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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égalopole de Daegu, qui compte deux millions et demi d’habitants, 
occupe la vallée sans qu’aucune construction n’empiète la montagne 
qui l’entoure. Cette délimitation entre la forêt et la ville est saisissante. 
L’emprise urbaine, pourtant dense et totale, s’étale sur le plateau et 
s’arrête nette aux pieds des hauteurs comme par miracle, par respect ou 
par crainte du massif. Bien que citadin et noctambule, Ki-Chul a choisit 
la nature pour peindre. Niché dans la boucle d’un coteau derrière la ville, 
c’est en voiture que l’on dépasse les contours de Daegu pour entrer 
immédiatement dans la campagne et rejoindre son atelier, un cube de 
métal noir aux lignes sobres et épurées.

Au rez-de-chaussée, les tableaux sont étagés sur la hauteur sous 
plafond, les pots de peintures s’accumulent au sol, et à l’entrée, les 
vitrines protègent les assemblages traversés de mousse polyuréthane 
qui exorcisent l’accident traumatisant qui lui sectionna la main, et dont 
il retrouva l’usage grâce à la recherche chirurgicale. L’atelier accumule 
les indices du vécu et les éléments entretenant sa créativité. Le parterre 
est immaculé de couleurs, tandis que dans l’angle, une plate-forme 
parquetée et lambrissée de bois protège les livres et les disques de 
musique. Deux enceintes, orientées tels des projecteurs vers l’arène 
bariolée de peinture, diffusent un air classique.
Ki-Chul peint en musique ou plutôt la musique porte son trait au rythme 
de la mélodie. Si l’échauffement musical stimule «la vitalité de l’esprit», 
dit-il, il devient plus physique dans l’espace en rez-de-jardin où il 
pratique la calligraphie ; «une routine depuis l’enfance», reconnait
l’artiste. La sobriété de la pièce vitrée contraste avec le confort 
et l’intimité à l’étage. Debout devant la table, il exécute l’écriture 
quotidienne sur des pages qui s’accumulent au sol telles qu’elles s’y 
déposent après qu’il les ait envoyées voler une fois griffonnées. Comme 
le geste éclabousse loin quand il exécute des grands papiers, il a 
monté une cabine avec des panneaux au fond de la pièce. À l’intérieur, 
il entre en action un peu comme le boxer sur le ring ou le judoka sur 
le tatami. Les bouteilles vides d’encre de Chine s’entassent dans les 
coins, débordent de l’estrade et s’écoulent dans la pièce. Les parois 
comptabilisent les excès portés hors de la cible. Mais au final, les jets 
noirs composent les toiles d’un polyptyque minéral plutôt qu’un écran
contre les giclures.
Et en effet, Ki-Chul transpose dans la scénographie de ses expositions la 
dimension quasiment sédimentaire de sa démarche, comme s’il rappelait 
que l’encre et le papier sont de la roche et du bois, c’est-à-dire, des 
matériaux organiques et solides. Il évoque la croûte terrestre par
l’empilement de centaines de feuilles de journaux calligraphiées en un 
bloc, ou par la métamorphose en grume-pinceau du grand rouleau de 

papier imbibé d’encre.1

À travers ses installations, il solidifie visuellement le geste et l’inscrit 
dans l’espace-temps. Les toiles sont suspendues dans la pièce dans 

un mouvement d’ouverture2 ; les dessins flottent dans l’air, alignés dos 

à dos, scandant un volte face recto-verso.3 Les papiers sont parfois 
si rapprochés les uns des autres, que l’on ne voit pas les figures 

représentées.1 Il arrive que les peintures se coiffent l’une au-de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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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utre ou bien qu’elles soient fixées sur leur tranche, inclinées et 

perpendiculaires au mur.4 Génuflexion, contorsion, frustration et jeu 
s’observent pour entrer entre les lignes, les obliques et les strates de ces 
dispositifs scéniques qui interrogent avec esthétique la bidimentionnalité 
de la peinture.

L’autre composante graphique de l’oeuvre de Ki-Chul relève du signifiant 
et du signifié du langage. En raison de sa filiation avec la calligraphie, 
il tire du Hangeul une libre transposition d’images et de figures. Il 
faut reconnaitre qu’en tant qu’Occidentale, la page d’un livre écrit en 
coréen m’évoque une partition de symboles combinés dans un carré. 
L’imagination m’aide à lire les signes que je déchiffre en lune, crête, 
cime ou envol. Il semble que Ki-Chul rejoint cette approche de manière 
plus abstraite. Avec son pinceau, il m’explique modifier les initiales des 
mots coréens qui lui évoquent la représentation de son entourage. « Tu 
es dans mes dessins ainsi que mon ami COSKUN et puis bien sûr Paris », 
confie-t-il avec plaisir. Il passe en effet l’été 2019 dans l’atelier parisien 
du sculpteur. Il arpente les quais de Seine, le quartier Latin ; gourmand 
de culture, il visite plusieurs fois les collections du musée du Centre 
Pompidou comme on partage la passion de l’art avec ses confrères. 
Il enregistre le frémissement urbain, les brasseries où il prend un café 
le matin, les apéritifs en soirée en terrasse, et sans attendre, il jette 
ses observations sur de larges feuilles de papier. L’échéance de son 
exposition prévue à la galerie du Viaduc des arts au coeur de Paris le 
met en ébullition. Elle se déroule à la mi d’août avant son retour à Daegu. 
Il présente sur les cimaises son journal de bord : les impressions drôles 

et synthétiques de son séjour offertes à la libre interprétation du visiteur.5

L’énergie des tourbillons qui descendent dans la géographie de la 
feuille sont signés de quelques chiffres ou de points de suspensions qui 
expriment le bouillonnement de la ville. Le trait électrice l’encre comme 

la limaille s’accroche au fer coupé.6 La répétition des boucles décrit 

la foulée des gens pressés dans les rues ou les couloirs du métro.7 

D’autres dessins résument l’essence architecturale des édifices ; celui 
en zigzag qui évoque le bâtiment craquelé de Jean Nouvel en face de 

l’atelier,8 ou bien les fameux pignons des immeubles Haussmanniens qui 

s'amincissent sur les places en forme d’étoile.9

Si la dimension des oeuvres fait référence au concept de fenêtres 
ouvertes sur le monde extérieur, la réalité dessinée par Ki-Chul se 
rapproche davantage du «panorama dans notre tête», tel que le poète 
et peintre français d’origine Belge, Henri Michaux (1899-1984) la 
distingue du «panorama autour de nous». Voilà un écrivain foisonnant 
qui cherche à écrire «au-delà desmots». D’abord, il compose des vers 
qui ressemblent à des onomatopées, à partir desquelles il invente 
des termes qui suggèrent la scène sans la dire. Il explore l’action 
par néologismes, ce qui l’amène naturellement à la peindre avec une 
simplicité et une efficacité qui rappelle celle de Ki-Chul, qui cherche 
aussi, «à laisser l’espace vide et maximiser la marge». Néanmoins, 
le rapprochement entre les deux artistes se limite aux appa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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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e que leur méthode diffère complètement10 Si l’auteur 
français développe sa pratique sous l’emprise expérimentale de 
psychotropes-mescaline, haschisch, LSD-, Ki-Chul obtient cette 
coïncidence directement de la pensée orientale. Il me l’explique 
ainsi : «Je commence par me représenter la peinture en terme de 
matériaux, c’est-à-dire, de papier, d’encre et de temps. Ensuite, 
je saisis les caractéristiques d’alliance entre eux. C’est dans 
l’osmose de leurs combinaisons que je deviens le geste et la 
rapidité du matériau. Nous respirons ensemble.»

Ainsi, Ki-Chul se définit dans la modération de sa démarche. La 
rapidité de son geste diffère du lâché prise des expressionnistes 
abstraits américains, et sa technique est trop ferme pour être 
rapprochée de la diversité de l’Abstraction lyrique. Pour la 
critique d’art européenne que je suis, le Spatialisme italien 
(capture du mouvement dans l’espace-temps) serait la tendance 
de l’art informel qui évoquerait le mieux la pensée de Ki-Chul. 
Néanmoins, la filiation est délicate et anachronique, parce 
qu’encore une fois, le procédé est ailleurs. L’équilibre se trouve 
dans la capacité de son imaginaire à se balancer entre la ville 
et la campagne, le béton et la nature, l’ordre urbain et le règne 
végétale.
Dans le catalogue «Wind Sound» (2010) sont reproduits les Haïku 
écrits par le peintre lors de son long séjour sur l’île de Jeju au sud 

de la péninsule. La traduction anglaise est éclairante. La forme 
poétique extrêmement brève suit la version originale en coréen. 
Ki-Chul compose des images telle que «Le silence est inné dans 
le vent», ou bien, «Un arbre sur le chemin nourrit un son qui 
dure depuis mille ans». Cette phrase aussi, «Partir, c’est vider et 
remplir mon esprit». Et cette dernière pour le plaisir, «L’encre est 
perdue sans les couleurs».
Dès lors, il me semble retrouver dans ses peintures la mise en 
abîme de l’expérience, de la poésie et de la pondération réunies. 
Sa palette est vive et lumineuse quand il emploie l’acrylique ; une
technique qui sèche rapidement. En s’approchant, on observe 
que les couches couvertes par d’autres laissent leur mémoire 

à la surface, à la manière d’un palimpseste.11 La vitalité colorée 
de ses peintures laissent émerger une impression complète, 

similaire à l’image générée par le Haïku,12 et par la dynamique 
des cadrages cinématographiques d’Akira Kurosawa.
Bien que tournés pour certains en noir en blanc, les films du 
réalisateur japonais se teintent d’énergie. L’action de ses plans 
sont travaillés comme le fait Ki-Chul pour ses accrochages. L’un
et l’autre suggèrent, matérialisent, insufflent l’audace des 
éléments dans leur art respectif. Cette image m’est apparue face 
aux peintures colorées sur papier de Ki-chul qui, respectueux de 

leur souplesse, les suspend en farandole.13 L’oeuvre devient un 
objet ouvert sur l’espace légendaire et abstrait de l’univers. C’est 
aussi l’effet que me produit les étendards que portent sur
leurs dos les soldats des armées dans le film magistral de 

Kurosawa «Le Château de l’araignée».14

En effet, s’il ne devait rester de la nature qu’un signe qui échappe 
aux destructions causées par l’Homme, ce serait le vent. Ki-Chul 
le représente par la ligne et le point, l’énergie et le geste,
l’intention et l’esprit. Mais aussi en groupant ses tableaux une 
fois chaque oeuvre achevée. L’injonction des compositions 
prend en compte l’espace pour que le dialogue s’opère, «sans 
former une phrase», précise-t-il, mais au contraire, un rythme, 
une musique dont le son est porté hors des toiles (des étoiles). 
Le souffle invisible des dispositifs rend hommage à l’osmose des

éléments.15

Ki-Chul tire les longs bois parfaitement lisses pour fermer le 
perron de son atelier. Les deux rondins se posent en travers du 

passage pour signaler la fin de la visite.15 Semblable à ceux
des habitats sur l’île de Jeju, le peintre entretient avec cette 
barrière - plus symbolique que dissuasive - le souvenir de la 
sobriété de l’archipel en harmonie avec sa nature préservée. La
simplicité de ces deux rondins de pin blanc parallèles conjurent 
à merveille la rectitude noire de l’atelier, en rendant abstrait 
l’environnement. La mission du peintre est remplie.

Paris, av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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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백오십만의 자연 그대로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의 도시 대구, 숲과 도

시 사이의 경계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모든 것이 밀집된 도시권은 자연의 기적과, 경

의와 두려움으로 인해 고원에 국한하여 펼쳐져 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권기철 작

가이지만 그림과 그 작업들을 위해 그는 도시를 떠나 자연을 선택했다. 작은 언덕배

기와 둥글게 말린 도로 꼭짓점에 둥지를 튼 그 곳, 차를 타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선

명하게 짙은 선과 검은 철제 큐브 형태로 된 그의 일오처(逸悟處)작업실로 향한다. 

2층에 들어서자 작품들은 천장에 닿게 쌓여 있고, 그림 재료들은 방바닥을 넘어 현

관까지 늘어져 있다. 그의 손을 절단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창문은 폴리우레탄 폼

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수술에서 기인 된 경험의 한 쓰임새인 듯하다. 이렇게 그의 

작업실은 그의 삶의 방증인 동시에 그의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것들의 축적물이다. 

얼룩 한 점 없는 화단에 비해, 모퉁이 층계참에는 책과 음반들이 나무상자로 보호되

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 오색의 그림을 영사하는 프로젝트는 두 개의 스피커와 연결

되어 있다.

음악을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는 주로 리듬성 있는 선율 위주의 곡을 그림으로 옮겨

간다. 음악적 준비시간이 그의 ‘정신적 생동감’을 자극한다면, 서예를 작업하는 마당

에서 그는 육체적이다. 이러한 일련이 과정은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라 작가는 말한

다. 창으로 된 1층의 절도 있는 분위기는 개인적인 위층의 분위기와 대조된다. 책상 

앞에 서서 매일 휘갈겨 날려버린 글들이 바닥에 쌓여 있다. 대형 지면에 작업 시 튀

기는 물감 때문에, 그는 방에 칸막이를 세워 따로 공간을 만들었다. 그 공간의 안쪽

으로 들어서면, 마치 링 위의 복서나 다다미 위의 유도선수와 같다. 구석구석 쌓인 

빈 먹물 통들은 경계를 넘어 작업실 안 한지 위로 흘러 들어간다. 벽에는 작업할 때 

튄 물감이 묻어 있는데, 이 형태가 무기질의 다면 화면으로 거듭난다.

실제로, 권기철은 먹과 종이가 바위와 나무인 것처럼 전시를 연출한다. 작품을 유기

적이고 단단한 물질에 비유하여 쌓여온 과정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먹으로 매일 

그려낸 백여 장의 한지와 먹에 적신 거대한 한지를 말아 형상화한 붓 머리는 이러한 

그의 그림 그리는 과정의 축적을 연상시킨다.1

이러한 설치는 그의 작업 과정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작품에 시공간을 부여한다.    

권 기 철 ,  

제 주 를  지 나  

대 구 에 서  

파 리 까 지

로헝스 디 스 트

미술사학자

국제 미술비평협회-프랑스 지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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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을 전시공간에 매달아 개방된 움직임을 확산한다.2 줄지어 공중에 뜬 

작품들은 앞뒤로 나부낀다.3 때로는 한지와 한지는 사이를 아주 밀접하게 

배치하여, 무엇을 그렸는지 볼 수 없게 한다.1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덮

은 후, 작품의 가장자리를 벽에 수직으로 고정하여 기울이기도 한다.4 선들

과 사선들, 층들로 이루어진 회화의 이차원성 미학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설치를 향한 경외감, 뒤틀림, 좌절감이 보이기도 한다.

권기철 작가의 작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언어의 기표와 기의에 있

다. 서예와 인연이 깊은 그는, 이미지와 도형으로 자유로운 변형에서 한글

을 끌어냈다. 한국어로 쓰여진 책은 서양인인 나에게 있어, 수십 개의 기호

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떠올리게 한다. 마치 달이나, 어딘가의 정상이나 

봉우리, 아니면 비행하면서 기호를 해석하는 것과 같이 상상된다. 작가는 

이러한 관점에 더욱 추상적으로 접근한 듯하다. 그가 붓을 들어 그에게 주

변을 연상시키는 한국어를 변형하며 내게 설명한다. “내 그림 속에 당신이 

투영되고, 내 친구 코스쿤Coskun도 있으며, 물론 파리의 이미지도 있다.”고 

그는 흥미롭게 말했다. 그는 조각가 코스쿤의 파리 작업실에서 2019년 여

름을 보냈다. 세느 강의 강둑과 라탱 지구를 걷고, 퐁피두 박물관의 소장품

들을 여러 번 관람하며 그의 동료들과 예술적 열정을 나눴다. 도시의 번잡

함,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던 식당, 야간 테라스에서의 식전주, 그는 그가 경

험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수많은 한지 위에 기록하였다. 파리 중심부

에 위치한 비아딕데자르 갤러리에서 예정된 전시회에 그는 열정적으로 준비

했다. 전시회는 대구로 돌아오기 전인 8월 중순에 열렸다. 그는 그의 체류 

기간  동안의 총합을 매일 기록한 것을 벽에 걸고 바닥에 눕혀 전시했는데, 

그 유쾌한 인상들은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해석을 이끌어냈다.5 

작품 하단으로 향하는 회오리는 몇 개의 숫자나 도시의 격렬함을 표현하듯 

퍼져 나간 점들을 기호화한 것이다. 먹으로 된 회오리와 이 형태들이 마치 

철 절단기에 금속가루가 갈려 가는 모양새다.6 반복된 둥근 고리는 거리나 

효용성을 추구하는, 즉 ‘공간을 비우고 여백을 극대화’하는 권기철 작가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연상 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의 작업방식은 

완전히 상이하여, 두 작품의 유사점은 조형적인 측면에 국한된다.10 이러한 

조형적인 측면의 우연한 일치는 프랑스 작가의 경우,  항 정신성 약물-메스

칼린, 해시시, LSD-의 시험적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을 전개한 것에서 비롯

되고, 권기철 작가의 경우에는 동양 사상과 직업적으로 연관된다. 이에 대

해 그가 내게 설명하기를 “나는 종이나 먹물, 그리고 시간이라는 물질적 관

점에서 그리는 것에서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상호 연관되는 특징

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에서 비롯된 상호영향이 내게 있어서는 행위가 

되고 물질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즉 나와 질료가 함께 호흡하는 것이지요.”

작가는 스스로 작업방식의 중도를 말하기도 한다. 작업방식에서의 속도감은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것과는 다르며, 그의 화법은 서정추상의 다양성에 

비하면 매우 확고하다. 나와 같은 유럽의 미술평론가에 있어, 이탈리아의 

공간주의(시공간적 동적인 물성을 포착하는)가 작가의 사상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엥포르멜 예술(비정형 예술)의 경향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보의 구분은 민감하고 시대착오적인데, (앞서 언급한 작업방식 이

외에) 도시와 농촌, 콘크리트와 자연, 그리고 도시 질서와 생태를 오가는 상

상력에서 균형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권기철의 도록 「바람소리」(2010)에는 그가 반도의 남쪽 제주도에 장기간  

머물며 쓴 시가 실려 있다. 영어번역은 명확한데 반해, 한국어 원문에 비하

면 매우 짧다. 작가는 이미지를 시로 표현하였는데, 예를 들어, “바람은 본

디 소리가 없다.” 거나 “한 그루 나무에는 천 년의 소리가 산다.”와 같은 문

장이 그렇다. “떠나는 일은 나를 비우는 일이고 곧 채우는 일이다.” 이 문장 

또한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먹을 버리고 색을 구할 수 없듯이 색을 버리

고 먹을 바로 볼 수 없다.” 는 문장은 재미있는 문장이다. 심도 있는 경험과 

시의 조합, 또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조합에서 작가는 그림을 연출하기 

11 11

지하철의 통로에서 발길을 서두르는 이들의 발걸음

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7 또 다른 작품은 건물의 

건축적 본질을 단적으로 표현하였다.:지그재그 형

태로 된 선은 파리의 작업실 맞은편에 있었던 장 누

벨Jean Nouvel의 금이 간 건물(역주:장 누벨의 건축

물은 금이 간 듯한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나,8 별의 형태로 가늘어 지는 오스만 양식 건물의 

박공(역주:지붕 하단의 벽면)을 떠올리게 한다.9

작품의 형태가 외부세계로 열린 창이라는 개념이라

면, 작가가 그린 현실은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화가

이자 시인인 앙리 미쇼Henri Michaux의 ‘우리 머리속

의 전경’과 유사하다. 앙리 미쇼는 이 개념과 ‘우리

를 둘러싼 전경’ 개념 사이에 차이를 두고 구분하였

다. 그는 ‘말을 초월한’ 글을 쓰고자 한 작가였는데, 

먼저 그는 의성어처럼 보이는 시를 구성하여, 말없

이도 장면을 암시할 수 있는 용어들을 만들었다. 이

와 같이 새로운 어의를 작업하는 방식은 간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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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아크릴은 건조 속도가 빨라, 그가 아크릴을 사용할 때면 작품의 색조는 빛나고 생동감을 

머금는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면,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는 자리에 다시 글자를 써넣은 양피지처

럼, 예전 붓 자국 흔적 위로 다른 붓 자국들이 덮어진 것을 볼 수 있다.11 이처럼 다채로운 색채는 그

가 지었던 시와 아키라 쿠로사와 영화의 역동성에서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와 유사하다.12 흑백영화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감독의 영화는 강렬하다. 그의 연출방식과 권기철 작가의 연출방식은 유사

하다. 두 작가의 작품이 서로의 예술에 구성의 대담함을 불러일으키고, 구체화시키고, 서로를 연상

하게끔 한다.13 한지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만든 채색화의 춤을 추는 듯한 행렬에서 나는 작품이 우

주의 추상성을 담은 공간을 품는 개방적 오브제가 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쿠로사와의 대작 

「거미집의 성」중 군사들의 등에 멘 깃발을 떠올렸다.14

인간이 유발한 파괴를 유일하게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바람뿐이다. 작가는 바람을 선과 점, 

힘과 행동, 그리고 의도와 정신으로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각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다른 작품과 

합치는데, 일련의 과정은 다시 말해, ‘문장을 만들지 않고도’ 대화가 행해지는 공간이며, 반면, 음악

의 리듬과 같이 작품(별)들의 외부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 비가시적인 것

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한 것이다.15

권기철 작가가 길고 매끄러운 목재를 끌어당겨 작업실 입구의 층계를 걸쳐 놓는다. 통로를 가로지른 

두 개의 통나무가 방문의 끝을 알린다.15 이는 제주도 거주민들의 것과 유사한데, 작가는 이 경계-

통제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경계-를 통해 보존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도해의 소박함을 소환해 

왔다. 이 두 개의 평행한 백송 통나무의 단순함은 놀랍게도 작업실의 검은 직선과 맞닿아 작업실의 

추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화가의 업무가 완수되는 지점이다.

파리에서, 2022년 4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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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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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헝스 디스트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미술사가, 미술평론가, 언론 및 책 작가, 독립 전시 기획자이다. 조형적 표현의 다양성에 중심을 두고, 현 경향과 미술사뿐만이 아닌 문학과 

철학과의 관계하여 질문을 던진다. 프랑스와 스위스, 폴란드에 이어, 쌩-폴드 방스의 유명 재단인 매그Maeght 재단은 2020년 <쟈크 모노리Jacques Monory 전> 의 

기획자로 그녀를 초청하였다.  www.laurencedi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