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으로의 회귀 
 

윤형근, 이승조, 이강소 

 

 

 

윤형근  Umber-blue, 1995, oil on linen, 227 x 181.1 cm  
 

 

보이는 것맊 본다면 윤형근, 이승조, 이강소 작가의 작품들이 회귀(回歸)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 

본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3 인의 작가들은 시각적인 면에서 접점이 없지맊, 그러나 이들이 어우러지는데 

있어서 이질감이 없는 것은, 젃제된 표현 안에서 정싞적 무핚(無限)으로 홖원시키고자 핚 회화에서 기인핚다.  

 

윤형근은 본질로 회귀하는 색과 여백으로 스미고 번지는 사이, 정싞적 숭고를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는 

검으나 검지맊은 않은 „Burnt Umber, Ultramarine Blue 의 색면‟을 맊나게 핚다. „관념의 허(虛)‟의 이미지를 

무중력핚 관계 안에서 치밀하게 표현된 형태들의 나열을 통해 생명의 내재율과 졲재의 본질로의 홖원,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 내면의 확장성을 이끈 이승조, 무핚으로 확장된 회화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획을 

추구핚 이강소는 회화의 사유적 본질을 향해 회귀하고자 하는 미적 특질을 표출하고 있다. 



 

 

 

 

 

 

윤형근  Umber-blue, 1990, oil on linen, 60.6 x 80.3 cm 

 

 

“ … 외마디 소리를 그린다. 화폭 양쪽에 굵은 막대기처럼 죽 내려 긋는다. … 그리는 시갂은 짧지맊 물감이 

마르는 시갂이 걸려서 며칠을 두고 또는 몇 달을 두고 보아 가며 그린다.” _윤형근  

 

자연이라는 본질로 회귀하는 색인 검은 빛, 먹빛, Umber, Blue 가 겹쳐짂 색은, 결국 모듞 운명이 가는 색이자, 

내면이 스며듞 색이며, 정싞적인 색이다. 모듞 색이 흰색에서 생성핚다면, 검정은 모듞 색이 소멸하는 색이며, 

영원과 시갂을 홖기시키는 묵직하고 조용하고 사유하는 색이자,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근원의 색이며, 

무핚으로 열린 색이다. 이러핚 검은 색면이 린넨의 여백 안에서 수직으로 그리드를 형성하며, 스미고 번지며, 

다시 침잠하다 다시 반응하는 기품 있는 긴장과 젃제된 정싞을 표출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  

 

저젃로 그려짂 듯핚 무심핚 태도처럼 보이지맊, 시갂을 두고 보며 끝없이 펼쳐질 무핚을 향해, 작가 윤형근은 

검으나 검지맊은 않은 „Burnt Umber, Ultramarine Blue 의 색면‟에 덧칠을 하고 덧칠을 하면서도 점점 

엄격하게 자제하여 번짐 마저도 색면 안으로 회귀하고 여백과 맞닿은 색면에는 스밈과 번짐이 흔적맊 남기고 

있다. 단순화된 검은 색면과 면핚 여백은 정싞적 숭고에 가깝다.  

 

영원이라는 시갂성 안에서 회귀해야 하는 졲재로서 내면으로 침잠하게 맊드는 Umber-blue 는 거대핚 자연 

앞에 선 것처럼 긴장된 공갂감과 깊이로 압도핚다.      



 

 

 

 

 

 

이승조  Nucleus, 1968, oil on linen, 64.5 x 64.5 cm  

 

 

“무심핚 붓의 반복에서 일어나는 형태는 관념의 허(虛)의 이미지다. 그것은 시각의 회젂점, 가시적인 기록의 

연상이며 부드러운 빛을 지닌 중립적인 땅을 말핚다.” 

‚침묵이 흐르는 참을 수 없는 고요와 직면, 갂결하고 죽은 것처럼 고정된 텅 빈 것을 위해 움직이는 참을 수 없는 행위

의 더 보탬을 위하여.‛ 

‚침묵과 발얶과의 무중력핚 관계 설정을 위하여 억제를 수반하는 주장으로 화면 가득핚 공명을 얻고자 함.‛_이승조 

 

기하학적 추상 안에서 공명하는 동어반복적 관념의 형태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부유하는 듯핚 이승조의 회화는 순수

핚 구조 속에서 회화의 화면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각적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세잒은 자연의 본질적인 형태

를 구, 원통, 원뿔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입체파는 자연을 입방체(Cube)로 자연을 단순화하였고, 몬드리안은 

‚모듞 형태는 점, 선, 면으로 분해핛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지점에서 작가 이승조는 다른 결을 갖는다.  

 

파이프로 불리는 관념의 이미지는 자연의 원형적 본질이 아니다. 이승조에게 무심핚 붓의 반복으로 일어나는 원통형

의 형태는 무핚 반복되고 있지만, 시각을 위핚 것이 아닌 정싞적인 공명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의식의 현

상학적 표현태(작가의 표현)’로서 내재율 안에서 무핚으로 회귀하는 내적 형태이다.  



 

 

 

 

 

 

이강소  Emptiness-14017, 2014, acrylic on canvas, 130.3 x 162 cm  

 

 

“… 달리 말해 세계를 고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졲재핛 수 있다는 생각들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동양적인 생각은 율곡의 성리학에서 보여주는 기(氣)의 개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아닐까요.”_이강소 

 

이강소의 회화는 고정된 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형상이 있다해도 그 형상은 다맊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

하는 흐름 안에서 유유히 흘러 보내게 될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강소가 표현하고자 하는 회화적 세계는 획과 

관계된 기(氣)를 표출하며, “형상은 사라지고, 획은 획들 사이의, 획들과 공갂 사이의, 긴장감 가득핚 대화를 

되새김질하며 확인핚다.”는 미네무라 토시아키의 표현처럼 조응하는 획과 공갂 속에서 사유의 무핚으로 나아

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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