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아트인컬처 × 2016.06

‘숯의 작가’ 이배가 한국에서 개인전(우손갤러리 6. 9~8. 14)을 
개최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이배는 자연의 형태를 간직한 숯 조각을 미술관이란 ‘문화적’ 
공간으로 들여온다. 작가 자신이 재료를 대하며 파생시킨 순수한 
에너지가 전시장을 압도한다. 그리하여 관객은 문화와 자연 
사이의 강력한 물리적 대립의 순간으로 초대된다. 필자는 개념적 
소통을 중시하는 동시에 관객의 미적 몰입을 강조하는 이배의 
작품을 ‘개념적 형식주의’로 분석한다.

/ 샘 바르뒬 & 틸 펠라스

ARTIST
이배

흑과 백의 순환,
개념과 형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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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려는 헌신에서 비롯된다.
“매체와 나의 감수성이 조우해야 하며, 나는 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내게 근본적으로 외부적인 것으로서의 매체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금술이자 평형 
상태다.”4) 이러한 발언을 통해 이배는 사물성의 반전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결코 매체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20여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선택했던 숯이라는 매체를 다뤄 왔다. 이배는 설치, 또는 
그가 개입(interventions)이라 부르는 작업에서 아무런 조작도 가하지 
않은 숯 조각을 미술관이라는 ‘문화적’ 공간에 들여온다. 그는 검정 
끈이 숯을 관통하지 않도록 그 주변을 동여매서 벽에 걸거나 바닥에 
흩뿌렸다. 이배의 의도는 결코 설치 그 자체가 아니라 폐쇄적이고 간혹 
구속적인 캔버스 프레임으로부터 매체를 해방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고무 밴드에 묶인 숯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이배는 관람자와의 한결 강력한 
물리적 만남과 대립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 전시장이라는 
문화적 프레임 안에 놓인 오브제의 성질이 유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오브제와 무대 사이의 공간적 형식적 관계에 관한 우리의 
모호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 되도록 한다. 즉 예술은 관람객의 ‘선택’과 
감상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의 ‘의도’에 연루되어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배의 작업에는 순수한 형태의 표현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탐구가 반영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미니멀리즘 양식으로 
보이는 이배의 작업은 무한한 백색이라는 단색의 배경 안에 검은색으로 
붓자국을 남기는 듯한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캔버스에 
나타난 즉흥적 제스처는 ‘행위(action)’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본인의 
정신과 감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형태에 도달할 때까지 종이 위에 
거듭해서 그렸던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배의 회화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형식적 유람 그 이상이다. 이는 자아, 
언어, 인식, 회화적 표상의 특성, 동시대 미술의 담론에 관한 철학적 
논고다.”5) 

말하자면 이배의 회화는 태도의 보고로서 작동한다. 결코 특정한 
서사나 구상적 성향으로 흐르지 않지만 언제나 창작하는 순간에 
작가의 상태에서 파생된 순수한 에너지의 응축된 중심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배는 미학적 선언으로서의 형태와 개념적 체현 사이의 
간극을 잇는 데 성공한다. 프랑스 출신의 미술사학자 이브-알랭 부아는 
이렇게 요약한다. “형태는 언제나 의미를 수반한다. 심층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제나 형태의 차원에 있는 것이지, 지시 대상이나 
도상학적 내용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다. (…) 의미는 지시대상이 아니다. 
지시대상은 단지 표층적 차원에 있다. 그것은 의미 구조의 부분이지만 
여러 면에서 가장 흥미롭지 않은 것이며 가장 최소한으로 드러나는 
것이다.”6) 그런 면에서 이배를 최후의 구조주의자로 보는 관점이 아마도 

이배는 작품에 대한 정의(定義)와 작업의 정밀성에 대한 한계에 
도전하는 작업 방식을 고수해 왔다. 그의 작업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각적 표현이나 작품 제작에 있어서 특정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숙고하는 예술가는 종종 특정작업 
방식과 연계하여 이해되고, 심지어는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된다. 요셉 
보이스와 펠트, 앤디 워홀과 캠벨 수프 통조림, 잭슨 폴록과 흩뿌리기 
기법처럼 말이다. 만약 우리가 이배의 작업을 해석할 때 이러한 분석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배가 즐겨 사용하는 숯에서 파생된 
작업과 그 결과물에 드러나는 흑과 백을 1차적으로만 추론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배의 게슈탈트는 서로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의 작업은 동시대 예술 실천에서 독특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형식주의에 대한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생각과 지적 소통을 중시하는 개념미술의 유산을 한데 결합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와 개념미술의 만남

말레비치는 “그렇게 느낌은 내 삶의 물질이 되었다.”고 말하며 
절대주의의 핵심이 예술을 사물성의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외부 
형태에 느낌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1) 때는 1915년, 말레비치는 
후에 숱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백색 위의 검은 사각형>을 그렸다. 
이로써 형식주의가 탄생했고, ‘순순한 예술’을 향한 모더니스트의 원정이 
이어진다.

그로부터 고작 2년 후에 뒤샹의 <샘>이 미술계를 놀라게 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뒤샹이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묘사했듯2) 이것은 
남성용 변기 하나에 불과했지만 예술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예술이 예술가와 다른 인간 존재를 구별 짓는 전문 수공 
‘기술’이라는 관념을 한물 간 생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뒤샹이 샘을 
직접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관건은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뒤샹은 일상 사물을 골라서 배치하고 
새로운 제목을 붙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사용 의미가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오브제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창조했다.”3) 이렇게 개념미술이 탄생했다. 

형식주의가 관람객의 미적 체험을 강조한다면 개념주의는 그러한 
반응보다 소통을 중시한다. 그러나 양쪽 유파 모두 거듭 탈바꿈해 왔다. 
폴록의 추상표현주의와 폰타나의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e)은 
형식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들은 서사나 구상적 
재현에 억제되지 않는 느낌의 표현으로서 형태적 순수성을 옹호했다. 
개념미술의 예로는 플럭서스와 아카이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말레비치의 사각형과 뒤샹의 레디메이드 이래로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형식주의와 개념미술의 거리를 좁히려고 시도한 예술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배다. 이배의 작업은 형식주의와 
개념미술의 교훈을 골고루 이어받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 준다. 이는 진지한 자세, 그리고 사물의 형태와 자아를 정직하게 

아래 · <무제> 캔버스에 흑탄, 
아크릴 미디엄 260×194cm 
2014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세인트에티엔느현대미술관 
개인전 전경 2011

이전 페이지
왼쪽 · <Drawing> 종이에 목탄 
65×50cm 2014
오른쪽 · <From 
Fire> 목탄, 고무밴드 
160×100×100cm(각) 2016 
프랑스 샤몽트궁전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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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 / 1956년 청도 출생.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작업 중. 
우손갤러리(2016), 프랑스 샤몽트궁전(2016), 프랑스도멘드케르게넥(2016),
 프랑스 기메국립박물관(2015), 대구미술관(2014), 뉴욕 헐리헌트(2013), 
프랑스 세인트에티엔느현대미술관(2011) 등 다수의 개인전 개최. 
<Nouvel Acquisition>(서울미술관 2016), 부산비엔날레(2014), <한국의 
단색화>(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2)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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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는 형태가 ‘이상(ideal)’을 거짓 재현한 것이라는 
플라톤식 정의에 따르지 않고, 형태가 비재현적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쟁으로 복귀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형식주의라는 수단에 의지한다. 철학적 규율로서, 그러나 시각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을 골고루 취하는 새로운 구조 내의 구문으로서 취하는 
것이다. 

최후의 ‘구조주의자’

이배의 작업과 처음 마주하면 우리는 그의 공정에 즉시 유혹된다. 
즉, 납화 같은 캔버스의 광채 표면에서 형태는 좀처럼 그것을 그려 
낸 검정에 매이지 않고 가볍게 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심층의 
색상과 그 위의 반투명 왁스 표면이 이중 피부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야수적이지만 영묘한 조각적 개입의 현전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즉시 그 정직함에 대면하게 되며, 태연하게 그 성질이 공표됨으로써 
역설적으로 매체보다 예술작품으로서의 현전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 작업을 탐사하면서 우리는 그 너머의 예술가에 대해 알게 된다. 
이배는 무엇보다도 우선 연금술사다. 그는 매체에 변화무쌍한 성질을 
불어 넣는 능력을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터득했다. 매체의 
물질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표현성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에게서 우리는 보들레르의 산책자처럼 유유자적하며 지리적 
문화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러나 계속 그의 전통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 이는 그가 숯을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숯은 그의 모국에서 일상생활이나 민간 의례에서 전통적으로 
두루 사용되어 온 요소다. 그러나 그의 일과 작품과 삶을 사로잡은 것은 
선(禪)과 같은 우주가 발산하는 내적 균형 감각과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내가 그리는 형태들이 가능한 자연스럽고 자연발생적이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의 열린 형태를 제한할지도 모르는 어떤 특정한 
형태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형태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회화의 백색 공간 안에 진정한 흑색 신체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흑색 신체의 표면이 극히 부드러워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이를 통해 그것이 피부, 즉 회화의 피부이자 인간의 피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는 에너지, 순수성, 정신성의 영역을 지극히 
만들게 된다.” 이 글을 쓰는 우리들의 희망은 여러분이 이배의 작업과 
조우하면서, 형태와 개념이 자연스럽게 뒤얽히는 그의 세계의 무언가, 
유희적이고 무한한 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1) 카시미르 말레비치, 《비(非) 대상적 세계: 절대주의 선언(The Non-Objective World: The Manifesto of 
Suprematism)》, Dover Publications, 2003, p. 14.
2) 달리아 주도비츠, 《뒤샹 풀기: 전환기의 예술(Unpacking Duchamp: Art in Transi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164.
3) 조나단 존스, <시간낭비>, 《가디언(The Guardian)》, 2008년 2월 9일 일요일.
4) 앙리 프랑수아 드베이유와의 인터뷰 참조, 《이배》, 전시 카탈로그, 베이징 금일미술관, 2009
5) 라울 자무디오, <이배: 회화의 소용돌이(Lee Bae: The Voltex of Painting)>, 《이배》, 전시 카탈로그, 
베이징 금일미술관, 2009
6) 제인 드 알메이다, 이브-알랭 부아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하버드 대학교 이브-알랭 부아의 연구실, 2005년 
7월 2일.

왼쪽 · <Dessin> 종이에 목탄 
145×114cm 1997_프랑스 
알자스 페르넷-브랑카(Fernet-
Branca)재단 개인전(2014) 
출품작

오른쪽 · <Issu du Feu> 
캔버스에 목탄 162×130cm 
2000_프랑스 갤러리RX 
개인전(2014) 출품작

왼쪽 페이지
위 · <불에서부터> 
숯 400×200cm 
2014_대구미술관 전시 전경
아래 · 프랑스 
도멘드케르게넥(Domaine de 
Kerguéhennec) 전시 전경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