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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11-20
■ 학예팀장 박미나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11. 20 배포
■ 총 5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장기) 심세움 개인전

《 볼 수 없었던 것들 Things We Couldn’t See 》전시 개최

n 《 볼 수 없었던 것들 Things We Couldn’t See 》라는 제목으로 

   201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은미술관 4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장기작가 심세움의 ‘볼 수 

없었던 것들 Things We Couldn't See’ 展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이

번 전시는 한국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으로, 작가의 경험에서 보고 듣는 여러가지 소재와 주

재를 재료로 삼아 작가를 둘러싼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로 전시장

을 채운다. 

 먼저 전시장을 들어서면 전광판, 형광등, LCD, LED, OLED, 거울, 직관 형광등, 안정기, 키네틱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된 작품의 재료를 만나게 된다. 또한 다각도로 접근한 방법론으로 공간

의 데이터를 감지해서 형태가 노이즈를 발생시키거나, 픽셀을 알고리즘이 분석하여 코드에 맞

게 새롭게 정렬해 새로운 이미지와 컬러를 통한 인종에 대한 이야기, 멸종위기 생명체들의 소

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작품들, 그리고 각각의 작품이 갖는 개별적인 주제

를 만나게 된다.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는 여타의 전시 구성 방식과 달리 심세움은 본인의 개입

에 따라 그 성격과 모습을 달리한 심세움의 세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의 많은 작품은 관람객이 체험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는 

관람객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당하는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며,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킨

다. 이렇듯 이번 전시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쌍방향적 역할 전환이 가능한 재료의 확장성

에 관한 실험인 동시에 작가의 그 동안의 작업을 크게 짚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박소희(협력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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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심세움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장기) 개인전_심세움

              《 볼 수 없었던 것들 Things We Couldn’t See 》

 - 전시기간  / 2019. 11. 23(토) ~ 12. 15(일)

 - 초대일시  / 2019. 11. 23(토) 4pm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10:00 ~ 18:00 

 - 작   가   / 심세움  (沈세움, Shim Seaum)

 - 출품 장르 / 미디어, 설치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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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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심세움 (b.1985)

학 력

2017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마이스터슐러 졸업 (Prof. Joachim Sauter) 

2016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Art and Media, 석사 졸업

2012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졸업

전시

2019 아트프라이즈강남 로드쇼 (ArtPrize Gangnam Roadshow) – (서울, 한국)

2018 ‘’O! Leica, spirit of the Times” S Factory(에스팩토리) – (서울, 한국)

2018 ‘John Gall Collages’ The Reference Gallery - (서울, 한국) 

2017 ‘Totemism’ Galerie Medienhaus – (베를린, 독일)

2016 ‘트렌스미디어날레 (One Century-Five Regimes)’ Design Transfer - (베를린, 독일)

2015 ‘Narrative Material’ Galerie Medienhaus - (베를린, 독일)

2015 ‘Glass’ exhibition -쿤스트팔라스트 뮤지움 - (뒤셀도르프, 독일)

2015 ‘One Century-Five Regimes’ Galerie Medienhaus - (베를린, 독일)

2014 ‘new musical instruments’ Galerie Medienhaus - (베를린, 독일)

2014 ‘AIKAINEN_AN OPERA IN THREE DIMENSIONS’ exhibition - (베를린, 독일) 

2014 Aikainen 3D-Opera - Arcola Theatre - (런던, 영국)

2013 ‘Story of Crack’ Galerie Medienhaus - (베를린, 독일) 

2011 ‘Seoul look around’ exhibition - Insadong KOSA Space gallery - (서울, 한국)

2011 ‘Rediscovery’ solo exhibition- space 1984 gallery - (안성, 한국)

2011 ‘HEITEI umwelt-sculpture’ exhibition - (경기도, 한국)

2011 ‘2nd International Short Flim and Video’ Festival - (노비사드, 세르비아)

2010 ‘Environment’ exhibition, UNESCO 51 gallery - (인천, 한국)

2010  ‘All that Stone’ exhibition - 안성 겔러리 (Stone Sculpture exhibition) - (안성, 한국)

수상 및 레지던시

2019  아트프라이즈강남 로드쇼 (ArtPrize Gangnam Roadshow) 우수작품

2018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2018. 9.1 ~ 2020 8. 31)

2014 Ehrendiplom der Jutta Cuny-Franz Foundation 2015 

(Honorary Diploma of the Jutta Cuny-Franz Foundation of 2015) - (뒤셀도르프, 독일)

2011 ‘SHORTZ 2011’ 2nd International short film and video’ (Best group of works) - (노비

사드,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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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작품 이미지

▲ Only For J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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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