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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섞이기 시작한다. 카드는 손 위로 단면을 슬며시 노출하며 다른 카드의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작품의 제목을 정하는 일 또한 추상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과정 후에 표제가 결정되기

부드럽게 휜 카드는 엄지손가락 아래로 떨어지며 무작위로 뒤엉킨 후 정돈되며 펼쳐진다. 상대방이 가진 패가

때문에 결국 그가 주지하는 내용은 타이틀에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본 전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두 작품 중

무엇인지 맞히기 위해 치열한 눈치 게임이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배헤윰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IN EQUILIBRIUM›(2021)은 회화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요소가 마치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민에 빠진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아마도 추상적인 형상 사이로 언뜻 보이는 모양과 강렬한 색채,

천천히 각자의 위치를 잡아 균형을 이룬 것이고, 앞서 말한 전시 제목과 동명의 작품 ‹COMBO›(2021)는 형태가

생각보다 구체적인 작품 제목 때문일 것이다.

깨진 후 즉각적으로 의미를 획득한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보여준다. 짙푸른 스트로크가 인상적인 작품 ‹Rolling

Dice›(2021) 상단에 있는 분홍색 조각은 이 작품 전체가 구성되기 위한 “방아쇠”가 되었다. 조각이 깨진 후 형태가
‹COMBO›전은 2021년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다. 그는 ‹Fyka Foretold…›(2021, SeMA 창고), ‹플롯탈주

쏟아져 내리면서 붓질에 속도가 붙고 새로운 움직임을 형성했다. ‹Shuffling›(2021)은 면이 손에서 섞일 때

PLOTLESS›(2021, 금호미술관)전에 이은 이번 전시에서 커다란 구조로 시작된 추상적 사유의 미시적인

운동감을 떠올린 작업이다. 작가는 대면의 대상이 되는 상대를 향해 면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개체를 섞는다. 관객은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가 그동안 미스터리함으로 무장하여 작품을 바라보는 대상과 작가 사이의 암묵적 소통

화가의 손 위에서 무작위로 섞이는 색면의 패를 엿보게 될 것이다.

가능성을 모색했다면,‹COMBO›전에서는 추상의 연쇄 작용으로 발생하는 구조에 관해 탐구해온 그의 여정과
배헤윰만의 회화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관한 시각을 더욱더 명징하게 느낄 수 있다.

글 김수현(휘슬, 큐레이터)

배헤윰은 회화 내부에서 맺어지는 형태와 색의 관계성에 관해 고찰하고 사유의 진행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배헤윰(b.1987)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회화판화과를 졸업하고 슈투트가르트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수학 후

시도를 해왔다. 그의 작품에서 형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요컨대 추상 회화라는 형식을 빌려 그의

바우하우스 대학교 실습 기반 연구 프로그램 과정 중이며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금호미술관과

사유 체계를 엿보고 추론하는 것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과거 캔버스에 ‘운동 이미지’를 해체, 재결합하여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2018년 OCI미술관에서 개인전을,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젊은모색›전,

회화 내부의 운동성을 실험했고 이를 강렬한 색의 관계, 언어의 요소 등 추상 행위와 연결했다. 이후 그는 ‘모름’을

두산갤러리, 하이트컬렉션, 휘슬, 학고재갤러리 등 다수의 기관에서 단체전에 참여했다.

상정하고 생각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구조를 전통적인 관념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작가는 회화 안에서 자신의 서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는 플롯 개념을 도입해서 본인 작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구조화하기도 했다. 교차하는 시간성을 암시하듯 작가는 때로 자신의 작업을 복기하여 도상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제목에 하이퍼링크를 걸어두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검은 점들도 마찬가지다.
전시 제목 ‹COMBO›는 끊김 없이 지속하는 타격감을 떠올리는 데 상용화된 단어다. 배헤윰은 캔버스에서 여러
면과 색이 접합하며 드러나는 모양새와 그의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을 이 단어와 유사한 감각이라 비유했다.
즉, 이 전시에서 “COMBO”는 추상회화의 연쇄 작용을 상징한다. ‘없음과 모름’에서 도상이 출현하고 형태와 색의
힘겨루기 중 일부 결합하거나 소멸하여 캔버스 내부에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 남겨진 이미지에서 생성된 의미를
획득하는 쾌감을 한 단어로 축약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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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ds began to shuffle. It gently exposes the face above the hand as it inserts itself among the

The exhibition title COMBO is a word commercialized to recall a sense of continuous striking.

other cards. Finally, the softly curved card falls below the thumb, randomly tangles up, then fans

Hejum Bä compares this word to the moment when various planes and colors bond on the canvas

out neatly. A fierce battle of wits begins in guessing the opponent’s hand. Many struggles with

to reveal a form in sync with her thoughts. In other words, “COMBO” in this exhibition symbolizes

how to interpret Hejum Bä’s work. Is there a different meaning behind it? Perhaps it is because

the chain action of abstract painting. When an image appears from ‘None and Unknown’ and

of the particular shape and intense color peeking through abstract forms and the unexpectedly

power struggles between form and color are combined or extinguished to create balance within

more specific titles.

the frame, meaning is generated from the remaining image. The title abbreviates this pleasure
into one word.

COMBO is the third solo exhibition by the artist in 2021. Following Fyka Foretold… (2021, SeMA
Storage) and PLOTLESS (2021, Kumho Museum), this exhibition deals with microscopic
narratives of abstract reasoning that began with larger structures. Meanwhile, armed with

The artist’s decision on the titling of each work is also an extension of abstraction. The title

mystery, the artist sough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licit communication with the viewer.

among the two works representing in this exhibition, IN EQUILIBRIUM (2021) depicts elements

However, COMBO gives a clearer view of Hejum Bä’s journey in pursuing structure as generated

naturally occurring inside the painting slowly coming into balance by grounding their positions,

by the chain of abstraction and the artist’s unique process of constructing a pictorial ecosystem.

and COMBO (2021) most accurately demonstrates the situation where, as forms fragmentize,

of the work is determined in its final process, reflecting the established content. In particular,

meaning is immediately acquired. With an impressive deep blue stroke Rolling Dice (2021)
Hejum Bä has made various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pe and color within

has a pink shape at the top of the work, a “trigger” for the entire painting. As it breaks, its forms

the painting and to realize the process of cogitation. It is not very meaningful to try to interpret the

pour down, speeding up the brush strokes to compose a new movement. Shuffling (2021) is a

forms in Bä’s work. It is more efficient to appropriate the language of abstract painting to glimpse

work that recalls a sense of direction when surfaces mix in hand. The artist shuffles a number of

and infer the artist’s thinking structure. In the past, Bä deconstructed and recombined the “motile

objects consisting of faces toward the person who is the object of confrontation. Viewers will get a

image” on the canvas to experiment with the motility within a painting and linked it to abstraction

glimpse at the deck of colors mixing randomly at the painter’s hand.

such as intense color relationships and language elements. Afterward, Bä introduced ‘unknowing’
and attempted to approach the structure generating from the chain of thoughts differently from

Soohyun Kim, Curator

traditional ideas.
Hejum Bä (b.1987) graduated from Ewha Women’s University’s Painting/Printmaking program
The artist is a person who creates narratives in paintings. Bä introduced the plot concept and

and received her diploma at the Stuttgart State Academy of Art and Design. She is now enrolled

structuralized her work by connecting its past, present, and future. As if to imply intersecting

in the Practice-based Research Program at Bauhaus University while working in Seoul. Recent

temporality, the artist often duplicates and repeats icons from her work, interestingly sharing

solo exhibitions include Kumho Museum of Art (2021), and SeMA Storage (2021), and OCI

that, “[she] put a hyperlink in the title.” The same is true of the black dots that appear everywhere

Museum of Art (2018), and she has participated in multiple group shows including Young Korean

in the exhibition.

Artists 2021 at MMCA, DOOSAN Gallery, HITE Collection, Whistle, and Hakgoja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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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2021, Acrylic on canvas, 80.3×60.6×4cm
Chunky Chew, 2021, Acrylic on canvas, 72.7×60.6×1.7cm
COMBO Two, 2021, Acrylic on canvas, 72.7×60.6×1.7cm
Way Down Shot, 2021, Oil on canvas, 91×116.8×4cm
Rolling Dice, 2021, Acrylic on canvas, 144×162.2×4cm
Multi Dice, 2021, Acrylic on canvas, 100×91×3cm
Shuffling, 2021, Acrylic on canvas, 80.3×65.1×4cm
IN EQUILIBRIUM, 2021, Acrylic on canvas, 80.3×65.1×1.7cm
IN EQUILIBRIUM Two, 2021, Acrylic on canvas, 162.2×112.2×3cm
Lucky Score, 2021, Acrylic on canvas, 80.3×65.1×1.7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