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간

MYUNGAE LEE

9. 20(화) ~ 10. 16(일) 10:00~18:00 / 24일간

JUNGHO PARK

※ 월요일 휴관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대체 휴관
※ 수요일 특별 야간 관람 운영(~21:00 까지)

전시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장(2F)

참여작가

이명애, 박정호 작가

관람

성인 10,000원 / 어린이・청소년 무료

※ 할인 : 하남시민 6,000원, 단체(10명이상) 5,000원, 미술전공자,
예술인패스 소지자, 문화소외계층 무료(증빙확인)
※ 전시 프로모션 : 인터파크 사전 예매시 기념품 증정

관람문의

031-790-7968

오시는 길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125(덕풍동) | 031-790-7979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2번 출구 도보 2분
버스

하남문화재단에서 특별기획한 이번 전시는

- 덕풍시장, 더샵센트럴뷰(중) 28-275, 28-280
하차 도보 10분 : 30-3, 341, 9304

두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공간을 탐구하고

- 진모루현대아파트 28-082, 28-083
하차도보 10분 : 30-5, 마을1, 마을2, 마을20, 마을22, 마을100

표현하는 현대미술 전시이다. 작가의 창조성은 저 혼자 내부적
으로만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통한 결과이며

- 하남문화예술회관, 하남문화원 28-084, 28-380
하차 도보 3분 : 마을3-1, 마을3-2, 마을5, 마을10

우리를 둘러싼 바깥 환경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인연, 즉 끊임없는

환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하남문화예술회관 28-249, 28-250
하차도보 1분 : 16, 마을3

접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작가가 우리와 공간,환경에 대해 탐구하고 드러내는 메시지를

＜ 서울올림픽대로

팔당대교 ＞

통해 관람객은 나름의 시선으로 우리 가까운 주변에 대해 다양한
시선을 담아 바라보게 됨으로써, 환경이라는 우리를 둘러싼
거시적인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풍산아이파크
11단지아파트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청역
2번 출구
＜ 서울

남한중학교

하남시청
광주 ＞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기획
전시

2022.9.20

10.16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장 2F

MYUNGAE LEE

이명애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섬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
에서 빙빙 돌고 있는 플라스틱 인공섬이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된다고
한다. 해류에 떠도는 플라스틱 섬은 195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점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물질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다.

2013, 먹과 동양화물감, 54 x 25cm

썩지 않고 그저 잘게 부서지기만 하는 플라스틱은 스펀지처럼 바다에
떠다니면서 많은 바다 생물들의 몸에 들어가고 결국 우리는 그 생물을
포획하여 우리 식탁에 놓게 되는 것이다. 바다 위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플라스틱을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낭비를 없애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문제를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JUNGHO PARK

박정호

공간과 사유
우주(宇宙), ‘우’는 공간, ‘주’는 시간. 누구나 자신 만의 우주에서 살아간다.
곧 '공간'은 나 자신이다. 보이는 사적 공간은 나의 '집'이고, 그 내면의 집은
나의 '삶'이다. 인간은 공간 속에 있다. 공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산다.
간절히 원하는 공간은 꿈처럼 멀어 보인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일
수도 있다. 실체가 전부 날아가 뼈대처럼 남아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공간이란 무엇인가? 왜 모두가 자신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쾌적한 공간에 대한 나의 욕구인가?
나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집착인가? 나만의 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자신을 희생한다. 공간을 이고, 메고 젊은 날을 보낸다. 인생의
어느 날, 나에게 허락된 것은 한 평의 '목관(木棺)'일지 모른다. 또 다른
어느 영혼의 집에 머물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어느 시공간으로 가는가?
나의 우주는 현실에 부딪쳐 멈춰서지 않고 생생하게 변화되며 계속해서
나아간다.

Invisible Watchers

Reversion to Mono

2021, 애니매이션 영상(5min), 165 x 230cm

2021, 단채널 영상(4:02), 5.1m x 2.1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