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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거나 화려하지도 않다. 사원과 같이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차를 한잔 마시며 구경하는 것과도 같다. 이전의 그의 전시가 미

술 현장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실존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번 전시는 실존의 삶 이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실존

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들로 향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일종의 화두와 같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 근원으로 끊임없이 참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실체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초심자는 

종종 그의 이야기를 표면적인(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읽어냄으로써 그가 건네고자 하는 본질과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3개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한 작업들은 재료와 형태, 그리고 주제에 있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건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작업들은 

이전의 작업들을 통해 제기해 온 실존적인 현상들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현상들의 이면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다 보

면 이 작업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저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2008년도 천안 아라리오 전시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첫 개인전이다. 북경의 PIN 갤러리(2011, 북경)나 아라리오 갤러리(2007, 북

경)의 전시와 같이 다양한 작업들을 펼쳐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전시의 작업들은 '순간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이쿠의 시와도 같이 이

용백의 그간의 작업들을 하나로 꿰뚫어 보고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게 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아름다운가?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은 그가 작품 <지루하고 흔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2016)를 통해 던지는 화두이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지루하고 흔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미술사 속 ‘날개’들과 오버랩된다. 관객들은 그 형

태가 아름답다거나, 또는 ‘날개’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순수 정신의 숭고함과 고귀함을 재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당혹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B-2 스텔스폭격기'는 하늘을 날고자 했던 신

화 속의 주인공인 이카루스나,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또는 미술사 속의 날개를 소재로 하는 작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름다움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기계장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공포나 두려

움을 느낄 것이다. 

'B-2 스텔스폭격기'를 통해 제기하는 미적 개념의 모순은 그가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 <조작된 감성>(2007), <인공감성>(2002), 

<Angel-Soldier in Water>(2005)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 온 질문이다. 'B-2 스텔스폭격기의 형상'은 일견 날개라는 소재로 미술사에서 '재현

을 통해 정립해 온 미학적 정의'들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2016) 을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근

원적인 현상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은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과 같이 DMZ 인근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을 입체적인 형상 작업으로 제작하여 보여

줌으로써 마치 남북한의 이념적인 문제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비

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남북한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낯선 산책

조관용 | 미술평론가, 미술과 담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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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자아, 그것은 그 힘을 어디서 얻을까?

작품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DMZ 인근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을 통해 남한에서 보는 북한의 지형도이다. 남

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은 지형도에서 보듯이 세밀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는 반면에 북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은 대충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남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이나, 또는 북한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의 형태가 아니다. 그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요점은 '자신의 중심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시선과 삶

의 태도를 DMZ 인근의 좌표표시불가 구역의 경계선을 통해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은 남·북한의 대립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과 연계되어 있

으며, 엔젤의 상징이 천사나 정신을, 솔저의 상징이 육체나 물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루하고 흔해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와 연계되어 있

다. 그렇다면 <Angel-Soldier>의 일련의 작업들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엔젤(Angel)은 그에게 서구 근대 철학에서부터 이어져 온 '정신'이

나 '생각'을 암시하며, 솔저(Soldier)는 '물질' 또는 '육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Angel-Soldier>(2011)는 작가가 <Twins in Monitor>(2001), <거울 속의 피에타>(2007), <조작된 감성>(2007), <인공감성

>(2002)을 통해 제기해 온 문제들과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체를 규명하면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분리하는 사유체계와 사회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지배하는 세계는 그에게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2015) 

에서 보는 것처럼 총이,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감성은 가능할까?

작품 <낯선 산책>(2016)을 살펴 보면 8개의 거울들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기계 장치들을 통해 서서히 움직이는 형

태를 띠고 있다. 직사각형의 공간 한가운데에는 작가의 증조부가 심고 키운 뒷산의 대나무를 화분에 옮겨 담아 설치했다. 작품 <낯선 산책>은 이

번 전시의, 아니 그간의 이용백의 모든 작업들을 통틀어 하나로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열쇠와 같다. 

<낯선 산책>의 중앙에 서서 기계장치들을 통해 움직이는 8개의 거울들을 보는 순간 관객은 시각적 환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8개의 거울에 

비친 바닥의 공간들은 굴절되어 보이며, 한가운데 있는 정지해 있는 대나무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환영과 함께 정신이 혼미한 엄청난 어지러움

을 느끼게 된다. 

<낯선 산책>은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사유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낯선 산책>을 통해 관객은 시각적 이미지와 감성의 상호 작용을 경험한다. <깨지는 거울>(2007)의 설치 형태를 약간 변경한 최

근작 <민낯을 바라보는 두려움>(2016)에서도 거울이 순간적으로 깨지는 현상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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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백은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낯선 산책> 외에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수중의 압력을 통해 표현한 <Angel-Soldier in 

Water>(2005) 라든가 <뉴폴더 - 드래그>(2008),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등에서 정신과 물질의 일체화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보다 세밀하게 작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면, <낯선 산책>의 대나무라든가 <예수부처>(2002)의 몰핑 이미지, <Pieta: Self-

death>(2008) 에서의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도상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모마리아의 슬픔과 희생정신을 순수 정신의 

숭고함과 고귀함으로 정의한 기존 예술가들의 ‘피에타’의 작업과 달리, 이용백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도상을 플라스틱 조각 거푸집(음)과 알맹

이(양)로 대치시켰다. 이로써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피에타’의 도상을 세대 교체와 생명 순환이라는 동양의 음양론으로까지 확장

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용백의 작업은 재현을 통해 사물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미술 개념들을 통해 미적 정의를 규명하는 

것도 아니다. 미학적 범주에서 그의 작업은 실험적인 것들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학적 범주가 다른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시

선으로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시선으로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금 묻는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분리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감성은 온전할 수 있을까? 아니 우

리의 정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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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ngbaek’s works for this exhibition are neither intricate nor magnificent. This exhibition is like sightseeing while restfully drinking tea, in 

a neat and clean temple. If the artist’s past exhibitions revealed the fierce and intense lives in the art scene or the base of life, this exhibition 

proceeds into the other side of the real-life, and the causes for living that life. 

Lee Yongbaek’s works are like topics for a debate. By endlessly analyzing a matter and its sources, one may face the essence of the reality and the 

truth. A novice may read his work with superficial matters (social and political), and do not face the essential intentions of the artist. 

The works, installed in different spaces, seem to vary in material, form, and theme. But each works approach the subjects the artist has already 

dealt with in his previous works, with extended views. Once the subjects are comprehended, it is clear that these works share the same context. 

This exhibition is Lee’s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since his last in Arario Gallery Cheonan, in 2008. Even though this exhibition does not 

include diverse works as the exhibitions in Arario Gallery (2007) or PIN Gallery (2011), the works for this exhibition resemble a ‘Haiku,’ a traditional 

Japanese poetic form, which is described as ‘an art form of the moment.’ Lee’s works for this exhibition, like a ‘Haiku,’ binds the artist’s previous 

works and penetrates the reality. 

Is the Form of Northrop Grumman B-2 Spirit (Stealth Bomber) Beautiful?

 

The question, “is the form of Northrop Grumman B-2 Spirit (Stealth Bomber) beautiful?” is the question that Lee asks through his 

work, Why I Work With Dull and Tiring Themes (2016). As suggested by Why I Work With Dull and Tiring Themes, the form of Northrop 

Grumman B-2 Spirit overlaps with the form of ‘wings’ from the art historical context. The audience falls into an illusion that the artist is 

suggesting purity, sublimity, and nobility, through the beauty of the piece, or the symbolic image of ‘wings.’ 

When asked, “is the form of Northrop Grumman B-2 Spirit beautiful?” we fall into a dilemma. The Northrop Grumman B-2 Spirit may be beautiful; 

to Icarus, the mythical character who desired to fly, Leonardo DaVinci from the Renaissance, or artists who used ‘wings’ as their subjects. But once 

it is realized that the Northrop Grumman B-2 Spirit is a machine made to kill, we feel fear or panic, rather than see beauty. 

The contradiction of aesthetic judgment pointed out through the Northrop Grumman B-2 Spirit has constantly been the theme of 

the Angel Soldier series, Artificial Emotion (2002), Angel-Soldier in Water (2005), and more. The form of Northrop Grumman B-2 

Spirit seems to be a revolt against the ‘artistic definition established by reproduction,’ but by looking at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2016), it is given that the artist is rather speaking of original elements.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appears to bring forth ideological probl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r sociopolitical 

issues caused by this problem, through materializing the GPS prohibited area around the DMZ. But is it speaking of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ike it obviously seems? 

An Unfamiliar Path

Kwang-yong Cho | Art Critic, President of Art &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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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oes the Divided Ego Gain Its Power?

Lee Yongbaek focuses on North Korea’s map observed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rough the border of the GPS prohibited area 

around the DMZ. The border of South Korea’s GPS prohibited area is elaborately drawn like a map, but North Korea’s GPS prohibited 

area is roughly drawn for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The form of the GPS prohibited area of the South and North is not important, as the essential point the artist is trying to make is 

the question, “where does our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s life from our point of view’ originate from?” Of course, it may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one can see the perspective and attitude for living, through the GPS prohibited area around the DMZ.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is linked to the Angel-Soldier series and Why I Work With Dull and Tiring Themes, with the 

metaphorical sugges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s confliction, and with the equal symbolism of the angel and the soldier. If so, 

what does the Angel-Soldier series signify for the artist?  For the artist, Angel implies the Western modern philosophy’s ‘idea’ or ‘thoughts,’ 

and Soldier signifies ‘object’ or ‘the body.’ 

In this sense, Angel-Soldier (2011) has a thread of connection with the issues brought up by the artist’s previous works, Twins in Monitor 

(2001), Pieta (2007), and Artificial Emotion (2002). The issues signify the separation of the mind and the bod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true nature of humankind with the thought of ‘self’ as a center, and the social image and thinking structure that separates art and 

science. The world that is dominated by those thoughts may be a world that is ruled by guns and power for the artist, as it is shown in 

What Makes the Earth Go Around? (2015). 

Is a Sensibility Independent From Its Surrounding Environment?

In An Unfamiliar Path (2016), 8 mirrors face each other and form a rectangle, and the mirrors gradually move. In the center of the mirrors, 

the artist’s great-grandfather’s bamboos are installed in pots. An Unfamiliar Path is a key to understand this exhibition, and furthermore, 

Lee Yongbaek’s works in general, as a whole. 

The moment the audience enters An Unfamiliar Path, and observes the 8 moving mirrors, they fall into a world of an optical illusion. The 

floor and bamboos reflected on the mirrors become distorted and cause vertigo.

An Unfamiliar Path questions the way of reasoning that separates the mind and matter, and suggests that the events happening in reality 

is relevant to ‘oneself.’ Through An Unfamiliar Path, the audience experiences the interaction of the visual image and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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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pparent that the artist views the mind and matter as a whole, through works like An Unfamiliar Path (2016), Angel-Soldier in Water 

(2005) which express the psychological pressure through the pressure under water, New Folder - Drag (2007),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etc.  

Lee Yongbaek’s works do not examine the true nature of matter through recreation, or the definition of aesthetics through conception of art that 

divides the mind and matter. Within the aesthetic category, Lee’s works seem experimental, but the works explore the essence of reality through 

the perspective that does not separate the ‘self’ and the ‘other.’ The artist questions, through his recent works in this exhibition: “Are our sensibility 

and mind intact, in a world where we divide the mind and the body, and arts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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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산책  An Unfamiliar Path
2016
Moving Mirror, Aluminum, Motor controller, Black Bamboo Pots
8000x3000mm (2020x2000x480mm _8pieces)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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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mirror position : Y axis +7° Moving mirror position : Y axis -7°

낯선 산책     An Unfamilia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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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mirror position : X axis +7°,-7°
Moving mirror position : Y axi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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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mirror position : Y axis +7° Moving mirror position : Y axis -7°

낯선 산책     An Unfamilia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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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mirror position : X axis +7°,-7°
Moving mirror position : Y axi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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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2016
Bakelite(Plastic), Aluminum   
4300x2280x360mm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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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quisse on C-print _ 296x558mm
한국의 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분 모자이크 처리된 대한민국의 위성 지도

Partly erased Korean satelite map offered by popular Korean web portal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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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The Best Known Secret: Blind Landscape



19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  What Makes the Earth Go Around?

2015
HD Video  
10min1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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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of film shooting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     What Makes the Earth Go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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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of video capture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     What Makes the Earth Go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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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of film shooting

지구는 어떤 힘으로 자전하는가?     What Makes the Earth Go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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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고 흔해 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  Why I Work with Dull and Tiring Themes
2015
Aluminum, Sound-Absorbing Sponge   
3800x1700x300mm (Wing), 970x380cm (B-2 Spirit)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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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aration

지루하고 흔해 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     Why I Work with Dull and Tiring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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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루하고 흔해 빠진 소재를 작업하는 이유     Why I Work with Dull and Tiring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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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큰 미러  Broken Mirror

2011
HD Video, Spy Mirror
1240x1900mm (3min43sec)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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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 솔져 DMZ ver.  Angel-Soldier DMZ ver.

2015
HD Video  
4min59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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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of video capture

앤젤 솔져 DMZ ver.     Angel-Soldier DMZ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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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of film shooting

앤젤 솔져 DMZ ver.     Angel-Soldier DMZ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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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of film shoo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