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개인전

장소: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번지 김리아갤러리 1, 2 층
전화번호: 02-517-1513
Facebook: www.facebook.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문의: 최경민 큐레이터/ 010 9666 1513/ ky_min58@naver.com

Title :

Oasis (오아시스)

Artist : 김 은 미 (Kim, Eun Mi)
Date & Venue :
2016 년 7 월 28 일 - 8 월 16 일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20 번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 시-오후 7 시)/ 토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일요일 휴관
Opening (Table Talk) : 2016 년 7 월 28 일 6:00PM/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Inquiry : www.kimreeaa.com, T. 517-7713

2015 년 제 2 회 마중물 아트마켓에서 선정된 김은미 작가의 개인전이 2016 년 7 월 28 일부터 8 월
16 일까지 김리아갤러리 청담에서 개최된다. 김은미 작가는 자신이 여행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자가 되어 상상의 도시로 재구성한다. 자유로운 공간, 유기적인 건물의 형태, 다양한
색상, 건물을 두르고 있는 선은 작가 작품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각 도시건축 요소에서
모티브를 얻어 본인만의 개별성이 강한 건물들을 나열하고, 중첩시키고, 움직임을 부여하면서 무궁무진한
도시 공간으로 연출하여 새롭게 그려낸다. 또한 관람객의 감정에 따라 읽혀지는 시간, 공간 속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인식되고, 상상하면서 여행을 몰입하게 한다. 이처럼 OASIS (오아시스)란 주제의 이번 전시로
하여금 우리의 반복된 일상에 각자가 품어왔던 환영의 풍경들을 새롭게 그려보며, 자유에 대한 욕구와
감정들이 잠시나마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ARTIST
김 은 미 (金恩美 / Kim, Eun Mi)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Solo Exhibition
2016 ‘즐거움이 가득한’, 탐앤탐스블랙 명동 눈스퀘어
2013 'A melody in humming', 갤러리두 초대전
2012 'Sprinkle the joy', 당림미술관 초대전

Group Exhibition
2015

'6th Lachesis', 갤러리 이앙
'Share - heart'전, 최정아 갤러리
'마중물 아트마켓', 김리아 갤러리 청담점
'Peeping of Reminiscence', 리각미술관

2014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전, HOMA 4F
신진작가전 'Raw regard', 최정아 갤러리
Young revolution, ION 갤러리, 싱가폴
2013 'Year end', 최정아 갤러리
홍익대학교 대학원 GPS '도'전, HOMA 4F
ASYAAF, 문화역 서울 284
'Merry may', 최정아 갤러리
'kimeunmi', cafe 미엘
2012 'The new faces', 옆집갤러리
ASYAAF, 문화역 서울 284

2011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전, 덕원갤러리

Art Fair
2015 아트부산, 벡스코
2014 Affordable art fair, F1 pit building, 싱가폴
2014 Art apart fair, 파크로얄피커링 호텔, 싱가폴
2013 청담미술제, 갤러리 두
2013 도어즈 아트페어,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서울

WORK IMAGE

Oasis
Acrylic, Pen on Canvas
60x160cm
2015

좌) Push a button #3ㅣAcrylic, Pen on Canvas_100x100x13cm_2014
우) Geen holeㅣAcrylic, Pen on Canvas_100x100x13cm_2015

보물찾기
Acrylic, Pen on Canvas
120x180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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