)나 그 외의 많은 화가들과 달리 

독일 현대사를 주제로 하지 않은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그의 미슐에서 왜 그렇게 확실하게 

현실의 정치적 요구률 부정하느냐. 는 부홀로의 질문에 

.정치는 단지 내 사안이 아니다. 미술은 전혀 다른 기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오직 그릴 출만 안다’ 고 대답하였다. 

리히터는 중립적이기를 원했다고 한다. 중립적이란 그 

의 다른 말로. 앞서 대립적인 두 가지의 사이， 즉 .저13의 

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이 종립적임을 하나의 기효| 

로 보았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반대라고 여겼다. 중립 

성은 그에게는 ‘바람이자 주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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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사친율 보고 그리는 이유 역시 그의 그림융 

사진으로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의 ‘중립성.올 통 

해서 종립적으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 

도 했다. 즉 획화의 주관성 보다는 기계의 중립성올 따 

르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48 초상화툴〉을 그리기 위해 

사친에서 .위민툴.을 고를 때 그가 프로이드나 니체 같 

은 그가 졸O~하는 인물을 빼고 감정 개일도 없이 전형적 

인 백과사전 초상사진율 그린 것 역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것이다. 

많은 비평가률은 나치의 I인종 청소. 정책과 연결된 

인물을 담은 작품둘((루디 아저씨>. (마리안느 아줌디”’ 

(Mr. Heyde>. 모두 1965)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률 원 

하지만 리히터는 사친 선택상의 우연올 강조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러한 맥릭어|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가 (01를 

라식 (1989)에서 (Oktober 18. 19η)(1988)에서 바더 + 

마인호프 단월의 죽음율 다루었으나 그의 작품에서는 보 

이쇠Joseph Beuys). 포스댈(WolI Vostel). 01본느 라 

이녀(Yvonne Reiner) 등의 미슐가톨이 1960-70년대에 

이 적군파 단원률을 다룬 작품률에서와는 달리 현실 고 

발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데 그것은 사건과 작품 제직 

사이에 놓인 시간상의 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사친의 보 

도적 기능이 완전히 제거되고 뿌연 이미지로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리히터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사건 

에 대한 자신의 중립성을 표현하였다. 

나아가서 리흩|터는 개녕미솔가툴 가운데 사진을 자본 

주의 구조흩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가들과는 달리 

인위적임이나 주관성이 들어간 사진을 피한다. 1970년 

전후 그가 샤친을 보고 그린 축은 듯한 도시나 알프스 

그림， 또는 근래의 물감이 칠해진. 역시 축은 등한 싫내 

나 도시 사진처럼 그가 평범한 사진율 택하는 이유는 

‘좀더 보편적인 종류의 내용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한 

다. 그가 .나는 많은 아마튜어 사진들이 가장 훌중한 세 

잔의 작품를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많은 

비평가가 비판하듯이， 그가 ‘반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바 

로 그가 추구한 보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중립성과 이러한 주관성은 1990년대 중엽 

이후 그의 아내와 아률의 사진을 그런 작품들에서는 윤 

곽선을 흐리는 기법이나 사진을 보고 그린 회화률 다시 

보고 그리는 과정이 되물이 될수록 대상성은 샤라지지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회터의 .화해.， ‘제 3의 길.이 그의 출발점 

이자 그가 그와 함께 .대표했던’ 〈시대정신 

(Zeitgeisl))( 1982, 베톨린)전의 독일 동료를과는 달리 당 

대 역사에 대한 어떠한 언글도 피하면서 보편성 

(universality)올 추구함으로써 도달한 곳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20년 전에는 하이 아트의 사회비판적 

역휠올 강조하던 비평가롤을 불편하게 했다면.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재 정치 · 경저1- 사회적으로 ‘저13의 길. 을 

말하는 그 다음 세대의 비평가를이 그를 호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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