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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World_평행세계 by So Youn Lee>
갤러리스탠은 오는 9월 18일부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So
Youn Lee 이소연 작가의 Parallel World_평행세계 전을 개최합니다.
전시는 10월 13일 까지 진행되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
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있으며 월요일, 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서문
무한하다고 일컬어지는 우주는 역시 수없이 많은 형태를 통해 그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는 그 균
형 속 끊임없는 선택을 통한 삶을 이어 나간다. 그 각각의 선택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균형을
이루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가 유지하고 있는 균형에 변화를 주는 것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
다. 더하기(+)와 빼기(-). 미술적 관점에서 이를 들여다본다면, 페인팅의 창작행위 역시 더하고, 덜
어내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 진다. 캔버스 위 질감, 패턴, 색을 더하고, 재료를 더하고, 형태를 더하
고, 혹은 그 반대의 행위. 더 나아가 기본적인 더하기와 빼기의 행위를 통해 발견하는 수많은 자
아가 무한한 수로 탄생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세계와 모든 자아가 다시 하나로 수렴하는 단색의
세계.
이소연 작가의 Parallel World_평행 세계의 작업들은 그렇게 시작하고 완성되어 한 전시로 구성되
었다.
특히 해당 전시에서는 작가 특유의 컬러풀하고 몽환적인 색채가 펼쳐지는 컬러작업과, 단색으로
이루어진 작업물들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 단색작업의 외형은 기존의 미술사조들과는 달리, 자신
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명작의 패러다임을 가져온 Mark Tansey를 떠올리게 하는데, 단순한
페인팅이 아닌 자신만의 초현실적이면서 회화적 구성 속 철학을 담아낸 그의 작업과도 닮아 있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한 화면의 구성은 관객의 시각 속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져 작가만의 새로운
이야기와 철학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방식은 그에게 새로운 시도이자 동시에 작가의 학창시절 펜 드로잉 작업을 페인팅
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작업이며 동시에 옛 작업이기도 하다. 이는 마치 우주가 탄행하고, 팽창하
며 동시에 소멸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과 닮아 있다.
이렇게 작가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작업 방식의 변화를 통한 자기발견, 오래된 습관으로부터의 탈
피, 상상을 통한 경험의 창조. 무한하게 펼쳐진 가능성과 각각의 선택의 끝에 놓인 서로 다른 결
과들을 통해 독특한 가치를 발견하며 독자적인 평행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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