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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4-27
■ 학예팀 팀장 박미나 
■ 전시팀 팀장 박소희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4. 30 배포
■ 총 6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송지윤 개인전

《Sky, Sea, Land》전시 개최

n 《Sky, Sea, Land》이라는 타이틀로 2019년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송지윤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늘, 

바다, 땅의 풍경을 주제로 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의 발달로 현대인들에게 이런 풍경은 직

접 가서 보고 느끼는 체험보다는 소비로 소화되고 인식되어 진다. 우리는 이른 아침의 풍경을 

보고 싶거나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자 할 때, 직접 새벽에 일어나거나,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있

는 도시에 가서 직접 봐야 하거나 등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시

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풍경을 경험하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에게 풍경은 물리적 공간의 개념에

서 가상공간에서 수없이 떠도는 단편적 이미지의 형태로 전이되어졌다. 또한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온라인 세상은 한 개인이 소속되어 살아가야 하는 국가의 영토라는 제한적 경험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풍경을 누구나 향유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작가 노트 中) 

 이처럼 작가는 우리가 한번쯤은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항상 눈으로 보는, 또는 실제로 보

았던 적이 있는 풍경을 주제로 하여 캔버스 위에서 재조합한다. 어디서 한 번 쯤은 본 듯한 풍

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은 가상의 풍경이므로 실제 모습의 재현이 아니며, 평면으로 보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유화물감에 오일을 많이 사용하여 최대한 얇게 면

을 채우고 원색에 가까운 색만을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한다. 

 “...작가의 장소성에 대한 의문은 캔버스 안에서 포커스를 배제하는 표현으로 연결지어진다. 작

품 속 대치되는 색상과 이미지들은 시선을 곳곳으로 분산시켜 화면의 사실적 깊이감을 지양하

고 얇게 덧칠해진 물감의 레이어들은 회화 고유의 평면성을 더욱 드러나게 함으로써 풍경 속 

장소의 허구성과 모호성을 이야기 한다.“

 하늘의 단순한 풍경에는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과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무한한 변화가 있

고, 동그라미 세모 등의 기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작가는 이런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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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하학적인 요소에 주목한다. 저 멀리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지평선은 동그라미, 나무가 빽

빽하게 심어져 있는 산의 모습은 세모 등 우리가 가장 ‘자연적이고 구상적이라고‘ 인식하는 풍

경 속의 도형적인 요소를 읽고 표현한다. 이렇게 작가는 전시장에 실제 풍경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과 자연 속 기하학적인 요소를 단순화시킨 그림을 한 공간에 나란히 늘어놓아 동시에 설

치한다. 또한 하늘이라는 공간은 땅위처럼 물리적인 경계는 없지만 분명 영토의 개념이 존재하

는 공간이다. 이런 국가적인 경계에 대한 의미를 캔버스 위에서는 직각 느낌의 도형을 차용해

서 하늘이 가진 속성을 표현한다. 

 전시장의 이런 대치는 캔버스 화면 안에서도 이어진다. 회화 고유의 편평함을 위해서 주로 원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자연의 색이 아닐 수도 있는 실버, 골드 등의 메틸릭

한 느낌의 색을 섞어서 전시장의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추구한다. 이런 금속 느낌의 

색들은 캔버스 위에서 전시장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 양에 따라서 순간순간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느낌을 갖게 하고, 동시에 이질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질적인 감각 속에 관람객의 시선이 머물면서 관람객들은 평면의 회화 속, 어떤 공간을 

체험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감객의 각각의 체험은 관람객이 전시장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

품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작가는 단지 관람만이 아닌 자연의 풍경처

럼 시시각각 변하는 전시장 상황의 흐름속에서 관람객만의 풍경을 체험하기를 유도 하고 있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 송지윤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 송지윤

           《Sky, Sea, Land》

 - 전시기간 / 2019. 5. 4(토) ~ 5. 19(일)

 - 초대일시 / 2019. 5. 4(토) 5pm 

 - 관람시간 / 10:00 ~ 18:30 

 - 작    가 / 송지윤 (宋智允, GEE SONG)

 - 출품 장르 / 회화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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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송지윤 (b.1980)

2geesong@gmail.com 

2008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MFA in Fine Art, 런던, 영국 

2005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판화과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 

2016   Just landscape, only landscape, LEEEUGEAN Gallery, 서울

2010   Beyond Landscape, 대안공간 루프, 서울 

단체전

2017   Splendid Scenery, Atelier Aki, 서울 

2015   L.O.S.T Ver.4 2015, Art Window, 서울

2014   Gate-opener, Beijing Commune, 베이징

2013   from I to i : YAP’13, EXCO, 대구

       신흥예술로젝트, 해방촌, 서울 

2012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s, 싱가포르 

       You were, you are, 갤러리 조선, 서울 

2011   SUPER ART, Gallery Luce, 서울 

       W-door: Korea-Japan Exchange Exhibition, Salon de H, 서울 

2010   W-door: Korea-Japan Exchange Exhibition, CAS, 오사카

       서교 난장 2010:회화의 힘 , KT&G 상상마당갤러리, 서울 

       독립출판물 프로젝트  <듀얼미라지 Dual Mirrage/Part2_Tourist Dream>, 서울, 런던 

       Frozen in Time, Space 15th,서울 

2009  Ideal Worlds, James Freeman Gallery, 런던 

      Borderland, Collyer Bristow Gallery, 런던  

2008  Entry Forms, Korean Culture Centre UK, 런던 

      4482, Bargehouse, 런던 

수상

2010   “2010 Open Call for Young Artists”, Alternative Space LOOP

2008   “Open Call Artists-UK Korean Artists”, Korean Cultural Centre UK

레지던스

2012   <Matahati Art Residency>, House of MATAHATI, 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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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이미지

▲ Sky 38x38cm, oil on canvas, 2019 

▲ Sea 38x38cm, oil on canv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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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38x38cm, oil on canvas, 2019 

▲ Sky(serial work) 130x97cm(each), oil on canv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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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n's land 194x130.3cm, oil on canvas,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