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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미술관 2019-07-16
■ 전시팀 팀장 박소희 / 학예연구원 정효정
■ 문의: 031-761-0137

보도자료 ■ 2019. 7. 16 배포
■ 총 7매

  
2019 영은미술관 11기 입주작가(단기) 이예린 개인전

          《 새벽달 질 무렵 at the Dawn-MoonSet 》 전시 개최

 

n 《새벽달 질 무렵 at the Dawn-MoonSet》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영은미술관 2전시실에서 전시 개최

   *전시 오프닝: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영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이예린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예린은 일상의 풍경

과 음악 등을 소재로 회화와 사진, 영상, 설치를 통해 공간에 대해 탐구하는 작가이다. 끊임없

이 다양한 매체로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공간에 대해 연구하며, 작업의 중심에는 “반영(反映 
reflection)” 이라는 큰 틀이 존재한다. 이번 영은미술관 전시에서는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작업

해 왔던 “두 가지 반영“ 인 시각(공간)과 청각(시간)의 반영에 대한 작업이 전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반영(反映 reflection)” 에 대한 관심은 실재와 허구 사이 간극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다. 

 

“ ... 보다 구체적으로, 나의 시각과 청각적인 작업은 ‘반영’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에 있다. 나의 

작업에 있어서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반영은 개인적, 주관적인 사건, 감정이 내포되면서도 객

관적인 일상을 환상으로 이끄는 소재이다. 나의 작업은 특별한 소재나 주제, 상황을 다룬다기보

다는 일상에서 그 출발점을 가지는 편이다.” <작가 노트 중>

”베니스“ 연작은 여행지 베니스에서 불꽃 축제를 구경하던 중, 군데군데 고인 물 웅덩이에 ”비

친 모습“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작을 바라볼 때, 관람객들은 윗 부분이 실제의 모습이

고 아래쪽을 그 실제 모습이 비쳐진 반영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진을 베이스

로 해서 그리기를 더해 표현한 윗 부분이 반영 이미지이고, 우리가 서 있는 실재 세상이 아래

의 좀 더 흐릿한 부분이다. 작품의 이런 진실을 알게 되고 나면 관람객들은 우리가 숨 쉬고 있

는 이 세상이 실재인가 허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나의 작업은 공간이나 시간에서 발생하는 순차적인(당연한) 이미지나 사운드에 의문을 가지면

서 제작 된다 ... 실재하는 세상과 실재하는 듯 보이는 허구적 요소 사이에 작업의 주제를 두고 

있다.” <작가 노트 중>

실제에 대한 의심과 뒤집기의 작업은 음악을 활용한 작업에서도 같은 방법론으로 이어진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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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드뷔시의 “달빛”을 “악보 거꾸로 그리기”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과 함께 시

간이 가진 공간의 개념을 리듬감이 느껴지는 회화작품으로 선보인다. ‘거꾸로 그리기“는 음악이

라는 소재의 사용과 마치 거울에 모습이 비친 것 같은 반영,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의 방식이다. 이 시작점은 작가의 성장배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매년 피아노대회의 수상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큰 거울이 있는 방에서 연습

하며 보냈다. 반복적인 연주 가운데 광이 나는 악기표면과 거울에 비친 상을 볼 때면 그 허상

의 공간에 자유로운 상상을 펼치곤 했다. 나에게 음악과 반영은 내 유희, 치유의 매개체가 되어

있었다. ... 올해, 달이 유난히도 크던 날 누구나처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을 바라보다

가 우연히 흘러나온 음악, 드뷔시의 ‘달빛’을 듣게 되었다. ... 나는 이 곡을 대상으로 작업하던 

중에 달빛에 관해, 그리고 작업해서 재탄생한 ‘새벽 달빛(2019)’ 곡의 분위기에 따라 ‘새벽빛’에 

대해서도 끄적여보기도 했다. 이번 전시 ‘새벽달 질 무렵’에는 어둠과 밝음 그리고 그 교차점, 

처음과 끝 그리고 순회, 끝이라고 보이지만 다시 돌아가고픈 마음 등이 반영되었다.“ <작가노

트 중>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 보이는 작품은 ‘달빛’을 편곡한 ‘새벽 달빛 (2019)’이라는 곡으로서 ‘시간

의 반영‘을 시각화한 회화 작품과 이 악보를 연주하는 사운드가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시간의 

예술인 음악을 반영(反映 reflection)한 “새벽 달빛 (2019)”은 달이 비치는 감성적인 밤의 느낌에

서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의 발랄한 느낌으로 재탄생했고, 이러한 느낌을 담은 시 문구도 전시

장의 한편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예린은 작가 스스로의 작품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더 확장하고 있다. 

또한 7. 20일 전시의 오프닝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박종관(June Park)의 연주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이예린 

작가가 편곡한 “새벽 달빛 (2019)”을 연주할 예정이다. 오프닝 퍼포먼스의 사운드는 전시기간 

동안 계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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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_ 이예린

 - 전시명    / 영은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단기) 개인전_이예린

              《 새벽달 질 무렵 at the Dawn-MoonSet 》

 - 전시기간  / 2019. 7. 20(토) ~ 8. 18(일), (매주 월요일 / 하계휴관 8.5-12)

 - 초대일시  / 2019. 7. 20(토) 5pm 

 - 퍼포먼스  / 2019. 7. 20(토) 5:30pm (연주: 피아니스트 박종관)

 - 관람시간  / 10:00 ~ 18:30 

 - 작    가  / 이예린 (李藝粼, Lee Ye Leen )

 - 출품 장르 / 평면 (회화, 사진)

 - 주최∙주관 / 영은미술관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 예약 및 문의

 - 영은미술관 학예팀  
   031.76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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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이예린 (b.1979)
www.yeleenlee.com 

2017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 

2008  뉴욕시립대학교(CUNY) Hunter College 미술대학원 순수미술 석사 

200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 학사 

개인전 

2018  전시지원 공모선정전: 이예린-하얀 선율,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청주시립미술관 분관),   

       청주 

2016  (박사학위청구전) 이예린: Mirrors and Windows, 갤러리 포월스, 서울

2014  Yeleen Lee, Cennet Kültür ve Sanat Merkezi 이스탄불 문화예술센터, 터키

2013  아시아탑갤러리호텔아트페어(AHAF) 특별전: 이예린, 서울국제금융센터One IFC, 서울 

2012  물빛 에피소드: 이예린, 갤러리 포월스, 서울 

2011  이예린: 아뜰리에2011, 롯데갤러리, 롯데백화점, 일산 

2010  After the Rain, Lee Weitzman, 시카고, 미국 / 이예린 개인전: Linger, 갤러리 175, 서울

2009  BELT2009: 이예린, 카이스갤러리, 서울 / Yeleen Lee, Space355, 도쿄, 일본

2007  Ye Leen Lee-New Work, 세계문화오픈(WCO) 맨하탄 오픈센터 갤러리, 뉴욕, 미국

단체전

2019  Art Terms, 갤러리 비케이, 서울

2018  행복 플랫폼, AK갤러리, AK플라자, 구로, 서울 / AK갤러리, AK플라자, 수원

2017  Space and Place, 아뜰리에 아키, 서울

2016  아트50x50,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5  Affinity 90, 갤러리 조선, 서울

2014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Water-천진난만 Innocence, 소마미술관, 서울

2013  Here in, LIG아트스페이스, 서울

2012  낯익은 풍경, 오페라갤러리, 서울  

2011  도시를 스케치하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Click, 낸시 호프만 갤러리, 뉴욕

2009  작가중심네트워크: DECENTERED, 아르코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2008  Hopes, 첼시 로그 스페이스, 뉴욕

2007  The Most Curatorial Biennial of the Universe, 아펙스아트, 뉴욕

2006  Anything Goes, 독립예술가조직회 갤러리 402, 뉴욕

2005  플라야바다-박이소 유작 추모 참여전, UCI대학 갤러리, 캘리포니아 / 로댕갤러리, 서울   

2004  the Stage: 상상 릴레이 클럽, 광주비엔날레, 광주

수상

2018  동상, 안휘성대학교 연극 및 영화 전공 합작위원회, 우후시, 중국

2013  Sovereign Asian Art Prize Korean Finalists, 소버린 예술재단, 홍콩 

2012  Asia Artist Award 입상, 아트쇼부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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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입선, 송은미술대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2010  일현 트래블그랜트 상, 을지재단 일현미술관, 서울 

2008  소머빌 예술 졸업 우수상, 뉴욕시립대학교 헌터컬리지, 뉴욕 

2007  최우수 실험영화상, 브룩클린 예술위원회(BAC), 브룩클린 뮤지움, 뉴욕 

작품소장 

국제 콜라주 아상블라주 박물관(IMCAC)-미국, APA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s Arts)-

파리, Yamahata Fine Art-도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한국본사, AK플

라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Bistra Milovansky 법률사무소-뉴욕, the Creative Center-뉴욕, 

McMaster-Carr Supply Co.-뉴저지, KB손해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립미술관 외 다수

레지던시 

20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창작스튜디오 창동 9기 장기 입주작가 

※ 연주자 약력

 박종관(피아니스트)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졸업, 기악,성악 반주 수석졸업

*오스트리아 Orchesterakademie Ossiach 건반주자, 클라겐푸르트 시립극장 반주자 역임

*오스트리아 국영라디오방송 ORF 정오의 음악회 출연, 케른트너 주립 교향악단 협연

*이탈리아 Festival Di Giovani Artisti, 오스트리아 St.Pauler Kultursommer 음악축제 초청연주

*독일 뉘른베르크, 금호아트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독주회, 예술의전당, 영산아트홀, 

 KBS홀 등에서 실내악 연주

 現) 한국리스트협회 회원, Trio Varié 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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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달빛 운율풍경(일부), mixed media on canvas, 727x60.6cm 2019

                          ▲ 새벽달빛 악보(일부), 4min., 영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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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nice no.15, pigment print and Gouache, 100x65.1cm, 2019

▲ OnOff 드로잉 no.12, 종이에 (색)연필, 25x25cm,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