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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776 서울  
Joy Jongmin Kim: Joy  
 
2020년 10월 6일 - 10월 31일 
오프닝 리셉션: 10월 10일 오후 2시-5시  
 
 
 
 
 
Image: I’m F (2020), Mixed media on canvas, 158.3 x 119.0(cm) 
 
 

스페이스776 서울은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조이 킴의 개인전 
<Joy>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스페이스 776 공간 이사 후 첫 전시이며 작가가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새로이 그린 화화 중에 선별한 20여 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Joy> 에서처럼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가의 신작 회화들을 통해 그의 작업 과정에서 작가가 느꼈던  즐거움을 
느낄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신작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문화의 가짜 뉴스, 정치적 선동 등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담긴 회화 작업들이다. 그동안  스페이스776 브루클린을 통해 몇 
차례 뉴욕 스트릿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 바 있는 작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하며 
느낀 것들을 선보인다.  
 
최근 6개월간 우리는 모든 뉴스와 정보, 의견 등을 실제 만남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으며 
더욱 디지털 세상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세계안에서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이중 잣대 
그리고 집단지성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의 사고와 같은 현대인의 모습을  붓과 스프레이 페인트, 
펜 드로잉과 같은 서로 다른 도구들을 섞어 캔버스 화면 위로 옮겼다.  
 
이번 작업 중 ‘Among Us’는 요즘 인기 있는 마피아 모바일 게임에서 이름을 따왔다. 게임 속 
마피아들은 투표 시간에 열성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누군가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사건 현장 주변에서 봤다는 등 오해와 모함을 조장해 무고한 시민들을 
하나하나 몰아낸다. 현대사회의 인터넷 문화와 아주 흡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론에 휩쓸려 
정확한 정보도 없이 민중들의 재판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들이 결국 마피아들이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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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업은 이러한 사회 정치적 이슈로부터 비롯됐지만 결국 개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과 인간적 
실존에 대한 내밀한 고백에 가깝다.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기록한다. 조이 킴 작가는 개인이 과도한 몰입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적인 판단을 낙천적으로 해석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이면서도 명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이 킴(1991년생) 2014년부터 뉴욕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담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놀림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있는 작가는 캔버스에 자신의 일상에서 얻는 이야기들을 재현한다. 그는 파블로 
피카소와 장-미셸 바스키아의 화법에 영감을 받아 아프로 아메리칸(Afro-American) 문화와 거리 
예술을 접목했다. 

 
관람 시간: 화-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56, 06530 
 
For all inquiries, please contact at info@space77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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