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전� 지역의�작가들이�참여하는� 국제� 미술박람회인�언노운�아시아(Unknown� Asia,� 일본)� 그랑프

리에서� 2019년도� 최고상(Grand� Prix)를� 수상한� 추미림(CHU� Mirim� B.� 1982)은� <2022� 프리뷰� 성수>

에서� 구글� 어스를� 통해� 본� 도시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추미림은� 2013년� 싱가

폴의� 갤러리� 스테프,� 2014년� 스페이스� 윌링앤달링,� 2020� 갤러리룩스� 등에서� 5회의� 개인전,� 일민미술

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최된� 그룹전에� 참여

했다.� 현재� 그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한화� 드림하우스,� 아라리오� 뮤지엄에� 소장되

어�있다.�

컴퓨터그래픽� 디자인툴과� 모바일� UI디자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로� 출발한� 추미림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드(grid)와� 픽셀(picxel)을� 기본� 조형언어로� 사용한다.� 디자인과� 순수미술을� 넘나드는� 경계에서� 작

업하는� 추미림은� 구글� 어스를� 통해� 위성사진과� 스트리트� 뷰는� 물론� 검색� 가능한� 도시의� 다양한� 사진

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조합하여� “여러가지�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조형언어로� 변환한다.� 사

각의� 형태� 안에� 그리드와� 픽셀을� 닮은� 건물들이� 재구성된� 디지털적� 풍경은� 이미� 우리를� 둘러싼� 주변

의�모습이다.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의� 위성� 신도시들의� 도시형태에� 익숙한� 작가에게� 도시는� 사각의� 프레임� 안에� 반

듯한� 도로와� 사각의� 건물들이� 기하학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로� 배치된� 현대적� 이미지이다.� 작가는� 도시

의�형태를�통해� 자신이�경험한�도시와�그곳의�추억들을�담은� 개인적�역사를�재현한다.�

정사각형의�인스타그램� 프레임에�익숙해진�현대인들은�사각� 프레임의�안과� 밖의� 세계를�이제� 이미지로�

소통한다.� “소셜� 네트워크� 바깥쪽의� 현실에서의� 삶에� 관한� 것”을� 만들고자� 하는� 작가� 추미림은� 자신의�

이야기를�통해�도시적�감수성을,� 그리고�픽셀� 세계로�느끼는�디지털�감성을�공유하고자�한다.



작가약력

추미림� CHU� Mirim� (B.� 1988)

Education

단국대학교�예술조형학부�시각디자인과�졸업

Solo� Exhibitions

2020� 위성들:� Satellites,� 갤러리룩스

2016� 일렁이는�그리드에서�태어난�새로운�형태의�모듈,� 트렁크갤러리

2014� P.O.I,� 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3� WWW.THE� WORLD� WE� LIVE� IN,� 갤러리� 스테프� (싱가폴)

2010� 418� :� I� am� a� teapot,� 디� 갤러리

Group� Exhibitions� -� Selected

2022� 노래하는�고래� 잠수하는�별,� 울산시립미술관

2020� 사각사각-윙-또르르.� 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9� 토끼가� 거북이로�변신하는�방법,� 니콜라이�쿤스트홀� (코펜하겐,� 덴마크)

2019� 공간탐색,� 경남도립미술관

2018� 두� 개의�기둥과�일곱�개의� 글자,� 서울시립미술관

2018� 대구�뉴-바우하우스,� 대구예술발전소

2017� 서울포커스� 25.7,� 북서울� 시립� 미술관

2017� Wonderland,� 아트센터�화이트블럭

2014� 가면의� 고백,� MOA� 서울대학교�미술관

2012� THREE� WISHES� FOR� CHRISTMAS,� 아트센터나비

2011� KOREA� TOMORROW,� 예술의�전당

2010� 이해민선,� 추미림,� Gallery2

2009�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2009� 가까이� 그리고�멀리/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2009� PEEP!,� 송원아트센터

2009� 서교육십� :� 인정게임,� KT&G� 갤러리�상상마당

Residency

2021� 고양레지던시� 17기

Collection

2019�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소장

2019� 한화�드림하우스�소장

2016� 아라리오뮤지엄

2015�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소장

Awards



2019� Unknown� Asia� 오사카�그랑프리�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