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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개인전 <The Gold Terrace> 

● 전시 기간: 2018.11.09 – 12.02 

● 관람 시간: 11:00am - 6:00pm (월요일 휴관) 

● 오프닝 리셉션 : 2018.11.09 (금), 6:00pm 

● 전시 장소 : 아트딜라이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 2층) 

                     http://www.facebook.com/artdelightseoul 
●  전시 문의 : 02-792-2865 (아트딜라이트), emjelee7@gmail.com 
● 협력 기획 : 최정윤  
● 글 : 안소연, 정세랑, 최정윤 
● 디자인 : 최수빈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아트딜라이트  

● 주요 출품작 : 조각 및 설치 15여 점  

http://www.facebook.com/artdelightseoul
mailto:emjelee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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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소개  

작가 이미정은 젊은 여성 작가로서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 문제와 고민에 관해 진솔한 언어로 조각적 오브제를 만

들어 왔다. 2013년에는 착한 딸이자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금기시된 욕망에 관

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Pull & Push> 시리즈는 여성용 자위기구인 딜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만든 성적 쾌

락을 제공하는 나무 장난감으로, 부조리한 억압에 대해 고발하는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미정의 실재하는 대상(진짜)과 그것의 

그럴듯한 대리물(가짜)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이번 전시에서도 이어진다. 

   

이번 전시 <The Gold Terrace>에서도 진짜 같은 가짜에 관해 다룬다. 각종 SNS에서는 언젠가부터 ‘온라인 집들이’라는 명목

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꾸민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DIY(Do it yourself)로 직접 셀프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주

어진 환경의 한계를 극복한다. 값비싸고 무거운 대리석을 이용하는 대신, 대리석 패턴의 시트 지를 기존의 가구에 붙이기도 하

고, 빈티지 파벽돌을 만들기 위해 우드락에 흠집을 낸다. 전시 제목 ‘The Gold Terrace’는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금

이라는 반짝이고 그럴싸한 재료, 그리고 테라스라는 ‘원룸’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묘원한 소원과 같은 공간을 상징적으

로 지시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동료들과 무한 경쟁의 굴레에 뛰어든다. 그리고 자본을 창출해 내기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

해 학력, 학점, 토익점수 등의 ‘스펙’을 쌓는다. 우리는 모두 효율성과 쓸모 있음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미정이 만드는 오브제는 얼핏 식탁, 옷걸이, 책장, 커피 테이블 등 쓸모 있어 보이는 가구의 형상을 닮았다. 또한 각각의 

가구 오브제에는 캐릭터화 된 얼굴 이미지가 더해져 쓸모 있는 한명의 사람을 은유하는 듯하다.  

전시장에는 총 15여 점의 조각과 설치 작업이 소개 된다. 경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아트딜라이트는 2018년 6월에 개관하였으

며, 신진작가 발굴 및 공간 지원, 아트컨설팅과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바닥과 벽과 천장이 모두 흰 공간에 이미정의 유사-

가구-조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쓸모’있는 전시 홍보 엽서를 만들기 위해, 두꺼운 합지를 이용해 20cm 자의 역할을 겸하

는 초대장을 제작하고 있다. 이 전시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시각 부문으로 선정되어 진행됐다.  

! 

아트 딜라이트는 2018년 6월 갤러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시선의 벽<김지원, 이세현> 2인전으로 소개되었으며, 갤러리 아트 

딜라이트는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아트 컨설팅과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과 대중의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한 목

적을 지닌 갤러리이다. - 최은주 

! 

이미정은 1988년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회화과를 졸업하고, OCI미술관(2013), 갤러리 쿤스트독(2014), 아트스페

이스휴(2017)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올해 여름에는 소쇼룸에서 프로젝트 <soshoroom: the storage-room>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Sex+Guilty Pleasure>(2014, 아마도예술공간), <혼자사는 법>(2015, 커먼센터), <IN_D_EX: 인덱스>(2018, 서울

시립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등의 국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17년 대만의 관두미술관 레지던시, <임대의 추억

>(2014), <굿-즈 2015>, <바톤터치>(2015, 아카이브봄) 등의 기획에 참여했다. 



 Art Delight Press Release

◎ 전시 전경 및 대표 이미지 소개  

Instal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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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window, acrylic on wood, 180x310cm, 2018  
Flat-pack: prop series, acrylic on wood, 2018 

Unfriendly shelves, acrylic on wood, 22x56x100cm, 2018 
 Flat-pack: green plate series, acrylic on woo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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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able table for something, acrylic on wood, 40x11.5x36cm, 2018 
Super floor, acrylic on wood, 70x70x26cm, 2018 

Table with a hidden face, acrylic on wood, caster, 70x114x78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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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drop IMG, acrylic on wood, 120x80x7cm, 2018 
Brick friends, acrylic on wood, each 25x40x26.2c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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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미정 Lee Mijung (b.1988)  

www.emjelee.com  

학력 

2011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8  The Gold Terrace, 아트딜라이트 

2017  IF THERE IS NO WIND, ROW, 아트스페이스휴 

2014  Pink Noise, 갤러리 쿤스트독 

2013  위로는 셀프, OCI미술관 

2012  Red complex, 갤러리 아트사간 

단체전 (selected) 

2018  이솝유머, 벗이미술관 

2018  사라지지 않는 still there, still here, 문래예술공장 

2018  몸몸몸 mom mom mom, 인스턴트루프 

2018  IN_D_EX : 인덱스, 서울시립미술관  

2016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사다리, 상상마당 춘천 

2016  살찌는 전시, 공간291 

2015  The Hours 그리고 만나다, 아트스페이스휴 

2015  납작한 저장소, 테이크아웃드로잉 

2015  어르신, 소녀, 뽀드득, 인스턴트루프 

2015  혼자사는 법, 커먼센터 

2015  Young Revolution, 갤러리휴, 싱가포르 

2014  임대의 추억, 기와하우스 

2014  Sex + Guilty Pleasure, 아마도 예술공간 

2014  FORWARD BEAUTY, 암웨이미술관 

2013  Overturn, 호연갤러리 

2013  Image installation _Korea tomorrow2013,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12  홍제천씨의 현장 관람기, 홍은예술창작센터 

2010  내일을 향해 쏴라3, 대안공간 충정각                                              

 2008  Illhyun Travel Grant 2008, 일현미술관 

수상 및 선정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2013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 

2013  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아르코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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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장 

2017  관두미술관 (대만, 타이페이) 

2016  국립현대미술관 

2014  OCI미술관 

레지던시 

2017  관두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만, 타이페이) 

프로젝트 

2018  soshoroom : the storage-room, 소쇼룸 

2015  바 톤 터 치, 아카이브봄 (전시 기획) 

2015  굿-즈 2015, 세종문화회관 (행사 기획) 

2014  임대의 추억, 체부동 18-8번지 (전시 기획) 

2012  홍제천 프로젝트, 홍은예술창작센터 

——————————————————————————————————————————————————————————— 

[붙임1]              개인전 서문 <금빛 테라스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는 11월 어느 날의 여유로운 오후> _ 독립큐레이터 최정윤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  2층 

/ 02-792-2865 

/ poplaning@gmail.com 

mailto:poplani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