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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 7. 12
■ 전시팀장 박소희
   학예연구원 정효정 Tel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7. 12 배포
■ 총 8 매

 

    2018-2020 Young & Young Artist Project 4기 3rd 

2019년 7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영은미술관 실내 공용 공간 (window · path) 에서 전시 개최

국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기획된 Young&Young Artist Project는 미술관내 

공용 공간을 활용해 신진 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2012년 1기수로 시작했다. 

2년 단위로 기수가 나눠지며, 2018년 9월부터 2020년까지 신진작가 14명의 작품을 각 

주제별 4개 그룹으로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4기 3번째 전시로 2019년 7월 6일부터 10월 27일 까지 개최된다. 신진 작

가 3인의 숨겨진 작품 세계를 미술관의 여러 전시와 함께 공유·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작가들의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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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정 

영상은 한 여성이 인터뷰 중 꿈의 기억을 더듬으며 시작된다. 이 특별한 꿈은 사실 이야

기를 풀어 놓을 때마다 매번 내용을 달리했다. 새애-빨간 사과, 시-뻘건 딸기, 샛-분홍 복

숭아... 매번 달랐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꿈은 30년도 더 되어 기억의 조각이 바래고 해

졌을 게 당연하다. 

인터뷰이의 소중했던 꿈의 기억은 긴 세월만큼이나 희미해져갔고 붙잡고 싶은 마음만큼 

레파토리는 중첩되고 과장되거나 특별하게 얼룩덜룩해졌다.  

영상에서 인터뷰이로 등장하는 여성은 작가의 생모이다. 작가는 본인의 어머니를 인터뷰

했다. 작가는 엄마의 기억이 자꾸만 특별해 진다는 것을 느낄 무렵 아빠의 얼굴이 잘 기

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렸을 적 보았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안개에 뒤

덮여 너무도 희미했다. 작가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남아있는 기억의 조각들

로 아빠의 얼굴을 상상하며 몽타주를 제작했다. 몽타주는 인터뷰에서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을 찾는 수사도구로 사용되었다. (영상과 함께 설치될 예정인 조각은 작가의 모친과

의 인터뷰 속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조각으로 상상되어진 조각이다.)

영상은 인터뷰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영상의 제목인 ‘잃어버린 사

과, 딸기, 복숭아’는 인터뷰이가 30여 년 전 꾸었던 꿈속의 주요 심볼들이다. 

영상은 ‘실종된 아빠 찾기’라는 레파토리로 전개되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꿈속 사

과, 딸기, 복숭아처럼 기억, 투사, 존재라는 구조 안에서 건져 올려 진 어떤 무의식적인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윤빈

작가는 고정된 ‘공간’에 개인의 경험과 인식이 개입되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공간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작업한다. 인간은 삶의 대부분을 일상(日常)이라는 반

복되는 환경 속에서 각자의 공간들을 점유하며 이용한다. 매일 마주하는 공간들은 이제

는 친숙해져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하지만 작가는 일상 속의 공간들이 문득 낯설어짐

을 느꼈다. 공간을 매번 이용하면서,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지만, 갈 때마다 공간에 대

한 느낌이 달라짐을 감지한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미지들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집에서 거실은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장 넓은 장소이다. 이 넓은 장소에서 연구자

의 집은 종종 빨래를 널기도 한다. 화면의 가운데에 자리한 행거는 옷들이 그 자리에 있

기 위한 장소로서 상징된다. 거실이라는 거시적인 공간 내에서 빨래가 위치하는 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테이프로 ‘행거’의 형상 부분에 부착하였고, 그 위로 그어지는 

선들은 테이프와 종이 사이로 흘러들어 개개인의 옷들이 ‘공간’에 스며드는 효과를 유도

하였다. 

옷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지만, 사람의 성

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타인이지만 가장 가까운 최측근의 사람은 가족이다. 가족들의 옷

들은 한데 엉켜 빨래더미가 되었다가 건조를 위해 널어지면서 각자의 형태로 건조된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빨래더미는 개인으로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

면서 한 곳에 뭉쳐지기도 하는 모습은 ‘가족’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로 화면

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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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0 Young & Young Artist Project

 - 전시명 / Young&Young Artist Project 4기 3rd

 - 전시기간 / 2019. 7. 6(토) ~ 10. 27(일), (매주 월요일 / 하계휴관 8.5-12)

 - 전시장소 / 영은미술관 내 윈도우ㆍ복도

 - 관람시간 / 10:00~18:30

 - 작가 /  송희정, 이윤빈, 임다현 

 - 출품작 / 영상, 평면, 설치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원 / 경기도, 광주시

○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 031)761-0137

임다현 

작가의 작업은 조각, 설치, 영상, 이미지, 문구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의 문맥을 조

정하고 자동적 인지를 비튼다. 여성적인 입장으로서 폐쇄된 문맥이라는 단언에서 제외되

고 빗겨가려는 증상, 공간에 대한 반응과 모순적인 감정이 작업의 출발점이다. 조각과 이

미지, 언어, 오브제를 배치, 재배치하고 작업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묶고, 찌르고, 끼우며 

상황적 용례에 자리한 맥락을 각색한다. 구성 요소들의 질감, 형태, 기능, 색깔, 재질, 연

관성을 통해 유사함과 개별성, 연대와 특이성, 교차성과 충돌, 카테고리와 그 한계를 고

민한다. 작가는 또한 ‘귀여움’의 전략으로 권위적인 목소리를 약체화시키고자 시도했다.

■ 전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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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1) 송희정 (Xong Hee Jung)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공공미술과 졸업

2011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8  투명한 조각들,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서울

       Blanket Armor, 갤러리 이즈, 서울 (청구전)

단체전

2019  영은미술관 YnY artist project 4th 3rd 

2018  한 여름밤의 꿈, GS칼텍스예울마루, 여수

2017  Expanded Memory, 산수문화, 서울

      불완전한 인간, 우리미술관, 인천

      유사합판류: 그들만의 음각, 갤러리아쉬, 경기

2015  제 7회 投影전 공간의 시대(송희정, 이만나, 황원해), 한원미술관, 서울

2012  龍의 비상展, 갤러리 써포먼트, 서울

       Healling project 2012 ‘Ar+spital’展, 서울 종로구 소격동 35-3

선정

2018  영은미술관 YnY artist project 4th 3rd 선정작가, 영은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2기 선정작가,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선정작가 

2015  한원미술관 작가공모 선정작가, (재)한원미술관

(2) 이윤빈 (Lee Yun Bin)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2016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단체전 

2019  영은미술관 YnY artist project 4th 3rd 

2019  제4회 뉴드로잉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8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전, 홍익대학교 문헌관 현대미술관

2018  Young Creative Korea 2018, 아라아트센터

2018  한성백제미술제, 송파구청 예송미술관

2016  그 점을 따라가시오 전, 송파구청 예송미술관

2015  Young Creative Korea 2016, 아라아트센터

2015  Mayfly 전, Space M

2015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201_5감도 대학미술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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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시-나를 찾아줘 전, 현대미술공간 C21

2015  미립오기:미리보기 전, 57th gallery 

선정

2019  제11회 갤러리 탐 신진작가지원 공모전

2018  영은미술관 YnY artist project 4th 3rd

(3) 임다현 (Im Dah Hyun)

2017 영국왕립예술학교 (RCA) 조소 전공 석사 졸업

2015 이화여자대학교 조소 전공 학사 졸업

단체전 

2019  영은미술관 YnY artist project 4th 3rd 

2019  오픈스튜디오, Hargar Residency, 리스본

2017  Show RCA 2016, 영국왕립예술학교, 런던

2017  Dimension of Time, Crypt Gallery, 런던 

2017  Project RCA, Camden Art Centre, 런던

2016  Borders Are For Crossing, 에딘버러예술대학, 에딘버러 

2016  Fine Art Work-In-Progress Show: Open House, 영국왕립예술학교, 런던

선정

2018  영은미술관 YnY artist project 4th 3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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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희정: Lost Apple, Strawberry and Peach, 
Single channel video; within 00‘08‘13",Variable size, 2019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 송희정: Black chandelier, chain, black mirror, speaker, 190x190x375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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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빈: 누군가의 집-거실, 순지에 수묵담채, 162.2x130.3cm, 2018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 이윤빈: 누군가의 집-방, 순지에 수묵담채, 117.0x52.0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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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다현: Good Luck, 잔디 카펫, 스티로폼, 페브릭, 스테인레스 치과 도구 세트, 노끈,  
   알루미늄 시트, 나무, 철사, DC모터, 모델링 페이스트, 주사 바늘, 핀, 수 놓아진 패치,
       알루미늄 집게, 젤리, 사슬, pvc 시트, 목걸이 펜던트, 190x190x375cm, 2019

(영은미술관 전시전경)

      
                           ▲ 임다현: I am still Sad, 
       스티로폼, 젯소, 아크릴 컬러, 쉐이빙폼, 보락스, 30x30x9.5cm,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