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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작가는 2018년도 중견 작가 작품집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집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완성된 책을 

펼치니 몇 개의 작업 이미지가 책의 중앙 바인딩 쪽에 물려 있었다. 디자인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책 속의 이미지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이미지는 꽤 화질이 좋았지만 어떤 이미

지는 작품의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화질이 낮은 것들도 있었다.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를 다시 대면하였을 때 책의 디자인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는 이 작품집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나왔다고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의아했는데, 그 며칠 전 어느 비평가가 이 책을 보고 한 이야기가 떠

올랐다. “강석호 작가는 자신의 회화를 조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거에요. 학부 때 조각을 전공하기도 했

고. 여기서도 책이 접히면서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회화 이미지로서 보

는 작가는 아닌 게지요.” 동시에 처음 이 작가를 알게 되었을 당시의 작업을 보면서 느꼈던 독특했던 기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기하게 되었다. 

2006년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금호영아티스트〉전에는 초록색 체크무늬 자켓을 입고 뒷짐을 진 남자의 뒷모

습을 반복하여 그린 강석호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나에게는 이 작가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

법의 회화가 특이해 보였다. 크고 작은 캔버스에는 단 하나의 대상만이 반복되어 있었다. 40여개의 작업 중

에서 어떤 것이 오리지널이고 어떤 것이 오리지널로부터 파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아예 대상을 보지

않은 채 그려진 대상으로부터의 기억, 혹은 대상을 그린 이미지로부터의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각각의 이미지들은 언뜻 같아 보이나 모두 달랐다. 색의 톤이 미묘하게 다른가 하면 그 밀도감, 손의 묘사 

정도 등 하나 하나가 달랐고, 이러한 차이들은 ‘전시’라는 영역 안에서 그리기의 속성을 보여주고자 강조되

는 반복의 요소였다. 회화 전시였지만 설치 작업처럼 보이는 공간이었다. 

15여 년간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면서 그는 이 때의 작업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림을 다른 이미지로 

덮어버렸다. 마치 그려진 이미지의 희귀성, 영구성, 진정성 등의 수 많은 회화적 권위를 아랑곳 하지 않는다

는 듯이.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미지는 다른 완성된 그림의 색채와 겹쳐졌고 밀도와 깊이감을 

주는 미디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다른 그림으로 덮인 작업들은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특히 

2012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열린 개인전 〈떼어내기 붙이기〉에서 전시하였던 몇몇 커튼 이미지들은 이

전에 그린 작업을 덮은 것들이었고, 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이 전시를 진행하는 동안 작가는 

회화라는 단어보다는 ‘그리기’라는 단어를 선호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재료를 표면 위에 올리는 

행위로서 조각에서의 부피를 다루며 질감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듯했다. 

2019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에는 강석호 작가가 달의 뒷면을 쳐다보다가 그것을 재대로 보거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가능성 등을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가 구현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굳이 말하기를 

통하여 이런 애초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이 다루는 이미지가 자유롭게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졌다는 점, 자신의 관심사는 추상적인 사고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정물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이미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자 한다는 점 등에 대한 관심을 더 드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