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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로 소통하는 이야기꾼 

고 영 자  / 미학·예술평론가  

옛말에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서사)가 재원(財源)이자 문화인 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 사회를 ‘드림소사이어티’로 제시하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림소사이어티의 주역이다”고 까지 주장한다. 동서고금 사람

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고 퍼 날랐으면 인간을 두고 ‘호모 나란스(Homo Narrans, 이야기하는 동물)라는 특성까지 부여했을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다층적 의미의 관계망이다. 거기에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나아가 효과적 전달을 위해 이야기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혼재한다. 이들은 이야기의 생산과 소비 및 전파를 각각 담당하며 협력·공생하는 

시대의 주역들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시대,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이야기≠이야기), 오히려 공동체의 시대정신과 정서를 반영한 문화 그 자체

(이야기=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화예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회화 역시 이야기 매체로써 가장 오래되고, 격변기마다 위협을 받고(새로운 화파, 사진, 영상기술 등장), 그

러면서도 회화 고유의 잠재성을 다원적으로 실험하며 공동체 문화의 창조, 전파, 변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화가는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시각적인 조형언어(점, 선, 면, 형, 색)로 번역하여 전파하는 무언(無言)의 이야기꾼이다. 물론 모든 회화예술과 화가들이 다 그

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명복은 그런 이야기꾼임에 틀림없다. 자기중심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이슈에 개입하여 보다 나은 공

동체적인 것을 지향한다. 아무리 어둡고 처절한 주제일지라도 그의 화폭엔 관객의 시선을 끌고 몰입하게 하는 공동체 문화의 정서와 정의가 살아있다.

이번 전시는 이명복이 그림을 발표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지금까지 야심차게 그려온 작품들을 한데 모아 펼치는 기회다. ‘권력’, ‘인물’, ‘풍경’ 연작을 비

롯하여 최근 ‘제주4·3’ 연작을 포함 총 60여점으로 구성되었다. 작품 주제에 따라 그리고 시대정서에 따라 새롭고 특별한 형식(색감, 크기, 구도, 배치)을 고

안·도입하고자 고심한 흔적들이 작품 전반에 엿보인다.



(fig.1) 위대한 오만 Great Pride | 161x130cm 캔버스에 아크릴 2002

제주도 정착  

이명복은 2010년 제주 정착 이래 올해로 9년차다. 제주도 입도 직전 2~3

년간 화가로서 이명복은 깊은 혼란기·침체기에 있었다 한다. 이 시기 한

국사회는 사회대로 낙담, 불신, 증오, 천박한 욕망들이 뒤엉켜 언제나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던 시절, 혼잡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물설고 낯선 땅 제주도 서쪽마을에 둥지를 틀었다. 

제주에 살기로 한 이상, 이명복에게 제주도는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니라 

적응하고 극복해야 할 생활현장이 되었다. 그렇게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덕분인지, 제주의 깊은 산골 또는 작은 해안 마을 풍경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땅에 서려있는 비극적 사건들, 그리고 그러한 

비극을 기억하는 섬 땅 구석구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작업실 앞마당 정원을 가꾸면서 제주의 흙, 돌, 나무를 만지고, 그 

정원에서 풀을 뜯는 말(馬)과 대화하고, 때때로 뜻 맞는 제주 화가들과 친분

을 나누며 제주 곳곳을 탐방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 

노트에 받아 적는 등의 일상을 보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마침내 지난 날 

혼란기·침체기를 접고 제주 화가로서 재기와 도약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할 것인가?”는 이명복이 스스로

에게 던지는 화두다. 다만 제주 정착 이래, 대상 세계를 표면적으로 형상화

하는 테크닉(기술) 보다는 그 세계에 다가가는 화가 본인의 진정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일부는 제주 공동

체 영역 속에 본인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얻은 결실이다. 새로운 소통

을 위해서는 기존에 고수했던 이야기 기법도 수정하고, 일부 주제는 깊이를 

더한 정교화 작업(색과 형의 유기적 짜임)을 거치기도 했다. 평면 위에 자신

감 있는 색채와 구성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유다.

작품 세계 

우선, 이명복의 ‘권력’ 연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주로 작업한 것들이다. 이미지의 과장, 생략, 비유, 추상 등을 

통해 당대 권력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조롱하고 있다.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

들은 주로 원근법(소실점) 구도를 깨는 것이 특

징이다. 원근법 구도 자체가 막강한 중심 권력 

지향적인 효과를 발산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작품<위대한 오만>(fig.1)과 같은 경우

는 오히려 원근법을 이용하여 중심 권력을 강

조하며 종국에는 그것의 기형성을 폭로하고 있

다. 여기서 기형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나아가 공

상적인 느낌도 든다. 이런 공상적 느낌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훨씬 더 감동시키기도 하

는데 사실들을 반향하기 때문이다. 비평가 클레

멘트 그린버그가 반세기도 전에 말한 ‘그림다운 

사건(pictorial incident)’이란 바로 이런 그림을 

두고 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명복의 ‘인물’ 연작은 1990년대 및 2010년 

제주 정착 이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권력’ 연

작과 대조적으로 ‘인물’ 연작은 신중하고 치밀

한 극사실주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1990년

대에는 광산 노동자·뱃사공·철거민·농민들

이, 2010년 제주 정착 이래로는 제주 해녀를 비

롯한 밭일하는 제주 여성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이명복이 직접 

만난 사람들이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담배 한 개피로 소박하지만 행복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fig.2), 고개를 숙여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fig.3). 그들은 

무자비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는 익명의 대중이지만, 찰나의 몸동작이 포

착되어 화폭에 옮겨지는 순간부터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고된 노동 속에서

도 푸근하고 편안한 표정, 도시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농촌 아낙의 몸동작, 

흙내음을 머금은 농촌의 공기가 화폭을 점령한다. 찰나를 실감나게 감동적

으로 극대화하는 것은 화가의 몫이다. 현실의 단순한 시각적 모방을 넘어선 

경지다. 여기서는 화가의 독창적인 안목과 진정성이 관건이다. 이명복의 ‘인

물’ 연작은 그 자체로 울림이 있는 서민들의 위대한 이야기다.

이명복 작업의 또 다른 굵직한 축으로 ‘제주풍경·제주4·3’ 연작을 들 

수 있다. 그에게 ‘제주풍경’과 ‘제주4·3’ 연작은 맞물린 주제다. ‘제주풍경’

에 등장하는 자연(바다, 산, 숲, 길, 마을, 나무, 풀, 꽃……)은 ‘제주4·3’이

라는 아픈 역사를 소환하는 모티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복의 ‘제주풍

경’은 재현과 환영이 교차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을 모티브로 삼으면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색감의 변주를 통해 보이지 

(fig.2) 휴식 Have a Break | 92x88cm 1992



않은 정서(의식과 기분)를 시각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의 작품

은 자연과 화가의 의식 양자 모두를 활용하도록 자극한다.

가령, 작품 <정원>(fig.4)은 팽나무(폭낭)을 그린 것이다. 제주도 어떤 마을

을 가도 볼 수 있는 나무다. 바람 많은 제주에서 바람의 방향대로 거칠게 

뻗으며 살아서 마을을 지켜왔다. 이명복은 팽나무 가지 위에 두 마리의 말(馬)

과 사람을 그려놓고 이를 ‘정원’이라 이름하였다. 발상의 전환이다. 자연과 

인간이 한 공간을 공유하는 한 가족이란 메시지일까. 팽나무가 의인화되고 

감정이입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되면 팽나무야말로 인간들보다 더 오랜 세월 

이 땅의 비극과 처절한 아픔을 기억하는 증언자란 것도 입증된다.

제주의 곶자왈-숲을 무대로 한 작품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복에게 제주

의 숲은 ‘제주4·3’ 당시 피신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오롯이 기억하는 

천연 요새다. 강렬하고 찬란한 청색조의 겨울 숲을 보라(fig.5). “찬란한 슬픔

의 봄”이라는 반어법처럼, 상처와 아픔이 서린 숲이기에 이명복에게 제주의 

숲은 그렇게 찬란하게라도 그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마지막으로 ‘제주4·3’을 정면으로 다른 작품 <광란의 기억>(fig.6)이다. 

‘제주4·3’ 70주년을 맞는 2018년에 탄생한 최신작이다. 이 작품은 현재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전시 중(3월26일~6월25일)이라, 아쉽게도 이번 ‘예술

공간 이아’ 전시에는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복이 풀어내는 ‘제주

4·3’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은 구도의 치밀한 전략 속에 얇은 붓질로 등장인물의 사실성을 

강조한 대작이다. 작품의 무대는 천정이 뻥 뚫린 동굴 안 한라산 산정을 둘

러싼 사방이다. 당시 진압군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제주도 이미지다. 동굴 

가장자리에는 두 인물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데 좌측 높은 곳에 서 있는 

어린 꼬마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이 꼬마는 당시 4·3의 처절한 현장을 

목격하고, 이후 광란의 기억을 겪는 주체로서,  이명복이 설정한 인물이다. 

어쩌면 그 자신이다. 

그는 꼬마의 시선으로 실재 역사적 인물(진압군, 연루자, 희생자 유골, 

생존자, 관찰자)과 장소(동굴, 한라산, 학살터)를 한 화면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시켜 시·공을 초월한 시각적 연결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

은 내용의 ‘실재성’과 구도의 ‘가상성’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화면에 빨려들게 하는 마력이 있다. 4·3을 주제로 한 ‘역사적 

상상화’ 또는 ‘상상적 역사화’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명복은 작품 <광란의 기억>을 통해 제주에서 자신이 짊어질 사명에 대해 

중대한 계시를 받은 듯하다. 화가로서 앞으로 제주에서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는 회고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다. 시들지 않는 열정과 동시대적인 감각을 

지니며, 보다 나은 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하는 이야기꾼 이명복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fig.3) 삶 Life | 106x70cm 2016



Storyteller Communicating with Color 

KO Young-ja Ph.D  / Aesthetics  

In this era in which we are living, when stories (narratives) as much as culture are economic resources, it brings embarrassment to mention the old saying “Enjoying stories makes 

people poor.” Rolf Jensen, a futurologist, outlays the ‘Dream Society’ as a future society which we must aim for, even purporting that those who like stories are the driving force to-

ward the dream society. We can guess just how much people over the ages and across all countries enjoy and convey stories by the fact that the human race has been named ‘Homo 

Narrans.’

‘A person who likes stories’ lies in a relational net with multi-layered meanings. The phrase has overlapping meanings such as a person who likes telling stories, making stories, 

listening to stories, or creating media for stories to be effectively conveyed. These people play the main roles in producing, consuming, and spreading stories, alongside cooperating 

and coexisting with each other. Therefore, in a cultural era, stories don’t end with stories; rather, they are culture itself, reflecting the zeitgeist and sentiment of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painting cannot be ignored. Painting is a means of a story. And it is the oldest; threatened by new trends or other media such as photography and others through 

rapid changes; nevertheless, it has greatly influenced creativity, dissemination, and change in community culture, experimenting with its intrinsic potential in various aspects.

An artist is a storyteller who translates and disseminates diverse stories using visual and formative language (point, line, plane, form, color). Of course, I don’t mean every painter 

does this. Nevertheless, the artist we encounter today, Lee Myoung-bok, is surely such a storyteller. However gloomy and afflicting the theme may be, the sentiment and justice of 

community culture are alive on his canvas, attracting and immersing viewers.

For this exhibition, Lee Myoung-bok displays the works he has created ambitiously from when he began publishing his works in 1981 to the present day. This exhibition consists 

of approximately 60 works including the recently created serial works on ‘Jeju 4.3’ alongside serial works on ‘Power’, ‘Human Figure’, and ‘Landscape.’ Throughout his works, 

viewers can appreciate his effort to produce and introduce new and special forms depending on the theme and periodic sentiment. 



Settling on Jeju Island  
This is the 9th year since Lee Myoung-bok settled 

down on Jeju Island. For 2-3 years before coming 

down to Jeju, he was in a slump as an artist. At this 

time, Korean society wasn’t working properly as 

it once did, tangled with despair, disbelief, hatred, 

and vulgar desire. In a way, such a social atmos-

phere encouraged him to escape busy city life and 

settle down in a village in western Jeju which was 

new and unfamiliar.

Once artist Lee Myoung-bok decided to live on 

Jeju, it was a tourist attraction no more, but a place 

to overcome and adjust to. Probably thanks to his 

determination to face reality, it didn’t take much 

time for him to realize that the landscape in the 

mountainous and coastal villages, the people living 

there, the tragic incidents imbuing the land, and 

the memories of tragedy are not theirs alone. 

He has spent time touching the Jeju soil, stones, 

and trees by gardening in the front yard of his 

studio; talking to a horse grazing in the garden; 

making friends with Jeju artists; talking with people 

he met while visiting places across the island; and 

taking notes for his work. In the process, he was 

finally reborn as a Jeju artist, brushing off his past 

stage of slump and confusion. Jeju thus became the 

stepping stone for a comeback and resurgence for 

him.

Nevertheless, “what and how should I paint?” 

is the topic that artist Lee Myoung-bok raises to 

himself. However, since settling down on the island, 

he grapples seriously with approaching the world 

with his true feelings rather than using techniques 

to represent the world superficially as an object. Some of the works submitted for 

this exhibition are the result of his search to find his place in the Jeju community. 

He corrected the techniques he previously used in order to communicate afresh and 

elaborated some processes to add extra depth to some themes. That’s how he could 

unfold the intriguing stories on canvas with confident colors and composition.

His Art World 
First of all, Lee Myoung-bok’s ‘Power’ serial works were created between the 1980s 

and late 1990s as well as the early and mid-2000s. Using exaggerated imagery, 

omission, metaphor, abstraction, and more the artist ridicules the brutality and vio-

lence of the power of the time. A feature of the satirization of power is to deconstruct 

the composition of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 composition itself is 

strongly oriented towards strong central power. 

(fig.4) 정원 Garden | 210x130cm 2013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work <Great Pride>(fig.1), he uses perspective 

to emphasize central power and to finally expose its deformity. Here the effect of look-

ing deformed emotes feelings of fancy. Paradoxically, this fanciful feeling touches us 

even more because the feelings reflect reality. Such paintings are probably expressed 

by the ‘pictorial incident’ states by critic Clement Greenberg half a century ago.

Lee Myoung-bok’s ‘Human Figure’ serial works were created in the 1990s and con-

tinued after he settled down on Jeju in 2010. As opposed to the works ‘Power’ men-

tioned above, Lee introduced the prudent and elaborate techniques of hyperrealism 

in his ‘Human Figure’ serial works. He focused on coal miners, boatmen, displaced 

people, and farmers in the 1990s; after he settled down on Jeju, the main figures be-

came Jeju women such as haenyeo (diving women) and farmers working in the fields. 

These are the people Lee met while they lived their lives and labored.

One among the figures in the paintings is taking a happy rest and slowly passing 

time with a cigarette (Fig. 2), while another lowers her head and works silently (Fig. 3). 

They are anonymous people in the mercilessly passing time; however, they become 

special beings when their momentary movement is captured and they appear on can-

vas. Despite the hard labor, the canvas is filled with easy and warm expressions, the 

bodily movement of the woman in a rural village, and the air of the countryside with 

a taste of the soil. The artist’s role is to maximize the moment realistically and touch-

ingly. This is a realm beyond simply the visual imitation of reality. Here, an artist’s 

creative insight and true feelings are the key. Lee Myoung-bok’s serial works of figures 

are the story of ordinary people, resonating as they are.

Another axis of Lee’s serial works is ‘Jeju landscape/Jeju 4.3.’ For him, ‘Jeju land-

scape’ and ‘Jeju 4.3’ are interlocking themes. Nature (sea, mountain, forest, road, 

village, grass, flowers, and more) appearing as ‘Jeju landscape’ are motifs evoking the 

painful history of ‘Jeju 4.3.’ Therefore, in Lee Myoung-bok’s ‘Jeju landscape’, repro-

duction and illusion intersect, and light and darkness coexist. It is because he tries to 

visualize invisible sentiments through the variation of the divers and the deep feelings 

of the colors even though he uses intact nature as a motif in his work. Such work with 

this intention brings forth both nature and the artist’s consciousness. 

For example, the work <Garden>(fig.4) is a painting of a nettle tree. This tree is 

seen in every village across the island. On Jeju Island, with its abundant wind, trees 

protecting villages in the harsh environment grow away from the direction of the 

wind. Lee Myoung-bok titled this work <Garden> in which he painted two horses and 

a person on a nettle tree. This is a conceptual shift. The message may be that nature 

and humans are a family sharing the same space. This is the moment that the nettle 

tree is personified and empathized. If so, it shows that nettle trees are witnesses that 

remember the tragedy and sorrowful agony of this land for even longer than the peo-

ple.

(fig.5) 긴겨울 A Long Winter | 360x180cm Acrylic on canvas 2018



 (fig.6) 광란의기억 Delirious Memory | 363x227cm Acrylic on canvas 2018

The works of Jeju gotjawal volcanic forests are worthy of notice as well. For the 

artist, Jeju forests are natural fortresses remembering the suffering and sorrow of the 

people who were hiding during ‘Jeju 4.3.’ Look at the bluish winter forest shining bril-

liantly(fig.5). Like the ironic ‘spring of brilliant sorrow’, the forest probably seen by Lee 

Myoung-bok was shining with even more brilliance because it embraced the wounds 

and suffering.

I’d like to lastly mention <Delirious Memory>(fig.6) depicting ‘Jeju 4.3’ head on. We 

should notice this work in order to understand ‘Jeju 4.3’ as portrayed by the artist. 

This is a large-sized work emphasizing the reality of figures with fine brush strokes 

and elaborate composition. The background of the work is the inside of a cave with 

an opening in the ceiling on a slope of Mt. Hallasan. This is the isolated image of Jeju 

Island surrounded by the military. At the edge of the cave, two small figures are paint-

ed, and a little child standing in a high place on the left is the main figure of this work. 

This child is a figure created by the as the main agent who witnessed sorrowful fights 

during 4.3 and later suffers from delirious memories. Maybe he is the artist himself.

By presenting historical figures and places (a cave, Hallasan Mountain, massacre 

sites) on one canvas at the same time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artist attempts 

a visual connection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is work attracts viewers 

to the canvas by harmonizing ‘reality’ between content and the ‘virtuality’ of compo-

sition. With Jeju 4.3 as the theme, it is not at all awkward to call this work ‘historical 

picture of imagination’ or ‘imaginary picture of history’.

It seems that through the work <Delirious Memory> Lee Myoung-bok received 

a message conveying his essential calling on Jeju Island. We can feel this from his 

retrospection saying that he discovered what he had to do on Jeju as an artist. This is 

why we have high hopes for the artist who is a storyteller with unfading passion and 

modern sensibilities while also aiming to build a bette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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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Exhibition 

2018  Art Space IAa, Jeju

2017  Gwangju Museum of Art Geumnamno Gallery, Gwangju, Korea

2016  Gallery Nori, Jeju

2014  UM Gallery, Seoul / Gallery Nori, Jeju

2013  Gallery Jajaknamu, Seoul /  Gallery Nori, Jeju

2012  Gallery Mesh, Seoul / Gallery Nori, Jeju

2009  Gallery Seokyuwon, Busan / Gallery Bandi, Seoul / Gallery Maeum, Seoul 

2008  Goodbye Bush, Space Peace, Seoul 

2002  Young Artists,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1998  Gallery Savina, Seoul 

1996  Wonseo Gallery, Seoul

1995  Aragaya, Seoul 

1992  Gongpyeong Art Center, Seoul 

1991  Ondara Art Museum, Jeonju

1990  Hansun Gallery, Seoul

1989  Gallery Min, Seoul 

Group Exhibition 
2018 Exhibition on Peace and Human rights in East Asia for 70th 

 Anniversary of 4.3 ( Jeju 4.3 Peace Memorial Hall)

 Jeju 4.3, Now our history (Korea Historical Museum, Seoul)

 The wind blew (Lee Han-yeol Memorial Hall , Seoul)      

2017 Korea tomorrow 2017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nische Impressionen (Austria, Jeju)

 RABNITZTALER MALERWOCHEN 2016 (Austria)

 Candlelight in the square (Jeju Museum of Art)

2016 Jeju-Rabnitz Contemporary Art Exhibiti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RABNITZTALER MALERWOCHEN 2016 (Austria)

 4.3 Art Festival (Jeju Museum of Art)

 Art in Society - A Country of Happiness (North Seoul Art Museum)

2015 Now, here (Pohang City Museum of Art)

 RABNITZTALER MALERWOCHEN 2015 (Austria, Turkey)

 4.3 Art Festival (Jeju Museum of Art)

2014 RABNITZTALER MALERWOCHEN 2014 (Austria, Turkey)

 Low Stream- Exhibition of Korean Indonesian artist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4.3 Art Festival (Jeju Museum of Art)

 Flow of Contemporary Art 7 (Gimhae Art Museum)

2013    2013 SETEC SEOUL ART SHOW (Seoul)

 Determination of Two Islands (National Gallery, Jakarta-Indonesia)

2011   The Sea of Dispute, the Sea of Reconciliation (Incheon Art Platform) 

Lee, Myoung-bok 

바닷가 집 a house by the sea | Acrylic on korean paper 2017



2010   Moment (Gallery Nori, Jeju)

 Gangjin Celadon Art Project 2010 (Gangjin Blue Celadon Museum) 

 Wow! Funny Pop (Gyeongnam Art Museum)

 The Sense of Humor (Daejon Museum of Art) 

2009 Jeju World Heritage Special Exhibiti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ternational Desert Art Projec (Gobi Desert, Mongolia) 

 100th   Anniversary of Korean Cartoons (MMCA, Gwacheon) 

2008 Art towards the Society : Realism in Korean Art (Fukuoka Asian Art 

Museum etc., Japan) 

2007 55 Artists Selected by Art Critics of the Review Monthly Chosun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 Miami (Miami Convention Center, USA)

2006  Asia Now (Arario Beijing, China)   

2006 Korean Unification Art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Space Peace Inaugural Exhibition  (Space Peace, Seoul) 

 Peace Art Project (Gongpeyong Art Center, Seoul) 

2004 Izuru Mirutani & Lee Myoung-bok Two-person Exhibition (Yada 

Gallery,Nagoya-Japan) 

 2004 Peace Declaration - 100 World Artists (MMCA, Gwacheon) 

 JAALA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Japan) 

2003 Exploration of Light and Colo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1  Affront and Healing (Hangaram Art Museum, Seoul)

1997 Hankook Ilbo - Young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Baeksang Gallery, 

Seoul)

1996 Moran Grand Prize (Moran Museum of Art, Namyangju)      

1995 The Spirit of May, Gwangju Biennale Special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1994 100th Anniversary of Donghak Peasantry Revolution ( Hangaram Art 

Museum, Seoul)

 15Years of People’ s Art (MMCA, Gwacheon) 

1993 New Phase of Korean Contemporary Art (Min Art Gallery, Seoul)

 Exhibition for two Koreas Unification (Tokyo Central Museum of Art, 

Japan)  

1991 The Horizon of transition Period (Kumho Art Museum, Seoul)     

1989 Controversial Artists 1988 (Seoul Museum of Art) 

1982-87 The Year of Imsul, 98,992 Inaugural Exhibition (Deoksu Art 

Museum, Seoul )

Permanent Collections 
MMCA / SeMA / Busan Democracy Park / Gwangju Museum of Art / Jeju 

Museum of Art /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 Lee Han-yeol Memorial 

Hall / Pony Museum 

Address:  891, Yonggeum-ro, Hallim-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63017

Tel : +82-10-9292-1108

작은강 little river | Acrylic on korean paper 2017큰나무 big tree | Acrylic on korean paper 2017



발행일  2018년 5월 

발행인  이명복

디자인/인쇄  디자인이야기 Tel.064)753-1023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2018. 5. 17 thu - 5. 31 th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예술공간 이아   

전시문의  T.064-800-9333, 010-9292-1108 

이명복 
LEE  MYOUNG  BOK

그날 이후 
SINCE THEN

예술공간 이아 기획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