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Clementine Chan은 201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해외전문예술가 초청 사업인 AMFEK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에서 5개월동안 연수 중이다. 홍콩에서 태어나 홍

콩중문대학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였다. 파슨스디자인스쿨에서 (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수학하였으며, 뉴욕 Art Students League에 참여한 바 있다. 1994년부터 서정적인 풍경

을 유화, 수채화로 담아내 꾸준히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2년 홍콩국제도서전에서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 북인 

<The World of Bluey>를 출판하였다. 2014년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은 그림책 <Bluey Seoul Happy>를 선보인 이

후 2015년 대만에서 개인전과 세 번째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Activities
2015 Book launch and solo exhibition in Taipei
2014 Artist-in-resid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orea
 Solo Exhibition at Lincoln House, TaiKoo Place, Hong Kong
2013 Clore Fellow, Clore Leadership Programme, UK
 Solo Exhibition at Frammenti d’Arte Gallery, Rome
2012 Illustration book “The World of Bluey” launched at Hong
 Kong International Book Fair
2011 Solo Exhibition at Lincoln House, TaiKoo Place, Hong Kong
2010 Solo Exhibition at Galleria Tondinelli, Rome
2009 Biennale of Chianciano, Chianciano, Italy
 Four International Women Artists, Galleria Tondinelli, Rome
2008 “Wonderland”, Osage Gallery, Hong Kong
2007 Florence Biennial, Italy 
2006 Solo Exhibition at UMA Gallery, Hong Kong
 Solo Exhibition at Choice Cup Gallery, Hong Kong
2005 Solo Exhibition at Culture Club Gallery, Hong Kong
 Solo Exhibition at Lincoln House, TaiKoo Place, Hong Kong
 Solo Exhibition at Karin Weber Gallery, Hong Kong
 Solo Exhibition at Citygate, Hong Kong
2004 Solo Exhibition at Choice Cup Gallery Cafe, Hong Kong
2002 Solo Exhibition, Hong Kong Art Centre, Hong Kong
1998 Award of Merit, the 7th annual competition of Manhattan Arts 
 International Magazine
1994 Solo Exhibition, Hong Kong Fringe Festival, Hong Kong

Her works are collected by private collectors in Hong Kong, the US and Italy

Contact
E-mail. trustnil@gmail.com
www.clementinestudio.com
Facebook and www.etsy.com: BlueyManiac

<우리 가족사진>

Clementine Chan (小橘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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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the Blue : Solo Exhibition by Clementine Chan

Green Green Grass of Home, oil on canvas, 65 x 91 cm
, 2014

To Catch a
 Leaf, oil 

on canva
s, 80 x 100

 cm, 2014

Earth - Where Mountains are not Mountains, oil on canvas, 63 x 72 cm, 2014

Man - A World in a Flower, oil on canvas, 63 x 72 cm, 2014

Blue Moon, oil on canvas, 60 x 90 cm, 2014

Artist’s Statement
<Out of the Blue>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진행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AMFEK) 참가 기간 동안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찾아갔던 장소들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유화, 디지털드로잉의 두 가지 기법의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화는 좀 더 회화적이고 시

적인 반면 디지털드로잉은 유머러스하며 만화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장르의 그림에 모두 등장하는 ‘파랑이’ (Bluey)라는 꼬마 여자아이는 사실 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파란 색의 옷을 입은 그녀는 어느 날 제가 아이패드에서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에서 우연하게 탄생했습니다. 이번 전

시를 위해 떠올린 아이디어들은 모두 그림 속에서 파랑이가 바라보는 세상, 그녀의 위트와 생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의 기본적

인 개념인 음과 양의 조화, 한글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인 하늘, 땅, 사람과 태극기의 괘(건,곤,감,리)를 상징하는 하늘, 태양, 달, 땅 등 네 가지가 이

번 전시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파랑이의 모험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에서의 저의 첫 번째 그림책 <Bluey Seoul Happy>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파랑이의 모험을 함께하는 기회를 갖

게 되시길 바랍니다. 파랑이는 한국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전시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도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시 동안 파랑이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디자인들도 함께 준비될 예정입니다. 전시장에서 선보이는 상품은 한정수량으로 제작되었으니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trustnil@gmail.com혹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외협력과 02.746.90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works in “Out of the Blue” are inspired by my experiences and the places I visited in Korea during my 5-month 
artist residency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14. The exhibition consists of two parts: oil on canvas 
and prints of digital drawing. While the former works are more poetic and painterly, and the latter more humorous 
and cartoonish, both feature an alter ego of mine called Bluey, a little girl in blue that I initially created on iPad 
by finger drawing. Her vision of the world and her wit and philosophy reflect the inspiration I drew from and my 
amazement at this land where Yin meets Yang. The three key elements of the Korean language – Hangul (sky, earth, 
man) - as well as the four trigrams of the Korean national flag Taegukgi (sky, sun, moon, earth) are embedded 
in the paintings. And the adventures of alien Bluey are illustrated in digital drawings with witty scripts. 

My first solo exhibition in Seoul is accompanied by my first illustration book in Korea, titled “Bluey Seoul 
Happy”. Come see the city through Bluey’s eyes and keep her company in her adventures. She has had a 
great time, and so will you! Don’t miss out  the Bluey designs on merchandises displayed at the exhibition. 

All Bluey products on display are limited editions. If you wish to order, 
please send email to trustnil@gmail.com or call 02-746-9075. 


