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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ㅣ아트스페이스 담다                            2017.10.30 

   

조이 유: 아이 웨이웨이 다큐멘터리 커버 일러스트레이터 서울 전시 

전시 제목  조이 유 <서울 시리즈> ㅣ Joey Yu: A Seoul Series  

전시 기간 201.11.17(금)-2017.11.30(목)  

전시 장소 아트스페이스 담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동교로 38길 38 2-4층) 

전시 기획 김하예진 객원 큐레이터, 김민지 마케팅 팀장                                                         

대외 홍보    김민지 마케팅 매니저, 이정란 대표 

참여 작가  조이 유Joey Yu (영국 킹스턴 대학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오프닝파티    2017.11.17 (금) 저녁 7시부터 계속 

드로잉 쇼  2017.11.17 (금) 저녁 7시 – 8시 (피처링 APRO 사운드 프로듀서) 

 

<Ai Weiwei Documentary cover illustration, 2017 ㅣ아이 웨이웨이 다큐멘터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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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y Yu’s Illustration, Color pencils on paper, 2017> 

 

 

<Joey Yu’s Illustration, Color pencils on pap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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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조이 유 개인전, 서울 연남동 '아트스페이스 담다'에서 개최  

 

현대 미술의 거장 아이 웨이웨이 (Ai Weiwei)의 다큐멘터리 커버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  

유명한 조이 유의 개인전 <Joey Yu: A Seoul Series>展을 2017년 11월 17일(금)부 

11월 30일(목)까지 약 2주간 서울 연남동 아트스페이스 담다에서 개최한다. 

 

런던에서 태어난 조이 유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애니메이터로 특유의 색채와 풍경 그림

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 졸업 당시 

올해의 졸업생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런던에서 MORE, OXO Bargehouse, ALL:IN THE 

MIND, House of Vans, Manufactory, Spitalfields Market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최근에

는 New York Times, 영국문화원,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 아마존 스튜디

오(Amazon Studio), 현대 미술의 거장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등과 함께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 나이키가 뽑은 7인의 여성 작가로도 선정되었다. .  

 

조이 유의 주요 테마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녀의 생활 터전인 런던 도시의 모습과 

풍경들, 두 번째는 작가가 직접 여행한 도시들의 특징을 감각적인 선과 색채로 담아낸다. 

거리 위의 건물과 테라스 등에서 햇살을 한껏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표정들은 조이유의 도시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단순하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조이유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처럼, 도시들도 제각각의 표정

을 지니고 있다. 무뚝뚝하고 절제 되어보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런던, 

느긋하고 평온한 그리스, 아기자기하고 정감이 있는 이탈리아의 소도시. 이렇듯 도시라

는 공간은 특징적인 건물과 도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걷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

습들로 색이 입혀지고 채워진다. 이번 아트스페이스 담다에서 열리는 조이 유의 첫 개인

전 <서울 시리즈>에서는 그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과, 젊은 공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연남동, 홍대 인근의 풍경을 그려낼 예정이다.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아트스페이스 담다에서 팝업쇼(Pop-up show) 형태로 열리는 전

시에서 조이유의 서울 공기와 서울 사람들을 담아낸 신작이 공개된다. 멀리 런던에서 온 

아티스트가 그려내는 색다른 서울의 풍경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 인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서울의 모습: 잠을 자지 않고 끊임없이 빛을 내는 우리 삶의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

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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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프로그램 

조이 유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feat. APRO 사운드 프로듀서 

 

올 해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의 전시 기간 동안 아트스페이스 담다에서는 전시와 관

련된부대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일정 프로그램 장소 

11/17(금)  오후 7-8시 라이브 드로잉쇼 (Live drawing) 아트스페이스 담다 2층 

11/17(금)  오후 7-9시 오프닝 파티 with APRO프로듀서 아트스페이스 담다 2 & 4층 

11/17(금)- 11/30(목) 조이 유 팝업(Pop-up) 전시 아트스페이스 담다 1-3층  

윈도우 갤러리 (24시간) 

11/29(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5-9시) 아트스페이스 담다 2 & 4층 

 *프로그램 장소 및 시간 등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월17일 전시 오프닝 파티에서 조이 유가 서울 사람들을 스케치하는 '인물 드로잉 퍼포

먼스'가 즉석에서 진행된다. 약 10명의 드로잉 참가자를 사전에 모집 중에 있다. 한국에

서 조이 유의 첫 한국 개인전인 <서울 시리즈>의 일환으로 그림을 그리는 주체인 작가

는 동시에 관찰자가 되어서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들을 관찰하며 그 현장

을 그림에 담아낼 예정이다. 라이브 드로잉 쇼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또한 사운드 

프로듀서 APRO의 음악 프로듀싱을 즐길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l Press Inquiries 

이정란  joanne.lee@daamdaa.com 

김민지  exhibition@daamdaa.com 

전화   010 4640 3828 (Mobile) ㅣ 02 6406 3838 (전시장) 

mailto:joanne.lee@daamd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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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RT SPACE DA:MDAA ㅣ아트스페이스 담다  

 

서울 연남동에 소재한 아트스페이스 담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역량있는 신진 

작가 및 중견 작가의 복합 장르 – 시각예술,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영상 및 

다큐 등 - 를 전시하는 복합 문화 공갂이다.  

2016 년 양경수 작가 개인전을 시작으로, 시리아 출신 유명 작가 초청전을 기획한 한편, 

뉴욕 첼시에서 한국 국가무형문화재 작가의 단청전, 민화전을 전시 기획한 바 있다.  

이정란 대표의 해외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작가의 해외 전시 기획 및 판매, 외국 

작가의 한국 전시 및 판매, 예술 작가와 브랜드의 콜라보 전시, 아트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등 전시 예술 기획 및 아트 마케팅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다. 

골목길에 슬리퍼 차림으로도 편하게 들러볼 수 있는 작은 동네 갤러리를 표방한다.  

 

한국: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동교로 38 길 38, 2 층  

미국: Suite 3J, 169 Mason Street, Greenwich, CT06830 

한국: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동교로 38 길 38, 2 층 

이메일: joanne.lee@daamdaa.com   

전화: +82 10 4640 3828 (서울), +1 203 707 9965 (뉴욕)         

전시 문의 

김하예진 curator@daamdaa.com  

김민지   exhibition@daamdaa.com  

웹사이트  www.daamdaa.com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artspacedaamdaa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spacedaamdaa 

<참고 자료> 

https://www.joeyyu.co.uk  조이 유(Joey Yu) 작가 웹사이트 

https://www.drdenimjeans.com/se/meet-joey-yu Meet Joey Yu : 작가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V4UHknzcP1o 이태리 최고급 남성복, 에르메네질도 제

냐 (Ermenegildo Zegna) 애니메이션 커버 작업  

http://www.itsnicethat.com/news/joey-yu-ermenegildo-zegna-animation-

021017?+itsnicethat%2FSlXC+%28It%27s+Nice+That%29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 조이 유 콜라보레이션 인터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는 아트스페이스 담다와 작가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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