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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이윤이 - 
내담자》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2018 Art SonJe 
Project #3: Yi Yunyi - CLIENT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Art Sonje Project Space, Seou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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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2018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이윤이 – 
내담자》,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8 Art SonJe Project #3: Yi Yunyi – 
CLIENT, Art Sonje Project Space, Seoul
2018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19min 13sec
video, color, soun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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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이윤이 - 
내담자》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2018 Art SonJe 
Project #3: Yi Yunyi – CLIENT

샤인 힐
Shine Hill 

《2018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이윤이 – 
내담자》,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8 Art SonJe Project #3: Yi Yunyi – 
CLIENT, Art Sonje Project Space, Seoul
2018

19min 47sec
video, color, sou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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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불안정성
- 이윤이의 <메아리>와 <샤인 힐>

김정현

미술비평가

미술관에서 마주치는 영상은 관람객을 종종 
곤혹스럽게 만든다. 단 하나의 영상에 집중할 수 있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영화관과 달리 미술관에서는 십분 이상 
머물기 불편한 객석과 한 건물 안에서 관람을 기다리는 수많은 
다른 작업의 존재가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면 ‘조각적인 영상’, 즉 시간적 감상을 요하기보다는 
단번에 파악 가능한 무빙 이미지로서의 영상 작업은 미학적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전시 공간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식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열악한 관람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 
감상을 요구하는 (대부분 응답받는데 실패하는) 영상 작업들이 
있다. 다양한 프로젝션 방식으로 전시되는 작업들 중에서, 
특히 어떤 싱글 채널 영상들은 어쩌면 영화처럼 감상되기를 
꿈꾸지 않는가? 전시 영상 보다는 ‘실험영화’의 역사 속에서 
검토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윤이의 개인전 《2018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이윤이 - 내담자》(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2018)는 
복합적이다. 아트선재센터 1층의 블랙박스 전시장에 상영된 
약 20분 길이의 싱글채널 영상 작업 <샤인 힐>(2018)
은 분명 일정한 길이의 시간적 감상을 요청하지만, 자연 
조명이 투과되는 라운지에 설치된 구조물은 영상 작업의 
컨셉을 이어받으며 작업이 싱글 채널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얼마든지 연장되고 보충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샤인 힐>
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축-완성되어야 할 시각성의 재료로서 
그 자체로는 미완성의 것일까? 작가가 2년 전 《푸쉬, 풀, 
드래그》(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6)전에 출품한 
전작 <메아리>(2016)는 <샤인 힐>과 마찬가지로 약 20분 
길이이다. 이 작업은 다른 설치물 없이 싱글 채널에 집중하도록 
설치되었다.

 <메아리>와 <샤인힐>의 설치 방식은 왜 
달라졌을까? 이들은 ‘형식적으로’ 다른 작업인가? 이를테면 
전자는 실험영화이고 후자는 설치영상인가? 영상 작업이 
기획마다 다르게 설치되고 다양하게 재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초의 전시 형식은 그 작업의 개념에 
관해 중요한 단서를 품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외부적인 요인 
탓에 자기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작가가 결과물을 자기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먼저 밝히자면 
작업의 예술사적 맥락을 밝히는 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작업의 복합적인 미학적 특질로부터 형식적 차이의 근거를 
추론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작가론은 작업 관심의 일관성을 
찾아 단일한 작가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차이에 
주목해보려 한다. 이런 차이는 진보나 퇴보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변곡점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단위가 셋인데 반해 여기서는 단 두 가지만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단지, 2년을 사이에 두고 이윤이의 사고를 
왕복시켜보며 천천히 흘러갈 시간의 길목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메아리>(2016)
<메아리>는 독백의 정서적인 측면을 환기시킨다. 

크레딧에 의하면 <메아리>에는 두 사람이 출연한다고 하지만 
주인공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들)은  
얼굴이 가려지거나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바람에 거의 1인극 
처럼 보인다. 따라서 산을 오르는 주인공의 뒷모습으로 시작하여 
산과 바다를 서성이는 이 꿈 같은 영상의 내레이션은 설명적인 
것과 시적인 것이 뒤섞여있지만 어느 것이나 독백처럼 들린다. 
말없이 흐르는 이미지 사이에 띄엄띄엄 흐르는 말들 중에는 
독백 이외에 대화도 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비틀거리며 부대끼는 컷에 흐르는 대화의 주제는 꿈에서 본 
부모님이다. 주로 한 사람(작가)이 이야기를 주도하지만 비슷한 
꿈 경험을 나눠가진 두 사람은 연신 맞장구를 친다. 주인공 
이외의 두 인물의 목소리가 이렇게 실제 대화를 녹음한 파일로 
풀어지지만 이것이 작업의 몽환적인 분위기 또는 환영적인 
재현의 구조를 흩트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는 
영상 후반에 텍스트로 표시된 것처럼 영상 초반에 먼저 산에서 
목소리를 낸 주인공의 메아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린 메아리 
메아리예요. 서로가 멀리로 울리는 메아리들이예요.”

<메아리>에서 실내 공간은 특정한 의미로 
사용된다. 복층 실내의 계단 주위에서 반투명한 반짝이 
장막으로 인물을 가리거나 반쯤 뒤집어쓰고 벌이는 퍼포먼스는 
짐짓 엄숙한 시 낭송과 어우러지며 노골적인 작위를 연출한다. 
연신 실제와 환영 사이를 오가며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흐리는 작업이 직접적으로 재현적 환영임을 강조하는 
순간이다. 반면 음반이나 책과 포스터가 가득한 누군가의 방은 
실존 인물의 현전을 암시하는 흔적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면의 배경인 녹음실에는 눈을 감고 바닥에 누워 전자 기타를 
울리는 여성의 내면적 침잠이 담겨있다. <메아리>는 개인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려 하면서도 실은 타인이 온전히 접근할 수 

Two Kinds of Instabilities: YI Yunyi’s  
Hearts Echo like Mercury and Shine Hill

KIM Junghyun
Art critic

Videos we encounter at art museums often 
perplex viewers. Unlike movie theaters with their 
pleasant environments enabling audiences to focus 
on one movie at a time, art museums feature seats 
uncomfortable to sit in for more than ten minutes. The 
countless other artworks in the same building waiting 
to be viewed causes one to lose focus. Considering 
such conditions, ‘sculptural video’, in other words the 
video as moving image that is instantly graspable and 
doesn’t require watching for a long time, seems to be 
an appropriate form for the exhibition space, even if 
we were to set aside aesthetic significanc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video works requiring continuous 
viewing despite their poor environments (but usually 
failing to be responded to). Among the works exhibited 
in diverse projection methods, especially some single 
channel video pieces dream of being watched like 
movies, aren’t they? while still waiting to be reviewed 
in the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not as exhibition 
videos.

YI Yunyi’s solo exhibition 2018 Art Sonje 
Project #3: YI Yunyi - Client (Art Sonje Project Space, 
2018) is complex. The approximately twenty minutes 
long single channel video Shine Hill (2018), which was 
screened in the black box space on the first floor of Art 
Sonje Center, certainly requires watching for a certain 
length of time. However, the structure installed in the 
lounge lit by natural sunlight prolongs the concept of 
the video and indicates that the work has not been 
completed as a single-channel video and that it can be 
extended and supplemented to any extent. Is Shine Hill 
a material to be constructed and completed in space 
for creating some visuality, not complete in itself? 
Hearts Echo like Mercury and Shine Hill (2016) which the 
artist had shown two years ago in the exhibition Push, 
Pull, Drag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2016) 
also runs for approximately twenty minutes. This work 
was not accompanied by any other installation, so that 
viewers could focus solely on the video.

Why does the installation methods of 
Hearts Echo like Mercury and Shine Hill differ? Are these 
‘formally’ different works? So to speak, is the former 
an experimental film and the latter installation video? 
Even if we consider that each time a video may be 
installed differently and variously rearranged according 
to curating, can’t we regard the first exhibiting way of 

the work as holding an important clue to that work’s 
concept. (except for the case in which the artists refuse 
to accept the result as their own work because they’re 
unable to sufficiently realize their intention due to 
external factors). To tell in advance, what is somewhat 
more interesting than revealing the work’s art historic 
context is to infer the grounds for formal differences 
from the complex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Generally, a theory on an artist seeks to build 
the artist’s singular identity by finding consistency in 
his or her interests, but here, let us focus on differences. 
Such differences could not be evaluated as progress 
or regression. The reason is that at least 3 units are 
needed to mark a certain inflection point, but here are 
just two for comparison. This essay merely makes YI 
Yunyi’s thoughts traverse two years back and forth, and 
hovers at the corner of the time that will slowly pass by.

Hearts Echo like Mercury (2016)
Hearts Echo like Mercury reminds one of the 

sentimental aspect of monologue. According to the 
credits, two people appears in the work, but the piece 
almost seems like a monopolylogue. It is because 
the other character(s) except for the one played by 
a woman with a bobbed hair, who is supposed to be 
the heroine, appears with her face hidden or in voice 
only. Thus, although the explanatory and the poetic 
are mixed in the narration of this dream-like video, 
which begins with the backside of mountain-climbing 
heroine and wanders around mountain and the ocean, 
they sounds like a monologue. Among the words 
sparsely flowing between the silently running images 
are conversations other than monologue.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in the cut where three newborn 
kittens are staggering and cuddling up is parents the 
characters saw in their dreams. One person (the artist) 
mostly leads the conversation, but the two people who 
share similar dream experiences continue to agree with 
one another. Although the voices of the two characters 
besides the heroine are played in the recording of 
actual conversation, this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iece’s dream-like atmosphere or structure of illusory 
representation. It is because such voices become the 
echoes of the heroine in the mountain at the video’s 
beginning, as represented in the text in the latter part 
of the video: “Echoes, we are echoes. we’re echoes and 
we reach the far end.”

In Hearts Echo like Mercury, the indoor spaces 
are used in specific meanings. The performance is done 
around the stairs of multi-story indoor space with the 
figure covered or half-covered with a semi-transparent 
sparkling curtain. It harmonizes with the quite sol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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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ry reciting and sets the unnatural scene explicitly. 
It is in the moment that the artist emphasizes that the 
work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documentaries 
and dramatic film while constantly shuttling between 
the real and illusions is the directly representational 
illusion. Meanwhile, someone’s room full of music 
albums, books or posters is a trace implying the 
presence of an actual person. In the recording studio, 
the background of the last scene, is held the internal 
engrossment of a woman who is playing an electric 
guitar while lying on the floor with her eyes closed. It 
appears that Hearts Echo like Mercury seeks to depict 
an individual’s inner landscape but actually affirms 
the self-sufficient and closed-off inner structure that 
others cannot wholly approach. The individual’s sturdy 
mind forms more of a sentiment of sympathy than 
disconnection and uncertainty between the artist and 
object, and the subject and the other. “Where in the 
womb did she leave the original behind. She was first 
in mom’s belly, but now she’s the one chasing. We’re 
mirrors of each other, as sounds and lines pass through 
the lens.”

Shine Hill (2018)
YI Yunyi’s attempt to work out her interest in 

relationships within the subject’s peaceful coexistence 
or exclusive affinities rather than isolation or conflicts 
with others, is repeated in Shine Hill. This work i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Shine Hill Golf Range run by the 
main character HEO Seungyeon’s family, and suburban 
houses. The two main characters, HEO Seungyeon 
and BON Hyang say they have become close to one 
another when realizing that they had met one another 
in their dreams before they did in real life. As their 
story is delivered in an interview format, it sounds 
like a somewhat more factual documentary despite 
hardly being believable. The two individuals, who 
accept their dreams as a kind of sign and act based 
on them, can be said to hold irrational beliefs. These 
very irrational beliefs seem to be what forms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HEO Seungyeon and BON Hyang’s 
friendship stems from transcendental, religious and 
superstitious beliefs outside the realm of logic.

How does YI Yunyi respond to such a 
relationship? In Shine Hill, HEO Seungyeon is a figure 
traversing the three axes of capital (the family business 
of a driving range), religion (Buddhist) and art (art 
school graduate). The artist shares the art as the 
common denominator with HEO and is connected to her 
with a private intimacy. She appears to avoid criticizing 
or objectifying the main characters, rather choose to 
focus on how they resolve conflicts and maintain their 

relationship. Supposedly, such an attitude is close to 
an interest in how art can reconcile with capital and 
religion. Whereas contemporary art, capital and religion 
are usually considered to contain ironies or conflicts, 
will it be possible to overcome the division of the artistic 
subject through worldly wisdom and religious fantasy?

In Shine Hill too, a contrived performance 
using small props implying a surreal transformation is 
inserted. The performance scene, which comes after 
the interviews introducing each character, looks like 
a friendly game between two. The video begins with 
a bird’s-eye-view of the driving range and ends with 
the scene two friends walking down the range’s hill 
that shines reflecting the light of apartment complex 
in the dark night. The artist says she paid attention to 
the driving range in the context of golf being a sport of 
social gathering and solicitude. However, the driving 
range is also a totemic space of Korean capitalism. 
Likewise, while Shine Hill seeks to capture a secret and 
private relationship, would not the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grow wider when it is edited 
for exhibition, unlike the moment it was filmed? As YI 
Yunyi confesses, there is the danger that the weakness 
of the two people’s relationship can be exposed and 
objectified easily by viewers in an exhibition. The 
exaggerated theatrical ending of Shine Hill seems to 
ease off such dangers by representing the characters’ 
relationship as a fantastic and illusory one. (While 
omitted from this essay which focuses on single-
channel video pieces, the installation at the exhibition 
Client could be appreciated in this context too.) However, 
unlike the closed-off individual-subject in Hearts Echo 
like Mercury, it seems that the structure of exclusive 
relationship in Shine Hill inevitably involves conflicts 
the moment it is placed in the public space of the 
exhibition after transcending the networks of private 
relationship and edited as art. Could we not, though, at 
this point, see beyond the subject’s poetic impulses the 
artist’s video expresses? Could a video not become a 
device showing u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ades of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s mind? After 
Hearts Echo like Mercury and Shine Hill, might YI Yunyi 
mark an inflection point implying which direction she 
will take to further investigate instability? Or, even if it 
were to be reciprocation, might its amplitude not grow 
even broader?

*** KIM Junghyun writes and curates exhibitions with an interest 
in the forms and structures by which criticism and creation 
intervene in one another’s realms. She has curated Change 
Nothing (Seoul Art Space Mullae, 2016), Pirate Edition (SeMA 
Nanji Residency, 2017) and Yeon Mal Yeon Si (Insa Art Space, 
2015), etc.

없는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내면의 구조를 긍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개인의 견고한 내면은 작가와 대상, 주체와 타자 
사이의 단절과 불안보다 공감의 정서를 이룬다. “원본을 자궁 
속 어디에 두고 온 걸까. 배 속에선 처음이고 나와서는 닮음을 
산다. 음으로 선으로 렌즈를 통해 우리는 쌍을 이루고.” 

<샤인 힐>(2018)
관계에 대한 관심을 주체의 고립이나 타인과의 

갈등보다 평화로운 공존이나 배타적인 친밀성 속에서 
풀어내려는 이윤이의 시도는 <샤인 힐>에서도 반복된다.  
이 작업은 주인공 허승연의 가족이 운영하는 샤인힐 골프장과 
교외의 주택 등을 배경으로 한다. 두 주인공 허승연과 본향은 
실제로 만나기 전에 서로를 꿈에서 먼저 만났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터뷰 형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로 다가온다. 꿈을 일종의 계시로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행하는 두 사람은 비합리적인 믿음에 
빠져있다고 할 텐데, 바로 이러한 비합리적인 믿음이야 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근거로 보인다. 허승연과 본향의 
관계는 논리를 벗어난 초월적, 종교적, 미신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이윤이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샤인 힐>의 주인공 허승연은 자본(가족사업인 골프장), 종교
(불교신자), 예술(미대 졸업생)의 세 축을 가로지르는 인물이다. 
작가는 주인공과 미술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며 사적인 친밀함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들을 비판하고 대상화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주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예술이 어떻게 
자본과 종교와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는 
듯하다. 보통 현대미술과 자본과 종교가 모순이나 갈등을 
내포한 것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세속적 지혜와 종교적 환상을 
통해 예술적 주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샤인 힐>에도 초현실적인 변신을 암시하는 
소도구를 이용하는 작위적인 퍼포먼스가 삽입된다. 인터뷰로 
인물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는 퍼포먼스 장면은 두 사람이 
사이좋게 벌이는 놀이처럼도 보인다. 영상은 조감도 시점으로 
골프장을 내려다보며 시작해서 어두운 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골프장 안에서 두 친구가 경사진 필드를 걸어 
내려오며 끝난다. 작가는 골프가 사교와 배려의 스포츠라는 
맥락에서 골프장에 주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골프장은 한국식 
자본주의의 토템적 공간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샤인 힐>은 

내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촬영되는 
순간과 달리 전시를 목적으로 편집되는 때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이윤이가 고백하듯이 
전시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관람객에게 
쉬이 대상화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샤인 힐>의 과장된 
연극적 엔딩은 이들의 관계를 환상적이고 환영적인 것으로 
연출하여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려는 듯하다. (그리고 싱글 
채널에만 집중하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지만 《내담자》의 설치 
작업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야 할 듯하다.) 그러나 <메아리>
의 폐쇄적인 개인 주체와 달리 <샤인 힐>의 배타적인 관계의 
구조는 사적인 관계망을 넘어 작업으로 갈무리되어 전시라는 
공적 장에 놓이는 순간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영상이 주체의 시적 충동을 
표출하는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영상은 개인의 
내면 이외에, 어떻게 관계의 내·외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을까. 이윤이는 <메아리>와 <샤인 힐> 이후, 어떤 방향의 
불안정성을 더욱 파고들 것인지 변곡점을 찍어 보여줄까. 아니, 
왕복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 진폭이 더욱 커지지는 않을까.

*** 김정현은 비평과 창작이 서로 개입하는 형식과 구조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며 전시를 만든다. 《아무 것도 바꾸지 마라》(문래예술공장, 2016), 
《해적판》(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7), 《연말연시》(인사미술공간, 
2015) 등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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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iyunyi.com

학력

2012  뉴욕시립대학교 헌터 칼리지 예술대학원 통합매체 전공 석사, 뉴욕, 미국
2009  헌터 칼리지 순수예술 학사, 뉴욕, 미국
2003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사, 안산

개인전

2018  내담자,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4  두 번 반 매어진, 인사미술공간, 서울

주요 단체전
2018  2018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7  러브 스토리,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6  푸쉬, 풀, 드래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유명한 무명, 국제갤러리, 서울
 헤드론 저장소, 교역소, 서울
2015  여기라는 신호, 갤러리 팩토리, 서울

주요 프로젝트
2018  더 스크랩 2018, 문화역서울284, 서울
 픽션-툴: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능동적 아카이브,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6  2016 미술주간 프로그램: 막간, 인사미술공간, 서울 

출판

『날개 없이 나는 빨간 새를 보았다 다가갔을 때 그것은 총알이었다』,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수상 및 선정
2018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재단
 SeMA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서울시립미술관
2014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 시각예술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시

2018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5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YI Yunyi
yiyunyi@gmail.com
www.yiyunyi.com

Education
2012  M.F.A., Combined Media, School of Art & Sciences,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USA
2009  B.F.A., Fine Arts,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USA
2003  A.A., Creative Writi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san

Solo Exhibition
2018  CLIENT, Art Sonje Project Space, Seoul
2014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Insa Art Space,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8  2018 PLATFORM ARTIST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7  Love Story, Amado Art Space, Seoul
2016  Push, Pull, Drag,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Seoul
 Wellknown Unknown, Kukje Gallery, Seoul
 Hedron Archive, Gyoyokso, Seoul 
2015  Floating and Sinking, Gallery Factory, Seoul

Selected Project
2018  The Scrap 2018, Cultural Station Seoul 284, Seoul
 Tools for Fiction: Active Archive for Artist’s Publishing, Insa Art Space,  
 Seoul
2016  2016 Program of Korea Art Week: Interude, Insa Art Space, Seoul

Publication
I saw a red bird flying without wings when I looked closer it was a bullet, 
Seoul: Arts Council Korea, 2014

Award and Grant
2018  Doosan Yongang Art Award, Doosan Yongang Foundation
 SeMA Emerging Artists & Curators Exhibition Support, Seoul Museum  
 of Art
2014  ARKO Young Art Frontier(AYAF), Arts Council Korea

Residency
2018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5  SeMA Nanji Residency, Seoul 

이은실

LEE
Eunsi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