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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남 李二男 의 미디어 아트
레프 마노비치
미디어 이론가, 뉴욕시립대 교수

이이남은 자신을 ‘뉴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부른다. ‘뉴 미디어 아티스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1990년

이러한 병치는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는 ‘조각’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

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뉴 미디어 아트”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작품으로 여겨졌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이남의 예술에 적용되지 않는다.

은 명령어의 구성을 통해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명령어들은 모니터에 보이

대신, 우리는 그가 다양한 미디어 재료를 이용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재료들은 권력, 전쟁, 종교, 천연

는 화면을 변경하고,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장치들을 제어하며,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관객 및 주변 공간과

자원 착취, 인간 간의 경쟁, 빈곤, 고통, 황홀과 연결된 그들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그들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1990년대 뉴 미디어 아트의 예로는 작가들의 웹사이트, CD-ROM을 이용한 인터랙티

사이의 관계는 이이남의 미디어 아트를 통해 활성화된다.

브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랙티브 설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유럽과 남미에서는 작가들이 비디오
기기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뉴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 아트’를 의미하기도 했다.

신-수련 2 (2007)에서, 클로드 모네가 인생의 마지막 30년 동안 그의 정원에서 그린 250 점의 수련 중 한 점을
배경으로 섬세한 애니메이션이 겹쳐져 있다. 모네는 유화물감의 성질을 최대한으로 연구하여, 물에 반사된

오늘날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은 생산, 출판 그리고 감상을 위한 문화 상품이나 체험은 찾기 어려워졌다.

꽃의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한 번의 붓질을 통해 회화적인 흐름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더해진 섬세한 디지털

예를 들어, 음악, 건축,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은 원작에서 캔버스 위의 마른 물감이라는 물성을 줄이고,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처럼

제작된다. 또한 비디오게임, 수백만 개의 모바일 앱, 웹사이트, 그리고 SNS에서 공유되는 이미지와 동영상

변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모네가 수련을 그리는 동안 시력을 잃어 갔고, 다른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은 서버, 모바일 기기, 인터넷, WiFi,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존재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화 물감이라는 재료가 더 이상 작가의 제어를 받지 않고 새로운 활기를 얻은

수 없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창조자의 제어 하에 있지 않을 때 재료는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회화 재료의 해방은 인간의 고통과 병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뉴 미디어 아티스트’, 또는 간단히 ‘미디어 아티스트’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이이남
은 다수의 작품에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처럼, 모네는 또한 일본 판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공간의 평면성, 우아하고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설치, 퍼포먼스, 장소 특정적 예술이 발전하기도 전에, 이미 1950년대부터

복잡한 선들, 비대칭적 구성, 잉크에 적신 붓 자국, 일관된 원근법의 부재, 움직임의 강조, 풍경에서 느껴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아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술 양식만큼이나 오래

분위기의 재창조 등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전통 회화의 특성은 인상파의 시각적 언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되었고, 최신의 미술 양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미쳤고, 후에 근대 서양 미술은 이러한 회화적 언어로부터 발전되었다.

이이남은 좀더 깊은 의미에서의 ‘뉴’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는 스마트폰, 초고속 네트워크, 또는 오픈 소스

동양화의 이미지들은 이이남의 작품에 자주 나타난다. 원래의 재료에서 벗어나 빛으로 색을 표현하는 전자

하드웨어와 같은 최신 미디어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의 미디어 기술들은 때로 향수를 불러

모니터로 옮겨진 이미지는 새로운 힘과 강렬함으로 빛난다. 종이나 비단에서 전자 모니터상으로의 변화는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왜 TV를 짊어졌을까? (2014)에서 그리스도는 최신 삼성 평면 TV가

중요하다. 이이남은 이미 다른 미디어 기술들간의 통로를 설립해놓은 것이다.

아니라, 작가가 청소년기에 봤을 법한 오래된 옛날 TV를 옮기고 있다. 그가 미디어 아티스트로 평가 받는
이유는 그의 작품이 미디어의 역사와, 인간이 사용하는 미디어 기술들의 표현적이고 미학적인 가능성을 반영

책-산수도(1)에서와 같이, 이이남은 고전 동양화에 움직임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단한 역설을 만든다.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남은 마치 미디어 역사가(또는 미디어 고고학자)처럼, 두 개 또는 더 많은 매체를

한국의 고전 화가들은 작품에서 움직임을 전달하고 끊임없는 변화감을 주기 위해 정교한 기술을 발전시켰

병치하는 비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서로를 대면하도록 하고, 그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매체의 성질들을

다. 평면적인 배경으로 사라지는 언덕과 산의 모양, 고의적으로 보이는 붓 자국, 특정적인 풍경의 선택은 정적

교환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킨다.

인 이미지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러한 그림들을 이미 애니메이션의 한 종류로 본다면, 왜 현대 작가들은
여기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더해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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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rt of Lee Lee-Nam
Lev Manovich
Media Theorist
Professor at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나는 동양화와 결합된 애니메이션의 역할 중 하나는, 예전에는 삶의 흐름 - 즉 오늘날 애니메이션이 가진

Lee Lee-Nam calls himself a “new media artist.” But what does this mean exactly? In the 1990s, the term “new

역할 - 을 보여줬던 전통 동양화가 이제는 유리 케이스와 경비원,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박물관의 소장

media art” was used in the U.S, Europe and Japan to refer to art works that used a computer. And to use a

품이 되어버린 현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들은 또한 미술 시장, 화랑 시스템, 박물관과 소장

computer meant to use algorithms – sets of instructions organized into a computer program. These instruc-

가들의 포로가 되었다. 실제 동양화가 미술관에 갇혀 있는 동안, 이이남의 장난기 많고 유머러스한 애니메이션

tions allowed a computer to change what is displayed on the screen, control other attached devices, sense the
environment, and “interact” with the visitors and the surrounding space. The examples of 1990s new media art

들은 원작의 흐름과 움직임을 재창조한다. (게다가 책-산수화에서는 두 개의 고전 그림들이 미술품 경매

were artists’ web sites, interactive narratives presented on CD-ROMs, and interactive installations. But in the

도록에 인쇄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same time, this same term “new media art” was used in Eastern Europe and in South America to refer to video
art – because video was only becoming available to many artists in these places.

작가의 다른 작품들처럼, 책-산수화에서는 그림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Dreamscape 1)(2)
작고 뚜렷한 요소들에 움직임을 부여한다. 조그만 인물들이 그림을 가로지르고 새들은 그 위를 날아다닌다.

Today, it is hard to find cultural artifacts or experiences that don’t depend on computers for their creation,

작은 인물들의 움직임으로 제한된 애니메이션은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페나키스토스코프 phenakistoscope, 주프락시스코프 zoopraxiscope, 조에트로프 zoetrope

publishing, and reception. For example, music, architecture and space design, product design, cinema and

등 영화가 발명되기 이전 19세기의 다양한 미디어

animation are created with software tools. And video games, millions of apps for mobile devices, web sites,

기술을 생각나게끔 한다. 이이남의 작품에서 보이는, 고전 회화에 덧붙여진 움직이는 디테일처럼, 이러한

and images and video shar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on social media networks would not even exist

기술들에서는 오직 한 개 또는 몇 개의 움직이는 인물들이 가끔 컬러 배경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without servers, mobile devices, internet, WiFi, and software that links it all together.

이이남의 작품들은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그들의 문화사 간의 소통을 이루었다. 그리고

So what qualifies a person today to be a “new media artist,” or simply a “media artist”? Using computers in

그림의 역사를 논하는 ‘화가’나 조각의 역사를 말하는 ‘조각가’와는 달리, 이것이 이이남이 미디어 아티스트

some way (for example, the way Lee Lee-Nam is using digital animation in many of his works) is obviously not

인 이유이다. 이이남의 작품에서는 서양의 유화나 동양화, 조각, 영화, TV, 금속, 물, 빛, 전기 등 다양한 매체

enough. After all, people started to create art works with computers already in the 1950s – before other new

를 만나게 된다. 그의 작품을 즐긴다면, 그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세계들

forms of art that we now take for granted (installation, performance, site-specificity) have developed. Thus,

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computer art is as old as other post World War II art forms, and this does not qualify it as the latest thing.
I do think that Lee Lee-Nam is indeed a (new) media artist but in another deeper sense. He is not necessarily
using latest media technologies such as smart phones, optical super-fast networks, or open source hardware. In
fact, sometimes his use of media technologies can be read as nostalgic. For example, instead of the latest flat 4K
Samsung TV, Christ (in Why Crist carries TV, 2014) is carrying an old big TV set – the kind of TV Lee LeeNam perhaps enjoyed as a teenager. The reason Lee is a media artist is because his works are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media and the representational and aesthetic possibilities of the media technologies used by humans.
Like a proper media historian (or media archeologist), he often uses a comparative method, juxtaposing two or
more media together so they can confront each other, reveal to us what they can and can’t do, exchange proper-

(1) http://www.seditionart.com/lee_lee_nam/book-landscape.\

ties, or enter in other type of relationship.

(2) http://www.seditionart.com/lee_lee_nam/dreamscap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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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juxtapositions are not about “old media” and “new media,” or “analog” and “digital,” or “sculpture” and

details over others subjects - all this worked to “animate” a still image. So if these paintings are already kind of

“animation.” Such binary oppositions are never helpful, and they don’t apply to Lee’s art. Instead, we should

animations, why should a contemporary artist add literal animation to them?

attend to the fact that he is referencing many different media materials. These materials have their own histories,
connected to power, wars, religions,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human competition, misery, suffering

I believe that one role of these superimposed animation is to remind us that classical Asian paintings that origi-

and ecstasy. And these histories and their links get activated in Lee’s media art.

nally represented the flow of life (and thus can be said to act in their time as computer animation does today)
became museum objects, guarded by glass, guards and security systems. They have also become prisoners of

For example, consider New Water Lily-2 (2007). The delicate animation is superimposed on the background

the art market, and the system of galleries, museums and collectors. Lee’s playful and humorous animations

image that refers to one of 250 oil paintings of lilies created by Claude Monet in his garden during last thirty

act to make these paintings flow and move again, while they continue to be imprisoned. (Indeed, in BOOK–

years of his life. In these paintings Monet can be said to explore the medium of oil paint to its fullest, using it to

Landscape the two classical paintings are shown as reproductions in art auction catalog).

blend the water, the reflections and the flowers into a single flow of paint on canvas. The added delicate digital
animation makes this painterly flow even less material, more like light and less like dried paint on canvas. But

As in some other artist’s works, in BOOK–Landscape what gets animated are only small distinct elements rather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Monet was suffering from failing eyesight and other health issues as he was paint-

than the painting surface as a whole (for the example of the latter, see Dreamscape 1(2)) . Tiny figures travel

ing the water lilies, and this is why in these paintings the oil medium is no longer under control by the artist,

across one painting, and birds fly across both of them. Such animation limited to small figures recall a variety of

but acquires its own life. In other words, only because the creator is no longer in control, the medium can reveal

19th century pre-cinematic media technologies, including a stroboscope, a phenakistoscope, a zoopraxiscope,

himself. The liberation of painting medium was thus accompanied by real human pain and illness.

a zoetrope and many others. Similar to what we see in Lee’s videos with animated details added to classical
paintings, these technologies could only create one or a few animated figures (sometimes appearing against a

We should also recall that like other French Impressionists, Monet was earlier strongly influenced by Japanese

full colorful background).

art prints. The flatness of space, the elegant and complex lines, the asymmetry of compositions, the traces of a
brush dipped in ink, the lack of one-point perspective, the focus on motion, the recreation of mood one may feel

I hope that my analysis explains that the artworks of Lee Lee-Nam create dialogs between many different

in a landscape – all thes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ainting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d direct effect

historical and contemporary media technologies, and their cultural histories. And this is why he is indeed a

on Impressionist’s visual language, and later modern Western art developed out of this language.

media artist – as opposed to, for example, a “painter” who is only having a dialog with the history of painting,
or a sculptor who only addresses history of sculpture. Western oil painting and Asian ink painting, sculpture,

The images of such historical Asian paintings frequently appear in Lee’s works. Moved from their original mate-

cinema and TV, metal, water, light, electricity – these are just some of the media one encounters in Lee’s art. So

rial supports into the electronic screens where colors are created by light, these paintings now shine and speak

when you are enjoying his works, don’t try to reduce them to any binary opposition, but instead try consider all

to us with a new strength and intensity. This first transformation, from paper or silk to the electronic screen, is

the different worlds they bring together.

important in itself. It already sets up a dialog between different media technologies.
Lee Lee-Nam typically adds animated elements to these classical paintings – as, for example, in BOOK–
Landscape(1) . This creates a real paradox. Classical Chinese or Korean artists developed sophisticated techniques
to convey motion and the sense of constant change in their paintings. The shapes of hills and mountains dis-

(1) http://www.seditionart.com/lee_lee_nam/book-landscape.\

appearing into the flat backgrounds; deliberately visible brushstrokes; even the choice of particular landscape

(2) http://www.seditionart.com/lee_lee_nam/dreamscap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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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언어 2
2014, LED TV, 6min. 20sec., 77.3×130.5×15.3cm (ed. of 6)

8

10

빛의 언어 1
2014, Objets, beam projector, 13min. 30sec., 516×173×215cm (ed. of 6)

12

14

빛의 탄생
2014, LED TV (8ea), 7min. 40sec., 905x×130.5×15.3cm (installation size) (ed. of 6)

16

18

20

별이 빛나는 밤에
2014, LED TV (4ea), 5min. 40sec., 492×71×11cm (ed. of 6)

22

외부의 빛
2014, Mixed material, 73×55×72cm (ed. of 6)

코뿔소는 왜 밀림에서 쫓겨났을까?

24

2014, FRP, mixed material, 190×55×110cm (ed. of 6)

빛의 비너스
2014, FRP, mixed material, 64×54×217cm (ed. of 6)

26

28

Reborn Light
2014, CRT frame, LCD TV, objets, water, 90×90×340cm (ed. of 6)

30

32

빛의 탄생
2014, LED TV, 5min. 30sec., 83×140.5×10cm (ed. of 6)

34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2014, LED TV (7ea), 12min., 123×563.3×6cm (installation size) (ed. of 6)

36

38

40

베르메르의 하루
2014, LED TV (4ea), 6min. 30sec., 492×91×11cm (ed. of 6)

42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눈물
2014, C-print, 170×120cm (ed. of 6)

진주 귀걸이를 한 할머니 - 눈물

44

2014, C-print, 170×120cm (ed. of 6)

그리스도는 왜 TV를 짊어졌을까?
2014, CRT frame, LED TV, 1min., 50×37×31cm (ed. of 6)

46

48

빛 - 장식장
2014, Objets, beam projectors, 4min. 20sec., Variable dimensions (ed. of 6)

50

52

다시 태어나는 빛
2014, FRP, 160×90×340cm (ed. of 6)

54

56

58

Light
2015, LED media facade, 4min. (Seoul Square Media Canvas installation view)

60

62

64

이이남
李二男

2013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 수료, 광주

2011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

1995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광주

리아트갤러리, 대구
2005

한가람미술관, 예술의 전당, 서울

1969
전남 담양

주요 단체전 主要團體展

	삼성전자 전속협찬작가, UN-UNIVERSIADE EPICS FORUM 선정위원 & 포럼 연설자,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홍보대사, 광주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준비자문위원, 한국유네스코위원
홍보대사, 2013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G20 서울정상회의 선정작가, K-ART 프로젝트

2014

Start Art, 사치갤러리, 런던

선정작가,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영상감독, 예일대학교 미디어아트 특강, 고려대학교 특강,

동시적 울림, 포르타밧 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강대학교 특강,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강의

소치동계올림픽 평창홍보관, 소치, 러시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

주요 개인전 主要個人展

네오산수, 대구미술관, 대구
이원일의 창조적 역설, 쿤스트독, 서울

2014

2013

2012

2013

다시 태어나는 빛, 가나아트센터, 서울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런던

Heritage, Legacy and Light, 파리유네스코 본부, 파리

네버랜드, 그 첫 번째 방, 단원미술관, 안산

Digital Traditional, 한국문화원, 시드니

행복의 나라 양평: 미술관이 살아있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한국 문화원, 브뤼셀

AMMA UMMA!, 한·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한·인도 현대미술전, 인도국제센터, 뉴델리

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

고베 비엔날레, 고베

다시 태어나는 빛, 신세계 갤러리, 광주

Creative Vision: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스미소니언 협회, 워싱턴 D.C.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소울아트스페이스, 부산

강남마이동풍, 갤러리 카페 비하이브, 서울

Nature & Gogh, 리안갤러리, 대구

해인아트프로젝트, 해인사, 합천군

보이지 않는 빛, 신세계갤러리, 서울

대숲에 부는 바람, 광주국립박물관, 광주

칼라마주 미술관, 칼라마주, 미시건

UN-IOC Forum, 뉴욕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콰이펑힌갤러리, 홍콩; 아트미아갤러리, 베이징

한 군인의 이야기: 60년의 기억, 130년의 우정, 아시아 하우스, 런던

굿나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

All About Korea, 화이트 박스, 뮌헨

Dillusion, 콰이펑힌갤러리, 홍콩

Korean Contemporary, 슐츠 컨템포러리, 베를린
2012

이이남 비디오 아트, 칼라마주 미술관, 칼라마주, 미시건

Digital Furniture, 아트센터 나비, 서울

강 컬렉션, 뉴욕

Moving Korea, 한국문화원, 뉴델리

명화가 살아있다, 아트센터 나비, 서울

중원을 걷다, 허난미술관, 정저우, 중국

웨인 스테이트 대학 미술관, 디트로이트, 미시건

무등설화 3막9장, 금일미술관, 베이징; 허난미술관, 정저우, 중국

한국문화원, 시드니

Art Festival, 798 단지, 베이징

홍콩아트센터, 홍콩

금일미술관, 베이징

모네와 소치와의 대화, 데노스미술관, 트래버스 시티, 미시건

해롯 백화점, 런던

G20 서울정상회의 미디어아트 특별전, 광주광역시청, 광주

광주미술상수상작가전, 우제길미술관, 광주

2010

손 끝의 예술, 선화랑, 서울

부산비엔날레, 부산

2009

학고재, 서울

리부팅: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전, 얀황미술관, 베이징

신세계갤러리, 서울; 부산

여수엑스포 SK관, 여수

메타피지컬 아트갤러리, 타이페이

코리안 아이: 에너지와 물질, 뉴욕디자인센터, 뉴욕; 페어몬트밥알바흐, 아부다비

박여숙 화랑, 서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미디어센터, COEX, 서울

카이스 갤러리, 홍콩

꿈, 하얀 밤: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

2011

2008

2007

2011

신세계갤러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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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비엔날레, 고베

청두 비엔날레, 청두, 중국

펀스터즈: 미술과 놀이, 예술의 전당, 서울

육감 마사지, 아트센터 나비, 서울

명화의 재구성, 사비나미술관, 서울
2006

한국의 현대미술, 국립대만미술관, 타이충, 대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서울

대구세계육상대회 미디어 파사드, 대구시청, 대구
2010

G20 서울정상회의 미디어특별전, 파크햐얏트 호텔, 서울

수상 受賞

난징비엔날레, 난징, 중국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안시, 프랑스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인천

2010

선 미술상

동아시아 황색의 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9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올해의 청년작가상

동방의 등불, 국립미술전시관, 첸나이, 인도

2005

광주 KBS 올해의 미술가 대상

Art+Technology+Creation, DMC, 서울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청년 작가상

송장문화예술제 한국관, 베이징

신세계 미술상 대상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전, 볼쇼이극장, 모스크바

2002

콜라주 메모리즈, 소카 갤러리, 베이징
2009

광주 미술상
하정웅 청년작가상

차 문화 초대전, 예일대학교 미술관, 뉴헤이븐, 코네티컷
모스크바 비엔날레, 모스크바

작품소장 作品所藏

아시아 아트 인 런던, 알론 자케임 파인아트, 런던
정신의 지형, 국립대만미술관, 타이충, 대만

2008

2007

한·튀니지 수교 40주년 기념전, 튀니지시립미술관; 튀니지대사관, 튀니스

청와대, 서울

코리안 아이: 문 제너레이션, 사치갤러리, 런던

반기문 UN사무총장

피스 드림 아트페스티벌, 세비야 아트센터, 세비야, 스페인

류융칭 후진타오 중국 전 주석 부인

SUUM 아트 프로젝트: Lost & Found, 로케비 갤러리, 런던

울리 지그 컬렉션, 루체른, 스위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연세대학교, 서울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전, 요코하마

조선대학교, 광주

흑과 백: 자연적인 구성요소, 쿠 뉴욕 갤러리, 뉴욕

예일대학교, 뉴헤이븐, 코네티컷

과학정신과 한국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KAIST, 대전

주한독일대사관, 서울

세비야 비엔날레, 세비야, 스페인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

Meme Trackers, 송장미술관, 베이징

UN본부, 뉴욕

한국현대미술, 싱가포르미술관, 싱가포르

호주문화원, 서울

원더랜드: 히라기사·이이남 2인전, Bund 18 Creative Center, 상하이

한국문화원, 베이징

내 마음의 선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신나는 미술관 상상공작소 II,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모놀로그,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광주국립박물관, 광주

Welcome to Museum Land, 북촌미술관,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ZKM, 카를스루헤, 독일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과학과 예술의 만남: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사비나미술관, 서울

전남도립미술관, 곡성

상하이 eART 페스티벌, 상하이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박물관 꽃을 피우다, 공주국립박물관, 공주

경기도 미술관, 안산

	스미소니언미술관 개관 기념 초대전,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 D.C.

영암 군립 하미술관, 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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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Lee-Nam

리움미술관, 서울
대림미술관, 서울

1969
Born in Damyang,
Jeonnam, Korea

아트센터나비, 서울
의재미술관, 광주

2013

Completed DFA courses, College of Fine Art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2011	Completed DFA courses, Visual Media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Yonsei
University, Seoul
1995

BFA in Sculptu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Exclusive Artist of Samsung Electronics, Exclusive artist and a speaker of UN-UNIVERSIADE EPICS

삼성전자 디지털연구소 R4, 수원
삼성인력개발원 (창조관), 용인

Forum, WCC Green Olympics Ambassador, Gwangju UNESCO Media Arts Creative City Consultant,

SK 본사, 서울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mbassador, Artistic director of Gwangju Media Art Festival

아모레퍼시픽, 서울

2013, G20 Seoul Summit selected artists, K-ART Project selected artists, 2014 East Asia Cultural City Video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스톤, 서귀포

Director, Special Lecture in Media Arts at Yale University; Korea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Lecture at the

네이버, 성남

Seoul National University-Advanced Institutes of Convergence Technology

63빌딩, 서울
LIG생명, 서울

Selected Solo Exhibitions

하나은행 본점, 서울
Barn Joo, 뉴욕

2014

MBC 드림센터, 일산

Light, Gana Art Center, Seoul
Heritage, Legacy And Light, UNESCO Headquarters, Paris

광주 MBC

Digital Traditional, Korean Cultural Office, Sydney

광주 KBS

Korean Cultural Center, Brussels

KBC 광주방송

Embassy of Korea in China, Beijing

사라신 은행, 홍콩

Reborn Light,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18 연합 창조 센터, 상하이

Good Night Analog Good Morning Digital, Soul Art Space, Busan

소더비, 홍콩

2013

Nature & Gogh, Leeahn Gallery, Daegu, Korea

인천국제공항, 인천

Invisible Light, Shinsegae Gallery, Seoul

서울행정법원, 서울

Kalamazoo Institute of Art, Kalamazoo, Michigan

광주 광역시청, 광주

Good Night Analog Good Morning Digital, Kwai Fun Hin Art Gallery, Hong Kong; Artmia

광주 남구청, 광주

Gallery, Beijing

담양군청, 담양

2012

Good Night Analog Good Morning Digital, Sangrok Exhibition Hall, Gwangju Museum of Art,

5.18 기념관, 광주

Gwangju, Korea

광주 금남로

Dillusion, Kwai Fun Hin Art Gallery, Hong Kong

나비박물관, 함평

Lee Lee-Nam Video Art, Kalamazoo Institute of Art, Kalamazoo, Michigan

공룡박물관, 해남

Kang Collection, New York
2011

월출산 조각공원, 영암

Les Peintures Vivantes, Art Center Nabi, Seoul
Wayne State University Art Museum, Detroit, Michigan
Korean Cultural Centre, Sydney
Hong Kong Art Centre, Hong Kong
A Conversation between Monet and Sochi, The Dennos Museum Center, Traverse City, Michigan
G20 Seoul Summit Media Art Special Exhibition, City Hall of Gwangju, Gwangju, Korea

2010

Art from the Fingertips, SUN Gallery, Seoul

2009

Hakgojae Gallery, Seoul
Shinsegae Gallery, Seoul; Bus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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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ysical Art Gallery, Taipei

2007

Park Ryu Sook Gallery, Seoul

Fairmont Bab Al Bahr, Abu Dhabi

CAIS Gallery, Hong Kong

Nuclear Security Summit Seoul, COEX Media Center, Seoul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Dream, White Night: Innsbruck Winter Olympics, Innsbruck, Austria
2011

Lee Art Gallery, Daegu, Korea
2005

Kobe Biennale, Kobe, Japan
Qingdao Biennale, Qingdao, China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The Sixth Sense Massage, Art Center Nabi, Seou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chung, Taipei

Selected Group Exhibitions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Media Facade, City Hall of Daegu, Daegu, Korea
2010

2014

2013

Nanjing Biennale, Nanjing, China

Simultaneous Echoes, Fortabat Art Collection, Buenos Aires

Annecy International Animated Film Festival, Annecy, France

Pyeongchang House during Sochi Winter Olympics, Sochi, Russia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Incheon, Korea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Gongju, Korea

East Asian Yellow Door,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Korea

The Lamp of the East, Lalit Kala Akademi, Chennai, India

Neo-Sansu,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Art+Technology+Creation, DMC, Seoul

Lee Won-Il’s Creative Paradox, Kunst Doc,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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