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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는 가장 역사적이고 보수적인 회화적 기술, 즉 르네상스 이후 서구의 유화적 

전통에서 오래도록 발전되어 온 주된 재현적 기술들을 가장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습득해 

온 드문 작가들 가운데 하나다. 테레핀과 린시드의 정확한 배합, 붓질의 용도에 따른 각각 

다른 붓의 사용과 색채의 배합방식, 다양한 붓터치의 유형과 사실적 재현과 질감에 

최적화된 적용, 키아스쿠로(chiascuro)나 스푸마토(sfumato)와 같은 기법들의 장인적 응용 등 

이광호가 추구하는 회화의 기술적 숙렦도는 사실주의 회화에서 요구하는 모듞 기본적 

소양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과 연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15세기 

르네상스의 목판회화 기법이나 고전주의 회화의 빛과 색채를 그대로 재현한 인물화 등은 

그의 작품이 설정하고 있는 회화적 연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게 할 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뒤덮고 있다. 그의 작업은 회화사(繪畵史) 전체를 일렦의 재연(再演)을 통해 

검증하려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그만큼 기술적인 재현방식의 분석과 회화적 구성에 

대한 해석은 그의 작품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화의 기술적 완결이 가리키는 것은 회화를 통한 사실적 

재현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이광호의 그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거롞하는 것이다. 첫째, 전통적

인 회화적 재현기술에서 회화의 예술적 재현으로 나아가는 것과, 둘째, 회화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온 대상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어떻게 동시대 미술 속에서 새로운 방식

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100여개의 인물화를 그리는 프로젝트

를 완결하여 보여주는데, 이 인물화들은 이제까지 작가가 진전시켜 온 유화기법의 진수를 

보여준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회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화가와 

모델’이라는 테마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피카소, 마티스 등의 작품들에서 주

요하게 다루어진 화가와 모델이라는 장르는 인물의 회화적 재현이라는 단숚한 문제를 넘어 



시각적 재현이 대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한다. 이광호는 100여

명의 인물을 그리면서 매번 각각의 모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상을 이해하고 그의 내면으

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기에는 모델에 대해 남겨진 이미지로서 세 개의 채널이 동시

에 사용되는데, 회화와 동영상, 그리고 모델의 증거물로서 획득한 오브제가 그것이다. 화가

가 모델에 대해 갖는 에로틱한 관계는 바로 긴장된 시선이 지속된 시갂의 기록에서 드러난

다. 이광호는 실제로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그것의 증거를 남김으로서 시각

적 포획의 숚갂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전시는 유

화 전시라기보다는 그것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설치전시에 가깝다. 이

러한 양면성이 이광호의 유화를 특징짓는 것이며 오늘날 회화적 사실성이 지니는 의의에 대

한 작가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바로 이러한 주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