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immediate release] 
 
니나 클라인 Nina Klein 
 
An Open Myth: 
reimagining gender and femininity 
 
2021년 1월 15일 - 2월 3일  
 
37-39 Clinton Street  
New York  
 
Image: The Virgin Mary, 2020 16 x 12 inches Acrylic on paper 
 
 

New York, NY-  스페이스 776 갤러리는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니나 클라인(Nina Klein)의 
개인전 <An Open Myth:reimagining gender and femininity>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니나 
클라인의 새로운 17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니나 클라인은 종이나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 에나멜 페인트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상징적 모양의 시각적 어휘를 만들어낸다. 작가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이 
상징과 형상들은 성과 정체성의 주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과 시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클라인은 생리, 임신, 출생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경험 뿐만 아니라 
마녀나 성모마리아같이 전형적으로 신화화된 여성을 다시 상상하고 이를 여성만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기존 남성의 시선을 압도한다.  
 
클라인의 작업은 일상적인 일들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성경험에 대한 
그녀의 심도깊은 관심을 표현한다. 전시의 제목인 <An Open Myth>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조건들과 모호성을 재정의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웅웅 
거리는 침묵의 소리에 이름을 붙이고 맞서는 작가만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눈하나 깜박하지 
않는 이 자신만만한 시선은 이미지의 활기찬 색채와 아름다움에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번 전시에 포함된 클라인의 최근 작품은 두려움, 투쟁, 사색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경험들을 풀어놓으며, 그녀의 최근작과 이전작들을 구분짓는다. 가령, 라틴어로 “빈공간에 대한 
두려움”이란 뜻의 신작  Horror Vacui (2020)는 작가만의 친밀한 시각 언어를 계속 안고 가지만, 
전세계적 팬데믹 동안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불안과 그리움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작가는 
자신의 미학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는 동시에 더 큰 신화를 중심으로 돌면서, 더  넓은 시야 혹은 
더 큰 블랙홀로 향해 가고 있다.  
 
니나 클라인(b.1987, 미시건)은 내년 UCLA 미술대학 졸업을 앞두고,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작업하고 있다. 클레인의 작업은 아쿠아 아트 페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글래스 라이스 갤러리, 뉴욕 언커먼뷰티 갤러리, 산타 모니카 배럿 갤러리 등 미국 전역에서 
전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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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오후 12시 - 6시까지            문의: info@space776.com 
* 입장시 마스크 착용 필수. 한번에 최대 4명까지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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