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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8-10-26
■ 학예팀: 선우지은(큐레이터), 박미나(선임학예연구원)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8. 10. 30. 배포
■ 총 8매

  
2018 영은미술관 10기 입주작가(단기) 나오미 군지 개인전

《生前葬(생전장)_Flash back: Art of dying)》전시 개최

n 《生前葬(Flash back: Art of dying)》이라는 타이틀로 2018년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전시 오프닝: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단기) 나오미 군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작가는 주

변을 세밀한 눈으로 들여다보며 그 속에 각인된 生死를 사유하며 “눈 부시는 빛을 영혼에 새기

고 싶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은 아름답다.”고 전한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속에 담긴 ‘필멸

의 죽음’이라는 짙은 그림자는 일상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걸쳐있음을 환기시키고 눈부시게 강

렬한 절박함을 부여한다.

나오미 군지의 전시 타이틀 ‘生前葬(생전장)’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작가는 ‘죽음’이라는 화두를 

늘 염두에 두며 지금의 시간을 절실하게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러한 절실함 속에서 나오미 군

지가 그린 꽃, 나무, 숲 등의 자연물은 일견 소박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작가가 영은창작

스튜디오 입주기간 동안 그린 미술관 주변의 숲, 동물, 나무, 작은 식물, 꽃 등의 작품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쉼을 누리고, 작은 들풀일지라도 생명과 활

력을 지닌 모습에 일종의 경외를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자연의 모습 속 다른 한편에

는 치열한 생존의 문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특히 꽃이란 “식물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생존수단”이다. “꽃이 피어야 그 안에 들어 있는 암술과 수술의 수정이 가능

하고, 씨라는 자손을 남길 수 있다.”(The Science Times, “꽃에 숨어 있는 생존의 법칙” 中) 나

오미 군지가 그린 수많은 꽃은 존재론적 목적에서 생존을 위해 피어난 결과물이자 이후에는 

지게 될 운명에 처해있다. 즉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 소멸, 사라짐의 숙명(죽음)을 

안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작가에게 있어 삶을 무력화시키고, 회의적으로 만드

는 죽음이 아니란 점이다. 앞서 나오미 군지는 죽음을 늘 끌어안고 지금의 시간을 절실하게 살

아간다고 전했듯이, 죽음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도록 하는 힘

의 원동력, 원천이 되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에 치열한 생존 이유가 담겨 있듯이 죽고 사는 모든 존재에는 또다른 치열

한 생존, 生/死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죽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작가의 정신은 죽음

을 늘 상기하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꽃이라는 대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꽃 정물화에 담긴 ‘바니타스(Vanitas)’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죽음을 잊지 말라는 ‘메멘토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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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바니타스’이든, 나오미 군지의 작품은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강렬해지는 현재의 순간을 마주하게 만든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생성과 소멸의 미적 가치를 마

주하며 우리가 서있는 ‘지금, 여기’라는 찰나의 순간을 세밀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展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나오미 군지展 

           《生前葬(생전장)_Flash back: Art of dying》

 - 전시기간 / 2018. 11. 3(토) - 12. 2(일)

 - 초대일시 / 2018. 11. 3(토)  4 PM

 - 관람시간 / 10:00~18:00 (월요일 휴관)

 - 작    가 / 나오미 군지(郡司直美), Naomi Gunji

 - 출품 장르 / 회화, 도자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 작가 소개
나오미 군지

現 계원예술고등학교 출강

gunjinaomi6841@daum.net

www.dohstudio.com

학력

199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1987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형학부 유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8 生前葬(Flash back: Art of dying), 영은미술관, 경기

2009 2인전, 주한일본대사관 광보문화원, Silk gallery, 서울

1998 구마가야 모리카즈 미술관 갤러리 카야, 도쿄

1993 이콘 갤러리, 서울

1991 긴자 와치 갤러리, 도쿄

1991 주한 일본대사관 광보문화원 Silk gallery,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MANIF23!17,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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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2L전, 성남아트센터, 분당

2015 제69회 니키전(입선), 국립신미술관, 도쿄

2012-14 Mingle전, 레지나 갤러리, 용인,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분당

2013 화이전, 도원갤러리 분당 

2012 Sunset and Sunrise전, 레지나 갤러리, 용인

2010 여류작가전, 주일 한국문화원,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Silk gallery, 서울

     선화랑 개관 33주년 기념전, 선화랑, 선아트 센터, 서울

2009 화이전,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분당

     무사시노 미술대학 동문회전,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 문화원, Silk gallery, 서울

     MANIF15!09,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8 손골회전,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분당

2007 제12회 도쿄 OUR'S전, 도쿄예술극장, 도쿄

2006 손골회전,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분당

2005 제16회 한국선면전, 인사 아트센터, 서울, 제주도문예회관, 길상갤러리, 오오사카

     한일 작업동인전, 주한 일본대사관 광보문화원 Silk gallery, 서울

2003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개관기념전,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분당

2003 제57회 니키전(입선),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2002 제56회 니키전(입선),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2000 다이조와전,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1999 겐전,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1995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갤러리 도울, 서울 

     작업동인전, 나 화랑, 서울

     계원예고 개교기념 미술과 교원전, 시대 갤러리, 분당

1994 새로운 형상과 정신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동제60인전, 극동주택전시장, 서울

     작업동인전, 인데코 화랑, 서울

1993 제23회 EOUX전, 갤러리 EOUX, 도쿄

1992 이콘 청년 미술가전, 이콘 갤러리, 서울

     오오사카노 게이타로우전, 오오사카예술대학내 예술정보센터 전시홀, 오오사카

     나가사키 도자전, 나가사키

1990 001전, 경인 미술관, 서울

1989 아리랑 청년환경 미술전, 올림픽공원, 서울

1987 3인전, 타카노다이 홀, 도쿄

     5미대전, 토쿄도립미술관, 도쿄

레지던시

2017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수상 내역

2015 제69회 니키전 입선, 국립신미술관, 도쿄

2003 제57회 니키전 입선,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2002 제56회 니키전 입선,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1998 제21회 JAG전 입선, 도쿄도립미술관,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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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다이헤이세이전 입선, 사이타마 현립 미술관, 우라와

1986 World student art competition 수상,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New York

기타 저서

2018 ‘천상을 향한 악동들의 연주’ 그림

     ‘바람을 타는 뽀득이’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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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ter, 162.2 x 130.3 cm, Oil painting, 2018

▲ Spring, 162.2 x 130.3 cm, Oil painti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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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162.2 x 130.3 cm, Oil painting, 2018

▲ Korean Landscape by Japanese Komorebi, Oil Paint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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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롱꽃, 2호, Water color, 2018.6.

▲ 면꽃, 41 x 31 cm, Pen, Pastel, 2017.10. 



- 8 -

▲ 박태기나무 열매, A4, Color pencil, 2018.1.    

 ▲ Flower-A, 21x 15cm, Porcelain,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