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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 3. 10
■ 학예팀 학예연구원 정효정 Tel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3. 10 배포
■ 총 8 매

 

2018-2020 Young & Young Artist Project 4기 2nd 

2019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은미술관 실내 유휴 공간 (window · path) 에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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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기획된 Young&Young Artist Project는 

미술관내 공간 곳곳을 활용하여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12년부터 2년 단위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의 4번째로, 2018년 9월부터 2020년

까지 신진작가 14명의 작품을 각 주제별 4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4번째 기수의 두 번째 그룹 전시가 2019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 까지 진행된

다. 네 번째 기수의 두 번째 전시를 통해 작가 3인의 숨겨진 작품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작가들의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김재유 작가

오늘날 경쟁 사회의 체재 안에서 쉰다는 개념은 마냥 편안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멈춰 있는 시간은 동시대의 속도 안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하고 결

국 다시 경쟁의 흐름 속으로 진입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휴식의 상태에 대하여 

자책을 강요당하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 굴레 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가혹한 상황은 매 순간 반복된다. 김재유 작가의 작업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을 담는다.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를 타고 이동하는 나의 몸은 닫힌 공간 안에 정지해 있고 바깥의 풍경은 빠르게 

변화한다. 이 순간에는 목적지를 향하는 수행성에 휴식을 동반하게 된다. 이동하

는 순간 보이는 풍경은 작가에게 안락과 불안의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일종의 강박과도 같은 이 모호한 상태를 바탕으로 현대의 아이러니한 풍

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 파 작가

도파는 〈트러블 랜드〉 연작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시베리

아 횡단(Trans-Siberian)열차에 몸을 실었다.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까지 

9,334km의 거리. 대륙 스케일의 공간 감각을 일깨우는 그 숫자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도파는 직접 대륙의 서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것들을 트랜스라는 말과 붙여 비틀어 내었다. ‘트랜스’라는 

제목의 전시는 그 다양한 만남들과 실천들을 다시 서울의 갤러리 공간에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번역(translation), 이동(transportation), 변형

(transformation) 등 여러 개의 ‘트랜스’들이 겹쳐 있다.

공간뿐 아니라, 도파가 여기에 펼쳐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변환(transition)

되어 있다. 그 인물들은 게임기에 들어가 캐릭터가 되었다. 게임기 안에서는 현

실과 가상이 서로 뒤엉킨다. 도파가 들려주는 북한 사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이

다. ‘트랜스’라는 전시에 함께 놓여 있는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리저리 왔다갔

다 한다. 그들은 실제 인물인지, 배우인지, 캐릭터인지 모호한 상태에 머문다. 도

파의 작업 자체도 그렇다. 이것은 다큐일까, 픽션일까, 아니면 게임일까.

조정은 작가

조정은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 사라져가거나 잊어가는 

사물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린 사물들은 

작업을 통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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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0 Young & Young Artist Project

 - 전시명 / Young&Young Artist Project 4기 2nd

 - 전시기간 / 2019. 3. 2(토) ~ 6. 30(일) 

 - 전시장소 / 영은미술관 내 윈도우ㆍ복도

 - 관람시간 / 10:00~18:00

 - 작가 /  김재유, 도 파, 조정은 

 - 출품작 / 평면, 영상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원 /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 031)761-0137

재탄생한 작업 속 오브제들은 생동한 기운과 함께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표현된

다. 작가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쉽게 지나쳤던 사물들이기에 콜라주나 

프린트처럼 빠른 방법이 아닌, 세필 붓으로 오랜 시간 관찰하고 섬세하게 묘사하

여 그려낸다. 그래서 작품에 붓으로 쓰다마 주었던 온기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봉스훈트>라는 작품은 평소 쓰고 버리던 비닐봉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비닐

봉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비닐봉지 소리는 작가에게는 엄

마가 장보고 오는 소리, 강아지에게는 산책가자는 소리, 슈퍼아주머니에게는 돈 

버는 소리 등 일상에 여러 순간을 함께 한 것이다. 환경오염의 문제로 비닐봉지

는 점차 사라져 가고, 언젠가 비닐봉지는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겠지만,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물이 가졌던 시절이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시절을 살고 있다. 우리

라는 존재 또한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작품은 남아서 오래 오래 새로운 이야기들

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 전시개요

■ 작가 프로필

(1) 김재유 (Kim Jae Yoo)

2018 홍익대학교일반대학원 회화과 전공

2015 단국대학교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8 나른한소음 527창작공간 입주작가개인전 가평

2018 몽중풍경 복합문화공간반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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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전 / 아트페어

2018 뉴웨이브:코드10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천안

2016 GPS 홍익대학교현대미술관 서울

2015 기억의기억들 BARHOM갤러리 서울

2014 김리아갤러리× <airbnb> 김리아갤러리 서울 

2014 마중물아트마켓김리아갤러리 서울 

2014 덜말랐음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2015, 2017, 2018 아시아프참여작가 서울

 

-레지던시

2019 경기창작센터 교육레지던시 입주작가

2018 527창작공간 레지던시 입주작가 

   (2) 도 파 (DOPA)

2016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2017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8 ‘Trouble Land : Chapter 3. 트랜스’, A-Lounge Gallery, 서울 

2018 ‘Trouble Land’, KOLBA, Литвинова 16 ст. 1 Irkutsk, 러시아

2016 ‘Trouble Land : Chapter 2. 멜랑콜리 마방진’, SeMA 창고, 서울

2016  ‘Trouble Land : Chapter 1. 병적인 행복, 영원한 파산’, 동교로 192-1, 서울 

2014  ‘쿵!쾅!펑’!, Sungkyun gallery, 서울

2013  ‘빈 집’, 창신 5라길 1, 서울

-단체전

2017 WHITE TABLE Artist guild,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서울시립미술관 Artist Guild: SeMA storage showcase, SeMA창고, 서울

-수상

2018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2016   SeMA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 길드

   (3) 조정은 (Jo Jungeun)

2012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9 겨울에 피는 봄 (갤러리토스트, 서울)

2017 레디메이드 인 다실바 (자기만의 방, 수원)

2016 동네 드로잉 (대안공간 눈, 수원)

-단체전

2018 SeMA 예술가길드 萬LAB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예술하라 (팔레드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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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HE PLANET part.02 (갤러리 다온, 서울)

Everything under the sun (갤러리 토스트, 서울)

GREEN THE PLANET part.01 (아트컴퍼니 긱, 서울)

2017 ‘경기예술신문 기획전 (아트스페이스 어비움, 용인)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 우리 집 우리 가족 (벨라시타, 고양)

a/s 지난 전시 다시보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ING… (G타워 갤러리, 인천)

2016 경기문화예술신문 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해움미술관, 수원)

혁신 파크 개관전 일곱 개의 방 (혁신 파크 전시동, 서울)

외 다수

-작품소장처 

서울동부지방법원, 에이컴퍼니, 대안공간 눈, 갤러리 다온, 개인 소장 등

□ 다운로드 ( 보도자료 및 자료 )

 - 홈페이지 : (http://www.youngeunmuseum.org) 자료실

 - 웹하드 주소: http://www.webhard.co.kr/

 - 아이디: ymuse 암호: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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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품작

김재유-ㅁㅗㅇㅈㅜㅇㅍㅜㅇㄱㅕㅇ(몽중풍경)#4, oil on canvas, 112.2x162.2cm, 2017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김재유-ㅁㅗㅇㅈㅜㅇㅍㅜㅇㄱㅕㅇ(몽중풍경)#6, oil on canvas, 40.9ⅹ53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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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6호실 Palata No.6, Single Channel Video, 7’45, 2018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도 파-Trans-ing-가변설치 led 전구, 알루미늄 프레임, 거울시트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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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봉스훈트, 캔버스에 아크릴, 72.7×100㎝, 2018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조정은-봉달새, 종이에 아크릴, 31.8x40.9cm,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